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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자서전은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의도로, 어떤 포맷을 갖추어 씌어지는가? 
대체로 전통적 의미의 자서전은 합리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삶에 대한 정돈된 
질서 부여의 의도를 가진 글쓰기일 것이다. 일찍이 중세 성(聖) 오거스틴의 전
범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18세기의 계몽적 주체로서 데카르트, 낭만주의 주체
인 루소와 워즈워스의 자전적 글쓰기는 개별주체가 아버지의 질서를 편입되기 
위해 겪는 시행착오의 정연한 기록이다. 자서전은 새롭게 태동하는 개인주의
의 담론으로서 계몽시대의 프로젝트라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
고 시대의 거울임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나’를 씀에 있어 우리가 포용하고 
재생산하는 권력에 연루된 담론의 장(場)에 참여하는 것이 자서전이지만
(Gilmore 125, 127-28), 개별주체 형성은 때로 기존질서와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변화하는 영역에서 번뇌하는 고백적 주체의 담론
이 ‘나’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방탕스런 삶에서 벗
어나 교회의 권위에 순응하는 오거스틴의 중세 종교적 고백록과, 자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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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복적이기까지 근대 부르주아 주체로서의 루소의 고백록은 물론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오거스틴의 자서전은 개인의 오류와 신에 관한 지식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질서정연한 자기계몽의 수순을 밟기 때문에, 전통
적 18세기 자서전과 크게 달리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오거스틴의 
자서전에 내재하는 기독교의 텔로스적인 여정이 근대의 합리주의 진보 및 완
결의 역사관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서전이 대체로 남성에 의해 씌어져 왔다면, 어머니의 감성으로부터 이유
(離乳)하여 아버지의 이성으로 나아간다는 남성 성장의 구조가 근대의 텔로스 
지향의 이데올로기에 잘 조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이론가에 
의하면 통합적 자아 건설과 이에 호응하는 자서전은 본질적 허구성을 드러냄
으로써 빈 구석을 드러내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아버지의 세계로 나아가
는 계몽의 내러티브는 사실상 많은 아포리아(aporia)를 감추고 있다. 근대적 
주체는 자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욕망과 뒤섞이는 상징계적인 세계에 도
달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정돈된 자아를 재현하려는 것 자체가 환상이
다. 자서전은 사실상 질서정연한 성장의 전개를 보여주는 주체 개념에 잘 어울
리지 않는 갈등이나 혼란을 생략하거나 무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통합된 
주체를 말하려는 모든 자서전적 시도는 자크 라캉이 말하는바 ‘거울상’ 단계
(the mirror image)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서전은 이미 파편화하기 시작한 몸
을 정돈된 몸으로 되돌리려는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포함한다. 

자서전은 자기 이미지를 재구성한다. ‘나’를 이야기하지만 타자에게 보이는 
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가? 나의 이야기를 읽는 타자의 
존재, 그리고 나의 형성에 필수 불가결했으나 배제되고야만 타자적 요소는 어
떻게 생각되어야 하는가? 자서전은 내가 서명하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 그것을 확인하는 타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서전은 자아보존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그 목적을 이탈하여 타자
의 영역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서전은 자주 어머니의 회상을 포함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임종에 직면하여 롤랑 바르트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 
사진을 보게 되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이 됨을 경험한다. 자서
전적 성찰이 이성과 사회에서 배제된 어머니의 존재를 그 상징적 죽음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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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의 의식 속에 복귀시킨다. 한편, 데리다는 할례(circumcision)가 아들
이 어머니에게서 물러 받은 ‘몸’의 일부를 희생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
는 제의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식이 노년의 어머니의 몸이 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할례 때에 아들이 입는 상처를 어머니가 보는 것과 똑 같다. 몸의 의식을 
통하여 아들과 어머니의 동일화가 비로소 복원되는 것이다. 바르트와 데리다
는 아버지의 영역에서 온전한 자아 유지를 의도하는 자서전 글쓰기가 사실상 
어머니를 되불러오는 장르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무화한다고 말한다. 변화
한 의미의 자서전에 있어, 타자의 승인과 어머니의 존재는 통합적 자아의 개념
을 깨뜨린다.     

