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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 쏟턴의 자서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 읽기 

임정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사에서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본격적 

으로 개화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1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을 수 었다 

면， 이 시기에 집멸되었던 앨리스 쏟턴(Alice Thornton, 1626/7 -1706(7)의 자 

전적 매뉴스크립트는， “왕정복고 시대에 개인적이고 자성적인 문학 장르로 개념 

화 되기 시작한” 이 장르에서 선구적 작품으로 불릴 만하다(로우즈 245-7). 1) 이 

매뉴스크립트에서 쏟턴은， 자서전이라는 장르를 규정하기 시작했던 근대초기 다 

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적이고 내밀한 자신의 삶을 글로 채현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되고 통찰력 있는 자아를 빚어내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쏟턴은 

요크셔αorkshire)에 뿌리를 둔 유서 갚은 젠트리 가문 출신으로， 아일랜드 총독 

동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완더스포드(Sir Christopher Wandesford)의 딸로 태어 

1) 자서션의 장르적 규뱀과 초창기 자전 작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Peterson, 

L. H.(1993: 80)과 M. B.(1986: 245-7)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쭈 빼 어 g리스 혼톨， 짜서현， 모(생)체， 뭘명， 셈리， 추찌 힐생 
Alice Thoroton, autobiography, maternal body, sickness, Pro찌dence， 

self-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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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부친 사후1640) ， 청교도 혁명(1640-60)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 

하게 된 가분을 구하기 위해 이스트 뉴턴(East N ewton) 출신의 윌리염 쏟턴 

(Wi!liam Thornton)과 정략 결혼했으며， 남편과의 사별(1688)을 계기로 출생 

으로부터 미망인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고록을 쓰게 된다 이 자 

전적 매뉴스크립트는 훗날 큰 딸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며， 19세기 말에 이르러 

『앨리스 쏟턴 부인의 자서전』 으로 편집， 출판된다 

쏟턴의 자서전에서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병력과 죽음에 대한 

회고이다 자서전에서 드러나다시피 쓴턴은 일생을 통해 뿌리 갚은 왕당파였고 

신심 두터운 성공회 신자였다 따라서 그녀는， 차알스 2세 처형와 크롬웰 집권 

등으로 이어지는 17세기 중후반 영국사회의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일생을 살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집안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와 유산을 둘러싼 싸웅에 일명생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 

을 공적 공간 안에서 돌이켜 보려 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경제， 정치， 사회， 국가 

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자신의 삶에 투영하는 대신， 끊임없이 다치고 앓아늄 

는 사람의 몸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삶을 기억한다 

그녀의 글쓰기에서 일차적 관심사는， 출혈， 닥상， ，，+상， 화상 등퉁 크고 작은 사 

고들로부터， 열병， 우울증， 천연두， 중풍， 학질 등의 각종 질병에 이르기까지， 자 

기 자신과 애지중지하는 자식들， 남면을 포함해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의 삶에 

잠시도 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끼어드는 죽음의 그림자를 기록하는데 있다. 

쏟턴이 병들고 다치고 죽기 마련인 사람의 몸에 천착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 

지가 어이없이 꺾이는 불가항력적인 순간틀을 세세히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아 

무 의미 없이 신산하기만 했던 인생은 다름 아닌 은혜로운 신의 뭇이었다고 재 

해독해 받아들임으로서， 선택받고 순명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상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아를 완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메리 베쓰 로우즈(Mary 

Beth Rose)가 지적하듯， 쏟턴의 자서전은 죽음과 부활， 고난과 구원의 생서적인 

사이클을 채택하고 있다(260). 따라서 독자는， 이 여성작가가 자신의 삶을 이해 

하고 수용하는 방식에서， 연속적인 고난을 통해 기독교적 자아를 완성하는 근대 

초기 영국 문학과 종교적 전통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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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쏟턴이 고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동시대 남성 작가들의 방식 

과는 두드러지게 차별된다 이 여성 작가에게 있어 영적 구원에 이르는 속세의 

고난이란， 인간 일반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보면적인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생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몸이 펼연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산과 및 부인과 질병들과， 그러 

한 질환들을 필사적으로 감당하면서 힘들게 낳아 기르던 자녀들을 연달아 잃게 

되면서 겪게 되는 상실감이다 따라서， 쏟턴이 경험하는 가장 벅찬 구원의 순간 

역시도， 모성적 의지를 냉혹하게 꺾어버리는 불가해한 신의 섭리를 인간의 언어 

를 통해 설명하고， 느닷없이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삶에 질 

서를 다시 부여하는데서 온다 

다시 말해 쏟턴의 자서전은， 어머니 된 자신의 몸을 통해 신의 권위를 벌리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완결된 자아를 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여성 

의 몸과 여성적 정험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옹호하는 차별적 글쓰기로부터 나옹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작가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모성적 경험을 포함해 여 

성 경험 일반을 열위에 놓는 근대 초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 

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쏟턴의 독자들은， 젠더 이데올로 

기에 상당부분 기대 재생산되던 근대초기의 사회， 종교적 권력 관계가 이 여성 

자전작가의 차별적 글쓰기로 인해 어떻게 그 불균형성을 드러내는지 궁극적으 

로 같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쓴턴의 자서전을 읽어 내리다 보면 독자는， 근 

대초기 영국 사회에서 일상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일은 사고와 질병이라는 우울 

한 뉴스밖에 없었던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의 순 

간들은 언제나 적시에 개입하는 신의 은총으로 극복이 되고， 그녀의 자서전은 

“주님이신 나의 하느님께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 영혼을 쏟아 부어 겸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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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고， 이제 그분의 몸종으로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 청송할 수 있도록 허 

