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타자의 초상

r오루노코』와 r메리 로울랜슨의

포로수기』 에 나타난 언종*
신문수
(서울대)

1. 언종， 젠더， 식민주의
이 글은 근대 초기의 서구와 비서구의 만남의 양상을 특히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아프라 벤 (Aphra Behn)의 r오루노코J (Oroonoko， 1688) 와 메리
로울랜슨(M없y Rowlandson) 의 r메 리 로울랜슨의 포로 수기 J(자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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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를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구 근대의 문을 연 이 역
사적 만남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신역사주의나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새로운 문학연구 방법론을 태동시킬 만큼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다각적

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근래에 그것은 이성과 진보를 표방하면서 식민 침탈
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타자를 주변화해 온 서구 근대성의 내재적 모순
이라는 시각 혹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역사적 전망에 이끌린 이른바
대서양학(transatlantic studies) 의 이론적 성찰이 덧붙여지면서 한층 심화
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 글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인종 및 인종주의 또한
이 ‘접촉 지대’ (contact zone)를 관류하는 여러 사회적 에너지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여러 시각의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두 작품을 함께

*이

논문은 2005 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왼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KRF-2005 - 041-A00636) .

ι

g

스

시」

134

l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접촉 초창기의 이국적 장경에 대한 탐늬이 가
라앉고 보다 차분한 시각에서 비 서구 세계를 앓의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노

력이 본격화되는 계몽주의 시대로 옮아가는 전이기에 대서양을 사이에 둔
여성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울프(Virginia
Wool f)를 펼두로 하는 20세기 여성주의자들이 거듭 환기시킨 대로 벤은
영국 최초의 여성 전업 작가이고， 로울랜슨은 신대륙 최초의 여성 산문 작
가이다. 때문에 두 텍스트에는 당대 가부장제 사회의 관행에서 비껴선 공적

글쓰기 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성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신대륙의 영국령 수리남에서 아프리카
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목격했던 벤의 r오루노
코』 나 뉴잉글랜드 원주민 인디언의 포로가 되어 겪었던 3 개 월 여의 체험

을 다룬 로올랜슨의 r포로수기 』 는 이와 같은 여성적 시각의 미묘한 개입으
로 인종적 타자와의 만남을 한층 복잡한 드라마로 표출하고 있다. 두 텍스
트가 드러내는 인종과 젠더의 상관성은 서구 인종주의의 역사와 관련하여

양자의 특별한 시의성을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이들이 출판된 1680년대에
프랑스 인 의사 프랑수아 베르니에 (François Bemieη가 처음으로 근대적 인

종 개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베르니에는 인류를 유럽인， 아프리카인， 동
양인， 랩인 등 네 종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지리적 분포와 더불어 처음
으로 피부색을 주목한 바 있다. I)
비서구 세계를 인종이라는 프리즘으로 본격적으로 응시하기 시작한 시대

적 관심을 공유하면서도 두 텍스트는 그러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r오루노코』 는 로맨스 양식을 차용하여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 주인공
을 영웅으로 낭만화하면서 일견 노예제도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것처 럼 보

인다. 이에 반해 로울랜슨의 r포로수기 』 는 인디언을 사악하고 야만적인 이
교도로 보는 뉴잉글랜드의 전형적인 청교도 멘탈리티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차이일 뿐이다. 전자의 경우 흑 인 노예 주인공에 대한
1) 계 몽주 의 시대에 본격 켜 으로 싹트기 시작 한 인종 개념과 인종주의에 대해 서 는 졸고 r근대
성 인 종주 의 문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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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공감어린 시선은 노예 반란을 다루는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변

모되고， 후자의 경우 작가의 시선은 청교도 정통 신앙 체계에 갇혀 있는 듯
하면서도 거기에서 일탈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의문시하고 극단적인 경우

에는 그것에 도전하는 순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과 관련하여 두
작품이 표출하는 이런 양면성은 우선 영국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인종주

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
는 역사적 변전 과정에 처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종주의가 사
회구성체를 이루는 주도적 이념으로 작용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두 텍
스트는 인종과 젠더의 긴밀한 연관성을 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의 사회적
의의는 자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종주의는 결국 여성과 약자를 주변
화한 내적 식민주의의 세계 체제적 발현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두 텍스트가 당대 사회의 지배적 이념에 입각해 있으면
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노정하는 것은 작가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인종적 타자와 동일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
는 물론 타자로서의 동일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다른 문화와의 접촉
을 통한 자기 발견이라는 함의도 내포되어 있다. 요컨대 이 글은 계몽주의
의 벽두에 씌어진 r오루노코』 와 r포로수기』가 그리는 인종적 타자의 초상

을 비교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근대 인종주의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인종적 타자와 사회적 타자는 어떻게 연루되는가， 그 연루가 지배 질서를
어떻게 동요시키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동기
에서 출발되었다.

2. 11'오루노코J: 언종과 여성 주체성
1688 년 출판된 r오루노코』는 근래에 집중적인 비평적 조명을 통해 문학
사적 의의가 재확인된 작품이다. 그 재평가를 선도한 여성주의비평은 문학
의 전문화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 17세기 말에 여성 전업 작가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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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고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선 이
작품을 주목했다. 아프리카 왕족 출신인 흑인 노예의 비극적 삶을 다룬 이

작품이 행간에 스며있는 반노예제 정서로 인해 노예제 폐지론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거론되어 왔던 점도 그 관심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노예제
와 더불어 식 민주의 및 인종에 대한 관심 증대는 유럽， 아프리카， 신대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r오루노코』 를 근대 세계체제의 역동적 관계를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또한 주목하게 만들었다. 시원적 텍스트로서 r 오루노코』

의 위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상적 리얼리즘을 근간으로 한 이언
와트(Ian

Watt) 류의 근대소설 장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그것을 촉

발하기도 한 영국 제국주의와 소설의 유착에 대한 탐구가 소설 장르 의 외

연을 확대하면서 r오루노코』 는 r패밀라』 나 r로빈슨 크루소』 에 앞선 효시적
작품으로 다시금 클로즈업되었다. 벤 연구가인 퍼그선 (Moira Ferguson) 이

r오루노코』 에 대한 최근의 비평적 성과를 정리하면서 “패러다임의 탄생”이
라는 표현을 쓴 것도 여명기 근대성의 제 양상이 씨날을 이루면서 비록 성
긴 모습으로일망정 텍스트의 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은 아프리카의 코라만티엔과 신대륙 수리남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수리남에 노예로 끌려오기 이전의 오루노코의 삶， 곧 코라만티엔 궁
정 왕족으로서의 그의 생활은 화자가 주인공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소설의 실질적 무대는 수리남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아
프리카에서의 삶이 소설 전반부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설의 서두가 수리남의 자연풍광과 원주민의 형편 묘사로 시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자가 소개하는 수리남은 “경이롭고 놀라운 모양， 형상， 색깔
의” 이국적인 동식물로 가득 찬 낙원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원
주민들은 인위적인 법이나 종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선량하고， “발가벗었
지만， 점잖지 않은 행동이나 눈짓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우리 조상들"(9)을 연상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요컨대 “인간이 죄가 무
엇인지 알기 이전의 최초의 순진무구한 상태에 대한 절대적인 관념 "(10)을
체현한다. 수리남에 도착하여 화자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숙소인 성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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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 s Hi l1) 주변의 자연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연과 예술이 합

그리하여 “전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이처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장

소는 찾을 수 없는’ '(44)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원주민 사회를 이상향으로 보는 이런 낭만적 시각은 그것을 의문시 하는
또 다른 시각과 이내 겹쳐진다. 작품 후반부에서 화자는 백인과 원주민 사

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로 인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의 마을에 가
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적고， 이어서 수리남이 네덜란드에게 넘어간 후

원주민들은 백인 정착촌을 공격하여 사랍들을 죽이고 그들의 사지를 절단
하여 나무에 못박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무차별로 죽이는
야만적인 살육을 감행했다는 후일담을 전하고 있다(47). 마찬가지로 원주

민의 삶은 풍요한 자연의 혜택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전반부의 암시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자연 상태라기보다는 문명화를 요구하는 미개상태라

는 또 다른 시각으로 대체된다 원주민 사회의 내부를 보고 싶은 열망에서
오루노코의 호위를 받아 인디언 마을에 들어간 화자 일행이 발가벗은 인디

언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옷차림과 화려한 장신구가 이들의 선망과 부러움
의 표적이 되었음 을 특기하연서 이 점은 분명하게 노정된다.
수리남 원주민에 대한 이런 상반된 시각은 실상 콜럼버스 이래 이국적
타자에 대한 관찰과 인상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여행기， 답사기， 선교보

고서 등 이른바 ‘발견의 서사’ 장르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타자를 보면서
관찰자의 시선은 한편으로는 지상 낙원과 그 속에서 원시적 가치를 체화한
자연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을 모르는 타락한 상태에서 동물적 본능에 따
라 생활하는 야만인을 포착해내는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종종 별다른 자의

