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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치』에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단순히 시대적 및 공

간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활동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원칙과

신념이 인물들의 일상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이

전 비평가들과는 달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초기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

회에서 합리적 접근방식을 취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작품

속의 사건과 갈등에도 공유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전 비평가들의 주장

처럼 데이비드(David)가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주변 인물과 동물에 대해

점점 공감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모습까지도 진실화해위원

회가 추구했던 합리성과 연결 지어야만 그 변화된 모습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먼저 본론의 1장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

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마주한 고민을 짚어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아공 사회와 남아공 전통 사상을 동시에 고려하

며 ‘회복의 정의’라는 노선을 택했지만,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 이어서 진실화해위원회와 이에 대해 비판적

이었던 사람들 모두 궁극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부합하는 합리성에 의지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작품 속에서도 어떻게 반영

되는지 분석해본다.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논란으로 인해 열린 교내 청문

회에서 데이비드가 내세우는 원칙과, 이후 데이비드의 딸이 윤간을 당한

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이때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논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이성과 합리성이 작품 속에서도 문제

로 등장하며, 결국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로 인해 포스트아

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도 계속되는 인종 갈등에 대해 해결책이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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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론 2장에서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성향을 내려두고 주변의 인물들과 동물들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전에는 데이비드가 교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베브 쇼

(Bev Shaw)와, 자신이 성폭행했었던 학생 멜라니(Melanie)의 가족과 관

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이때 데이비드는 이들과 화해와 새로운 공동

체의 형성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인종

주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새 공동체가 의미하는 변화를 감당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이전에는 자신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동물들의 삶에

대해 존중을 보이고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는 과정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비록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는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채로 작

품이 끝나지만, 쿳시의 또 다른 작품인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를 참조

한다면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의 동물윤리학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남아공에서 그저 이성만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만, 3장에서 데이비드가 합리성, 그리고 이것이 통용되었던 기존의 사회

를 벗어나서, 비인간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시도를 해야만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짚어본

다.

주요어 : 『수치』, 쿳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진실화

해위원회,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합리성, 인종, 공동체, 동물

학 번 : 2015-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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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남아프리카공화국1)은 쿳시(John

Maxwell Coetzee)의 글에 호의적일 수 없는 사회였다. 인종 분리 정책

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여전히 존재하던 어두운 사회 현실에 대

한 반응이 문학의 “도덕적/윤리적 성격”(the moral/ethical nature;

Kossew 2)2)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작품이 “계몽적인 역할”(왕은철

13)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용되었고, 여기에는 어두운 사회 현실에 대해 작품이 “민족적이고 국

가적이며 계몽적이고 윤리적인”(왕은철 13) 역할을 하기 바라는 국가의

염원이 담겨있었다. 당시 작가들은 “그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

건들에 대해 반응할 의무”(a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political

events around them)가 있었고, 그들의 반응은 찬성 혹은 반대로밖에 이

어질 수 없었다(Kossew 3). 실제로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의 작품

들은 “정치의 강압에 반해 특별한 저항을 부추기기 위해”(to promote a

special kind of resistance to the pressures of politics; Head,

Cambridge 81) 출판되었다. 고디머(Nadine Gordimer)나 브링크(André

Brink), 응데벨리(Njabulo Ndebele) 등의 남아공 작가들은 “시대적 양심

을 자처하면서 저항적이고 고발적인 작품들을” 씀으로써 작가가 “국가

공동체의 양심이 되기를 요구”(왕은철 13-14)하는 국가의 부름에 부응하

고 있었다. 특히 백인인 고디머와 브링크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자

행하는 종족차별과 인권유린의 면면과 상황을 세계에 고발”하고자 사실

주의 계열의 작품을 통해 사회가 “흑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

1) 이하 ‘남아공’으로 표기.

2) 본 논문의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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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상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전투적으로”(왕은철 14) 재현 및

고발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그의 동료 작가들이 사회를 고발하는 사실주의 계열의 소

설을 쓴 반면, 쿳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설의 사실주의 전통으로부터

완전한 분리”(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realist tradition in the

South African novel; Kossew 3)를 보였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명백하고 공개적인 정치적 태도”(manifest, overt political stance)

를 취할 것을 “집요하게 거부”(tenacious refusal)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재현 방식”(certain representational

strategies)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독자들은 “그의 작품을 알레고리처

럼 취급”(approach his novels as allegories; Tegla, x)하였다. 또한 쿳시

는 소설과 그것의 형태에 관해 실험적 글쓰기를 시도하며 “형이상학적이

고 사유적이며 관념적이고 반리얼리즘적인 소설”에 매진했다(왕은철 17).

쿳시 스스로도 이 당시 본인의 글이 “시대에 너무 늦게 등장”(coming

too late in the era)한 것도 있지만,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기에

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너무 간접적이고 동떨어져있었다”(too indirect in

their approach, too rarefied, to be considered a threat to the order;

Doubling the Point 298, 이하 DP로 표기)고 평가한 바 있다.

쿳시가 이처럼 시대의 요구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실험적이

고 형이상학적이며 반리얼리즘적이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의 소설”

을 쓰며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세계를 구축”(왕은철 18)한 이유는 소설

에 대한 그의 소신에 있다. 그는 일찌감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충성

은 정치 담론이 아닌 소설의 담론에 있[음]”(my allegiances lie with the

discourse of the novels and not with the discourse of politics;

Kossew 6 재인용)을 밝혔다. 이어서 1987년에 쓴 「오늘날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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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vel Today”)에서 그 당시와 같이 “강렬한 이념에 대한 압

박”(intense ideological pressure)이 있는 시대에서 소설은 역사에게 “대

리보충성 혹은 경쟁 상대”(supplementarity or rivalry; Attwell 15 재인

용)가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

러한 분위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역사와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설을 위치를 지향했고, 따라서 “역사 안에 소설을 포함시키

고, 소설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상상의 수탐으로 읽어내

고, 이런 수탐을 보여주지 않는 작품은 진지함이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

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향”(the tendency in South Africa to subsume

fiction under history, to read novels as imaginative investigations of

real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to treat those which do not perform

such investigations as lacking in seriousness; Newman 126)에 반대했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쿳시의 문학적 도전은 현실을 충분히, 혹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남아공 내에서 비판받았다. 그의 “완곡한 스타일”(oblique

style; Tegla, x)은 “글쓰기의 정치적인 면에 대한 [쿳시의] 무관

심”(indifference to the political dimension of writing)을 드러내는 것으

로 비춰졌고,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무책임”(social and political

irresponsibility)한 태도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설에 대한 마

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쿳시의 서사가 보이는 “자멸”(self-defeating;

Kossew 3)의 특징과 “양면성과 모호성”(ambivalence and ambiguity)을

비판하며,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정치적 강압의 특수성”(the

particularity of the political conditions of oppression)을 고려하지 못하

고 사회의 급박한 현실을 외면한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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쿳시의 소설은 진보주의 생각과 전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분투에 관해 명백히 무능한 것에 대한

지적 응답이다. [하지만] 쿳시는 진보주의를 무엇으로 대체

하는가? . . . 그의 소설은 의식이 겪는 위기의 경험을 예

시로 들며 의식이 갖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 . . . 쿳시는 서양 사회를 지배하는 관심 분야로부

터 자신이 비평적으로 소외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러한 비평적 인식을 토대로 역할이나 정체성에 관해 물리

적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도 나타낸다: 그는

여전히 ‘체제의 일부’로 남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의식이

겪는 이중성의 고뇌에 중점을 두게 되고 . . . 이로 인해

[그의 소설 속에서] 당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억압과 투

쟁의 물리적인 요소들은 마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Coetzee's fiction is obviously an intellectual

response to the patent ineffectuality of liberal ideas and

strategies . . . with regard to the demands of political

struggle — in South Africa. With what does Coetzee

replace liberalism? . . . His fiction reveals an enormous

preoccupation with problems of consciousness, with

exemplifying the experience of a crisis in consciousness.

. . . Coetzee indicates in this way his critical alienation

from the dominant interests in Wester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his inability to make a material change

of role, of identity, on the basis of this critical

awareness: he remains 'a part of the system‘. H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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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inence given to an agonised duality experienced

in terms of consciousness . . . as a consequence . . .

material factors of oppression and struggle in

contemporary South Africa achieve a subordinate

attention. (Vaughan 126-37)

이러한 상황에서 쿳시의 작품은 “꾸준한 비평적 관심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slow to attract sustained critical attention; Attwell, Politics of

Writing 1)다.3) 쿳시의 작품을 사회적 배경에 견주어 평가하기보다 작품

자체의 서사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1988년이 돼서야 등장하였고,4)

3) 쿳시의 첫 작품인 『어둠의 땅』(Dusklands)은 1974년에 출판되었지만, 그의 세

번째 작품 『야만인들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와 그 다음 작품

『마이클 K』(Life & Times of Michael K)가 각각 1980년과 1983년에 상을 받고

나서야 해외에서도 그의 작품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Kossew 2).

4) 도비(Teresa Dovey)는 『J. M. 쿳시의 소설: 라카니안 알레고리』(The Novels

of J. M. Coetzee: Lacanian Allegories)를 통해 처음으로 쿳시의 전작을 다루며, 그

간 쿳시의 작품을 향한 비판은 작품 내의 서사적 전략들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지적

했다. 그녀는 특히 쿳시의 작품들이 보인 “풍자, 알레고리, 그리고 해체주의 성

향”(the parodic, allegorical, and deconstructive tendencies; Attwell 2)에 주목하였

고, 연구 이후 쿳시의 작품이 가진 “담론적 복잡성과 자의식”(discursive complexity

and self-consciousness)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no longer possible to ignore)

특징이 되었다. 애트웰(David Attwell)은 이와 같은 도비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

했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쿳시의 작품에 관한 비평 흐름이 후기모더니즘

(postmodernist)과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이론을 통한 접근,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정치적 저항과 역사 재현”(political resistanc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2)에 중점을 둔 양 극으로 “지나치게 단순화”(oversimplified)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런 양극화 대신, 애트웰은 도비도 마찬가지로 제안했듯이 양극 사이의 공간에서 “다

양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담론이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 역사와의 다양한 교류 형태

를 생산”(discourses emerging from diverse contexts, and exhibiting different

formal assumptions, may produce different forms of historical engagement; 2 재

인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J. M. 쿳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글쓰기의 정치

학』(J. M. Coetzee: South Africa and the Politics of Writing)은 쿳시에 관한 두

번째 비평서로, 애트웰은 이를 통해 역사와 글의 “상호 관계성”(interrelationship;

Kossew 4), 즉 쿳시의 소설들이 “역사와 글 사이에서”(located in the nexus of

history and text) 어떤 방식으로 “양 극 사이의 갈등을 탐구”(explore the tension

between these polarities; 3) 하는지에 주목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외의 비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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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에서 역사의 재현과 서사 자체에서 드러나는 점들을 통합적으

로 연구하려는 시도는 『마이클 K』가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한 후에야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갤러거(Susan VanZanten

Gallagher)나 페너(Dick Penner) 등의 비평가들은 쿳시 소설에 드러나는

사건들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 속에 위치시키면서 작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성”(South African-ness)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이와 같

은 문화적 및 정치적 특수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 맥락에 제한되

어있지 않고 전세계적인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서사 자체

의 구조나 미학, 그리고 그 안의 전략도 염두에 두며 작품에 접근하였다

(Kossew 5).

쿳시가 남아공 사회의 정치 현실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그의

글은 “비스듬하다”(oblique), “양면적이다”(ambivalent), “규정하기 어렵

다”(elusive) 등의 평가를 자주 받는 이유는 주로 그의 글을 특징짓는

“마무리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losure; Kossew 9) 때문이다. 소설

의 서사는 성장이나 변화 등의 ‘익숙하고 편안한’ 해석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나 작품과 당시 사회의 관계

에 대한 그의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탓에, 쿳시의 소설은 “결

말이 없[는]”(no ending; Tegla 240)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이 제공하는 막연함과 열린 결말은 오히려 그의 작품에 관한 논의가 다

양한 분야와 관심사에 걸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커쓔(Sue

Kossew) 역시 이에 대해 1998년에 쿳시의 작품에 대한 “비평 연구가 급

증하는 이유”(the reason for the burgeoning field of critical study; 9)라

고 평가했다. 실제로 본 논문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치』(Disgrace)5)

관점을 아우르는 시도를 했다.

5) 국내에서 이 작품은 주로 『추락』으로 번역되지만 본고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추락”보다는 “수치”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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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만 봐도, 서사가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실’에 비해 작품에 관한

비평적 논의가 훨씬 더 풍부한 주제와 시각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작품이 포

스트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두 성

폭행 사건에는 인종 요소가 짙게 깔려있으며, 작품의 초반에 비해 끝머

리에 주인공이 동물을 향해 더 많은 애정과 높은 공감력을 보인다는 점

들뿐이다. 그리고 작품의 서술자는 때로는 주인공의 생각에 밀착하여 자

세하게 그의 마음 상태와 생각을 알려주지만 정작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이 내리는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서는 독자들에 해

석에 맡기며, 그들의 동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건

들 외에도 비평가들은 매체로서의 영어와 소통에 대한 고찰, 동물에 대

한 윤리, 고해와 수치심을 통한 구원과 용서, 작품 속의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 목가적 배경, 그리고 언어의 현재 시제 사용이

갖는 효과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열띤 논의, 그리고 때로는 서로 반대되

는 결론을 향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수치』에 한

정되지 않으며, 쿳시의 작품이 “권위적이고 결정적인 윤리적 통찰력이나

‘구원’의 느낌”(authoritative, conclusive moral insights, no sense of

“redemption”; Tegla 240)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처럼

작품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격이 분명히 드리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사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논의와 담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주목

하여, 페쉐(Graham Pechey)는 쿳시의 소설이 “반영하는 것보다 굴절시

키는 것이 더 많”(refracts much more than it reflects)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독자는 그의 소설을 “비스듬히, [마치 각기둥을 통해 보듯이]

다양[한 각도에서]”(obliquely and prismatically; 375) 읽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처럼 쿳시의 작품이 드러내는 모호성은 그의 소설이 당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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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리고 독자가 그러한 맥락을

얼마만큼 동원하여 작품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

으켰다.

쿳시의 글이 가진 이러한 특징은 그의 작품에 대한 초기 비평부

터 현재까지 그의 작품을 평가하는 작업에 굵은 줄기를 담당해왔는데,

본고는 쿳시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남아공의 정치적 상황을 적극

적으로 연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그의 작품에서 그가 유

럽 전통을 가진 백인 작가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맺는 관계에서 느끼

는 죄책감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트웰은 쿳시가 유럽의 정

전과 맺는 관계가 쿳시가 “지배의 역사와 공모의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수반”(entails an accusation of complicity in a history of domination)한

다고 하며, 이에 대한 “쿳시의 반응은 자신이 재현하는 부차성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 질문”(Coetzee’s response to this situation is to interrogate

the specific form of marginality he represents; 4)하는 것이라고 평한

다. 이는 개인이 가진 문학적 사상, 즉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의 영향이

그의 문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쿳시가 스스

로를 아프리카너(Afrikaner)로 생각하지 않지만,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 아프리카너와 “역사적으로 연결”(historical connection; Head,

Cambridge 3) 되어있다고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쿳시가 자신

이 속한 역사적 및 사회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

6) 쿳시는 자신에게 영어가 모국어이고, 본인이 아프리카너(Afrikaner)의 문화에 속

해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언어 및 문화적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아프리카너로 생

각하지 않고 “그 어떤 아프리카너도 [그를] 아프리카너로 여기지 않을 것”(No

Afrikaner would consider me an Afrikaner; DP 341)이라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너’라는 호칭의 생성과 사용이 권력과 연결되어있고, 아프리카너가 아니더

라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백인들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음을 의

식하며,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아프리카너 호칭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DP 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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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신도 “죄책

감”(guilt)을 느끼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는 그가 의식적으로 역사나 정치 등의 사회적 맥락을 거부하고 자신의

작품과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하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국가의 상황을

다루는 것을 피할 수 없”(cannot avoid having to deal with his national

situation; Attwell 3)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작가가 자신 주변의

환경을 탈피하는 것의 불가능성”(the impossibility of the writer’s

escaping the conditions around him/her; Kossew 7)은 그의 의도에 반

하더라도 작품을 그가 속한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읽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헤드(Dominic Head)도 같은 맥락에서 쿳시의 작품들을 “후기

식민주의의 폭력과 아파르트헤이트의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의 보복성 폭력의 위험에 대한 지적인 도전”(intellectual challenge

both to the late-colonial violence and oppression of apartheid, and to

the dangers of retributive violence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c rule; Cambridge 22)으로 평한다. 애트웰도 위에서 설명한

“글과 역사 사이의 긴장감”(the tension between text and history)이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행위”(a historical act)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담론 속에 위치시켜서 읽어야”(must be read back

into the discourse of South Africa; Politics of Writing 3) 함을 강조한

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처럼 쿳시의 작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상황들”(socially extreme circumstances; van

Heerden 44)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아공의 분열된 사회 안의 개

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을 꾸준히 담아낸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자서전적인 요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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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 쿳시의 초기 작품들부터 본고가 다루는 『수치』까지 공통적으로

쿳시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계속해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둠의 땅』에서부터 쿳시는 “디아스포라를 겪는 주체를 가리키

는 여러 생생한 은유를 제공”(many graphic metaphors for the

diasporic subject; Jacobs 206)한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에서도 동

일한 이름의 인물은 사람과 동물이 밀접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

하고, 쿳시의 최근 작품인 『슬로우 맨』(Slow Man)에서는 “체류가 아

닌 뿌리박힌 소속감”(rooted belonging as opposed to sojourning;

Jacobs 207)에 대한 은유가 등장한다. 이처럼 쿳시의 작품 속에서 공동

체가 여러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과 비슷하게 『수치』에 대해서도 공동

체에 관한 논의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수치』에 관해서 이전 비평

가들은 특히 데이비드가 동물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며, 그가 상상력과

공감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자주 얘기한다.

본고는 작품이 진실화해위원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방

식이 작품 속의 갈등에도 공유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 아파

르트헤이트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마주한 고민을

짚어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아공 사회와

남아공 전통 사상을 동시에 고려하며 ‘회복의 정의’라는 노선을 택했지

만,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 이어서

진실화해위원회와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모두 궁극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부합하는 합리성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현

상에 작품 속에서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해본다. 그 다음, 주인공 데

이비드(David)가 자신의 학생을 성폭행하여 교내 청문회까지 열리는데

이때 데이비드가 내세우는 원칙과, 이후 데이비드의 딸이 윤간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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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이때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논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이성과 합리성이 작품 속에서도 문제

로 등장하며, 결국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로 인해 포스트아

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도 계속되는 인종 갈등에 대해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해결의 실마

리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성향

을 내려두고 주변의 인물들과 동물들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양상을 분

석한다. 이전에는 데이비드가 교류의 대상, 즉 자신과 같은 공동체 구성

원으로 여기지 않았던 베브 쇼(Bev Shaw)와, 자신이 성폭행했었던 학생

멜라니(Melanie)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본다. 이때 데이비드

는 이들과 화해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의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새 공

동체가 의미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

어서 데이비드가 이전에는 자신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

던 동물들의 삶에 대해 존중을 보이고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는 과

정도 살펴본다. 여기서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는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채로 작품이 끝난다는 한계 때문에, 이 관계가 시사하는 가능성을 탐구

해보기 위해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에 드러나는 쿳시의 동물 윤리학을

참고한다. 그 결과 남아공에서 그저 이성만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렵지만, 3장에서 데이비드가 합리성, 그리고 이것이 통용되었던 기

존의 사회를 벗어나서, 비인간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공동체

를 만드는 시도를 해야만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을 짚어본다.

쿳시가 작품 속에서 모호성을 통해 작가로서 “권위적인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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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authoritative voice)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윤리적인 지표”(ethical

guidance; Attridge, Ethics of Reading 7)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

명하다. 하지만 그의 소설을 적극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및 사

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이해함으로써 본고는 그의 서사 자체가 갖고 있는

힘과 더불어 쿳시의 작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안과 밖에서 “[독자에

게] 현실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raise and illuminate

questions of immense practical importance to all of us; Attridge, x)주

고, 나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타자와 그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타

자에 대한 독자의 윤리적인 고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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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끝나지 않은 아파르트헤이트:포스트아파르트

헤이트 사회의 개인과 역사의 갈등

1. 개인과 공동체 사이: 진실화해위원회와 합리성의 한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에 맞서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끌어왔

던 아프리카 민족 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출신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가 1994년 4월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대

통령”(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Tutu 9)으로 취임하면서 인

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

었다. 거의 반세기만에 인종 차별 폐지와 대대적인 정치 체제 변화를 맞

이하게 된 1990년대 중반의 남아공 사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주

의라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the transition to a new dispensation)을

위해 “[남아공의] 과거를 효과적으로 처리”(deal effectively with our

past; Rotberg 1)하는 작업이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마주하는 작업은 국가가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혹은 갈등에

서 평화의 상태로”(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and/or from

conflict to peace; Bakiner 29)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여겨진다. 남

아공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한국과 여러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

들은 진실 위원회(truth commission)로 하여금 이 전환과정을 주관하도

록 하였다. 진실 위원회란,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과정을 통해 과거의 인

권 유린을 조사하여 [이러한] 폭력의 양상과 원인을 알아내고, 최종 보고

서를 발표할 공식 권한을 가진 임시 단체”(a temporary body

established with an official mandate to investigate past human rights



14

violations, identify the patterns and causes of violence, and publish a

final report through a politically autonomous procedure; Bakiner 24)를

뜻한다. 이때 진실 위원회의 핵심 구호는 보통 “두 번 다시는 안 된

다!”(never again!)인데, 이 구호에는 잔혹 행위를 겪은 사회가 “균형, 존

엄성, 그리고 완전성”(equilibria . . . dignity, and . . . integrity)을 회복

하려는 노력도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진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방과

회복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처럼 “과거 잔혹 행위의 재발을 방

지”(prevent recurrences of past atrocities)하고 아직도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

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고, 왜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인

지”(in precise detail, who did what to whom, and why, and under

whose orders) 밝혀내는 일은 진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다. 다시 말해서,

진실 위원회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과거를 밝

혀”(uncover the past in order to answer questions that remain

unanswered)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Rotberg 1).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7)의 수장 데즈몬드 투투 주교(Archbishop

Desmond Tutu)에게 요구한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TRC에게 “아파르트헤이트의 어두운 진실들을 밝혀 남아공과 전 세계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를 위해 사면을 내릴 것”(to discover

the dark facts of apartheid, to report them to South Africa and the

world, and to trade amnesty, where necessary, for information;

Rotberg 5)을 제시하였다. 남아공이 “너무나도 선명한 [남아공의] 과

거”(this only too real past)를 마주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7) 이하 ‘TRC’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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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이었다. 과거를 청산하

는 방법에 대해 남아공이 참고할 수 있는 경우로는 독일과 칠레가 남긴

선례가 있었는데, 투투 주교에 의하면 서로 다른 이유로 두 사례 모두

남아공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우선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

(Nuremberg trials)을 통해 “인권의 중대한 침해”(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를 저지른 모든 나치 전범들을 “일반 재판 절차”(normal

judicial process; Tutu 19)에 따라 처벌하였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모

든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아파르트헤

이트 정권을 잡았던 “국민당”(National Party)이 나치 전범들과는 달리

패배한 세력이 아니었고, 국민당 정권이 평화롭게 물러나는 대신 “사면

을 교섭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made amnesty a

nonnegotiable centerpiece; Gibson 541)다는 점 때문에 남아공에 이 방

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기는 했

지만, “군사력을 통치하”(controlled the guns; Tutu 20)는 등 여전히 영

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당 세력은 엄격한 재판이 자신들을 기

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협조하지 않

았을 것이고,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정권은 사면에 대한 국민당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투투 주교의 설명이

다. 이 외에도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형사 재판은 남아공이 감당

할 수 없는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예상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증인 중 가해자만이 주로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

대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아공

TRC가 뉘른베르크 재판을 모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Tutu

20-24). 독일의 방식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했다면, 투투 주교에게

칠레의 방법은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intolerable; Tutu 27)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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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이유는, 피노체트(Pinochet)의 군사 독재 정권이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며 범죄에 대한 모든 처벌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17년 간의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아일윈(Aylwin)이 민주 정권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대

통령 선거 자체가 “군이 세운 헌법 체제에 대한 칠레 정당들의 동의를

조건으로”(in exchange for the political parties’ agreement to adhere 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military) 군이 “허락

한”(allowed) 선거였고, 피노체트는 여전히 “군의 수장”(head of the

military)으로 남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일부는 선거가 아닌 피노

체트의 “임명”(appointment; Vasallo 162)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악랄

한 범죄를 저지른 군사가 아직도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었”(the

military that perpetrated these heinous crimes yet remained a

powerful presence; Vasallo 164)기 때문에 진실 위원회는 가해자 개개인

들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을 “자제”(refrain)해야 했다.

그 결과, 진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가해자들의 만행을 낯낯이 고발

하기보다 상당 부분 범죄 자체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

에 미친 영향과 미래의 개혁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는데 그쳤다(Vasallo

165). 투투 주교는 이처럼 피노체트 정권 관계자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으면서 사실상 전원 사면을 받게 된 모습을 두고, 가해자가 자신의 무

죄를 스스로 결정하는 칠레의 방법 역시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Tutu 28-29).

현실성과 윤리적 타당성의 이유로 독일과 칠레의 사례를 거부하

는 대신, 투투 주교와 TRC는 남아공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

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동

시에 남아공만의 “제 3의 방법”(a ‘third way’)이 자국의 전통 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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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ubuntu; Tutu 30)와 일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투투 주교에

의하면, 우분투는 “사람됨의 본질”(the very essence of being human;

30)을 뜻하며, 서로의 “인간성”(humanity)이 “엮여있다”(intertwined;

103)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우분투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연

결되어있음”(interconnected)에서 표현되고, “이 상호연결됨을 통해 공동

체가 가진 완전함과 그 안 개개인들의 최대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을 목

표로 한다”(it wants this interconnectedness to bring about the release

of the full potential of the wholeness of the community and every

individual within it; Krog 207).8) 우분투의 사상에 따르면, 우분투의 정

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

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존엄성이 침해될 때 손상

된다. 우분투 사상 안에서는 사회적 조화가 최고의 선이며, 분노나 복수,

혹은 과도한 경쟁을 통한 성공처럼 이 최고의 선을 부식시키는 것은 “마

치 전염병처럼”(like the plague; Tutu 31) 피해야 한다. 따라서 우분투에

서 말하는 ‘용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서와 다르다. 보통 가해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용서는 “원망을 극복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좋은”(it is for the good and emotional health of

the survivor to overcome resentment) 반면, 우분투 정신의 용서는 피

8) 여기서 ‘상호연결됨’은 “개인은 자신 주변의 것들의 신체적 및 형이상학적 완전함

을 통해서만 자신의 현재, 혹은 잠재적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정신적 및 신체적 깨달

음”(both a mental and physical awareness that one can only ‘become’ who one

is, or could be, through the fullness of that which is around one — both

physical and metaphysical)을 뜻한다. ‘완전함’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자신의 최

고 완전함을 향해가고 있는데 . . . 조상과 우주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리

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의 과정”(a process of

becoming in which everybody and everything is moving towards its fullest self .

. .but which can only be reached through and with others which include

ancestors and cosmos; Krog 208)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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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개개인들의 집단 (혹은 사회)”(the collective

self [or society])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이다. 가해자를 용서한

다는 것은 가해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가해자에게

공동체에 복귀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이 기

회를 받아들일 경우 관계의 유지를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

다른 이들과 자신 사이에 “균형을 회복”(restore a balance)하려고 노력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집단 전체의 “인간성이 복

원”(humanisation)되고, 이는 공동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 인간성

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된다 (Oelofsen 372-373). 다시 말해서,

용서는 “원망을 극복하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교류의 시작, 대화의 시

작”(the beginning of an interaction, the start of a dialogue, and not

the end of a process of overcoming resentment; Oelofsen 374, 원문 강

조)을 상징하며 우분투 정신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러한 우분투의 정신

을 바탕으로 투투 주교와 TRC는 궁극적으로 ‘회복의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추구하였다. 투투 주교에 의하면, 회복의 정의에서 “응징이나

처벌”(retribution or punishment; Tutu 54)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가

해자가 “다른 이[의] 인간성을 말살”(dehumanizing another; Tutu 103)

할 때 본인의 인간성도 마찬가지로 말살되기 때문에, 회복의 정의는 “치

유, 용서, 그리고 화해를 위해 노력할 때”(efforts are being made to

work for healing, for forgiving, and for reconciliation) 실현된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 회복의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utu 54-55).