자서전의 저자와 연관하여, 근래에 양산되는 여성 및 인종적 소수자 자서전
의 특징을 토론할 수 있다. 여성은 언어의 주체가 되어 본 적이 없으므로, 그들
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하여, 남성 글쓰기와 다른 양태로 기록된다. 그들의 자
서전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보다, 그러한 경험을 드러내는 ‘증언’의 
양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인물의 독자
적 인생행로가 아니라, 잔존하는 결핍과 고통의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그들의 
삶이 자서전의 주된 내용이 된다. 그런데, 홀로코스트, 원폭피해자 등의 극단
적 고통은 사건 당시에도 온전한 형태로 경험되지 않으며, 언제든 원치 않은 
시간에 되돌아오고,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것은 트라우마를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파편화한 경험을 온전한 경
험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내러티브라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돕
기 위하여 주위의 배려가 중요하다. 여성 혹은 소수자의 자전적 글쓰기는 결핍
된 존재들로서의 경험의 공동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개별 이름은 지워지고 공
동저자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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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의 이야기: 오거스틴과 루소1)

자서전의 고전적 모델은 단연 오거스틴과 루소의 고백록이다. 개별적 주
체를 확립하는 이들의 삶의 전개과정은, 그러나, 매우 대조적이다. 오거스틴은 
개종과 세례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영적 오류를 하나씩 소거하면서, 마침내 
극적으로 그 종착점에 도달한다. 루소는 자신의 급진적 자유사상이 무르익는 
과정을 정연하게 설명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앙팡 떼러블’로 재현
하면서, 계속적으로 왕따가 되는 과정을 거쳐, 홀로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제시
한다. 오거스틴은 성장하면서 장애가 되는 타자적 요소를 제거한다. 루소는 타
자를 끊임없이 대체하면서, 홀로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둘은 다르면서
도 같다. 

오거스틴(354-430년)의 고백록에서 화자는 마치 교양소설의 주인공처
럼, 혼란스런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하여 삶의 보편
적 의미를 성취한다. 그는 방탕한 아들로부터 초월적인 주체로 성장한다. 불량
한 친구들과 어울려 배(pears) 서리를 한 에피소드(2권)가 고백록을 읽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배를 훔친 것이 배가 고파서라든가 소유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을 거저 재미로 했다는 것이 그의 양심을 괴롭힌다. 바
로 인간의 죄성(罪性) 때문이라는 것이다.

훔친 일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 혼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컨대, 그것이 당시의 나의 마음 상태였다. 홀로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에서 나는 그 짓을 함
께 했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 나의 즐거움

1) 오거스틴과 루소의 고백록에서의 인용은 각각 다음의 책에서 취했다. Augustine 
of Hippo,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trans., John K. Ryan (New York: 
Image Books, 1960). Jean-Jacques Rousseau, The Confessions and 
Correspondence Including the Letters to Malesherbes. Collected Writings of 
Rousseau Vol. 5, ed., Roger D. Masters and Christopher Kelly (Hanover, NH: U 
of New England P, 1995). 이로부터의 인용문을 포함한 여타의 모든 구절의 한글번
역은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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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 과일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친구들이 떼 지어 함께 죄를 짓
는 그 악한 행위 자체에 있었다. ... 아, 우정을 배반하는 우정이여! 
그건 깊이를 잴 수 없는 마음의 유혹자이며 재미나 놀이 욕심을 위
해 해를 입히는 것이고, 다른 이의 상처를 향한 욕구이다. 이는 나 
자신의 이득이나 앙갚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누군가 “가서 그 
일을 하자!”고 할 때 벌어지는 것으로서, 수치를 모르는 것이 수치
이다! (2.8-9)   