식이 없이 인종적 타자에게 동시에 투사된다. 신세계에 대한 서양의 인식은

이처럼 차이가 동일성으로 환원되고， 동일성은 우열의 정치학으로 변전하
는 착종의 연속이기 일쑤였다. 수리남 원주민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교차하
는 이 두 가지 시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 3 의 시각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있는데
이다.

r오루노코』 가 이전의 신세계 서사와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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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루노코』 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백인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는 흑인과
수리남 원주민을 시종 구별한다. 백인과 흑인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이지만， 백인과 원주민의 관계는 선린우호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수리남에서 인종적 관계는 훗날 식민주의적 침탈이 심화되면

서 식민자/피식민자의 관계로 고착되기 이전， 아직 인종 집단 사이에 이해
와 타협이 요구되는 유동적 관계의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영국인 식민자들
이 원주민들과 상호 이해 속에서 “ 완벽한 우호 관계 "(8)를 맺 고 있다고 몇

차례 강조하면서， 그런 선린 관계는 현지 사정에 밝은 원주민들이 식량과
희귀한 애완동물， 가죽， 장신구 등 여러 가지 귀중한 토산품을 제공해주고，

게다가 “그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도 그들을 친구로서
잘 “달렐 "(8) 필요의 소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인디언과의 우호적
관계의 밑바탕에는 백인 식민자들의 경제적 이해와 식민지의 효과적 경영

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다. 이는 1660년 왕정복고와 더불어 가속화
되기 시작한 해외 식민 활동으로 상업적 제국주의 체재로 들어서기 시작한

근대 영국사회가 배태해낸 새로운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r오루노코』가 발
표된 1688 년에 일어난 명예혁명의 결과로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사회적 구성의 핵심적 원리로 자리 잡게 될 이

실용주의 정신은 대외적으로는 18 세기에 접어들어 점점 구체화되는 인종
주의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식민제국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대내

적으로는 식민 활동의 과실이 증대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는
상업자본주의 사회를 정립하는 바탕이 된다.2)

2) 1660 년 왕정복고로부터 디포(Dan iei De foe) . 포프(Alexander Pope). 스위프트(Jonathan
Swift)가 활동한 18 세기 초반에 이르는 영국 사회는 1640년대부터 본격화된 해외 식민 활
동의 성과로 제국주의적 자본 축적이 가속화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번영올 구가하게 된다.

로라 브라윈Laura Bro빼)은 포프의 r 머리칼의 강탈J(Rape 01 the Lock). r 윈저숲」
(Windsor Forest). 스위프트의 r숙녀의 화장대 J(μdy's Dressing Room) 와 같은 작품에서
여성의 옷차립， 치장， 장신구， 보석 등에 관한 빈번한 언급을 부르주아 시 민 계급이 등장과
함께 당대 영국 사회를 휩쓸고 있던 상업자본주의와 문화의 상품화의 전치된 표현으로 주
옥한 바 있다{Br。、;vn

1-22)

타자의 초상 r 오루노코」와 『메리 로올 랜슨의 포로수기」에 나타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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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것은 신세계 수리남 사회에 대한 화자의 인식 지형을 구속하는

위 세 시각이 주인공 오루노코를 보는 여성 화자의 시선에도 배어 있다는

점이다 r오루노코』 는 표면적으로는 아프리카 코라만티엔 궁정의 젊은 왕
자가 노예선에 납치되어 수리남으로 끌려와서 결혼을 약속했으나 할아버지

노왕의 탐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던 여자를 뜻밖에 다시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 자유 없이는 그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주인공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여 백인 지배층에
의해 처단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표층 플롯을 이루고 있는
주인공의 이 같은 비극적 삶 못지않게 주목을 끄는 것은， 여성주의 비평가

들이 환기시키고 있듯이， 주인공과 그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하는 화자와의

관계이다. 식민지 지배층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부장
체제의 사회적 타자인 여성으로서 화자는 오루노코를 영웅으로 상찬하면서
도 또한 사물화된 존재로 대상화하기도 하고， 그의 불운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면서도 그의 야만성을 주목하는 이중적 시선을 노정하고 있다.
화자가 수리남에서 오루노코를 처음 대면한 것은 그의 뛰어난 자질에 대

해서 이미 전해 듣고 난 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를 만나는 순
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쓰고 있다. 그의 외모는 “그의 종족 중에서

단연 출중하여 그의 탁월한 자질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경외감과
존경심"(1 2)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화자는 예를 갖추어 자신을 심방한 오
루노코의 첫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는 키가 상당히 크면서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어떤 위대한 조각가라도 빚어낼 수 없는 경탄

할만한 형상을 지녔다. 그의 얼굴색은， 대부분의 그의 종족 흑인들이
갈색의 빛바랜 흑색인데 반하여， 짙은 검은 색， 곧 완벽한 혹단색의
그것이다 그의 눈은 형형하고， 눈동자는 눈처럽 말고， 코는 다른 흑인
들처럼 명명한 것이 아니라 우뚝 솟은 매부리코이고， 입 또한 도톰하
지 않고 멋지게 생겨서 종족의 다른 흑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얼
굴의 전체적 균형과 자태가 너무나 고귀하고 더할 수 없는 완벽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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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어서， 그의 피부색만 제외하면 ， 자연계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호쾌하고， 멋진 존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13)

인용문이 강조하고 있듯이 오루노코는 외모에서 우선 그의 부족 흑인들

과 확연하게 다르다. 피부색은 겁지만 우뚝 솟은 매부리코나 두툼하지 않은
입술 형상은 오히려 백인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외양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또한 유럽적 학식과 교양으로 무장된 것이다. 그는 궁정에서 프랑스인
교사로부터 “도덕， 언어， 과학”에 대해서 배웠고， 코라맨티엔을 찾은 영국

과 스페인의 노예상들로부터 영어와 스페인어를 익혔다. 그는 또한 “고매
한 정신， 진정한 명예 의식， 관대함， 부드러우면서도 사랑과 헌신의 뜨거운
열정"(1 2)을 겸비한 인물이다. 이런 고매한 인품 그리고 뛰어난 외양과 더
불어 그가 전쟁에 나서서는 패배를 모르는 용맹무쌍한 무장임을 상기한다
연， 오루노코는 요컨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이상적 인물， 더 구체적으로 중

세의 궁정 로맨스에 나옴직한 완전무결한 영웅의 모습이다.
작가는 소설의 서두에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렇게 완

벽한 영웅으로서의 오루노코의 모습은 그를 사실적 인물로 보기 어렵게 만
든다. 특히 피부색을 제외하면 그의 외모가 유럽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서 그는 화자의 흠모의 시선， 달리 말하면， 동일시 욕망이 빚어낸 환상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개인적 감상벽의 소치라기보다는 당대

영국사회의 사회적 상상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벤이 극작 활동을 한 왕정복고시대의 영웅극 중에는 신대륙을 배경으로 백

인문명에 밀려 쇠망해가는 인종적 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것들이 꽤 있었고，
그들은 대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면서도 영웅적 자세를 잃지 않는 인물들
이었다. 가령 존 드라이든(John Dryden)과 로버트 하워드(Robert

Howard)

가 함께 쓰고 1664년에 공연된 r 인디언 왕비 J(1까e /ndian Queen) 나 이듬
해에 공연된 드라이든의 작품 r 인디언 황제 J( The Indian Emperor) 에 등장
하는 멕시코 왕 몬테주마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런 인물의 역할을 대개

는 백인 배우가 맡아서 분장을 하는 것이 당시의 공연 관행이기 때문에 흑

타자의 초상 r 오루노코」와 r 메리 로울핸슨의 포 로수기 」에 나타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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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면서 백인이기도 한 오루노코의 형상은 당시의 현실적인 연극 언어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18 세기 동안 내내 원작의 인기를 능가하며 관중

의 사랑을 받았던 토마스 서던(까lOmas Southeme) 이 각색한 연극 r오루노
코 J (1695 년 초연)에서 서던은 흑인 이모인다를 백인으로 각색함으로써 오
루노코가 구현하고 있는 혼종성을 이모인다와 오루노코와의 관계 속에 전
이시키기도 했다 3)

앞서 지적한 대로 친숙하지 않은 원주민 문화나 이질적 가치체계는 재현

과정에서 서구의 의미 체계에 편입되어 순치되기

일쑤였다

드 세르토

(Michel de Certeau)는 컬럼버스 이래 서구인에 의해 산출된 신대륙 담론
의 대부분은 낯선 세계의 “삶의 다양성을 단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하는
경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de Certeau , 218). 다시 말해

타자의 해석학은 타자의 타자성을 박탈하고 그것을 익숙한 약호체계로 번
역해내는 “축소적 순화"(reductive nonnalizing) 과정을 포함한다. 이 런 점
에서 유럽화된 아프리차인으로서의 오루노코의 이상화는 당시에 인기 있었

