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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간, 장소, 그리고 이민자

인간은 자신이 사는 곳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사는 장소의 역할은 상당한데, 마이크 크랭(Mike 
Crang)이 지적하듯이 장소는 단순히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
라 그 사람이 누구냐에 관한 것이다(103). 따라서 고향이라는 장소와 떨어지
게 된 이민자는 정체성의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민자 소설
에서 정체성과 장소의 관계가 자주 다뤄지는 까닭은 이민자들이 경험한 고향
이라는 장소의 상실 때문이다. 

캐리비안(the Caribbean)의 트리니다드(Trinidad) 출신 작가 샘 셀본(Sam 
Selvon)은 그의 소설을 통해 이민자가 새로운 장소와 맺는 관계에 대해 탐구
해왔다. 20대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28년을 생활한 후, 다시 캐나다로 삶의 터
전을 옮긴 셀본은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지닐 수밖에 없었
다. 셀본은 한 인터뷰에서 이민자가 느끼는 장소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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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다.

배경은 늘 중요합니다. 경치, 장소, 풍경 같은 것들 말이죠. [...] 바
로 그 때문에 제 작품에서 해외로 이민을 간 인물들이 그곳에서 오
랜 세월을 보낼 때까지 풍경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은 그들이 가진 어려움 중 하나인데, 그들이 장소에 관한 그들만의 
고유한 감정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들이 풍경과 
분위기, 기후가 어떠한지에 적응할 때까지 그들은 풍경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Well the background is always important – the scenery, the 
place, the landscape.  [...] This is why the characters in my 
work who go abroad to live – this is some of the difficulty that 
they have - they cannot associate with the landscape until 
they have lived in it for a number of years, before they cannot 
have their own emotional feelings about a place until they 
become accustomed to what the climate is like and the 
atmosphere and the landscape. (Roberts 104) 

셀본은 이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풍경과 관계를 맺지 못하
는 것”을 꼽는다. 즉, 이민자들은 아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새로운 장소에게
서 소속감 대신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낼 때까지”
라는 셀본의 말은 이민자들이 한 장소에서 긴 시간을 보낸다면 비록 그곳이 고
향이 아닌 타지이더라도 그 장소와 유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뜻한
다. 셀본은 이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장소와 관계를 맺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이 어떤 장소에 관한 고유한 감정이나 느낌
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장소의 풍경과 기후에 적응하게 된다면 그 장소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과 장소가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셀본의 
생각은 지리학에서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개념과 유사하다. 인문주
의 지리학자인 이-푸 투안(Yi-Fu Tuan)은 인간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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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을 공간으로, 인간이 긴 시간에 걸쳐 의미를 부여한 공간을 장소로 구분
한다. 그에 의하면 “구분되지 않는 공간으로 시작된 것은 사람들이 그곳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장소가 된다”(What begins as 
undifferentiated space becomes place as we get to know it better and 
endow it with value, 6). 이러한 시각은 또 다른 지리학자인 크랭에게서도 발
견되는데, 그는 “공간은 그곳에 시간의 더께가 쌓이면서 장소가 된다”(Spaces 
become places as they become ‘time-thickened’, 103)고 주장한다. 즉, 인간
이 어떤 공간에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을 통해 그 공간은 기존에 없던 
의미가 생기면서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나 행동
양식은 문화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장소는 “일련의 문화적 특성”(a set of 
cultural characteristics, Crang 103)을 뜻하는 곳이 되고, 따라서 각기의 문화
적 특성을 띠는 인간들이 모인 장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다시 말
해, 인간은 어떠한 장소에 그들을 위치시키는 것을 넘어, 그 장소를 통해서 그
들 자신을 정의한다. 크랭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런던 사람”(a Londoner) 혹은 “뉴욕 사람”(a New Yorker) 등의 말로 소개를 
시작하는 것이 장소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한다(10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셀본이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런던생활을 그린 
그의 대표작 『외로운 런던사람들』(The Lonely Londoners, 1956)의 제목에
서 이민자들을 “런던 사람들”로 정의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런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민자들의 정체성이 캐리비안이 아니라 런던과의 관계
를 통해 규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이민자들이 영국 문화에 동화됨
으로써 런던 사람들로 규정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대신, 아직 이민자들과
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런던이라는 공간에서 캐리비안 이민자들이 고유의 
문화를 고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런던을 그들만의 장소로 규정하고, 이를 통
해 그들의 정체성이 정의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셀본의 이민자들은 캐리비안
의 문화적 유산을 런던에 ‘이식’함으로써 런던을 제 2의 고향으로 만든다.

사실 『외로운 런던사람들』 이전까지 캐리비안 출신 작가들에 의해 재현된 
런던은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이민자들과 관계 형성이 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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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그려져 왔다. 셀본의 고향인 트리니다드를 비롯한 캐리비안의 국가
들 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영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는 사실도 이민자들에게 런
던과 관계 맺는 것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케네스 람
찬드(Kenneth Ramchand)에 의해 캐리비안 이민자의 런던 생활을 그린 최초
의 소설로 꼽힌(3) 진 리스(Jean Rhys)의 『어둠속의 항해』(Voyage in the 
Dark, 1934)는 런던이 이민자에게 주는 낯섦, 거부감, 적대감 등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설의 주인공 애너(Anna Morgan)는 캐리비안의 작은 섬 
도미니카(Dominica)에서 런던으로 이주하여 3년여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소설 
전반에 걸쳐 런던을 모든 것이 구분되지 않고 “정확히 모든 것이 똑같
은”(exactly all alike) 곳으로 묘사할 만큼, 런던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
는다. 소설의 후반부, 불법 낙태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애너는 런던을 
철저하게 낯선 공간으로 묘사한다. 

모든 것이 언제나 정확히 똑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추위와 함께 내
게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집은 하나같이 정확히 똑같았
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거리들도 하나같이 정확히 똑같았다. 