락하십사 간챙드리는(To the Lord my God, therefore, doe 1 poure out my 

soule in humble gratitude for this great preseπation ， beseeching Him to 

accept of mε now His hand-maide both to seπe Him and praise Him for 

ever, 5)" 찬양과 현사로 바뀌게 된다 

넘어져서 째진 머리통이 “신의 은총과 어머니의 치료로 회복(by the 

Providence of God, and my deare mother’s skill and caire of me, 4)"되었던 

첫번째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작가의 영유아기는 크고 작은 병들과 사고 

들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들과， 절박한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신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교차되는 현장이다 2) 쏟턴의 회고에 따르자면 어 

린 시절의 그녀는 1630년 부모 부재 중 숙모 집에서 식중독으로 크게 앓다 회 

복되었고(5) ， 1631년에는 천연두를 앓고 가까스로 회복되었으며(6)， 같은 해 화 

재를 당했으나 살아나고(7) ， 익사할 뻔했지만 구조된데 이어(9) ， 1637년에는 닥 

상에서 무사히 완쾌된다 (10) 아일랜드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갔던 더블린에 

2) 이 논문은 Alice πlornton， A (1875), The Aι1obiograpby 0/ Mn, Ali，α TIxmι'wI， 0/ East Newtoη， 

(0, York (Durham {Eng,) Puh for 버e Socieryby An이얘s and G>，)를 주 택스트로 사용한다 

앞으로의 인용들은 이 택스트에 따르며， 인용되는 쪽 번호는 본문에서 괄호 안에 표시한 

다 레이먼드 앤설먼트(Anselment， R)는 19세기의 연집본이 세 권의 매뉴스크립트를 연 

대기적 순서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체하고 재변집해서 한권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이 본디 가졌던 복잡하고 역설적인 관계들을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하고， 수상쩍다 

싶은 작가의 의도나 모순 되는 목소리 역시도 일갱 부분 그 생생합올 잃는다고 지적한다 

(138) 앤설먼트의 주장이， 다수의(분실된) 판본을 갖고 있는 택스트를 함부로 단순화시 

키거나 일원화시키는 비명 작업에 대해 올리는 정고음에는 확실히 귀 기울일 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요 관심이 쏟턴이 끊임없이 내세우는 모성적 육체의 정험과 영적 

권위 간의 필연적 의존 관계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비정상적으로 극심하면 할수록 

더욱 공고해지는 를 읽어내는데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손으로 잡힐 듯 생생히 묘 

사된 임신과 출산의 현장을 상당부분 잘라낸 19세기 판왼139-40}은， 원저자가 고집하는 

모성과 신성 간 관계를 원본 이상으로 과장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효융척인 독자 정근생을 위해 여기서는 원본이 아닌 면집본을 주택스트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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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녀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는데， 1638년 화재를(11- 12)， 1639년에는 난따 

를 겪는다(13). 1640년 아버지의 사망과 아일랜드 폭동을 겪으며 간신히 살아 

남은 이후에도(28) 사고와 질병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녀서 1642년에는 천 

연두로부터， 1643-4년에는 스코틀랜드 전쟁으로부터(44) ， 1644년에는 익사할 

뻔했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고， 1647년에는 탐 벙크스(Tom Binkes)라는 불한 

당과 강제 결혼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한대47). 

앞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이 17세기 후반의 여 성작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질 

병과 죽음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인생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만 점철된 고 

난의 길로 재현하려 했던 강박적인 노력은， 극한의 고난을 인내하는 순교자로서 

의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로우즈 261) 다시 말해 

쏟턴은， 통시대인들에게 친숙했던 기독교적 역설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인데， 독 

자들은 생사를 논하는 근대초기 다른 작가들에게서도 유사한 종류의 역설적 시 

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쏟턴보다 한 세대 이전 작가였던 존 던(John 

Donne)이 17세기 초반에 남겼던 질병과 고난에 대한 묵상을 보더라도， 화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상적 기독교인의 

태도를 체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고통은 보물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든 충분히 고통 받고 나서야 완전히 자라고 숙성되어 선에 어울리는 

존재가 된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죽을 정도로 앓는다고 해도， 이 고통은 마 

치 광산 안에 묻혀있는 황금처럼 창자 안에 들어앉아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고통에 대해 듣고 그 황금을 

캐내어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3) 

3) { ... ] for afllictÎon is a treasure, and scare any Man hath enough of it. No man affliction 

enough, that ι not matured, and tipened by it, and made fit for God by that 뻐.iaion 

Another Man may sicke (00, and sicke to death, and trus affiiction may lie in his bowels, 
as gold in a Mine, and be of no use to him; but this bee that tels mee of his 빠liction， 

d흉 out and applies that gold to mee. (Meditation 17, αvol1om upon emergent κα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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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이 고통을 받아도 받아도 충분치 않은 신의 은총으로 해석하듯이， 쓴턴 역 

시도 자신이 겪는 고난들을 신의 담금질과 벼름질로 받아들인다 부친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쏟턴은 보다 심각하게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놓게 되는 일련의 

죽음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죽음들은 바야흐로 그녀의 개인적 의지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어이없이 꺾어놓게 될 정략결혼에 대한 예고편이며， 동시에 그녀 

가 신의 자녀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녀는 1645년에는 여동생을 

(49) 1646년에는 외숙부 (54) 1651년에는 오빠를 여왼다(57) 연이은 가족틀의 

죽음과 더불어 그녀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틀어 놓은 또 하나의 죽음이 더 찾 

아오는데， 바로 쓴턴이 “순교^kmartyr)"로 기리는 찰스 2세(Charles II)가 처형 

당했다는(1648) 소식이다(56) 청교도 혁명 와중에서 왕당따였던 쓴턴의 친정은 

이후 크롬웰 정부에게 토지를 압류당하는 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 

고， 집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큰 딸 앨리스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게 된다(75-83).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쏟턴은 결국 결혼어) 동의하게 되지만， 그녀가 

