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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niMorrison,thefirstAfrican-AmericanNobelPrizewinner,andone

ofthemostinfluentialwritersinAmericanliterature,hasdealtwiththe

issuesofraceandsexinAmericansocietysinceherfirstnovelTheBluest

Eyewaspublished.Inherworks,Morrisonmostlydealswiththeidentity

andhistoricalconsciousnessofAfrican-Americans,andalsodescribesblack

women's double-damaged reality as a black and woman in the Black

community.

Thepurposeofthisthesisistoanalyzethefemaleproblemsappearing

inMorrison'sworksfrom themythicalpointofview.Thisapproachhas

notbeenadoptedsofar.Accordingtothemythologists'theory,therewasa

timewhentheGoddessbeliefwastheprincipalpartinallovertheworld,

andthegenderofGodwasconsideredasfemaleorgamogenesis.Also,the

woman'spositionwashigherthan man oratleastequal.However,the

invasionofthenorthernrace,orthegroupofwarlikeIndo-European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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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edinthedisappearanceoftheGoddessbeliefandtheworshipersof

Goddesses.ButeverymythandreligionretainsthetracesofthisGoddess

belief.

In this paper,Ianalyse Morrison's works,focusing particularly on

Paradisefrom thismythicalpointofview.Paradiseismainlythestoryof

womenwoundedbyapatriarchalsociety.ThemenofRuby,thevillage

allowing Black peopleonly,rejectthewomen andeven useofviolence

towardthem fortheirdistortedideology.Theirrejectionofandviolence

againstthewomensymbolizethehistoricalandmythicaleventexplained

above. The attack on and critique of the matriarchal society are

reconstructedbythemenofRuby.

Nevertheless,thewomeninParadisegotovertheirtraumasandgained

rebirth,asdivinities.Theyaccepttheirwounds,transform themselves,and

tolerate the people who hurtthem.Notjustkeeping silentunderthe

rejectionandviolenceofthepatriarchicalsociety.Wecanfindthefigureof

liberaland tolerantGoddess who existed and were worshipped in the

ancienttime through the women in Paradise.Moreover,through these

women,wecanfindhow tosettleone'sidentity andindividuality asa

womanincontemporary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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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아 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 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토니 모리슨(ToniMorrison)은 1970년에 출 된 『가장

푸른 』(TheBluestEye)이후 꾸 한 작품 활동 속에서 미국 백인

주류 사회 내 흑인들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한 주제를 다루어오고 있

다.모리슨은 흑인 고유의 문화 설을 비롯,은유와 환유,색채의

담한 사용,역사 사실주의와 시,블루스,기괴함과 아름다움,폭로와 서

정성이라는 다양한 서술양식을 작품 속에 투 하여 백인 사회 내에서 자

행되는 인종과 성 문제를 재 하고 공론화한다(신재민 163).

1920년 에 시작된 흑인문화 부흥운동인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이후 1960년 까지 흑인문학의 계보는 주로 남성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이 시기에 많은 흑인여성작가가 활동하 지만,여성

의 목소리가 인종차별에 한 남성작가들의 목소리만큼이나 부각되지는

못했다.그러나 1960년 에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향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인정받기 시작하며,1970년 에 들어서 이제

까지 미국문학사에서 주변으로 소외되었던 미국 흑인여성문학이 성기

를 맞게 된다.이러한 가운데 토니 모리슨은 자본주의가 만연한 백인사

회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흑인 소녀 피콜라(Pecola)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가장 푸른 』을 시작으로,흑인공동체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그린

『술라』(Sula,1973),어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밖에 없었던

흑인노 도망자 마가렛 가 (MargaretGarner)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빌러비드』(Beloved,1987),과거 노 생활을 했던 선조들의 기억을

통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그린 『솔로몬의 노래』

(SongofSolomon,1977),흑인 고유의 재즈 음악을 소설로 형상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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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Jazz,1991),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인종과

성으로 구분되는 집단의 립을 그린 『 라다이스』(Paradise,1999)와

가장 최근작인 『사랑』(Love,200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서 흑

인의 역사와 치를 재조명해왔다.

모리슨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흑인의 인종문제와 그들의 정체성 회복 역사의식에

한 연구이며 이것은 모리슨을 다른 흑인여성작가들과 구분시켜주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자신이 써온 작품의 주제에 해 그녀는 크리스티나

데이비스(ChristinaDavis)와의 담에서 “정복자가 자기 방식 로 역사

를 기술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은 확실하다.그리고 이 나라 흑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하다.역사의 많은 부분이 왜곡 는 삭제되면서 흑인들의 존과

맥박이 조직 으로 소멸되었으니 복원하는 작업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언 하며 잘못된 흑인들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23).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흑인 문제와 여성문제를

결합한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모리슨은 로즈마리 스터(Rosemarie

K.Lester)와의 담에서 “그들(흑인여성들)은 늘 어머니이자 일꾼,어머

니이자 노동자의 두 가지 역할을 해왔다.미국에서 흑인여성들의 역사는

지극히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었다.”(49)라고 언

함으로써 흑인여성들이 감내해야했던 고통에 해 묘사했다.

한 모리슨의 기 소설 『가장 푸른 』에서는 흑인 여성들의 삶

의 치를 이러한 말로 표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치에 있다.백인 여성

들은 말한다.“이거해.”백인 아이들은 말했다.“ 거 좀 줘.”백인 남

성들이 말했다.“이리 와.”그리고 흑인 남성들이 말했다.“드러 워.”

라고.지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흑인 아이들과 흑인 여성 자신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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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Everybodyintheworldwasinapositiontogivethem orders.

Whitewomensaid,“Dothis.”Whitechildrensaid,“Givemethat.”

Whitemensaid,“Comehere.”Blackmensaid,“Laydown.”The

onlypeopletheyneednottakeordersfrom wereblackchildren

andeachother.(138)

“나는 흑인여성들을 해 을 쓴다”(Russell46)라고 언 한 데서 알

수 있듯이,노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백인들의 뿌리 깊은 지배의식과 인

종차별의 희생이라는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흑인 사회 내에서조차도,여

성이라는 이유로 백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흑인 남성에게서도 지시의

상이자 성 욕구 충족의 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흑인 여성의 이

고를 모리슨은 지 한다.백인 심의 지배가치가 주도하는 인종차별,그

리고 흑인남성의 권 가 지배하는 흑인공동체 내에서의 배척으로 인해

흑인여성은 여러 층 에서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해온

것이다.즉,흑인남성들만이 자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그러한

흑인남성들은 흑인여성들에게 특권을 가진 심으로 군림해왔다.흑인남

성들은 종족을 표하는 얼굴이며 이야기의 주체인 반면 흑인여성들은

언제나 종속 인 치를 차지하면서 흑인 내의 고착된 성차별의 피해자

다(McDowell79).

물론 이러한 상이 새로운 것이라든가 특정 공동체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모리슨이 여성에 해 “때때로 우리 각자는 모두 어떤 의미

에서는 희생자이며,그에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에 있

다.”(Bakerman40)라고 언 한 것과 같이 미국 내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세계 부분의 많은 사회에서 여성의 지 는 최하층에 머물고 있음은 공

공연한 사실이자 상식이다.여성은 본디부터 남성보다 연약하고 독립

이지 못하며 높은 지 에 오르거나 사회에서 공 인 일을 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보좌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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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사상은 동서고 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사회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라다이스』(Paradise)를

비롯하여 모리슨의 다른 여러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인물들은

정형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타 하고 사회가치에 반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이들은 기독교와 남성 심의 미국사회에 의해 미신,비문

명화,이단의 상징으로 낙인 힌 주술,마법,의식을 행하며 성의 억압과

남성의 법에 한 종속을 거부한다.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거부행동’은

발굴되고 있는 유물과 고 의 신화, 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오랜 옛날

존재했던 모계사회의 흔 과 무 하지 않다.그들이 섬겼던 ‘신’이 양성,

는 여성으로 여겨지던 시 이 있었고 여성이 리던 지 와 그에 한

인식이 지 과는 이하게 달랐던 시 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

은 학자들에 의해 역사 기록을 근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

러나 기원 3,000～2,000년 사이에 남성 신을 숭배하는 북방민족1)의 침

입으로 주를 이루던 여신신앙이 소멸되고 박해받기 시작하는데,당시의

집요한 여신 신앙에 한 공격이 에까지 승되어 사회 념 속에 남

아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청동기 시 가 끝날 무렵,좀 더 뚜렷한 모습이 드러난 때로 치자면

철기 시 가 동틀 무렵,갑자기 침입한 부권 인 사 부족들이 여신

어머니의 낡은 우주론과 신화를 근본 으로 바꾸어놓고,재해석하고,

많은 부분을 잘라내게 되었다.이 부족들의 통은 주로 구약과

신약,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해져온다.(캠벨 16)

과거 힘을 가진 백인들이 자신들의 편익을 해 오랜 기간에 걸쳐 흑

인들을 열등하고 무지하거나 선정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그것을 정

1)근동과 동 지역에 나타나기 북쪽 러시아와 코카서스,북유럽 지역의 유목민 는 뱃사람

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도유럽인,인도이란인,인도아리아인을 일컫는다.호 인 사

집단으로 부권을 옹호하며 표 인 부족은 히타이트인이나 아리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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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과 같이,여성에게 부과된 약하고 순종

인 이미지와 성녀-창녀의 이분법은 사회,종교 으로 주도권을 잡은 남

성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 라다이스』는 여신 종교에 한 남성신 종교의 침입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작된 여성에 한 남성의 박해의 과정을 상징 으로 답습

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이러한 상징성이 어떻게 작품 속

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밝 내는데 있어서,2장에서는『 라다이스』에

등장하는 사회공동체와 여성인물들을 신화학 분석을 통해 재해석하고,

사회 내의 여성에 한 배척과 멸시의 분 기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왔

는지에 한 근본 인 원인에 해 탐구할 것이며,3장에서는 이러한 편

견과 의식을 극복하고 흑인 여성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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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다이스』 에 나타난 여성

2.1흑인 공동체 내 여성 배척이 갖는 신화 상징성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질문에 해,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가정에서부터 사회 계와 태도를 찰하게 되고 자라가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허용되는,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교육받게

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 메사추세츠 랜다이스 학의 사이

러스 고든(CyrusGordon)교수는 이 게 썼다.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제재만이 아니라 태도도 흡수한다.그런 태도

는 제재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

다.이것이 교육 과정에서 태도가 제재만큼이나 요한 이유다.

Weabsorb attitudesaswellassubjectmatterin thelearning

process.Moreover,theattitudestendtodeterminewhatwesee,

and whatwefailtosee,in thesubjectmatter.Thisiswhy

attitudeisjustasimportantassubjectmatterintheeducational

process.(Stone24재인용)

요약하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된 차별,배척,편견 의식이 가정에

서 학습하게 되는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고,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과

거로부터 물려져 내려온 사회 유산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식

의 형성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사상의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와 불교사상이2),

2)본 논문에서는 서양문화권의 가부장제 확립과 신화,종교에 해 으로 다룰 것이기 때

문에 동양 문화권에 해서는 언 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한 가지 추측을 내어놓자면,고

근동 지방에서 남성신을 숭배하는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여신 종교의 말살과 차 인 가

부장제 확립이 가능하 던 것 같이 동양권의 가부장제 역시 비슷한 차를 거쳤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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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동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상이,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기독교 사상

이 사회의식을 장한다.이 주된 종교들의 경 과 가르침을 보면 각각

의 교리는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법이 있는데,그것은 바로 여성의

지 를 남성의 아래쪽에 두는 것이다.기독교로 변되는 서구의 믿음

체계는 모든 것을 남성과 여성,흑과 백,육체와 혼,순수와 불순수같

은 이분법 인 체계로 나 며,이러한 가치 체계는 타자로 지목된 상

를 악마시하고 희생양으로 만든다.(김 희 144)

기독교의 경 인 성경에서는 구약의 창세신화에서부터 여성은 남성이

창조된 이후,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해 그의 가장 쓸모없는 부분

인 갈비 로 만들어졌으며,뱀의 꼬임에 넘어가 인류를 타락의 길로 걷

게 만들었다고 단죄한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십시오.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다만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먼 창조된 다음에 이 가 창조되었으며,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디모데 서 2:11~14)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남자가 여자

를 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해 창조되었습니다.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십시오.율법에도 여자

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 습니다.(고린도 서 11:8,14:34~35)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체 내용에 걸쳐 여성은 남성의

상된다.동양권의 설과 신화에도 서양 신화와 마찬가지로 창조자와 최고신으로서의 여신이

등장한다.과정은 조 다르지만 이 여신들 역시 남성 심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자연히 소멸

하 고 여성의 지 나 상속문제 역시 마찬가지 다.그러므로 동양권의 남성 심주의와 가부

장제 확립이 북방민족이나 인도 근동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 사상과 문화를 수받았

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겠다.국내의 연오랑세오녀 설화나 허황후 설화만 살

펴보아도 당시의 동양권 고 국가들이 인도 지역 주변국가와 교류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데 이와 련해서 이근희 『우리 안의 그들 역사의 이방인들 :섞임과 넘나듦 그

공존의 민족사』( 머북스,2008)라는 도서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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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에 지나지 않으며 공 인 일이나 사회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된다

고 강경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는데,이슬람 경 인 코란에서도 마찬가지

의 논조로 여성의 비하를 당연시하고 있다.