Everything was always so exactly alike – that was what I could 
never get used to. And the cold; and the houses all exactly 
alike, and the streets going north, south, east, west, all exactly 
alike. (179)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의 특징을 구분하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것은 그 장소
와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장소가 익숙하지 않을 때 흔히 발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에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은 우리가 그 공
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장소가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애너에게 런던은 파악할 수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는 “구분
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어느 음울한 겨울 저녁”(One grim winter evening, 23)으로 시작하
여 “어느 여름밤”(a summer night, 142)으로 끝나는 『외로운 런던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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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이민자들에게 런던이 무의미한 ‘공간’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 집지역인 해로우 로
드(the Harrow Road)는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주 근거지 중 하나로, 이민자들
의 문화가 이식됨으로써 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변모해가는 좋은 예이다. 
소설은 해로우 로드가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대
변하는 장소로 변해가는 모습을 포착한다. 화자는 캐리비안 이민자들이 본격
적으로 들어오면서 해로우 로드의 식료품점이 “서인도제도의 상점처럼”(like a 
shop in the West Indies, 76) 변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 가게
는 “팥”(red beans), “훈제 청어”(smoked herring), “빵나무 열매 통조
림”(tinned breadfruit)과 같이 이민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구비했을 뿐만 아
니라 이민자들의 어려운 형편에 맞추어 난로에 불을 넣기 위한 싸구려 찌꺼기 
기름(pitchoil)같은 물품도 판매한다(76-7). 이처럼 이 소설은 다채로운 사례
와 에피소드를 통해 이민자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런던의 지도를 변
화시켜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Ⅱ. 디아스포라 담론의 한계와 ‘집 찾기’

『외로운 런던사람들』은 런던과 이민자들의 관계 맺음을 중심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이러한 측면은 등한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혼
종문화 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비평적 관심의 한계에서 드러난
다. 지금까지 소설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대체로 캐리비안과 런던의 문화가 서
로 뒤섞여 새로운 혼종 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점에 기울어져 있었다. 특히 셀본
이 이 소설에 처음 시도한 언어 실험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이민자 특유의 
시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셀본이 런던 소설을 기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독특한 언어는 실재하는 언어가 아닌 셀본 개인의 창조물로
서, 그의 고향인 트리니다드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바탕으로 캐리비안 각 지역 
영어의 특징과 서구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영국 영어의 요소까지 포함한 언어
이다. 셀본의 언어가 지닌 이러한 다문화적 성격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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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존 볼(John Clement Ball)은 셀본의 언어가 가진 특색을 “초국가적이
고”(transnational), “혼종적인”(hybrid) 것으로 본다(132). 마리아 신도니
(Maria Grazia Sindoni) 또한 셀본의 언어를 “언어의 혼종화에 대한 살아있는 
메타포”(a living metaphor of the hybridisation of language, 29)라고 지칭하
며 이 언어가 다문화사회인 캐리비안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녀는 
제국주의의 역사로 인해 형성된 캐리비안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리켜 
정치, 종교, 문화 등이 혼합된 “뒤범벅”(hotchpotch, 7)이라 일컫는다.

이민자 소설에서 이산경험의 아픔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과 교섭의 과
정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발생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산경험을 새로운 혼종문
화의 촉매제로 해석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1) 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디아
스포라 담론의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은 로빈 코헨(Robin 
Cohen)이다. 코헨은 그의 글 「디아스포라와 국가: 피해자에서 도전자로」
(“Diasporas and the State: From Victims to Challengers”)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고향을 잃은 피해자에서 새로운 시각과 창조력을 지닌 도전자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디아스포라의 뿌리인 유대인 디아스
포라에 대한 그의 재해석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침략에 의해 고향을 잃고 고통 받았다는 일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바빌론 사
람들과의 만남이 유대인을 단일한 세계 밖에 존재하는 다문화적 환경으로 이
끎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a new creative energy, 508)를 발현시켰다

1) 본래 바빌로니아의 침략에 의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디아스포라는 퇴뢰리안(Khachig Tölölian)에 의하면 이제 “이민자, 국외거주자, 망명
자, 이주노동자, 난민 공동체, 해외 공동체, 소수민족 공동체”(immigrant, expatriate, 
refugee, guest-worker, exile community, overseas community, ethnic community, 
Clifford에서 재인용 303) 등을 포함할 만큼 의미가 확장된다. 이처럼 고향을 떠나 타
지에서 살게 된 사람들 혹은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하던 디아스포라
는 1990년대 이후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문화에 드러
나는 “차이, 혼종성, 혼합과 크로스오버”(difference, hybridity, blends and 
cross-overs, Procter Stuart Hall 131)를 대표하는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되기 시작
한다. 이처럼 디아스포라는 문맥에 따라 이산자(離散者)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문화
주의나 혼합문화를 대표하는 메타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제임스 
프록터(James Procter)는 디아스포라가 “점차 디아스포라적 개념”(an increasingly 
diasporic concept, Dwelling Places 13 원문강조), 즉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떠
돌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든 개념이 되고 있다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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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코헨은 “현지 국가에서의 독자적이지만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
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a distinctive yet creative and enriching life in 
host countries, 514)을 디아스포라의 공통적 특질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현
대가 “가상공간”(cyberspace)의 시대라는 근거로 이산경험 없이 상상력만으로
도 디아스포라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514). 즉, 코헨은 디아
스포라를 이제 고향을 잃은 비극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초국가적 상상력을 통
해 독특한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주체로 읽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으
로 인해 디아스포라는 점차 이산자나 이민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문화단일주
의나 문화순혈주의를 비판하고 다문화주의나 혼합문화를 대표하는 비유적 표
현으로 변모한다. 디아스포라 담론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로저스 브루베이커
(Rogers Brubaker)는 디아스포라를 규정하는 요소로 “혼종성, 유동성, 크레올
화와 혼합주의”(hybridity, fluidity, creolization and syncretism, 6)를 강조하
는 새로운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고향과의 단절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디아스포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코헨의 주장은 본래 강제력이나 무력에 의해 고향으로부터 단절된 사
람들을 뜻하는 디아스포라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 이민자들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문화란, 이민자들이 고향 상실의 아픔을 딛고 그들의 삶에
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절박한 노력에서 비롯한 부차적인 것이다. 디아스포라
가 전통적으로 실향민을 지칭했던 까닭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이 귀속된 장
소가 갖는 관계가 그만큼 긴 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소는 인
간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지표이다. 달리 말하면,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낯선 
장소로 온다는 것은 인간에게 극심한 존재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외로운 런던사람들』의 초반부에서 셀본은 장소의 상실로 인한 이민자의 
혼란을 런던이라는 생경한 타지에서 홀로 첫 외출을 하게 된 갤러해드
(Galahad)의 모습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일터도 집도 친구도 없는 런던에
서 길을 잃고 큰 혼란에 빠진 갤러해드는 돈과 여권이 있는지 주머니를 더듬다
가 “마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as if he lost everything 
he have, 42) 느낌을 받고 몸 여기저기를 더듬기 시작한다. 갤러해드가 돈과 
여권을 찾은 것은 생존을 담보할 물건과 정체성을 증명할 서류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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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온몸을 더듬은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이다. 존재를 물리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몸’을 만져야만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갤러해드가 존재감을 상실한 듯한 극도의 불
안함을 겪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불안을 초래한 것은 바로 새로운 장소와
의 만남이다. 이 장면은 인간에게 익숙한 장소를 상실한다는 것은 존재의 상실
을 뜻하고, 낯선 장소와 마주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킨다는 
셀본의 시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고향과의 단절을 직접 겪지 않아도 디아스포
라가 될 수 있다는 코헨의 주장은 디아스포라를 “피해자에서 도전자로” 재조명
하는 과정에서 장소의 상실이 인간에게 초래하는 상실감이나 불안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향을 대신하여 정체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하는 이민자들
의 노력은 『외로운 런던사람들』의 핵심이다. 아브타 브라(Avtar Brah)는 “고
향에 대한 욕망”(desire for a homeland)과 “집 찾기 욕망”(a homing desire)을 
구분하면서, 모든 이민자들이 지리적 실체로서 고향에 돌아가길 바라는 것은 아
니며, 고향이 주는 소속감이나 안정감과 같은 정서적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민자들도 상당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브라의 논지를 구체화 한 임경규는 이민
자들이 타지에서 고국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젓가락질 같이 사소한 고국의 문화
를 고수함으로써 지리적 실체인 “고향땅”(homeland)을 대신할 문화적 실체인 
“집”(home)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40-42). 임경규는 “고향땅”을 대체하는 
“집”의 대표적 사례로 유대인 작가 신씨아 오지크(Cynthia Ozick)가 사용하는 
“이디쉬”(Yiddish)2)라는 유대인의 전통 언어를 제시한다(42). 