우분투 정신과 회복의 정의를 반영하여 투투 주교와 TRC는 독일

과 칠레 사이의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며 결국 조건적 사면을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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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대중과 언론 앞에서 “흑인과 백인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끔찍한 범행에 대해 완전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그 범행이 정치적인

목표나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영구적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perpetrators, black and white,

would receive perpetual immunity from prosecution if they testified

fully and candidly about their terrible deeds and if they could

demonstrate . . . that their crimes . . . served political ends or were

motivated by political beliefs; Rotberg 7-8). 이처럼 TRC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면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진실을 밝혀

내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동시에, 피해자 개개인들의 존엄성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들은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가

해진 “중대한 인권 침해”(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Du Toit 127)

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피해자들의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회

복”(restore the human and civic dignity of victims; Du Toit 128)하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TRC의 권한(mandate)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뤄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구성”(formulated in terms of the need

to addres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제도적 정의”(social and systemic justice)의

실현보다는 “정치적 잔혹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개개인”을 다루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TRC는 전 과정을 “피해자 중

심”(victim-oriented)으로 진행하고자 했고, “체계적 불공정”(systemic

injustices; Du Toit 127)보다는 인권 침해에 집중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가해자에게는 개인 차원의 사면을, 사회에게는 진실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에 대한 사회의] 인정과 회복을”(individual amnesty for the

perpetrator, truth for the society, and acknowledgment and 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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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victim; Mamdani, “Amnesty or Impunity?” 33) 목표로 삼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TRC의 방침과 사면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신과 더 일치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내림으

로써 더 많은 폭력을 낳고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과 달리, 사면을 내리는

것은 가해자조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용적으로도 사면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 전반을 위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고, 재판의 비용과 절차가 전부 남아공 사회가 감

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이 외에

도 “만약 과거의 범행들이 여럿이었다면, 그 어떤 형법 절차도 대다수의

가해자들을 재판에 세울 기량은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일반 법적

절차에 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과거의 범행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밝혀낼 수 있”(If past abuses have been numerous, no

criminal process will be equipped to bring most of the guilty to

justice. A truth commission can more effectively reveal the details of

former crimes than can ordinary legal procedures; Greenawalt 189)고,

또한 형사 재판(criminal trial)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범죄에 대한 더

많은 진실들을 끌어내고 사회 내에 화해를 도모”(elicit greater truth

about abuses and to promote healing in the society)하기에 더 효과적

인 방법이라는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체 전반을 위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했

음에도 TRC의 활동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였는

데 그 이유는 아파르트헤이트의 범죄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이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그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것만으로 사면을 받게 되는 절차는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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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정의의 “결손”(deficit; Gibson 540, 원문

강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면이 “본질적으

로 불공정한”(inherently unfair) 정책이며, “살인자와 고문자에게 내리는

사면은 어느 정도의 불의를 내포”(amnesties for murderers and

torturers involve a degree of injustice; Greenawalt 190)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진술한 뒤 사면을 받는 상황은 그가 오히

려 “보상받는”(rewarded) 것처럼 보이며 징벌적 정의를 거의 “불가

능”(impossible; 541)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헌장

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이러한 위원회들은 정의의 추구를 희생”(By the

terms of their charters, these commissions sacrifice the pursuit of

justice; Gutmann 22)한다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판들은,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회복의 정의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

으로 공유되는 정의는 ‘징벌적 정의’라는 점을 시사한다. 징벌적 정의의

가시적인 특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인데,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자

들에게 내리는 사면은 이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이이 느낄 수 있는 ‘불공

정함’으로 이어졌고 TRC의 활동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 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음에

도 불구하고, TRC는 결과적으로 개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

서 TRC가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적 문제보다는 개개인의 인권 침해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체제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the systemic, institutionalized and structural aspects of

apartheid)은 불가피하게 전부 “맥락의 지위”(contextual status)로 “격

하”(relegate; Du Toit 127)될 수밖에 없었다. TRC는 피해자를 보다 세

심히 살피는 과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피해자들을 개별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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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individualized the victims of apartheid; Mamdani, “Amnesty or

Impunity?” 33, 원문 강조), 아파르트헤이트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그저 맥락으로 취급하며, “아파르트헤이트를 국가와 공동

체 전체의 관계로부터 국가와 개인의 관계로 축소”(reduced apartheid

from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ntire communities to one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Amnesty or Impunity?” 33-35)하

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일

상화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당시의 맥락으로만 고려

하고 재판을 진행한 탓에, 아파르트헤이트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피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따라서 TRC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국

가적 통합과 화해”(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South Africa 106)

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보다 대폭 축소된 “국가 요원들과 정치 활동가들,

그리고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정치적 화해”(a political reconciliation

between state agents and political activists, individual members of a

fractured political elite; “Amnesty or Impunity?” 35)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역시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무시했

다”(ignored lived apartheid; Mamdani, “Beyond Nuremberg” 77)는 평

을 얻으며 TRC는 결론적으로 개인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TRC가 사회 재건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

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즉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공동체 우선의 정책을 고수한 배경에는 공

동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들의 신념과, 개개인들이 이러한 판단

에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리라는 예상이 있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남아공 사회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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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고, 안정된 사회는 곧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뜻했기에 사면은 투투 주교의 말과 같이 불가피한 동

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런 계산 아래 이루어진 위원회의 판

단은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TRC가 추구한 “피해자 중심”의 절차에 모순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TRC가 모순을 보이면서 개인도 사회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

에,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종료된 이후의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화해나 인종 차별의 완전한 폐지 등의 본질적인 사회 변화를 수행하지

못했다. 비록 재판 과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여러 사실이 밝혀졌

지만 아파르트헤이트 바탕에 자리 잡았던 인종 차별적인 인식 자체가 변

화할 계기는 없었고,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여전히 인종 갈등으

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정권을 잡

으며 생기게 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백인 우월주의는

계속되며”(Roy 699)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의 실상은 기존의 사회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로이(Sohinee Roy)는

골드버그(David Theo Goldberg)의 “탈인종주의”(postracial) 개념을 빌려

서 “인종에 대한 언급의 부재”(the absence of racial reference; 702)라고

설명한다. 그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서 인종을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인종을 “빈 범주”(an empty category; 703)로 만들어버리고 “일

상생활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침묵”(silencing of

public analysis or serious discussion of everyday racism)시킬 뿐만 아

니라 “현대의 인종적 혐의들로 충만한 관계의 긴장들을 공적 정책의 간

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적 공간의 상대적 비가시성으

로 치환한다”(displaced the tensions of contemporary racially charged

relations to the relative invisibility of private spheres, seemingl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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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ach of public policy intervention; Goldberg 217)고 역설하였다. 다

시 말해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대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 차별이

더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변화를 맞지 못

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인종에 기반을 둔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차단하고 애초에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인식에는 변화를 가

져오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더욱 교묘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문제를 정작 고발하고 공론화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역설을

만들어내었다.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의 역설적인 모습은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한 TRC의 믿음과는 달리, 합리성이

정작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TRC의 방식에 반발하며 징벌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위원회

가 상정한 지나친 공동체 위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원

회는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인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공동체를 전제로 삼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면에서는, TRC를 비판하는 사람

들도 똑같은 문제점을 보인다. 이들은 징벌적 정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 정도의 처벌이 돌아가야 한다는

분배의 법칙9)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는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TRC나 이를 비판한 사람들 모두 개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믿음 하

에 각자가 옳다고 믿는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여 그 사회를 포스트아파르

9)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사회”(a just society)는 “재를 올바르게 배분”(distributes

goods in the right way)하고 이는 곧 “개개인에게 그 몫을 주는 것”(gives each

person his or her due; Sandel 19)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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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헤이트 남아공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TRC

의 활동 방침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문제 제기만 할뿐, 해결책

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돕지는 못했다.

『수치』는 이처럼 남아공의 과도기 시절 TRC의 활동이 이끌어

낸 여러 상반되는 가치관들을 반영하며, 동시에 TRC가 포스트아파르트

헤이트 사회에서 유의미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아낸다. 이 시선은 작품 초반의 배경이 되는

케이프 타운(Cape Town) 사회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작품

처음에 그려지는 이 사회는 대학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 학생들이 섞여

수업을 듣고 교직원 집단 역시 다양한 인종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 분리

와 차별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TRC가 목표한 바와 같이 인종 간 화

해가 이루어져 모든 구성원이 무난히 아파르트헤이트의 증오와 원한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비드(David)가 자신 주변의 인물들과

상황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도 고려

하고, 또 본인은 타인의 시선 속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

하며 자신의 판단에 대해 명쾌하게 확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기

존의 가치관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작품 속의 케

이프 타운 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회와 인물들의 의식 속에는

인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곪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의 사회는 인식이 개선되지도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이 모든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맥락을 살펴야만

겨우 드러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작품은 공동체 생활과 사회가 요구

하는 합리성과 이로는 도무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남아공의 역사와 인



26

종 갈등의 혼란을 주요 인물들 사이의 갈등에 담아낸다. 이어지는 절에

서는 데이비드가 유색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열리는 학교 청문회

장면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망이 사회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

리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왜 개인이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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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비드의 개인주의에 숨겨진 인종주의

TRC가 아파르트헤이트를 청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과 비슷하

게, 『수치』에서는 대학교수 데이비드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청문회”(hearing; 47)가 열리며,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등장한다. 케이프 기술대학교(Cape

Technical University) 측은 교수로 재직하던 데이비드가 제자 멜라니

(Melanie)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멜라니의 출결과 성적을

조작한 의혹을 다루기 위해 몇몇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사 위원

회”(committee of inquiry; 44)를 꾸린다. 조사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위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각각 데이비드와 멜라니 양측의 입

장을 들은 다음 “징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determin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disciplinary measures)하여 총장(Rector)에게 적

절한 방안을 “제안”(recommendation; 41)하고자 한다. 청문회 전후와 그

과정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 조사 위원회, 그리고 데이비드가 각각 다른

방식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사 위원

회와 데이비드의 대립은 TRC 활동의 문제를 더욱 깊숙이 보여준다. 조

사 위원회는 교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구성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접근 방법을 택하는 반면 데이비드는 공동체적 접근 방식이 고려하지 않

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운다. 이처럼 데이비드와 위원회 사이의 입장 충

돌은 TRC와 남아공 사회 간의 분쟁을 재현하면서, 궁극적으로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데이비드가 멜라니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멜라니의 남자친구와

사촌,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진 후, 데이비드를 향해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괴롭힘이나 추문”(victimization or harassment of studen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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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39) 교칙과 관련된 고소장(complaint)이 접수되고, 이 소식은

교내 안팎까지 급속히 퍼진다.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내 학생들 등의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이 중년의 성인과 어린 학생 사이

에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데이비드가 남성

교수로서 성과 지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남용했다고 하며 분노한

다. 사건이 터진 후 데이비드가 교내 휴게실(commonroom)에 들어가자

이전까지 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젊은 여성 교직원은 그를 완전히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뜨고, 그의 수업에는 학생 두 명만 나타난다(42).

또한, 교내 단체인 “강간에 반대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Rape)은

멜라니를 가리키는 “최근의 피해자들”(recent victims)과 결속을 나타내

기 위해 24시간 시위를 하고, 익명의 교내 구성원은 데이비드의 사무실

에 “카사노바 너의 시절은 끝났어”(Your days are over, Casanova)라고

쓴 팜플렛을 밀어 넣는다(43). 청문회 후 데이비드를 취재하기 위해 기

다리는 교내신문 학생 기자들이 데이비드에게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세요?”(Do you regret what you did?)라고 묻고 그들끼리 “사과

했는지 그에게 물어봐봐”(Ask him if he apologized; 56)라고 말하는 대

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데이비드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처벌이다.

데이비드의 성 추문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분노가 상당하고 이

들이 데이비드로부터 사과와 반성, 그에 맞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달

리, 조사 위원회는 이를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

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있기 전에 데이비드가 부총장(Vice-Rector), 데이

비드가 속한 학과의 학과장, 그리고 교내 차별 위원회(university-wide

committee on discrimination)장과 잠시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은 데이비

드에게 청문회에 관한 전반적 안내를 해주는데, 이때 데이비드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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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가 다급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부총장 하킴(Aram Hakim)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How can we best tackle this

business?; 40)라고 묻고, “이런 추문 사건은 항상 복잡해요 . . . 복잡하

기도 하고 운도 안 좋고요”(It’s always complicated, this harassment

business . . . complicated as well as unfortunate; 41)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잡음 없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

라 “복잡”하고 “운이 안 좋다”는 표현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

이의 경계선이 흐릿하여 모든 책임과 잘못이 전적으로 데이비드에게 있

는 것 같지도 않고, 애초에 심각한 사건도 아니지만 단지 운이 안 좋아

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으로 하킴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킴

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을 데이비드가 본능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생긴 개인적인 불찰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의 행동이 비록 사회적 맥락에서 잘못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성

욕과 같은 본능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킴은 모임

이 끝난 후 데이비드의 처지에 “공감”(sympathy)해주고 그가 처한 상황

을 “지옥”(hell; 42)이라고 표현한다. 데이비드를 향한 하킴의 마지막 조

언이 “법적 조언”(legal advice; 41)을 받으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

킴과 조사 위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

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대중과 학생이 크게 분노하고 지역 언론

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비추자, 조사 위원회는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데이비드의 입장과 대중의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

습을 보인다. 데이비드는 이 자리에서 멜라니의 고소 내용을 읽어 보지

도 않은 채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accept; 49)며 순순히 “유죄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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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plead guilty)하고, 조사 위원회가 신속히 “형량을 선고”(pass

sentence; 48)할 것을 재촉한다. 조사 위원회는 이런 데이비드에게 여전

히 “우리 모두 약해질 때가 있는 법”(we have our weak moments; 52)

이라며 동정 섞인 위로를 하고, 교수직에는 “권력 관계를 성적 관계와

섞는 것을 금지”(a ban on mixing power relations with sexual

relations; 53)하는 것 등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며 마치 데이비

드가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일탈”(deviance; Roy 706)한 것

이 사건의 본질인 듯이 취급한다. 즉, 이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실수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과의 뜻”(a spirit of repentance)

을 비추고 “공적인 자세로 잘못을 시인”(acknowledge [his] fault in a

public manner; 58)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상황이 이렇게 “매스컴

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은 [조사 위원회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부대적

의미가 있게”(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t has acquired overtones

that are beyond our control; 53)되고 “사람들의 눈이 . . . 이 일을 어떻

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All eyes are on the university to see how

[the committee] handle[s] it; 53-54)어서, 조사 위원회는 이들과 데이비

드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사 위원회가 말하는

‘부대적 의미’란, 대중이 데이비드의 행동을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여기

지 않고 그동안 남성들의 사회적 권력에 의해 여성들이 억압되어왔던 역

사 속의 또 다른 예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조사 위원회 중

두 명의 여성 의원들은 이런 견해를 공유하며 데이비드의 성 추문은 그

저 “그가 참을 수 없었던 [성적] 충동”(an impulse he could not resist;

53)이 아니라 다른 “부대적 의미”(overtones; 50)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멜라니와의 관계가 사회 맥락에서 잘못된 행위임



31

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본능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타

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진상조사위원장(chair) 마나스 마타바니

(Manas Mathabane)는 데이비드에게 위원회가 준비해둔 성명문만을 발

표하라고 다음과 같은 최종 요구를 하게 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이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

에요. 아마 당신한테 휴직을 권고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당신이 강의에 복귀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학장과 학과

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 . . 제 앞에, 우리들의 요구사항

에 맞을 만한 진술서 초안이 있어요. 꽤 짧아요 . . . 만약

당신이 이 성명서에 동의를 하면, 그것으로 제재완화를 탄

원하는 것이 되고, 총장은 사과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 . .당신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

에요 . . . 다만 성명서를 발표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뿐이

에요.”

“제 진심이 아닐지도 모르는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

“판단의 척도는 당신이 성실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

요. 그것은 당신 양심의 문제에요. 문제는 당신이 공적으

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My understanding is, you will not be dismissed.

In all probability, you will be request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Whether you eventually return to teaching

duties will depend on yourself, and on the dec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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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ean and head of department . . . I have a draft

statement before me which would satisfy our

requirements. It is quite short . . . If you signify that

you subscribe to the statement, which will have the

status of a plea in mitigation, the Rector will be

prepared to accept it in . . . a spirit of repentance . . .

You are not being instructed to repent . . . You are

being asked to issue a statement.’

‘I am being asked to issue an apology about

which I may not be sincere?’

‘The criterion is not whether you are sincere.

That is a matter, as I say, for your own conscience.

The criterion is whether you are prepared to

acknowledge your fault in a public manner and take

steps to remedy it.’ (57-58, 필자 강조)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사 위원회는 청문회 내내 데이비드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에게 제일 중

요한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데이비드와 사

회 구성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양측을 달래주

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으로 데이비드의 사과가 의미하

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진심이 아니어도 대중이 만족할만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요식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조사 위원회가 데이비

드에게 ‘공적’인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진심은 상관 없다고 말하는 모순적

인 요구사항은 마치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개개인 피해자들의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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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화합을 목표로 하여서 전자가 후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정

한 조건부 사면이라는 애매한 조치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조사 위원

회는 분노한 대중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한 결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진정성이 드러나는 듯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성 추문 혐의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반

성하기를 거부한다. 데이비드가 이처럼 자신의 성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 이상으로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인 일이라

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욕망의 권리”(rights of desire; 89)다. 자신은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에로스의 노예”(servant of Eros; 52)였기에 뉘우

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움직인 그 욕망은 인간에

게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데이비드는 그 욕구가 “진정

성”(sincerity; 55)이나 “반성”(repentance; 58) 혹은 사회적 법 등의 범주

로는 헤아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처음

부터 끝까지 고수한다. 데이비드가 “내가 사용하는 단어로부터, 당신이

분별- 내 진심이 담겼는지 당신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

요?”(And you trust yourelf to divine that, from the word I use — to

divine whether it comes from my heart?; 54)라고 조사 위원회에게 묻

거나 “반성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반성은 다른 세계, 다른 담론의 세계

의 것이에요”(Repentance is neither here nor there. Repentance belongs

to another world, to another universe of discourse; 58)라고 항의하는

모습은 비협조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절차에 대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의 문제 제기는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조

건부 사면을 내리고, 사회 통합을 목표로 했던 방침이 남아공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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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종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상황과 같은 본질을 바

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데이비드의 항의는 조사 위원회가 대중의 분

노를 달래고자 자신으로부터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받아낸다한들, 이

러한 기계적인 절차가 장기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

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지적한다. 그의 지

적은 TRC와 조사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합

리성 중심의 사고 방식의 허점을 드러낸다.

조사위원회, 그리고 TRC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이비드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특히 강압적인 합리성 앞에서 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과 멜라니

의 관계에 대해서 본능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주장과는 달리, 막상 데이

비드의 일상생활에서는 본능, 즉 성욕의 충족이 그렇게 필수적이거나 중

심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작품 초반 데이비드의 일상생활

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2세의 이혼남인 상황에서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매춘부 여성

소라야(Soraya)를 발견하였고 그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사

실에 대해 데이비드는 무척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이 “성 문제”(the

problem of sex; 1)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자부한다. 소라야를 향해 매춘

관계를 넘어선 어떤 애정을 느낀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데이비드는 그

녀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어느 날 소라야가 자

신의 가족이 데이비드에게 노출되자 만남을 중단한다. 데이비드는 처음

에는 소라야의 “위태로운 이중생활”(a precarious double life; 6)을 비밀

로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곧 사설탐정을 통해 그녀를

추적해낸다. 그리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이때 소라야가 단호하게

그의 접근을 금지하자 데이비드는 “자신이 본적도 없는 [소라야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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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the husband he has never seen)을 향해 “질투”(envy; 10)를 느낀다

는, 성매매 고객으로서는 황당한 반응과 집착을 보인다. 이후 소라야를

대체할 여자를 찾으며 결국 학생인 멜라니에게 접근한다. 멜라니를 만족

스럽게 여긴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 과정

에서 멜라니의 거부 의사와 본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을 무시

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기서 그것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는다 . . . 너무 어리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할지 모

를 것이다. 그는 그녀를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만 그는 무

언가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그는 생각한다. 아이! 아이에 불과한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의 가슴은 욕망으로 흔들

린다.

멜라니 아이삭스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도취되어 있다 . . . 언

제나 그렇듯, 사람들은 그 일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수군거릴 것이고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일까?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약하며 타

오르는 감각의 불길.

That is where he ought to end it. But he does

not . . . Too young. She will not know how to deal

with him he ought to let her go. But he is in the grip

of something . . .

A child! he thinks: No more than a chil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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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I doing? Yet his heart lurches with desire . . .

The last thing in the world he needs is for

Melanie Isaacs to take up residence with him. Yet at

this moment the thought is intoxicating . . . People will

find out, they always do; there will be whispering, there

might even be a scandal. But what will that matter? A

last leap of the flame of sense before it goes out.

(18-27)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데이비드는 멜라니가 너무 어리고, 그녀와의 관계

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규범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

도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충고와 조언은 곧바로 “그럼

에도 불구하고”(yet) 혹은 “그러나”(but)와 같은 접속사로 이어진다. 그리

고는 앞선 생각들과 무관하게 데이비드는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심지어는 멜라니와 관계를 맺은 후 “아주 큰 실수”(a huge mistake)를

저질렀다고 자책하고 포기와 같은 그녀의 반응에 “낙담”(dejection; 25)을

느끼면서도 이후 기회가 주어지자 어김없이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번번

이 의식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데이비드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를 본능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가 성관계에서 얻는 만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애초에 멜라니 혹은 소라야에게 매력을 느끼

는 이유는 자신의 신체적 욕구나 두 여성의 육감적, 여성적 매력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 데이비드가 소라야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

가 “오후 시간만 가능”(Afternoons only)했기 때문이었고, 이는 곧 “덧문

이 내려진 방, 시원한 시트, 훔쳐진 시간”(shuttered rooms, cool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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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en hours; 7)을 뜻했기 때문이었다. 멜라니의 경우에도, 그녀를 밖에

서 보았을 때 데이비드는 그저 “은은히 사로잡히”(mildly smitten; 11)게

되었다고만 묘사되어 있다. 추후에 다른 공간에서 멜라니를 떠올릴 때

데이비드가 멜라니에 대해 분명 신체적 욕망을 느끼기는 하지만(65), 적

어도 그가 오로지 욕망의 충족만을 위해 소라야와 멜라니에게 접근한 것

이 아님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어지는 몇 차례의 성관계 장면들 어느 하

나도 그의 욕망을 내비치지는 않기에 그의 관계들이 “에로스”에 상응하

는 성적 만족감을 가져다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비드 본인도 스스로

에 대해 성에 있어서 “강렬하긴 하지만 한 번도 열정적이었던 적은 없

다”(though intense, has never been passionate; 2)고 말한 바 있으며,

그는 소라야와의 관계가 “가장 뜨거울 때”(hottest)에도 “추상

적”(abstract)이고 “건조”(dry; 3)하다고 느낀다. 멜라니와의 관계에서 그

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제 성관계 장면은 점

강적(anti-climatic)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성욕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성욕을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거세를 고려하

는 모습에서, 그리고 성욕을 “짐”(burden; 90)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비드 본인은 본능 때문에 멜라니를 비롯한 다른 여

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런 장면들은 데이비드가 여

성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가 성욕의 만족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성욕이라는 본능이 아니라면 데이비드가 이들 여성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데이비드의 여자 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눈에 띄

는 사실은 데이비드가 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전부 “금발의 백인이 아니

라 [소라야]나 멜라니 같은 ‘유색인’”(황정아 184)이라는 점이다. 소라야

는 데이비드가 처음에 매춘소(agency)에 속한 여성들 중 “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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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exotic; 7)이라고 소개되었고, 무슬림(Muslim)이라고도 언급이 된다.

멜라니는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름과 어두운 피부색을 연결 지으며 그녀

역시 유색 인종이라는 사실이 언급되며, 소라야가 떠난 후 데이비드가

매춘소에서 또 다른 상대를 고를 때에도 그는 “이국적” 분류 안에서 “말

레이시아인, 태국인, 중국인”(Malaysian, Thai, Chinese; 8) 등의 여성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 반면 수강생 중 백인 학생인 아만다(Amanda)에게

는 “관심이 없다”(has no interest; 29)고 말한다. 여성들과의 관계 안에

서 데이비드가 늘 “주도권을 쥘 수 있는”(황정아 184) 위치에 있다는 점

도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다. 먼저 소라야와의 관계를 보면, 비록 그는 비

용을 지불하여 그녀의 시간과 애정을 사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소라야

는 짙은 화장을 지우는 등 데이비드의 모든 취향을 맞춰주고 그의 주문

대로 행동해야 한다. 멜라니와의 관계에서도 데이비드가 그녀의 애정을

구걸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는 교수님으로서, 때로는 아버

지 같은 존재로서 멜라니에게 꾸준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다.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데이비드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가 빨리 관심을 잃거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관계로부터도 충분

히 가늠할 수 있다. 가령, 소라야가 떠난 후 데이비드가 매춘소를 통해

고른 다른 소라야는 “거칠”(coarse; 8)어서 그의 성에 차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데이비드는 같은 대학의 새 비서 던(Dawn)과 데이트를 하다가도

관계 도중 그녀의 “과장된 흥분”(a froth of excitement)은 “그가 거부감

을 느끼게”(repels him; 9) 하고, 결국 갑자기 던을 모른 척하면서 관계

를 끝내버린다. 멜라니의 경우,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시간을 즐기긴 하지

만 그녀가 자신이 이용한 식기를 설거지하지 않거나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녀 뜻대로 한

다”(getting away with too much; 28)고 못마땅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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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데이비드는 백인 여성을 상대로 주도권을 느끼거나 갖지 못하고, 유

색인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주도권을 갖지 못할 경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고려할 때, 유색 인종 여성을 그저 데이비드

의 순수하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그에게 인종과 권력

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데이비드는 매사에 신중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치우

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그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 안에서 본인

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양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건강한 심신을 유

지하며 “[본인]의 수입과 기질과 감정적인 수단의 반경 내에서 살

아”(lives within his income, within his temperament, within his

emotional means)가는 자신에 대해 조심스럽게 “행복”(happy)하다고 평

가를 내리면서도 “죽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Call no

man happy until he is dead; 2)는 문구를 되새기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

가 관대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남아공 내의 “대대적인 합리화”(the

great rationalization; 3)로 인해 그의 전공인 영문학이 학과 내에서 통폐

합된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유일한 영문학 수업은 어떤 학문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교수자의 “사기”(morale; 3)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본인이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makes

no impression on his students; 4)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는 자신이 나이 들면서 남성적 매력을 잃고 초라

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은 현시대에서 주역일 수 없는, 포스트아

파르트헤이트 시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설 자리가 없는”(more out

of place than ever; 4) 퇴물 같은 존재라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데이비드가 자신이 “자리를 잃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작가”(the dislocated postapartheid white writer; Poyner 68)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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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여자관계의 특징들은 반

대로 그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삶

의 거의 모든 면에서 마치 “탈종교 시대의 성직자”(clerks in a

post-religious age; 4)처럼 무력한 데이비드에게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

고 내키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성들과의 관계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인종적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백인 남성으로서의

잔존하는 권력을 재확인하는 것이기에 이 관계에 자신도 자제할 수 없는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 차별과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내포하는 데이비드와

유색 인종 여성들과의 관계는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터무니없는 차별 정

책을 펼쳤던 백인 국민당 집권자들과, “금지명령금지법”10) 때문에 아무

런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유색 인종 간의 불합

리한 관계를 상기시킨다. 또한 “부도덕법”(Immorality Act)11) 때문에 불

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의 성관계가 불법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

를 리가 없는 데이비드가 굳이 유색인 여성들하고만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은 그가 “식민지적 환상”(colonial fantasy)과 이들에 대해 여전히 인종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로이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랜 식민지 역사 속에서 인종, 성, 그리고 젠더가

가지는 교집합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성은 절대 개인적인 일이

거나 신체적 충동일 수가 없”(The intersections of race, sex, and

gender in South Africa's long colonial history ensures that in South

Africa sex is never a personal matter)으며 “매우 정치적”(deeply

10) “사법부에게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공권력에게는 모든

항거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피에르 151).

11) 부도덕법은 “타인종 간의 성관계를 불법화”(라피에르 136)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징역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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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704)인 문제다. 자신의 행동을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12) 데이비드는 사실 남아공의 인종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데이비드가 개인주의라고 주장할 때야말로 오히려 인종차별이 얼

마나 그의 인식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성 추문이 내포하는 인종 문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더

불어 조사 위원회도, 교내 안팎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핵심 문제는 남

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차별이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 비록 인종이라는 표면적 및 사회적 구분

은 사라졌지만 그 실체는 모든 곳에 여전히 굳건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알아차리기 어려워진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TRC가 재판들을 통해 아

파르트헤이트 당시의 모든 사실들을 드러냄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고자 했던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12) 조사 위원회의 한 여성 위원이 데이비드의 행동에 대해 “어린 여자에 대한 학

대”(abuse of a young woman)라고 표현하자 데이비드는 “학대: 이 단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 . . 그녀는 그를 볼 때 대체 무엇을 보길래 그렇게 화가 머리 꼭

대기까지 나 있는 것이란 말인가?”(Abuse: he was waiting for the word . . .

What does she see, when she looks at him, that keeps her at such a pitch of

anger?)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이 학대로 비춰지는 사실에 대해 답답해한다. 그러면

서도 “[내] 어깨에도 채 닿지 않는 멜라니. [나와 멜라니는] 동등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Melanie, who barely comes to his shoulder.

Unequal: how can he deny that?; 52)라고 자문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만약 이 관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어른과 학생 사이

의 관계라는 점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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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비드와 아파르트헤이트 역사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교 측의 퇴직

처분을 앞두고 데이비드는 교수직을 내려놓은 다음, 루시와 잠시 지내기

위해 그녀가 지내고 있는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로 떠난다. 데이

비드가 마주하는 이스턴 케이프는 도로에 차가 거의 없으며 하늘 위에는

거위가 날아가는 등, 그가 익숙했던 케이프 타운의 바쁜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한적한 곳이다. 데이비드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오페라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고, 그가 “이곳에서

의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he going to do with his time?;

68)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턴 케이프의 생활

은 과연 그에게 이런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처럼 단순하고 여유로

워 보인다.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여성상과는 달리 루시가 “풍만

한”(ample; 59) 사실에 대해 아쉬워하지만, 그녀가 작은 땅에 농사지으며

장터에서 농작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으로 개들과

총을 갖고 있는 등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자급자족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데이비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한다. 토요일 장터

에서는 루시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야채와 우유, 혹은 잼이나 말린 과

일 등 집에서 직접 기르고 만든 것을 판매하며 케이프 타운에 비해 다소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데이비드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이

제 루시가 자신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본인이 “새로운

모험”(a new adventure; 71)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남는 시간

에 동물 복지 센터에서 일손을 돕기로 하며, 케이프 타운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곳에서는 데이비

드가 시대에 뒤처져있다는 느낌을 들게 할 만한 것이나 그를 괴롭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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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 문제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지위 등의 복잡한 문제나 이해관계

가 얽힐 일이 없다. 오로지 자연, 동물, 그리고 육체 노동만 있는 이스턴

케이프에서의 단순한 생활은 아직 데이비드에게 낯설긴 하지만 그가 복

잡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매일 매일 주어지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피신처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턴 케이프는 “19세기에 호사족과 영국 정

착민들이 토지 문제 때문에 치른 국경 전쟁의 역사”(a history of

frontier wars waged on the issue of land between the British settlers

and the Xhosa people in the nineteenth century; Marais, “Morbid

Phenomena” 36)를 가진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턴 케이프는 백인의

흑인 탄압에 맞서는 흑인 저항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남아공 역사

와 흑인 인권 운동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다. 이 지역은 만델라

를 비롯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고향이자 흑인들을 위한 첫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된 곳이며, 이 장소가 지닌 이러한 의미와 상징성 때문에

TRC도 첫 재판을 이스턴 케이프에서 진행했다(Tutu 114-115). 그리고

이런 굴곡의 역사를 지닌 장소가 암시하듯이, 루시와 데이비드에게 일어

나는 사건들은 데이비드를 인종과 사회 갈등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으면

서 “인종, 젠더, 그리고 땅 문제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complex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issues of race, gender and land;

Graham 438)를 몸소 체험하도록 한다.