이 과정에서 느꼈을 법한 분노와 좌절은 가문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이상적인 

딸의 목소리 아래서도 분명히 드러난대로우즈 263-4). 자서전의 화자는， “결혼 

에 대한 내 의향과는 정반대되게(contrary to my inclination to marriagε， 62)" 

지체 낮은 상대와 혼약한다던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 자유로운 신분 

을 서둘러 바꾸고 싶지 않았다"(1 was not hastie to change my free estate 

without much considεration ， 76)고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 소 

망이나 의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궁지에 몰린 쏟턴이 분노와 좌절을 극복하는 

방식은， 이전에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대응하던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녀는 이 위기를 신의 의지로 치환해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통해 나를 여러 

친지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신의 뭇이라면(And if it 

pleased God to dispose of me in marriage, making me a more publicke 

instrument of good to those severall relations)" 더욱더 공고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해(1 more capacitated to serve Him in this generation)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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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에 대한 쏟턴의 회고는， 결혼 당일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상정적 

인 에피소드와 더붙어 시작된다(83). 이제 그녀의 자서전은 어머니가 쓰는 회고 

록으로 바뀌고， 순탄치 못한 삶과 일견 강팍해 보이는 신의 섭리는 어머니가 된 

그녀의 몸을 통해 현현된다 그녀가 결혼 생활 중 겪었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시시콜콜한 기억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빈번한 출산 

을 거치며 본인이 앓았던 각종 병과 그 증세 및 예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과， 

자녀들의 병력과 죽음에 대한 묵상이다 쓴턴이 끊임없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 

져누워 있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 또한 계속 다치거나 아프기를 반복한다 즉， 

네일리(Naly)가 몹시 앓다가 완쾌되었다거나(1 28) 케이트(Kate)가 질식사할 뻔 

했다거나(129) 캐써린(Katherine)과 앨리스(Alice)가 천연두를 앓았다거나 

(1 57-8) 로버트(Robert)가 죽을 뻔했다거나(170) 하는 이야기들이 자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이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예 

외일 수는 없어서， 쓴턴이 17년의 결혼생활에서 얻었던 아홉 자녀 중 여섯은 

영유아기에 세상을 떠난다 

임신과 출산， 아이들의 투병과 사망에 대한 기록 사이사이에는 다른 사건과 

죽음의 소식들도 단면적으로 끼어들기도 하지만，4) 이제 쏟턴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이 매번 출산 전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출산 전후 얼마나 심하게 앓았지만 

살아났는지， 애지중지해마지 않는 아이를 데려가는 신의 손길을 자신은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었다 예를 들어， 쏟턴은 이제 겨우 6개 

월을 갓 넘긴 딸의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처럼 의연하게 신의 뭇을 찬송하고 있 

는 자신의 모습을 되살려 낸다 

오랫동안 구루병과 폐결핵을 앓고 었던 내 소중한 아기 베티를 나한태서 떼 

려가시는 것이 신이 뭇이었다[ ... ) 모든 치료법을 다 써봤고 그 애를 예일리와 

같이 성 먼그노의 우물〔치유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생물〕에도 데려가 

4)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한 기록 중간 중간에는 시부 사망(93)， 모친 1659년에 사망(122)， 

차알스 2세 복위(127)， 남연이 익사할 뻔했지만 구조됨(144)， 남면의 중풍(150)， 1“6년 

동생 사망(159-64) 등등의 소식이 사이사이 끼어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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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지만， 베티는 점점 더 허약해지고 마칩내는 예를 상할 갱도로 격심하게 기 

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지극갱생으로 다해 내 소중한 갓난아기 

의 영혼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바쳤고， 그 아이는 현안하게 잠이 

들어서 마치 어린양처럼 이 비창한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났다 5) 

쏟턴은，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막내 크리스토퍼(Christopher)를 천연두로 잃 

고 난 후에도， 자식을 지키고픈 자신의 의지를 가차 없이 꺾고 아이를 앗아가는 

냉혹한 신의 의지에 대해， 역시나 유사한 논리를 멸쳐가면서 애통한 심정을 덮 

어 누른다 

그러나， 내가 너무 지상의 축복에만 마음 두지 않도록， 무한한 지혜의 하느님 

께서는 그 애〔크리스토퍼〕를 내게서 뎌l려가심으로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깨 

우치고 신의 섭리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하심이 좋겠다고 보셨다 나는 삶에서 

나 죽음에서나 그분의 뭇이 내 뭇과 같게 되도록 간청 드혔고， 내게 좋은 일을 

나보다 더 잘 보시는 경얘하고 사랑 넙치는 아버지 하느님께， 내 소중한 아이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떠나보내고자 노력했다 6) 

5) It ple입ed God to take ftom me my deate childe Betπ， which had bin long in the tikerts 

and consumption ( ... J. And notwithstanding all the means 1 used, and had het with Naly 

at St. Mungn。’s Well for it, she grew v，;업ker， and att the last, in a most desperate cough 

that destroyed her lunges, she φed ( ... ) we allso did with great zeale deliver up my deare 

inf잉1t’sso띠e into the 띠nd of my heavenly Father, and then she s_Iy fell 잉leepe and went 

out of [비s miserable 'W잉rld like a latnb (94-5) 

6) But, least I sho띠d too much sett my heart in the satisfaction of any blessing under heaven, 

it seemed gαxl to the most infinitt 째se God to take him (o,tistopher ) ftom me, giving 

me some apprehensions thereof ( ’) with a 빠 resignation to His providence, I endeavoured 

[0 submit patiently and willingly to part with my sweete childe to out deare and loveing 

Fathet, Who 없 what was better for me then I could, begging t뼈! his w퍼 might be mine, 

eithet in life or death (165) 