2) 10세기 독일의 라인란트(Rhineland) 지방의 유대인 이민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
디쉬는 독일어와 히브리어의 특성이 결합된 언어이다. 이디쉬는 차츰 동유럽에 거주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동유럽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성장한다.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인해 이디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간 유대인들에게 이디시어는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잃어버린 고향을 상징하는 매개물로 자리한다. 신씨아 오지크를 비롯해 미
국에서 활동하는 유대인 작가들과 이디쉬 간의 관계를 추적한 한 연구는 이디쉬가 
유대인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이디쉬는 언어적 수단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품성
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구성하는 역동적 힘이다”(Yiddish is more 
than a linguistic medium; it is an active force that constitutes human characters 
and their commitments to Jewish tradition, Koltun-Fromm 277)라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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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을 근거로 우리는 셀본이 『외로운 런던사람들』에서 시도한 언어 
실험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소설의 언어를 여러 문화가 혼합된 정체 불분명
한 초국가적 혼종 언어로 정의하는 평자들과 달리, 셀본은 이것을 “캐리비안 
방언”(a Caribbean dialect)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언어가 캐리비안이라는 지역
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Fabre 67). 이 언어는 런던이라는 타지에서 캐
리비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셀본의 노력 중 하나이다. 이디쉬가 고향이
라는 장소와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집’의 역할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셀본
의 “캐리비안 방언” 또한 런던에 사는 캐리비안 이민자들에게 ‘집’의 역할을 한
다. 셀본의 소설에서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은 비단 언어만이 아니다. 캐리비안
의 축제인 카니발(Carnival), 트리니다드의 전통음악인 칼립소(Calypso) 등은 
모두 “캐리비안 방언”과 마찬가지로 소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적극 활
용되어 셀본이 그의 소설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고향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실체를 모색했음을 입증한다.

셀본의 ‘집 찾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셀본이 단순히 ‘집’으로 정의되는 무형
의 문화적 자산을 탐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런던이라는 유형의 
실체와 결합함으로써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어떤 공간에서의 반복되는 행위나 행동양식은 
공간을 장소로 만든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기억, 혹은 어떠한 존재에 대한 기
억은 장소와 유착해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다. 투안은 덴마크의 크론베르크 
성(Kronberg Castle)을 예로 들어 그곳에 햄릿(Hamlet)이 살았었다는 상상만
으로 성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한다(4). 햄릿이라는 존재는 크론베르크 
성이라는 장소에 “그것의 정체성”(its identity)과 “그것의 아우라”(its aura)를 
부여하는 것이다(4). 셀본의 『외로운 런던사람들』은 카니발 축제를 즐기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런던의 중심지에 위치한 세인트 판크라스 홀(St Pancras 
Hall)이라는 장소에 담아낸다. 햄릿이 성의 느낌을 다르게 만들 듯이 이민자들
이 느끼는 세인트 판크라스 홀이라는 장소와의 유대감은 카니발 이전과 이후
가 다를 수밖에 없다. 카니발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이민자들에게 친근하지 않
던 세인트 판크라스 홀은 친근한 장소로 변모하고, 이렇게 변모한 런던은 이민
자들에게 익숙한 고향의 느낌을 어느 정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민자들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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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안의 문화를 런던에 이식함으로써 런던을 변모시키고, 변화한 런던에서 
일종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런던 사람들”로 변화
시킨다. 

Ⅲ. 런던 -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외로운 런던사람들』의 특징은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새로운 터전으로써 
런던을 긍정했다는 사실이다. 셀본이 런던을 이민자들의 제 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캐리비안이 아닌 바로 런던에서 캐
리비안 정체성이 태동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캐리비안 이민자들에게 
1950년대의 런던은 캐리비안과 영국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혼종 문화를 탄생
시키는 다문화의 교차점이 아니라 ‘캐리비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캐리비안 
사람들인 우리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장이었다. 캐리비안에서 
영국으로의 이민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런던으로 이주한 셀본은 
한 인터뷰에서 런던으로 이주하여 좋았던 점으로 각기 흩어져 있던 캐리비안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데 모여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
으며, 또한 “캐리비안 지역을 개개의 섬들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보려는 인
식 같은 것”(some kind of feeling for the Caribbean area as a whole, rather 
than as individual islands, Roberts 110)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꼽는
다. 셀본과 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주한 동료 이민자이자 셀본과 함께 캐리
비안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바베이도스(Barbados) 출신
의 조지 래밍(George Lamming) 또한 스스로를 캐리비안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던 캐리비안 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며 “이런 의미에서 내 세대의 서인도제도 사람들 대부분은 영국에서 태어났
다”(In this sense, most West Indians of my generation were born in 
England, 214)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던 다문화, 다인종 사
회인 캐리비안은 런던(영국)에서 이민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정체성이 형
성되게 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영국에 와서 비로소 이름과 전통, 선조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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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It is when I came to England that I discover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name and a tradition, ancestors and a heritage, 
Fabre 70)라는 셀본의 언급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실라 나스
타(Susheila Nasta)는 1950년대의 런던 내 캐리비안 이민자들 사이에서 벌어
진 이러한 현상을 “‘모국’과의 대면을 통한 캐리비안 의식의 탄생”(the birth of 
a Caribbean consciousness by confrontation with the ‘mother-country’, 
Home Truths 66)이라 일컫는다. 