던 비극적 영웅극의 형식을 벌어 그 타자성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볼 수 있
다. 사랑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런 영웅 로맨스 장르의 중요한 컨벤션임
을 상기할 때 왕에게 불려가 궁성에 갇혀 있는 사랑하는 연인 이모인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무릅쓰는 오루노코의 기사도적 행

위와 명예 의식에의 집착도 수긍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상화된 오리노코의 모습이 물론 전부는 아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흑인들과 더불어 노예반란을 일으켜 백인 식민지 사회를 위협하는 존

재가 되면서 오루노코는 서서히 ‘낯선’ 야만인의 모습으로 바뀐다. 항거를

3) 서던， 존 호크스워즈(John Hawkesworth) , 프란시스 젠틀앤 (Francis Gentleman) , 존 페리
。l{John Ferriar) 의 r 오루노코」 각색과 공연 상황에 대해서는 Gallagher 2000 , 13-19, 이경
원 210-13 , Rogers 9 창조 백인 이모인다와 오루노코의 관계는 벤의 원작에서 화자와 오
루노코의 관계 속에 잠재해 있던 내연 심리를 현재화(없휴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는
이경원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18 세기에 접어들어 사회적 금기가 된 인종잡혼( miscegena-

lion) 이 지니는 선정성을 극대화한 흥행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오루노코」의 수용사
는 인종이 언제부터 개인적 태도의 문제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정착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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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자유를 주겠다는 백인 지배층의 거짓 설유에 속아 투항한 후 잔혹한
채찍 형을 당하자 오루노코는 복수를 맹세하고， 그 응정에 앞서서 아내 이모
인다를 먼저 죽인다. 토니 모리슨의 r 빌러비드』에서 세드가 북부의 노예사

냥꾼의 손에 붙잡히게 되자 노예의 삶을 살 어린 자식의 처지가 견딜 수 없
어서 아이를 제 손으로 죽이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대목을 화자는 오루노
코가 "01 모인다의 목을 치고， 지순했던 사랑의 결실인 아이까지 임신한 섬

약한 몸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을 잘라냈다"(61)고 살해 과정을 자세히 언
급함으로써 그 행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킨다. 아내를 죽인 후 비탄 속에서 기

력의 소진으로 쓰러진 오루노코는 팔일 만에 백인들에게 발견된다.

우리 모두 그에게 달려갔다 . 과거에 그처럼 멋진 존재였으나，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얼굴은 이와 눈구덩만 보일뿐 온통 검은
색을 뒤집어쓴 사신의 모습이었다 . (63)

오루노코는 이제 선망의 적이 아니라 추악함과 공포의 대상이다. 아내를

살해한 “숲속의 괴물’ '(61)로서 그의 몸은， 포가티의 표현대로， “이국적 타
자에서 야만성의 상징”으로 바뀐 것이다(Fogarty

13).

오루노코에 대한 이런 상반된 이미지는 기실 소설 서반부의 그에 대한 찬
탄의 시각 속에 이미 잠재해 있었다. 그는 거의 완벽한 유럽적인 외양을 하
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까만 흑단의 피부를 가졌다고 강조되기

때문이다. 화자는 시종 다른 흑인들의 “갈색의 빛바랜 흑색 "(brown，

rusty

Black) 과 오루노코의 “완벽한 흑단색"(perfect Ebony)을 대비시키고， 그의
까만 피부가 휘황하게 빛난다고 쓰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흑인성의 강화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작가는 당시에 이미 보편화되
어 있었던 색채 상정성이라는 문화적 코드에 의탁하여 오리노코의 아프리
카적 타자성을 극대화하면서 그것이 합의하는 것과 정반대적인 유럽적 자

질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그를 경이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4) 다
4)

갤 러 거 (Catherine Gallagher) 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참고할 만하다: “U띠 ess

we ackn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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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여 그가 경이로운 것은 단순히 유럽적 교양과 지덕체를 고루 갖추
고 있기 때문에서라기보다는 가장 원형적인 흑인이면서도 그런 자질을 겸
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요컨대 오루노코는 소설의 후반부에서 임신한 자

기 아내를 살해한 야만적 “괴물”이기에 앞서 이미 문화적 경이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r오루노코』 는 신대륙 서사 전통이 잔존하고 있는 작품이다. 5)
영국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서아프리카와의 접촉은 16세기 중반부터이
다. 그것은 무역상이었던 타우선 (Wil1iam Towrson)o] 1554년 교역상의 필
요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서아프리카 원주민 다섯 명을 런던에 데리고 온

1554년부터 시작된다 윈스롭 조던 (Winthrop D. Jor<없n)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서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영국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인상은 피
부가 겁다는 점이었다. 1562-3 년에 서아프리카 지역을 두 번에 걸쳐 다녀
온 베이커 (Robert Bakeη는 그곳 원주민을 형용하면서 “석탄처럽 검다"(al1
as blacks as coles)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후로 영국인들은 아프리카인의

외양을 “검은 "(black) 것으로 일반화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한결
같이 검은 것이 아니라 부족에 따라 검은 정도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적 일찍부터 접촉할 수 있었던 사하라 이북의 북아프리카인들， 곧 셰익
스피어가 흔히 “무어인“(the Moors) 이라고 부른 종족들의 경우 그다지 검
은 피부를 가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사회는 이들을 모두 일괄
적으로 검은 것으로 묘사해왔다 오셀로의 경우가 이를 입증한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아프리카인을 ‘ black’으로 표현하는 것은 굳어진 관행이 되었는
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무렵부터 비로소 아프리카인들의 피부색이 지역

에 따라 면차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여행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조던은 피부색이 이처럼 영국사회의 흑인관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친 원인
edge that Oroonoko ’ s blackness refers to racial difference and indeed is d앵endent on
a stock response of racial pr멍udice in 此 reader, we cannot exp때n what was supposed
to be so wonderful about him 뻐d so meritorious in the author" (Gallagher 1996, 240)
5) 그린블랫 (Stephen Greenblan) 이 f경이적인 소유물J(“Marve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신대륙 서사는 낯선 장경과 경이에 탑덕하며 그것을 전유하고 식민화

하는 담론으로 특 정지 을 수 있대Cf. “ the early discourse of the New World is , among
other things. a record of the colonizing of the marvelous' ‘ [Greenblan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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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영국의 아프리카와의 본격 적 인 접촉이 아프리카인들 중에서도 피
부색이 제일 검은 서아프리카인들을 통해서였고 게다가 그 접촉이 갑작스럽

게 이루어 진 역사적 사실을 꼽는다(서아프리카 교역을 위한 영국의 첫 정착
지가 코라맨티엔에

세워진

것은

1631 년이고，

왕립아프리카회사[Royal

Afrcian Company] 가 세워진 것은 그보다 40년 뒤인 1672 년이다) . 가령 스
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리적 이점으로 일찍 부 터 아프리카와 접촉할 기회가 잦
았고， 또한 그들보다 피부색이 검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은 피부에 대한 이국적 정서는 상대적으로 앓았다. 그에 반해 영국
사회에서 검은 색은 남유럽에 비해 훨씬 강렬한 의미를 지녔다(Jor없n

5-11 ). 벤이 오루노코의 피부가 흑단처럼 새까닿다고 과장스럽게 강조한 데
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 다.

르네상스기의 영문학이 증언하듯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하양고 장미처
럽 불그스 레한 얼굴이 아름다웅의 이상으로 찬미되었다. 그렇기에 검은 아
프리카인들은 그 반대적 함의를 지닌 종족으로 인지되었다. 옥스퍼드사전
에서 확인되는 바이지만， 검은색은 16세기 이전에 이미 더럽고， 미천하고，
해롭 고 ， 사악하고， 잔인하고，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것과 같은 부정적인 함

의를 내포하고 있었다(Jordan 7). 셰익스피어의 r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

(Titus AnφOillC않)에서 흑인 아론은 악행을 일삼는 악마와 같은 인물로 등
장한다 r오셀로』 의 첫 장연에서 로더리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아고는 오
셀로를 “늙은 검은 숫 양

“야생말

“등이 둘인 짐승 같은 자”라고 형용하

며 매도하고， 딸 데스데모나와 검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자연의 모든 법칙”
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브라밴쇼 역시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에 대한 고
정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셀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이
아고의 행위를 ‘동기 없는 악의’ (motiveless malignity)로 보는 것은 인종
문제를 간과한 단견이다. 르네상스기에 인종은 아직 유동적인 범주였고 인
종주의 의식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이전이었지만， 그렇다고 인종차에 대

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6) 오루노코가 아프리카 흑인의 가장 중요

한 인종 변인인 검은 피부색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서 동시에 완벽한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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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질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이런 유동적인 인종 의식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r오루노코』 가 발표된

17

세기 말， 영국 사회에서 인종이 사회적 범주로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
지만 인종차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심화일로에 있었다. 식민주의 제국 체제
로 돌입하면서 영국은 인종에 의탁하여 식민자와 비식민자를 주인과 노예로

규정짓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한층 강화해가고， 이에 따라 인종차에 대한 사
회적 긴장도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흑백의 관계에서 아프리카에서는 계급
이 우선적이지만， 수리남의 신대륙에서는 인종이 우선하고 있는 r오루노코』
의 사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실제로 1661 년 바베이도스 식민의회는 흑인
노예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흑인들을 “미개하고， 짐승
같고，

불확실하고，

(Gallagher 2000 , 11

위험하고，

신을

모르는

종족”이라고

규정지었다

재 인용).