For the theft itself was nothing, and by that very fact I was all 
the more miserable. Yet alone, by myself, I would not have 
done it--such, I remember, was my state of mind at that 
time--alone I would never have done it. Therefore, I also 
loved in it my association with the others with whom I did the 
deed. ... But my pleasure lay not in the pears: it lay in the evil 
deed itself, which a group of us joined in sin to do. ... O 
friendship too unfriendly! Unfathomable seducer of the mind, 
greed to do harm for fun and sport, desire for another's injury, 
arising not from desire for my own gain or for vengeance, but 
merely when someone says, “Let’s go! Let’s do it!” and it is 
shameful not to be shameless! 

이 사소한 사건이 오거스틴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오거스틴은 이 사건에서, 
여럿이 어울려 행동했으므로 수치스러움이 경감되고 뉘우침이 없다는 것이 문
제이며, 따라서 죄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서 발생한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이
다. 개종을 향한 여정에 있어, 이러한 놀이를 위한 단체 활동은 우회로이며 시
간낭비에 불과하다. 이는 오거스틴의 자서전의 의도와 방향을 결정하였다. 고
백록의 최종목적지인 개종에 이르기까지, 쾌락의 외적 행위와 자기취향의 사
유 선택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근원을 분간해 내는 내적 성장이 필요하였
다. 개종을 위해서는 바깥에서 안으로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였다.

오거스틴은 자신의 문학이나 연극의 취미를 성애의 탐닉과 동일시하여 궁극
적으로 파기했지만(1.13), 그의 자서전은 문학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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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도 재구성되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이다. 오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직선
로를 지향하는 고전 서사시의 플롯이 존재한다. 그는 버질의 서사시 에네이
드』를 읽으며, 디도(Dido)를 애도한 바 있다. 버질의 주인공 에네아스가 트로
이가 멸망한 후 아버지와 신들의 명을 받들어 로마로 가던 중, 디도의 카르타
고를 거쳐 갔듯이, 오거스틴의 여정도 그러하다. 그는 태어나 교편을 잡고 살
던 북 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그가 “부질없는 곳”이라 불 던 카르타고로 갔
다. 거기서 마니교(Manichaeism) 주교인 파우스투스를 만난 이후(3권), 19세
에서 29세까지 거의 10년간 선과 악의 실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마
니교 교리의 수 에 빠져 있었다. 마니교가 가르치는 바의 일종이었던 점성술
에도 탐닉하게 되는데, 이는 해와 달의 운행 같은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가 알
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오거스틴은 회고한다. 29세에 육욕과 향락의 도
시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를 경유하여 곧 란으로 가는데, 여기서 암브로시우
스(Ambrosius)에게 감화를 입어, 오래 경도하였던 마니교에 회의를 느끼기 시
작하고 영적 각성의 단초를 마련한다(384년; 5권). 암브로시우스는 오거스틴
으로 하여금 물질에서 영혼, 문자에서 영적 의미로의 인식의 전환을 이룩하게 
하였고, 선악의 이분법에서 일원론으로 회귀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오거스틴의 개종과 세례로 이어진다(387년). 
그 후 오거스틴은 고향인 타가스테에 다시 잠시 머물다가, 교황의 명을 받들어 
히포(Hippo)의 주교직에 취임하여 수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삶의 나머지 반에 해당할 만큼 긴 기간이었으나, 이 과정은 고백록에 없다. 
개종이 그의 고백록의 정점이자 목적지이다. 

오거스틴의 이러한 텔로스적 영적 여정은 대체로 이분법적 각성과 선택 과
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방탕한 오거스틴과 참회하는 오거스틴, 문학과 극장
에서 경전(經典)으로, 물질적 확실성의 마니교로부터 추상적인 신플라톤주의
로, 점성술로부터 은총과 섭리로, 파우스투스로부터 암브로시우스로, 문자적 
의미에서 영적 해석으로, 수사학을 포함하는 교과과정(trivium and 
quadrivium)에서 영적지혜로의 전환이 오거스틴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재현하
고 있다. 