셀본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작품으로 옮긴 작가
이다. 런던에서 캐리비안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런던이라는 새로운 장소와의 
관계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셀본의 시도는 『외로운 런던사람들』 
뿐만 아니라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셀본의 소설 대부분이 공유하는 공통분모
이다. 셀본의 소설은 철저히 트리니다드와 런던 두 세계만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셀본의 런던 소설들은 대체로 캐리비안 문화를 기반으로 런던을 이
민자들에게 낯선 공간에서 친숙한 장소로 변모시켜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그로브의 오베아」(“Obeah in the Grove”)라는 단편 소설은 캐리
비안의 주술문화인 오베아(obeah)가 캐리비안이 아닌 런던의 라드브로크 그
로브(Ladbroke Grove)를 배경으로 행해진다. 백인 집주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베아를 통해 집에 저주를 내릴 것을 계획하는 피지(Fiji)에게 이 행위를 황
당하게 본 친구 윙키(Winky)는 “친구, 우리는 지금 자메이카에 있는 게 아니
야. 알잖아”(Boy, we not back home in Jamaica now, you know, 159)라고 말
한다. 이에 대해 “자메이카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what 
happen in Jamaica could happen here, 159)라는 피지의 대답은 캐리비안 문
화가 런던에서도 유효하다는 셀본의 시각을 반영한다. 실제로 오베아를 통한 
저주는 성공하여 그 집의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천정은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크론베르크 성에 햄릿이 살았었다는 상상만으로 성의 느낌
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라드브로크 그로브에서 오베아가 행해졌다는 상
상은 그 지역이 다른 “정체성”과 “아우라”를 갖게 한다. “그로브의 오베아”라는 
제목이 나타내듯 셀본은 오베아라는 캐리비안 문화를 통해 라드브로크 그로브
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로써 이민자들과 새로이 관계를 맺은 지역의 모습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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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낸다.
「그로브의 오베아」가 라드브로크 그로브라는 런던 내 작은 지역에 한정된 

‘지도 다시 그리기’라면, 『외로운 런던사람들』은 워털루 역(Waterloo), 트라
팔가 광장(Trafalgar Square), 피카딜리 서커스(Picadilly Circus), 베이스워터
(Bayswater), 해로우 로드(the Harrow Road) 등 관광명소와 이민자 집지역
을 아우르는 런던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민자들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광범위
한 런던 지도 다시 그리기라 할 수 있다. 『외로운 런던사람들』은 런던의 지
도를 새롭게 그려내기 위해 소설의 첫 문장부터 런던을 의미부여가 되지 않은 
빈 공간으로 제시한다. 투안은 인간과 관계맺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열린 
공간”(Open space)을 마치 “빈 종이”(blank sheet)와 같다고 비유한다(54). 
소설의 도입부에 제시되는 런던이 이민자들에게 공간이라는 사실은 런던이 의
미부여가 되지 않은 곳, 따라서 정체성의 기반을 둘 수 없는 곳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비어 있는 만큼 채워 넣을 곳이 많은 “빈 종이”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
을 뜻한다. 캐리비안 이민자들에 의해 런던의 지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셀본의 소설에서는, 영국인들에 의해 이미 수없이 정의되고 의미 부여된 런던
이라는 장소를 캐리비안 이민자들이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런던
의 모습을 비워내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설은 첫 문장
부터 ‘장소’로서의 런던을 ‘공간’으로 비워내는 작업을 개시한다.

어느 음울한 겨울 저녁, 안개는 쉼 없이 도시 위에 머물러 있고 불
빛들은 흐릿하게 보이며 런던에 비현실적인 느낌이 감돌 때, 비현
실적이어서 마치 런던이 아니라 다른 행성의 어떤 이상한 장소와 
같을 때, 트리니다드에서 오는 어떤 녀석을 만나러 워털루 역에 가
기 위해 [...] 모지스 얼로에터는 46번 버스에 올라탔다.

One grim winter evening, when it had a kind of unrealness 
about London, with a fog sleeping restlessly over the city and 
the lights showing in the blur as if is not London at all but 
some strange place on another planet, Moses Aloetta hop on a 
number 46 bus [...] to go to Waterloo to meet a fellar who was 
coming from Trinidad on the boat-trai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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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에서 “음울한”, “비현실적인” 등의 표현은 이민자의 눈에 보이는 낯선 
런던의 풍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흔히 어둡고 차갑고 음울한 도시로 그려진 당
시의 흔한 런던 묘사를 답습한다. 따라서 이러한 묘사는 영국인들에 의해 규정
된 장소로서의 런던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진 인용문에서 화자가 이 낯선 런던의 모습을 “런던이 
아닌 곳”, “다른 행성의 어떤 이상한 장소”로 표현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소설이 시작하자마자 독자가 마주하게 되는 이 표현은 런던이라는 장소를 
“런던이 아닌 곳”, “다른 행성의 어떤 이상한 장소”에 비유함으로써 이곳을 이
민자들도, 영국인들도 전혀 모르는 곳으로 만든다. 독자들 가운데 “다른 행성
의 어떤 이상한 장소”라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이는 독자들에게 장소
가 아닌 공간으로 인식된다. 소설의 첫 문장부터 런던의 지도는 완전히 비워져 
새롭게 그려질 수 있는 “빈 종이”와 같은 상태로 독자들에게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셀본은 소설 전반에 걸쳐 영국인들에게 익숙한 런던이 아닌 이민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런던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런던의 지도를 캐리비
안 색이 물씬 풍기는 장소로 새롭게 그려낸다. 

런던을 장소에서 공간으로 비워내고자 하는 셀본의 시도는 모지스(Moses 
Aloetta)와 갤러해드의 만남으로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데서도 드러
난다. 모지스는 이미 런던에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 런던이 너무나 익
숙한 이민자이다. 런던에 처음 온 갤러해드가 농담처럼 붙인 모지스의 별명인 
“미스터 런던”(mister London, 39)과, “모지스는 런던에 관한 한 전문가이
다”(Moses is a man about London, 68)라는 화자의 서술은 모지스의 정체성
이 이미 런던이라는 장소와 뗄 수 없이 얽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런던과
의 관계가 확고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런던을, 그리고 자신을 변화
시킬 가능성이 닫혀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런던에 한창 적응을 해가는 갤
러해드가 런던의 명소를 갔던 이야기, 백인 여자를 만난 이야기를 할 때 모지
스는 “이미 다 안다는 듯한 웃음, 피곤한 웃음”(a knowing smile, a tired 
smile, 93)을 지어 보인다. 본 소설의 서문에서 람찬드는 “모지스는 활기찬 무
언가를 상실했다”(Moses has lost something vital, 15)고 하는데 모지스가 보
이는 이러한 무기력함은 그가 비록 런던이라는 공간에서 길을 잃거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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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할 우려는 없으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힘도 상실했음을 뜻한다. 
반면 갤러해드는 런던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워털루 역에 도착한다. 