임정인 / 앨리스 쓴턴의 자서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 읽기 167 

이처럼， 자신을 일명생 따라다녔던 “근심(c떠res)"과 “극한 상황들{extremities)"， 

자신의 몸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 내려지는 고통들이 모두 신의 내려 

주는 은총의 다른 얼굴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순간으로부터 쏟턴의 자전 

전 글쓰기가 시작되고， 이 글쓰기를 통해 그녀는 “주님의 겸허한 종”으로 다시 

나게 된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횟수는 기억할 수도 없을 만치 많지만， 그 

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능한 한 생각나는 대로 다 떠올려 보겠다 

(The number of His miraculous delivεrances are past finding out, yett will 

1 call to mind what 1 can, that He might receave the glory of all, 3)"는 

자서전의 서언은， 바로 그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 

브가 충분히 진행되어 고난의 기억들이 충분히 쌓아올려진 이후， 이 자전적 화 

자는 “이것이든 또 다른 걱정들이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던지 내 유일한 생명 

이시며 지지대이자，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신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의 가장 은혜 

롭고 권능하신 섭리의 손길로 언제나 나를 살며 주신다([ ... J whatever befalles 

me, this or other consernes of my lifiε ， the Lord my God, Who is my only 

life and support, preserver and deliverer, doth still shew His most gracious 

and might hand of Providence over me (1 36)"고까지 장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서두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육체가 통감하는 고통을 종 

교적인 은총으로 인식하고 이상적 자아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았던 공통점에 

도 불구하고， 쏟턴이 자신의 몽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당대의 남성 

작가들이 그들의 육적인 정험을 통해 “자아”를 의식하는 방식으로부터 명확하 

고 중요한 차이점이 보인다 예를 들어， 던이 성차와 무관한 질병과 그로 인한 

심신의 고통에 천착했다면， 쏟턴의 경우 “고통받는 봄”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 

을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주로 임신， 출산， 수유， 양육을 감당해내야 하는 모체 

로서 여성이 겪는 고통， 질병，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상실감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쏟턴에 있어 이 어머니로서의 몸은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체 

험하는 몹시 구체적이면서도 극한에 이르는 공간이 되고， 시종일관 질병과 죽음 

의 문턱에 서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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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내가 지나가야할 슬푼 상태와 내 영혼이 맞닥뜨리게 될 

위험스런 고난들을 죽음의 문간에서 환기”시격주는(and then the panges of 

childe-bearing, often remembεring me of that sad estate 1 was to passe, and 

dangerous perills my soule was to find, even by the gates of death, 145) 

계기로 분명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아홉째 아이를 가졌을 때 병약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주님의 뭇이었다 

[ ... J 신이 보시기에 좋다면 이런 〔몹시 병약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했다 하지 

만， 이런 종류의 선돼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몫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뭇은 우리들 자신의 소망과 달라서도 아니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처 

분에 순웅하고 내 생명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 언제나 나를 

구해주셨던 그분의 섭리에 따르게 되기를 소망했다[ ... J 아홉 번째 아이의 출산 
은 굉장히 위험했으며， 11월 4일경에 진통에 들어가서， 앓아누워서， 계속 그렇 

게 병약한 상태로， 거의 목숨을 건지지 못할 뻔했다7) 

그 외에도， 쏟턴은 출산 후 하혈이라든지，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수유하다 

입은 상처 때문에 몹시 고생하는 장면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생생하게 기술하 

고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유방이 부풀어 오르는 통에 오랜 

기간 동안 기운을 심하게 잃게 되었다 아이가 앓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7) 아 my ninth 띠lde it was the pleasure of G여 to glve rne a w얹kε and sickely tÍIne in 

breeding [ ... ) κ it had bin g∞d in the eyes of my God 1 should much rather [ ... ) not 

to have bin in t바 [very sickly) condittion. But it is not a Ûlristian’s pan to chuse anything 

of this nature, bur what shall be the will of our heavenely Father, be it never soe contr따y 

to our owne desires. Thereforε did 1 desire to submitt in this despεnsatlon， 때d de야nd uppon 

His providenüε for the preseπation of my life, \Vho had delivered me in my extre.띠ties and 

뻐iaions […] 까le birth of my ninth childe was very pe버lous to me, and 1 hardly esc때ed 

with my life, falling into pangs of lalxmr about the 4th of November, beeing ill, conrinueing 

that weeke [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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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을 물면서 젖콕지에 상처를 내놓은 것이 굶는 통에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열이 올라서 두통과 치통도 몽시 심했고， 고통스러울 때 위안이 되리라 

여겼던 사람들의 마땅치 않게 오만한 태도에 슬퍼하던 차에， 그것이 내 병약한 

상태를 가장 크게 좀먹게 되었던 것이다 8) 

이같이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원치 않았던 정략결혼으로 맺어 

진 남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쓴턴과 자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주범이 된다. 그녀는， “내 위험했던 와병의 순간(my 

dangerous sickenesse)'‘라고 부르고 있는 에피소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최근에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 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콜벌이 내 

아이들의 양육비와 상속분에 대해 내렸던 결정과 관련해 시름거리가 생겼다 

그 결정이 내가 통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취소되어서 ['''J 

가없은 내 두 딸 앞으로는 단 한푼도 남겨진 것이 없었다[ ". J 이 사건 이후， 

나는 몹시 우울하고 절망스런 상태가 되어서 [". J 위티 박사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 위중한 정도가 계속되었다 

현세의 위안과 허영에 더 이상 정붙이지 않고 현세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되 

어 영면의 품속으로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그 자체가 탐나는 것이 

기도 하겠지만， 기독교인인 어머니이며 아내로서 정성과 신심을 다해 소중한 

남연과 아이들에게 다해야할 할 의무가 있었다[ ". J .9) 

8) After my deare c바de’s death, 1 fell into a great and long-continued weakenesse by the 

swelling of my 띠lke， he having sucker 1asr, in his paine, of the !eft breast, had hurt the 