알라신께서는 남자를 여자보다 우수하게 만드셨고 남자들이 여자

들에게 그들의 부를 사용하므로 남자들은 여인들의 보호자니라.그러

므로 덕망 있는 여인은 알라신의 보호와 함께 순종하며 남편의 비

을 지키노라.(수라 4:35)

이러한 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치가 종속

이며 최하 에 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진리’일 수 밖에 없

다.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은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열등함을 주

장하고 있는 각종 경 에서조차, 에는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남

성’신의 종교가 확립되기 이 에 세계에 걸쳐 존재했던 모계사회와,

성행했던 여신종교의 증거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증거들을 탐구하기 에 각 나라 신화마다 최고신이 정착하기 이

에는 거의 언제나 세상을 창조하고 신들을 낳은 어머니 여신이 존재했

다는 을 먼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로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신인

제우스(Zeus)가 올림푸스 산에서 주권을 잡기 섬겨지던 신은 가이아

(Gaia)로서 그녀는 세상을 낳은 만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다.이집트

에서는 여신 트(Nut)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해지며 그녀의 딸로

나타나는 이시스(Isis)가 최고 여신으로 숭배 받았다. 한 근동 역

에 이르러 최고신으로 섬김 받던 신은 이난나(Inanna),아스타르테

(Astarte) 는 이슈타르(Ishtar)등으로 알려진 사랑과 쟁,다산을 모

두 아울러 수호하는 여신이었다.

멀린 스톤(MerlinStone)은 서 『하느님이 여자 던 시 』(When

GodWasaWoman)의 도입부에서 비문이나 구 으로 내려오는 여러

문구들을 배치하여 주로 근동에서 성행했던 여신 숭배의 증거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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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태 에 이시스가 있었다.이시스는 오래된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

며,모든 되어 가는 것들이 비롯된 여신이다.이시스는 한 여인이

며,이집트 두 땅의 여주인이며,피난처의 여주인이며,하늘의 여주인

이며,생명의 집의 여주인이며,신의 말 의 여주인이다.이시스는 독

특하다.이시스는 그 하고 놀라운 일들에서 지혜로운 마법사며

다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집트 테베,

BC14)

InthebeginningtherewasIsis:OldestoftheOld,Shewasthe

Goddess from whom allBecoming Arose.She was theGreat

Lady,MistressofthetwoLandsofEgypt,MistressofShelter,

MistressofHeaven,MistressoftheHouseofLife,Mistressof

theword ofGod.ShewastheUnique.In allHergreatand

wonderfulworksShewasawisermagicianandmoreexcellent

thananyotherGod.(10)

결정을 내리시는 분에게,만물의 여신이여,탄원을 받아들이시는 하늘

과 땅의 여인에게,청원을 받아들이고,기도를 환 하는 분에게,의로

움을 사랑하는 동정심 많은 여신에게.여신 이슈타르,혼란스러운 모

든 것을 르시는 이여.하늘의 여왕,우주의 여신에게,무시무시한

혼돈을 걸으며 사랑의 법으로 생명을 가져오신 이에게.그 는 우리

에게 혼돈으로부터 조화를 가져오셨으며,우리 손을 잡고 혼돈으로부

터 이끄셨습니다.(바빌로니아,BC18～7)

UntoHerwhorendersdecision,Goddessofallthings,Untothe

LadyofHeavenandEarthwhoreceivessupplication;UntoHer

whohearspetition,whoentertainsprayer;Untothecompassionate

Goddess who loves righteousness; Ishtar the Queen, who

suppressesallthatisconfused.TotheQueen ofHeaven,the

GoddessoftheUniverse,theOnewhowalkedinterribleChaos

andbroughtlifebytheLaw ofLove;AndoutofChaos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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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armony,andfrom ChaosThouhasledusbythehand.(10)

이러한 문구들에서는 신의 성이 뒤바 어있음은 물론이고,세상을 창

조하거나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신이 남성이 아니

라 여성으로 인식되었던 이 있었음을 말해 다.

뿐만 아니라 기원 49년에 시칠리아의 디오도로스(DiodorosSikelos)

는 아 리카 북부와 근동 몇 나라의 여행기를 쓰면서 자신이 찰한 사

람들에 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에는 여자들의 지배 인 지 를 알려

주는 내용이 많았다.에티오피아의 여자들은 무기를 들었고 집단혼을 하

며 공동으로 자식을 길 으며,리비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네이트(Neith)

여신을 높이 섬겼는데,디오도로스는 이 게 묘사하고 있다.

모든 권 는 여자에게 부여되었으며,여자들이 모든 공 인 의무를

이행했다.남자들은 지 우리 사회의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집안일

을 돌보았으며 부인들이 시키는 로 했다.남자들은 병역을 맡거나

정부의 일을 맡거나 공직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그런 일을

허용하면 여자들에게 맞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자식은

낳자마자 남자에게 넘겨졌으며 남자는 나이에 맞게 우유나 다른 음식

을 먹이며 아이를 길 다.

Allauthority wasvestedinthewoman,whodischargedevery

kindofpublicduty.Themenlookedafterdomesticaffairsjustas

thewomendoamongourselvesanddidasthey weretoldby

theirwives.Theywerenotallowedtoundertakewarserviceor

toexerciseany functionsofgovernment,ortofillany public

office,such as might have given them more spirit to set

themselvesupagainstthewomen.Thechildrenwerehandedover

immediatelyafterbirthtothemen,whorearedthem onmilkand

otherfoodssuitabletotheirage.(Stone35재인용)

이집트에서는 왕조시 가 시작된 이후 기원 3천년 경 남성 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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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기 이 까지는 여신의 개념이 늘 핵심을 이루었다.디오도로스는

당시 이집트의 법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면서 왕비가 왕보다 더 큰 권력

과 명 를 가졌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부인이 남편보다 권 를 렸으

며 심지어 남편이 결혼을 할 때 부인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하겠다고 맹

세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디오도로스보다 수백 년 먼 태어난 그리스

의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 해 여자는 시장에 가고,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하는 반면 남편은 집에서 직물을 짠다고 기록했다.

수메르에서는 부인이 아이를 낳은 뒤에,남자가 부인을 거부하고 다

른 부인을 맞으면 그 남자는 가진 것을 모두 몰수당하고 집에서 내쫓기

며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같은 처벌을 한다는 법이 있었으

며, 한 남자가 쟁에 나가있는 동안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경우,이 여자는 여 히 법 으로 첫 번째 남자의 부인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빌로니아 기 문명에서는 여성이 높은 지 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든지 어머니에 한 거부의 벌은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이었다.여

자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법 인 행동을 하고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었

으며 심지어 남편이 상속받은 것 가운데에서도 일정한 몫을 차지했고 함

무라비 시 에 여자들은 자유롭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지 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에서는 고 그리스 로마 시 까지

여신 종교가 성행했고 모계상속의 원칙이 지켜져 왔으며,도리아 인에게

멸망당한 것으로 알려진 크 타 섬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여신상과 유

물 벽화를 통해 여신숭배가 당시 반 인 세계 사회의 자연스러운 분

기 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열거한 많은 여신 신앙과 모계사회의 흔 은 그 시 의 유물

과 기록,그리고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는 신화들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고 있다.그러나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남성 심주의 구

조를 보면,어째서 이러한 모계사회와 여신종교가 갑자기 흔 도 없이



- 12 -

사라졌는지에 한 의문이 자연스 제기되는데,많은 학자들은 공통

으로 그것이 기원 3,000～2,000년경 사이에 시작된 인도유럽어를 사용

하는 북방 민족들의 침략과 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러지지 않는 철제 무기를 든 이 침략자들은 매우 호 인 사 집

단이었으며 남성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 계 이 높은 지 를 차지

했다.그들의 신은 산 에서 번쩍거리는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것은 각 문화의 신화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령한 남성신이 번개

나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는 이유를 설명해 다.

침략자로서의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각인시키고 토착민족에 한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해 신화를 사용하여 피지배층과 그들의 신이 받

는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의식의 변화를 구했다.토착 신화

에 존재하던 여신들은 침략민족의 남성신에게 살해당하거나 정복당하며,

많은 경우 최고 지 에 있던 여신을 남성형태로 바꾸거나,남성신의 배

우자나 딸의 형태로 바꾸어 지 를 격하시켰는데,이러한 신화의 변형

속에서 기 신앙의 여신들은 정 인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소극 인

보조자,혹은 죽음과 같은 부정 인 것만을 장하는 신으로 변형되었다.

지배의 타당성을 해 신화를 사용하는 것은 『 라다이스』에서 헤이

(Haven)마을의 설립자들이 백인들과 부유한 흑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새

로운 보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여정을, 의 지배를 벗

어나 신의 인도와 계시를 동반하는 성경 속 출애굽 형태의 신화로 바꾸

고,그들의 신화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녀원의 여성들을 공격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인도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신의 이야기와 토착신앙의 립과정은 흥

미롭게도 기 헤 라이인의 많은 념 속에 그 기원으로 남아있다.산

꼭 기에 번쩍이는 신의 개념,선과 악을 상징하는 빛과 어둠의 이분법

3),남성 신이 최고의 지배계 을 괴했을 뿐 아니라 뱀도 물리쳤다는

3)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는 념은 밝은 피부와 더 큰 체격을 가졌던 북방의 침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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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는 모든 인도유럽계 종교와 신화에 리 퍼져있다.

성경의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뱀의 이미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북방

의 인도유럽인들의 이야기에서 뱀, 는 용으로 묘사되는 이 동물은 언

제나 최고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던져지며 첫 인류의 여자를 꼬여낸 교

활한 유혹자이자 악마의 신으로 묘사된다.그러나 남성신 종교가 들어

오기 이 의 많은 종교와 신화들에서 뱀은 신앙의 상이었다.아 리카

에서 뱀은 세상의 창조에 기여하 으며 “세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상

징으로 여겨졌고( 린더 49)근동과 동에서 뱀은 기본 으로 여성으로

서 숭배되었으며 지혜나 언 자문과 련이 있었다.신화학의 권

있는 학자로 알려진 조지 캠벨(JosephCampbell)은 『신의 가면:서양

신화』에서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유혹의 말을 거는 뱀은 창세기가 쓰

여지기 어도 7천 년 에 반트에서 섬기던 어엿한 신이었으며,“진

리의 나무의 주 자”(18)로 여겨졌다고 언 했다.“허물을 벗고 새롭게

음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뱀은 “세계 역에서 재탄생의 신비를

장하는 존재”로서 섬겨졌다는 것이다(19).크 타 섬을 비롯한 많은 지

역에서 발굴된 뱀을 든 여신상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다.여신의

신 에서 뱀은 신탁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로 과학이 밝 낸 바로는,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 그 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독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우산뱀이나 코 라등의 독사들에게 물렸을 때 환각제를 복용한 것

과 같은 감정 정신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tone212-14).

즉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여신의 계시를 내리는 존재로 여겨졌던 신성

한 뱀을 죽이거나 악한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여신에 한 남성신의

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솔로몬의 노래』에서 메이컨(Macon)

가졌던 토착지역의 피부색이 더 짙은 사람들에 한 인종차별 태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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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동생 일럿(Pilate)에 해 “그녀는 뱀이야.그리고 뱀같이 를 매

혹시킬 수 있지.그러나 그녀는 여 히 뱀이야”(54)라며 험한 유혹자로

묘사하고 있지만,이러한 묘사와 달리 그녀는 주인공 크맨(Milkman)의

자아탐색에 실제 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이것은 에서 설명한

것처럼 뱀,즉 ‘여성성’이나 ‘여신 신앙’이 남성신 종교에 의해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으나 실제로는 정 인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단편 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유럽인들의 신화가 헤 라이인이 기록한 경 인

성경 속에 그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스톤은 헤

라이의 신 야훼의 첫 언자이자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 라함이 살았던

지역의 치4)와,헤 라이인의 수혼 습,즉 미망인을 죽은 남편의 형

제, 는 형제가 없으면 시아버지에게 주는 법을 통해 인도유럽인들과

헤 라이인이 고 에 한 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든 교

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인도에서는 이

미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 근동에서는 인도유럽인의 침략 이후에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이 습은 인도유럽인이 도입을 했거나 어도 그들

이 유행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는 한 이 게 설명한다.“이제 우리는

왜 헤 라이인과 그리스인이 서양의 첫 역사가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추

측할 수 있다.둘 다 히타이트의 기 에서 역사 편찬을 시작했기 때

문이다”(Stone108재인용).