오거스틴이 개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이러한 각 단계의 시행착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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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를 거쳐서인데, 그에게 최종적 목적지의 표지인 세례 자체가 지연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거스틴은 태어날 때에도(1권),2) 로마에서 열병을 앓
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 을 때도(5권), 모두 세례를 미뤘다. 존 스터록
(Sturrock)은 이를 “연기(延期)의 전략”이라 부르거니와(21), 고백록은 위
에서 말한 바와 같은 버질과 기독교의 목적론적 구도의 측면에서도 그러하지
만, 오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개종한 시간이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과 어머니 
모니카(Monica)의 눈물어린 기도가 합쳐지는 극적인 지점에 맞춰지기 때문에
(9권), 마치 클라이맥스를 이 세례에 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연의 단계에 있어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은, 암브로시우스를 만난 후
에도 오거스틴이 진정한 개종의 의식에 이르기까지는 3-4년 정도에 걸친 또 
다른 양상의 깨달음, 즉 또 하나의 우회로를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암브
로시우스를 만난 후 오거스틴은 마니교와 결별하고 악의 근원에 관한 재고찰
을 시도하였으며, 세속학문 및 천문학에의 관심도 버렸다. 암브로시우스로부터 
그의 성장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의 해석법을 전수받아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앎에는 도달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였다. 7
권(｢철학을 통한 해명｣)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운 구절들이 있다. 

그리하여 나는 점진적으로 나아갔다. 육체계로부터 시작하여 육체
를 통하여 감각하는 영혼으로, 거기로부터 육체적 감각이 외적 사
물을 제시하는 영혼의 내적 능력으로--짐승 또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육체적 감각에 의해 이해된 
바가 판단되어지기 위해 위탁되는 추론적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다. 
. . . 이에 실로 나는 “피조물의 매개로 당신의 불가시적인 것을 명
확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시선으로 그것을 확고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연약하므로, 뒤로 넘어져 이전의 
습관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아직까지 지니고 다니
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억, 내가 보았던 것에 대한 애정과 

2) 초기기독교에서는 성인세례가 관행이었다. 오거스틴이 후기에 받아들인 원죄설 이전
에는 아이가 아담의 죄를 태고난다고 믿지 않았으므로,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Stark, Introduction 11). 히포의 주교가 된 후에 오거스틴은 원죄를 믿지 
않는 펠라기우스(Pelagius)를 반박하는 논저를 출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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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뿐이다. 나는 마치 음식의 냄새를 맡았으나, 아직 그것을 먹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7.17)

Thus I gradually passed from bodies to the soul, which 
perceives by means of the body, and thence to its interior 
power, to which the bodily senses present exterior things―
beasts too are capable of doing this much―and thence again to 
the reasoning power, to which what is apprehended by the 
bodily senses is referred for judgment. ... Then indeed I clearly 
saw your “invisible things, understood by the things which are 
made.” But I was unable to fix my gaze on them. In my frailty 
I was struck back, and I returned to my former ways. I took 
with me only a memory, loving and longing for what I had, as 
it were, caught the odor of, but was not yet able to feed upon.  

오거스틴은 육체에서 영혼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 하나님을 보려 했으나, 영
적 연약함이 그를 가로막아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표현한바, 주님
이 주시는 음식의 냄새를 맡았으나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의 음식의 
비유는 지혜를 뜻하는 “sapientia”가 먹다, 맛보다는 뜻의 “sapere”라는 동사의 
유래와 연관되어 있다.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앎(scientia)이 지혜에 이르지 못
했다는 것이고, 이는 앎이 ‘입맛’(appetite) 혹은 ‘습성’(habitus)이라 표현되는 
것으로 체득(體得)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오거스틴은 본향에 이르는 길은 알았으되, 마음이 감
화를 입지 않으면 그의 발이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이다. “moving”이라는 단어는 
감화와 움직임을 동시에 가리킨다. 그는 아직 ‘타향’(“a region of unlikeness,” 
regio dissimilitudiness)에 있다. 다음의 두 인용문이 이를 잘 설명하는데, 여
기에도 음식의 비유도 있다. 