αpple， causeing it to gangareene, and extreame paineJ with torment of it, made me fall into 

a feavour, which, rogether with exCesSVIε paines in my head and teeth, liPJXlO much gr，εife 

from the unhansome proud carriage of those 1 rooke to be a comtαt in my diestresse, proved 

the greatest corisive in rny sicke and weake conclittion, (166) 

9) [".) being lately conιeived before [ ’ ‘ J. so this rogether with a griefe that befell me at 

my returne home, about a settlement last made by CdviU for my children's maintenance and 

fXJrtions, which had bin undoo, without my conscnt and knowledge ( ... ] there was oot one 

penny could be sec띠에 따 my two p∞re daughters[ ‘ ). After this happened, 1 fell into 

a v，εrys때 and desperate condittion [ ... ) the violency rhereof conrineued a long rime af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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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하고 고통받는 딸이며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쓴턴이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최상으로， 내게 좋은 결과가 되게 바꾸시 

어， 나로 하여금 속세의 행복을 너무 바라지도 않고 신께서 내려주신 애정 넘치 

는 남면이긴 하지만 그가 위안을 베풀어 주리라 너무 기대하지 않고， 나의 주인 

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더 많은 희망을 두도록 하실 수 있으셨다(God was able 

to turne all things for the best, and to my good, that 1 might not build 

toO much hopes of happinesse in things of this world, nor in the comforts 

of a loving husband, whom God had given me, but sett my desires more 

upon the love of my Lord and God, 84)"는 것이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고뇌와 고통， 박해를 견디고 나가면 나갈수록， “이 고통의 불길이 내 죄의 찌끼 

를 걸러내는 도구가 되(Make this fìre of affliction instrumentall to purge thε 

drosses of all my s잉lfiflS 

깝게 다가가 고통과 박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공고해진 권위와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그녀는 가장 비천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해진 존재 

로 거듭나고， 그 영광을 다음과 같이 다시 신에게 돌림으로서 자신의 재탄생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분의 피조물이자 보잘것없는 하녀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슬처럽 내리는 그 

분의 은혜를 맛보았을 쁜 아니라 머리 위로 충만하게 강물처렴 계속 흘러넙치 

는 선의를 받았던 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가여운 피조물인 내개 

생애 처음부터 베푸셨던 그 분의 혜아렬 수 없는 선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묵상하고 감사로 내 가슴을 채우기를 가장 검허하게 소망한 

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분께 그 모든 영광을 

Dr. Wìttie w잉 with me[ ... ) 

Death in itselfe beeing desirable to those ‘νhα~ affeaions 벼d 때ne to 낭 weaned from the 

comfOrtS and vanities of this life, wishing to he freed from this world’s troubles and to he 

receved into the armes of everesting rest; yet, as a Ouistian wife and roother, was there a 

duty incwnbant upon me to discharge with faithfullnesses and g여linesse cowards my dearε 

husband and children [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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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히 돌리기를 희망한다 10) 

흥미로운 것은， 쓴턴이 고통을 수용하고 신의 은총을 입는 데 있어 포용적이 

라기보다는 극히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자변 쏟턴은 앞서， 앞서 언급했 

던 던의 명상록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던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더불어 생숙하는 경험을 강조하며，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 

이지만 통시에 고통을 직접 겪을 기회가 없는 다론 개인에게까지도 같은 효과를 

미쳐 그 역시도 신의 자녀로 새로 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한다 반면 쏟턴 

은， 자신이 직접 겪는 고난은 물론이고 타인이 겪는 고통마저도 전적으로 자기 

의 성숙만을 위해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따라서， 쏟턴은 자아 

를 확립시키기 위해 고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투쟁적이며 정쟁적이다 그 

녀는 언제나 제일 많이 괴롭고 제일 많이 아푼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옷이 아프거 

나 남연이 아플 때 그녀는 갑자기 몇 배 더 심각하게 앓거나 사고로 몸져둡는다 

그러나 로우즈가 지적하다시피， 병자로서의 쏟턴의 모습에는 아이러니가 있 

는데， 이 자전 작가는 자신을 ‘고통을 통해 신에게 선택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 

“약하고， 병들고， 가여운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했고 오래 버혔고"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나서도 80세까지 장수했던 

“생존자”였기 때문이다(anxious to create herself as weak, sick, and pitiful, 

Alice Thornton was in fact tough and enduring , a survivor, 263) 또한， “몰 

래 나를 미워하고(secrett hatred against me)" “헐뜯는(slanderous tounges)" 

주변인들에 대한 그녀의 불명을 듣자면， 이 자전작가가 실제로는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병에 시달렸던 것인지 역으로 물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쏟턴이 막내를 

10) 1 therefore, 뻐s creatre and unworthy hand.maide, who have not tasted (0띠y) of the droppings 

of His dew, but has bin showred plentifully upon my head with the contineued streames of 

gαxlness， doe most humbly desire to furnish my heart with the deepe thoughts and 

apprehensions and sincere meditations of and thankefullnesse for his free grace, love, meπys， 

and inconceavable g∞dness to rne His ∞Qre creature, even from my firsr beginning; and 

with a most cordiall 때d sincere hean, thankefully doe ret따ne Him the glory of al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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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나서 석 달 이상이나 거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앓았다고 얘기하는 시기 

에， “내〔쏟턴의〕 명화와 고요함을 망치고， 진짜로 병약한 내 상태에 대해 비웃 

으며 얘기하고， 내가 전혀 아프지 않으며 자기만큼이나 건강하다고 말해서， 나 

를 이웃사이에 얘깃거리로 삼았(she undermined my peace and quiet, and 

scornfully presenting my reall weakensse, saing that 1 ailed nothing, and 

1 was as well as she, and made myselfe a talke to my nεighbours (1 67)"던 

사람은，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9 

3. 