갤러해드가 “외투도 목도리도 장갑도 추위에 대비할 어떤 것도 없이”(no 
overcoat or muffler or gloves or anything for the cold, 32) 런던에 왔다는 
사실은 그가 런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선입관도 전혀 없음을, 그래서 그에게는 
런던이 “다른 행성의 어떤 이상한 장소”나 다름없음을 상징한다. 대조적으로, 
모지스는 “털로 된 내복 바지와 소방관들이 입는 묵직한 외투”(long wool 
underwear and a heavy fireman coat, 33)를 입고 있어 런던의 “사나운 겨
울”(the beast winter, 32)에 이미 적응을 마쳤음을 드러낸다. 

런던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갤러해드와 이러한 힘을 상실한 모지스의 대
조되는 모습은 일자리를 잃은 갤러해드가 배고픔에 못 이겨 “켄싱턴 가
든”(Kensington Gardens)이라는 공원의 비둘기를 잡아먹는 에피소드에서 더
욱 분명해진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진 갤러해드는 자주 산책
을 하던 켄싱턴 가든에서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먹고 뚱뚱해진 비둘기를 보고 
부러움을 느낀다. 그러던 와중, 갤러해드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비둘기를 잡아
먹곤 하던 일을 회상하며 켄싱턴 가든의 비둘기를 잡아먹을 계획을 세우게 된
다.

이 뚱뚱한 비둘기들이 공원을 뽐내며 다니는 모습을 보고, 갤러해
드는 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채 집에 가지고 가 구워 먹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어린 꼬마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산 페르
난도의 하이 스트리트에서 일을 하셨다. [...] 그 거리 전반에는 온
통 비둘기들이 가득했다. 아무도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
랐지만 갤러해드의 아버지는 비둘기를 잡아 집에 가져와 구워먹곤 
했다.

Watching these fat pigeons strut about the park, the idea come 
to Galahad to snatch one and take it home and roast it. When 
he was a little fellar his father had a work in High Street in 
San Fernando, ... It used to have pigeons like stupidness all 
about the street – nobody know where they come fro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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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had father used to snatch and send them home to cook. 
(123)

켄싱턴 가든의 비둘기는 런던에 오래 산 모지스나 백인 영국인들에게 의미
하는 바가 고정되어 있는 런던 풍경의 일부이다. 비둘기를 잡아 모지스의 집으
로 도망 온 갤러해드에게 모지스는 “넌 여기가 트리니다드인줄 아냐? 이 비둘
기들은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있는 거야. 먹기 위한 게 아니라”(You 
think this is Trinidad? Them pigeons there to beautify the park, not to eat, 
125)라고 말하는데, 이는 비둘기가 런던에서 식용이 아닌 조경을 위한 것으로 
통용됨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반응은 모지스라면 절대 공원의 비둘기를 잡
지 않을 것이며 런던의 고정된 풍경을 변화시키기지 못할 것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런던에 아직 오래 살지 않은 갤러해드는 비둘기가 런던 사람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갤러해드가 비둘기를 잡아먹기로 
결심하면서 트리니다드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트리니다드에서 비둘기의 
의미와 런던에서 비둘기의 의미가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뜻한다. 갤러해
드는 런던의 비둘기를 잡아먹음으로써 비둘기의 의미를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
기 위한 것에서 먹기 위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즉, 갤러해드의 행동은 런던의 
비둘기를 트리니다드식으로 해석한 것이고 따라서 런던의 풍경을 캐리비안과 
흡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갤러해드와 같이 런던에 익숙하
지 않은 이민자들의 신선하면서도 독특한 시선으로부터 런던을 새롭게 그려낼 
힘을 끌어낸다. 갤러해드의 비둘기 에피소드 바로 뒤에 따라오는, 캡틴
(Captain)이 창문 난간에 앉아 있던 갈매기를 잡아서 먹곤 했던 에피소드는 런
던에 무지한 이민자가 런던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예시이다. 

그런데 갤러해드가 비둘기를 잡고, 캡틴이 갈매기를 잡는 유사한 에피소드
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런던을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정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 흡사한 사건의 나열은 런던의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민자 여러 명에 의해 행해지는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런던을 더욱 이민자들의 장소로 확고히 하는 효과를 거두기 때
문이다. 

크랭은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해 “특정 종류의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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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와 관련을 맺는다”(The continued repetition of particular sorts of 
behaviour comes to be associated with particular places, 103)고 한다. 그리
고 그 결과로 “장소가 사람과 오랜 시간의 지속성 사이에 공통의 경험이라는 
닻을 제공한다”(places provide an anchor of shared experiences between 
people and continuity over time, 103)고 주장한다. 투안 역시 “사소한 사건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에 대한 강한 정서를 형성한다”(Humble events can 
in time build up a strong sentiment for place, 143)고 본다. 다시 말해, 다수
의 이민자들이 공통의 반복되는 행위를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은 그 장소가 이민자 사회가 생기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나 토양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셀본은 소설에 등장하는 다수의 이민자들을 캐리비안
에서 온 노동계급이라는 하나의 흡사한 유형으로 설정하여 이민자들이 더욱 
단단히 런던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든다. 

Ⅵ. 노동계  이민자들의 런던 지도 다시 그리기

소설의 구조는 모지스를 포함한 10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런던의 다양한 
지역에서 겪은 비슷비슷한 에피소드들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소설
의 구조는 다수의 이민자들의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런던이라는 장소에 “공통
의 경험이라는 닻”을 내리기 위함이다. 주목할 것은『외로운 런던사람들』의 
인물들이 모두 배운 것 없는 노동자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민
자들이 어떤 문화를 재현하느냐에 따라 런던의 지형도가 바뀌기 때문에 인물
들의 특성은 중요하다. 셀본이 그린 노동계급 이민자들은 도시에 사는 교육받
은 중산층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으므로 제국주의 교육과 서구의 영향
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동시에, 구두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
전문화’(folk culture)의 영향력 내에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노동계급 이민자들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서구 유럽문화에 
주눅 들지 않고 그에 도전하는 면모를 띤다. 가령, 교육 받은 지식인층은 영어
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영국 영어가 더 ‘진짜’(authentic)라고 느끼며 캐리비안 



공간에서 장소로: 『외로운 런던사람들』의 런던 지도 다시 그리기  221

영어를 ‘흉내’(mimicry) 정도로 폄하하지만, 셀본의 이민자들은 캐리비안 영어
를 쓰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갤러해드의 예처럼 셀본
의 인물들은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고 불평하는 영국인들
에게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영어라고”(Is English we speaking, 93)라며 캐
리비안 영어를 문제시하는 시각에 반발하는 면모를 띤다.