이스턴 케이프에서 데이비드의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은 어느 날

루시의 집에 세 흑인 남성이 등장하면서 끝나고, “범죄가 빈번하고, 경찰

체제는 미흡하며, 중산층은 자신들의 요새 같은 집 안으로 갇힌”(crime

is rampant, the police service is inadequate, and the middle classes

are barricaded into their fortress-homes; Attridge, “Introduction”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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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 케이프의 본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들은 급한 일 때문에 전

화기를 빌려야 한다는 핑계로 루시를 속여서 집에 들어가고, 상황이 이

상하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쫓아 들어간 데이비드를 기절시킨 다음

화장실에 가둔다. 데이비드가 화장실에 갇혀있는 동안 이들은 루시를 집

단 강간하고, 집 바깥의 개들을 단 한 마리만 남긴 채 전부 총으로 쏘아

죽인다. 그다음 이들은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서 데이비드에게는 화상을

입힌 뒤, 집 안 곳곳에서 돈을 비롯해 여러 물건을 가져가고 데이비드의

차를 몰고 떠난다. 데이비드는 변기통 물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자신의

머리에서 불을 끄고 나중에 루시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면서 사건은 우선

일단락되지만, 충격에 빠진 데이비드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 안의 가장 인종 차별적인 면모와 마주하게 된다.

강간범들이 떠나고 루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데이비드

가 하는 생각을 보면 그가 이 사건,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 역사와 자신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암시해준다. 그는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았

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며 이런 사건은 이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런 일은 매일, 매시간, 매 순간, 이 나라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목숨은

안 뺏기고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해. 이 순간 잽

싸게 떠나는 차 안에서 포로가 되어있거나 머리에 총알이

박힌 상태로 동가 밑바닥에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

각해야 해. 루시도 운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 특히

루시.

차든, 신발 한 켤레든, 담배 한 팩이든,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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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야 . . . 사람은 너무 많고

물건은 너무 없어. 모든 사람이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도

록 있는 물품들은 돌고 돌아야 해. 이론대로라면 그렇다 .

. . 인간 악[때문]이 아니라, 연민이나 공포와는 무관한 그

저 방대한 순환 시스템인 것이다. 이 나라에서의 삶은 이

렇게 도식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미쳐버

릴 수도 있다. 차와 신발,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It happens every day, every hour, every minute,

he tells himself, in every quarter of the country. Count

yourself lucky to have escaped with your life. Count

yourself lucky not to be a prisoner in the car at this

moment, speeding away, or at the bottom of a donga

with a bullet in your head. Count Lucy lucky too.

Above all Lucy.

A risk to own anything: a car, a pair of shoes, a

packet of cigarettes . . . Too many people, too few

things. What there is must go into circulation, so that

everyone can have a chance to be happy for a day.

That is the theory. . . Not human evil, just a vast

circulatory system, to whose workings pity and terror

are irrelevant. That is how one must see life in this

country: in its schematic aspect. Otherwise one could go

mad. Cars, shoes; women too. (98)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데이비드는 사건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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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인종과 연결짓기 보다는, 남아공 사회의 부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는다. 이 사회 안에서는 이곳의 구성원들이 모두 나눠 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자원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필요 때문에 사

람들은 서로를 약탈하고, 자신과 루시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저 운

안 좋은 희생양이 되었다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비드의

해석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인종 갈등이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가 그

바탕에 작용하고 있으리라 의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앞

서 1.2에서 멜라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저

너무 강렬한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

비드는 이때도 자신이 인종 갈등과 연관되어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비드는 이 사건에서 흔한 범

죄 이상의 의미를 읽어내지 않으며, 그 세 명의 강간범들을 잡기 위해

“경찰”(the police; 98)에 신고하여 공권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게 우

선순위는 이들을 신고하여 이런 일이 또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루시가

위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이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루시

의 생각은 데이비드와 극명하게 엇갈리며, 이때부터 둘은 의견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된다.

사건 직후 루시는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하[시]고, [저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I tell what happened to me; 99)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루시는 윤간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강간범들이 훔쳐간 물건과 개 학살, 그리고 데이비드의 차 도난만 신고

한다. 윤간에 대한 루시의 침묵을 데이비드가 의아하게 여기자 그녀는

다른 때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곳에서, 이 시대에”(in this place, 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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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자신 개인만의 일”(a purely

private matter; 112)이라고 한다. 이 일은 루시 자신만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오로지 자신이 결정을 내릴 일이라는 것이다.

이후로도 데이비드는 몇 번 더 루시에게 피해자로서 숨지 말 것,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등을 이유로 윤간까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하지

만, 루시는 매번 이를 거절한다. 심지어는 나중에 피트러스가 땅을 공식

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파티에서 데이비드와 루시가 강간범

들 중 한 명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피트러스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데이비드를 막으며 루시는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힌다.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아도 될”(not to have to justify myself; 133)

권리가 있으며,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don’t

know what happened; 134)라고 말하며 그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후 루시는 윤간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데이비드에게 충격을 안기고,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세 번째 부인이 되어달라는 피트러스의 제안도 받아들인다.

이처럼 루시가 윤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일

로 취급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모

습은, 마치 데이비드가 멜라니를 성 추문한 것에 대해 사회의 추궁을 거

부한 것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더 자

세히 들여다보면, 데이비드와 루시가 보이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실은

정반대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는 개인의 기본 권리라

고 여기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13) 멜라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루시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13) 데이비드의 욕망은 실은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기보다 남아공의 역사적

배경과 그 안의 백인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깨닫지 못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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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는 ‘현재’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결단을 내리는 배경에는,

자신이라는 개인을 지우고 한 백인으로서 현재 속한 사회에서 역사적 책

임을 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위협을 걱정하며

루시가 다른 곳으로 떠나길 바라는 데이비드에게 루시는 거부 의사를 밝

히며, 어쩌면 그런 위험이야말로 “[이곳에] 계속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

가”(the price one has to pay for staying on)일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

한다. 또한, “왜 제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이곳에 계속 살

수 있어야 되나요?”(Why should I be allowed to live here without

paying?; 158)라고 물으며, 루시는 남아공의 인종 갈등의 역사를 의식하

며 그 역사 안에서 백인이 가했던 피해를 대면하려고 한다.

루시의 이러한 논리는 데이비드에게 비상식적으로 당장 신체적

안전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며, 루시가 끝내 윤간에 대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자 데이비드는 결국 피트러스

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피트러스의 파티 이후, 데이비드는 ‘법’과 ‘정

의’를 근거로 피트러스가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을 요구

한다.

여기 왔었던 그 남자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다

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 . .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단지 우리가 그날 마주친 첫번째 백인이었기 때문

이라고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

각하고 있나요? . . . 저는 루시의 아버지예요. 저는 그 사

람들이 잡혀서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해요. 제가 틀렸나

요? 제가 정의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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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러스, 나는 당신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한테 그 애의 이름과 집주소를 알려주세

요. 그러면 그걸 경찰에 알릴게요. 그런 다음, 우리는 경찰

이 수사하게 하고 그와 그의 친구들을 법정에 세우게 하

면 돼요. 당신도 관련되지 않고, 나도 관련되지 않고, 이건 

법의 문제가 될 것이에요.”

I find it hard to believe the men who came here

were strangers . . . And I find it hard to believe that

the reason they picked on us was simply that we were

the first white folk they met that day. What do you

think? Am I wrong? . . . I am Lucy’ father. I want

those men to be caught and brought before the law and

punished. Am I wrong? Am I wrong to want justice?

. . .

‘I have no intention of involving you in the case,

Petrus. Tell me the boy’s name and whereabouts and I

will pass on the information to the police. Then we can

leave it to the police to investigate and bring him and

his friends to justice. You will not be involved, I will

not be involved, it will be a matter for the law.’

(118-138, 필자 강조)

데이비드는 이 사건을 신고해서 경찰과 법의 영역으로 넘길 경우, 사건

에 관련된 인물들이 이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호소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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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으니 법은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가려줄 수 있고, 따라서 피트러스도 이에 대해 거부할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제안하는 절차와 결과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 밑에 깔린, 명백한 생명의 위협과 인권 유린을

법으로 다스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욕구는 앞서

아파르트헤이트의 가해자들에게 처벌이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려

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피트러스는 데이비드가 보험금

을 받을 수 있을 것과, 폴럭스(Pollux)가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감옥에 가

지 못할 것 등의 현실적인 이유, 혹은 핑계를 대면서 그의 제안을 거절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피트러스의 거절이 명백한 피해에 대한 직접

적인 대면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제안이 데이비드의에 비해 의아

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합리적 제안 이면

에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를 반영한 인종주의가 있다는 사실에서 둘의 구

분은 흔들린다.

데이비드는 피트러스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의 피부색, 그리고 그

피부색이 암시하는 과거의 계급 및 신분 차이를 의식하며, 피트러스를

루시가 소유한 땅의 “공동 소유자”(co-proprietor; 62)이자 이웃이라기보

다는 유색 인종의 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스턴 케이프에 처음 갔

을 때 루시가 데이비드에게 피트러스의 일을 도울 것을 제안하자 데이비

드는 “거기에 든 얼얼한 역사적 의미가 좋다”(I like the historical

piquancy; 77)고 말하며, ‘원래’대로라면 자신 밑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

에게 반대로 자신이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재밌게 받아들인다.

강간범들이 루시의 마당에서 죽였던 개들의 사체를 땅에 묻을 때에도 데

이비드는, “흑인의 냄새 조차에도 으르렁거리도록 개들이 훈련 받은 나

라”(in a country where dogs are bred to snarl at the mere smell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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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an)에서 강간범들(흑인)이 개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행위가 “경

멸스러우면서도 아마 흥분되는”(Contemptible, yet exhilarating,

probably; 110)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간접적

으로만 드러나던 데이비드의 인종 차별 의식과 선입견은, 데이비드의 도

움 요청에도 좀처럼 정보를 주지 않는 피트러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점차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피트러스가 흑인이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사실은, 데이비드가 추측

하는 피트러스의 공모 동기를 통해 암시된다. 데이비드는 루시와 피트러

스의 생활을 지켜본 결과를 토대로, 피트러스가 “언제까지나 자신의 1.5

헥타르의 땅을 쟁기질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을 것”(will not be content

to plough forever his hectare and a half; 117)이라 예상하며 둘 사이에

인종적인 대립 구조를 상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트러스가 “루시 같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는 미래”(the future in which people like Lucy

have no place 118)를 위해 “루시의 땅을 차지”(take over Lucy’s land;

117)하려고 강간범들을 통해 그녀를 노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시 말해

데이비드는, 피트러스가 서서히 그 터를 잡아가는 과정을 ‘자신과 같은

흑인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는 과정’으

로 인식했을 것이라 상상하며 자신과 루시가 백인이기 때문에 피트러스

가 자신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토요일에 데이비드는 루시 대신 피트러스와 함께 토요일 장

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장터 일이 익숙하지 않은 자신을 대신하

여 피트러스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본다. 이 대목에서 데이비드는 문득 백

인들이 흑인 노예를 거느리던 시절을 떠올리며 피트러스의 외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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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피트러스고, 그는 앉아서

손을 비비고 있다. 바로 옛날처럼, 상전과 노예로 . . . 옛

날 같으면, 피트러스한테서 그것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

다. 옛날 같으면, 그에게 화를 내고 보따리를 싸라고 명령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 . 그와 루시와 피트러스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피

트러스는 그것을 안다. 그도 그것을 안다. 피트러스는 그

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 . . 피트러스의 몸에서 호소

력이 있는 부분은 그의 얼굴이다. 아니, 그의 얼굴과 손이

다. 만약 정직한 노동이라는 게 있다면, 피트러스에게는

그런 흔적이 배어 있다. 인내심과 힘과 탄력성을 지닌 남

자. 농부, 촌사람, 시골남자. 음모가이자 밀고자. 그리고 촌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이, 거짓말쟁이. 정직한 노

동과 정직한 교활함.

Petrus is in fact the one who does the work,

while he sits and warms his hands. Just like the old

days: baas en Klaas . . . In the old days one could

have had it out with Petrus. In the old days one could

have had it out to the extent of losing one’s temper

and sending him packing and hiring someone in his

place . . . It is a new world they live in . . . Petrus

knows it, and he knows it, and Petrus knows that he

knows it . . . What appeals to him in Petrus is his

face, his face and his hands. If there is such a thing as

honest toil, then bears its marks. A man of pat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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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resilience. A peasant, a paysan, a man of the

country. A plotter and a schemer and no doubt a liar

too, like peasants everywhere. Honest toil and honest

cunning. (116-117, 필자 강조)

이 장면은 아파르트헤이트가 국가적 차원으로 실행되어 인종 사이 그 어

떠한 차별도 합법이었던 “옛날”(the old days)과 현재는 다르기에 인종을

토대로 피트러스에 대해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음을 암시해준다. 이처럼 시대에 따른 변화를 의식하면서 특정 생각과

발언을 자제하고 강박적으로 조심하는 데이비드의 모습은 오히려 데이비

드가 그것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초

반에 데이비드의 성생활에서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그의 인종주의

적 사고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데이비드가 폴럭스에 대해서 “잡초처럼 루시와 그녀의 삶에 자신

의 뿌리를 섞게 되었다”(like a weed he has been allowed to tangle his

roots with Lucy and Lucy’s existence; 209)는 점에 대해 “분노”(rage;

209)하고, 피트러스는 작품 내내 루시의 윤간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밝히지 않다가, 마침내 폴럭스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고 인정하며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내 가족이다. 우리 민족이다”(He is my family.

My people; 201)라고 밝히는 대목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인종 문

제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라는 사실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

난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데이비드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라는 사

실만 극적으로 보여준다. 루시가 이러한 역사와 인종 갈등을 자신의 죄

로 받아들여서 이스턴 케이프를 떠나지 않고, 신변에 대한 위협이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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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데이비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리고 자신은 아파르트헤이트와는 상관 없다고 믿어왔으면서도, 루시가

윤간으로 임신하게 된 아이를 낳을 결심이라는 것을 알게되자 데이비드

는 좌절한다. 이처럼 분노와 좌절에 가득찬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이 상

황의 해결을 위해 역사를 무시한채 무작정 공권력을 사용해서 징벌적 정

의를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다. 인종과 역사의 맥락 속에

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빚과 그 개인의 안전이 서로 반하는 상태에 놓

인 데이비드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출구

도 없는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 여전한

인종 문제는 기존의 다양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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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성과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 공동체의 가능성

1. 베브와 아이잭스 가족: 인간 관계의 회복과 한계

2장에서 살펴봤듯이, 루시의 윤간 사건 이후 데이비드는 ‘합리적’

이라고 여기는 것이 역사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에 얽힌 역사와 정의와 개인의 권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

마리가 도저히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루시의 가해자들이 아무런 개인

적 혹은 사회적 타격을 입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도 데이비드 본인은

이들에게 복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원통해한다. 반면 정작 루시 본

인은 가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폴럭스에게는

이타적인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루시는 같은 위험이 또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백인이기에 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며, 보호를 위해 피트러스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등 데이비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연이어서 한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결국 그간 고집하고 믿었던 상식과 법, 합리성 등

의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어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으로 인해 데이비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변화를 보여준

다. 일례로 이스턴 케이프에서 데이비드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고 할 수 있는 베브와 빌(Bill) 쇼, 특히 “동물복지연합”(The Animal

Welfare League)일을 같이 하는 베브를 향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모습

을 보인다. 이전에는 데이비드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

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잣대에 맞는 이들

하고만 교류를 하다가, 이제는 그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과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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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다.

이스턴 케이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베브 소개를 처음 받을

때 데이비드는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낀다.

까만 주근깨와 짧게 자른 빳빳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고 목은 없는, 땅딸막하고 부산한 여자 베브 쇼에게 데

이비드는 정이 가지 않았다. 그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과

거에 루시의 친구들을 향해 느꼈던 거부감과 같았다 . . .

그의 마음 속은 구시대 생각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렸다 . .

. 그는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야 마땅하다 . . . 하지만 그

는 자신이 그러든말든 큰 상관이 없거나 그것 자체에 대

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 그녀의 머리는

뽀글뽀글한 곱슬머리의 난장판이다 . . . 그는 이런 종류의 

사람14)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다 . . . 그녀의

귀에 있는 핏줄은 빨간색과 보라색 세공처럼 선명하게 보

인다. 그녀의 코 위의 핏줄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마

치 가슴이 부풀어오른 비둘기처럼, 흉부에서 바로 돌출되

는 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볼품 없다.

He has not taken to Bev Shaw, a dumpy,

bustling little woman with black freckles, close-cropped,

wiry hair, and no neck. He does not like women who

14) 원문의 ‘tessitura’는 원래 목소리나 악기의 음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데이비드가

베브의 겉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음역’을 처음 봤다고 말하는

데서 그가 결론적으로 베브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후에 데이비드의 오페라와 베브를 연결지을 시점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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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no effort to be attactive. It is a resistance he has

had to Lucy’s friends before . . . His mind has become

a refuge for old thoughts . . . He ought to chase them

out . . . But he does not care to do so, or does not

care enough. Her hair is a mass of little curls . . . He

has never seen such a tessitura from close by. The

veins on her ears are visible as a filigree of red and

purple. The veins of her nose too. And then a chin that

comes straight out of her chest, like a pouter pigeon’s.

As an ensemble, remarkably unattractive. (72-82, 원문

강조)

데이비드가 보기에 베브는 아무런 외적 매력이 없는 여자며, 이런 여자

가 동물 복지를 위해 일을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데이비드는 이미 그녀

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보는 베브의 집 내부

에 대해 그는 “[그녀의] 집은 딱 그가 상상한대로다”(The house is just

as he had imagined it would be)라고 생각하며, 집 안의 “형편 없는 가

구,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장식품들 . . . 라디오의 시끄러운 소리, 새장

속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발밑에 여기저기 고양이들”(rubbishy

furniture, a clutter of ornaments . . . the yammer of a radio, the

cheeping of birds in cages, cats everywhere underfoot; 72-3)을 아니꼬

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일과 생활에 대해 그는 “그 나름대로 하

위문화일 것이라고 생각해”(It’s a subculture of its own, I’m sure; 73)

라고 말하며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이 거들먹거리는 모

습”(patronizing condescension; DeKoven 854)을 보이며, 베브가 루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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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데이비드는 베브의 겉모습과 직업으로 인해 그녀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친구가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베브와 빌을 향한 데이비드의 거리감은 루시가 윤간을 당한 직후

까지도 계속된다. 사건 직후 루시와 데이비드는 병원에 다녀온 후 베브

의 집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데이비드의 사과

에 빌이 “이럴 때를 위해서 친구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당신도 똑같이

해줬을텐데요 뭘”(What else are friends for?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102)이라고 답하자, 데이비드는 ‘친구’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낀다. 데이비드는 빌과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화상을 입은 자

신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와서 기다리는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에 의아해

한다. 빌이 “자신과 데이비드 루리가 차를 한번 같이 마신 적이 있기 때

문에 데이비드 루리가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둘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because he and David Lurie once had a cup

of tea together, David Lurie is his friend, and the two of them have

obligations towards each other)는 모습에 대해 데이비드가 “그렇게 쉽

게 친구를 사귀지 않는 남자도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세상을 덜 겪어

본 것인가”(seen so little of the world that he does not know there

are men who do not readily make friends; 102)라고 자문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빌의 친절함을 거북해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루시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는 답답한 상황

에서 데이비드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unburdens; 139) 사람은 베

브다. 복지 센터에서의 일이 끝난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삐걱거리는 자신

과 루시의 관계에 대한 고민, 루시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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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답답함, 그리고 피트러스가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

는 의심과 분노까지 전부 베브에게 말한다. 베브가 데이비드의 의견에

다 동의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당신의 아이들을 놓

아줘야 해요. 언제까지나 루시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You have to let

go of your children. You can’t watch over Lucy forever), 혹은 “피트

러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를 믿어도 돼요”(Petrus is a good old chap.

You can depend on him)라고 하며 데이비드의 의견에 부드럽게 반박하

거나 “하지만 데이비드,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But you weren’t

there, David; 140)라며 그가 루시에게 벌어난 일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비드는 베브에게 점점

더 의지하다가 어느 날 둘은 잠자리까지 같이하게 된다. 작품 속에 이

장면은 둘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베

브에게 일종의 ‘모험’을 데이비드가 제공해준 것처럼 그려진다. 베브가

먼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베브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불륜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짐작했을

것이다”(This must be how, in her innocence, she assumes adulteries

are carried out)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녀가 이 일을 위해 지난 한 시

간 동안 씻고 한껏 단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149).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베브 같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

다”(Never did he dream he would sleep with a Bev; 149)고 생각하거

나, “한때는 멜라니 아이잭스의 달콤하고 어린 살결을 가졌다가 이제는

내가 이 처지까지 내려오게 되었다”(After the sweet young flesh of

Melanie Isaacs, this is what I have come to)라고 말하는 부분들에는,

베브를 무시하던 초반의 데이비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 “베브가 자신 스스로 뿌듯할 수 있도록”(Bev Shaw can feel p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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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er self) 자신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의무”(duty)는 했다거나, “베

브가 해야 한다고 필요를 느낀 모든 것을 하도록 해줬”(let her do

everything she has felt a need to do)고, 비밀 애인이 생긴 것에 대해

“불쌍한 베브 쇼도 집에 가서 노래 부르게 하여라”(let poor Bev Shaw

go home and do some singing)고 말하는 부분들은 마치 상대적으로 열

등한 베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동시에 “만약 베브가 불쌍하다면, 자신은 파산한 것

과 마찬가지다”(If she is poor, he is bankrupt; 150)고 말하며 작품 속

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작품 초반에 데이비

드는 본인이 구세대의 인물이고 더 이상의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한 사

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반대로 행동했던 것과는 달

리, 베브와의 관계 변화를 정점으로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명예도, 돈도,

지위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 이후에 데이비드는 멜라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

운 관점을 갖게 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데이비드는

멜라니의 가족을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하며 더욱 넓은 차원에서 다른 사

람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먼저 멜라니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재직하

는 학교에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 속의 이야기를 말”(say what is on

my heart; 165)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이잭스 집에서 멜

라니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그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 그는 멜라니의 아버지에게 “당신 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 . . 당신과 아이잭스 부인에게 비탄을 안겨드려서 죄

송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I am sorry for what I took your

daughter through . . . I apologize for the grief I have caused yo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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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Isaacs. I ask for your pardon; 171)라고 사죄한 다음, 아이잭스 부

인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173).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비드의 행동과 말만 봤을 때, 그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멜라니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본능의 권리를 고집하던 것과는 달리, 데이비드는

자신으로 인해 멜라니와 그녀의 가족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고 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데이비드는 이런

변화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몇 차례 한다. 이에 대

한 예로 데이비드가 멜라니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의 동생과 마

주친 순간을 들 수 있다. 멜라니를 “어두운 자”(the dark one)라고 이름

풀이 설명을 몰래 붙인데 이어서 데이비드는 동생 데지레(Desiree)의 미

모에 놀라고 그녀에게 “갈망되는 자”(the desired one)라는 설명을 붙이

면서 멜라니와 마찬가지로 데제리를 성적 대상화한다. 이어서 멜라니와

데지레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하는 경험을 “왕에 걸맞은 경험”(an

experience fit for a king; 164)이라고 일컫는 것은 데이비드가 여전히

작품 초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용서를 구하며 멜라니의 어머니 앞에 큰절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도 데이비드는 데지레와 눈을 마주치자 또 “욕망의 흐름”(the current of

desire; 173)을 느낀다. 이뿐만 아니라 비록 데이비드는 멜라니의 부모님

한테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하지만, 몇몇 요건

들이 아니었다면 자신과 멜라니가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진심을 아이잭

스한테 말하는 순간에도 “제 생각에는, 우리 둘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

고 관계가 다르게 발전할 수도 있”(It c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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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between the two of us, despite our ages)었을 것이라고 한

다. 자신이 “사랑을 너무 잘 관리”(manage love too well)하지 않고 “뭔

가 . . . 서정적인 것”(something . . . lyrical; 171)을 제공했었다면 자신

과 멜라니는 더 가능성 있는 실제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잭스의 집을 나온 후에도 데이비드의 이런 생각은 계속된다. 그는

자신의 안쪽 깊숙이 “짝의 향”(the smell of a mate)이 간직되어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멜라니와 다시 마주칠 경우 “그들의 관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신호”(a sign that the affair has not run its course;

190)가 나타날지 궁금해한다. 결정적으로, 데이비드는 자신과 멜라니가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크로노스와 하모니의 결혼은 부자연스럽다. 화려한

단어들을 다 제거하면, 재판은 바로 그걸 벌하기 위함이었

다. 그의 삶의 방식을 심판 받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행동

들 때문에: 자연에 반하는 낡은 씨, 지친 씨, 빨라지지 않

는 씨를 뿌린 죄로. 만약 노인들이 젊은 여자들을 다 차지

해버리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가 바

로 기소의 핵심에 놓여있었다. 문학의 절반이 이런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류를 위해서 노인의 무게 밑에서 도

망치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여자들 . . . 이곳은 노인을 위

한 나라가 아니다.

The marriage of Cronus and Harmony: unnatural.

That was what the trial was set up to punish, once all

the fine words were stripped away. On trial for his

way of life. For unnatural acts: for broadcasting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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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tired seed, seed that does not quicken, contra

naturam. If the old men hog the young women,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e species? That, at the bottom,

was the case for the prosecution. Half of literature is

about it: young women struggling to escape from under

the weight of old men, for the sake of the species . . .

No country, this, for old men. (190, 원문 강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이비드는 자신과 멜라니와의 문제가 큰

나이 차뿐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처럼 나이 든 남성은 젊은 여성과 관계

를 맺지 말아야 했는데 자신이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청문회도 열리

고 본인이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멜라니의 어머니

와 여동생에게 큰절을 하고 일어나면서 속으로 “이정도면 됐나? . . . 충

분한가? 만약 아니라면, 뭘 더 해야하지?”(Is that enough? . . . Will

that do? If not, what more?; 173)라고 혼자 생각하는 부분은, 애초에

자신이 사죄의 표시로 하는 행동들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자신이 적으

로 겉으로는 표방하고자 하는 반성과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

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데이비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변화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적 변

화를 다루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기존 성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

에서 일말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라야

나 멜라니 같은 여성들이 데이비드에게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

라 “성적 대상”(erotic objects; DeKoven 853)으로만 존재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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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믿는 논리로는 이 과정의 일정 부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데이비드는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한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이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욕망을 여전히 느낀다”(still feels illicit desire)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never act

on this desire again; DeKoven 866)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

각의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결국 위축된 그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다. 데이비드가 인식하는 사회망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좁아지

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이는 공동체의 새로운 형성

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로 데이비

드가 아이잭스 가족까지 포함한 유의미한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은 희

박해 보인다. 그 대신 데이비드는 이 가능성을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보

다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 관계의 변화를 추적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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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관심에서 책임감까지: 확장되는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

데이비드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작품 속에 얽혀있

는 사회적 및 역사적 문제와 논의를 비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동물은 사실상 『수치』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animals

can be found on virtually every page of Disgrace; Herron 473)한다.

케이프 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품 초반에는 동물과 특히 동물의 죽음이

데이비드의 발언 속에서 “은유적으로”(metaphorical; Tremaine 594) 등

장하지만, 이스턴 케이프에서는 동물이 실제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며 데

이비드의 생활에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는

처음에 동물을 향해 무심하고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내 동물

을 향해 관심과 걱정을 드러내고 행동에도 변화를 보인다. 작품 후반부

에서 데이비드는 심지어 자신이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을 향해 “사

랑”(love; 219)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헤론(Tom Herron)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쿳시의 글이 성장과 변화 같은 과한 범주를 초대

하는 독해법을 저지”(Coetzee’s texts discourage readings that would

seem to endorse such fulsome categories as growth and

transformation)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에게는 무언가가 “불

붙여지”(kindled)고 “이 변화는 동물들과 그의 늘어나는 교류와 관련이

있다”(that change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increasing

engagement with animals; 474)고 한다.

작품 속에서 동물에 관한 데이비드의 초기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아무쪼록 동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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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는 것은 좋아. 하지만 원칙을 헷갈리지는 말자.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질서의 창조물에 속해. 딱히 더 높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다른 질서.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라기보다 그저 너그러움에서 비롯된 친절을 

베풀도록 하자 . . . 교부들은 [동물들]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고, 그들이 제대로 된 영혼이 없다고 결정 내렸어 

. . . 그들의 영혼은 신체에 묶여있어서 신체가 죽을 때 

함께 죽어 . . . [반면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야.

As for animals, by all means, let us be kind to 

them. But let us not lose perspective. We are of a 

different order of creation from the animals. Not 

higher, necessarily, just different. So if we are going 

to be kind, let it be out of simple generosity, not 

because we feel guilt or fear retribution . . . The 

Church Fathers had a long debate about them, and 

decided they don’t have proper souls . . . Their 

souls are tied to their bodies and die with them . . . 

We are souls before we are born. (74-79)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른 질서의 창조물”이라는 데이비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의무감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비록 사람이 꼭

동물보다 더 높은 질서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근거는 작품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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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로 데이비드가 “동물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 가볍고 명백히

무관심한 주장들”(casual and avowedly disinterested assertions on the

worth of animal life; Herron 475)을 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지속해서 연관 지으며, 동물의 행동과 비교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저하’”(repeatedly makes associations between human and animal

behaviour, human behaviour being “debased” by comparison with

animal behaviour; Poyner 72)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윤간을

당한 후 루시가 계속해서 이스턴 케이프에 살기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임신한 아이도 낳고 피트러스의 셋째 부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그녀가 “카드나 무기, 재산, 권리, 존엄성도 없이 . . .마치

개처럼”(no cards, no weapons, no property, no rights, no dignity . . .

like a dog; 205) 새 시작을 하려고 한다며 그녀의 위치가 비참하다는

것을 개의 삶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 외에도 자신이 끊임없이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본인의

거세를 고려하면서 동물들에게는 늘 가해지고 있는 초라한 행위임을

인식한다던지(9) 루시를 훔쳐보는 폴럭스를 “돼지”(swine; 206)라고

부르는 것15)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데이비드는 삶의 추한 면들을

자주 동물과 연결하여 비유를 들며, 동물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로 인간의 행동의 수치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데이비드의

이런 표현 방식은 그에게 ‘동물적인’ 모습은 사람이 ‘사람다움’에 미치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마치 동물과 사람이

15) 헤론은 데이비드가 작품 속에서 자주 흑인에게 동물의 특징을 입혀서 묘사한다

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인종차별적인 사고가 이와 같은 흑인 남성과 동물의 “합

성”(conflation; 489)을 통해 드러난다고 지적한다(488-489). 이러한 현상은 데이비드

가 동물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된 개체로 생각했듯이, 유색 인종 전반에 대해서도 비

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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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있어서 서로에게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데이비드는 실제로 사람이 동물보다 높은 위계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사람에 비해 동물이 더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작품 속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는데, 동물 복지 센터에서 베브를 돕기로 한 첫날 동물

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데이비드가 “동물을 먹으니 아무래도 일부분은 좋

아한다고 봐야겠죠”(I eat them, so I suppose I must like them, some

parts of them; 81)라고 빈정대며 대답하는 장면은 그가 동물에 대해 상

당히 무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날 데이비드는 베브가 죽어가는

염소를 보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자 그녀에게 “어쩌면 그 염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 . . 어쩌면 그는

이미 이것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지력 같은 거죠. 어쨌든 여

기는 아프리카잖아요. 태초의 시작부터 이곳에는 염소들이 있었어요. 그

들한테 쇠가 뭔지, 불이 뭔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이미

염소가 어떻게 죽는지 알고 있어요. 이미 준비된 상태로 태어난거

죠”(Perhaps he understands more than you guess. . . . Perhaps he

has already been through it. Born with foreknowledge, so to speak.