그들이 가졌던 통치 계 으로서의 막강한 치와 권 의 패턴으로 인

해,성경학자들로부터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가설이

나오고 있는 헤 라이족의 인들은 범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신의

4)성경에 따르면 ｢창세기｣11장과 12장에 걸쳐 아 라함의 고향으로 언 되는 ‘하란’은 인도유

럽어족인 후르리인이 거주하던 미탄니 왕국의 정 앙에 있는 지역이었다. 한 아내 사라를

장사지낼 때,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표 인 민족인 히타이트 사람(성경에서는 ‘헷’으로 표

기한다.)의 땅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도 하나의 단서로 여겨진다.이 당시 사람들은 주검을

묻을 때,자신에게 익숙한 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이에 해 히타이트 사람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흔쾌히 매장지를 내주었다.(Stone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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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서,율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확립시켰다.그들이 자신들의 남

성신 종교를 고착시키기 해서는 그들이 폭력 으로 침략한 가나안과

주변 국가의 여신 종교에 매우 으로 행동해야만 했다.그들은 ‘다

른 신들’의 숭배를 지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 에 야훼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죽 다.

그들은 한 처녀나 기혼자가 아닌 여자에 해서는 노골 으로 경멸

하는 태도를 보 는데,모든 여자들이 아버지나 남편의 개인 소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여자들의 성 인 도덕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제도

화했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 동기를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남성상속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여신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 습,모계상속은 커다란 이었기 때문이다. 인 지

도자들이 보기에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법 정체성을 부여

받고 여러 남자와 자유롭게 성 계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고 여신 종교

의 습이 자기들의 종교와 나란히 존재할 경우,헤 라이 여자들에게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 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었기에 그들은 헤 라이 여자들에게 여자는 한 남자하고만 동침해

야하며 그 게 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념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여자들의 혼 순결과 결혼 후 정 이 모든 헤 라이 여자들에게

신이 정해 가장 요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을 어기는 것은 범죄이

고 재앙을 래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으나 남편들은 여러 여자들을 거느

려도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여신 종교에서 생각하는 여성의 성에 한 태도와 립하기

해 여신 신 에서 찾아오는 남자들과 ‘신성한 결합’을 맺던 여사제들과

성 자율성을 가진 여자들을 모두 창녀와 음녀라고 낙인 고 그들 자신

의 가부장 인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으며,이러한 ‘도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들에게 부도덕하다라는 비난을 퍼부었다.일례로

『 라다이스』에서 수녀원 침략을 자행하기 ,디컨(Deacon)은 정숙한



- 16 -

자신의 아내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수녀원의 여자들이 “참다운 여성상을

먹칠하고 더럽혔다”(279)라고 언 하는데,이 “참다운 여성상”이란 남성

들에 의해서 고의 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라다이

스』,『술라』등을 비롯한 모리슨의 작품뿐만 아니라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다른 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자유로운 성 개념을 가진 여성을 사회

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이 에까지 얼마

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 된다.

인들이 제정한 법에는 결혼한 여자가 강간을 당하거나,남편의

주장에 의해 처녀가 아니었다고 단되면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

고,기혼녀일지라도 남성의 일방 인 이혼요구에 희생되어야 하는 등,가

부장제를 확립하기 한 극단 이고 노골 인 을 가해 동등한 인간

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여성의 권리와 인격을 짓밟았다.

그 이후의 성경 기록에서는 여신 종교를 따르며 그들의 남성신 신앙

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한 잔인한 학살과 무자비한 살육의 이야

기가 계속해서 펼쳐진다.헤 라이인 지도자들은 여신의 성 과 신상들

을 괴하고 여사제들과 여신 종교의 지지자들을 학살했다.이것은 무고

한 여자들에게 가해지던 세 시 의 종교재 에서 행한 마녀사냥의 원

본이었다.그리고 이러한 여신 종교의 괴는 인도유럽인 침략자들의 시

를 시작으로 그 후에는 헤 라이인,헤 라이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기

독교인,나아가 이슬람교도의 공격에 의해 집요하게 진행된 것임이 분명

해지는 것이다.

“성의 구분은 생물학 이기 보다는 심리 이고 문화 요인이며 후천

으로 습득된 산물이다”(장혜순 38재인용)라는 (Millet)의 주장처

럼 여성과 남성의 지 와 역할에 한 차이는 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종교 ,사회 틀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 통의 이상향은

단 되고 고립된 치에서 체 구성원의 번 과 안 을 해 소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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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계층이 엄격하게,그리고 구히 통제하며 질서와 법을 해서 타

자를 억압하는 사회라고 바머(Bammer20)는 정의한다.이러한 사회에서

는 지배원리에 따르지 않는 자와 이방인,그리고 여성은 타자가 되고 마

는데 바로 모리슨의 『 라다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바로 그

타자화의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루비(Ruby)마을 남자 주민들이 수녀원을 침략하는 충격 인 장면으

로 시작되는 『 라다이스』에는 두 종류의 낙원이 등장한다.몰락한 헤

이 의 뒤를 이어 백인들과 밝은 피부를 가진 부유한 흑인들로부터 차별

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자 세운 가부장 공동체 마을 루비,그리고 가부

장제의 상흔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흘러들어온 여자들이 머무는,루비

마을로부터 90마일 떨어진 곳에 치한 수녀원이 그곳이다.

헤이 의 창건자인 제커라이어 모건(ZechariahMorgan)의 뜻을 기려

흑인 기독교도만이 사는 사회를 이루기 해 세워진 마을 루비는 표면상

으로는 “자유로웠고 치안도 훌륭”한 곳이었다.늦은 밤 “잠 못 이루는

여인이 언제든지 침 에서 일어나”아무런 보호도구를 소지하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만큼 안 한 곳이었다.“90마일 내에 어떠한 것도 그녀

를 덮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8).그러나 루비 마을 남자들

은 단지 그 게 믿고 있을 뿐이며,도입부의 폭력 인 수녀원 침입 사건

을 볼 때,이러한 믿음은 아이러니컬하다(Davidson356).

여자를 보호하며,타자에게 차별 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을을 이루

고 있다는 믿음 속에 안주하지만,그 속에서 루비 마을 남자들은 기원

인도유럽인의 침략 시기로부터 꾸 히 지속되어 온 백인들의 이데올로기

를 모방하여 가부장제와 인종역차별이라는 폐해를 만들어낸다.그들은

제 8암층,즉 탄 처럼 깊고 검은 자신들의 피부의 순수성을 고집하며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문학박사 김 희는 논문 ｢상흔의 탐색과 회복｣에서 모건 둥이 형제

의 여동생이자 그들의 조카인 이디(K.D)의 어머니이자 마을의 이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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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에 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루비는 귀 한 보석이면서도 그 붉은 색상은 험한 성욕을 의미한

다. 둥이 모건 형제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여

성상은 순결한 여성과 창녀의 모습으로 이분화되어 있다.디컨이 담

머 지켜본 수 장에서 여름 햇살 속의 보석처럼 반짝거렸던,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열아홉 명의 순결한 처녀의 모습,그 각인된

상에서 디컨은 여성에 한 환상을 가진다.반면 스튜어드가 본 흑

인 창녀의 모습은 때려주고 싶은 멸시하는 존재이다.좋은 여자와 나

쁜 여자를 나 는 이러한 구분은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총구를 겨

수 있게 만든다.남성의 여성 보호본능은 여성을 억압하려는 본능인

동시에 여성을 소유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125-6)

의 분석에 따르면 루비 마을은 마을 남자들의 이상과 욕구를 유지

하기 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그 로 헤이 을 설립할 때,공동체의

부엌 기능을 했던 마을의 심부에 자리잡은 화덕은,마을을 세운 선조

들의 업을 기리는 의미보다 과거 노 제시기에 마을 여인들 구도

백인의 부엌에서 노 로 일한 이 없기에 강간으로 인한 제 8암층 통

의 오염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주는 시각 상징

으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권 미 45).

그들은 자기네 여인네들 에서 구 하나 백인의 부엌에서 일하거나

백인의 아이를 키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비록 밭일이 더 힘들고 지 도 더 낮았지만,백인의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강간이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가능성

이라 믿었다.어느 쪽이든 남자들로서는 생각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수모가 아닐 수 없었다.그래서 그들은 잔혹한 노동의 상 인 안

과 그 험을 맞바꾸기로 했다.함께 하는 ‘부엌’을 짓자는 의견에 그

토록 흔쾌히 응한 것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Theywereproudthatnoneoftheirwomenhaseverworke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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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man'skitchenornursedawhitechild.Althoughfieldlabor

was harderand carried no status,they believed the rape of

womenwhoworkedinwhitekitchenswasifnotacertaintya

distinct possibility-neither of which they could bear to

contemplate.Sotheyexchangedthatdangerfortherelativesafety

ofbrutalwork.Itwasthinkingthatmadeacommunity"kitchen"

soagreeable.(99)

즉,마을 남자들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정한 이상

이고 고귀한 틀 속에 여성을 끼워 맞추고 속박하는 것은,백인사회와

부유한 흑인사회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소유와 억압으로 나타나는 가부장

제의 권 에 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함이다.그리고 그들이

정한 기 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에 해서는 타 이나 이해가 아닌 폭력

을 행사함으로 도 받은 권 에 한 그들의 수치심을 감추고 원래의

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체로 “모든 라다이스들이 남성의 토로 묘사되어 있고 여성은

인 침입자이자 방어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D.Smith

B2)라고 모리슨이 지 한 바 로,순종 이고 복종 인 여성상을 기 하

는 루비 마을의 남성들에게 수녀원의 여자들은 커다란 험인자 다.루

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수녀원으로 온 뒤 계속해서 벌어지던 ‘해괴한

일’들이 그들이 수녀원에 오기 부터 있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

인을 모두 여자들에게 돌리며 그녀들의 악마 같은 향력으로부터 마을

의 평화를 보호하기 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하느님을 등에 업고,사내들은 총을 겨 다.루비를 하여.

Godattheirside,thementakeaim.ForRuby(18)

그러나 그들에게 수녀원의 여자들이 으로 다가온 이유는 단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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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부,다른 종교,술 취함,자유로운 성의식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

다.그들의 진짜 목 은 산 인 론(Lone)이 꿰뚫어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묘히 감추어져있다.사 트 퍼슨(SargeantPerson)은 마을이 변해가는

것에 해 큰 소리로 한탄하는 시늉을 하지만,속으로는 수녀원의 여자

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셈하고 있다. 즈덤 풀(Wisdom Pull)은 “형제자매들에게 더 이상 자신

의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277).자신의 아들들이 빌리

델리아(BillieDelia)를 사이에 두고 반목을 일삼다가 심지어 총격 까지

벌인 데 한 수치심과 그 책임을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가시키고자 한

다.아놀드(ArnoldFleetwood)와 제 릿우드(JeffFleetwood)부자는

“오랫동안 스 티(Sweetie)가 낳은 아이들의 불행을 탓할 군가를 찾아

헤매어왔다”(277).그들은 근친혼으로 인해 태어난 기형아들의 불행과 그

들을 돌보아야 하는 괴로움을 탓할 상을 산 인 론에게서 수녀원의 여

자들에게로 옮긴다.메 스(Menus)에게 수녀원은 자신이 쏟아낸 배설물

과 토사물,온갖 욕설과 흐느낌을 연상시키는 장소이다.밝은 피부의 외

부인을 배척하는 루비 마을 남자들의 반 로 자신이 데려온 빨간 머리

여자와의 결혼을 포기해버린 메 스는 자신의 상처와 용기 없음에 한

수치심을 베트남 에서 입은 상처 때문인 척 가장하며 지냈지만,자신을

돌보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수녀원 여자들에게 고마움은 커녕,이

들이 자신의 비 을 설해버릴까 두려워한다.그러하기에 이 여자들을

없애버리면 “허약함에 오염되지 않고 아버지의 인내심에 보답하는 한 남

자가 되어 역시 빨간 머리를 차버리기를 잘했다는 확신을 얻게 될지 모

르겠다”(278)고 희망한다. 이디는 수녀원 여자인 지지(Gigi)의 옷차림

과 행실을 사납게 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지에게 거부당함으로 상처

를 입은 자존심과 그를 문 박 한 수녀원 여자들을 향한 복수심이 동기

가 되고 있다.