영국 문화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캐리비안 문화를 앞세워 거침없이 영국
의 지형도를 바꿔나가는 대표적인 인물은 탄티(Tanty)이다. 탄티는 평생 집안
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집밖에서는 시장을 보면서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며 학교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탄티의 정체성은 
캐리비안 전통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카니발 축제가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칼립소가 나오자 저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칼립소”(my favourite 
calypso, 117)인데, “이 영국 여자애들은 칼립소에 맞춰 어떻게 춤추는지 모르
지”(These English girls don’t know how to dance calypso, 117)라는 말에 
잘 담겨 있다.

탄티가 해로우 로드의 한 식료품점에 캐리비안의 외상문화를 퍼뜨린 사건은 
런던을 캐리비안에 동화시키는 그녀의 면모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존 볼은 이 
사건을 근거로, “그녀[탄티]는 런던의 공간을 서인도제도화한다”(she is 
West-Indianizing a London space, 134)고 평한다. “노동자 계급”이 모여 사
는 해로우 로드에 정착하게 된 탄티는 차츰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소한 행위를 
통해 그녀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한다.  

탄티는 매주 토요일 아침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았다. 모든 흑인 
이민자들의 부인들이 장을 보러 오면 이곳에는 마치 탄티의 주도 
아래 재즈의 즉흥연주회가 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고향의 시장
에 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했다.  

Tanty used to shop in this grocery every Saturday morning. It 
does be like a jam-session there when all the spade 
housewives go to buy, and Tanty in the lead. They getting on 
just as if they in the market-place back hom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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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탄티는 런던에서 캐리비안의 장보기 문화를 주도함으로써 차차 해로
우 로드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인물”(a familiar 
figure, 79)이 되기 시작한다. 동네 유명인사로서 탄티의 입지를 공고히 만들
어준 결정적 사건은 바로 캐리비안의 외상문화를 퍼뜨린 것이다. 탄티가 단골
로 가는 식료품점은 외상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신조로 한다. 이 신조는 
가게 벽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코믹한 그림을 통해 상징되는데, 하나는 “ 린 
돈에 둘러싸여” “깡마르고 근심스러운” “미스터 외상”(Mr Credit)이고 또 하나
는 “금으로 된 장식”을 두른 외투를 입고 “빵빵한 배”를 내 며 “부유해 보이
는” “미스터 현금”(Mr Cash)이다(78-9). 이러한 그림들을 벽에 걸만큼 이 가
게는 외상을 받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의 단골인 탄티는 
빠듯한 살림 때문에 외상을 해야겠다고 벼른다. 그러던 어느 날, 탄티는 “우리
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항상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We is poor people and 
we don’t always have money to buy, 79) “우리 고향에서는 사고 싶은 물건
을 맘대로 가져가고 정산은 금요일에 해요”(Where I come from you take 
what you want and you pay every Friday, 79) 라는 말과 함께 막무가내로 
외상을 한 후 “언제나처럼 철면피를 하고 그 백인의 가게를 걸어 나갔
다”(Tanty walk out the white people shop brazen as ever, 79). 탄티는 자신
이 외상을 했다는 사실을 무용담처럼 동네방네 퍼뜨려 사람들에게 외상을 해
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해로우 로드에 외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
공한다. 탄티의 승리는 가게 주인이 그 동안 가게에 걸려 있던 “미스터 외상”과 
“미스터 현금”의 그림을 벽에서 내리는 장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소설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탄티가 해로우로드 주변까지 외상문화를 
전파하려 했으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소설은 탄티의 승리가 부분
적 승리임을 드러내어 캐리비안 이민자들에 의해 새로운 장소로 거듭나기에 
런던이 오랜 시간 영국인들에 의해 규정된, 단단히 고정된 장소임을 보여준다. 
즉, 런던의 모든 지역을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친숙한 장소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화자에 의하면 런던은 “작은 세계들로 나누어져 있고”(divide up in 
little worlds, 74), 따라서 벨그라비아(Belgravia), 나이츠브리지(Knightsbridge), 
햄스테드(Hampstead)와 같이 호사스러운 곳에 사는 부자들은 해로우 로드나 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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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Notting Hill)과 같은 노동자 집 지역의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
(74). 해로우 로드나 노팅 힐(Notting Hill)과 같은 곳은 이민자들이 세력을 넓
히고 고유의 문화를 이식함으로써 새로운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지만, 벨
그라비아나 나이츠브리지와 같은 부촌(富村)은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소설의 절정부가 그리는 세인트 판크라스 홀에서의 카니발 
축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세인트 판크라스 홀은 세인트 판크라스 역사 내에 위치한 홀로, 이 역은 런
던의 번화가,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로서 기차가 영국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또 영국 전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곳이다. 소설의 후반부에 위치한 이 축제 장면
에서 소설은 그간 개별적으로 언급된 10여명의 노동계급 이민자들을 한 데 모
아 높은 지위의 백인들도 참석하는 이 축제를 캐리비안의 카니발로, 런던의 중
심지인 세인트 판크라스 홀을 캐리비안의 축제장으로 변화시킨다. 이 축제는 
지위 높은 영국인들이 참석하는 축제나 파티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해리스
(Harris)가 기획한 것인데, 해리스는 자메이카(Jamaica) 출신이자 영국 동화
주의자이다. 해리스에 대한 화자의 묘사는 그가 영국인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
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해리스는 “영국의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
고”(like English customs and thing, 111) 항상 감사하단 말을 입게 달고 살
며, 외출할 때는 “중절모를 쓰고 우산을 들며 팔 아래는 서류가방을 끼고 타임
즈 신문을 이름이 보이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bowler and umbrella, 
and briefcase tuck under the arm with The Times fold up in the pocket so 
that the name would show, 111), 그래서 옷 입은 것만 보면 “어떤 영국
인”(some Englishman, 111)이라고 착각할 만한 인물이다. 해리스는 높은 지위
의 영국인들이 참석하는 세인트 판크라스 홀에서의 축제를 통제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진행하고 싶었으나, 셀본은 이 자리를 캐리비안 이민자들이 한 데 모
여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며 억눌렸던 기운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영국의 배타적 영토를 수호하
고자 하는 영국인의 대변인 해리스의 뜻을 좌절시킨다. 