This is Africa, after all. There have been goats here since the

beginning of time. They don’t have to be told what steel is for, and

fire. They know how death comes to a goat. They are born prepared;

83-84)라며 위로를 한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염소의 생이 어떻게 끝

나는지 봐왔으니 죽음을 자연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테니, 각각의 아픈

염소가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버티다가 끝내 받아들이게 될지에 대해서

는 너무 깊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비록 베브를 위로해



69

주려는 의도로 한 말이긴 하지만, 데이비드의 발언은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같은

가치나 무게를 지닐 수 없고, 후자에 비해 더 가볍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루시의 윤간 이후 데이비드의 삶의 영역이 점점 위축되고

그와 다른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변하면서 그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된다. 데이비드는 동물들에게 자신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연대와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사람의 입장과 감정으로 동물을 파악

하기보다 동물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생각해보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예로 피트러스가 파티를 위해 준비해 둔 양 두 마리를 데

이비드가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장면을 들 수 있다. 피트러스는 며

칠 뒤 자신의 파티에서 먹을 양 두 마리를 “아무것도 없는 맨 땅”(a

bare patch of ground)에 묶어둔 상태다. 데이비드는 두 양을 파티에 쓰

더라도 그전까지 그들이 풀을 뜯어 먹도록 놔두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만

피트러스는 이를 무시한다. 한 시간 후 여전히 맨 땅에서 양들이 울음소

리 내고 있는 이 상황을 데이비드는 “답답”(exasperated)하게 여기며, 직

접 그들을 풀어서 물과 “무성한 풀”(abundant grass)이 있는 곳에 묶어

둔다. 이러면서도 데이비드는 스스로에게 “양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목숨

을 소유하지 않는다”(Sheep do not own themselves, do not own their

lives; 123)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신이 곧 먹게

될 동물과 “익숙해질”(acquaint; 124) 시간에 괴로워한다. 다음 날 피트러

스가 두 양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옮겨둔 것을 확인하고 데이비드

는 그들이 생의 마지막 이틀을 그렇게 보내야한다는 사실을 “비

참”(miserable)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두 마리 양에 대해 느끼는 안쓰러

움을 피트러스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무관심, 무

정”(indifference, hardheartedness; 125)이라고도 표현한다. 비록 데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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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두 마리 양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양떼 속에서

이 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이들 사이에 어떠한 알 수 없는 “유대”(bond)가 생겼음을 인식하며, “아

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운명이 [자신에게] 중요해졌다”(without reason,

their lot has become important to him)고 느낀다. 앞서 염소는 죽음에

대해 이미 준비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베브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데이비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물에 대한 데이비드의 변화는 피트러스의 양 두 마리에서 그치

지 않는다. 그는 동물 복지 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면 “익숙해지”(get used to it)게 될 것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반

대로 “더 많은 동물의 안락사를 도울수록, 그는 더욱 초조해진다”(The

more killings he assists in, the more jittery he gets; 142). 이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는

차를 길가에 멈춘 다음 눈물을 멈추고 자신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에 이

른다(143). 데이비드는 동물의 생각을 알 수 없어도, 그들이 주사를 맞기

직전 “[자신들을] 매우 아프게 할”(going to harm them terribly; 143) 주

사 바늘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서는 안락사를 시킨 개들

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시체를 그가 소각장까지 직접 들

고 간다. 앞서 동물들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없어진다고 믿었던 초반의

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도 이런 감

정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기에 데이비드는 이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

“멍청하고, 어리석고, 비뚤어졌다”(stupid, daft, wrongheaded; 146)고 평

가한다. 이제 데이비드에게 동물은 이성적인 인간 중심의 세계 안에서

편할 대로 “관심을 보이”(whip up an interest; 73)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가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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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공감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는 상태”(the

surrender of self through empathy; Boehmer 346)를 보이는 모습은 동

물이 데이비드의 공동체 안에 자리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동물에게 감정이입을 하여 그들의 처지에 완

전히 공감하는 것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그는 동물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concentrate

all his attention)고 “사랑”(love)을 준다. 이제 데이비드는 이 작업이 “이

미 충분히 어려워”(as hard as hard can be)도 계속해서 “더 어려워진

다”(grows harder; 219)는 사실에 적응을 한 상태다. 그래서인지 데이비

드는 유난히 음악을 좋아하고 자신을 잘 따랐던 어린 개를 자신이 원한

다면 일주일 더 살려둘 수도 있지만 결국 안락사 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데이비드가 우리의 문을 열자 개가 “[데이비드]의 얼굴을 냄새 맡고 그

의 볼, 입술, 귀를 핥”(sniffs his face, licks his cheeks, his lips, his

ears)지만 데이비드는 개가 그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를 포

기”(giving him up; 220)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복지 센터에 있는

동물의 상태나 그들을 향한 데이비드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안락사 주사

는 “피할 수 없는”(it cannot be evaded; 219) 순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데이비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동물들이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일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결국 데이비드는

초반에 동물에 대해 가졌던 가치관과 전제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 공동체 형성

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

에 이에 대해 추측만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그나마 은유

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데이비드의 오페라다.

데이비드가 원래 작곡하고자 했던 오페라는 “32살 중년의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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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Fat, middle-aged at thirty-two) 바이런(Lord Byron)과 “그의 안일

하고 다리가 짧은 정부”(his complacent, short-legged mistress; 87) 테

레사 귀치올리(Teresa Guiccioli)가 함께 살던 시절 사랑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복잡하고 들썩이는 음악”(complex, restless music;

180)과 함께 다룰 예정이었다. 이 설정으로 데이비드는 이스턴 케이프의

조용한 환경에서 작곡에 몰두하고자 했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

는”(not moving; 141)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 상황에

서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는, 루시의 윤간

사건 이후 데이비드가 이 사건과 루시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해보다가 바이런의 여러 애인들 중 “[그와의 스캔들]을 강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there were no doubt those who

called it rape; 160)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한다. 이런 깨달음 후 데이비

드는 기존의 오페라 이야기가 그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다”(does not come from the heart; 181)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바이런

과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는 젊고 열정적인 테레사가 아닌 중년의 테

레사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테레사 인물의

마음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감으로써 . . . 영감을 얻”(finds inspiration . .

. by immersing himself further in the psyche of the Teresa character;

Poyner 69)고 마침내 오페라의 “악상이 잡히기 시작”(the music starts

to come; 183)한다. 데이비드의 새 오페라 구상에서 집중하고 싶은 점은

테레사다. 데이비드가 상상하는 중년의 테레사는 이제 “땅딸막한 과

부”(a dumpy little widow)이며, 한때 바이런이 찬양했던 그녀의 피부는

“격양”(hectic)되었고, “그녀의 쳐진 가슴, 펑퍼짐한 몸통, 짧은 다리”(her

heavy bust, her stocky trunk, her abbreviated legs)로 인해 그녀는 귀

족보다는 “소농민”(peasant; 181)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테레사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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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베브의 생김새와 놀랍게도 매우 흡사하며 베브를 연상케 한다.

젊고 아름다운 테레사의 이야기에 대해 “대체 무슨 상관이야”(who

cares; 181)라고 무시하고, 대신에 버림받고 슬픔에 잠긴 못생긴 테레사

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베브의 외모

와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

것처럼, 나이 들고 볼품없는 테레사에 대해 “신경을 쓰”(care)고 연민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점은 베브나 동물처럼 기존에 데이비드가 추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단지 그의 극한 상황이 촉발한 일시

적, 단편적인 변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데이비드의 오페라는 은유적으로 그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만,

현실 속의 데이비드도 과연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 데이비드가 보이는 변화가 그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다. 데이비드가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에 대한 연민”(spontaneous sympathy for others; Boehmer 347)을 느끼

게 되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공감력 상승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동물이나 오페라 아무것도 데이비드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neither the animal or Lurie’s opera are capable of making a

demand on him)기 때문에 그가 이들에게 갖는 감정과 보이는 행동이

일방적이고, 그의 “실제 대인관계 속에서의 삶”(real world interpersonal

life; Anker 259)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

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김수연도 “어차피 죽을 개를 포기하는 행위는 인

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민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

하고, 그램(Lucy Graham)도 죽은 개들을 돌보는 데이비드의 행위는 “개

시체의 취급에 대해 까탈 부리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는 아마 [데

이비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개를 보살피는 것은 헛되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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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방종하다”(His care for dead dogs is ineffectual, even

self-indulgent, as he is possibly the only one who benefits from his

fussiness about the treatment of dog corpses; 11)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의 작품 세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동물들을 향해 보이

는 연민과 공감의 감정이 일방적인 것은 사실이다. 앞서 그가 멜라니와

유색 인종과의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과 똑같은 견해를 고수하

며 여전히 자신과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를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과대 해석하여 마치 데이비드의 모든

모순과 자기기만이 없어졌다고 의미 부여하는 것은 오류다. 하지만 그의

감정이 갖는 일방성 자체만으로 데이비드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

려 그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 데이비드는 분명 기존

에 자신이 가졌던 사고방식과 편견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 결

과로 작품의 후반에서는 초반보다 더욱 넓은 공감대와 관계망을 보인다.

이 변화는 비록 정도가 크지는 않고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비드가 이스턴 케이프에서 막다

른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다음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즉,

이 변화의 크기는 작지만 데이비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게는 삶

을 전체로 바꾸는 듯한 변화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이비드의

변화는 분명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데이비드와 동

물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작품이 끝을 맺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앞으로의 데이비드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어

려운 측면이 있고, 이전 비평가들의 의문은 여전히 답을 제공하지 못한

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자신도 어떤 근거로 동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

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관계의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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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절에서는 동물에 관한 쿳시의 가치관이 반영된 다른 작품을 통해 이

절에서 다룬 데이비드와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 변화가 이스

턴 케이프에서의 데이비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76

3. ‘살아있음’을 공유하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로 다

시 읽는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

앞의 두 절에서 루시의 윤간 후에 데이비드가 보이는 변화를 살

펴보며 그가 작품 초반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향해 연대 의식

이 강해진 정황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데이비드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동물과 맺는 관계가 서로 차이점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전자에서는 데이비드가 무의식적으로 유색 인종에 대해 느끼는 백인

우월주의를 여전히 깨닫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던 반면, 동물

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과 책임감 등 더욱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변화하는 데이비드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과 달리, 데이비드

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사랑”(love; 219)과 같은 비교적 명료한 단어 사

용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관한 그의 생각이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변한

것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그가 동물들과 접촉하는 장면이

작품 속에서 워낙 단편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데이비드와 동물과의 관

계가 ‘사랑’이라는 명확한 명명과 함께 작품이 끝나버리는 탓도 있다. 하

지만 이와 함께 데이비드도 “자신의 마음의 변화, 심정의 변화에 대해

한 번도 뚜렷한 자의식을 보이지 않”(never manifests any clear

self-consciousness about his change of mind, his change of heart;

Randall 219)기 때문에 『수치』만을 통해 그와 동물의 관계가 어떤 의

미들의 가능성을 갖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쿳시의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엘리자베스 코스

텔로』(Elizabeth Costello)16) 중 「동물의 삶」(“The Lives of

16) 이하 인용 시 EC로 표기한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는 쿳시가 사실주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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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을 참고하여 데이비드의 행동 변화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가 가진 가

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수치』와 『엘리자베스 코스텔로』가 같은

해에 출판되고 데이비드와 루시의 대화에서 중 동물에 대해 사용되는 언

어가 「동물의 삶」 속의 언어를 반영한다는 점은 『수치』 속에서 드러

나는 동물의 존재와 데이비드가 이들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엘

리자베스 코스텔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두 작품을 함께 연구하여 작품 속 동물

과 쿳시의 동물 윤리학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쿳시가 실제로 1997년

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는 점에서 쿳시 개인

의 철학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7)

물 윤리, 악 등을 포함한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

이다. 이 중 「동물의 삶」은 “철학자들과 동물”(The Philosophers and the

Animals)과 “시인들과 동물”(The Poets and the Animals) 2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안에서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라는 여성 화자는 동물에 관한 초기 철학자들의 이론을

비판 및 반박하며 본인의 동물 윤리 담론을 펼쳐나간다. 코스텔로의 언어는 이성을

배제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동물 취급하는 방식을 홀로코스트

(Holocaust) 등의 인류에 대한 범죄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학대한 방식에

비교하는 수사가 특징적이다. 강연 이후 이어지는 여러 학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코스텔로는 자신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과 답변을 하

며, 이는 쿳시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가상의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읽힌다. 이 중편 소설은 단순히 육식 금지의 여부나 동물의 인도적인 살해 등의 차

원을 뛰어넘어 동물이라는 본질에 대한 탐구와 사람이 어떻게 동물에 대해 윤리적

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mistreatment of animals)와

“그 학대를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가장 악랄한 범죄들에 비유하는

것”(analogizing that treatment to the most heinous crimes committed among

human beings themselves)에 관해 “도덕적으로 진지한 사람들 사이의 갈

등”(conflict among morally serious people)을 보여주고, 이러한 갈등의 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겨준다 (The Lives of Animals 8).

17) 『엘리자베스 코스텔로』가 실제로 얼마만큼 쿳시의 동물 윤리학을 대변하는지

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강연이 쿳시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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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가 동물에 대해 처음으로 루시와 대화를 나눌 때 그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질서의 창조물”에 속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을

이미 짚어보았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혼”(We are souls

before we are born; 79)인 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

도 몸이 죽을 때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한다.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는 동물이 이미 태초 전부터 죽음과 함께 해왔기에 죽음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는 것이라고 말

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비드의 견해는 『엘리자베스 코스텔로』 중 엘

리자베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션에서 토론 형태로 그녀와 논의를 진

행시키는 철학과 교수한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닭을 죽이는 “도살

업자”(butcher; 109)와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인”(executioner)의 행위

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동물은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 동물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 앞에 그 상상력이 실패하

는 경험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해한다. 반

면, 동물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비록 죽음에 대한 “유기

체”(organism) 차원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영혼의 저항은 없다. 철학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인정할 준비가 되

어있는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허구의 철학적 대화를 사

용”(uses the fictional mode of the philosophical dialogue in order to express more

extreme views than he himself would be prepared to admit to; Northover 28)한

것이라고 본다. 반면 노스오버(Alan Northover)는 동물 권리에 있어서 선두에 선 철

학자들의 입장에 비하면 엘리자베스의 관점이 그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이성적으로”(rationally; 28)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품 속

의 쿳시의 이전에 인터뷰와 미술 전시회에서의 한 강연과 비교해보면 그녀의 입장

과 쿳시의 입장이 “상당히 밀접하게 일치”(coincide quite closely; 29)한다고 결론을

내린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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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이들의 인식 속에서 죽음은 그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게 생명이 소중한 만큼 동물에게도 생명이 소중하지는 않다고 한다(EC

108-109).

데이비드와 철학과 교수가 공유하는 논리는 데카르트(Descartes)

의 철학에 따라 “인간과 동물 존재 사이의 단절”(the discontinuity . . .

between humans and animal beings; EC 106), 즉 동물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정신적 및 생태적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

비드가 이처럼 자신과 동물을 완벽히 분리된 개체, 나아가서는 본질적으

로 다른 질서의 창조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이성의 유무이다. 그는

동물에게 인간과 달리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물이 이 세계 안에서 공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본능 외에

는 인식이 없는 그들에 대해 자신이 그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루시와의 대화에서 “교부”(Church Fathers; 78)들을 인

용하듯이, 그의 사유는 플라톤(Plato), 데카르트,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등의 철학자들을 기원으로 “인간 대 짐승, 이성 대 비

-이성”(man versus beast, of reason versus unreason; EC 69)의 틀을

사용해 이성을 이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위대한 서양 담

론”(the great Western discourse; EC 69)을 그대로 답습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사람만이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고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 . [그에 따르면] 신의 존재는 이성이다.

플라톤과 데카르트 모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한다. 세계는 이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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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신이다. 우리가 이성의 응용을 통해 세계가

돌아가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성과 세계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물들은

이성이 없는 탓에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세계의

일부이긴 하지만 인간과는 달리 그것의 존재의 일부는

아님을, 고로 인간은 신과 같고 동물은 물건과 같음을

증명한다.

. . . because man alone is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partakes in the being of God, how we treat

animals is of no importance . . . the being of God is

reason. Likewise Plato, likewise Descartes, in their

different ways. The universe is built upon reason. God

is a God of reason. The fact that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ason we can come to understand the

rules by which the universe works proves that reason

and the universe are of the same being. And the fact

that animals, lacking reason, cannot understand the

universe, but have simply to follow its rules blindly,

proves that, unlike man, they are part of it but not part

of its being: that man is godlike, animals thinglike. (EC

70)

엘리자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에 이성을 곧 세계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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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신과 동물을 각각 신과 물건으로

성공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인 태도는 루시의

입장과 동일 선상에서 더욱 발전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치』에서 루시는 케이티(Katy)라는 개에게는 그녀에게 우리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자식들이 지역 곳곳에 여럿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녀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가 버림받은 처지라는

얘기를 하며, 동물들이 남아공에서는 그저 “가구의 일부, 경호 시스템의

일부”(part of the furniture, part of the alarm system)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신처럼 대해주는 영광을 베풀어주고,

[사람들은] 대신 그들을 물건처럼 대”(They do us the honour of

treating us like gods, and we respond by treating them like things;

78)한다고 한다. 사람과 동물의 처우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단지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이 세상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편견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루시의

비판은, 이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풍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로 이성은 스스로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당화”(validate reason as the first principle of the universe)

해서 그것의 절대성과 “전체성”(totality)을 확립하였는데,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생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EC

78)와 같은 말은 “[사람들이] 사고라 부르는 것을 하지 않는 생물체는

왠지 하등한 것임을 암시”(implies that a living thing that does not

what we call thinking is somehow second-class)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다. 이성의 영역 안에서는 위의 사고와 명제들이 전부 합리적이고 논리

적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이성이 세계의



82

본질일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실제로는 “이성은 세계

의 질서도, 신의 존재도 아니”(reason is neither the being of the

universe nor the being of God; EC 67)라고 한다. 그녀는 오히려 이성

은 그저 “인간 사유의 특정 스펙트럼의 존재”(the being of a certain

spectrum of human thinking)이며, 이성의 영역 밖에서 바라보면 이성은

“동어반복”(tautology; EC 70)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이성

이 절대적이며 세계의 질서라는 생각은 하나의 의견이며, 그 절대성은

오로지 이성 스스로를 통해서만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이성을 기준으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수치』 안에서 암시되기도 한다.

그는 [불독의] 우리로 들어간다 . . . [불독은] 고개를

들어서 그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내린다 . . .

그는 콩크리트 맨바닥 위에 [불독] 옆에서 쭉

뻗어본다. 위에는 연한 파란색 하늘이 떠있다. 그의

팔다리에서는 힘이 빠진다.

이 상태로 루시가 그를 발견한다. 그는 잠들었던

모양이다. . .

He enters her cage . . . She raises her head, regards

him, lets her head fall again . . .

He stretches out beside her on the bare concrete.

Above is the pale blue sky. His limbs relax.

This is how Lucy finds him. He must have fallen

asleep . .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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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면에서 데이비드는 버림받은 케이티의 귀를 긁어주다가, 이내 자신

도 그 옆에 누워서 잠들어버린다. 몸의 반응들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데이비드의 ‘살아있음’을 아무런 포장 없이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데이비드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신의 사지만 인지하다가 잠드는 모

습은 케이티와 별다를 바 없어 보이고 이때 이성은 더더욱 중요하거나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데이비드와 케이티 사이 이 짧은 교류가 보여

주는 둘의 공통점에 대해 데이비드는 깨닫지 못하고, 그는 나중에 자신

이 동물에 대해 감정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거나 동물과 “개별 경험의 사실

을 넘어 그 경험이 가리키는 사실을 알지 못”(does not look past the

individual experiential fact to the formal truth it instantiates; Randall

219)한다. 따라서 『수치』만 갖고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엘리자베스의 강연 내용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이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온 ‘이성’과 그것의 절

대성을 비판하며,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신 “완전함의

느낌, 체화됨의 느낌, 존재함의 느낌”(fullness, embodiedness, the

sensation of being)을 제시한다. 이 느낌은 이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정서적인 감정”(affective sensation)으로, 스스로에 대해 “추론하는 유령

같은 기계가 생각들을 생각해내는”(ghostly reasoning machine thinking

thoughts) 존재가 아닌 “우주로 연장되는 사지를 가진 몸과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상태”(a body with limbs that have extension in space, of

being alive to the world; EC 78)로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이성을 최우선

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을 때는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및 윤리적 분리

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 둘이 살아있는 몸의 “물질성”(corpo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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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is “Impossible” 117)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동

물은 더 이상 계속해서 인간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대상이 아

니다. 똑같은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사실로 인간과 동물은 같은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되며, 이 사실은 곧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뜻하기도

한다.

데이비드가 피트러스의 양이 죽기 전까지 풀도 못 뜯는 상태로

묶여있는 사실을 안쓰럽게 여기고, 며칠 후 자신이 먹게 될 자신이 양의

생전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불편하게 느끼는 모습은 그가 처음으

로 양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

까지도 데이비드는 여전히 양이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긴 하지

만, 그 전에 이들이 더 편하게 있지 못하는 사실을 신경 쓴다는 것은 데

이비드에게 이제 동물은 식용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닌 생

명체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그가 ‘자신이 먹게 될’ 대상이

라는 점에 불편해하고 결국 (그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 피트러스의 파

티에도 불참할 것을 선언하게 되는 배경에는 자신과 두 양의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는 유지되는 그들의 삶과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그들의 죽음에

데이비드 본의 아니게 자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인류가 동물들을 취급한 방식, 혹은

인류가 저지른 동물 학대의 전통으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을 알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의 처지가 인간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마치 ‘가구’와 같은 실상은 데이비드와 같은 수많은 무심한 사람들

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꿀 힘은 없지만 적어도 이에 필요 이상으로 가담하지 않음으로

써 데이비드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피트러스의 파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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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작품이 진행되며 데이비드가 동물에 관해 보이는 행동과 생각의

변화는 그가 점점 이성의 유무보다는 동물이 자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생활 습관이나 감정, 혹은 이것을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언어도 공유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이성의 기준을 내려놓고도 유대감을 느끼는 모습은

역으로 그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이스턴 케이프 사회와 화해를

이룰 가능성을 암시한다. 먼저 데이비드가 이성이나 합리성을 중요한 기

준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개인이 기존에 알고 받아들였던 공동체의 경계

를 허무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떤 습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이성적이거

나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동체를 상정해둬

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한 개인과 최소한

의 비슷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 개인이

어떤 사항에 대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똑같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하고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동물을 대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따르지 않는 모습은, 그가 자신이 기존에 따랐던 공동체를 포

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치』에서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가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

의 가능성은 인종 갈등이 여전히 곪아있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TRC는 아파르트헤이트 역사와 이과 관련된 인종 갈등을 상당히 애

매한 방법으로 청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목표하고 합리적으로 접

근하고자 한 사회 화해와 통합도 이루지 못하였다. 사실, 기존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종과 역사의 요소를 그대로 갖고있는 포스트아파르트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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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사회 안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

한들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없으며, 특히 『수치』의 경우에는 합리성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의 행동

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정의나

이성만을 따라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아닌 것까지 공동체 구성원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따라야만 비로소 사회의 화해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남아공의 포스트아파

르트헤이트 사회에 잔존하는 인종과 역사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남아공 공동체와 합리성이나 법적 정의와 같은 기존의 원칙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위의 문제들을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이런 상황에서, 쿳시가 데이비드를 비롯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

회가 미래에도 이 갈등에 사로잡혀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여 사회 내의 화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도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을 기준으로 한 사고 방식이나 언어 조차 인간

과 공유하지 않는 비인간 생명체들을 끌어들여서까지 새 공동체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은, 역으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의 문제가 그만

큼 복잡하고 해결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

한 방식 역시 인종과 역사 문제를 대면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

의를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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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994년 남아공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후 투투 주교와 TRC는

아파르트헤이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회복의 정의’라는 남아공만의 독

보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회복의 정의는 남아공의 전통 사상인 우분투를

기초로 하는데, 우분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이 서로 엮여있다고 본

다. 따라서 회복의 정의를 통해 TRC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

간성과 완전함의 회복을, 나아가서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 구성원

들 간의 화해와 화합을 꾀하였다. 당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 민

주주의의 도입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또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가

해자들을 일일이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TRC는

남아공 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의 과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복의

정의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회복의 정의를 내세운

TRC의 재판 절차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범행 뒤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보일 수 있

을 경우 영구적인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조치를 통해 남아공은 평

화롭게 정치 체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존

엄성을 최우선시 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결론적으로 개인의 피해가 외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화해와 통합 대신 인

종 차별이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잔재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거센 비판

을 받았다. TRC의 방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이들은 회복의 정의

에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 즉 징벌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RC의 조건적 사면이 정의롭지 않았다고 비

판을 하였다. 하지만 징벌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TRC의 조건적 사

면 조치 바탕에는 특정 공동체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만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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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추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들 역시 합리성에 대해 똑같은 태도

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수치』는 바로 이와 같은 합리성과 공동체에 얽힌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하며, 인종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

회를 보여준다. 데이비드는 멜라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하

여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에 해당하긴 하지만 본인이 사과하거나 반성

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멜라니를 향한 자신의 욕망은 본

능이기 때문에 자신이 뉘우치고 후회할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도 한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맺는 여자 관계를 통해 그가 ‘욕망’이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는 그가 남아공 사회에서 백인 남성으로서 갖고 있었던 인종 차별

의식에 기초한, 오랫동안 전해진 사회적인 욕망이었다. 데이비드가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진 않더라도 죗값은 받겠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모습과, 그와 멜라니의 관계에서 인종주의를 보

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만을 읽어내는 사회의 모습으로부터

TRC가 추구한 합리성은 결국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물

들 속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인종에 대한 의식은 루시의 윤간의 원인

이 되면서, 동시에 루시가 계속해서 이스턴 케이프에 남을 것을 결심하

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반면, 데이비드는 이 의식을 루시처럼 자신의 짐

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트러스를 추궁할 근거로 사용하지만, 결국 그

는 인종과 역사가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오로지 합리성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루시의 향후 거취에 대해 그녀와 합의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고,

최악의 경우라고만 의심했었던 인종 갈등이 실제로 피트러스와 세 강간

범의 범죄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데이비드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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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포스트아파

르트헤이트 사회에서 자신이 백인 사회에도, 흑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데이비드는 나름대로 베브와

아이잭스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시도 중

에도 데이비드는 여전히 멜라니와 그녀의 여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

습을 보이며 결국 여전히 인종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나마 그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계는 데이비드가 동물들과 맺

는 관계인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인종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TRC의 대책에 따라 인종 갈등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않은 채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로 넘어오게 된 이상,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화해와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작품 속에서 드러난

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쿳시는 과거의 인종 갈등으로

인해 미래의 사회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제시한다. 데이비드가 그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랑과 희생

을 보이는 모습은, 어떤 다른 것과 공동체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

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성을 공유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존

재들까지도 포함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인종의 개념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을 때,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화해와 통합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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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Nonhuman Community in Disgrace

Yoonyoung Ch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it has been frequently noted that the hearing scene in

J. M. Coetzee’s Disgrace makes strong allusions to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earings, relatively less

attention has been shed on how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Commission’s hearing procedures continue to dictate the thoughts and

a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s the story progresses, David

shows an increasing sympathy for others around him, which is

shown not only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Isaacs family and the

Shaws, but is revealed most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sick and

abandoned animals toward the end of the book. While this seems to

be a solid indicator of his growth, as many scholars have note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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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rue that this type of reading completely disregards the

complications of history, race, and rationality that heavily envelop the

plot and continue to do so even as David undergoes a change after

Lucy’s rape. In contrast to previous criticisms of the novel, this

thesis argues that it is hard to confirm David’s maturation within the

novel, and that his change and its signific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pursuit of

rationality. In addition, this thesis states that the significance of

David’s budding relationship with animals can only be inferred

through a different work by Coetzee, rather than be affirmed within

the novel.

Chapter 2 will first closely examine what principles

underwrot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to

search for “the third way” specific to South Africa when it refused to

take after the German and the Chilean models of a truth commission.

Then the chapter will reveal that rationality was the principl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opted for, and that it was

also reliance on this principle that ultimately caused the Commission’s

failure to bring about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st-apartheid

South Africa. The chapter will then examine how the blind

assumption of the acceptance of a certain kind of rationality is

represented in the novel, mainly through David and the way he

chooses to react to and cope with Melanie’s and Lucy’s rape.

Chapter 3 will focus on how David attempts to reconcile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those he previously dismissed as inferior to

himself, such as the Shaws and the Isaacs family. Despite his efforts,

however, this chapter shows that he is ultimately unable to do so

because of his innate racism, and because he was never the type of

person that could bear the kind of change that a trul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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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ould require of him. Following this discussion, Chapter 3

examines David’s newfound sympathy and compassion for the animal

lives he finds around himself. Because the novel ends before his

relationship with animals fully develops, this thesis refers to Coetzee’s

animal ethics found in his Elizabeth Costello. The chapter ends by

concluding that South Africa may be able to free itself from the

unresolved race issues that still haunt the post-apartheid society if its

constituents are able to form a community with the nonhuman.