쏟턴은 여성이자 어머니인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어 가장 비천하고도 겸허 

한 신의 종이 된 증거로 쓰는 한면，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거듭되는 “그것은 신 

의 뭇이라~As it pleases God to [ ... J)"는 선언을 통해 다른 인간들은 감히 도전 

할 수 없는 권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의 뭇을 되풀이해 빌려 쓰 

는 쏟턴의 자기정당화나 본인의 질병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기록이， 독자로 

하여금 전적으로 공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때로 난처하거나 당황스 

럽고， 심하게는 짜증스럽거나 의심스렵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는 당시 모체와 

산과계통 질병에 대한 글쓰기는 신의 섭리를 벌어올 때나 겨우 가농해지는 작업 

이었지만， ‘신의 섭리를 여성들에게 정당화하는’ 방식의 글쓰기가 호락호락하지 

도 않았고， 그러한 글쓰기를 통해 표면으로 떠오른 여성의 자아는 쉽지도 그닥 

매력적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인지도 모른다 

쏟턴의 글쓰기는， 근대초기 여성의 몸과 모성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과의 연장 

선상 위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대초기 남성 중심적 담론에 

서， 여성의 몸은 언제나 ‘이미 오염되었거나’ ‘곧 오염이 되어버릴’ 대상으로서 

자리한다 여성의 몸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욕망의 대상이거나， 위험스런 성적욕 

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통제해야 할 대상로서 취급되었으며， 정숙한 여성의 몸 

에 대한 강박적인 욕망과， 정화될 수 없는 여성의 몸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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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근대 초기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남성 담론을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대숍츠 10) 이 시대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마녀 재판이나 간통녀에 대한 극 

중 처벌 풍에서 볼 수 있듯， 타락한 여성성에 대한 당대의 강박적 관심은， 도덕 

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제 

도권에 대한 비타협성을 병적으로 견제할 수 밖에 없었던 남성들의 불안감을 역 

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도 었다(바스토우 129-39; 뉴먼 54) 

결국，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몸이 ‘위험하 

고 오염되었으며 따라서 열위에 놓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결론은 남성 자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부각되는데， 이는 단지 ‘성적 대상 또는 금지된 

욕망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몸‘에 국한되지 않으며， 2세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 

머니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해서도 유사한 종류의 성차별적인 해석이 가해지는 

것이다. 토마스 라커(Thomas Laquεu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대초기 저술가 

들은 2세기경 저명한 해부학자로 활통했던 갈렌(Galen)의 학설을 이어받은 당 

대의 의학 의론을， 남녀의 성차와 여성의 열위를 입증하기 위해 재해석한다 

(26-7) 이 주장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 사이에는 큰본적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여성은 근본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다만 완전무결한 인간의 몸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열기(vital heat)가 결여되어 남성은 몸밖에 가지고 있는 생식기 

관을 몸안에 담아두고 있는 미완성된 몸이라는 것이대라커 4) ‘ 

‘상대적으로 차갑고 불완전한 여성의 몽’에 대한 해부학적인 증명은， 생차에 

따른 분업과 사회적 역할 분담을 옹호하는 남성 우월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 

연과학적이며 해부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용되었다 여성의 생산행위 역시 

도， 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불완전한 몸’이 펼연적으로 보이게 되는 생리적 현상 

들과 연결되어 설명되었는데， 차가운 몽 안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쉽사리 웅결점 

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여성만이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 나타 

나고， 특히나 임신， 출산， 양육 과정들과 관련되는 체액들이 과도하게 배출된다 

는 것이다 그 결과 게일 컨 때스터(Gale Kern Paster)가 논하고 있는 것처럼， 

2세를 낳아 기르는 몸과 관련 있는 체액을 즉 유즙， 경혈， 요실금 등은 근대초 

기 논쟁들에 있어 대체로 불완전하거나 불결하거나 수치스러운 것들도 명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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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여성이 자신의 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25). 

즉 근대초기 여성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그나마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자 영역이었지만， 당시의 의학사회 

학적인 논리로 보자면 그 모성적 권한이라는 것 또한 결국 열위에 처한 여성적 

몸 안에 갇힌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권력도 현실에 

서나 상정적인 차원에서나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여성의 몸 일반이 그 

러하듯， 모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여성의 몸 역시도， 스스로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오염시키는 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때스터 165) 패스 

터가 지적했듯， 여성이 통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배출하는 체액은 일차적으로 

는 원시적 산과 기술과 다산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44) ， 갈렌의 체질론에 따 

른 복잡한 체액구분법에 따라 마치 타고난 현상인양 여겨짐에 따라서(25) ， 스스 

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몸의 주인인 여생은 남성의 지배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쓴턴의 자서전이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의문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성 

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여 성의 몽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회고록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과다하게 

체액을 분비’하고 ‘유동적’이고 ‘열등한’ 여성의 몸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쏟턴은 임신 

이 질병이고 여성의 몸이 열등하다는 근대초기의 논리(때스터 184)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쏟턴은， 보잘 것 없으면 없을수록 더 완 

벽하게 신의 섭리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도구가 된다는 기독교의 역설적 논리를 

한껏 이용하고， 여성 혹은 모성 주체는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해진다는 자신만의 

역설을 명료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즉， 그녀의 자서전은， 당대의 남성중심 담론 

에 동의하여 ‘임신이라는 질병’을 앓는 여성의 몸이 오염되고 열둥한 몸이라고 

결론짓고， 그 고통스런 병을 앓는 몸의 주인을 구원하는 신의 의지에 절대복종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혹은， 바로 그 이유들로 인해， 최대 

권위를 획득하는 역설을 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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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스터의 주장대로， 근대초기 문화가 개인이 자신의 몸을 체험하는 방식을 통 