『외로운 런던사람들』 비평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 카니발 장면에 관
심을 둔 비평가로는 존 맥레오드(John McLeod)가 있다. 맥레오드는 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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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타적인 기존의 런던을 캐리비안 이민자들이 칼립소와 카니발의 힘을 통
해 “낙관적이고 인종적으로 포용력 있는 런던”(an optimistic and inclusive 
London, 38)으로 새롭게 그려낸다고 주장한다. 즉, 서로 다른 인종, 민족, 문화
에 관용적인 셀본의 “유토피아적 관점”(a utopian vision, 30)이 이 부분에 투
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레오드의 주장은 카니발이 런던의 지도를 새롭
게 그려낸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본 논문은 카니
발 장면이 만드는 런던의 모습이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진 “유토피아적 관점”
보다 런던을 캐리비안으로 뒤바꾸는 대담하고 정치적인 셀본의 의도가 투사되
었다고 본다. 가령 맥레오드는 해리스와 탄티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예로 
들어, 캐리비안에서의 과거를 등지고 영국에 동화된 해리스와 캐리비안에서의 
과거를 바탕으로 런던을 캐리비안에 동화시키는 탄티의 결합이 영국에 대한 
“저항”(defiance)과 영국과의 “타협”(compromise)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캐
리비안의 문화적 뿌리와 영국 문화의 수용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주장한다(38). 그러나 해리스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하면서 탄티는 
지금 나오는 노래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칼립소”이고 “이 영국 여자애들은 칼
립소에 맞춰 어떻게 춤추는지 모르니”(117) 자신과 춤을 추자고 말하는데, 이
는 탄티와 해리스의 춤이 영국문화와 캐리비안문화의 결합이 아니라 영국인들
은 모르는 캐리비안 문화에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셀본의 의도
를 반영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즉, 이 장면은 런던의 한복판에서 영국인들에게 
캐리비안의 문화, 생활양식을 주장하면서 런던의 지도를 새로이 바꾸어놓는다. 

소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영국 이주를 가리켜 “침공한
다”(invade 24,76)고 일컫는데, 세인트 판크라스 홀에서의 카니발 또한 영국과 
캐리비안의 조화가 아니라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영국 ‘침공’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외로운 런던사람들』에서 이민자들의 전략은 영국을 캐리비안화
(化)시킴으로써 런던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소설의 화자는 다수
의 이민자들로 인해 세인트 판크라스 홀이 캐리비안의 축제장처럼 변해가는 
모습에는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 반면, 해리스가 말한 유력한 백인 인사들에게
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 장소를 런던인지 캐리비안인지 헷갈리게 만들 
만큼 캐리비안화된 런던의 모습을 보여준다. 셀본은 런던에 있는 캐리비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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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들이 이 축제를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본 모지스가 캐리비안의 축제
장인 솔트피쉬 홀의 이름을 빌어 “솔트피쉬 홀을 런던에 옮긴 것 같군”(It look 
like Saltfish Hall in London, 115)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화자가 축제를 묘사
하던 중 “오 하느님. 이 런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축제는 마치 포트 오브 스페인의 프린스 빌딩에서 일어날 법한 진짜 술잔치입
니다!(Oh lord, what it is happening in this London! This fete like a real 
bacchanal in the Princes Building in Port of Spain!, 115)라는 서술을 통해 
세인트 판크라스 홀이 캐리비안의 축제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접 언급한
다. 

세인트 판크라스 홀에서의 카니발은 소설의 구조에 있어서도, 모지스의 런
던생활에 있어서도 절정부에 위치한다. 모지스는 갤러해드에게 “오늘밤 여기
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다”(the things that happening here 
tonight never happen before, 118-9)라고 말함으로써 캐리비안 이민자들의 
영국 ‘침공’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 도달했음을 암시한다. 
계속해서 모지스는 “나는 영국에 온 최초의 이민자들 중 한 명”(I was among 
the first sets of spades what come to Brit’n, 120)이고 그 당시에는 “이민자
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다”(it ain’t have so many places the boys 
could go to, 120)라고 덧붙인다. 이는 이민자들에 의해 의미부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공간’으로서의 런던이 약 10년가량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민자들과
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장소’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이민
자들의 정체성 또한 런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실비 모렐
(Sylvie Maurel)의 표현을 빌면 카니발은 “재생과 부활에 대한 즐거운 확언”(a 
joyful affirmation of regeneration and renewal, 99)을 의미한다. 이처럼 카니
발이 인간의 새로 태어남을 기리는 축제임을 고려하면, 카니발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민자들이 영국의 국가(國歌)인 “신이시여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
서”(God Save The Queen, 122)를 부르려 하는 것은 런던을 캐리비안화하는 
노력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런던에 뿌리를 내리는 런던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
음을 뜻한다. 그러나 셀본은 이민자들이 국가를 부르려 하기 직전에 장면을 마
무리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영국인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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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리비안의 전통문화와 캐리비안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양

식, 습관 등을 이식함으로써 런던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셀본의 시도는 그의 런
던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외로운 런던사람들』으로부터 9
년 후에 등장한 『장난스런 집사기』(The Housing Lark, 1965)에서 가장 과감
한 면모를 띤다. 『외로운 런던사람들』과 인물, 구성, 언어 면에서 매우 흡사한 
『장난스런 집사기』는 소설의 절정에서 “햄튼 코트”(Hampton Court)로 단체 
소풍을 가는 이민자들의 에피소드를 그린다. 이 장면은 소설의 초중반에 등장한 
이민자들 개개인을 소설의 절정에서 한 데 모아 영국의 유서 깊은 장소인 햄튼 
코트를 캐리비안처럼 바꿔 놓는다는 점에서 세인트 판크라스 홀에서의 카니발
과 매우 흡사하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햄튼 코트의 이름마저 “햄든 코
트”(Hamdon Court)로 멋대로 바꿔 부른다. 프록터는 셀본의 소설에서 “이민자
들이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수록 도시의 경계가 다시 그려진다”(As the 
boys rename the city, its boundaries are redrawn, Dwelling Places 53)고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이름 붙이기”(naming)는 영국인들의 
가치를 내재한 이름을 이민자들의 가치를 내재한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함으로
써 런던을 새롭게 그린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고려하면 햄튼 코트의 이름을 
햄든 코트로 바꾸는 것은 그 장소를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버스 두 대에 달하는 대규모의 이민자들은 ‘햄든 코트’로 소풍을 간다. 역사
적 명소나 박물관만 가면 “마치 성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behave as if 
they on holy ground, 120) 영국인들과 달리 이민자들은 엄숙하고 유서 깊은 
왕궁의 정원에서 술과 음식을 잔뜩 먹으며 난장판을 만든다. 소설의 표현을 빌
리면, 남자들은 “셔츠를 벗고 양말과 신발도 벗고 벨트도 풀고 잔디밭에 대자
로 눕고”(sprawl on the grass, shirt out, socks and shoes off, belts 
slackened, 127) 여자들은 “[템즈]강에 냄비와 프라이팬을 씻으며”(washing 
their pots and pans in the river, 127) 영국의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는 왕궁
을 파티가 열리는 캐리비안의 해변처럼 바꿔놓는다. 화자는 이에 대해 “헨리 8
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 창밖을 통해 그의 정원을 어슬렁거리는 이 거무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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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을 보았다고 상상해보아라!”(suppose old Henry was still alive and 
he look out the window and see all these swarthy characters walking about 
in his gardens!, 118)라고 말함으로써 이민자들이 런던의 지도뿐만 아니라 역
사까지 새롭게 그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런던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셀본의 노력은 이민자들이 정체성을 런던 혹
은 영국과 연관 짓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외로운 런던사람들』에서 세인
트 판크라스 홀을 바꿔놓은 이민자들이 마지막에 영국의 국가를 부르려고 함
으로써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한 것처럼, 『장난스런 집사기』에서도 
‘햄든 코트’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실베스터(Sylvester)라는 인도계 트리
니다드인은 왜 인도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영국이 나의 
나라야”(Brit’n is my country, 126)라고 응수함으로써 런던과 영국의 지형도
를 바꾸는 이민자의 노력이 런던과 영국을 캐리비안 이민자들도 살만한 장소
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입증한다. 