Keywords : Disgrace, J. M. Coetzee, Republic of South Africa,

aparthei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ost-apartheid,

rationality, race, society, animals

Student Number : 2015-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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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치』에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단순히 시대적 및 공

간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활동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원칙과

신념이 인물들의 일상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이

전 비평가들과는 달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초기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

회에서 합리적 접근방식을 취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작품

속의 사건과 갈등에도 공유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전 비평가들의 주장

처럼 데이비드(David)가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주변 인물과 동물에 대해

점점 공감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모습까지도 진실화해위원

회가 추구했던 합리성과 연결 지어야만 그 변화된 모습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먼저 본론의 1장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

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마주한 고민을 짚어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아공 사회와 남아공 전통 사상을 동시에 고려하

며 ‘회복의 정의’라는 노선을 택했지만,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 이어서 진실화해위원회와 이에 대해 비판적

이었던 사람들 모두 궁극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부합하는 합리성에 의지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작품 속에서도 어떻게 반영

되는지 분석해본다.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논란으로 인해 열린 교내 청문

회에서 데이비드가 내세우는 원칙과, 이후 데이비드의 딸이 윤간을 당한

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이때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논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이성과 합리성이 작품 속에서도 문제

로 등장하며, 결국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로 인해 포스트아

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도 계속되는 인종 갈등에 대해 해결책이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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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론 2장에서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성향을 내려두고 주변의 인물들과 동물들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전에는 데이비드가 교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베브 쇼

(Bev Shaw)와, 자신이 성폭행했었던 학생 멜라니(Melanie)의 가족과 관

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이때 데이비드는 이들과 화해와 새로운 공동

체의 형성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인종

주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새 공동체가 의미하는 변화를 감당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이전에는 자신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동물들의 삶에

대해 존중을 보이고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는 과정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비록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는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채로 작

품이 끝나지만, 쿳시의 또 다른 작품인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를 참조

한다면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의 동물윤리학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남아공에서 그저 이성만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만, 3장에서 데이비드가 합리성, 그리고 이것이 통용되었던 기존의 사회

를 벗어나서, 비인간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시도를 해야만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짚어본

다.

주요어 : 『수치』, 쿳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진실화

해위원회,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합리성, 인종, 공동체, 동물

학 번 : 2015-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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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남아프리카공화국1)은 쿳시(John

Maxwell Coetzee)의 글에 호의적일 수 없는 사회였다. 인종 분리 정책

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여전히 존재하던 어두운 사회 현실에 대

한 반응이 문학의 “도덕적/윤리적 성격”(the moral/ethical nature;

Kossew 2)2)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작품이 “계몽적인 역할”(왕은철

13)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용되었고, 여기에는 어두운 사회 현실에 대해 작품이 “민족적이고 국

가적이며 계몽적이고 윤리적인”(왕은철 13) 역할을 하기 바라는 국가의

염원이 담겨있었다. 당시 작가들은 “그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

건들에 대해 반응할 의무”(a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political

events around them)가 있었고, 그들의 반응은 찬성 혹은 반대로밖에 이

어질 수 없었다(Kossew 3). 실제로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의 작품

들은 “정치의 강압에 반해 특별한 저항을 부추기기 위해”(to promote a

special kind of resistance to the pressures of politics; Head,

Cambridge 81) 출판되었다. 고디머(Nadine Gordimer)나 브링크(André

Brink), 응데벨리(Njabulo Ndebele) 등의 남아공 작가들은 “시대적 양심

을 자처하면서 저항적이고 고발적인 작품들을” 씀으로써 작가가 “국가

공동체의 양심이 되기를 요구”(왕은철 13-14)하는 국가의 부름에 부응하

고 있었다. 특히 백인인 고디머와 브링크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자

행하는 종족차별과 인권유린의 면면과 상황을 세계에 고발”하고자 사실

주의 계열의 작품을 통해 사회가 “흑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

1) 이하 ‘남아공’으로 표기.
2) 본 논문의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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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상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전투적으로”(왕은철 14) 재현 및

고발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그의 동료 작가들이 사회를 고발하는 사실주의 계열의 소

설을 쓴 반면, 쿳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설의 사실주의 전통으로부터

완전한 분리”(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realist tradition in the

South African novel; Kossew 3)를 보였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명백하고 공개적인 정치적 태도”(manifest, overt political stance)

를 취할 것을 “집요하게 거부”(tenacious refusal)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재현 방식”(certain representational

strategies)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독자들은 “그의 작품을 알레고리처

럼 취급”(approach his novels as allegories; Tegla, x)하였다. 또한 쿳시

는 소설과 그것의 형태에 관해 실험적 글쓰기를 시도하며 “형이상학적이

고 사유적이며 관념적이고 반리얼리즘적인 소설”에 매진했다(왕은철 17).

쿳시 스스로도 이 당시 본인의 글이 “시대에 너무 늦게 등장”(coming

too late in the era)한 것도 있지만,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기에

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너무 간접적이고 동떨어져있었다”(too indirect in

their approach, too rarefied, to be considered a threat to the order;

Doubling the Point 298, 이하 DP로 표기)고 평가한 바 있다.

쿳시가 이처럼 시대의 요구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실험적이

고 형이상학적이며 반리얼리즘적이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의 소설”

을 쓰며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세계를 구축”(왕은철 18)한 이유는 소설

에 대한 그의 소신에 있다. 그는 일찌감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충성

은 정치 담론이 아닌 소설의 담론에 있[음]”(my allegiances lie with the

discourse of the novels and not with the discourse of politics;

Kossew 6 재인용)을 밝혔다. 이어서 1987년에 쓴 「오늘날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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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vel Today”)에서 그 당시와 같이 “강렬한 이념에 대한 압

박”(intense ideological pressure)이 있는 시대에서 소설은 역사에게 “대

리보충성 혹은 경쟁 상대”(supplementarity or rivalry; Attwell 15 재인

용)가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

러한 분위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역사와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설을 위치를 지향했고, 따라서 “역사 안에 소설을 포함시키

고, 소설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상상의 수탐으로 읽어내

고, 이런 수탐을 보여주지 않는 작품은 진지함이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

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향”(the tendency in South Africa to subsume

fiction under history, to read novels as imaginative investigations of

real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to treat those which do not perform

such investigations as lacking in seriousness; Newman 126)에 반대했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쿳시의 문학적 도전은 현실을 충분히, 혹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남아공 내에서 비판받았다. 그의 “완곡한 스타일”(oblique

style; Tegla, x)은 “글쓰기의 정치적인 면에 대한 [쿳시의] 무관

심”(indifference to the political dimension of writing)을 드러내는 것으

로 비춰졌고,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무책임”(social and political

irresponsibility)한 태도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설에 대한 마

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쿳시의 서사가 보이는 “자멸”(self-defeating;

Kossew 3)의 특징과 “양면성과 모호성”(ambivalence and ambiguity)을

비판하며,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정치적 강압의 특수성”(the

particularity of the political conditions of oppression)을 고려하지 못하

고 사회의 급박한 현실을 외면한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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쿳시의 소설은 진보주의 생각과 전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분투에 관해 명백히 무능한 것에 대한

지적 응답이다. [하지만] 쿳시는 진보주의를 무엇으로 대체

하는가? . . . 그의 소설은 의식이 겪는 위기의 경험을 예

시로 들며 의식이 갖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 . . . 쿳시는 서양 사회를 지배하는 관심 분야로부

터 자신이 비평적으로 소외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러한 비평적 인식을 토대로 역할이나 정체성에 관해 물리

적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도 나타낸다: 그는

여전히 ‘체제의 일부’로 남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의식이

겪는 이중성의 고뇌에 중점을 두게 되고 . . . 이로 인해

[그의 소설 속에서] 당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억압과 투

쟁의 물리적인 요소들은 마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Coetzee's fiction is obviously an intellectual

response to the patent ineffectuality of liberal ideas and

strategies . . . with regard to the demands of political

struggle — in South Africa. With what does Coetzee

replace liberalism? . . . His fiction reveals an enormous

preoccupation with problems of consciousness, with

exemplifying the experience of a crisis in consciousness.

. . . Coetzee indicates in this way his critical alienation

from the dominant interests in Wester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his inability to make a material change

of role, of identity, on the basis of this critical

awareness: he remains ‘a part of the system’. H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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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inence given to an agonised duality experienced

in terms of consciousness . . . as a consequence . . .

material factors of oppression and struggle in

contemporary South Africa achieve a subordinate

attention. (Vaughan 126-37)

이러한 상황에서 쿳시의 작품은 “꾸준한 비평적 관심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slow to attract sustained critical attention; Attwell 1)다.3) 쿳시

의 작품을 사회적 배경에 견주어 평가하기보다 작품 자체의 서사에 집중

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1988년이 돼서야 등장하였고,4) 그의 작품에서 역

3) 쿳시의 첫 작품인 『어둠의 땅』(Dusklands)은 1974년에 출판되었지만, 그의 세
번째 작품 『야만인들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와 그 다음 작품
『마이클 K』(Life & Times of Michael K)가 각각 1980년과 1983년에 상을 받고
나서야 해외에서도 그의 작품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Kossew 2).
4) 도비(Teresa Dovey)는 『J. M. 쿳시의 소설: 라카니안 알레고리』(The Novels
of J . M. Coetzee: Lacanian Allegories)를 통해 처음으로 쿳시의 전작을 다루며, 그
간 쿳시의 작품을 향한 비판은 작품 내의 서사적 전략들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지적
했다. 그녀는 특히 쿳시의 작품들이 보인 “풍자, 알레고리, 그리고 해체주의 성
향”(the parodic, allegorical, and deconstructive tendencies; Attwell 2)에 주목하였
고, 연구 이후 쿳시의 작품이 가진 “담론적 복잡성과 자의식”(discursive complexity
and self-consciousness)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no longer possible to ignore)
특징이 되었다. 애트웰(David Attwell)은 이와 같은 도비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
했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쿳시의 작품에 관한 비평 흐름이 후기모더니즘
(postmodernist)과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이론을 통한 접근,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정치적 저항과 역사 재현”(political resistanc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2)에 중점을 둔 양 극으로 “지나치게 단순화”(oversimplified)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런 양극화 대신, 애트웰은 도비도 마찬가지로 제안했듯이 양극 사이의 공간에서 “다
양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담론이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 역사와의 다양한 교류 형태
를 생산”(discourses emerging from diverse contexts, and exhibiting different
formal assumptions, may produce different forms of historical engagement; 2 재
인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J. M. 쿳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글쓰기의 정치
학』(J . M. Coetzee: South Africa and the Politics of Writing)은 쿳시에 관한 두
번째 비평서로, 애트웰은 이를 통해 역사와 글의 “상호 관계성”(interrelationship;
Kossew 4), 즉 쿳시의 소설들이 “역사와 글 사이에서”(located in the nexus of
history and text) 어떤 방식으로 “양 극 사이의 갈등을 탐구”(explore the tension
between these polarities; 3) 하는지에 주목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외의 비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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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재현과 서사 자체에서 드러나는 점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려는 시

도는 『마이클 K』가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한 후에야 집

중적으로 이어졌다. 갤러거(Susan VanZanten Gallagher)나 페너(Dick

Penner) 등의 비평가들은 쿳시 소설에 드러나는 사건들을 남아프리카공

화국 역사 속에 위치시키면서 작품의 “남아프리카공화국성”(South

African-ness)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문화적 및 정

치적 특수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 맥락에 제한되어있지 않고 전세

계적인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서사 자체의 구조나 미학,

그리고 그 안의 전략도 염두에 두며 작품에 접근하였다(Kossew 5).

쿳시가 남아공 사회의 정치 현실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그의

글은 “비스듬하다”(oblique), “양면적이다”(ambivalent), “규정하기 어렵

다”(elusive) 등의 평가를 자주 받는 이유는 주로 그의 글을 특징짓는

“마무리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losure; Kossew 9) 때문이다. 소설

의 서사는 성장이나 변화 등의 ‘익숙하고 편안한’ 해석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나 작품과 당시 사회의 관계

에 대한 그의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탓에, 쿳시의 소설은 “결

말이 없[는]”(no ending; Tegla 240)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이 제공하는 막연함과 열린 결말은 오히려 그의 작품에 관한 논의가 다

양한 분야와 관심사에 걸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커쓔(Sue

Kossew) 역시 이에 대해 1998년에 쿳시의 작품에 대한 “비평 연구가 급

증하는 이유”(the reason for the burgeoning field of critical study; 9)라

고 평가했다. 실제로 본 논문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치』(Disgrace)5)

의 경우만 봐도, 서사가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실’에 비해 작품에 관한

관점을 아우르는 시도를 했다.
5) 국내에서 이 작품은 주로 『추락』으로 번역되지만 본고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추락”보다는 “수치”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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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 논의가 훨씬 더 풍부한 주제와 시각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작품이 포

스트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두 성

폭행 사건에는 인종 요소가 짙게 깔려있으며, 작품의 초반에 비해 끝머

리에 주인공이 동물을 향해 더 많은 애정과 높은 공감력을 보인다는 점

들뿐이다. 그리고 작품의 서술자는 때로는 주인공의 생각에 밀착하여 자

세하게 그의 마음 상태와 생각을 알려주지만 정작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이 내리는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서는 독자들에 해

석에 맡기며, 그들의 동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건

들 외에도 비평가들은 매체로서의 영어와 소통에 대한 고찰, 동물에 대

한 윤리, 고해와 수치심을 통한 구원과 용서, 작품 속의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 목가적 배경, 그리고 언어의 현재 시제 사용이

갖는 효과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열띤 논의, 그리고 때로는 서로 반대되

는 결론을 향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수치』에 한

정되지 않으며, 쿳시의 작품이 “권위적이고 결정적인 윤리적 통찰력이나

‘구원’의 느낌”(authoritative, conclusive moral insights, no sense of

“redemption”; Tegla 240)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처럼

작품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격이 분명히 드리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사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논의와 담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주목

하여, 페쉐(Graham Pechey)는 쿳시의 소설이 “반영하는 것보다 굴절시

키는 것이 더 많”(refracts much more than it reflects)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독자는 그의 소설을 “비스듬히, [마치 각기둥을 통해 보듯이]

다양[한 각도에서]”(obliquely and prismatically; 375) 읽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처럼 쿳시의 작품이 드러내는 모호성은 그의 소설이 당시 사

회나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리고 독자가 그러한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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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큼 동원하여 작품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

으켰다.

쿳시의 글이 가진 이러한 특징은 그의 작품에 대한 초기 비평부

터 현재까지 그의 작품을 평가하는 작업에 굵은 줄기를 담당해왔는데,

본고는 쿳시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남아공의 정치적 상황을 적극

적으로 연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그의 작품에서 그가 유

럽 전통을 가진 백인 작가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맺는 관계에서 느끼

는 죄책감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트웰은 쿳시가 유럽의 정

전과 맺는 관계가 쿳시가 “지배의 역사와 공모의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수반”(entails an accusation of complicity in a history of domination)한

다고 하며, 이에 대한 “쿳시의 반응은 자신이 재현하는 부차성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 질문”(Coetzee’s response to this situation is to interrogate

the specific form of marginality he represents; 4)하는 것이라고 평한

다. 이는 개인이 가진 문학적 사상, 즉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의 영향이

그의 문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쿳시가 스스

로를 아프리카너(Afrikaner)로 생각하지 않지만,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 아프리카너와 “역사적으로 연결”(historical connection; Head,

Cambridge 3) 되어있다고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쿳시가 자신

이 속한 역사적 및 사회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

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신도 “죄책

6) 쿳시는 자신에게 영어가 모국어이고, 본인이 아프리카너(Afrikaner)의 문화에 속
해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언어 및 문화적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아프리카너로 생
각하지 않고 “그 어떤 아프리카너도 [그를] 아프리카너로 여기지 않을 것”(No
Afrikaner would consider me an Afrikaner; DP 341)이라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너’라는 호칭의 생성과 사용이 권력과 연결되어있고, 아프리카너가 아니더
라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백인들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음을 의
식하며,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아프리카너 호칭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DP 341-43).



9

감”(guilt)을 느끼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는 그가 의식적으로 역사나 정치 등의 사회적 맥락을 거부하고 자신의

작품과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하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국가의 상황을

다루는 것을 피할 수 없”(cannot avoid having to deal with his national

situation; Attwell 3)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작가가 자신 주변의

환경을 탈피하는 것의 불가능성”(the impossibility of the writer’s

escaping the conditions around him/her; Kossew 7)은 그의 의도에 반

하더라도 작품을 그가 속한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읽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헤드(Dominic Head)도 같은 맥락에서 쿳시의 작품들을 “후기

식민주의의 폭력과 아파르트헤이트의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의 보복성 폭력의 위험에 대한 지적인 도전”(intellectual challenge

both to the late-colonial violence and oppression of apartheid, and to

the dangers of retributive violence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c rule; Cambridge 22)으로 평한다. 애트웰도 위에서 설명한

“글과 역사 사이의 긴장감”(the tension between text and history)이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행위”(a historical act)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담론 속에 위치시켜서 읽어야”(must be read back

into the discourse of South Africa; Politics of Writing 3) 함을 강조한

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처럼 쿳시의 작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상황들”(socially extreme circumstances; van

Heerden 44)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아공의 분열된 사회 안의 개

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을 꾸준히 담아낸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자서전적인 요소를 갖

고있는 쿳시의 초기 작품들부터 본고가 다루는 『수치』까지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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쿳시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계속해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둠의 땅』에서부터 쿳시는 “디아스포라를 겪는 주체를 가리키

는 여러 생생한 은유를 제공”(many graphic metaphors for the

diasporic subject; Jacobs 206)한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에서도 동

일한 이름의 인물은 사람과 동물이 밀접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

하고, 쿳시의 최근 작품인 『슬로우 맨』(Slow Man)에서는 “체류가 아

닌 뿌리박힌 소속감”(rooted belonging as opposed to sojourning;

Jacobs 207)에 대한 은유가 등장한다. 이처럼 쿳시의 작품 속에서 공동

체가 여러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과 비슷하게 『수치』에 대해서도 공동

체에 관한 논의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수치』에 관해서 이전 비평

가들은 특히 데이비드가 동물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며, 그가 상상력과

공감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자주 얘기한다.

본고는 작품이 진실화해위원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방

식이 작품 속의 갈등에도 공유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 아파

르트헤이트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마주한 고민을

짚어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아공 사회와

남아공 전통 사상을 동시에 고려하며 ‘회복의 정의’라는 노선을 택했지

만,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 이어서

진실화해위원회와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모두 궁극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부합하는 합리성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현

상에 작품 속에서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해본다. 그 다음, 주인공 데

이비드(David)가 자신의 학생을 성폭행하여 교내 청문회까지 열리는데

이때 데이비드가 내세우는 원칙과, 이후 데이비드의 딸이 윤간을 당한

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이때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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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이성과 합리성이 작품 속에서도 문제

로 등장하며, 결국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로 인해 포스트아

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도 계속되는 인종 갈등에 대해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해결의 실마

리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성향

을 내려두고 주변의 인물들과 동물들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양상을 분

석한다. 이전에는 데이비드가 교류의 대상, 즉 자신과 같은 공동체 구성

원으로 여기지 않았던 베브 쇼(Bev Shaw)와, 자신이 성폭행했었던 학생

멜라니(Melanie)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본다. 이때 데이비드

는 이들과 화해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의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새 공

동체가 의미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

어서 데이비드가 이전에는 자신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

던 동물들의 삶에 대해 존중을 보이고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는 과

정도 살펴본다. 여기서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는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채로 작품이 끝난다는 한계 때문에, 이 관계가 시사하는 가능성을 탐구

해보기 위해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에 드러나는 쿳시의 동물 윤리학을

참고한다. 그 결과 남아공에서 그저 이성만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렵지만, 3장에서 데이비드가 합리성, 그리고 이것이 통용되었던 기

존의 사회를 벗어나서, 비인간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공동체

를 만드는 시도를 해야만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을 짚어본다.

쿳시가 작품 속에서 모호성을 통해 작가로서 “권위적인 목소

리”(authoritative voice)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윤리적인 지표”(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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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Attridge, Ethics of Reading 7)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

명하다. 하지만 그의 소설을 적극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및 사

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이해함으로써 본고는 그의 서사 자체가 갖고 있는

힘과 더불어 쿳시의 작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안과 밖에서 “[독자에

게] 현실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raise and illuminate

questions of immense practical importance to all of us; Attridge, x)주

고, 나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타자와 그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타

자에 대한 독자의 윤리적인 고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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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끝나지 않은 아파르트헤이트:포스트아파르트

헤이트 사회의 개인과 역사의 갈등

1. 개인과 공동체 사이: 진실화해위원회와 합리성의 한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에 맞서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끌어왔

던 아프리카 민족 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출신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가 1994년 4월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대

통령”(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Tutu 9)으로 취임하면서 인

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

었다. 거의 반세기만에 인종 차별 폐지와 대대적인 정치 체제 변화를 맞

이하게 된 1990년대 중반의 남아공 사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주

의라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the transition to a new dispensation)을

위해 “[남아공의] 과거를 효과적으로 처리”(deal effectively with our

past; Rotberg 1)하는 작업이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마주하는 작업은 국가가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혹은 갈등에

서 평화의 상태로”(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and/or from

conflict to peace; Bakiner 29)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여겨진다. 남

아공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한국과 여러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

들은 진실 위원회(truth commission)로 하여금 이 전환과정을 주관하도

록 하였다. 진실 위원회란,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과정을 통해 과거의 인

권 유린을 조사하여 [이러한] 폭력의 양상과 원인을 알아내고, 최종 보고

서를 발표할 공식 권한을 가진 임시 단체”(a temporary body

established with an official mandate to investigate pas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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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s, identify the patterns and causes of violence, and publish a

final report through a politically autonomous procedure; Bakiner 24)를

뜻한다. 이때 진실 위원회의 핵심 구호는 보통 “두 번 다시는 안 된

다!”(never again!)인데, 이 구호에는 잔혹 행위를 겪은 사회가 “균형, 존

엄성, 그리고 완전성”(equilibria . . . dignity, and . . . integrity)을 회복

하려는 노력도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진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방과

회복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처럼 “과거 잔혹 행위의 재발을 방

지”(prevent recurrences of past atrocities)하고 아직도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

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고, 왜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인

지”(in precise detail, who did what to whom, and why, and under

whose orders) 밝혀내는 일은 진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다. 다시 말해서,

진실 위원회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과거를 밝

혀”(uncover the past in order to answer questions that remain

unanswered)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Rotberg 1).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7)의 수장 데즈몬드 투투 주교(Archbishop

Desmond Tutu)에게 요구한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TRC에게 “아파르트헤이트의 어두운 진실들을 밝혀 남아공과 전 세계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를 위해 사면을 내릴 것”(to discover

the dark facts of apartheid, to report them to South Africa and the

world, and to trade amnesty, where necessary, for information;

Rotberg 5)을 제시하였다. 남아공이 “너무나도 선명한 [남아공의] 과

거”(this only too real past)를 마주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7) 이하 ‘TRC’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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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이었다. 과거를 청산하

는 방법에 대해 남아공이 참고할 수 있는 경우로는 독일과 칠레가 남긴

선례가 있었는데, 투투 주교에 의하면 서로 다른 이유로 두 사례 모두

남아공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우선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

(Nuremberg trials)을 통해 “인권의 중대한 침해”(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를 저지른 모든 나치 전범들을 “일반 재판 절차”(normal

judicial process; Tutu 19)에 따라 처벌하였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모

든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아파르트헤

이트 정권을 잡았던 “국민당”(National Party)이 나치 전범들과는 달리

패배한 세력이 아니었고, 국민당 정권이 평화롭게 물러나는 대신 “사면

을 교섭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made amnesty a

nonnegotiable centerpiece; Gibson 541)다는 점 때문에 남아공에 이 방

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기는 했

지만, “군사력을 통치하”(controlled the guns; Tutu 20)는 등 여전히 영

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당 세력은 엄격한 재판이 자신들을 기

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협조하지 않

았을 것이고,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정권은 사면에 대한 국민당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투투 주교의 설명이

다. 이 외에도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형사 재판은 남아공이 감당

할 수 없는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예상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증인 중 가해자만이 주로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

대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아공

TRC가 뉘른베르크 재판을 모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Tutu

20-24). 독일의 방식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했다면, 투투 주교에게

칠레의 방법은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intolerable; Tutu 27)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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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이유는, 피노체트(Pinochet)의 군사 독재 정권이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며 범죄에 대한 모든 처벌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17년 간의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아일윈(Aylwin)이 민주 정권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대

통령 선거 자체가 “군이 세운 헌법 체제에 대한 칠레 정당들의 동의를

조건으로”(in exchange for the political parties’ agreement to adhere 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military) 군이 “허락

한”(allowed) 선거였고, 피노체트는 여전히 “군의 수장”(head of the

military)으로 남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일부는 선거가 아닌 피노

체트의 “임명”(appointment; Vasallo 162)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악랄

한 범죄를 저지른 군사가 아직도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었”(the

military that perpetrated these heinous crimes yet remained a

powerful presence; Vasallo 164)기 때문에 진실 위원회는 가해자 개개인

들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을 “자제”(refrain)해야 했다.

그 결과, 진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가해자들의 만행을 낯낯이 고발

하기보다 상당 부분 범죄 자체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

에 미친 영향과 미래의 개혁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는데 그쳤다(Vasallo

165). 투투 주교는 이처럼 피노체트 정권 관계자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으면서 사실상 전원 사면을 받게 된 모습을 두고, 가해자가 자신의 무

죄를 스스로 결정하는 칠레의 방법 역시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Tutu 28-29).

현실성과 윤리적 타당성의 이유로 독일과 칠레의 사례를 거부하

는 대신, 투투 주교와 TRC는 남아공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

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동

시에 남아공만의 “제 3의 방법”(a ‘third way’)이 자국의 전통 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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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ubuntu; Tutu 30)와 일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투투 주교에

의하면, 우분투는 “사람됨의 본질”(the very essence of being human;

30)을 뜻하며, 서로의 “인간성”(humanity)이 “엮여있다”(intertwined;

103)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우분투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연

결되어있음”(interconnected)에서 표현되고, “이 상호연결됨을 통해 공동

체가 가진 완전함과 그 안 개개인들의 최대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을 목

표로 한다”(it wants this interconnectedness to bring about the release

of the full potential of the wholeness of the community and every

individual within it; Krog 207).8) 우분투의 사상에 따르면, 우분투의 정

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

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존엄성이 침해될 때 손상

된다. 우분투 사상 안에서는 사회적 조화가 최고의 선이며, 분노나 복수,

혹은 과도한 경쟁을 통한 성공처럼 이 최고의 선을 부식시키는 것은 “마

치 전염병처럼”(like the plague; Tutu 31) 피해야 한다. 따라서 우분투에

서 말하는 ‘용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서와 다르다. 보통 가해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용서는 “원망을 극복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좋은”(it is for the good and emotional health of

the survivor to overcome resentment) 반면, 우분투 정신의 용서는 피

8) 여기서 ‘상호연결됨’은 “개인은 자신 주변의 것들의 신체적 및 형이상학적 완전함
을 통해서만 자신의 현재, 혹은 잠재적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정신적 및 신체적 깨달
음”(both a mental and physical awareness that one can only ‘become’ who one
is, or could be, through the fullness of that which is around one — both
physical and metaphysical)을 뜻한다. ‘완전함’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자신의 최
고 완전함을 향해가고 있는데 . . . 조상과 우주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리
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의 과정”(a process of
becoming in which everybody and everything is moving towards its fullest self .
. .but which can only be reached through and with others which include
ancestors and cosmos; Krog 208)을 가리킨다.



18

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개개인들의 집단 (혹은 사회)”(the collective

self [or society])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이다. 가해자를 용서한

다는 것은 가해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가해자에게

공동체에 복귀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이 기

회를 받아들일 경우 관계의 유지를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

다른 이들과 자신 사이에 “균형을 회복”(restore a balance)하려고 노력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집단 전체의 “인간성이 복

원”(humanisation)되고, 이는 공동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 인간성

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된다 (Oelofsen 372-373). 다시 말해서,

용서는 “원망을 극복하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교류의 시작, 대화의 시

작”(the beginning of an interaction, the start of a dialogue, and not

the end of a process of overcoming resentment; Oelofsen 374, 원문 강

조)을 상징하며 우분투 정신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러한 우분투의 정신

을 바탕으로 투투 주교와 TRC는 궁극적으로 ‘회복의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추구하였다. 투투 주교에 의하면, 회복의 정의에서 “응징이나

처벌”(retribution or punishment; Tutu 54)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가

해자가 “다른 이[의] 인간성을 말살”(dehumanizing another; Tutu 103)

할 때 본인의 인간성도 마찬가지로 말살되기 때문에, 회복의 정의는 “치

유, 용서, 그리고 화해를 위해 노력할 때”(efforts are being made to

work for healing, for forgiving, and for reconciliation) 실현된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 회복의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utu 54-55).