디컨은 한때 콘솔 이타(Consolata)와 외도했던 일에 한 깊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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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그로 인해 자신의 아내인 소앤(Soane)이 콘솔 이타와 교류하게 되

면서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패배감을 느끼며 그 흔 을 소멸

시키고자 한다.디컨의 둥이 형제인 스튜어드(Steward)는 소앤이 콘솔

이타의 약을 빌어 자신의 의지로 유산시켰던 자신의 조카손주를 콘솔

이타가 낙태시키도록 사주했다고 생각한다. 한 혹시나 디컨의 외도

로 혼 아가 태어나 그들의 조상과 마을의 설립이념을 더럽히며 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었다는 데 한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자칫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들 뻔 했던 여자를 없애버리기 해

무기를 든다.

1965년에 미국 흑인 가정에 한 연구 보고서로 만들어진 “흑인가정:

국가 정책을 한 과제”(TheNegroFamily:TheCaseforNational

Action),일명 “모이니헌 보고서”(MoynihanReport)에서 니얼 패트릭

모이니헌(DanielPatrickMoynihan)은 흑인가정을 조사한 후 흑인의 열

악한 사람은 가족의 와해에 그 근본 원인이 있으며 가족해체의 책임은

흑인여성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흑인여성이 가정에서 큰 목소

리를 내고 주도하는 “흑인 모계 심제”가 “흑인 남성을 짓 르는 억

압”(75)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흑인 여성의 주도 인 성향을 견디지

못한 흑인남성들이 가정을 버리고 달아나므로 그것이 가족해체로 이어지

며 결과 으로 흑인의 열악한 삶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다.이것은 사회의 상 약자인 여성에게 책임을 가하고자 하는 남

성들의 부조리한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라고 할 수 있으며,

수녀원 침략을 계획하는 루비 마을 남자들에게서 그러한 부조리가 재

되고 있다.

엄격한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의해 건설된 루비 마을의 이념에 길들여

진 여자들도 외는 아니다.수녀원으로 도망쳐 와 아이를 낳은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아넷(Arnette)은 아이의 유산에 한 책임과 죄책

감을 수녀원 여자들에게 돌리고,기형인 아이들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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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티(Sweetie)는 자신의 괴로움을 부인하기 해 수녀원에서 받은

로를 악마 인 마술과 유혹으로 둔갑시킨다.마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흠 없고 자랑스러워야 할 제 8암층의 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추한 비 과

치부의 장소가 된 수녀원은 잠재 인 험의 상으로 인식된다.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약 과 부끄러움의 원인을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돌

림으로써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앞부분의 자가 희미해져서 원래의 의미를 알아보

지 못하게 된 화덕의 귀를 “그분의 이마의 주름을 두려워하라

(Beware)”로 할 것인지,“그분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이 되어라(Be)”로

할 것인지에 한 열띤 토론에서,외부와의 연결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려하지 않는 은이들에게 모건 형제가 불경하다며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는 박을 가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폭력을 이

용하여 자신들의 신화와 존엄성을 유지하려한다(86-87).“조작되지 않은

역사란 없다”(160)고 주장한 닥터로우(Doctorow)의 말처럼 루비의 주민

들 역시 그들이 만들어온,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의 역사를 “조

작”하여 그들의 부끄러움과 비 을 교묘히 감추고 마을에서 일어난 우연

한 사고와 부정 인 사건들을 모두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가시켜 자신

들의 책임을 회피한다.

루비의 남자들이 느낀 수녀원 여자들에 한 두려움과 그들에 한

공격은 이단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워 여신 종교를 말살하던

남성신 종교의 침략을 같이 재 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미를 가진

다.그에 한 상징성은 수녀원에 내부에 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어느 공 횡령자의 아방궁이었다가 나 에 개조된 이 수녀원의 내

부를 묘사하는 장면에는 화려한 빛깔의 리석과 님 조각상,욕조를

떠받치는 인어상, 성술 차트와 여자의 토르소 등으로 가득 차 있다.님

상 따 를 잘라내어 버리고 수녀원으로 개조해버린 1차 사건은 과거

남성 유일신의 정착을 해 정복자들이 행하던 여신 신 에 한 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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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한다.그리고 마을 남자들의 침입은 남아있는 여신의 숭배자들과 여

사제들을 말살하기 한 강제 이고 폭력 인 2차 작업이라 여겨진다.

타자에 한 배척과 역차별주의로 표되는 백인의 가치 을 표방한

흑인 사회의 모습은, 어권 나라를 이루고 있는 기 인도유럽인

들이 들여온 남성신 종교 사상이 확립한 가부장제도 속에 길들여져 있음

을 상징한다. 한 오늘날에도 남성의 보호와 법을 거부하고 (남성)신의

종교를 따르지 않으며 그로 인해 굳건하고 흠 없어야 할 남성의 권 와

입지를 하는 수녀원의 여자들과 같은 여성들을 제거의 상으로 생

각하는 뿌리 깊은 남성주체세력의 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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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여성 인물을 통해 본 고 여신 종교의 재

아 리카의 정신사에는 아 리카어로 여성의 특성과 련하여 “창조

인 잠재성 혹은 자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Holloway and

Demetrakopoulos153).여성들이 이러한 힘을 지니게 된 것은 여성이 생

명을 잉태하는 자양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아 리카의 우주 에 입각한

것인데 고 여신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행한 창조사업,산,나무,바

등의 자연물 앞에서의 숭배,땅과 농업을 주 했었다는 설화들이 이

를 반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모리슨은 나이든 흑인여성을 흑인 공동체의 정신 인 지주로 묘

사하고 있다.이들이 “고 여신,선조정신, 지의 구 물 같은

신성하고 성스러운 차원을 재 한다”(Holloway and Demetrakopoulos

161)고 말하듯,모리슨은 『 라다이스』에서 의도 으로 수녀원의 여성

인물 속에,사라져간 고 의 어머니 여신, 지의 여신,주술사,치유자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다.그러나 작품의 후반부까지 수녀원의 여성 인물

들은 남성 심 기독교가 허용하는 덕(virtue)의 기 에서 벗어난 사회의

약자 타자로 묘사된다.그들은 부주의한 어머니,문란한 성생활과 자

해를 일삼는 여자,미혼모,술주정뱅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싸움을 벌이

고 소란을 일으킨다.

소설에 가장 먼 등장하는 여자 메이비스(Mavis)는 남편에 의한 육

체 ,정신 학 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인데다,부주의로 인해

자식을 유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남편의 폭력과 네 번의

출산으로 열다섯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고 낮에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자식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고,살아있는 자식

들과 남편이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에 시달린다(36).“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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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 사회화는 정말로 신체 으로 정신 으로 여성을 병들게 한

다”(12)는 길버트(Gilbert)와 수잔(Susan)의 지 처럼 메이비스는 지속

인 남편의 성 학 와 폭력,자식들의 고의 인 감시와 조롱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무기력하고 정

신 으로 병든 여성이다.자식들을 죽이고 남편의 차와 어머니의 귀 품

을 훔쳐 달아난 도범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메이비스는 죽은 둥이 멀

(Merle)과 펄(Pearl),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몽마(夢魔)의 환 에 시달

린다.그녀는 남겨두고 온 자신의 아이들을 보기 해 학교로 찾아가 몸

을 숨긴 채 몰래 바라보고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수녀원으로 오게 되는 두 번째 인물인 지지 역시 자유분방한 성 유

혹의 표상으로 세상의 평 이 좋지 않다.“남들의 호색 인 길이 그녀

의 등 뒤에 쏟아지는 것”(67)을 즐기는 그녀는 구속된 남자친구 마이키

(Mikey)가 말한 흑인 남녀가 “ 원히 성행 를 하는”(63)형상의 바 가

있다는 쉬(Wish)를 찾아 떠났다가 그 바 는 찾지 못하고 신 포옹

하듯 자라는 나무 두 그루가 있다는 루비까지 오게 된 것이다.한때 그

녀가 마이키와 함께 참여했던 시 에서 경찰과 충돌했을 때 잘 차려입은

흑인 소년이 총에 맞아 흰 셔츠가 피로 물들었는데,피가 구두까지 버릴

까 흐르는 피를 손에 받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이 장면이 그녀의 뇌리

에 충격으로 각인된다.이 사건 이후 그녀는 피 흘리던 소년의 인상을

지울 수 있는 강렬하고 자극 인 무언가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수녀원

으로 온 지지는 아넷의 남자친구이던 이디와 2년 동안 계를 가지는

동안 마음 로 그를 약 올리고,모욕하고는 결국 그를 차버린다.

세 번째로 수녀원에 오게 되는 여자는 세네카(Seneca)이다.그녀 역

시 어린 미혼모가 버린 사생아이자 강간의 피해로 자해를 일삼는 사회의

주변 존재이다.다섯 살 때 그녀가 언니라고 믿고 있던 어머니인 진

(Jean)에게 버림받고 5일간이나 그 건물의 집마다 두들기며 자기 언니를

찾고 다닌다.진이 떠난 4일째 되는 날,키 큰 여인이 울며 지나가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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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원히 세네카의 마음에 상실한 진의 모습으로 각인된다.이 여

인의 모습이 세네카의 뇌리에는 “가슴을 미는 꿈”(128)으로 남아,울며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은 언제나 잃어버린 그녀의 언니 혹은 엄마와 연

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그녀는 버림받은 것을 자신의 잘못

으로 여겨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하면 진이 걸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여

빈 집에서 혼자 이도 깨끗이 닦고 화장실의 물도 잘 내리고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려다 깨뜨린 병조각도 모두 치운다.그러나 답 없는 기도

와 피 흘리는 잇몸과 배고픔에 지쳐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을 집어치운 소

녀는 빵 상자에서 진이 립스틱으로 써놓은 편지를 발견한다.다섯 살이

라 자를 읽을 수 없었던 소녀는 맨 에 써 놓은 자기 이름과 마지막

에 쓰여 있는 진이라는 이름만을 알아보고 그 편지를 고이 어서 신발

에 간직한다.편지를 읽을 수 있을 때쯤에는 씨는 다 번져서 불꽃놀이

처럼 빨간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그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두 집을 하며 입양되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그 편지 다.입

양된 가정의 오빠에게 성 학 를 당할 때 바지를 여몄던 핀에 피

가 난 것을 시작으로 그녀는 괴로울 때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으

로 자신을 진정시킨다.자해함으로 보상하는 습 이 든 세네카도 이곳

곳을 떠돌다 트럭을 얻어 타고 마침내 닿게 된 곳이 수녀원이다.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여자는 16살의 소녀,팰러스 트루러 (Pallas

Truelove)로 그녀 역시 성 희생자이다.엄마는 집을 나가고 변호사인

부자 아버지와 살다가 그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수 이자 조각가 지망생

인 카를로스(Carlos)와 사랑을 하게 되고 화가인 그녀의 엄마 디디(Didi)

가 사는 뉴멕시코로 사랑의 도피행각을 한다.그러나 엄마 디디가 자신

의 애인과 성 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곳을 뛰쳐나온다.그녀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가다가 남자애들에게 쫓겨 강제로 끌려 내린 뒤 강

간을 당하게 되는데 쫓는 자들을 피하느라 호수 근처의 검은 물에 숨었

던 것이 언제나 악몽으로 남아있다.숨어 있던 그녀를 발견한 루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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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빌리 델리아(BillieDelia)가 수녀원으로 데려다주지만 수녀원에 온 뒤

에도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그녀는 밤마다 검은 물의 정신 충격에 흐느끼고,자기가 임신

했음을 알고는 한때 수녀원으로 와 고의로 자신의 아이를 유산시키고 도

망쳐버린 아넷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실을 부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녀원으로 온 여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콘

솔 이타는 라질의 어느 거리에서 주워온 아이 으며,루비 마을 제 8

암층의 검은 피부의 주민들에게는 배척의 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록

색 ,홍차 색깔의 머리카락,햇볕에 그을린 연기 색깔의 피부를 가진

여자이다.9살에 책없는 난교의 희생자가 된 그녀는 메리 마그나

(MaryMagna)5)원장수녀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함께 오게 된다.39

년을 독신으로 원장 수녀에게 헌신하던 그녀는 어느 날 루비 마을의 유

지인 소앤의 남편 디컨을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살아계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30년 동안의 삶은 그녀가 살아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계란처럼 바스러지고”(225)이제껏 길들여져 온 기독교의 욕주의 가르

침을 깨뜨린 채,디컨과 사랑을 나 던 그녀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

는 피를 핥아 남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 귀,남자를 식사감으로 먹어치

우려는 여자로 오인받고 사랑이 끝나게 된다.이 사랑이 끝나면서 그녀

는 무나 밝은 태양에 이 상해 빛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신에 “어둠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241).그녀는 마리아 원장 수녀가 죽은

후 고아가 되었다는 상실감에 사로잡 술에 의존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벌 같은 자신의 삶에 진 리치며”(221)언제나 술에 취해 지

낸다.