물론 셀본은 이민자들이 런던 지도 다시 그리기를 통해 본토 영국인들과 평
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손쉬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바
탕 축제의 면모를 띠는 이민자들의 런던 ‘침공’은 일시적인 면을 띠는 것이 사
실이다. 세인트 판크라스 홀에서의 카니발이 끝난 후에도 모지스는 “런던의 그 
누구도 너를 받아주지 않아. 그래 그들이 널 참아주긴 하지. 하지만 넌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어”(Nobody in London does 
really accept you. They tolerate you, yes but you can’t go in their house 
and eat or sit down and talk, 130)라고 말함으로써 런던이 이민자들의 제 2
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의 사소한 행동들, 작은 노력들은 런던과 그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된다. 비록 런던의 그 
누구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지만, 이민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지스
의 지하셋방에 함께 모여 “외롭고 끔찍한 도시”(a lonely miserable city, 130)
에서의 삶을 견디며 살아간다. 이 모지스의 지하셋방은 “작은 세계들로 나눠져 
있는” 런던에서 이민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획득한 그들만의 ‘작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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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징한다. 나스타가 지적하듯이 이 모지스의 지하셋방은 런던 내에 “확고한 
기반”(firm foundation, Home Truths 81)을 갖고 있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유
일하게 “확고한 기반”의 역할을 한다. 소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문장은 이
민자들의 정체성이 소설의 시작보다 한층 단단하게 런던에 소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겨울의 음울함 속에서 누런 안개 속 장님의 지팡이처럼 손으로 허
공을 부지런히 더듬고, 땅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서 몸을 데우고
자 하는 온갖 노력을 좌절시킬만한 추위가 있지만, 이민자들은 일
터에 왔다갔다하고 먹고 자고하며 이 거대한 도시를 노련한 런던
사람들처럼 돌아다닌다. 

In the grimness of the winter, with your hand plying space like 
a blind man’s stick in the yellow fog, with ice on the ground 
and a coldness defying all effort to keep warm, the boys 
coming and going working, eating, sleeping, going about the 
vast metropolis like veteran Londoners. (138)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이 문장은 런던의 “음울함,” “안개” 등을 언급
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첫 문장과 무척 유사하지만, 첫 문장처럼 런던을 “런던
이 아닌 곳” “다른 행성의 어떤 이상한 장소”에 비유하면서 런던과 이민자들의 
관계를 유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노련한 런던사람들”로 지칭함으
로써 런던이 이민자들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장소로 변모했음을 암시한다. 
결국 고향을 떠나 런던이라는 낯선 땅, 너무나 낯설어서 “다른 행성의 어떤 이
상한 장소”로 생각되었던 땅에서 이민자들은 고향과의 유대를 잊지 않고 고향
에서의 행동을 런던에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런던 내에 작지만 확고한 그들만
의 장소를 만들어 가는 데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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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외로운 런던사람들』은 런던이라는 장소와 이민자들의 관계 맺음에 관한 
소설이다. 서구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셀본의 노동자계급 이민자들은 영국문화
의 우월함을 상징하는 런던에 위축되지 않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런던의 지
도를 새롭게 그려나간다. 사실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디아스포라 담론의 경향 때문에 적은 관심을 받아 왔다. 실
제로 여러 비평가들은 셀본의 소설에서 캐리비안 이민자들과 런던의 만남이 
캐리비안과 영국의 경계가 모호해진 ‘혼종 문화’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해왔다. 하지만 소설은 캐리비안과 영국의 특성이 뒤섞인 혼종문화 대신 캐리
비안 이민자들의 유입과 정착으로 인해 런던이 캐리비안처럼 변해가는 모습
과, 또 변모한 런던이 이민자들에게 제 2의 고향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린다. 따라서 캐리비안 이민자와 런던의 만남이 서로를 변화시
켜 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셀본의 소설이 장소가 인간에게 갖는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리스의 『어둠속의 
항해』를 비롯한 캐리비안 출신 이민자 소설에서 런던이 이민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간’으로만 그려져 왔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
러한 소설에서 런던은 이민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만 하는 곳
으로 묘사되어 왔다. 또 존재의 기반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의 삶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려지기보다 비관적이고 비극적으로 그려져 왔다. 이와는 달리 
셀본의 소설은 다수의 이민자들이 오랜 기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런던이라는 배타적이고 낯선 도시도 ‘공간’에서 ‘장소’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긍정한다. 즉 이 소설은 이민자들도 장소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타지에
서 제 2의 고향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삶이 희
망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다는 긍정의 미학을 드러낸다. 이 소설의 가치는 캐리
비안 소설 가운데 처음으로 캐리비안 사람들에게 적지(敵地)와도 같은 런던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민자들의 힘을 긍정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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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Space to Place: Remapping London 

in Sam Selvon’s The Lonely Londoners

Lee, Seung Ho ․ Oh, Eunyoung

Although the recent diaspora discourses tend to read diasporic 
experience as a creative catalyst for a new hybrid culture rather than a 
forced separation between a human being and a native place, the displaced 
people are still tied up with the places where they lived. By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 between the immigrants and the plac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 in which Selvon’s The Lonely Londoners remaps, 
reimagines, and reterritorializes London. Selvon seems to find the driving 
force to remap the city from his Caribbean working-class immigrants who 
belong to the Caribbean folk culture, not the Westernized middle-class 
culture. The novel sketches a variety of episodes that describe how the 
characters are struggling to settle down in the city, and also how some 
parts of London such as the Piccadilly Circus and the Harrow Road are 
Caribbeanized by the immigrants’ way of behaving. This paper will reveal 
that through Caribbean immigrant’s own cultural heritage from their home 
ranging from Carnival, Calypso, and “a Caribbean dialect” to even eating 
pigeons and spreading a credit business in a neighborhood, Selvon’s 
Londoners can slowly but gradually transform an inhospitable and hostile 
space into a familiar and habitable place which they can claim as their 
seco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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