오루노코와 화자의 관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그를 상품과
같은 존재로 물화시키는 화자의 또 다른 시선이다. 기실 영웅적 연모로 처
음 소개되는 장면에서부터 오루노코는 서구의 시선 앞에 포획된 대상적 존

재의 모습이다. 다른 백인 여자들과 자신 앞에 현신한 오루노코를 화자는
앞서 시사한 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흑단과 같은 새까만 피부

가 표상하는 그의 타자성을 영웅 비극이라는 문화적 약호체계를 통해 제시
한다. 영웅 비극이 17 세기 영국 무대에서 인기 장르였음을 상기한다연 오
루노코의 영웅화는 곧 영국인들의 문화적 취향에 맞춘 상품화의 일환이기

도 하다. 수리남에서 ‘씨저’ (Caesar)로의 개명 또한 영웅화이면서 동시에
노예화이고， 그것이 그의 노예로서의 자질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기표라는

점에서 상품화이기도 하다. 수리남으로 납치되어 가는 선상에서 또 그곳에

당도한 이후 오루노코는 함께 끌려온 흑인 노예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그
6) 르네상스 시대의 혹인과 혹인성의 재현을 다룬 글에서 에릭슨(Peter Erickson)은 다음과
같이 사정을 요약하고 있다， “끼le absence of the modern W1derstanding of the word
“ race" in the Renaissance does not mean that a racially i마!ected discourse about color
was nonex istent or that perc뼈tions of racial color unm어iated by the vocab비 aries of
ex이icism and th∞logy were impossible" (Erickson 503) 이 밖에 Dabyd야n 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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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다른 숙소에서 지내면서 화자를 비롯한 백인 여자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사냥과 낚시를 가고 섬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

닌다. 그렇지만 그의 역할은 결국 지배층 여성들의 호위병 혹은 관광안내인
과 같은 것일 뿐이다，7) 소설의 결말이 드러내듯， 오루노코 또한 흑인 노예
와 그 들이 생산하는 설탕을 동일한 교역 상품으로 간주하는 노예제도에 구

속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노예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른 흑인 노예 들 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루노코는 자신들이 “원숭이처럼 팔려와서 여자들， 바
보들， 겁쟁이들의 노리개감”이 되었을 뿐이라고 분개하는데， 그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의 이 름 이 오랫동안 신대륙을 표상하는 지리적 명칭
으로 간주되어온 오리노코 강(1 9세기 말까지 Oronooko로 표기되었다)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 식민지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
는 담배의 일종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그가 상품화된 존재라는 것을
새삼 말해준다(Hulme

241). 이런 점에서 오루노코가 담배 를 피우면서 사

지가 찢기는 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노예 송출에 참
여한 아프리카의 왕족이면서 신대륙의 노예로 전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

친 그의 삶은 담배나 설탕과 같은 식민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세계 체제
를 떠받쳐온 당대 삼각무역 현실의 축도요 그 희생자인 것이다(Atheyand

Alarcón 425-6)
오루노코가 물화된 존재라는 것은 책머리의 헌정사와 벤이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낸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벤은 매틀랜드 백작에게 바친 헌정

편지에서 r오루노코』의 집필 동기가 낯선 신대륙으로 끌려와 노예로 전락
했으나 여러모로 영웅적 존재였던 주인공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위대성의
전범과 고귀한 교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벤은 여
성 작가로서 자신의 재능이 주인공의 영웅다움을 제대로 전하기에 미홉함
을 반복해서 토로하고， 주인공의 진짜 “불운”은 그를 정당하게 평가해줄 사
7) 백 인 여성의 시선에 노정된 대상적 존재로서 오루노코는 상품화되고 여성화된 존재이기도
하다 아짐 (Fi며ous Azim)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연서오루노코」에 서 주인공의 처지를

로라 멀비(Laura Mulvey) 가 분석한 바 있는 남성의 쾌락척 시선의 대상인 스크린 상의 여
성 배우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Azim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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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으로 오직 “여성의 펜만이 있을 따름인’'(36) 세상에 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소설의 결말을 자신의 “문필가로서의 명성
이 높아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시대를 넘어 살아남기를 희망한다’ '(65)
고 끝맺음한다. 여성의 글쓰기를 여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평하하던 시대의
여 성 작 가로서의 자의식을 짙게 드러내는 이런 대목들은 벤의 궁극적 관심
이 오루노코의 영웅다움이나 비극적 삶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영란이 지적

하고 있 듯 이， “소설쓰기를 통해 그를 불멸화시키는 작업의 성공 여부”에 있

음을 암시한다(고영란 25). 결국 벤에게 오루노코의 삶은 스러져가는 영국

귀족층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제공하는 우화로서 혹은 여성작가를 열등하
다고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여 자신의 작가적 재능을 과시하는 소재
로서의 가치가 먼저인 셈이다.

오루노코에 대한 개인적 동정과 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
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노예제도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화자는 오루노코를 비롯한 크로만티엔 궁정의 젊은 귀족

들 100 여 명을 노예로 포획한 영국인 선장의 무모한 행동이 타당한 지를
독자에게 묻기도 하고 오루노코와 흑인들이 노예 반란을 일으키자 무기를
버리고 반란을 중단하면 선처하겠다고 설득하여 투항하자 약속과 달리 가

혹한 응징의 체형을 가한 것을 비난한다 약속과 달리 잔혹한 태형을 당한
오루노코가 이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백인지도층은 위

원회를 소집하여 본보기로 그를 교수형에 처할 것을 결정한다. 화자는 이런

결정을 주도한 부총독 바이엠을 비롯한 위원회 인사들을 “신과 인간의 율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라고 여길만한 원칙도 갖지 못한"(59) 악당과

같은 무리라고 매도한다. 식민지 지도층에 대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화
자는 오루노코가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처음
피력하면서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를 예의 감시하고， 그가

흑인들의 숙소에 가는 것을 훼방하고，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하
자 공포감에 떨며 다른 백인여자들과 함께 피신하고， 그가 잔혹하게 처형되
는 동안 여행을 떠냥으로써 그녀가 비판해 마지않던 식민자들의 가혹한 처

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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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기실 오리노코를 납치한 영국인
선장에 대한 그녀의 비판도 노예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라기보다는 갤러

거의 지적처럽 왕립 아프리카 회사의 노예무역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원활한 노예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프

리카 지도층과의 교분이 중요하다는 판단과 카리브 현지에서 지도층 신분
의 노예 들 이 반란을 선동하는 트러블 메이커 노릇을 하곤 하는 경험 적 교
훈에서 아프리카 지도층의 노예화를 금지하고 있었다(Gallagher 2000 , 9;

Ferguson 3). 수리남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화자가 그곳의 금광
으로서의 가치를 언급하고 그것이 네덜란드 사랍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 을
아쉬워하는 것 도 그녀의 식민 체제 비판이 그것의 비인간적 혹은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문제의 식 의 발로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화자 의 이 같은 모순 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 대한 그녀의 상찬과

동정 ， 식민 체제의 비인간적 행태와 타락상에 대한 비판이 전경화되면서 r오
루노코』 는 종종 반노예제 소설로 읽혀져 왔다. 예컨대 19세기 중엽 스토우

(H뼈et Beecher Stowe) 의 r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 출판되었을 때 r오루노
코』 는 그 것 의 선구적 텍스트로 언급되었다(Gallagher

2000, 24). 20세기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도 노예제와 여성을 부당하게 억압해용 가부장 체제의
상동성에 주목하여 이 소설을 타자의 해방을 고취한 텍스트로 주목했다. 이

런 입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된 것은 노예 반란을 주도하면서 동료 흑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오루노코가 행한 다음의 연설이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정복했습니까? 이들이

명예로운 싸옴에서

우리를 이긴 자들입니까?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 이들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우

리는 원숭이처럼 구매되어 팔려 와서， 여자들， 바보들， 겁쟁이들의 노
리개가 되었고， 강탈， 살인， 절도， 해악을 행한 탓으로 나라를 저버리

타자의 초상 r 오루노코 」 와 r 메리 로 율 랜 슨의 포로수기 」 에 나타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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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우리가 이

런 타 락 한 족속 들 에게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52)