우분투 정신과 회복의 정의를 반영하여 투투 주교와 TRC는 독일

과 칠레 사이의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며 결국 조건적 사면을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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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대중과 언론 앞에서 “흑인과 백인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끔찍한 범행에 대해 완전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그 범행이 정치적인

목표나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영구적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perpetrators, black and white,

would receive perpetual immunity from prosecution if they testified

fully and candidly about their terrible deeds and if they could

demonstrate . . . that their crimes . . . served political ends or were

motivated by political beliefs; Rotberg 7-8). 이처럼 TRC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면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진실을 밝혀

내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동시에, 피해자 개개인들의 존엄성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들은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가

해진 “중대한 인권 침해”(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Du Toit 127)

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피해자들의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회

복”(restore the human and civic dignity of victims; Du Toit 128)하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TRC의 권한(mandate)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뤄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구성”(formulated in terms of the need

to addres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제도적 정의”(social and systemic justice)의

실현보다는 “정치적 잔혹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개개인”을 다루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TRC는 전 과정을 “피해자 중

심”(victim-oriented)으로 진행하고자 했고, “체계적 불공정”(systemic

injustices; Du Toit 127)보다는 인권 침해에 집중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가해자에게는 개인 차원의 사면을, 사회에게는 진실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에 대한 사회의] 인정과 회복을”(individual amnesty for the

perpetrator, truth for the society, and acknowledgment and 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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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victim; Mamdani, “Amnesty or Impunity?” 33) 목표로 삼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TRC의 방침과 사면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신과 더 일치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내림으

로써 더 많은 폭력을 낳고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과 달리, 사면을 내리는

것은 가해자조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용적으로도 사면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 전반을 위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고, 재판의 비용과 절차가 전부 남아공 사회가 감

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이 외에

도 “만약 과거의 범행들이 여럿이었다면, 그 어떤 형법 절차도 대다수의

가해자들을 재판에 세울 기량은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일반 법적

절차에 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과거의 범행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밝혀낼 수 있”(If past abuses have been numerous, no

criminal process will be equipped to bring most of the guilty to

justice. A truth commission can more effectively reveal the details of

former crimes than can ordinary legal procedures; Greenawalt 189)고,

또한 형사 재판(criminal trial)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범죄에 대한 더

많은 진실들을 끌어내고 사회 내에 화해를 도모”(elicit greater truth

about abuses and to promote healing in the society)하기에 더 효과적

인 방법이라는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체 전반을 위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했

음에도 TRC의 활동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였는

데 그 이유는 아파르트헤이트의 범죄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이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그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것만으로 사면을 받게 되는 절차는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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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정의의 “결손”(deficit; Gibson 540, 원문

강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면이 “본질적으

로 불공정한”(inherently unfair) 정책이며, “살인자와 고문자에게 내리는

사면은 어느 정도의 불의를 내포”(amnesties for murderers and

torturers involve a degree of injustice; Greenawalt 190)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진술한 뒤 사면을 받는 상황은 그가 오히

려 “보상받는”(rewarded) 것처럼 보이며 징벌적 정의를 거의 “불가

능”(impossible; 541)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헌장

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이러한 위원회들은 정의의 추구를 희생”(By the

terms of their charters, these commissions sacrifice the pursuit of

justice; Gutmann 22)한다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판들은,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회복의 정의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

으로 공유되는 정의는 ‘징벌적 정의’라는 점을 시사한다. 징벌적 정의의

가시적인 특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인데,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자

들에게 내리는 사면은 이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이이 느낄 수 있는 ‘불공

정함’으로 이어졌고 TRC의 활동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 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음에

도 불구하고, TRC는 결과적으로 개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

서 TRC가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적 문제보다는 개개인의 인권 침해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체제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the systemic, institutionalized and structural aspects of

apartheid)은 불가피하게 전부 “맥락의 지위”(contextual status)로 “격

하”(relegate; Du Toit 127)될 수밖에 없었다. TRC는 피해자를 보다 세

심히 살피는 과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피해자들을 개별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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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individualized the victims of apartheid; Mamdani, “Amnesty or

Impunity?” 33, 원문 강조), 아파르트헤이트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그저 맥락으로 취급하며, “아파르트헤이트를 국가와 공동

체 전체의 관계로부터 국가와 개인의 관계로 축소”(reduced apartheid

from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ntire communities to one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Amnesty or Impunity?” 33-35)하

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일

상화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당시의 맥락으로만 고려

하고 재판을 진행한 탓에, 아파르트헤이트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피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따라서 TRC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국

가적 통합과 화해”(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South Africa 106)

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보다 대폭 축소된 “국가 요원들과 정치 활동가들,

그리고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정치적 화해”(a political reconciliation

between state agents and political activists, individual members of a

fractured political elite; “Amnesty or Impunity?” 35)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역시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무시했

다”(ignored lived apartheid; Mamdani, “Beyond Nuremberg” 77)는 평

을 얻으며 TRC는 결론적으로 개인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TRC가 사회 재건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

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즉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공동체 우선의 정책을 고수한 배경에는 공

동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들의 신념과, 개개인들이 이러한 판단

에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리라는 예상이 있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남아공 사회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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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고, 안정된 사회는 곧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뜻했기에 사면은 투투 주교의 말과 같이 불가피한 동

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런 계산 아래 이루어진 위원회의 판

단은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TRC가 추구한 “피해자 중심”의 절차에 모순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TRC가 모순을 보이면서 개인도 사회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

에,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종료된 이후의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화해나 인종 차별의 완전한 폐지 등의 본질적인 사회 변화를 수행하지

못했다. 비록 재판 과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여러 사실이 밝혀졌

지만 아파르트헤이트 바탕에 자리 잡았던 인종 차별적인 인식 자체가 변

화할 계기는 없었고,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여전히 인종 갈등으

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정권을 잡

으며 생기게 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백인 우월주의는

계속되며”(Roy 699)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의 실상은 기존의 사회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로이(Sohinee Roy)는

골드버그(David Theo Goldberg)의 “탈인종주의”(postracial) 개념을 빌려

서 “인종에 대한 언급의 부재”(the absence of racial reference; 702)라고

설명한다. 그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서 인종을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인종을 “빈 범주”(an empty category; 703)로 만들어버리고 “일

상생활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침묵”(silencing of

public analysis or serious discussion of everyday racism)시킬 뿐만 아

니라 “현대의 인종적 혐의들로 충만한 관계의 긴장들을 공적 정책의 간

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적 공간의 상대적 비가시성으

로 치환한다”(displaced the tensions of contemporary racially charged

relations to the relative invisibility of private spheres, seemingl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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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ach of public policy intervention; Goldberg 217)고 역설하였다. 다

시 말해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대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 차별이

더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변화를 맞지 못

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인종에 기반을 둔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차단하고 애초에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인식에는 변화를 가

져오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더욱 교묘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문제를 정작 고발하고 공론화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역설을

만들어내었다.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의 역설적인 모습은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한 TRC의 믿음과는 달리, 합리성이

정작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TRC의 방식에 반발하며 징벌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위원회

가 상정한 지나친 공동체 위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원

회는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인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공동체를 전제로 삼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면에서는, TRC를 비판하는 사람

들도 똑같은 문제점을 보인다. 이들은 징벌적 정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 정도의 처벌이 돌아가야 한다는

분배의 법칙9)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는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TRC나 이를 비판한 사람들 모두 개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믿음 하

에 각자가 옳다고 믿는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여 그 사회를 포스트아파르

9)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사회”(a just society)는 “재를 올바르게 배분”(distributes
goods in the right way)하고 이는 곧 “개개인에게 그 몫을 주는 것”(gives each
person his or her due; Sandel 19)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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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헤이트 남아공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TRC

의 활동 방침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문제 제기만 할뿐, 해결책

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돕지는 못했다.

『수치』는 이처럼 남아공의 과도기 시절 TRC의 활동이 이끌어

낸 여러 상반되는 가치관들을 반영하며, 동시에 TRC가 포스트아파르트

헤이트 사회에서 유의미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아낸다. 이 시선은 작품 초반의 배경이 되는

케이프 타운(Cape Town) 사회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작품

처음에 그려지는 이 사회는 대학에서 백인과 유색 인종 학생들이 섞여

수업을 듣고 교직원 집단 역시 다양한 인종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 분리

와 차별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TRC가 목표한 바와 같이 인종 간 화

해가 이루어져 모든 구성원이 무난히 아파르트헤이트의 증오와 원한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비드(David)가 자신 주변의 인물들과

상황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도 고려

하고, 또 본인은 타인의 시선 속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

하며 자신의 판단에 대해 명쾌하게 확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기

존의 가치관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작품 속의 케

이프 타운 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회와 인물들의 의식 속에는

인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곪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의 사회는 인식이 개선되지도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이 모든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맥락을 살펴야만

겨우 드러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작품은 공동체 생활과 사회가 요구

하는 합리성과 이로는 도무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남아공의 역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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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갈등의 혼란을 주요 인물들 사이의 갈등에 담아낸다. 이어지는 절에

서는 데이비드가 유색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열리는 학교 청문회

장면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망이 사회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

리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왜 개인이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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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비드의 개인주의에 숨겨진 인종주의

TRC가 아파르트헤이트를 청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과 비슷하

게, 『수치』에서는 대학교수 데이비드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청문회”(hearing; 47)가 열리며,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등장한다. 케이프 기술대학교(Cape

Technical University) 측은 교수로 재직하던 데이비드가 제자 멜라니

(Melanie)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멜라니의 출결과 성적을

조작한 의혹을 다루기 위해 몇몇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사 위원

회”(committee of inquiry; 44)를 꾸린다. 조사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위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각각 데이비드와 멜라니 양측의 입

장을 들은 다음 “징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determin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disciplinary measures)하여 총장(Rector)에게 적

절한 방안을 “제안”(recommendation; 41)하고자 한다. 청문회 전후와 그

과정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 조사 위원회, 그리고 데이비드가 각각 다른

방식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사 위원

회와 데이비드의 대립은 TRC 활동의 문제를 더욱 깊숙이 보여준다. 조

사 위원회는 교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구성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접근 방법을 택하는 반면 데이비드는 공동체적 접근 방식이 고려하지 않

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운다. 이처럼 데이비드와 위원회 사이의 입장 충

돌은 TRC와 남아공 사회 간의 분쟁을 재현하면서, 궁극적으로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데이비드가 멜라니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멜라니의 남자친구와

사촌,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알려진 후, 데이비드를 향해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괴롭힘이나 추문”(victimization or harassment of studen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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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39) 교칙과 관련된 고소장(complaint)이 접수되고, 이 소식은

교내 안팎까지 급속히 퍼진다.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내 학생들 등의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이 중년의 성인과 어린 학생 사이

에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데이비드가 남성

교수로서 성과 지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남용했다고 하며 분노한

다. 사건이 터진 후 데이비드가 교내 휴게실(commonroom)에 들어가자

이전까지 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젊은 여성 교직원은 그를 완전히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뜨고, 그의 수업에는 학생 두 명만 나타난다(42).

또한, 교내 단체인 “강간에 반대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Rape)은

멜라니를 가리키는 “최근의 피해자들”(recent victims)과 결속을 나타내

기 위해 24시간 시위를 하고, 익명의 교내 구성원은 데이비드의 사무실

에 “카사노바 너의 시절은 끝났어”(Your days are over, Casanova)라고

쓴 팜플렛을 밀어 넣는다(43). 청문회 후 데이비드를 취재하기 위해 기

다리는 교내신문 학생 기자들이 데이비드에게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세요?”(Do you regret what you did?)라고 묻고 그들끼리 “사과

했는지 그에게 물어봐봐”(Ask him if he apologized; 56)라고 말하는 대

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데이비드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처벌이다.

데이비드의 성 추문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분노가 상당하고 이

들이 데이비드로부터 사과와 반성, 그에 맞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달

리, 조사 위원회는 이를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

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있기 전에 데이비드가 부총장(Vice-Rector), 데이

비드가 속한 학과의 학과장, 그리고 교내 차별 위원회(university-wide

committee on discrimination)장과 잠시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은 데이비

드에게 청문회에 관한 전반적 안내를 해주는데, 이때 데이비드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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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가 다급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부총장 하킴(Aram Hakim)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How can we best tackle this

business?; 40)라고 묻고, “이런 추문 사건은 항상 복잡해요 . . . 복잡하

기도 하고 운도 안 좋고요”(It’s always complicated, this harassment

business . . . complicated as well as unfortunate; 41)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잡음 없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

라 “복잡”하고 “운이 안 좋다”는 표현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

이의 경계선이 흐릿하여 모든 책임과 잘못이 전적으로 데이비드에게 있

는 것 같지도 않고, 애초에 심각한 사건도 아니지만 단지 운이 안 좋아

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으로 하킴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킴

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을 데이비드가 본능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생긴 개인적인 불찰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의 행동이 비록 사회적 맥락에서 잘못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성

욕과 같은 본능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킴은 모임

이 끝난 후 데이비드의 처지에 “공감”(sympathy)해주고 그가 처한 상황

을 “지옥”(hell; 42)이라고 표현한다. 데이비드를 향한 하킴의 마지막 조

언이 “법적 조언”(legal advice; 41)을 받으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

킴과 조사 위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

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대중과 학생이 크게 분노하고 지역 언론

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비추자, 조사 위원회는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데이비드의 입장과 대중의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

습을 보인다. 데이비드는 이 자리에서 멜라니의 고소 내용을 읽어 보지

도 않은 채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accept; 49)며 순순히 “유죄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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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plead guilty)하고, 조사 위원회가 신속히 “형량을 선고”(pass

sentence; 48)할 것을 재촉한다. 조사 위원회는 이런 데이비드에게 여전

히 “우리 모두 약해질 때가 있는 법”(we have our weak moments; 52)

이라며 동정 섞인 위로를 하고, 교수직에는 “권력 관계를 성적 관계와

섞는 것을 금지”(a ban on mixing power relations with sexual

relations; 53)하는 것 등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며 마치 데이비

드가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일탈”(deviance; Roy 706)한 것

이 사건의 본질인 듯이 취급한다. 즉, 이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실수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과의 뜻”(a spirit of repentance)

을 비추고 “공적인 자세로 잘못을 시인”(acknowledge [his] fault in a

public manner; 58)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상황이 이렇게 “매스컴

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은 [조사 위원회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부대적

의미가 있게”(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t has acquired overtones

that are beyond our control; 53)되고 “사람들의 눈이 . . . 이 일을 어떻

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All eyes are on the university to see how

[the committee] handle[s] it; 53-54)어서, 조사 위원회는 이들과 데이비

드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사 위원회가 말하는

‘부대적 의미’란, 대중이 데이비드의 행동을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여기

지 않고 그동안 남성들의 사회적 권력에 의해 여성들이 억압되어왔던 역

사 속의 또 다른 예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조사 위원회 중

두 명의 여성 의원들은 이런 견해를 공유하며 데이비드의 성 추문은 그

저 “그가 참을 수 없었던 [성적] 충동”(an impulse he could not resist;

53)이 아니라 다른 “부대적 의미”(overtones; 50)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멜라니와의 관계가 사회 맥락에서 잘못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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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본능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타

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진상조사위원장(chair) 마나스 마타바니

(Manas Mathabane)는 데이비드에게 위원회가 준비해둔 성명문만을 발

표하라고 다음과 같은 최종 요구를 하게 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이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

에요. 아마 당신한테 휴직을 권고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당신이 강의에 복귀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학장과 학과

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 . . 제 앞에, 우리들의 요구사항

에 맞을 만한 진술서 초안이 있어요. 꽤 짧아요 . . . 만약

당신이 이 성명서에 동의를 하면, 그것으로 제재완화를 탄

원하는 것이 되고, 총장은 사과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 . .당신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

에요 . . . 다만 성명서를 발표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뿐이

에요.”

“제 진심이 아닐지도 모르는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

“판단의 척도는 당신이 성실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

요. 그것은 당신 양심의 문제에요. 문제는 당신이 공적으

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My understanding is, you will not be dismissed.

In all probability, you will be request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Whether you eventually return to teaching

duties will depend on yourself, and on the decision of



32

your Dean and head of department . . . I have a draft

statement before me which would satisfy our

requirements. It is quite short . . . If you signify that

you subscribe to the statement, which will have the

status of a plea in mitigation, the Rector will be

prepared to accept it in . . . a spirit of repentance . . .

You are not being instructed to repent . . . You are

being asked to issue a statement.’

‘I am being asked to issue an apology about

which I may not be sincere?’

‘The criterion is not whether you are sincere.

That is a matter, as I say, for your own conscience.

The criterion is whether you are prepared to

acknowledge your fault in a public manner and take

steps to remedy it.’ (57-58, 필자 강조)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사 위원회는 청문회 내내 데이비드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에게 제일 중

요한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데이비드와 사

회 구성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양측을 달래주

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으로 데이비드의 사과가 의미하

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진심이 아니어도 대중이 만족할만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요식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조사 위원회가 데이비

드에게 ‘공적’인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진심은 상관 없다고 말하는 모순적

인 요구사항은 마치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개개인 피해자들의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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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화합을 목표로 하여서 전자가 후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정

한 조건부 사면이라는 애매한 조치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조사 위원

회는 분노한 대중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한 결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진정성이 드러나는 듯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성 추문 혐의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반

성하기를 거부한다. 데이비드가 이처럼 자신의 성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 이상으로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인 일이라

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욕망의 권리”(rights of desire; 89)다. 자신은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에로스의 노예”(servant of Eros; 52)였기에 뉘우

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움직인 그 욕망은 인간에

게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데이비드는 그 욕구가 “진정

성”(sincerity; 55)이나 “반성”(repentance; 58) 혹은 사회적 법 등의 범주

로는 헤아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처음

부터 끝까지 고수한다. 데이비드가 “내가 사용하는 단어로부터, 당신이

분별- 내 진심이 담겼는지 당신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

요?”(And you trust yourelf to divine that, from the word I use — to

divine whether it comes from my heart?; 54)라고 조사 위원회에게 묻

거나 “반성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반성은 다른 세계, 다른 담론의 세계

의 것이에요”(Repentance is neither here nor there. Repentance belongs

to another world, to another universe of discourse; 58)라고 항의하는

모습은 비협조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절차에 대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의 문제 제기는 TRC가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조

건부 사면을 내리고, 사회 통합을 목표로 했던 방침이 남아공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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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종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상황과 같은 본질을 바

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데이비드의 항의는 조사 위원회가 대중의 분

노를 달래고자 자신으로부터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받아낸다한들, 이

러한 기계적인 절차가 장기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

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지적한다. 그의 지

적은 TRC와 조사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합

리성 중심의 사고 방식의 허점을 드러낸다.

조사위원회, 그리고 TRC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이비드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특히 강압적인 합리성 앞에서 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과 멜라니

의 관계에 대해서 본능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주장과는 달리, 막상 데이

비드의 일상생활에서는 본능, 즉 성욕의 충족이 그렇게 필수적이거나 중

심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작품 초반 데이비드의 일상생활

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2세의 이혼남인 상황에서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매춘부 여성

소라야(Soraya)를 발견하였고 그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사

실에 대해 데이비드는 무척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이 “성 문제”(the

problem of sex; 1)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자부한다. 소라야를 향해 매춘

관계를 넘어선 어떤 애정을 느낀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데이비드는 그

녀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어느 날 소라야가 자

신의 가족이 데이비드에게 노출되자 만남을 중단한다. 데이비드는 처음

에는 소라야의 “위태로운 이중생활”(a precarious double life; 6)을 비밀

로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곧 사설탐정을 통해 그녀를

추적해낸다. 그리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이때 소라야가 단호하게

그의 접근을 금지하자 데이비드는 “자신이 본적도 없는 [소라야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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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the husband he has never seen)을 향해 “질투”(envy; 10)를 느낀다

는, 성매매 고객으로서는 황당한 반응과 집착을 보인다. 이후 소라야를

대체할 여자를 찾으며 결국 학생인 멜라니에게 접근한다. 멜라니를 만족

스럽게 여긴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 과정

에서 멜라니의 거부 의사와 본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을 무시

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기서 그것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는다 . . . 너무 어리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할지 모

를 것이다. 그는 그녀를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만 그는 무

언가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그는 생각한다. 아이! 아이에 불과한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의 가슴은 욕망으로 흔들

린다.

멜라니 아이삭스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도취되어 있다 . . . 언

제나 그렇듯, 사람들은 그 일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수군거릴 것이고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일까?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약하며 타

오르는 감각의 불길.

That is where he ought to end it. But he does

not . . . Too young. She will not know how to deal

with him he ought to let her go. But he is in the grip

of something . . .

A child! he thinks: No more than a chil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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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I doing? Yet his heart lurches with desire . . .

The last thing in the world he needs is for

Melanie Isaacs to take up residence with him. Yet at

this moment the thought is intoxicating . . . People will

find out, they always do; there will be whispering, there

might even be a scandal. But what will that matter? A

last leap of the flame of sense before it goes out.

(18-27)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데이비드는 멜라니가 너무 어리고, 그녀와의 관계

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규범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

도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충고와 조언은 곧바로 “그럼

에도 불구하고”(yet) 혹은 “그러나”(but)와 같은 접속사로 이어진다. 그리

고는 앞선 생각들과 무관하게 데이비드는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심지어는 멜라니와 관계를 맺은 후 “아주 큰 실수”(a huge mistake)를

저질렀다고 자책하고 포기와 같은 그녀의 반응에 “낙담”(dejection; 25)을

느끼면서도 이후 기회가 주어지자 어김없이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번번

이 의식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데이비드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를 본능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가 성관계에서 얻는 만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애초에 멜라니 혹은 소라야에게 매력을 느끼

는 이유는 자신의 신체적 욕구나 두 여성의 육감적, 여성적 매력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 데이비드가 소라야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

가 “오후 시간만 가능”(Afternoons only)했기 때문이었고, 이는 곧 “덧문

이 내려진 방, 시원한 시트, 훔쳐진 시간”(shuttered rooms, cool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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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en hours; 7)을 뜻했기 때문이었다. 멜라니의 경우에도, 그녀를 밖에

서 보았을 때 데이비드는 그저 “은은히 사로잡히”(mildly smitten; 11)게

되었다고만 묘사되어 있다. 추후에 다른 공간에서 멜라니를 떠올릴 때

데이비드가 멜라니에 대해 분명 신체적 욕망을 느끼기는 하지만(65), 적

어도 그가 오로지 욕망의 충족만을 위해 소라야와 멜라니에게 접근한 것

이 아님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어지는 몇 차례의 성관계 장면들 어느 하

나도 그의 욕망을 내비치지는 않기에 그의 관계들이 “에로스”에 상응하

는 성적 만족감을 가져다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비드 본인도 스스로

에 대해 성에 있어서 “강렬하긴 하지만 한 번도 열정적이었던 적은 없

다”(though intense, has never been passionate; 2)고 말한 바 있으며,

그는 소라야와의 관계가 “가장 뜨거울 때”(hottest)에도 “추상

적”(abstract)이고 “건조”(dry; 3)하다고 느낀다. 멜라니와의 관계에서 그

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제 성관계 장면은 점

강적(anti-climatic)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성욕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성욕을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거세를 고려하

는 모습에서, 그리고 성욕을 “짐”(burden; 90)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비드 본인은 본능 때문에 멜라니를 비롯한 다른 여

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런 장면들은 데이비드가 여

성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가 성욕의 만족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성욕이라는 본능이 아니라면 데이비드가 이들 여성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데이비드의 여자 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눈에 띄

는 사실은 데이비드가 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전부 “금발의 백인이 아니

라 [소라야]나 멜라니 같은 ‘유색인’”(황정아 184)이라는 점이다. 소라야

는 데이비드가 처음에 매춘소(agency)에 속한 여성들 중 “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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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exotic; 7)이라고 소개되었고, 무슬림(Muslim)이라고도 언급이 된다.

멜라니는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름과 어두운 피부색을 연결 지으며 그녀

역시 유색 인종이라는 사실이 언급되며, 소라야가 떠난 후 데이비드가

매춘소에서 또 다른 상대를 고를 때에도 그는 “이국적” 분류 안에서 “말

레이시아인, 태국인, 중국인”(Malaysian, Thai, Chinese; 8) 등의 여성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 반면 수강생 중 백인 학생인 아만다(Amanda)에게

는 “관심이 없다”(has no interest; 29)고 말한다. 여성들과의 관계 안에

서 데이비드가 늘 “주도권을 쥘 수 있는”(황정아 184) 위치에 있다는 점

도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다. 먼저 소라야와의 관계를 보면, 비록 그는 비

용을 지불하여 그녀의 시간과 애정을 사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소라야

는 짙은 화장을 지우는 등 데이비드의 모든 취향을 맞춰주고 그의 주문

대로 행동해야 한다. 멜라니와의 관계에서도 데이비드가 그녀의 애정을

구걸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는 교수님으로서, 때로는 아버

지 같은 존재로서 멜라니에게 꾸준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다.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데이비드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가 빨리 관심을 잃거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관계로부터도 충분

히 가늠할 수 있다. 가령, 소라야가 떠난 후 데이비드가 매춘소를 통해

고른 다른 소라야는 “거칠”(coarse; 8)어서 그의 성에 차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데이비드는 같은 대학의 새 비서 던(Dawn)과 데이트를 하다가도

관계 도중 그녀의 “과장된 흥분”(a froth of excitement)은 “그가 거부감

을 느끼게”(repels him; 9) 하고, 결국 갑자기 던을 모른 척하면서 관계

를 끝내버린다. 멜라니의 경우,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시간을 즐기긴 하지

만 그녀가 자신이 이용한 식기를 설거지하지 않거나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녀 뜻대로 한

다”(getting away with too much; 28)고 못마땅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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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데이비드는 백인 여성을 상대로 주도권을 느끼거나 갖지 못하고, 유

색인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주도권을 갖지 못할 경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고려할 때, 유색 인종 여성을 그저 데이비드

의 순수하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그에게 인종과 권력

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데이비드는 매사에 신중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치우

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그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 안에서 본인

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양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건강한 심신을 유

지하며 “[본인]의 수입과 기질과 감정적인 수단의 반경 내에서 살

아”(lives within his income, within his temperament, within his

emotional means)가는 자신에 대해 조심스럽게 “행복”(happy)하다고 평

가를 내리면서도 “죽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Call no

man happy until he is dead; 2)는 문구를 되새기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

가 관대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남아공 내의 “대대적인 합리화”(the

great rationalization; 3)로 인해 그의 전공인 영문학이 학과 내에서 통폐

합된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유일한 영문학 수업은 어떤 학문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교수자의 “사기”(morale; 3)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본인이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makes

no impression on his students; 4)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는 자신이 나이 들면서 남성적 매력을 잃고 초라

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은 현시대에서 주역일 수 없는, 포스트아

파르트헤이트 시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설 자리가 없는”(more out

of place than ever; 4) 퇴물 같은 존재라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데이비드가 자신이 “자리를 잃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작가”(the dislocated postapartheid white writer; Poyner 68)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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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여자관계의 특징들은 반

대로 그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삶

의 거의 모든 면에서 마치 “탈종교 시대의 성직자”(clerks in a

post-religious age; 4)처럼 무력한 데이비드에게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

고 내키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성들과의 관계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인종적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백인 남성으로서의

잔존하는 권력을 재확인하는 것이기에 이 관계에 자신도 자제할 수 없는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 차별과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내포하는 데이비드와

유색 인종 여성들과의 관계는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터무니없는 차별 정

책을 펼쳤던 백인 국민당 집권자들과, “금지명령금지법”10) 때문에 아무

런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유색 인종 간의 불합

리한 관계를 상기시킨다. 또한 “부도덕법”(Immorality Act)11) 때문에 불

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의 성관계가 불법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

를 리가 없는 데이비드가 굳이 유색인 여성들하고만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은 그가 “식민지적 환상”(colonial fantasy)과 이들에 대해 여전히 인종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로이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랜 식민지 역사 속에서 인종, 성, 그리고 젠더가

가지는 교집합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성은 절대 개인적인 일이

거나 신체적 충동일 수가 없”(The intersections of race, sex, and

gender in South Africa's long colonial history ensures that in South

Africa sex is never a personal matter)으며 “매우 정치적”(deeply

10) “사법부에게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공권력에게는 모든
항거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피에르 151).
11) 부도덕법은 “타인종 간의 성관계를 불법화”(라피에르 136)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징역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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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704)인 문제다. 자신의 행동을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12) 데이비드는 사실 남아공의 인종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데이비드가 개인주의라고 주장할 때야말로 오히려 인종차별이 얼

마나 그의 인식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성 추문이 내포하는 인종 문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더

불어 조사 위원회도, 교내 안팎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핵심 문제는 남

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차별이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 비록 인종이라는 표면적 및 사회적 구분

은 사라졌지만 그 실체는 모든 곳에 여전히 굳건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알아차리기 어려워진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TRC가 재판들을 통해 아

파르트헤이트 당시의 모든 사실들을 드러냄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고자 했던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12) 조사 위원회의 한 여성 위원이 데이비드의 행동에 대해 “어린 여자에 대한 학
대”(abuse of a young woman)라고 표현하자 데이비드는 “학대: 이 단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 . . 그녀는 그를 볼 때 대체 무엇을 보길래 그렇게 화가 머리 꼭
대기까지 나 있는 것이란 말인가?”(Abuse: he was waiting for the word . . .
What does she see, when she looks at him, that keeps her at such a pitch of
anger?)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이 학대로 비춰지는 사실에 대해 답답해한다. 그러면
서도 “[내] 어깨에도 채 닿지 않는 멜라니. [나와 멜라니는] 동등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Melanie, who barely comes to his shoulder.
Unequal: how can he deny that?; 52)라고 자문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만약 이 관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어른과 학생 사이
의 관계라는 점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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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비드와 아파르트헤이트 역사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교 측의 퇴직

처분을 앞두고 데이비드는 교수직을 내려놓은 다음, 루시와 잠시 지내기

위해 그녀가 지내고 있는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로 떠난다. 데이

비드가 마주하는 이스턴 케이프는 도로에 차가 거의 없으며 하늘 위에는

거위가 날아가는 등, 그가 익숙했던 케이프 타운의 바쁜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한적한 곳이다. 데이비드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오페라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고, 그가 “이곳에서

의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he going to do with his time?;

68)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턴 케이프의 생활

은 과연 그에게 이런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처럼 단순하고 여유로

워 보인다.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여성상과는 달리 루시가 “풍만

한”(ample; 59) 사실에 대해 아쉬워하지만, 그녀가 작은 땅에 농사지으며

장터에서 농작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으로 개들과

총을 갖고 있는 등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자급자족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데이비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한다. 토요일 장터

에서는 루시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야채와 우유, 혹은 잼이나 말린 과

일 등 집에서 직접 기르고 만든 것을 판매하며 케이프 타운에 비해 다소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데이비드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이

제 루시가 자신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본인이 “새로운

모험”(a new adventure; 71)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남는 시간

에 동물 복지 센터에서 일손을 돕기로 하며, 케이프 타운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곳에서는 데이비

드가 시대에 뒤처져있다는 느낌을 들게 할 만한 것이나 그를 괴롭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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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 문제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지위 등의 복잡한 문제나 이해관계

가 얽힐 일이 없다. 오로지 자연, 동물, 그리고 육체 노동만 있는 이스턴

케이프에서의 단순한 생활은 아직 데이비드에게 낯설긴 하지만 그가 복

잡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매일 매일 주어지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피신처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턴 케이프는 “19세기에 호사족과 영국 정

착민들이 토지 문제 때문에 치른 국경 전쟁의 역사”(a history of

frontier wars waged on the issue of land between the British settlers

and the Xhosa people in the nineteenth century; Marais, “Morbid

Phenomena” 36)를 가진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턴 케이프는 백인의

흑인 탄압에 맞서는 흑인 저항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남아공 역사

와 흑인 인권 운동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다. 이 지역은 만델라

를 비롯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고향이자 흑인들을 위한 첫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된 곳이며, 이 장소가 지닌 이러한 의미와 상징성 때문에

TRC도 첫 재판을 이스턴 케이프에서 진행했다(Tutu 114-115). 그리고

이런 굴곡의 역사를 지닌 장소가 암시하듯이, 루시와 데이비드에게 일어

나는 사건들은 데이비드를 인종과 사회 갈등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으면

서 “인종, 젠더, 그리고 땅 문제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complex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issues of race, gender and land;

Graham 438)를 몸소 체험하도록 한다.