5)캠벨(Campbell)의 서 『신의 가면:서양신화』에 따르면 기원 204년 로마에는 한 어

머니라는 뜻을 가진 마그나 마테르(MagnaMater)숭배가 공식 으로 성행했다.(13)성모 마

리아를 뜻하는 Mary와 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Magna의 이름을 가진 메리 마그나

원장 수녀는 콘솔 이타에게 자신을 돌 주고 아픔을 끌어안는 ‘성모,’‘ 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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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묘사한 바 로 수녀원의 여자들은 처음에는 아이를 잘 돌보

지 못한 어머니,성 으로 문란한 여자,사생아,강간에 의한 미혼모,술

에 취해 있는 여성 등 남성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낙인 은 여성상을 보

인다.앞 장에서 언 했듯이 기독교의 석이 된 헤 라이인들의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추방해야만 하는 불순

한 존재 다.이러한 ‘불순한’여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신에게

사하고자 하는 여자들이 순결함을 지키며 경건하게 지내야 할 ‘수녀원’이

라는 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그러나 “ 가 살 자격이 있고, 구는

없는지”(308) 단하려는 남자들이 없는 이곳에서 여자들은 자신의 상처

들을 털어놓고 안도감을 릴 수 있으며,떠났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다.기독교 남성사회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여자들은 수녀원에 살면서,작품 후반부의 신비한 의식 이후로 마지막까

지 주술사,치유자,강한 여 사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인물은 메이비스이다.그녀는 학 를 하는

남편과 살 때는 아무런 항도 못하는 겁에 질린 무능한 여자로 그려졌

지만,수녀원에 와서는 수녀원 여자들의 맏언니 역할을 하며 지지와 맞

붙어 소란스럽게 싸울 정도로 강해진다.

사실 메이비스는 싸움을 즐겼다.지지를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 깨무는 것까지도 요리만큼이나 기분 좋았다. 의 메이비스

가 죽고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 다.남편은 말할 것

도 없고,열한 살짜리 딸조차 무서워서 쩔쩔매던 메이비스가 아니었

다.간단한 식사조차 제 로 해내지 못해 는 음식 따 에 의존했던

메이비스가 이제 매일매일 쇼핑도 안 하면서 크 이 같은 요리를

척척 해내고 있었다.

Infactshehadenjoyedit.Pounding,pounding,evenbitingGigi

wasexhilarating,justascookingwas.Itwasmoreproofthatthe

oldMaviswasdead.Theonewhocouldn'tdefendherselffrom

an eleven-year-old girl,letalone herhusband.The one who

couldn'tfigureoutormanageasimplemeal,whoreliedonde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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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ive-throughs,now created crepe-like delicacies without

shoppingeveryday.(171)

지지와 과격한 몸싸움을 하고 자발 으로 요리를 하는 것은,남편의

성 ,육체 학 를 당하며 그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기 해 두려움

에 떨며 식재료를 고르던 과거의 메이비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

습이다.그녀에게 있어 남성들의 잣 가 침범하지 않는 여자들만으로 이

루어진 소란스러운 수녀원은,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

어주는 장소인 것이다.

재미와 모험,자극 인 것만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 지지는 그녀는 욕

조에 드러 워 정신 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

며 물을 흘릴 정도로 솔직해진다.끊임없이 자해를 하는 세네카는 지

지와 메이비스 사이의 싸움에 재자 역할을 하며 겁에 질린 팰러스를

돌보고 수녀원에서 안도감을 만끽한다.연인의 배신과 강간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팰러스는 “마법과도 같은”(173)코니의 질문에 입을

열고,아버지에게로 가기 해 수녀원을 떠났다가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

온다.수녀원의 여자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콘

솔 이타가 그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수녀원으로 찾아와 비 스럽게

숨겨진 상처를 쏟아내고 가는 루비 마을 사람들을 돌보아 다.

산 인 론에 의해 자신의 ‘걸어들어가는’능력을 깨닫고 소앤의 아들

들의 생명을 살린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간섭’을 시작하게

된 콘솔 이타는 작품 후반부에서,매일 밤 죽기만을 바라며 주스럽게

여기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수녀원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자로 탈바꿈한다.

루비 마을 공동체가 믿는 남성 심의 기독교에 의해서는 치유되지 않

던 수녀원 여자들의 상흔은 콘솔 이타가 주도하는 “소란스런 꿈꾸

기”(LoudDreaming)의식 속에서 치유를 경험한다.페인트와 분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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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그림 그리기,그리고 빗속에서 춤추기를 포함한 집단 인 치유의식

등은,수녀원의 여자들이 루비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도망치는 신,그것을 끄집어내어 공유하게 하며 자신의 상흔

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마술 도구로서 작용한다.6)

세네카는 국 연립주택에서 맞이했던 어두운 아침의 기억을 포용하

고 마침내 떨쳐버렸다.그 이스는 더렵 져서는 안 되었던 흰

셔츠의 얼룩이 마침내 지워져 하얗게 세탁되는 모습을 목격했다.메

이비스는 샤론의 장미꽃잎이 피부를 간질이는 감에 율했다.아들

을 낳은 팰러스는 아이를 꼭 안고서,에스컬 이터에 서 있는 겁먹은

여인과 시커먼 물의 기억을 빗 기가 씻어내리는 동안 기다렸다.

Senecaembracedandfinallyletgoofadarkmorning insate

housing.Gracewitnessedthesuccessfulcleansingofawhiteshirt

thatnevershouldhavebeenstained.Mavismovedintheshudder

ofroseof Sharonpetalsticklingherskin.Pallas,deliveredofa

delicateson,heldhim closewhiletherainrinsedawayascary

womanonanescalatorandallfearofblackwater.(283)

재생을 상징하는 빗 기에,수녀원의 여자들은 자신들을 옭아매던 암

울한 기억들을 씻어낸다.흰 셔츠의 피,시커먼 물의 기억,홀로 남겨졌

던 연립주택의 어두운 아침,그리고 메이비스가 집을 뛰쳐나와 망 으

로 바라보던 샤론의 장미7)는 부드럽게 그녀를 달랜다.

여자들의 상흔을 이끌어내고 씻어주는 콘솔 이타의 모습은 헤론

(Herron)과 베이컨(Bacon)이 ｢주술과 주술사｣ “Conjuring and

6)콘솔 이타가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행하는 의식은 아 리카의 토속 종교가 라질에 노 로

끌려온 흑인들에 의해서 변형된 이산종교인 깐동블 의 의식이다.성모라 불리우며 가톨릭의

교황과도 같은 치의 흑인 여성 성직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종교 의식은 “원죄에 한 참회

의 물”을 흘리는 기독교 의식과는 다르게 “춤과 노래와 울음과 발 구르기와 소리치기와

배꼽이 빠질 듯 크게 웃기가 어우러지는 축제와 같은 의식”이다.(신진범 214)

7)샤론의 장미 (roseofSharon)은 무궁화를 뜻하는데,그리스어로는 ‘치료한다’라는 의미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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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re-Doctors”에서 설명한 주술사의 모습과도 같다.

노 시 에,주술사의 존재는 노 들을 체벌로부터 구출하며,감시자

의 을 피하거나 도주했을 경우,주인의 분노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나타났다는 빈번한 기록이 있

다.

Inslaverytimes,therearefrequentrecordsoftheconjuredoctor's

beingappealedtosavetheslavefrom punishment,toenablehim

toescapethe"patrollers"or,inthecaseofarunaway,toenable

him toreturnhomewithoutsuffering from hismaster'sanger.

(361)

마찬가지로 남성 심 사회의 법속에 상징 인 노 일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남성과 남성사회로부터 받은 신체 ,정신 외상에서 벗어나

도록 콘솔 이타가 바로 이런 주술사 치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다.그녀의 이름이 이탈리아에 유명한 투린(Turin)신 에 유래되어

‘로자이신 성모(NostraSenoraDella Consolata)’를 뜻하며, 기 기독

교로 올라가면 존경스럽고 기도를 해주는 어머니와 아이상으로 발 되었

다고 말해지는 콘솔 이타라는 은 주목할 만하다(Timothy129).

콘솔 이타와 수녀원 여자들이 행하는 마법 의식은 기독교

에서는 분명히 악마 이고 이단 인 행 이다.남성의 법에 편입되어 약

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남성 심 가치 에서

벗어나고자 애썼던 여성들을,남성들은 하나같이 이단 인 마녀의 모습

으로 바라보고 있다.그 로 남성의 규율에 어 난 『주홍 씨』(The

Scarlet Letter) 의 헤스터(Hester)와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의 테스 같은 여성들은 마치 어떤 사악하고 신비로운 힘

을 가진 마녀의 이미지로 그려지며,불합리한 남자의 에고이즘과 도덕

편견,사회 인습을 비 하는 의도로 남성작가들에 의해 쓰여졌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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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결국 남성사회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결말을 배치하여 여성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이와 비슷하게 『 라다이스』 속

남자들 역시 자신들의 법을 거부한 인 여자들이 사는 수녀원을 침

략한다.그러나 『 라다이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들의 말로는 다

른 작품들의 결말과 사뭇 다르다.

수녀원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겨 총구 앞에서 거세게 반항하고 그들

과 치한다.그들은 “비 인 두 ”으로,공격하는 남자들이 “사지를

쭉 뻗고 늘어질 때까지 사정없이 때려 고”“도살용 칼”을 어깨 에 쑤

셔박는다.(286)그러나 남자들을 때려눕히고 창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다

가 그들이 쏜 총에 맞아 들 속에 엎드러졌던 여자들의 육신은 흔 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이들의 사라짐은 고 에 존재하던 여신 종교가 쇠

퇴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막연한 의식 속에만 남아있는 상태와 마찬가지

로,그녀들이 정신 세계로 귀의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

러나 여자들이 에필로그에 다시 등장했으므로 다른 각도로 분석해 보아

야할 여지를 남긴다.

짧은 머리와 군복차림으로 다시 등장한 지지는 사형 집행유 를 받고

노역에 참여하게 된 감옥의 아버지를 만나 화해를 시도한다.팰러스는

마치 그리스 여신 팰러스 아테나를 연상시키듯 장검을 찬 채 아이를 안

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머니의 앞에 당당하게 다시 나타난다.메

이비스는 한때 공포의 상으로 여겼고 후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 밖에

할 몰랐던 딸을 평온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세네카는 도로에서 어

머니 진을 다시 만나고,유리조각에 피가 나던 상처는 순식간에 깨

끗하게 아문다.

마치 여신의 사제들이었던 아마존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복장과 자신

에게 상처를 이들에게 먼 모습을 보이는 극 인 모습은,그들이

겁에 질려 있던 이 의 희생자의 이미지에서 이고 당당한 여성 사

의 이미지로 바 었음을 상징한다.이러한 변화의 모티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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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GeorgeFrazer)가 『황 가지』(GoldenBough)에서 설명한,육

체와 생명력의 완벽한 재생을 이루기 해 살아있는 신을 죽이던 고

종교 의식을 연상시킨다.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이어데드(Piedade)라는 인물과 안식하는 평화

로운 모습은 잃어버린 고 여신 종교가 가지고 있던 신의 모습을 완벽

히 재 한다.“시와 종소리에 일어나 춤을 추는 뱀들”(264)에 한 언

은,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뱀이 고 에 여성으로 표 되었고 여신의 신탁

을 내리는 존재 다는 을 기억해낼 때,여성성이 주 하던,지배가 아

닌 포용의 시 를 묘사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이어데드는 흑인마돈나와 조상을 상징할 뿐 아니라 여신

같은 뮤즈 그리고 최상의 가수,최상의 이야기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모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무릎에 안고 있는 피에타(Pieta)상의 모습

을 보여주는 이어데드는 포르투갈어로 경건,연민,동정,자비를 의미

한다(Bouson215).타자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루비의 남자들과 달리

이어데드는 타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안을 주는 치유하는 여신의

이미지로 등장한다.흑인 마돈나 상은 역사 으로 정통교리나 정치 강

령이 타자에 해 휘둘 던 폭력에 반하여 타자를 품고,기르고,수용하

는 상처를 치유하는 구원의 상이었다(Birnbaum 12).