그러나 그의 웅변은 그의 전력이나 반란의 동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리

남에 끌려온 이후 노역에 시달려온 동료 흑인들에 대한 그의 지금까지의
태도에 비추어본다면 자가당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왕족으로서 그 자신
아프리카에 있을 때 노예무역으로 이득을 본 전력이 있고， 수리남으로 끌려

옹 이후 다른 흑인 노예들의 고통스런 삶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이들과 다르다는 엘리트 의식으로 그들이 노역에
시달리는 동안 백인지도층과 사냥을 다니는 등 그들이 회유의 미끼로 던진
면한 생활을 즐겨왔다. 트레프리에게 오루노코는 자신과 이모인다를 자유
롭게 풀어주면 “금 혹은 많은 노예를’ '(41)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
기까지 한다. 왕족으로서의 그의 우월 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기실 놀

랄 일이 아니다. 흑인 노예들의 탈주로 인해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오루
노코는 “기독교도들의 도구로 밖에 쓸모가 없는 가련한 건달들， 천성이 노
예인 자들에게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 일을 벌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다’ '(56) 고 토로함으로써， 동료 흑 인들에 대한 멸시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역시 흑인들을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r오루노코』를 반노예제 텍스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
나 텍스트가 보이는 식민 체제 비판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
할 필요도 없다. 오루노코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계급적 동일시로 채색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파적 갈등을 배면에 깔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8)

8)

벤의 작가활동은 1649 년의 찰스 I 세의 처형에서 1688 년의 영예혁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와 겹쳤고， 그 녀 자신 찰스 2세를 위해 해외 스파이 활동을 할 만큼 현실 정치에 깊

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많은 논자들이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시각이 혼재하는 r 오루노

코」의 양연성을 의회파의 도전에 대해서는 군주채를 수호하는 측에 동조하면서도 권력 내
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비판척이었던 그녀의 정치적 입장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크롤

(Ri chard Kroll) 의 다음 진술은 전법적인 것이다. “ 8ehn seeks to address the Stuarts ’

abuse of power and to recall them to their best selves. while waming the natio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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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타자에 속하는 오루노코의 노예화와 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그녀

의 비판은 여성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 가부장제의 상동적인 억압 구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식민주
의에 더하여 가부장제의 희생자인 이모인다나 부총독 바이앵이 노예 반란
의 진압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원주민 현지처를 익명의 존재로
남겨둔 벤의 무관심을 거론하며 그 사회적 의의가 제한적임을 지적하는 최
근의 보다 비판적인 시각은 물론 정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공고한 가부장
체제에서 벤의 진보적 태도는， 비록 그것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전망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회 변혁을 위한 대안적 사유의
밑거름으로서 그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r오루노
코』 가 예시하는 인종을 통한 여성의 자기 발견은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동
요시키고 방향을 돌려 인종적 타자를 억압하는 식민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r오루노코』의 수용사는 그 잠재
력이 적지 않은 것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3. Ir포로수기 J: 신의 섭리와통운화적 개안
1682 년에 보스턴과 런던에서 동시에 출간된 r메리 로울랜슨의 포로 수
기』는 신대륙 여성이 쓴 최초의 산문이자 포로수기 장르의 전범을 제공하

는 텍스트이다 r포로 수기』는 로울랜슨이 1675-76년간 뉴잉글랜드 영국
인 이주자들과 원주민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필립왕 전쟁’ 중인 1676년
2 월， 나라간셋 인디언 부족에게 붙잡혀 약 11 주 동안 포로생활을 하다가 생

환된 다음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발간된 해에 4판이 속간될 정도로 관
the folly of betraying its rightful Iòngs" (Kroll 573).
2000, 19-20; 이경원 199-200 창조.

이 밖에

Ferguson 11-2; Gallagher

9) 가부장제 하의 억압척인 여성의 처지와 신대륙 식민지 흑인 노예들의 삶올 비교한 시각은
가령 1696년에 출판왼 r 여성용호론 J(An Essay in D양nce of the Female S，쩌과 같은 글
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Rogers 15 , n49)

타자의 초상 . r 오루 노코」와 f 메리 로올랜슨의 포로수기」에 나타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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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끈 r포로 수기 』 는 당시의 짧은 독자층을 감안할 때 신대륙 최초의 베
스트셀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인기는 그 뒤로도 이어져 18

세기에도

10여

판，

19 세기와 20세기에도

각각 수십

판을

발간했다

(Derounian 1988; Derounian-Stodola and Levernier, 94). 연약한 “숙
녀"( Gentiewoman) 의 옴으로 일가친척이 무참히 살해당한 현장에서 포로

로 붙잡혀 온갖 고초를 겪다가 몸값을 주고 가까스로 풀려난 체험담이 왜
그토록 관심을 끈 것인가 ?IO)

퍼스(Roy

Harvey Pearce)는 일찍이 포로 수기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의

변화를 검토한 바 있다. 그에 따르연 로울랜슨 수기의 출판을 기점으로 초

창기에는 청교도 신앙의 강화를 위한 신앙 고백서， 18세기 중엽 무렵에는
정치적

프로퍼캔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선정주의적인

공포물(“pulp

thriller") 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컸는데， 포로 수기 형식의 글들이 이런 욕

구를 충족시켜주었다는 것이다(Pearce 1947). 로울랜슨의 r포로 수기』가
시대를 뛰어넘어 인기를 누랄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거기에 이런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말해볼 수
있다. 슬롯킨(Richard Slotkin)은 인디언에게 붙잡힌 포로 체험이 뉴잉글랜
드 청교도 특유의 예표 론적 사유의 원천인 바빌론 유수의 가장 첨예한 미

국적 변주임을 상기시키면서， 포로 수기를 “폭력을 통한 갱생 "(regener

ation through violence) 이라는 독특한 미국적 신화의 원형으로 파악한다
(Slotkin 94-115). 슬롯킨이 암시하듯 이， 인디언 사회에 붙잡혀 있는 가날
픈 백인 여성은 낯선 자연과 ‘악마적인’ 야만인들에게 둘러싸여 ‘황야로의
심부름 ’ 이라는 소명을 위해 투쟁하는 미국 사회 그 자체의 표상으로 쉬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 원형적 체험에 대한 해석도 근래의 수정주의적 시각에 노정되

면서 분분해졌다. 그 동안 r포로 수기』는 로울랜슨이 자신의 포로 생활과
귀환을 청교도 예표론 혹은 성약 신앙의 시각에서 고난과 구속의 드라마로
10) 비단 로올핸슨의 『포로수기」만 인기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 포로 수기 또한 18세 기
에 가장 널리 일힌 장르였다{Vaughn 삐d C1ark 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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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펴왔다. 그러나 근래에 여성주의， 신역사주의，
문화연구 등 새로운 비평안으로 무장한 비평가들은 로울랜슨 텍스트의 애

매성 혹은 모순성을 포착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선양
하는 청교도 전통을 의문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복시키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예컨대 포로 수기를 통문화적 체험이라
는 시각에서 백인 포로뿐만 아니라 포획자인 인디언의 입장까지도 고려해
살피고자 하는 버냄 (Michelle Bru피1am)은 “자신이 참여한 체험에 대한 로
울랜슨의 서술은 그 체험에 대한 그녀의 이해와 상충하는 모순성을 노정하

는데， 가령 인디언의 동정과 관용을 역설적으로 인디언의 일반적 야만성과
미개의 증거로 삼을 경우가 특히 그렇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Bur띠1am

17). 버냄의 지적은 텍스트의 합치된 이해가 시대의 요구， 달리 말해 ‘문화
적 작업’ (cultural work) 의 소산일 수 있음을 새삼 일깨운다.

로울랜슨이 겪은 환난이나 포로로서 처했던 현실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
다 그녀가 살았던 소읍 랭카스터를 공격해온 인디언은 그녀의 집에 모여있
던 친지들 37 명 가운데 12 명을 살해하고 24명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갔다.
살해당한 사람중에는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인디언의 도끼에 난자당

한 그녀의 조카와 신앙심이 깊었던 언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총알이 빗발처

럼 날아오고， 창과 도끼를 든 인디언들이 사랍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와중에서 단지 I 명만이 탈출하여 그 참상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었을 뿐이

었다. 이 아비규환을 겪은 후 그녀는 그 자신 부상당한 몽으로 총상을 입은
여섯 살 난 막내 딸 사라를 품에 안고 인디언들이 이동하는 대로 끌려다녀
야 했다. 숲으로 끌려가며 그녀가 토해내는 다음의 절규는 그녀가 처한 가
혹한 현실과 당시의 절박한 심경을 요약한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편도

. 아이들도， 친지들도， 집과 가정도， 모든 안락도， 모든 것이 사라졌
다"(1 5) . 포로 수기는 일반적으로 친숙한 세계로부터의 일탈， 낯선 세계로
의 이동， 귀환의 구조로 짜여 있는데 ， 서두를 이루는 일탈의 체험은 로울랜
슨이 여기에서 예시하듯이 공간적 이격뿐만 아니라 심리작 상실감을 내포

한다. 포로로 붙잡혀 온지 9 일만에 중상으로 신음하던 딸 사라가 숨지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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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고통과 상실감은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정도로 극단적인 것이었다.