이스턴 케이프에서 데이비드의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은 어느 날

루시의 집에 세 흑인 남성이 등장하면서 끝나고, “범죄가 빈번하고, 경찰

체제는 미흡하며, 중산층은 자신들의 요새 같은 집 안으로 갇힌”(crime

is rampant, the police service is inadequate, and the middle classes

are barricaded into their fortress-homes; Attridge, “Introduction”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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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 케이프의 본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들은 급한 일 때문에 전

화기를 빌려야 한다는 핑계로 루시를 속여서 집에 들어가고, 상황이 이

상하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쫓아 들어간 데이비드를 기절시킨 다음

화장실에 가둔다. 데이비드가 화장실에 갇혀있는 동안 이들은 루시를 집

단 강간하고, 집 바깥의 개들을 단 한 마리만 남긴 채 전부 총으로 쏘아

죽인다. 그다음 이들은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서 데이비드에게는 화상을

입힌 뒤, 집 안 곳곳에서 돈을 비롯해 여러 물건을 가져가고 데이비드의

차를 몰고 떠난다. 데이비드는 변기통 물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자신의

머리에서 불을 끄고 나중에 루시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면서 사건은 우선

일단락되지만, 충격에 빠진 데이비드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 안의 가장 인종 차별적인 면모와 마주하게 된다.

강간범들이 떠나고 루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데이비드

가 하는 생각을 보면 그가 이 사건,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 역사와 자신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암시해준다. 그는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았

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며 이런 사건은 이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런 일은 매일, 매시간, 매 순간, 이 나라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목숨은

안 뺏기고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해. 이 순간 잽

싸게 떠나는 차 안에서 포로가 되어있거나 머리에 총알이

박힌 상태로 동가 밑바닥에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

각해야 해. 루시도 운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 특히

루시.

차든, 신발 한 켤레든, 담배 한 팩이든,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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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야 . . . 사람은 너무 많고

물건은 너무 없어. 모든 사람이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도

록 있는 물품들은 돌고 돌아야 해. 이론대로라면 그렇다 .

. . 인간 악[때문]이 아니라, 연민이나 공포와는 무관한 그

저 방대한 순환 시스템인 것이다. 이 나라에서의 삶은 이

렇게 도식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미쳐버

릴 수도 있다. 차와 신발,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It happens every day, every hour, every minute,

he tells himself, in every quarter of the country. Count

yourself lucky to have escaped with your life. Count

yourself lucky not to be a prisoner in the car at this

moment, speeding away, or at the bottom of a donga

with a bullet in your head. Count Lucy lucky too.

Above all Lucy.

A risk to own anything: a car, a pair of shoes, a

packet of cigarettes . . . Too many people, too few

things. What there is must go into circulation, so that

everyone can have a chance to be happy for a day.

That is the theory. . . Not human evil, just a vast

circulatory system, to whose workings pity and terror

are irrelevant. That is how one must see life in this

country: in its schematic aspect. Otherwise one could go

mad. Cars, shoes; women too. (98)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데이비드는 사건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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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인종과 연결짓기 보다는, 남아공 사회의 부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는다. 이 사회 안에서는 이곳의 구성원들이 모두 나눠 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자원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필요 때문에 사

람들은 서로를 약탈하고, 자신과 루시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저 운

안 좋은 희생양이 되었다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비드의

해석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인종 갈등이나 아파르트헤이트 역사가 그

바탕에 작용하고 있으리라 의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앞

서 1.2에서 멜라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저

너무 강렬한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

비드는 이때도 자신이 인종 갈등과 연관되어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비드는 이 사건에서 흔한 범

죄 이상의 의미를 읽어내지 않으며, 그 세 명의 강간범들을 잡기 위해

“경찰”(the police; 98)에 신고하여 공권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게 우

선순위는 이들을 신고하여 이런 일이 또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루시가

위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이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루시

의 생각은 데이비드와 극명하게 엇갈리며, 이때부터 둘은 의견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된다.

사건 직후 루시는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하[시]고, [저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I tell what happened to me; 99)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루시는 윤간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강간범들이 훔쳐간 물건과 개 학살, 그리고 데이비드의 차 도난만 신고

한다. 윤간에 대한 루시의 침묵을 데이비드가 의아하게 여기자 그녀는

다른 때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곳에서, 이 시대에”(in this place, 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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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자신 개인만의 일”(a purely

private matter; 112)이라고 한다. 이 일은 루시 자신만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오로지 자신이 결정을 내릴 일이라는 것이다.

이후로도 데이비드는 몇 번 더 루시에게 피해자로서 숨지 말 것,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등을 이유로 윤간까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하지

만, 루시는 매번 이를 거절한다. 심지어는 나중에 피트러스가 땅을 공식

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파티에서 데이비드와 루시가 강간범

들 중 한 명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피트러스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데이비드를 막으며 루시는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힌다.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아도 될”(not to have to justify myself; 133)

권리가 있으며,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don’t

know what happened; 134)라고 말하며 그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후 루시는 윤간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데이비드에게 충격을 안기고,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세 번째 부인이 되어달라는 피트러스의 제안도 받아들인다.

이처럼 루시가 윤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일

로 취급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모

습은, 마치 데이비드가 멜라니를 성 추문한 것에 대해 사회의 추궁을 거

부한 것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더 자

세히 들여다보면, 데이비드와 루시가 보이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실은

정반대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는 개인의 기본 권리라

고 여기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13) 멜라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루시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13) 데이비드의 욕망은 실은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기보다 남아공의 역사적
배경과 그 안의 백인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깨닫지 못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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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는 ‘현재’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결단을 내리는 배경에는,

자신이라는 개인을 지우고 한 백인으로서 현재 속한 사회에서 역사적 책

임을 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위협을 걱정하며

루시가 다른 곳으로 떠나길 바라는 데이비드에게 루시는 거부 의사를 밝

히며, 어쩌면 그런 위험이야말로 “[이곳에] 계속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

가”(the price one has to pay for staying on)일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

한다. 또한, “왜 제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이곳에 계속 살

수 있어야 되나요?”(Why should I be allowed to live here without

paying?; 158)라고 물으며, 루시는 남아공의 인종 갈등의 역사를 의식하

며 그 역사 안에서 백인이 가했던 피해를 대면하려고 한다.

루시의 이러한 논리는 데이비드에게 비상식적으로 당장 신체적

안전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며, 루시가 끝내 윤간에 대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자 데이비드는 결국 피트러스

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피트러스의 파티 이후, 데이비드는 ‘법’과 ‘정

의’를 근거로 피트러스가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을 요구

한다.

여기 왔었던 그 남자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다

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 . .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단지 우리가 그날 마주친 첫번째 백인이었기 때문

이라고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

각하고 있나요? . . . 저는 루시의 아버지예요. 저는 그 사

람들이 잡혀서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해요. 제가 틀렸나

요? 제가 정의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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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러스, 나는 당신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한테 그 애의 이름과 집주소를 알려주세

요. 그러면 그걸 경찰에 알릴게요. 그런 다음, 우리는 경찰

이 수사하게 하고 그와 그의 친구들을 법정에 세우게 하

면 돼요. 당신도 관련되지 않고, 나도 관련되지 않고, 이건 

법의 문제가 될 것이에요.”

I find it hard to believe the men who came here

were strangers . . . And I find it hard to believe that

the reason they picked on us was simply that we were

the first white folk they met that day. What do you

think? Am I wrong? . . . I am Lucy’ father. I want

those men to be caught and brought before the law and

punished. Am I wrong? Am I wrong to want justice?

. . .

‘I have no intention of involving you in the case,

Petrus. Tell me the boy’s name and whereabouts and I

will pass on the information to the police. Then we can

leave it to the police to investigate and bring him and

his friends to justice. You will not be involved, I will

not be involved, it will be a matter for the law.’

(118-138, 필자 강조)

데이비드는 이 사건을 신고해서 경찰과 법의 영역으로 넘길 경우, 사건

에 관련된 인물들이 이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호소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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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으니 법은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가려줄 수 있고, 따라서 피트러스도 이에 대해 거부할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제안하는 절차와 결과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 밑에 깔린, 명백한 생명의 위협과 인권 유린을

법으로 다스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욕구는 앞서

아파르트헤이트의 가해자들에게 처벌이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려

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피트러스는 데이비드가 보험금

을 받을 수 있을 것과, 폴럭스(Pollux)가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감옥에 가

지 못할 것 등의 현실적인 이유, 혹은 핑계를 대면서 그의 제안을 거절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피트러스의 거절이 명백한 피해에 대한 직접

적인 대면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제안이 데이비드의에 비해 의아

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합리적 제안 이면

에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를 반영한 인종주의가 있다는 사실에서 둘의 구

분은 흔들린다.

데이비드는 피트러스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의 피부색, 그리고 그

피부색이 암시하는 과거의 계급 및 신분 차이를 의식하며, 피트러스를

루시가 소유한 땅의 “공동 소유자”(co-proprietor; 62)이자 이웃이라기보

다는 유색 인종의 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스턴 케이프에 처음 갔

을 때 루시가 데이비드에게 피트러스의 일을 도울 것을 제안하자 데이비

드는 “거기에 든 얼얼한 역사적 의미가 좋다”(I like the historical

piquancy; 77)고 말하며, ‘원래’대로라면 자신 밑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

에게 반대로 자신이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재밌게 받아들인다.

강간범들이 루시의 마당에서 죽였던 개들의 사체를 땅에 묻을 때에도 데

이비드는, “흑인의 냄새 조차에도 으르렁거리도록 개들이 훈련 받은 나

라”(in a country where dogs are bred to snarl at the mere smell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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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an)에서 강간범들(흑인)이 개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행위가 “경

멸스러우면서도 아마 흥분되는”(Contemptible, yet exhilarating,

probably; 110)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간접적

으로만 드러나던 데이비드의 인종 차별 의식과 선입견은, 데이비드의 도

움 요청에도 좀처럼 정보를 주지 않는 피트러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점차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피트러스가 흑인이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사실은, 데이비드가 추측

하는 피트러스의 공모 동기를 통해 암시된다. 데이비드는 루시와 피트러

스의 생활을 지켜본 결과를 토대로, 피트러스가 “언제까지나 자신의 1.5

헥타르의 땅을 쟁기질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을 것”(will not be content

to plough forever his hectare and a half; 117)이라 예상하며 둘 사이에

인종적인 대립 구조를 상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트러스가 “루시 같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는 미래”(the future in which people like Lucy

have no place 118)를 위해 “루시의 땅을 차지”(take over Lucy’s land;

117)하려고 강간범들을 통해 그녀를 노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시 말해

데이비드는, 피트러스가 서서히 그 터를 잡아가는 과정을 ‘자신과 같은

흑인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는 과정’으

로 인식했을 것이라 상상하며 자신과 루시가 백인이기 때문에 피트러스

가 자신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토요일에 데이비드는 루시 대신 피트러스와 함께 토요일 장

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장터 일이 익숙하지 않은 자신을 대신하

여 피트러스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본다. 이 대목에서 데이비드는 문득 백

인들이 흑인 노예를 거느리던 시절을 떠올리며 피트러스의 외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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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피트러스고, 그는 앉아서

손을 비비고 있다. 바로 옛날처럼, 상전과 노예로 . . . 옛

날 같으면, 피트러스한테서 그것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

다. 옛날 같으면, 그에게 화를 내고 보따리를 싸라고 명령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 . 그와 루시와 피트러스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피

트러스는 그것을 안다. 그도 그것을 안다. 피트러스는 그

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 . . 피트러스의 몸에서 호소

력이 있는 부분은 그의 얼굴이다. 아니, 그의 얼굴과 손이

다. 만약 정직한 노동이라는 게 있다면, 피트러스에게는

그런 흔적이 배어 있다. 인내심과 힘과 탄력성을 지닌 남

자. 농부, 촌사람, 시골남자. 음모가이자 밀고자. 그리고 촌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이, 거짓말쟁이. 정직한 노

동과 정직한 교활함.

Petrus is in fact the one who does the work,

while he sits and warms his hands. Just like the old

days: baas en Klaas . . . In the old days one could

have had it out with Petrus. In the old days one could

have had it out to the extent of losing one’s temper

and sending him packing and hiring someone in his

place . . . It is a new world they live in . . . Petrus

knows it, and he knows it, and Petrus knows that he

knows it . . . What appeals to him in Petrus is his

face, his face and his hands. If there is such a thing as

honest toil, then bears its marks. A man of pat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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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resilience. A peasant, a paysan, a man of the

country. A plotter and a schemer and no doubt a liar

too, like peasants everywhere. Honest toil and honest

cunning. (116-117, 필자 강조)

이 장면은 아파르트헤이트가 국가적 차원으로 실행되어 인종 사이 그 어

떠한 차별도 합법이었던 “옛날”(the old days)과 현재는 다르기에 인종을

토대로 피트러스에 대해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음을 암시해준다. 이처럼 시대에 따른 변화를 의식하면서 특정 생각과

발언을 자제하고 강박적으로 조심하는 데이비드의 모습은 오히려 데이비

드가 그것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초

반에 데이비드의 성생활에서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그의 인종주의

적 사고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데이비드가 폴럭스에 대해서 “잡초처럼 루시와 그녀의 삶에 자신

의 뿌리를 섞게 되었다”(like a weed he has been allowed to tangle his

roots with Lucy and Lucy’s existence; 209)는 점에 대해 “분노”(rage;

209)하고, 피트러스는 작품 내내 루시의 윤간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밝히지 않다가, 마침내 폴럭스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고 인정하며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내 가족이다. 우리 민족이다”(He is my family.

My people; 201)라고 밝히는 대목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인종 문

제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라는 사실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

난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데이비드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라는 사

실만 극적으로 보여준다. 루시가 이러한 역사와 인종 갈등을 자신의 죄

로 받아들여서 이스턴 케이프를 떠나지 않고, 신변에 대한 위협이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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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데이비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리고 자신은 아파르트헤이트와는 상관 없다고 믿어왔으면서도, 루시가

윤간으로 임신하게 된 아이를 낳을 결심이라는 것을 알게되자 데이비드

는 좌절한다. 이처럼 분노와 좌절에 가득찬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이 상

황의 해결을 위해 역사를 무시한채 무작정 공권력을 사용해서 징벌적 정

의를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다. 인종과 역사의 맥락 속에

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빚과 그 개인의 안전이 서로 반하는 상태에 놓

인 데이비드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출구

도 없는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 여전한

인종 문제는 기존의 다양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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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성과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 공동체의 가능성

1. 베브와 아이잭스 가족: 인간 관계의 회복과 한계

2장에서 살펴봤듯이, 루시의 윤간 사건 이후 데이비드는 ‘합리적’

이라고 여기는 것이 역사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에 얽힌 역사와 정의와 개인의 권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

마리가 도저히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루시의 가해자들이 아무런 개인

적 혹은 사회적 타격을 입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도 데이비드 본인은

이들에게 복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원통해한다. 반면 정작 루시 본

인은 가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폴럭스에게는

이타적인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루시는 같은 위험이 또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백인이기에 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며, 보호를 위해 피트러스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등 데이비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연이어서 한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결국 그간 고집하고 믿었던 상식과 법, 합리성 등

의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어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으로 인해 데이비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변화를 보여준

다. 일례로 이스턴 케이프에서 데이비드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고 할 수 있는 베브와 빌(Bill) 쇼, 특히 “동물복지연합”(The Animal

Welfare League)일을 같이 하는 베브를 향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모습

을 보인다. 이전에는 데이비드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

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잣대에 맞는 이들

하고만 교류를 하다가, 이제는 그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과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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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다.

이스턴 케이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베브 소개를 처음 받을

때 데이비드는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낀다.

까만 주근깨와 짧게 자른 빳빳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고 목은 없는, 땅딸막하고 부산한 여자 베브 쇼에게 데

이비드는 정이 가지 않았다. 그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과

거에 루시의 친구들을 향해 느꼈던 거부감과 같았다 . . .

그의 마음 속은 구시대 생각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렸다 . .

. 그는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야 마땅하다 . . . 하지만 그

는 자신이 그러든말든 큰 상관이 없거나 그것 자체에 대

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 그녀의 머리는

뽀글뽀글한 곱슬머리의 난장판이다 . . . 그는 이런 종류의 

사람14)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다 . . . 그녀의

귀에 있는 핏줄은 빨간색과 보라색 세공처럼 선명하게 보

인다. 그녀의 코 위의 핏줄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마

치 가슴이 부풀어오른 비둘기처럼, 흉부에서 바로 돌출되

는 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볼품 없다.

He has not taken to Bev Shaw, a dumpy,

bustling little woman with black freckles, close-cropped,

wiry hair, and no neck. He does not like women who

14) 원문의 ‘tessitura’는 원래 목소리나 악기의 음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데이비드가
베브의 겉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음역’을 처음 봤다고 말하는
데서 그가 결론적으로 베브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후에 데이비드의 오페라와 베브를 연결지을 시점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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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no effort to be attactive. It is a resistance he has

had to Lucy’s friends before . . . His mind has become

a refuge for old thoughts . . . He ought to chase them

out . . . But he does not care to do so, or does not

care enough. Her hair is a mass of little curls . . . He

has never seen such a tessitura from close by. The

veins on her ears are visible as a filigree of red and

purple. The veins of her nose too. And then a chin that

comes straight out of her chest, like a pouter pigeon’s.

As an ensemble, remarkably unattractive. (72-82, 원문

강조)

데이비드가 보기에 베브는 아무런 외적 매력이 없는 여자며, 이런 여자

가 동물 복지를 위해 일을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데이비드는 이미 그녀

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보는 베브의 집 내부

에 대해 그는 “[그녀의] 집은 딱 그가 상상한대로다”(The house is just

as he had imagined it would be)라고 생각하며, 집 안의 “형편 없는 가

구,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장식품들 . . . 라디오의 시끄러운 소리, 새장

속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발밑에 여기저기 고양이들”(rubbishy

furniture, a clutter of ornaments . . . the yammer of a radio, the

cheeping of birds in cages, cats everywhere underfoot; 72-3)을 아니꼬

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일과 생활에 대해 그는 “그 나름대로 하

위문화일 것이라고 생각해”(It’s a subculture of its own, I’m sure; 73)

라고 말하며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이 거들먹거리는 모

습”(patronizing condescension; DeKoven 854)을 보이며, 베브가 루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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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데이비드는 베브의 겉모습과 직업으로 인해 그녀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친구가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베브와 빌을 향한 데이비드의 거리감은 루시가 윤간을 당한 직후

까지도 계속된다. 사건 직후 루시와 데이비드는 병원에 다녀온 후 베브

의 집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데이비드의 사과

에 빌이 “이럴 때를 위해서 친구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당신도 똑같이

해줬을텐데요 뭘”(What else are friends for?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102)이라고 답하자, 데이비드는 ‘친구’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낀다. 데이비드는 빌과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화상을 입은 자

신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와서 기다리는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에 의아해

한다. 빌이 “자신과 데이비드 루리가 차를 한번 같이 마신 적이 있기 때

문에 데이비드 루리가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둘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because he and David Lurie once had a cup

of tea together, David Lurie is his friend, and the two of them have

obligations towards each other)는 모습에 대해 데이비드가 “그렇게 쉽

게 친구를 사귀지 않는 남자도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세상을 덜 겪어

본 것인가”(seen so little of the world that he does not know there

are men who do not readily make friends; 102)라고 자문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빌의 친절함을 거북해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루시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는 답답한 상황

에서 데이비드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unburdens; 139) 사람은 베

브다. 복지 센터에서의 일이 끝난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삐걱거리는 자신

과 루시의 관계에 대한 고민, 루시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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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답답함, 그리고 피트러스가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

는 의심과 분노까지 전부 베브에게 말한다. 베브가 데이비드의 의견에

다 동의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당신의 아이들을 놓

아줘야 해요. 언제까지나 루시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You have to let

go of your children. You can’t watch over Lucy forever), 혹은 “피트

러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를 믿어도 돼요”(Petrus is a good old chap.

You can depend on him)라고 하며 데이비드의 의견에 부드럽게 반박하

거나 “하지만 데이비드,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But you weren’t

there, David; 140)라며 그가 루시에게 벌어난 일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비드는 베브에게 점점

더 의지하다가 어느 날 둘은 잠자리까지 같이하게 된다. 작품 속에 이

장면은 둘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베

브에게 일종의 ‘모험’을 데이비드가 제공해준 것처럼 그려진다. 베브가

먼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베브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불륜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짐작했을

것이다”(This must be how, in her innocence, she assumes adulteries

are carried out)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녀가 이 일을 위해 지난 한 시

간 동안 씻고 한껏 단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149).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베브 같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

다”(Never did he dream he would sleep with a Bev; 149)고 생각하거

나, “한때는 멜라니 아이잭스의 달콤하고 어린 살결을 가졌다가 이제는

내가 이 처지까지 내려오게 되었다”(After the sweet young flesh of

Melanie Isaacs, this is what I have come to)라고 말하는 부분들에는,

베브를 무시하던 초반의 데이비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 “베브가 자신 스스로 뿌듯할 수 있도록”(Bev Shaw can feel p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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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er self) 자신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의무”(duty)는 했다거나, “베

브가 해야 한다고 필요를 느낀 모든 것을 하도록 해줬”(let her do

everything she has felt a need to do)고, 비밀 애인이 생긴 것에 대해

“불쌍한 베브 쇼도 집에 가서 노래 부르게 하여라”(let poor Bev Shaw

go home and do some singing)고 말하는 부분들은 마치 상대적으로 열

등한 베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동시에 “만약 베브가 불쌍하다면, 자신은 파산한 것

과 마찬가지다”(If she is poor, he is bankrupt; 150)고 말하며 작품 속

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작품 초반에 데이비

드는 본인이 구세대의 인물이고 더 이상의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한 사

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반대로 행동했던 것과는 달

리, 베브와의 관계 변화를 정점으로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명예도, 돈도,

지위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 이후에 데이비드는 멜라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

운 관점을 갖게 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데이비드는

멜라니의 가족을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하며 더욱 넓은 차원에서 다른 사

람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먼저 멜라니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재직하

는 학교에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 속의 이야기를 말”(say what is on

my heart; 165)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이잭스 집에서 멜

라니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그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 그는 멜라니의 아버지에게 “당신 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 . . 당신과 아이잭스 부인에게 비탄을 안겨드려서 죄

송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I am sorry for what I took your

daughter through . . . I apologize for the grief I have caused yo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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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Isaacs. I ask for your pardon; 171)라고 사죄한 다음, 아이잭스 부

인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173).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비드의 행동과 말만 봤을 때, 그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멜라니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본능의 권리를 고집하던 것과는 달리, 데이비드는

자신으로 인해 멜라니와 그녀의 가족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고 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데이비드는 이런

변화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몇 차례 한다. 이에 대

한 예로 데이비드가 멜라니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의 동생과 마

주친 순간을 들 수 있다. 멜라니를 “어두운 자”(the dark one)라고 이름

풀이 설명을 몰래 붙인데 이어서 데이비드는 동생 데지레(Desiree)의 미

모에 놀라고 그녀에게 “갈망되는 자”(the desired one)라는 설명을 붙이

면서 멜라니와 마찬가지로 데제리를 성적 대상화한다. 이어서 멜라니와

데지레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하는 경험을 “왕에 걸맞은 경험”(an

experience fit for a king; 164)이라고 일컫는 것은 데이비드가 여전히

작품 초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용서를 구하며 멜라니의 어머니 앞에 큰절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도 데이비드는 데지레와 눈을 마주치자 또 “욕망의 흐름”(the current of

desire; 173)을 느낀다. 이뿐만 아니라 비록 데이비드는 멜라니의 부모님

한테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하지만, 몇몇 요건

들이 아니었다면 자신과 멜라니가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진심을 아이잭

스한테 말하는 순간에도 “제 생각에는, 우리 둘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

고 관계가 다르게 발전할 수도 있”(It c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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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between the two of us, despite our ages)었을 것이라고 한

다. 자신이 “사랑을 너무 잘 관리”(manage love too well)하지 않고 “뭔

가 . . . 서정적인 것”(something . . . lyrical; 171)을 제공했었다면 자신

과 멜라니는 더 가능성 있는 실제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잭스의 집을 나온 후에도 데이비드의 이런 생각은 계속된다. 그는

자신의 안쪽 깊숙이 “짝의 향”(the smell of a mate)이 간직되어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멜라니와 다시 마주칠 경우 “그들의 관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신호”(a sign that the affair has not run its course;

190)가 나타날지 궁금해한다. 결정적으로, 데이비드는 자신과 멜라니가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크로노스와 하모니의 결혼은 부자연스럽다. 화려한

단어들을 다 제거하면, 재판은 바로 그걸 벌하기 위함이었

다. 그의 삶의 방식을 심판 받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행동

들 때문에: 자연에 반하는 낡은 씨, 지친 씨, 빨라지지 않

는 씨를 뿌린 죄로. 만약 노인들이 젊은 여자들을 다 차지

해버리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가 바

로 기소의 핵심에 놓여있었다. 문학의 절반이 이런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류를 위해서 노인의 무게 밑에서 도

망치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여자들 . . . 이곳은 노인을 위

한 나라가 아니다.

The marriage of Cronus and Harmony: unnatural.

That was what the trial was set up to punish, once all

the fine words were stripped away. On trial for his

way of life. For unnatural acts: for broadcasting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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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tired seed, seed that does not quicken, contra

naturam. If the old men hog the young women,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e species? That, at the bottom,

was the case for the prosecution. Half of literature is

about it: young women struggling to escape from under

the weight of old men, for the sake of the species . . .

No country, this, for old men. (190, 원문 강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이비드는 자신과 멜라니와의 문제가 큰

나이 차뿐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처럼 나이 든 남성은 젊은 여성과 관계

를 맺지 말아야 했는데 자신이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청문회도 열리

고 본인이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멜라니의 어머니

와 여동생에게 큰절을 하고 일어나면서 속으로 “이정도면 됐나? . . . 충

분한가? 만약 아니라면, 뭘 더 해야하지?”(Is that enough? . . . Will

that do? If not, what more?; 173)라고 혼자 생각하는 부분은, 애초에

자신이 사죄의 표시로 하는 행동들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자신이 적으

로 겉으로는 표방하고자 하는 반성과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

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데이비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변화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적 변

화를 다루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기존 성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

에서 일말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라야

나 멜라니 같은 여성들이 데이비드에게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

라 “성적 대상”(erotic objects; DeKoven 853)으로만 존재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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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믿는 논리로는 이 과정의 일정 부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데이비드는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한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이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욕망을 여전히 느낀다”(still feels illicit desire)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never act

on this desire again; DeKoven 866)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

각의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결국 위축된 그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다. 데이비드가 인식하는 사회망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좁아지

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이는 공동체의 새로운 형성

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로 데이비

드가 아이잭스 가족까지 포함한 유의미한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은 희

박해 보인다. 그 대신 데이비드는 이 가능성을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보

다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 관계의 변화를 추적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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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관심에서 책임감까지: 확장되는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

데이비드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작품 속에 얽혀있

는 사회적 및 역사적 문제와 논의를 비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동물은 사실상 『수치』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animals

can be found on virtually every page of Disgrace; Herron 473)한다.

케이프 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품 초반에는 동물과 특히 동물의 죽음이

데이비드의 발언 속에서 “은유적으로”(metaphorical; Tremaine 594) 등

장하지만, 이스턴 케이프에서는 동물이 실제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며 데

이비드의 생활에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는

처음에 동물을 향해 무심하고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내 동물

을 향해 관심과 걱정을 드러내고 행동에도 변화를 보인다. 작품 후반부

에서 데이비드는 심지어 자신이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을 향해 “사

랑”(love; 219)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헤론(Tom Herron)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쿳시의 글이 성장과 변화 같은 과한 범주를 초대

하는 독해법을 저지”(Coetzee’s texts discourage readings that would

seem to endorse such fulsome categories as growth and

transformation)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에게는 무언가가 “불

붙여지”(kindled)고 “이 변화는 동물들과 그의 늘어나는 교류와 관련이

있다”(that change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increasing

engagement with animals; 474)고 한다.

작품 속에서 동물에 관한 데이비드의 초기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아무쪼록 동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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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는 것은 좋아. 하지만 원칙을 헷갈리지는 말자.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질서의 창조물에 속해. 딱히 더 높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다른 질서.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라기보다 그저 너그러움에서 비롯된 친절을 

베풀도록 하자 . . . 교부들은 [동물들]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고, 그들이 제대로 된 영혼이 없다고 결정 내렸어 

. . . 그들의 영혼은 신체에 묶여있어서 신체가 죽을 때 

함께 죽어 . . . [반면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야.

As for animals, by all means, let us be kind to 

them. But let us not lose perspective. We are of a 

different order of creation from the animals. Not 

higher, necessarily, just different. So if we are going 

to be kind, let it be out of simple generosity, not 

because we feel guilt or fear retribution . . . The 

Church Fathers had a long debate about them, and 

decided they don’t have proper souls . . . Their 

souls are tied to their bodies and die with them . . . 

We are souls before we are born. (74-79)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른 질서의 창조물”이라는 데이비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의무감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비록 사람이 꼭

동물보다 더 높은 질서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근거는 작품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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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로 데이비드가 “동물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 가볍고 명백히

무관심한 주장들”(casual and avowedly disinterested assertions on the

worth of animal life; Herron 475)을 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지속해서 연관 지으며, 동물의 행동과 비교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저하’”(repeatedly makes associations between human and animal

behaviour, human behaviour being “debased” by comparison with

animal behaviour; Poyner 72)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윤간을

당한 후 루시가 계속해서 이스턴 케이프에 살기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임신한 아이도 낳고 피트러스의 셋째 부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그녀가 “카드나 무기, 재산, 권리, 존엄성도 없이 . . .마치

개처럼”(no cards, no weapons, no property, no rights, no dignity . . .

like a dog; 205) 새 시작을 하려고 한다며 그녀의 위치가 비참하다는

것을 개의 삶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 외에도 자신이 끊임없이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본인의

거세를 고려하면서 동물들에게는 늘 가해지고 있는 초라한 행위임을

인식한다던지(9) 루시를 훔쳐보는 폴럭스를 “돼지”(swine; 206)라고

부르는 것15)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데이비드는 삶의 추한 면들을

자주 동물과 연결하여 비유를 들며, 동물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로 인간의 행동의 수치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데이비드의

이런 표현 방식은 그에게 ‘동물적인’ 모습은 사람이 ‘사람다움’에 미치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마치 동물과 사람이

15) 헤론은 데이비드가 작품 속에서 자주 흑인에게 동물의 특징을 입혀서 묘사한다

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인종차별적인 사고가 이와 같은 흑인 남성과 동물의 “합

성”(conflation; 489)을 통해 드러난다고 지적한다(488-489). 이러한 현상은 데이비드

가 동물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된 개체로 생각했듯이, 유색 인종 전반에 대해서도 비

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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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있어서 서로에게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데이비드는 실제로 사람이 동물보다 높은 위계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사람에 비해 동물이 더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작품 속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는데, 동물 복지 센터에서 베브를 돕기로 한 첫날 동물

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데이비드가 “동물을 먹으니 아무래도 일부분은 좋

아한다고 봐야겠죠”(I eat them, so I suppose I must like them, some

parts of them; 81)라고 빈정대며 대답하는 장면은 그가 동물에 대해 상

당히 무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날 데이비드는 베브가 죽어가는

염소를 보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자 그녀에게 “어쩌면 그 염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 . . 어쩌면 그는

이미 이것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지력 같은 거죠. 어쨌든 여

기는 아프리카잖아요. 태초의 시작부터 이곳에는 염소들이 있었어요. 그

들한테 쇠가 뭔지, 불이 뭔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이미

염소가 어떻게 죽는지 알고 있어요. 이미 준비된 상태로 태어난거

죠”(Perhaps he understands more than you guess. . . . Perhaps he

has already been through it. Born with foreknowledge, so to speak.