살펴본 바와 같이 수녀원을 심으로 나타나는『 라다이스』의 여성

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신의 모습과 그들을 통해서 재 되는 의식은,

미국 사회 내 흑인 여성들을 포함한 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남성

심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끼워 맞춘 정형화된 여성상이 아니라,개개

인 안에 있는 다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남성의 물리 ,정신 폭력 아래 두려워하며 자책하

거나 자해를 일삼던 수녀원의 여성들이 그들의 상흔을 거짓 없이 인정하

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은,남성 사회의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희망 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 한 루비 마을 남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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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에 희생되어 결국 공동체로의 편입이 좌 되었던 것처럼 보 던 여

자들이 사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오래 여신 신앙의 종말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여성의 정 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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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흑인여성의 정체성 확립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여신 신화의 재 과 완 한

부활을 이룬 『 라다이스』이외에도 다른 여러 작품 속에서 토니 모리

슨은 여러 여성 인물들 속에서 주도 인 치를 하고 있었던 여신 신

화를 재 한다. 한 그들을 통해 흑인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

습 인 제도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 인 시각과 주체 인 삶의 방

식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방향 제시는 부분 가

부장제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여성과 이를 배재하고 살아가는 여성,혹은

두 가지 성질의 여성 집단을 통한 비로 나타나는데,『 라다이스』에

서는 수녀원 여자들과 마을 여자들을 비교해볼 수 있듯이 모리슨의 기

소설 『가장 푸른 』의 피콜라와 클라우디아 (Claudia),『술라』의 술

라와 넬(Nell),『솔로몬의 노래』의 메이컨 데드(MaconDead)가의 여성

들과 일럿을 같은 로 들 수 있다.

『 라다이스』에서 8암층의 통보존 법칙을 반하고 밝은 피부의

어머니와 결혼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패트리샤(Patricia)는 마을 사람들

에게 선물할 목 으로 15가구의 계보를 그리다가 루비 마을의 역사와 그

들이 감추고 있는 근친혼의 비 을 알게 된다.그녀는 피부색에 따른 루

비 마을 사람들의 배척과 여성의 정체성을 압박하는 작은 마을의 남성

심주의 사회를 비 인 시각으로 보며 한탄한다.

어머니도 그 지만,도 체 달랑 이름 하나뿐인 이 여자들은 도 체

구란 말인가?셀 스트,올리 ,소로,아이블린,팬지.보편 인 성

을 지닌 이 여자들은 도 체 구란 말인가? 라운,스미스,리버스,

스톤,존스.결혼한 남자들에게 정체성이 으로 달려 있는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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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드,블랙호스,풀, 릿우드 가의 여자들.결혼이라는 말이 유효하

기나 하다면 말이다.

Who were these women who,like hermother,has only one

name? Celeste,Olive,Sorrow,Ivlin,Pansy.Who were these

womenwithgeneralizedlastnames?Brown,Smith,Rivers,Stone,

Jones.Womenwhoseidentityrestedonthementheymarried-if

marriageapplied:aMorgan,aFlood,aBlackhorse,aPoole,a

Fleetwood.(187-8)

그러나 패트리샤는 자신이 만든 가계도를 태워버림으로써 인종 ,성

차별에 한 반론의 충동을 스스로 소멸시켜버린다.

마을 남자들이 헤이 주민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화덕을 해체해

루비로 가져오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다시 조립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해 소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이제는 그

실질 인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

럼 “수 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103)남자들의 무의미한 일에 해

충고하기를 거부하며 입을 다문다.

수녀원의 여자들의 가치와 참 모습을 인정하고 루비 마을 공동체내의

폐단을 직시하는 인물은 밝은 피부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배척당하는 빌

리 델리아(BillieDelia)뿐이다.그녀는 남자들이 수녀원을 공격한 근본

인 이유를 꿰뚫어보고 있으며,수녀원의 여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녀

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녀에게는 다른 의문이 있었다.그들은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언제

다시 그 이 이 타오르는 빛과 쟁의 문신과 거 한 두 손을 가

지고 나타나 마을이라 자처하는 이 감옥을 찢어발기고 발로 짓밟아

뭉갤 것인가?할아버지를 멸시키려 하고,어머니를 집어삼키는 데

마침내 성공하고,끝내 그녀의 자아까지도 괴할 뻔했던 마을.통제

권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감히 가 살 자격이 있고, 구는 없

으며,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까지 감히 정하려 들었던 사내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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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후미지고 변변찮은 마을.그들은 생기 넘치고,자유롭고,무장

하지 않은 여자들에게서 암말의 반란을 보고 씨를 제거해버렸다.

Shehadanotherquestion:Whenwilltheyreturn?Whenwillthey

reappear,withblazingeyes,warpaintandhugehandstoripup

andstompdownthisprisoncallingitselfatown?A townthat

hadtriedtoruin hergrandfather,succeededinswallowing her

motherandalmostbrokenherownself.Abackwardnoplaceruled

bymenwhosepowertocontrolwasoutofcontrolandwhohad

thenervetosaywhocouldliveandwhonotandwhere;whohad

seeninlively,free,unarmedfemalesthemutinyofthemaresand

sogotridofthem.(308)

남성 심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수녀원의 여자들과 그 법 안에 동

화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마을 여자들의 비와 마찬가지로 모

리슨의 다른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많은 여성 인물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리슨의 첫 소설 『가장 푸른 』에서는 후기작들에 비해 신화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백인 심사회에서 인종 ,성 ,연령

억압의 치에 놓인 어린 소녀 피콜라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요한 단계에 어떻게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과 훼손의 희생자가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이러한 묘사에 앞서

소설의 서문에서 모리슨은 미국 등학교 읽기 교재 일부를 배치하는데,

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지배계 인 유럽계 백인들이 그들의 계 이해

를 철하기 해 동원하는 ‘교육’이라는 문화 장치에서 드러나는 계

간의 불균형과 배척을 폭로한다.

집이 있습니다. 록색과 하얀색의 집입니다.빨간 문도 있습니다.

정말 쁩니다.한 가족이 있습니다.어머니,아버지,딕,제인이 록

과 하얀색의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가족은 아주 행복합니다.제인을

보세요.빨간 드 스를 입고 있습니다.제인은 놀고 싶습니다. 가

제인과 놀아 까요?고양이를 보세요.야옹야옹 울고 있습니다.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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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놀아라.제인과 놀아라.아기고양이는 놀지 않을 것입니다.어머니

를 보세요.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입니다.어머니,제인하고 놀아주시

겠어요?어머니는 웃습니다.웃어요,어머니,웃으세요.아버지를 보세

요.아버지는 크고 강합니다.아버지,제인과 놀아주시겠어요?아버지

는 미소짓습니다.웃습니다.아버지는 웃습니다.강아지를 보세요.강

아지는 멍멍 짓습니다.제인하고 놀래?강아지가 달리는 것을 보세요.

달려라,강아지야,달려.친구가 오네요.그 친구는 제인과 놀아 것

입니다.그들은 재 는 놀이를 할 것입니다.놀아요,제인,놀아요.

Hereisthehouse.Itisgreenandwhite.Ithasareddoor.Itis

verypretty.Hereisthefamily.Mother,Father,Dick,andJane

livein thegreen-and-whitehouse.They arevery happy.See

Jane.Shehasareddress.Shewantstoplay.Whowillplaywith

Jane?Seethecat.Itgoesmeow meow.Comeandplay.Come

playwithJane.Thekittenwillnotplay.Seemother.Motheris

verynice.Mother,willyouplaywithJane?Motherlaughs.Laugh,

motherlaugh.SeeFather.Heisbigandstrong.Father,willyou

playwithJane?Fatherissmiling.Smile,Father,smile.Seethe

dog.Bowwow goesthedog.DoyouwanttoplaywithJane?See

thedogrun.Run,dog,run.Look,look.Herecomesafriend.The

friendwillplaywithJane.Theywillplayagoodgame.Play,

Jane,play.(7)

처음으로 읽기를 배우는 등학생에게 맞춘 쉬운 어휘와 구문으로 구

성된 단순한 텍스트이지만 이 속에 백인,핵가족,가부장제의 등의 이데

올로기가 이상 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내연화(connotation)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이숙희 15).모리슨은 이 텍스트를 작품 반에 걸쳐 피

콜라를 비롯한 흑인 인물들의 이야기와 비시킴으로 백인사회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흑인과 흑인여성들이 실을 비극 으로 묘사한다.

특정한 계 의 생활양식과 방식이 표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교육 외에도 다양한 문화 도구의 기여가 크다.컵에 새겨진 셜리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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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lyTemple)인형,사탕 지에 박 있는 메리 제인(MaryJane)의

얼굴, 형 스크린에 비쳐지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백인 여배우들,읽기

자료로서 제공되는 완벽하고 이상 인 가정으로서의 제인과 딕의 집,이

러한 문화 도구의 강요에 백인 사회 속 흑인들은 이상 인 규범과 가

치 에 어 나는 자신의 외형과 생활모습에 혼란을 느끼며 정체성을 상

실하고 만다.

피콜라와 그의 어머니 폴린(Pauline)이 바로 그러한 라고 할 수 있

다.폴린은 백인 심의 지배 논리에 맹목 으로 빠져들어가 피셔

(Fisher)가라는 부유한 백인집안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하루 일이 끝나

고 부엌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며 낮 동

안 자신이 속하게 되는 백인사회를 이상 인 세계로 여긴다.그녀는 친

딸인 피콜라보다 주인집 백인 딸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여기며,피콜

라에게는 자신을 “ 리드러 부인(Mrs.Breedlove)”이라고 부르게 하는

신 주인집 딸에게는 스스로를 “폴리(Polly)”로 낮춰 칭한다.피콜라가

부엌에서 뜨거운 음식을 쏟는 장면에서 폴린은 맨살에 심한 화상을 입은

피콜라를 팽개치고 핑크빛 드 스의 끝자락만 젖은 주인집 아이를 “꿀처

럼 달콤한 목소리”로 달랜다(87).

백인문화의 이상과 가치 에 잠식당한 어머니 폴린의 맹목 인 동경

과 백인화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피콜라는 자신에 한 정 정체감

을 형성하지 못한다.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찰하며 자신이 실

제로 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같이 그를 무시하고 경멸한

다”(39)고 이해한다.그러나 피콜라의 ‘추함’은 본래 이라기보다 외부로

부터의 이차 인 사회의 강요의 결과이다.

리드러 가족의 추함은 마치 어떤 지 능한 주인이 나타나 그들 각각

에게 추함의 옷을 입으라고 내려 것과 같았다.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

지 않고 그것을 받아 들 다.주인은 말했다.“ 희들은 추한 인간들이다.”

주 를 둘러보자 이 말을 거스를만한 것이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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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실,빌보드며, 화며,쳐다보는 시선들이 모두 다 이 말을 지지하고

있었다.“ ,당신이 옳습니다.”그들은 자신들의 추함을 받아들고 망토처럼

걸친 뒤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Itwasasthoughsomemysteriousallknowingmasterhadgiveneach

oneacloakofuglinesstowear,andtheyhadeachaccepteditwithout

question.Themasterhadsaid,"Youareuglypeople."Theyhadlooked

aboutthemselvesandsaw nothingtocontradictthestatement;saw in

fact,supportforitleaningatthem from everybillboard,everymovie,

everyglance."Yes,"Theyhadsaid,"Youareright."Andtheytookthe

uglinessintheirworldwithit.(34)

백인 심 사회가 내세우는 지배계 인 ‘주인’에 의해 ‘추한 자’로 호명

된 흑인이자 빈민인 피콜라는 그것을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인다.그녀는

메리제인 사탕을 사먹으며 “메리제인을 먹고,메리제인이 되는”(42)것에

해 기쁨을 느끼고,셜리 템 인형을 감상하기 해 하루에 우유 일

리터를 혼자 마신다.그녀는 자신이 겪는 모멸과 질시가 백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검은 피부와 검은 때문이라

고 생각하며 백인이 되고 푸른 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에 이른다.

“개인의 자아가 불가피하게 인종과 성의 구조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그

원천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다”(550)라고 한 피치(Peach)의 말처럼,

피콜라는 백인 심의 사회의식에 자신의 정신과 정체성이 침범당하도록

허용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 의한 강간과 유산으로 미

쳐버리는 비극 인 결말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이와는 조 으로 이야기를 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클라우디아

는 훨씬 더 지 이고 비 인 시각으로 사태를 찰한다.클라우디아는

맹목 으로 백인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에 순응하는 신 “무엇이 그들

(백인)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들은 그 지 못하게 하는가”(62)라는 질문을

제기한다.그녀의 비 인 사고는 온 세상이 소 하게 여기는 “푸른

과 노란 머리카락,그리고 분홍색 피부를 가진 인형”에 해 “둥 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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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과 팬 이크처럼 납작한 얼굴과 오 지 벌 같은 머리카락을 보

고 깜짝 놀랐고 기분이 나빠졌다”(20)라고 한 묘사에 나타난다.그녀는

세상이 그 인형을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해 인형을 분

해한다.밝은 피부를 가진 부유한 모린 필(MaureenPeal)이라는 새로

학 온 소녀에 해 친 함과 애정을 보내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클라

우디아는 그녀의 흠을 찾기 해 애쓰는데,이 역시 백인 가치 의 맹목

인 우상화에 한 반발 이고 비 인 행 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술라』에서도 친구 사이인 술라와 넬의 비를 통해 백

인 심,남성 심의 규범 속에 동화된 인물과 그에 해 반발을 표출하

는 인물들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넬의 집안인 라이트(Wright)집안과

술라를 포함한 피스(Peace)집안은 둘 다 남성의 부재라는 공통 속에

서도 조를 이룬다.넬의 어머니 헬린(Helene)은 매춘부 던 어머니

신 청교도 인 할머니에 의해 통 인 백인 가부장제하의 여성으로 자

랐으며,이러한 자신의 가치 을 넬에게 투사한다.자신의 밝은 피부에

해 자부심을 느끼며,딸인 넬의 코를 집게로 집어 높여주려고 하거나

뜨거운 빗으로 곱슬거리는 머리를 빗겨주는 등 백인여성의 미를 동경한

다.어머니의 백인 산층 가부장 가치 을 그 로 물려받은 넬은 백

인 심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은 한 남자를 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헌신 이고 희생 인 ‘선한’여성이 된다.이와는 반 로 넬의 남편 쥬드

(Jude)가 넬과 결혼하려고 하는 동기는 도로건설의 인부자리를 얻지 못

하고 사회에서 자기발 의 기회를 상실하자 여기서 느낀 좌 을 결혼이

라는 수단을 통해 가장의 권 를 얻음으로써 회복하고자 함이다.