요컨대 로울랜슨의 포로 생활은 갚은 상실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
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그에 따른 죄의식， 그리고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물리적인 굶주립， 추위， 피로를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면으로 이 참혹한 체험을 당사자로서 기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련의 의미를 묻고， 논평하고， 해석해나간다. 그

리하여 r포로 수기 』 는 참여자와 해석자라는 두 목소리， 데루니안의 표현을
빌린다연 “경험적 서사"( empirical narration)와 “수사적 서사“(rhetorical
narration) 가 교차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Derow1ian

1987, 12). 보는

것은 언제나 해석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이 두 목소리는 물론 엄격히 구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로올랜슨의 경우 성경의 직접적인 인용을 통해 청교

도 신앙이 인식의 근본틀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우선 표면적으로 경험/인
식의 이중성이 드러나 있고，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있거나 어깃장진 관찰들
이 노정하는 틈이 그에 못지않게 그 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로울랜슨의 포로 생활을 구속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청교도 신앙 체계는

한 마디로 미국판 r포로 수기 」 의 원제목의 앞머리를 이루고 있는 표현， “신
의 주권과 선함”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

이 모두 신의 절대적 주권 하에 운용되고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이 신의 섭리
라는 것이 그 요체이다. 요컨대， 포로가 된 것도， 아이가 죽은 것도， 성경책

을 인디언이 구해다 준 것도， 포로로 함께 끌려왔던 아들 조셉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신의 원대한 기획의 일부이다.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종

교적 신조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이자 형이상학이며 사회구성체의 근본 원

리였던 청교도 이념은 이렇게 r포로 수기』의 정치적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데， 그 세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환난의 고통을 구원의 정표로
여겼던 예정론적 사고， 자신의 처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유수에 빗대
어 생각하는 예표론적 사고，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신의 분노와 정벌이라
는 예레미아 탄가적 의식 등이 특히 두드러진다.

로울랜슨은 포로가 된 후 처음으로 안식일을 맞으면서 자신의 나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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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을 새삼 자책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그에 대한 신의 정당한 징
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께 바치는 신성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얼마나 많

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잘못 보냈는지， 또 신이 보시기에 얼마
나 악하게 생활해왔는지를 새삼 생각했다. 신께서 내 영혼을 그처럼
연밀히 살피셨을 터이니 내 생명의 줄을 자르고 나를 신 앞에서 영원
히 추방하신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쉬이 수긍할 수 있었다.

(16)

로울랜슨은 신이 내린 그 징벌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또
한 신의 특별한 은총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신은 여전히 나에게 자
비를 베푸시며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주님은 한 손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
시면서 다른 손으로는 나를 치유해주신다"(31).
포로 수기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뉴잉글랜드의
영국인들보다 앞서서 스페인 식민자들， 퀘이커 교도， 그리고 북쪽 캐나다의

프랑스계 가톨릭교도들도 상당수의 포로 수기를 남겼다. 이들 모두 포로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지만， 유독 뉴잉글랜드 청교도들만이 그것을
“해이해진

신앙에

대한

징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증표”로

여겼다

(Fitzpatrick 7). 다시 말해 청교도들은 포로 생활의 시련을 하나님이 특별
히 선택하여 신앙을 단련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그것을 오히려 구원
의 확신으로 삼았다. 로울랜슨도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을 구원이 예정된 자
에 대한 신의 섭리로 확신하면서 히브리서 12 장 6절을 인용하고 있다: “주
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이니라’ '(50). 환난의 고통이 곧 구원의 길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새로운 예
루살햄의 건설을 소명받은 이스라엘의 후예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아온 청
교도들의 선민의식과 그것에 입각한 예표론적 사고에도 그 맥이 닿아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청교도들은 영국에서의 박해나 뒤이은 신대륙에서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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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체 건 설의 어려움과 고난을 흔 히 이스라엘족의 이집트 노예생활이나
바 빌론 유 수 에 견주 어 생 각 했 다. 따라서 성경은 일상적 삶을 되비쳐보는 거
울 이었다. 로울랜슨 이 자신의 처지 를 흔히 용기나 시편의 비슷한 정황과 곧

잘 대비 시 킨 것도 이 때문이다 r포로 수기 』 서문의 집필자로 추정되는 인
크 리 스 매더 또한 로울 랜슨이 겪은 일 련의 일들이 “요셉， 다윗， 다니엘 "(9)
의 처지 를 방불 케 한다고 지 적 한다.

죄 를 짓는 것은 개별적일 수 있으나 그 징벌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의 로 운 자를 포함하여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생각 또한 청교도 예표
론적 사고 의 일부를 이룬다. 서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

도 다른 사랍들 과 더불어 공통적인 재앙의 술잔을 깊이 들이마셔야 한
다"(8) . 이 를 뒤집어 말하면 로울랜슨이 겪은 환난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청 교도 사회 전 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가

된다. 실제로 당시나 후세의 청교도 지도층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전체
성 인 남자 인구의 1110 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필립왕 전쟁을
뉴잉글랜드 사회에 대한 신의 정별로 언급하콘 했다(Vaughn

and Clark 9)

『포로 수 기 』 는 신이 인디언을 정벌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다:
“주님께 서 우리의 일그러지고 사특한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인디언들

을 치죄하던 손을 거두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살찌게 함으로써 온 나라

의 채찍으로 삼으셨다’ '(45). 청교도 지도층에게 신의 진노는 무엇보다도 청
교도 2-3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향한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1675-6 년간의 필립 왕 전쟁 후에도 뉴잉글랜
드 식민지는 1680년대 유럽에서 영국과 대륙의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과의 각축의 여파로 신대륙에서 프랑스 및 네덜란드 식민자들과 전쟁을 치
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1701 년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이 프랑스와

10년 전쟁에 돌입하면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연합한 캐나
다의 프랑스 식민자들과 싸워야 했다.

프랑스 식민자들과의 싸움은 북미대륙에서 식민지 지배권의 향방이 걸려

정치적으로 중요했지만 청교도들에게 그것은 종교적 이유에서도 소홀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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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있던 아베나키

(Abenaki) 인디언들은 프랑스 식민자들로부터 영국인 전쟁 포로를 인도받
아 그들의 보석금을 뉴잉글랜드에 요구하였고， 퀘벡과 몬트리올의 프랑스
상인들 또한 인디언들로부터 영국인 포로를 사서 뉴잉글랜드에 그 몸값을

요구하는 장사를 벌이고 있었대이영효 128-29). 양측의 적대감이 격화되면
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 이주자들도 포획대상이 되곤 했다. 뉴잉글
랜드 교회 지도자들은 프랑스 식민자들이 주변의 인디언 부족을 가톨릭화하

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 프랑스령으로 끌
려간 이주자들이 로마 가톨릭교로 전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톨릭은 본래부터 청교도들이 중시하는 은총 성약을 무시하고
행위 언약을 더 강조했고 청교도 교회가 교인의 자격으로 요구했던 회심의
체 험 도 대 수롭지 않게 여 겼 다(Fit쟁atrick

8).

이런 정황에서 여성들이 쓴 인디언 포로 수기는 청교도 지배층의 눈에
사회적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로 비쳤다. 여성의 공적 활동을

금기시한 엄격한 청교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로울랜슨의 수기가 출판되어

유포될 수 있었던 것도 기실 이 같은 사회적 효용성 때문이었다. “독자를
위한 서문”에서 인크리스 매더는 로울랜슨 자신은 겸손하여 자신의 이야기

를 출판계에 내놓길 원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읽어본 지인들이 그녀의 환난
과 구원에 작용한 신의 섭리에 갚이 감동하여， 수기의 출판이 “하나님께 마

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랍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여 성사된 것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누구도 이 숙녀분
을 자신의 고난과 구속의 이야기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평하하지 않기를 바
란다”고 쓰고 있다(9).

포로 수기의 사회적 효용성은 종교적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청교도 사회
에 본래의 종교적 소명을 상기시키고， 신은 그 소명 이행의 태만에 진노하
면서도 여전히 각별한 자비와 은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책무를 재확인할 수 있는 종교적 예화라는데 있다.