제하고 획일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임신， 출산， 육아， 즉 모생체험이라는 특수한 경험마저도 재구성해 

서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164) ， 쓴턴의 자서전은 그 

특수하면서도 비주류적인 경험을 가장 우월하고 권위있는 경험으로 탈바꿈시키 

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앞서도 지적했듯， 근대 초기 영국 사회 

에서 임신은 질병으로， 출산은 “배설”로 수유는 “품격 떨어지는 노동 형태”로 

해석 되었다(때스터 215) 또한， 여성들에게 국한된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된 

일련의 생리적 현상들에 대한 병리학적인 고찰을 통해， 여성주체가 남성주체에 

비해 열퉁하고 종속되어야한다는 사회정치학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 

나， 쓴턴에게 있어 임신， 출산， 육아는 고통스런 경험은 될지언정 궁극적으로 수 

치스러운 경험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임신， 출산， 수유 퉁 당대 지배담 

론이 ‘열위에 있는 몸’이 겪는 경험이라 명명했던 여성적 행위를 통해서만 신에 

이르는 최고의 권위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쓴턴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기록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남성들에 의해 

씌어지고 통제되고 제한되었던 여성적， 모성적 경험을 기존의 지배담론 안에서 

재해석하는 통안， 그녀의 텍스트는 당대의 종교， 사회， 의학적 지배담론 안에 내 

재되었던 역설과 상호모순성을 건드리면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체제에 대 

해 전복적인 성향까지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숍츠의 주장대로， 근대 초기 여성 

의 몸에 대한 논의가 내외부적으로 남생정제성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인 

상황들과 연결되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변(9) ， 여성의 몸에 대한 기존의 

의학적， 종교적， 사회적 합의를 재해석하는 쓴턴의 자서전은， 여성의 몸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남성 정체성에 대한 여성작가의 정변 도전으로도 얽 

힐 수 있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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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기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적 경험을 남성 중심적으로 분석 

하고 기술하고 합리화시키는 글쓰기에 대한 쏟턴의 도전이， 시대 흐름과 외따로 

떨어진 한 개인의 시도만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넓게 보아 쏟턴의 자서전은 여 

성의 우월성을 모성에서 찾고， 남성과의 관계를 담보로 한 성적 차원에서가 아 

니라 신과의 관계를 통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근원을 찾아 그 우월성을 

재차 증명했던， 17세기 초중반의 여성작가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듯 보이기 때문 

이다 ‘신의 없고 문란한 여성 일반’을 놓고 17세기 초반 벌어졌던 여성 논쟁 

(English querelle des femmes)이나， 1 1) 차별과 박혜를 감내하고 종국에는 죽음 

까지도 영웅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엘리자베쓰 캐리 

(Elizabeth Carey)의 『매리엄의 비극 아름다운 유대의 여왕(The Trage.ψ 01 

Maηam: The Pair Qαeeη oljeuη)~ (1 613)이나， 인류구원에 이르는 예수 수난을 

여성들의 고난과 등치시킨 에밀리아 래니어(Aemilia Lanyer)의 『유대인의 왕 

하느님 만세(Salν'e Deι.S Rex j.ιdaeorum) ~ (1 661) 등에서， 여성 작가들은 이미 고 

통과 시련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여성의 우월성이나， 성적 대상이 아닌 새롭 

고 다른 종류의 여성성에 대해 충분히 얘기한 바 있는데， 쏟턴의 자서전은 바로 

이같은 전 세대의 유산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쏟턴의 자서전은， 1671년에 출판되었던 제인 샤프(J ane Sharp)의 F조산 

서(The mid，νives book)~와 같이 읽을 수 있을 법도 하다 샤프의 조산서에서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입장에서， 지식과 이론을 강조하는 남성 의사들을 검증하 

고， 신의 이름으로 산과학적 권위와 권력을 몰려받아 여 성에게 재이양하고자 하 

11) 1615-7년에 걸쳐 있었던， Joseph Swetnam의 여성 비하적 햄플릿(1615)에 대해서 Rachel 

Speght (1 61기， Esthet Sowernam (1617), Constantia Munda (1617) 퉁 세 여성 작가들이 역 

시나 출간된 팽플릿으로 반박하연서 일어나게 된， 여성성에 대한 논쟁이다 이 세 여성 

들의 반박문은 Aughterson, K (1995: 270-7) 과 Henderson, K. u., & Mc뼈nus， B. F 

(1985: 1 72-263)등이 발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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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조산기술은， 인류의 존재와 안위를 위한다는 점에서， 의심할 나위 없이 가장 

유용하고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조산원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 

고 신심 김은 동시에 그 직업에서 월등하게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점은 극히 

펼수적이다 그녀의 신앙심은 인간으로부터만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주님께 

서는 출애급기 연 이스라엘 조산원의 경우에서 그 특별히 예를 보여주셨다 조 

산원틀은 그틀의 신념에 매우 충실해 왕의 명령도 그것을 둥지지 않았다 즉 그 

조산원들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린 

애들을 살려내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조산원들을 좋게 대해 주셨다[ ... J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남자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이 여자에게 적합하 

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 J [그러나〕 타고난 천성만 가지고 완벽하게 직무를 

다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부지런한 수련으로 더한 지식을 얻 

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여 성들에게도 그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12) 

쏟턴은， 조산원이자 여성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샤프와 

같은 맥락에서， 임신， 출산， 수유， 육아의 경험을 신이 내리는 시련이자 남성들 

은 밟아 갈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재해석해서， 남성작가들이 획득할 수 

없는 종류의 정체성과 권력을 형성하고자 한다 

12) The Art of Midwifry i5 doubtles5 one of the most usefu1 and neces5ary 。ωIAπ5， for the 

being and well-being of Ma파。nd， and thcrefore it is extrernely r여버5ite that a Midwife, be 