결혼에 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매력 인 것처럼 보 다.

그의 행운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그의 옷 재단이 어떠하든 간에,올

이 풀린 끝단을 집어넣어 시침질과 감침질이 필요한 옷들은 언제나

제 로 되어 있을 것이다.자신을 떠받들 달콤하고도 부지런한,그리

고 충실한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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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며,함께 늙어갈 것이다.그런 상 가 없다면

그는 여자처럼 부엌 주변이나 서성거리는 사가 될 뿐이었다.그녀

와 더불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거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

만,어 든 한 가정의 가장일 수는 있었다.그들 둘은 함께 하나의 쥬

드를 만들 것이다.

The more he thoughtaboutmarriage,the more attractive it

became.Whateverhisfortune,whateverthecutofhisgarment,

therewouldalwaysbethehem-thetuckandfoldthathidhis

ravelingedges;asomeonesweet,industriousandloyaltoshore

him up.Andinreturnhewouldshelterher,loveher,grow old

withher.Withoutthatsomeonehewasawaiterhangingaround

akitchenlikeawoman.Withherhewasheadofahousehold

pinnedtoanunsatisfactoryjoboutofnecessity.Thetwoofthem

togetherwouldmakeoneJude.(Sula83)

사회참여의 기회마 박탈당한 흑인 남성이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신 ,물리 공간은 가정이다.성 욕망의 처소인 가정에서 흑인

남성들은 여성을 성의 노 로 만들어 군림하는 권력을 합법 으로 보장

받는다.

롤러(Roller)는 여성의 제한 ,억압 인 삶으로 나타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혼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소우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것

이 두 기능을 실행하는데 있어 으로 필요한 하나의 기 이기

때문이다.결혼이 강요하는 것은 소유,지배,명령이다.물론,여자 쪽

이 소유당하고,지배를 받고 명령을 받으며 그러한 아내는 나약하고

보조 이 된다.가부장제를 해 필요한 것은 바로 아내에 한 지배

와 착취이다;자본주의에 있어 필수 인 것은 가족의 라이버시,소

유 지배이다.

Marriageispresentedasamicrocosm ofpatriarchyandcapitalism

because itis the one institution absolutely necessary 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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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ingofboth.Theemphasisofmarriageisonpossession

and rule and order.Ofcourse,the wife is the one to be

possessed,ruled,andorderedsheistheonewhoistobemade

weakandsubservient.Itisthedominationandexploitationofher

thatisnecessaryforpatriarchy;itisfamilialprivacy,possession,

andrulethatisnecessaryforcapitalism.(158-9)

넬은 헌신 이고 수동 인 아내가 되어 스스로 택한 결혼이라는 제도

굴 에 갇 살게 된다.결혼에 한 환상과 행복한 꿈은 서로에

한 사랑의 부재로 끝이 나게 되고,술라와 계를 가지는 모습을 들킨

남편 쥬드는 넬을 떠난다.쥬드가 떠난 후 넬은 육체 으로나 정신 으

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퇴색되어 시들어간다.이것은 여성의 삶을

으로 상 남성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제도 속에서 남성의 부

재가 여성에게 큰 상실감을 과 동시에 자아발 의 기회마 박탈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반면,남성이 성 즐거움과 인간 계에서 오는 만족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 술라의 가정에서 그녀의 할머니인 에바와 한나(Hannah)는 마

을 남자들과 자유로운 육체 계를 린다.남편 보이보이(BoyBoy)가

집을 나가자 자녀들을 경제 으로 부담하기 해 자신의 한쪽 다리를 희

생하며,아들 럼(Plum)을 살리기 해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던 라드

(lard)로 장을 해주고 딸 한나를 구하기 해 불길속으로 몸을 던지지

만,한편으로는 쟁의 충격으로 마약에 독되어 지내는 럼의 방에

불을 질러 태워죽이기도 한 에바는,자신의 몸을 희생해 인간들을 한

세상을 만들고 삶과 죽음을 동시에 주 하던 고 여신의 모티 를 간직

하고 있는 인물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술라는 인습 인 삶을 선택한 넬에 비해 실험

이고 진 인 방식으로 자아를 추구한다.친구의 남편과 계를 가지

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술라에게 있어 성이란,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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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찾는 수단에 불과하다.결혼을 하라는 에바의 권유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나는 내 자신을 만들고 싶어요.”(92)라는 술라

의 답은 여성의 성과 독립성을 억압하고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

에 한 그녀의 반발심과 주체 인 자아확립의 욕망을 잘 드러내 다.

그러나 바텀(Bottom)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규범을 거부한 채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술라를 불길하고 사악한 ‘악’으로 규정한

다음,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술라에게로 돌려 그녀를 철 하

게 고립시킨다.술라와 계를 맺었던 남성들마 마을 여성들과 마찬가

지로 술라를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며 매도하는데에 가세하는데,이것은

『 라다이스』에서 루비 마을 사람들이 수녀원의 여자들을 마녀들로 몰

아가던 일을 연상시킨다.그들은 “자신들의 좌 과 분노를 훨씬 더 다루

기 쉬운 상에게 쏟음으로써 술라를 자신의 ‘선’을 증명하기 한 희생

자로 만든다”(김 란 50).

작품 속 바텀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 인 독자가 가지게

될 넬은 ‘선’이고 술라는 ‘악’이라는,혹은 그 반 라는 이분법 인 시각

은 넬의 개인 인 불행과 술라의 죽음,그리고 그녀의 죽음 후 벌어진

마을 사람들의 참사와 같은 결과로 인해 혼란에 부딪치게 된다.이와

련하여 오튼(Otten)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작품의 결말에 한 이해를

돕는다.

일 이 흑인들이 ‘악’이라는 개념에 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

럼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그들은 ‘악’

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했으며,그것을 근

할 필요가 없었다.‘악’이란 이질 인 힘이 아닌,그 조 다른 힘일

뿐이다.

Itwasinterestingtomethatblackpeopleatonetimeseemednot

torespondtoevilinthewaysotherpeopledid.Theythoughtevil

hadanaturalplaceintheuniverse;theydidnotneedtoera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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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vilisnotanalienforce;it'sjustadifferentforce.(28-9)

의 백인 심 가부장 사회가 확립한 선악 이 아닌 다른 에

서 바라보았을 때에,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공동체가 상 의 차이 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자를 ‘악’으로 몰아가며 스스로의 ‘선’을

정당화한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자신의 가치 에 반하는 타자에

한 배척을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여성의 자아확립을 한 해답

은 넬을 술라와 동일시하는 에바의 말에서 드러난다.모리슨은 두 인물

로 표되는 극단 인 어느 한 쪽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신 두 자아

의 공존과 타 을 통한 이상 인 정체성 확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술라』에 이어 쓰여진 모리슨의 세 번째 작품『솔로몬의 노래』는

『 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신화 요소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작품이

다.그리스 신화,유럽 웅 서사시,아 리카 민담과 구 등의 많은

모티 를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의 노래』는 앞선 두 작품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남성 인물인 크맨을 통해 가족의 역

사와 뿌리에 한 이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종의 성장소

설의 형식을 띄고 있다.그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럿을 비롯한 많

은 여성 인물들은 『 라다이스』의 여성 인물들만큼이나 신화 색채로

가득 하며,작품 속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솔로몬의 노래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따온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은 매우 흥미로운 인데,남성 심문화의 기 가 된 성서 에서

매우 정숙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루스(Ruth)와 수를 죽인 일럿(빌라

도)이라는 이름이 크맨의 어머니와 고모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두 인

물의 조를 암시하고 있다.

먼 크맨의 어머니 루스(Ruth)는 남성의 법 속에 자신을 종속시킨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크맨의 자아 성장에 정 인 향

을 주지 못한다.구약 성서에서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한 지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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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충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인에게 선택받아 후에 탄생하게 될 수

의 선조가 되는 인물이지만,『솔로몬의 노래』에서의 루스는 남편과 자

식에게 무시당하고 죽은 아버지 포스터(Foster)박사에 집착하며 살아가

는 인물이다.편부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아버지 포스터 박사와의 지나

친 유 와 아들에 한 집착을 보이며 남편과의 성 불만을 아버지와의

과거,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행 로 충족시킨다.아들이 13세가 될 때까

지 젖을 먹이는 모습을 들키는 바람에 아들이 크맨이라는 이름으로 불

리게 되고 이것은 남편인 메이컨 데드(MaconDead)에게 아내의 근친상

간에 한 의심으로 이어진다.포스터 박사의 임종 시에 옷을 벗고 아버

지의 곁에 워 그의 죽은 손가락을 빨고 있던 루스의 모습 역시 성경

속 정숙한 여인인 루스와는 상반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드보락 여산가 뭔가는 당신 이름조차도 모를 걸.그 여잔 당신을 그

냥 포스터 의사 선생의 딸로 불 을걸.그 여자는 아직도 당신 이름

을 몰라.내 거기에 백 달러를 걸지.당신은 당신 자신만으로는 무

(nobody)야.당신 아버지의 딸이라면 몰라도.”

“그래요.”루스는 가냘 지만 강경하게 말했다.“난 정말 우리 아버지

의 딸일 뿐이에요.”루스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메이컨은 포크를 내릴 새가 없었다.포크를 식탁 에 내던지며 그는

빵을 집어들려던 손을 날려 루스의 턱을 휘갈겼다.

“AnnaDjvorakdon'tevenknow yourname!ShecalledyouDr.

Foster'sdaughter!Ibetyouonehundreddollarsshestilldon't

know your name!You by yourselfain'tnobody.You your

daddy'sdaughter!”

“That'sso,”saidRuthinathinabutsteadyvoice.“Icertainlyam

mydaddy'sdaughter.”Shesmiled.

Macondidn'twaittoputhisforkdown.Hedroppeditonthe

table while his hand was in its way across the bread plate

becomingthefisthesmashedintoherjaw.(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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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종속된 상태가 아니면 무(nobody)라고 비난하는 남편의 말

에 루스는 스스로를 낮은 자로 규명하며 “나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만족

스럽게 답한다.여성으로서의 자율 이고 주체 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그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그녀의

정 인 삶은 마치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만들던 인조 벨벳장미처럼 “빛

나는,그러나 생명이 없는”(10)죽음의 상태와도 같다.

흑인이지만 철 한 물질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백인의 이데올로기를 표

방한 메이컨 가의 정신 불모 상태는 루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이자

메이컨의 나인 나(Lena)와 코린시안스(Corinthians)에게도 마찬가지

로 용된다. 크맨의 둘째 나인 코린시안스 역시 성서에서 따온 이

름이 반어 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인데,신약 성경 속 코린시안스(고

린도)라는 곳은 화려하고 성 으로 타락한 방종한 도시로 창녀의 이미지

를 가지고 있다.8) 그러나 크맨의 나인 코린시안스는 오랫동안 아버

지의 법에 억압받으며 정신 ,감정 ,성 자유를 리지 못했던

인물이다. 크맨이 나인 코린시안스의 연인이 빈민가에 살고 있고 비

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알려 계를 단

시키려 하자 큰 나인 나의 분노가 폭발한다.

의 폐가 만들어지기도 에 이미 나는 13년 동안이나 세상의 공기

를 마시며 살았어.코린시안스는 12년이었고....우리의 소녀 시 은

에게 비하면 거 주운 동 쪼가리 같았지.네가 자면 우리는 조용

히 해야 했고,네가 배고 면 음식을 만들었지.네가 놀고 싶다 하면

즐겁게 해주었어....이제 의 속옷은 네가 빨아라.이불도 네가

펴고,씻고 나면 욕조도 다 씻고 이곳 곳 네가 흘린 것도 죄다 치워.