내가 처음 당신을 알았을 때, 당신은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으나, 
아직은 그것을 볼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치켜 올리셨다.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당신의 빛을 보내시어, 나의 연약한 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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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셨기에, 나는 사랑과 경외감으로 떨었다. 나는 이형(異形)의 
지역에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저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는 성인
의 음식이다. 자라나라! 그리하면 먹을 것이다. 네가 음식을 너의 
육신으로 변화케 하듯이, 네가 너에 맞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도리어 네가 나로 변화할 것이다.” (7.10)

When first I knew you, you took me up, so that I might see 
that there was something to see, but that I was not yet one 
able to see it. You beat back my feeble sight, sending down 
your beams most powerfully upon me, and I trembled with love 
and awe. I found myself to be far from you in a region of 
unlikeness, as though I heard your voice from on high: “I am 
the food of grown men. Grow, and you shall feed upon me. You 
will not change me into yourself, as you change food into your 
flesh, but you will be changed into me.” 

숲이 우거진 고지에서 화평의 땅을 바라보고도 가는 길을 찾지 못
하여, 사자와 용이라는 두목과 함께 도망자와 탈주병들이 터를 잡
고 매복하고 있어 통과할 수 없는 길에서 헛되이 애쓰는 것이 하나
의 경우이다. 이는 천상의 통치자의 보호로 인도되어, 그 땅에 이
르는 길을 굳게 지켜 나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경우이다. (7.21)

 
It is one thing to behold from a wooded mountain peak the 
land of peace, but to find no way to it, and to strive in vain 
towards it by unpassable ways, ambushed and beset by 
fugitives and deserters, under their leader, the lion and the 
dragon. It is a different thing to keep to the way that leads to 
that land, guarded by the protection of the heavenly 
commander,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화평의 땅,” 즉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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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앎이 지혜로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감화됨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선에의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입맛 혹은 습관이 된다. 영혼
은 지적 영역(intellectus)과 감성적 영역(affectus),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충족
되어야 변화하기 시작한다.3) 8권(｢생의 선례와 의지의 투쟁｣)에서 오거스틴
은 인간은 두 개(혹은 그 이상)의 의지의 갈등으로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
의 의지만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는 지적 능력이 올바르다고 알게 된 바를 행
함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 지적 영역을 계몽한 이는 
암브로시우스이지만, 마음의 감화로 개종을 선택하게 한 이는 어머니 모니카
였다. 올바른 앎은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왔고, 이를 행하게 하는 몫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오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감성적 자극을 받아 33세가 
되던 해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일년 반 후의 어머니의 죽음은 아들이 진
지한 기독교인 되기를 격려하는 그 감성적 자극의 연장선상에 있었다(9권).

개종의 클라이맥스는 란의 어느 정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였다.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도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던 그 순간에, 그는 옆집 어디선가 아이들
이 “집어라, 읽어라”(tolle lege)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에 그가 펼쳐 
읽은 성경구절은 젊음의 방탕을 꾸짖는 바울 서신(로마서)의 한 구절이었다
(8.12). 아이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오거스틴의 읽은 성경
구절의 에피소드는 바로 앞서 그를 방문한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안토니우스의 삶을 읽은 어느 궁정인이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 은둔수도자 안토니우스 자신이 우연히 펼쳐 읽은 성경 한 구절로 인해 개
종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을 형성한다(8.6). 세 겹으로 개종이 개종
을 뒤따르고, 텍스트가 텍스트에 이어진다. 그리고, 이미 토론하였지만, 오거스
틴의 성장, 지연, 절정의 플롯은 버질의 텍스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후대의 이름 있는 자서전 작가 중 다수가―루소나 데리다를 포함
하여―오거스틴의 자서전에서 영향을 받거나 이에 저항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띠게 된다. 더불어,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간과 역사에서 영원과 초월성으로 
3) 이 점에 관해서 필자의 졸고를 참조할 수 있다. “The Figural and Affective Journey 