∞th fearing God, 뻐t빠li， and exceeding well experienced in that ptofession. Het fideliry 5hall 

find not only a reward here from man, but God hath gìven a special example of ir, Exod 

I. in the Midwives of Israsel, who were so faith fu1 to rheit trust, that the Cornm잉ld of a 

King cou1d not m아cc them dεpart from it, viz. Bur the midwivcs feared God., and did not 

as the King of egypt commanded them, bur saved the children alive 까lerefore G여 dεalt 

wellw때 the Midwives ( ... ) 

Some perhaps may rhi따(， thar then ir is not proper f(α women to be of this profession, 

because rhey 때not att띠n 50 rarely the knowledge of 띠ngs as men may ( ... ) and though 

naturε be not alone suffìcienr to the r’erfection of ic, yer farther knowledge may be gain ‘ d 

by a long and diligenr practice, and be commurucated to others of our own 5εx.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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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 영문학과 페미니즘간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캐써린 벨지(Catherine 

Belsy)는， 페미니즘은 “차별성에 대한 차별적인 진술(different relations; 

relation of differencεst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우즈 또한 “전체주의적 

인 가부장제 담론에 대해 버려 읽는” 방식으로서 “여성적 경험(ferr베e 

experiences) "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쏟턴의 자서전은， 위의 두 여성 

비명가들이 거론했다시피， 근대 초기 자의식이 형성되는 양상을 차별적 각도에서 

보다 심도 깅게 살피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Anselment, R. A.(2005), “ Seventeenth-century manuscript sources of Alice 

Thornton ’5 life" , SE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45 (1), 

135-155. 

Aughterson, K.(Ed.)ι1995) ‘ Renaissance ψoman: Construction‘ 01 femininity in 

Eη'glaηd. London: Routledge 

Barstow, A. L.(2000) , “ Witch hunting as woman hunting: Persecution by 

gender" , In ]. Dona、werth & A. Seeff (Eds.) , Crossing boundaηes: Atten껴ηg 

to early mo짜η. !νomaη (pp. 129-139) Newark: U of Delaware P 

Belsey 、 C.(199 씨， The subject 01 tr，αgedy: Identity and diffirence in renaissanα 

drama. London: Routledge 

Cary 、 E.(1 99씨， The tragedy 01 Mariam: The lair queen 01 ]뼈꺼. (B. Weller 

and M. W. Ferguson , Eds.). Berkeley: U of California P 

Donne、 ].(1997、、 Devotions upon em，뺑'ent occasÎon‘ Together with death ’:r du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Henderson , K. U ‘, & McManus , B. F. (1 985), Ha/f hαmankiηd: Conte.χts and 

texts 01 the controversy ab이"t ψomen in England, 1540-1640. Urbana:‘ U of 

Ill inois P 



임정인 / 얼리스 쓴턴의 자서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 일기 179 

Lanyer、 A.(993)、 The poems 0/ Aemilia Lanyer: Salve Deus Rex judaeorum. (S. 

Woods , Ed.). Oxford: Oxford UP 

Laqueur, T.(1 99이‘ Making sex: Body and gender from the Greeks to Freud. 

Cambridge , Massachusetts: Harvard UP. 

Newman、 K.(199 1)、 Fashioning /emininity and English renaissance drama 

Chicago: U of Chicago P 

Otten C. F. (Ed.).(1992) , Eηglish α'omeη 's Voices, 1540~ 1700. Miami: 

Florida 1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aster , G. K.(1 993) 、 The body embα~rrass찌 Drama and the disciplineJ 0/ shamι 
1η early mo찌'ern Eng!.닝ηd. 1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eterson , L. H. (1 993), “ 1nstitutionalizing women ’ s autobiography 

nineteenth-century editors and the shaping of an autobiographical 

tradition" , in R. Folkenflik (Ed.) , The cult.ι% 이 4αtobiography: Constr.ιctzon 

0/ selfrψreseηtaμoη (pp. 80-103) , Stanford: Stanford UP 

Rose, M. B.(1986), “ Gender , genre , and history: Seventeenth-century 

English women and the art of autobiography." 1n Women iη the mi찌셔'le 

α'ges and the renaissanα Litera ，η and historical perspe，αives (245-278:、

Syracuse , N.Y.: Syracuse UP. 245-78 

Scholz 、 S.(2000). Body narratives: Writing the nation and /ashioning the su비ect 

in early mode，.，η Eηgl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Sharp , ].(1 67 1), The midwives book. or the ψhole art 0/ midwifery discovered: 

Directing childbearing women how to behave themselves. London: S. 、.1:iller ‘

Swetnam , ] .(1 615、‘ The αrraignment 0/ 뼈ιd， idle, /roward, and unconstant 

1νomen. London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31 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 일 



180 인문논총 제57집 (2007) 

ABSTRACT 

Reading Maternal Body in Alice Thornton ’s 
Autobiography 

1m, Chung-in 

This paper reads Alice Thorncon’ s autobiography , one of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female-authored aucobiographies. The main interest 

in this paper lies in exploring the ways in which Thorncon re-members 

her life through various sicknesses and deaths. The more specifìc focus 

of this paper is put on how she obsessively records her maternal 

experiences that involve pregnancy, childbirths, nursing, obstetrical 

illnesses, and losses of children, and how in doing so she interprets them 

as at once afflicting and delivering God’ s hands. All the sicknesses and 

losses she experiences as a mother become her ultimate empowerment, 

when she willingly submits co ineffable Providence, and they 

consequently become her salvation as a God ’s true and humble subject.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s that early modern social, religious, 

cultural, and medical discourses on women ’ s unstable, inferior, and fluid 

body gets contested in Thorncon ’ s autobiography, due co the female 

author’ s attempt to view particularly feminine , maternal, and bodily 

experiences as an exclusive stairway co heaven and spiritual re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