그런데 청교도 사회의 이 같은 자기 정체성은 인디언을 대자적 존재로 설

타자 의 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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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로 수기 』 의 서문은 인디언을 “신을

모르고， 오만하고， 야생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짐승 같고， (한 마
디로) 악마적 존재 "(10)로 규정짓 고 있다. 로울랜슨 또한 이런 사회적 통념

을 쫓아， 버냄의 표현대로， “청교도 개개인의 구원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사회적 소명 전 체 를 검증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간주한다

(Bumham 15). 요컨대 인디언은 폭압적이든 우호적이든 근본적으로 신의
섭리 를 증 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적

존재이다. “무자비한 적

들 "(15) 의 공격으로 수십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도 인디언
을 “나라 전체의 채찍’ '(45) 으로 삼고자 한 신의 섭리이고， 그녀의 딸 사라
를 죽게 하고 그나마 죽은 딸 옆에 누워 온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준 것도

신의 뜻이며， 전리품으로 얻은 성경을 인디언이 그녀에게 선물로 준 것도，
강을 멧목으로 건너며 물에 짖지 않도록 잎을 깔아준 인디언의 호의 또한
모두 신의 은총의 표현인 것이다.
물론 인디언이 신을 모르는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이교도의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올랜슨의 수기에서 우리는 이런 종교적 타자
의 모습뿐만 아니라 콜럼버스 이래 신대륙 원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정형
화된 인디언의 다양한 편런을 거의 모두 엿볼 수 있다. 한 연구서가 개괄하

고 있는 바에 따르면， 초창기 스페인 식민자들에게 인디언은 짐승과 같은
미개한 야만인으로， 북미의 프랑스령에서는 교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버
지니아 제임스타운 건설자들에게는 순진하고 이국적인 이방인으로 비쳤다

(De rounian-Stodo1a and Levernier 51-61). 포로생활의 초창기에 로올랜슨
이 묘사하는 인디언 모습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악마적 이미지와 더불어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물적 이미지이다. 인디언은 “선량한 양들을 도륙하는
이리떼’'(14) 이고， “탐욕한 곰들"(ravenous

bears , 14) 이며， “숲 속의 야생

짐승들"(wild beasts of the forest , 20) 이다. 이는 문명화된 백인과 달리 인
디언은 아직 미개 상태에 있는 야수적 존재라는 생각의 투영이다.
이런 반문명적 타자로서의 인디언 이미지는 수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탈
색되고 그 대신 친절하고 인정어린 인간적 존재 혹은 그 나름의 독특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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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문화를 지닌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가령 두 번째
이동에서 한 인디언은 부상이 갚어지면서 고열로 신음하고 있는 막내딸 사

라를 측은히 여겨 그녀를 말에 태워주고， 여넓 번째 이동에서 한 인디언 여
자는 허기진 그녀에게 곰 고기 조각을 주고 그것을 자신의 화덕에서 끓이

도록 허용해주고， 열네 번 째 이동에서 또 다른 인디언은 비가 많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자 로울랜슨을 다른 인디언들에 앞서서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잘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한다. 인디언은 이렇게 사악한 이교도 집단에서
로울랜슨의 곤경을 동정하고 어려운 처지를 보살펴주는 온정적인 모습으로

종종 개별화된다. 로올랜슨의 개별화된 시선은 필립 왕과의 대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필립 왕은 자신을 포로로 전락시킨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청교도 사회가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던 인디언 부족 연맹의 수장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묘사속의 그는 지극히 사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
이다. 그는 훗날 ‘악마’의 괴수로 참수되었던 적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아들
의 셔츠를 짜달라고 부탁하고 그녀에게 담배를 권하는 친절하고 점잖은 아

버 지 일 따름이 대Tompkins

70; Breitwieser 169).

청 교도 이 념 틀에 서 벗 어

나 있는 듯한 이런 체험들을 로울랜슨은 앞에서 시사한대로 신의 은총에
대한 확신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괴리를 봉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

이 반복되면서 그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인디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그녀로 하여금 청교도 멘털리티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롭게 보는 독자적인 눈을 향유하게 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
게 만든다
인디언의 일상생활에 대한 로울랜슨의 관찰 또한 그 사회를 원시적이고

미개한 것으로 정형화해온 청교도 인디언관을 깨뜨리는 순간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로올랜슨은 필립 왕의 아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고 그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 얻어먹은 밀가루로 만든 팬케이크는 이제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맛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포로생활동안 그녀가 주인으로 섬겼

던 콰노핀의 여러 부인중의 하나이면서 그녀 자신 족장의 지위에 있었던
웨티모어 (Wettimore )는 화장과 몸단장을 하는데 “식민지의 어떤 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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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많은 시간을’'(37) 쓴다. 완두콩과 곰고기를 한 접시에 놓고 먹지
않는다든지 물주전자에 접시를 넣어 물을 떠내는 것을 금하는 인디언의 생

활의식이나， 전투에 앞서서 전승을 기원하는 주술 의식(“Powaw，" 39) , 그
리고 그녀가 풀려나기 전날 저녁 인디언들이 서드베리 전투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하는 공교한 춤 의식은 11) 모두 인디언 공동체가 청교도들이

매도해마지 않았던 ‘무법의 동물상태’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 전통과 가치
체계를 갖춘 ‘사회’였음을 암시해준다.
청교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형된 의식을 배반하는 이런 인식은 그녀가

정절을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공언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당시의 백
인 문명은 성적 분방함을 인디언 타자성의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었
기 때문에 청교도 사회로 돌아온 뒤 로울랜슨은 그녀의 정절을 의심하는
눈초리로부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녀가

r포로 수기 』를 집펼한 궁극적 동기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청교도 인식틀에
서 비껴선 인디언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면， 예상 밖의 그 일탈을 신의 놀

라운 권능으로 돌린다.

오 놀라운 신의 권능이여! 나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 나는 신과 인

간을 아니 악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울부짖는 사자나 미개한 곰과
같은 자들 사이에서 혼자서 혹은 여렷이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고， 저
녁에는 온갖 사랍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그들 중의 누구도 말이나 행

동으로 나를 욕보이고 순결을 짓밟으려 한 경우는 없다 내 자신을 변
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신 앞에서
그리고 신의 영광을 위해 이를 공언한다 .(46)

청교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순결은 가정 유지의 밑바탕일 뿐
11) 이 의식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일례로 스트롱(Pa비 ine Tumer Strong)은 몸값을 받고
로율랜슨을 풀어주기 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석방 의식으로 해석하고， 그녀가
주인으로 섬겼던 콰노핀과 훼티모어가 그들의 부를 과시하연서 동시에 그들의 관대합과
호의 그리고 명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Sπo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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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체제 수호의 핵심 논리인 문명 /야만의 이분법을 절대적인 사회적
코드로 만드는 보루였다. 주지하듯 인종적 타자가 백인 여성의 몸을 위협하

는 존재라는 생각은 문명의 접촉사를 관류하는 가장 끈질긴 신화였다. 그것
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백인의 사회적 상상태의 일부를 이루며， 억압， 린

치. 인종 분리， 종족 살해와 같은 온갖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해왔다. 포로 수기의 사회적 기능이 근본적으로 청교도 이념과 그 사회
적 결속의 도모에 있다연， 그것의 이해와 수용에서 정치와 젠더의 이 같은
연루는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 12)

r포로 수기 』 의 인디언 묘사에서 또 다른 주목거리는 인디언의 피부색이
거론되지 않는 점이다. 본(A1den T. Vaughn) 에 따르면 인디언의 피부색은
대략 18 세 기 중엽까지는 백인과 마찬가지로 ‘밝은 색’(l ight-skinned)으로

간주되어서 변별성을 갖지 않았다 인디언을 ‘ red peop1e' 로 쓰는 관행이
정착된 것 은 19 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이는 아프리카 흑인의 경우 교섭의
초 창 기 부터 백인들에게 검은 피부색이 변별인으로 주목된 것과 대조를 이
룬 다. 물론 17 세기

청교도 시대에도 인디언은 종종 “이ive，" “ tawny ,"

“ brown ," “ russet ," “ yellow" 등과 같은 단어로 형용되었으나， 그런 말들을

종 전체의 지칭으로 쓴 경우는 드물다{Vaughn

4-8). 로울랜슨 r포로 수기 』

는 17세기 말까지 피부색이 인종의 변별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이와 관련하여 개종한 인디언

(“praying Indians") 에 대한 로울랜슨의

적 대감도 주목된다. 그녀는 대체로 개종한 인디언이 오히려 더 교활하고 잔

인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청교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개종을 성
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디 언을 결국 백 인과
는 공동체 를 이룰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집단의 인종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12) 이와 관 련하여 다음 과 같은 패어 리 (Rebecca Blevins Faery) 의 진술 은 주목할 만하다
“꺼lroughout their 10ng history
. Indian captivity narratives-histoncal , autobiographical , fictional or fictionalized , sensationa1ized, pop비 ar- have used the threat of racial ψ이 lution，" with white women ’ s bodies as the contested sexual gro Wl d, to further
the racial contract, to generate and enact the dramas of gender and race po1itics that
Wlderwrote the colonization of North Am erica that continue to shape U. S. ω뻐re"
(Faery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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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 있는 징후로 읽혀진다. 실제로 인디언을 흑인과는 달리 백인과 더불어
공동체 를 구성할 수 있는 인종이라는 생각은 식민자들이 증가하고 식민지