그런데도 이날까지 한번이라도 우리더러 피곤하냐고 물어본 있

8)창녀의 이미지는 기독교 윤리와 남성 심 념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는 자유로운 여성의 성은 부권 심사회에 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남성신 종교에

의한 박해의 상이었던 고 여신을 섬기던 성 에서는 여사제들이 배우자가 아닌 남성들과

신성한 성 결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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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울 한지 커피 한 잔 할 것인지 권해본 있니.... 아버지하고

꼭 같은 인간이야.한 치도 다르지 않아.

Iwasbreathingairintheworldthirteenyearsbeforeyourlungs

wereevenformed.Corinthians,twelve.....Ourgirlhoodwasspent

likeafoundnickelonyou.Whenyouslept,wewerequiet;when

youhungry,wecooked;whenyouwantedtoplay,weentertained

you....Youhaveyettowashyourunderwear,spreadabed,wipe

theringfrom yourtub,ormoveafleckofyourdirtfrom one

placetoanother.Andtothisday,youhaveneveraskedoneofus

ifweweretired,orsad,orwantedacupofcoffee....Youare

exactlylikehim.Exactly.(216-217)

루스와 그의 두 딸은 이처럼 남편이자 아버지인 메이컨의 법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죽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타 할 수가 없어 자신들을 죽여가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다.남성의 법에 한 여성으로서의 그들의 순응과 포기는 무 철

하여 나가 와 같이 분노했을 때,당사자인 크맨조차도 자신이 가

해 온 오랜 세월의 남성 폭력을 낯설게 받아들일 정도다.

이와는 매우 조 으로 메이컨과 사이가 좋지 못한 고모 일럿은

반문명 ,반자본주의 인 성향이 강하며 『 라다이스』의 콘솔 이타

와 비슷하게 어머니 여신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여자들만 모여 사

는『 라다이스』의 수녀원처럼 일럿과 그녀의 딸,그리고 그녀의 손

녀가 살아가는 집은 크맨의 집안과는 달리 가부장주의가 침투하지 못

하는 장소이다.물질의 추구에만 한 메이컨과,스스로를 작은 사람으

로 규정하면서 결혼 에는 아버지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결혼 후에는 남

편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루스,그리고 그에 숨죽이며 커져가는 분노를

몰래 억 르고 살아가는 크맨의 두 나들과 반 로, 일럿은 생명과

기쁨,자유,인간에 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는 여성이며,자신의 가족

을 하는 남자에게 칼을 들이 수 있는 일족의 보호자이자 강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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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머리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여성이다. 일럿의 이러한 모습은 기

신앙의 여신이 사랑과 쟁,삶과 죽음을 동시에 주 하던 것과 같은 맥

락이라 볼 수 있다.

일럿이라는 이름 역시 성경에서 따온 것으로,문맹인 그녀의 아버

지가 성경책을 뒤 이다 우연히 고른 단어인데 이 이름은 수를 죽인

빌라도를 의미한다.남성 신의 아들의 처형을 허락한 인물의 이름을 가

진 여성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가부장제와 기독

교 가치 을 부정함과 동시에,여성이 자신의 삶과 성에 주도권을 가

지고 신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법속에서 살아가던 고 여신 신앙 사회의

형태를 재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일럿은 사랑과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범인류 인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아무런 정 인 향

을 주지 못했던 크맨의 어머니와 나들과는 달리 조상의 의미와 과거

의 요성을 그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일럿은 아 리카와 근동

지방을 비롯한 범 한 지역에 걸쳐 존재해왔던 한 어머니 여신의

재 인 것이다. 일럿이 배꼽이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녀가 태 의

여신을 재 한다는 분석에 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식탁 의 꽃병

에 놓여있던 물 자국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인

루스와 비교하여,인간이자 군가의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배꼽이

없는 일럿은 1장에서 인용한 ‘태 에 있던 자,가장 오래된 자’라고 묘

사하는 이시스 여신의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

일럿이 어머니 여신을 상징하는 것에 더해 크맨이 남부로의 여행

을 시작하며 만나게 되는 서스(Circe)와 스 트(Sweet)는 여신의 여사제

역할을 한다. 크맨이 찾아간 아버지의 고향인 빌(Danville)에서,어린

시 메이컨과 일럿을 돌 주었던 서스의 집은 자연 인 힘으로 가

득한 곳이다.서스는 백살이 넘은 노 이지만 스무 살 처녀의 목소리를

가진 기괴한 모습으로 크맨을 혼란에 빠뜨린다.흥미롭게도 서스라는

이름은 오딧세우스의 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마녀 키르 를 일컫는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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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크맨에게 그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그를

선조의 과거로 인도하는 지식의 수자로 등장하고 있다.한편,그의 몸

을 씻겨주었던 스 트는 치료자인 여사제의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다.

남성 심 사고와 기독교 에서는 크맨과 육체 계를 가지는

스 트는 ‘창녀’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지만,여신 종교의 에서 볼 때

그녀가 크맨과 성 계를 가지고 몸을 씻겨주던 행 는 일종의 정화의

식을 상징한다. 크맨은 가부장제의 피폐함을 벗어나 일럿,서스,스

트를 거쳐가며 과거 자신이 가졌던 가치 을 벗어버리고 원 인 순

수의 상태로 돌아가며 육체 ,정신 재생을 이루고 진정한 자아를 발

견하게 된다.

남성 심사회의 가치 과 법 아래 숨죽이고 살아가거나 그에 동화되

고자 하는 피콜라,폴린,넬,루스 등의 여성 여성집단의 모습은 백인

남성 심 사회종교 속에서 자아를 상실해가는 흑인 여성에 한

꾸지람으로써 작용한다.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과 치에

안주하려하며 사회가 바라는 외 틀에 맞지 않는 자신에 해 오로

자아를 부인하려하거나,타인에 한 사랑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 하며

부정 인 향만을 남기게 된다.그러나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

의 인간으로서도 주체 인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클로디아,술라,에바와

일럿 등은 비록 백인남성 심 사회에 의해 배척당하고,심지어는 악으

로 낙인 힐지언정 언제나 생명력이 넘쳤으며 사태를 정확하게 단하고

특정 문제에 해 조언을 하거나 타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데에

결정 인 도움을 수 있었다.즉 모리슨은 이러한 두 여성집단의 조

를 통해,무조건 으로 기존의 질서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법

칙에 한 비 인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도 으로 확립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Circe 는 Kirke.남성 심의 신화에 의해 ‘마녀’라는 오명을 달고 있지만 키르 의 원형은

약물과 약 에 한 지식을 주 하는 여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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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 라다이스』에 해 비 인 평자들은 “기계 으로 과거와 재,

신세 와 구세 ,남성과 여성을 반목하게 하는 부자연스럽고,상투 인

책”(Kakutani2)이라고 하거나, 는 “성에 따른 편리한 구분으로 미덕

과 악덕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처럼 보인 작품”(Bent148)라는 평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서술기법이 소설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든

다”(Leavis360)라고 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난해한 서술방식을 비 하

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도입한 신화학 에서 살펴볼 때,『 라다

이스』는 선과 악을 성(gender)으로 구분 지으며 단지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 아니라,고 에 존재하던 모계사회와 여신신앙을 통해

남성 심사회의 그릇된 편견 속에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로 고립시키는

여성들을 일깨우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 해 주장하는 소설이다.

라다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의 결론 하나

는 가부장제의 권 를 주장하던 루비 마을의 유지 하나인 디컨의 변

화이다.“오만하고 사죄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스튜어드와는 달리

디컨은 자신이 “불완 한 존재라는 느낌,숨죽인 고독”(300)을 느끼기 시

작하며 한때 자신들의 권 를 한다고 생각하여 립하던 리처드 미

즈 (RichardMisner)목사에게 선조들의 과거를 고백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와 잘못된 역사를 인정한다.

구세 와 은 세 간의 립을 와해하고자 노력하며 “고립은 세

를 죽게 만든다.고립되면 미래가 사라진다”(210)라고 주장하던 미즈

목사는 새로운 의견, 는 새로운 구성원을 허용하지 않는 마을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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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그 존재 자체를 괴시켜버릴 것을 알고 있다(Romero419).마을

의 구세 와 은 세 ,그리고 마을 남자들과 여자들,루비 마을과 수녀

원 사이에서조차 가장 립 인 인물이었던 그는,자신들의 상흔을 부정

하고 여 히 그들의 왜곡된 신화를 유지해가려는 고집스러운 루비 마을

을 떠나려던 생각을 버리고 그곳에 남아있기로 다짐하면서 변화의 가능

성을 암시한다.

여성의 이름들이 붙여진 소제목으로 이루어진 각 장들과 달리 어떠한

소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작품의 에필로그에서 수녀원의 여자들이 양성

인 이미지로 나타난 것 한 가 될 수 있다.그들은 여성임에도 불구

하고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군복을 입고,장검을 들었다.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나타난 것은 생명과 죽음,사랑과

쟁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그것을 동시에 주 하던 고 여신과 그

여신을 섬기던 이들처럼,빛과 어둠,남자와 여자,백인과 흑인 등의 가

부장제 기독교 인 이분법을 부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모리슨은 199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가진 “노벨상 기념 강연”에

서 “바벨탑에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낙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유는 그들이 “다른 언어,다른 ,다른 서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

기”(270)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 라다이스』의 마지막에 문자

P로 시작되어야 할 ‘Paradise’를 소문자를 사용해 의도 으로 ‘paradise’

라고 써야했다고 말했다(Gray20).즉,낙원이란 제외와 배척을 기본으로

하는 ‘선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여러 인종과

종교를 포함하는,만인에게 열려있는 공간임을 모리슨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신과 여신들이 평신도들과 함께 회당에 앉아 배를 보며,” “시

와 종소리에 일어나 춤을 추는 뱀들”(264)이 있는 낙원에 한 언 ,그

리고 “ 가루빛,장 빛,진주빛”(318)이 한데 어우러진 여성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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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묘사는 모든 성과 인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함

께 조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낙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

다.10)흑인과 백인,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의 평등한 권 를 인정하고

상 의 말에 귀 기울일 때,그리하여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의 삶은 낙원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

이와 련한 모리슨의 확고한 주 은 자신에게 따라붙는 ‘흑인작가’

혹은 ‘여성작가’라는 수식어구가 편견이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흑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흑인과 여성의 감정을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다는 에서,그러한 호칭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 말에 의해

알 수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당신은 스스로를 “흑인작가”라고 여기는가,혹은

“작가”라고 여기는가?’라고 물으며 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여 “여성작가”라고 여기는지에 해 질문하곤 했다.그래서 나는

먼 홀가분하게 “나는 흑인 여성 작가”라고 말했다....나는 한 사람

의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할 수 있었던 감정과 지각의 범 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정말로 그 게 생각

한다.

“Inthebeginning,peoplewouldsay,‘Doyouregardyourselfasa

blackwriter,orasawriter?’andtheyalsousedthewordwoman

withit-womanwriter.SoatfirstIwasglibandsaidI‘m ablack

woman writer....I really think the range of emotions and

perceptionsIhavehadaccesstoasablackpersonandasa

femalepersonaregreaterthanthoseofpeoplewhoareneither.I

reallydo.”(Rothstein862-83)

사회의 잘못된 역사와 편견이 온 히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그리고

10)이에 해 구바(Gubar)는 모리슨이 묘사한 인종의 경계가 허물어진 혼합 종족 정체감이야

말로 미래의 사회에 인종 차별주의 범주를 뛰어넘게 만드는 구원의 가능성이라 말한다.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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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이 여 히 스스로를 인종과 성별의 이 차별의 피해자로만 여

기며 불평을 늘어놓는 이상,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고 스스로의 삶에 한 주

을 확립하기 해서는 우선 한때 여신과 모계 심 사회 아래 여성들의

권 가 확고했던 시 가 있었고,그것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으며 한

어떠한 신화 사건과 형태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를 인식해

야만 한다.이에 한 연구를 통해 사실을 인식한 후에 여성은,빼앗긴

주권에 한 무 제한 분노나 잃어버린 여성 심사회의 회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수동 이고 때로는 자발 으로 남성의 법에 속해왔던 자신

의 ‘가부장제 아래 희생양’의 모습을 탈피하고 개인 안에 있는 주도 인

여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한 사회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얻은 상

흔을 무조건 으로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라다이스』의 수녀

원의 여성들이 그 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과 사회의 병폐마 솔직

하게 받아들이고, 정 인 여성성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백인과 남성이

라는 지배계층의 편익을 해 정형화한 외 아름다움과 순종 인 ‘성녀’

의 모습을 무조건 가치로 받들며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포용할 때에야 비로

소 백인 사회 내의 흑인 여성을 포함하여 이 시 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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