This is Africa, after all. There have been goats here since the

beginning of time. They don’t have to be told what steel is for, and

fire. They know how death comes to a goat. They are born prepared;

83-84)라며 위로를 한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염소의 생이 어떻게 끝

나는지 봐왔으니 죽음을 자연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테니, 각각의 아픈

염소가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버티다가 끝내 받아들이게 될지에 대해서

는 너무 깊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비록 베브를 위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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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는 의도로 한 말이긴 하지만, 데이비드의 발언은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같은

가치나 무게를 지닐 수 없고, 후자에 비해 더 가볍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루시의 윤간 이후 데이비드의 삶의 영역이 점점 위축되고

그와 다른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변하면서 그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된다. 데이비드는 동물들에게 자신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연대와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사람의 입장과 감정으로 동물을 파악

하기보다 동물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생각해보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예로 피트러스가 파티를 위해 준비해 둔 양 두 마리를 데

이비드가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장면을 들 수 있다. 피트러스는 며

칠 뒤 자신의 파티에서 먹을 양 두 마리를 “아무것도 없는 맨 땅”(a

bare patch of ground)에 묶어둔 상태다. 데이비드는 두 양을 파티에 쓰

더라도 그전까지 그들이 풀을 뜯어 먹도록 놔두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만

피트러스는 이를 무시한다. 한 시간 후 여전히 맨 땅에서 양들이 울음소

리 내고 있는 이 상황을 데이비드는 “답답”(exasperated)하게 여기며, 직

접 그들을 풀어서 물과 “무성한 풀”(abundant grass)이 있는 곳에 묶어

둔다. 이러면서도 데이비드는 스스로에게 “양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목숨

을 소유하지 않는다”(Sheep do not own themselves, do not own their

lives; 123)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신이 곧 먹게

될 동물과 “익숙해질”(acquaint; 124) 시간에 괴로워한다. 다음 날 피트러

스가 두 양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옮겨둔 것을 확인하고 데이비드

는 그들이 생의 마지막 이틀을 그렇게 보내야한다는 사실을 “비

참”(miserable)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두 마리 양에 대해 느끼는 안쓰러

움을 피트러스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는 “무관심, 무

정”(indifference, hardheartedness; 125)이라고도 표현한다. 비록 데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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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두 마리 양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양떼 속에서

이 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이들 사이에 어떠한 알 수 없는 “유대”(bond)가 생겼음을 인식하며, “아

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운명이 [자신에게] 중요해졌다”(without reason,

their lot has become important to him)고 느낀다. 앞서 염소는 죽음에

대해 이미 준비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베브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데이비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물에 대한 데이비드의 변화는 피트러스의 양 두 마리에서 그치

지 않는다. 그는 동물 복지 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면 “익숙해지”(get used to it)게 될 것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반

대로 “더 많은 동물의 안락사를 도울수록, 그는 더욱 초조해진다”(The

more killings he assists in, the more jittery he gets; 142). 이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는

차를 길가에 멈춘 다음 눈물을 멈추고 자신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에 이

른다(143). 데이비드는 동물의 생각을 알 수 없어도, 그들이 주사를 맞기

직전 “[자신들을] 매우 아프게 할”(going to harm them terribly; 143) 주

사 바늘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서는 안락사를 시킨 개들

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시체를 그가 소각장까지 직접 들

고 간다. 앞서 동물들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없어진다고 믿었던 초반의

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도 이런 감

정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기에 데이비드는 이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

“멍청하고, 어리석고, 비뚤어졌다”(stupid, daft, wrongheaded; 146)고 평

가한다. 이제 데이비드에게 동물은 이성적인 인간 중심의 세계 안에서

편할 대로 “관심을 보이”(whip up an interest; 73)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가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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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공감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는 상태”(the

surrender of self through empathy; Boehmer 346)를 보이는 모습은 동

물이 데이비드의 공동체 안에 자리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동물에게 감정이입을 하여 그들의 처지에 완

전히 공감하는 것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그는 동물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concentrate

all his attention)고 “사랑”(love)을 준다. 이제 데이비드는 이 작업이 “이

미 충분히 어려워”(as hard as hard can be)도 계속해서 “더 어려워진

다”(grows harder; 219)는 사실에 적응을 한 상태다. 그래서인지 데이비

드는 유난히 음악을 좋아하고 자신을 잘 따랐던 어린 개를 자신이 원한

다면 일주일 더 살려둘 수도 있지만 결국 안락사 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데이비드가 우리의 문을 열자 개가 “[데이비드]의 얼굴을 냄새 맡고 그

의 볼, 입술, 귀를 핥”(sniffs his face, licks his cheeks, his lips, his

ears)지만 데이비드는 개가 그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를 포

기”(giving him up; 220)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복지 센터에 있는

동물의 상태나 그들을 향한 데이비드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안락사 주사

는 “피할 수 없는”(it cannot be evaded; 219) 순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데이비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동물들이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일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결국 데이비드는

초반에 동물에 대해 가졌던 가치관과 전제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 공동체 형성

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

에 이에 대해 추측만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그나마 은유

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데이비드의 오페라다.

데이비드가 원래 작곡하고자 했던 오페라는 “32살 중년의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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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Fat, middle-aged at thirty-two) 바이런(Lord Byron)과 “그의 안일

하고 다리가 짧은 정부”(his complacent, short-legged mistress; 87) 테

레사 귀치올리(Teresa Guiccioli)가 함께 살던 시절 사랑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복잡하고 들썩이는 음악”(complex, restless music;

180)과 함께 다룰 예정이었다. 이 설정으로 데이비드는 이스턴 케이프의

조용한 환경에서 작곡에 몰두하고자 했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

는”(not moving; 141)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 상황에

서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는, 루시의 윤간

사건 이후 데이비드가 이 사건과 루시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해보다가 바이런의 여러 애인들 중 “[그와의 스캔들]을 강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there were no doubt those who

called it rape; 160)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한다. 이런 깨달음 후 데이비

드는 기존의 오페라 이야기가 그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다”(does not come from the heart; 181)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바이런

과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는 젊고 열정적인 테레사가 아닌 중년의 테

레사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테레사 인물의

마음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감으로써 . . . 영감을 얻”(finds inspiration . .

. by immersing himself further in the psyche of the Teresa character;

Poyner 69)고 마침내 오페라의 “악상이 잡히기 시작”(the music starts

to come; 183)한다. 데이비드의 새 오페라 구상에서 집중하고 싶은 점은

테레사다. 데이비드가 상상하는 중년의 테레사는 이제 “땅딸막한 과

부”(a dumpy little widow)이며, 한때 바이런이 찬양했던 그녀의 피부는

“격양”(hectic)되었고, “그녀의 쳐진 가슴, 펑퍼짐한 몸통, 짧은 다리”(her

heavy bust, her stocky trunk, her abbreviated legs)로 인해 그녀는 귀

족보다는 “소농민”(peasant; 181)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테레사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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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베브의 생김새와 놀랍게도 매우 흡사하며 베브를 연상케 한다.

젊고 아름다운 테레사의 이야기에 대해 “대체 무슨 상관이야”(who

cares; 181)라고 무시하고, 대신에 버림받고 슬픔에 잠긴 못생긴 테레사

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데이비드가 베브의 외모

와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

것처럼, 나이 들고 볼품없는 테레사에 대해 “신경을 쓰”(care)고 연민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점은 베브나 동물처럼 기존에 데이비드가 추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단지 그의 극한 상황이 촉발한 일시

적, 단편적인 변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데이비드의 오페라는 은유적으로 그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만,

현실 속의 데이비드도 과연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 데이비드가 보이는 변화가 그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다. 데이비드가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에 대한 연민”(spontaneous sympathy for others; Boehmer 347)을 느끼

게 되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공감력 상승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동물이나 오페라 아무것도 데이비드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neither the animal or Lurie’s opera are capable of making a

demand on him)기 때문에 그가 이들에게 갖는 감정과 보이는 행동이

일방적이고, 그의 “실제 대인관계 속에서의 삶”(real world interpersonal

life; Anker 259)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

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김수연도 “어차피 죽을 개를 포기하는 행위는 인

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민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

하고, 그램(Lucy Graham)도 죽은 개들을 돌보는 데이비드의 행위는 “개

시체의 취급에 대해 까탈 부리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는 아마 [데

이비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개를 보살피는 것은 헛되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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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방종하다”(His care for dead dogs is ineffectual, even

self-indulgent, as he is possibly the only one who benefits from his

fussiness about the treatment of dog corpses; 11)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의 작품 세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동물들을 향해 보이

는 연민과 공감의 감정이 일방적인 것은 사실이다. 앞서 그가 멜라니와

유색 인종과의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과 똑같은 견해를 고수하

며 여전히 자신과 아파르트헤이트 역사를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과대 해석하여 마치 데이비드의 모든

모순과 자기기만이 없어졌다고 의미 부여하는 것은 오류다. 하지만 그의

감정이 갖는 일방성 자체만으로 데이비드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

려 그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 데이비드는 분명 기존

에 자신이 가졌던 사고방식과 편견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 결

과로 작품의 후반에서는 초반보다 더욱 넓은 공감대와 관계망을 보인다.

이 변화는 비록 정도가 크지는 않고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비드가 이스턴 케이프에서 막다

른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다음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즉,

이 변화의 크기는 작지만 데이비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게는 삶

을 전체로 바꾸는 듯한 변화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이비드의

변화는 분명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데이비드와 동

물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작품이 끝을 맺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앞으로의 데이비드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어

려운 측면이 있고, 이전 비평가들의 의문은 여전히 답을 제공하지 못한

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자신도 어떤 근거로 동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

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관계의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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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절에서는 동물에 관한 쿳시의 가치관이 반영된 다른 작품을 통해 이

절에서 다룬 데이비드와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 변화가 이스

턴 케이프에서의 데이비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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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아있음’을 공유하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로 다

시 읽는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

앞의 두 절에서 루시의 윤간 후에 데이비드가 보이는 변화를 살

펴보며 그가 작품 초반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향해 연대 의식

이 강해진 정황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데이비드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동물과 맺는 관계가 서로 차이점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전자에서는 데이비드가 무의식적으로 유색 인종에 대해 느끼는 백인

우월주의를 여전히 깨닫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던 반면, 동물

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과 책임감 등 더욱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변화하는 데이비드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과 달리, 데이비드

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사랑”(love; 219)과 같은 비교적 명료한 단어 사

용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관한 그의 생각이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변한

것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그가 동물들과 접촉하는 장면이

작품 속에서 워낙 단편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데이비드와 동물과의 관

계가 ‘사랑’이라는 명확한 명명과 함께 작품이 끝나버리는 탓도 있다. 하

지만 이와 함께 데이비드도 “자신의 마음의 변화, 심정의 변화에 대해

한 번도 뚜렷한 자의식을 보이지 않”(never manifests any clear

self-consciousness about his change of mind, his change of heart;

Randall 219)기 때문에 『수치』만을 통해 그와 동물의 관계가 어떤 의

미들의 가능성을 갖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쿳시의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엘리자베스 코스

텔로』(Elizabeth Costello)16) 중 「동물의 삶」(“The Lives of

16) 이하 인용 시 EC로 표기한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는 쿳시가 사실주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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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을 참고하여 데이비드의 행동 변화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가 가진 가

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수치』와 『엘리자베스 코스텔로』가 같은

해에 출판되고 데이비드와 루시의 대화에서 중 동물에 대해 사용되는 언

어가 「동물의 삶」 속의 언어를 반영한다는 점은 『수치』 속에서 드러

나는 동물의 존재와 데이비드가 이들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엘

리자베스 코스텔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두 작품을 함께 연구하여 작품 속 동물

과 쿳시의 동물 윤리학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쿳시가 실제로 1997년

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는 점에서 쿳시 개인

의 철학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7)

물 윤리, 악 등을 포함한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

이다. 이 중 「동물의 삶」은 “철학자들과 동물”(The Philosophers and the

Animals)과 “시인들과 동물”(The Poets and the Animals) 2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안에서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라는 여성 화자는 동물에 관한 초기 철학자들의 이론을

비판 및 반박하며 본인의 동물 윤리 담론을 펼쳐나간다. 코스텔로의 언어는 이성을

배제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동물 취급하는 방식을 홀로코스트

(Holocaust) 등의 인류에 대한 범죄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학대한 방식에

비교하는 수사가 특징적이다. 강연 이후 이어지는 여러 학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코스텔로는 자신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과 답변을 하

며, 이는 쿳시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가상의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읽힌다. 이 중편 소설은 단순히 육식 금지의 여부나 동물의 인도적인 살해 등의 차

원을 뛰어넘어 동물이라는 본질에 대한 탐구와 사람이 어떻게 동물에 대해 윤리적

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mistreatment of animals)와

“그 학대를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가장 악랄한 범죄들에 비유하는

것”(analogizing that treatment to the most heinous crimes committed among

human beings themselves)에 관해 “도덕적으로 진지한 사람들 사이의 갈

등”(conflict among morally serious people)을 보여주고, 이러한 갈등의 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겨준다 (The Lives of Animals 8).
17) 『엘리자베스 코스텔로』가 실제로 얼마만큼 쿳시의 동물 윤리학을 대변하는지

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강연이 쿳시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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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가 동물에 대해 처음으로 루시와 대화를 나눌 때 그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질서의 창조물”에 속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을

이미 짚어보았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혼”(We are souls

before we are born; 79)인 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

도 몸이 죽을 때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한다.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는 동물이 이미 태초 전부터 죽음과 함께 해왔기에 죽음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는 것이라고 말

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비드의 견해는 『엘리자베스 코스텔로』 중 엘

리자베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션에서 토론 형태로 그녀와 논의를 진

행시키는 철학과 교수한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닭을 죽이는 “도살

업자”(butcher; 109)와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인”(executioner)의 행위

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동물은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 동물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 앞에 그 상상력이 실패하

는 경험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해한다. 반

면, 동물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비록 죽음에 대한 “유기

체”(organism) 차원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영혼의 저항은 없다. 철학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인정할 준비가 되

어있는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허구의 철학적 대화를 사

용”(uses the fictional mode of the philosophical dialogue in order to express more

extreme views than he himself would be prepared to admit to; Northover 28)한

것이라고 본다. 반면 노스오버(Alan Northover)는 동물 권리에 있어서 선두에 선 철

학자들의 입장에 비하면 엘리자베스의 관점이 그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이성적으로”(rationally; 28)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품 속

의 쿳시의 이전에 인터뷰와 미술 전시회에서의 한 강연과 비교해보면 그녀의 입장

과 쿳시의 입장이 “상당히 밀접하게 일치”(coincide quite closely; 29)한다고 결론을

내린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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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이들의 인식 속에서 죽음은 그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게 생명이 소중한 만큼 동물에게도 생명이 소중하지는 않다고 한다(EC

108-109).

데이비드와 철학과 교수가 공유하는 논리는 데카르트(Descartes)

의 철학에 따라 “인간과 동물 존재 사이의 단절”(the discontinuity . . .

between humans and animal beings; EC 106), 즉 동물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정신적 및 생태적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

비드가 이처럼 자신과 동물을 완벽히 분리된 개체, 나아가서는 본질적으

로 다른 질서의 창조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이성의 유무이다. 그는

동물에게 인간과 달리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물이 이 세계 안에서 공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본능 외에

는 인식이 없는 그들에 대해 자신이 그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루시와의 대화에서 “교부”(Church Fathers; 78)들을 인

용하듯이, 그의 사유는 플라톤(Plato), 데카르트,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등의 철학자들을 기원으로 “인간 대 짐승, 이성 대 비

-이성”(man versus beast, of reason versus unreason; EC 69)의 틀을

사용해 이성을 이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위대한 서양 담

론”(the great Western discourse; EC 69)을 그대로 답습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사람만이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고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 . [그에 따르면] 신의 존재는 이성이다.

플라톤과 데카르트 모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한다. 세계는 이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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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신이다. 우리가 이성의 응용을 통해 세계가

돌아가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성과 세계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물들은

이성이 없는 탓에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세계의

일부이긴 하지만 인간과는 달리 그것의 존재의 일부는

아님을, 고로 인간은 신과 같고 동물은 물건과 같음을

증명한다.

. . . because man alone is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partakes in the being of God, how we treat

animals is of no importance . . . the being of God is

reason. Likewise Plato, likewise Descartes, in their

different ways. The universe is built upon reason. God

is a God of reason. The fact that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ason we can come to understand the

rules by which the universe works proves that reason

and the universe are of the same being. And the fact

that animals, lacking reason, cannot understand the

universe, but have simply to follow its rules blindly,

proves that, unlike man, they are part of it but not part

of its being: that man is godlike, animals thinglike. (EC

70)

엘리자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에 이성을 곧 세계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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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신과 동물을 각각 신과 물건으로

성공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인 태도는 루시의

입장과 동일 선상에서 더욱 발전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치』에서 루시는 케이티(Katy)라는 개에게는 그녀에게 우리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자식들이 지역 곳곳에 여럿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녀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가 버림받은 처지라는

얘기를 하며, 동물들이 남아공에서는 그저 “가구의 일부, 경호 시스템의

일부”(part of the furniture, part of the alarm system)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신처럼 대해주는 영광을 베풀어주고,

[사람들은] 대신 그들을 물건처럼 대”(They do us the honour of

treating us like gods, and we respond by treating them like things;

78)한다고 한다. 사람과 동물의 처우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단지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이 세상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편견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루시의

비판은, 이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풍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로 이성은 스스로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당화”(validate reason as the first principle of the universe)

해서 그것의 절대성과 “전체성”(totality)을 확립하였는데,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생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EC

78)와 같은 말은 “[사람들이] 사고라 부르는 것을 하지 않는 생물체는

왠지 하등한 것임을 암시”(implies that a living thing that does not

what we call thinking is somehow second-class)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다. 이성의 영역 안에서는 위의 사고와 명제들이 전부 합리적이고 논리

적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이성이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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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일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실제로는 “이성은 세계

의 질서도, 신의 존재도 아니”(reason is neither the being of the

universe nor the being of God; EC 67)라고 한다. 그녀는 오히려 이성

은 그저 “인간 사유의 특정 스펙트럼의 존재”(the being of a certain

spectrum of human thinking)이며, 이성의 영역 밖에서 바라보면 이성은

“동어반복”(tautology; EC 70)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이성

이 절대적이며 세계의 질서라는 생각은 하나의 의견이며, 그 절대성은

오로지 이성 스스로를 통해서만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이성을 기준으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수치』 안에서 암시되기도 한다.

그는 [불독의] 우리로 들어간다 . . . [불독은] 고개를

들어서 그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내린다 . . .

그는 콩크리트 맨바닥 위에 [불독] 옆에서 쭉

뻗어본다. 위에는 연한 파란색 하늘이 떠있다. 그의

팔다리에서는 힘이 빠진다.

이 상태로 루시가 그를 발견한다. 그는 잠들었던

모양이다. . .

He enters her cage . . . She raises her head, regards

him, lets her head fall again . . .

He stretches out beside her on the bare concrete.

Above is the pale blue sky. His limbs relax.

This is how Lucy finds him. He must have fallen

asleep . .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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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면에서 데이비드는 버림받은 케이티의 귀를 긁어주다가, 이내 자신

도 그 옆에 누워서 잠들어버린다. 몸의 반응들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데이비드의 ‘살아있음’을 아무런 포장 없이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데이비드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신의 사지만 인지하다가 잠드는 모

습은 케이티와 별다를 바 없어 보이고 이때 이성은 더더욱 중요하거나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데이비드와 케이티 사이 이 짧은 교류가 보여

주는 둘의 공통점에 대해 데이비드는 깨닫지 못하고, 그는 나중에 자신

이 동물에 대해 감정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거나 동물과 “개별 경험의 사실

을 넘어 그 경험이 가리키는 사실을 알지 못”(does not look past the

individual experiential fact to the formal truth it instantiates; Randall

219)한다. 따라서 『수치』만 갖고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엘리자베스의 강연 내용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이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온 ‘이성’과 그것의 절

대성을 비판하며,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신 “완전함의

느낌, 체화됨의 느낌, 존재함의 느낌”(fullness, embodiedness, the

sensation of being)을 제시한다. 이 느낌은 이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정서적인 감정”(affective sensation)으로, 스스로에 대해 “추론하는 유령

같은 기계가 생각들을 생각해내는”(ghostly reasoning machine thinking

thoughts) 존재가 아닌 “우주로 연장되는 사지를 가진 몸과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상태”(a body with limbs that have extension in space, of

being alive to the world; EC 78)로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이성을 최우선

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을 때는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및 윤리적 분리

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 둘이 살아있는 몸의 “물질성”(corpo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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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is “Impossible” 117)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동

물은 더 이상 계속해서 인간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대상이 아

니다. 똑같은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사실로 인간과 동물은 같은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되며, 이 사실은 곧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뜻하기도

한다.

데이비드가 피트러스의 양이 죽기 전까지 풀도 못 뜯는 상태로

묶여있는 사실을 안쓰럽게 여기고, 며칠 후 자신이 먹게 될 자신이 양의

생전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불편하게 느끼는 모습은 그가 처음으

로 양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

까지도 데이비드는 여전히 양이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긴 하지

만, 그 전에 이들이 더 편하게 있지 못하는 사실을 신경 쓴다는 것은 데

이비드에게 이제 동물은 식용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닌 생

명체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그가 ‘자신이 먹게 될’ 대상이

라는 점에 불편해하고 결국 (그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 피트러스의 파

티에도 불참할 것을 선언하게 되는 배경에는 자신과 두 양의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는 유지되는 그들의 삶과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그들의 죽음에

데이비드 본의 아니게 자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인류가 동물들을 취급한 방식, 혹은

인류가 저지른 동물 학대의 전통으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을 알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의 처지가 인간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마치 ‘가구’와 같은 실상은 데이비드와 같은 수많은 무심한 사람들

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꿀 힘은 없지만 적어도 이에 필요 이상으로 가담하지 않음으로

써 데이비드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피트러스의 파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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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작품이 진행되며 데이비드가 동물에 관해 보이는 행동과 생각의

변화는 그가 점점 이성의 유무보다는 동물이 자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데이비드가

생활 습관이나 감정, 혹은 이것을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언어도 공유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이성의 기준을 내려놓고도 유대감을 느끼는 모습은

역으로 그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이스턴 케이프 사회와 화해를

이룰 가능성을 암시한다. 먼저 데이비드가 이성이나 합리성을 중요한 기

준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개인이 기존에 알고 받아들였던 공동체의 경계

를 허무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떤 습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이성적이거

나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동체를 상정해둬

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한 개인과 최소한

의 비슷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 개인이

어떤 사항에 대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똑같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하고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동물을 대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따르지 않는 모습은, 그가 자신이 기존에 따랐던 공동체를 포

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치』에서 데이비드와 동물의 관계가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

의 가능성은 인종 갈등이 여전히 곪아있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TRC는 아파르트헤이트 역사와 이과 관련된 인종 갈등을 상당히 애

매한 방법으로 청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목표하고 합리적으로 접

근하고자 한 사회 화해와 통합도 이루지 못하였다. 사실, 기존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종과 역사의 요소를 그대로 갖고있는 포스트아파르트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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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사회 안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

한들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없으며, 특히 『수치』의 경우에는 합리성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의 행동

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정의나

이성만을 따라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아닌 것까지 공동체 구성원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따라야만 비로소 사회의 화해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남아공의 포스트아파

르트헤이트 사회에 잔존하는 인종과 역사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남아공 공동체와 합리성이나 법적 정의와 같은 기존의 원칙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위의 문제들을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이런 상황에서, 쿳시가 데이비드를 비롯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

회가 미래에도 이 갈등에 사로잡혀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여 사회 내의 화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도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을 기준으로 한 사고 방식이나 언어 조차 인간

과 공유하지 않는 비인간 생명체들을 끌어들여서까지 새 공동체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은, 역으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의 문제가 그만

큼 복잡하고 해결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

한 방식 역시 인종과 역사 문제를 대면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

의를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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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994년 남아공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후 투투 주교와 TRC는

아파르트헤이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회복의 정의’라는 남아공만의 독

보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회복의 정의는 남아공의 전통 사상인 우분투를

기초로 하는데, 우분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이 서로 엮여있다고 본

다. 따라서 회복의 정의를 통해 TRC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

간성과 완전함의 회복을, 나아가서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 구성원

들 간의 화해와 화합을 꾀하였다. 당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 민

주주의의 도입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또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가

해자들을 일일이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TRC는

남아공 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의 과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복의

정의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회복의 정의를 내세운

TRC의 재판 절차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범행 뒤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보일 수 있

을 경우 영구적인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조치를 통해 남아공은 평

화롭게 정치 체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존

엄성을 최우선시 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결론적으로 개인의 피해가 외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화해와 통합 대신 인

종 차별이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잔재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거센 비판

을 받았다. TRC의 방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이들은 회복의 정의

에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 즉 징벌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RC의 조건적 사면이 정의롭지 않았다고 비

판을 하였다. 하지만 징벌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TRC의 조건적 사

면 조치 바탕에는 특정 공동체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만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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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추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들 역시 합리성에 대해 똑같은 태도

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수치』는 바로 이와 같은 합리성과 공동체에 얽힌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하며, 인종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

회를 보여준다. 데이비드는 멜라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하

여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에 해당하긴 하지만 본인이 사과하거나 반성

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멜라니를 향한 자신의 욕망은 본

능이기 때문에 자신이 뉘우치고 후회할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도 한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맺는 여자 관계를 통해 그가 ‘욕망’이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는 그가 남아공 사회에서 백인 남성으로서 갖고 있었던 인종 차별

의식에 기초한, 오랫동안 전해진 사회적인 욕망이었다. 데이비드가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진 않더라도 죗값은 받겠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모습과, 그와 멜라니의 관계에서 인종주의를 보

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만을 읽어내는 사회의 모습으로부터

TRC가 추구한 합리성은 결국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물

들 속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인종에 대한 의식은 루시의 윤간의 원인

이 되면서, 동시에 루시가 계속해서 이스턴 케이프에 남을 것을 결심하

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반면, 데이비드는 이 의식을 루시처럼 자신의 짐

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트러스를 추궁할 근거로 사용하지만, 결국 그

는 인종과 역사가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오로지 합리성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루시의 향후 거취에 대해 그녀와 합의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고,

최악의 경우라고만 의심했었던 인종 갈등이 실제로 피트러스와 세 강간

범의 범죄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데이비드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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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포스트아파

르트헤이트 사회에서 자신이 백인 사회에도, 흑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데이비드는 나름대로 베브와

아이잭스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시도 중

에도 데이비드는 여전히 멜라니와 그녀의 여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

습을 보이며 결국 여전히 인종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나마 그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계는 데이비드가 동물들과 맺

는 관계인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사회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인종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TRC의 대책에 따라 인종 갈등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않은 채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로 넘어오게 된 이상,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화해와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작품 속에서 드러난

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쿳시는 과거의 인종 갈등으로

인해 미래의 사회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제시한다. 데이비드가 그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랑과 희생

을 보이는 모습은, 어떤 다른 것과 공동체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

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성을 공유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존

재들까지도 포함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인종의 개념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을 때,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사회는 화해와 통합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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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Nonhuman Community in Dis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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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t has been frequently noted that the hearing scene in

J. M. Coetzee’s Disgrace makes strong allusions to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earings, relatively less

attention has been shed on how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Commission’s hearing procedures continue to dictate the thoughts and

a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s the story progresses, David

shows an increasing sympathy for others around him, which is

shown not only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Isaacs family and the

Shaws, but is revealed most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sick and

abandoned animals toward the end of the book. While this seems to

be a solid indicator of his growth, as many scholars have note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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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rue that this type of reading completely disregards the

complications of history, race, and rationality that heavily envelop the

plot and continue to do so even as David undergoes a change after

Lucy’s rape. In contrast to previous criticisms of the novel, this

thesis argues that it is hard to confirm David’s maturation within the

novel, and that his change and its signific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pursuit of

rationality. In addition, this thesis states that the significance of

David’s budding relationship with animals can only be inferred

through a different work by Coetzee, rather than be affirmed within

the novel.

Chapter 2 will first closely examine what principles

underwrot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to

search for “the third way” specific to South Africa when it refused to

take after the German and the Chilean models of a truth commission.

Then the chapter will reveal that rationality was the principl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opted for, and that it was

also reliance on this principle that ultimately caused the Commission’s

failure to bring about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st-apartheid

South Africa. The chapter will then examine how the blind

assumption of the acceptance of a certain kind of rationality is

represented in the novel, mainly through David and the way he

chooses to react to and cope with Melanie’s and Lucy’s rape.

Chapter 3 will focus on how David attempts to reconcile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those he previously dismissed as inferior to

himself, such as the Shaws and the Isaacs family. Despite his efforts,

however, this chapter shows that he is ultimately unable to do so

because of his innate racism, and because he was never the type of

person that could bear the kind of change that a trul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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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ould require of him. Following this discussion, Chapter 3

examines David’s newfound sympathy and compassion for the animal

lives he finds around himself. Because the novel ends before his

relationship with animals fully develops, this thesis refers to Coetzee’s

animal ethics found in his Elizabeth Costello. The chapter ends by

concluding that South Africa may be able to free itself from the

unresolved race issues that still haunt the post-apartheid society if its

constituents are able to form a community with the nonhuman.

Keywords : Disgrace, J. M. Coetzee, Republic of South Africa,

aparthei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ost-apartheid,

rationality, race, society,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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