의 규모가 팽창하면서 점점 사라져갔다. 메릴랜드는 1664 년， 버지니아는

1691 년 ，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705 년에 각각 반통혼법( antimiscegenation
law) 이 제정되어 백인과 인디언， 흑인， 혼혈 률래토와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신문수 2007 , 73-4).
r 포로 수기 』 작가로서 로올랜슨이 처했던 딜레마는 인디언에 관한 백인

의 사회적 상상태를 고취시키거나 적어도 그것에 부합되는 서사의 압력 속

에서 ‘나쁜’ 인디언을 그리면서 동시에 자신은 그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있
었다는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로올랜슨은 성약 신앙의 논리를 끌어들여 구원이 예정된 자신에 대한 신의

특별한 은총을 강조합으로써 이 난제를 비껴간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본다
연 인디언에 대한 그녀의 호의적이고 개별화된 시선은 위 인용문의 행간에
서 읽을 수 있듯이 자기변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시선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 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이고 따
라서 그것이 합의하는 청교도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은 한층 준엄한
갓으로， 따라서 주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올 이

해할 수 있는 자료의 빈은 속에서 텍스트 전반을 주도하는 예표론적 수사와
대비하여 그것의 비중과 진정성을 헤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로울랜슨이 여성이기 때문에， 앞에
서 논한 벤의 경우가 그러하듯， 청교도 지배 이데 올로기 의 자장 밖으로 보다

용이하게 나가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인디언에 대한 그녀의 개별화가 본격화되는 여넓 번째 이동 이후부터 그

녀가 인디언 특유의 교환경제 체제에 편승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펼치
고 있음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녀는 필립 왕의 아들을 위해 셔츠를
뜨개질하여 주고 그로부터 l 실링을 받고 모자를 만들어 주고 저녁 식사 대
접을 받기도 한다. 그녀는 이밖에도 여러 차례 셔츠， 스타킹， 옷가지 등을
인디언에게

만들어 주고 먹을 것 이나 필요한 물건을 얻곤 했다. 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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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aurel Thatcher Ulrich) 의 주장대로 그녀가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 사회의 가정주부로서의 능력을 활용했기 때문임을 부
인할 수 없다(Ulrich

227). 그 능력은 실제적 생활 능력은 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적 타자로서의 역할 체험에서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 포로로
서의 적응력도 포함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체재 부정적인 제스처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의 주인 "(my master) , “나의 안주
인 "(my mistress) 과 같은 표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뜨개질한

옷을 주고 대신 얻은 칼을 주인인 콰노핀에게 주자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나도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기쨌
다’'(26)고 말하는 것을 보면 ， 가부장제 하의 여성으로서의 종속적 역할이
인디언 사회에서 포로로서의 생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
다. 요컨대 인디언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 시선을 가능하게 한 심도 있는 통

문화적 체험은 그녀의 성적 정체성과 멜 수 없는 것이다.
자주 지적되어 왔듯이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는 다른 어떤 유럽계 정착

민 사회보다도 경직된 체제였다 이 경 직성은 삶의 다양성이 부재하기 때문

에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정착지의 일상적 삶은
오히려

늘 새로움과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브라잇봐이저 (Mitchell

Robert

Breitwieser) 가 지적하고 있듯이 청교도 사회를 획일화된 단색의 체

제로 만든 궁극적인 책임은 일상적으로 체험되는 다양성과 차이를 범례적

원형으로 수렴하는 청교주의 해석학 체계에 있다: “경험은 삶의 세목을 원
형적 사례로 구성해내는 방식으로 이념에 종속된다 ... 그럼으로써 신세계
에서의 새로운 삶은 분명한 의미를 부여받고 결과적으로 지배적 담론의 권
위가 강화된다 ... 범례화는 집합적 경험을 집단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의

미하는데， 그것은 곧 현실의 변칙적인 것들을 균제화하고， 역사적 현실의
착종과 불협화음을 걷어내서 그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의 확실성으
로 명료하게 치환시킴으로써 그것이 강제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이다"(Breitwieser

50-1). 청교도 이념에 의한 이 같은 교화의 좋은

예가 바로 인크리스 매더가 쓴 r포로 수기 』 서문이다. 1682 년에 출판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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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r포로 수기 』 에는 이 서문뿐만 아니라 로울랜슨의 남편 조셉 로울랜슨
목사가 사망하기 직전에 행한 설교문이 부록으로 덧붙여 있 다.13) 청교도

지도층 인사였던 두 남성의 글이 여성인 로울랜슨의 수기를 앞뒤로 감싸서
독자들 에게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계도하고 있는 셈이다.

삶의 경험을 범례화하는 청교도 이데올로기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r포로 수기』 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데 올로기 망에 걸리지 않
은 경험의 세부가 텍스트에 남아 있다. 인디언은 악의 표상으로 범례화되어

있으면서 또한 살과 뼈 를 지닌 구체적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로울랜슨이 정형화 된 인종 이미지의 벽을 이나마 념을 수 있었던 것은 인
종적 타자로서의 인디언에 대해 사회적 타자로서 여성이 느끼는 무의식 적
유대감 덕분으로 생각된다. 기실 포로 수기 장르의 지속적인 호소력도 그것

이 문화적 무의식을 이루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언표화되지 않은 온갖 유형
의 억압을 표상하는 내러티브로 읽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14) 그 근본 동력

은 바로 타자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의 상동성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인종주의는 결국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주변화한 내적 식민화의 경험이 서

구 식민 체제의 확대와 더불어 식민지 원주민과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대외적으로 발현된 결과

의 소산이다. 앞에서 살핀 대로 r오루노코』 또한 식민지의 인종 관계가 체
재 내적 타자의 자기 인식과 주체적 각성의 에너지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점을 역방향에서 확인시켜 준다. 요컨대 r포로 수기 』

와 r오루노코』 는 인종과 젠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사적 계기에 따
라 사회의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도 때로는 약화시키기도 하는 불가분리적

13)

이 설교문의 내용과 r포 로 수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는

14)

카스티글리아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Faery 45-6

창조，

“ 1 want to suggest that the captivity
stories may have sustained their interest for white women readers through the connections they offer between the plight of the literal captive and less tangible fonns of
victimization 뻐d restriction ex야끼 enced by their white, female readers. Captivity thus
gives symbolic fonn to the culturally 띠mam않.ble: confmement within home , enforced
econornic dφendence， rape , compulsory heterosexuality, rpescribed plots" (Castigli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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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성을 지니는 서구 근대 세계 체제의 핵심적인 변인임을 거듭 환기시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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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traying the Other: Representing Race in Oroonoko
and A True History 01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01
Mrs. Mary Rowlandson

(Seo비

Moonsu Shi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racial Ot her is represented in Oroonoko
and A True History 01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01 Mrs . Mary Rowlandson ,
both published at the dawn of Enlightenment when the modem concept of race
emerged and was developed into the ideologies ofracism in the West under the
pressure ofthe ever expanding colonialist world sy앙em.
Oroonoko , written in 1688 by Aphra Behn , the first professional English
woman author, has long been noted as a seminal work in the tradition of
antislavery writings from the time of its publication. The female narrator
romanticizes its protagonist , Prince Oroonoko, as a romantic hero ofleaming and
dignity in the first half of the novella, whereas she changes her attitude to the
African pri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work , where he becomes a leader of slave
revolt after being kidnapped and enslaved in Surinam. Oroonoko is now
portrayed as a mean and diabolic savage who threatens to subvert the reigning
social and p이 itical order of the colonial regime of Surinam. The narrator ’ s
ambi valence toward the African prince and his tribes s맹gests that rather than
denounces slavery itself, the novella criticizes the inefficient and inhumane
management of its system, while reflecting a historical situation in which race as
a conceptual category for c1 assifying human race changed into a crucial social
code to regulate the African slaves and natives under the expanding regime of
colonial exploitation
A simil 때 y changing view of the racial Other is also found in M없Y
Rowlandson ’ s c1 assic captivity narrative published in 1682. Rowlandson
recounts and interprets her captivity experience in terms of orthodox Puritan
theology , accepting her affiictions as providential evidence of her redem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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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ly registering moments of breaching the goveming ideologies she
invokes. She initially regards the natives as precivi \i zed, merciless , and
diabo \i cal heathens , but shows , as her staying with them prolongs, occasions of
imp \i citly challenging such preconceived characterizations of them by
acknowledging their customs and social arrangements to be complex and
intricate. This textual dissonance suggests that her captivity experience
destabilizes her identity and consciousness and gets her new eyes with which she
comes to view both cultures as well as her own self differently. This paper also
wants to remind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the categories of gender
and race from each other, although they never really function on a completely
equal footing , in figuring out the social formation in 뻐y historic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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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로 올 랜슨(Mary Rowlandson), 포로 수기 (captivity narrative) , 식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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