of Will in Piers Plowman: A Pattern of Conversion,” 영어영문학 47.4 (2001년 
겨울): 1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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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오거스틴의 개종의 삶, 그리고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는 
영혼의 궤적은 이후의 기독교 명상 및 자서전 텍스트의 주요한 패턴이 되었다. 
자서전은 하나의 내러티브이며, 상호텍스트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이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년)의 고백록을 
읽어보자. 일생에 걸쳐 숱한 인물을 만나며 우정과 연애가 변덕과 배신으로 바
뀌는 사건의 연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루소 자신이었으며, 모든 것
이 그의 입장과 편견에 입각하여 해석된다. 루소의 자서전은 무신론적이고 자
유사상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그의 저작물 때문에 친구에게 버림 받고 학계와 
사교계에서 배척되어 유럽 전역에서 갈 곳을 찾기 어렵고, 은둔생활을 택하는 
삶에서 종지부를 찍는다. 루소는 독자가 영향이나 감화를 받을 필요가 없을 인
물로 스스로를 재현하였다. 이런 유별난 자서전은 루소 자신의 의도였다. 흉허
물을 드러내는데 전례 없이 솔직하고 자연적 진실에 가장 충실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고백론이 시작된다.  

나는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흉내 낼 수 없을 일을 시도
하고 있다. 나와 같은 인간들에게 한 인간을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 주려한다. 그리고 그 인간은 바로 나 자신이다. (1
권 5쪽)

I am forming an undertaking which has no precedent, and the 
execution of which will have no imitator whatsoever. I wish to 
show my fellows a man in all the truth of nature; and this man 
will be myself. 

루소는 유일한 인간상이다. 진솔하기 위해 발가벗으니, 세상에 하나 밖에 없
는 ‘내’가 드러난다. 고백록에는 루소 자신의 감정의 변덕이나 성찰이 자주 
나타나고, 자신의 행동동기가 해부된다. 루소의 관심사는 보편적 진리의 추구
나 세상에서의 성취와 성공의 기록보다, 내적 존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
인지의 탐구이다. 그는 무엇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려 시도한다(Dent 197). 고백록은―아마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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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형태의―낭만주의적 자서전의 전형이랄 수 있다. 
루소는 자서전 집필을 권유받았을 때 오거스틴의 고백록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나, 그가 고백록을 쓰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함이 아니라, 수치를 
느꼈던 일들을 고백하고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오거스틴이 죄를 짓고도 수치
를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고 말하는 곳에서, 루소는 수치스러울 까
닭이 뭐 있느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라고 말하는 듯하다. 루
소는 오거스틴을 자서전 쓰기의 라이벌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Kelly 
305-6). 오거스틴이 배 서리에 관하여 말할 때, 중시되었던 죄의식이나 벌의 
두려움이 루소에게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다. 루소에게는 진리보다 진실성이 
중요했다. 이것은 종교영역과 분리된 세속영역이다. 나만이 아는 나의 의도와 
감정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고백의 목적이다. 루소는 수줍고 사적인 인
물이고 고국을 떠나 떠도는 신분이었으므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출하기 
힘든 경우가 자주 있었을 것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긴 오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갖기 위해 그는 글쓰기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장 베르시에 양의 빗을 망가뜨린데 관한 누명을 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
우(1권, 16쪽)는 분명히 그러하다.   

그런데 루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는 되도록 진실을 말하겠노
라고 여러 차례 다짐을 하는데, 독자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방어이나 억지 변
명의 수준을 넘지 못함을 느낀다. 부끄러운 것을 숨김이 없이 드러내 보인다는 
미명 아래, 그의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변명의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
가? 그 변명이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는 하기 때문에, 이른바 진실의 이
름으로 변명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마리용
(Marion)에 관한 것인데, 그는 자신이 훔친 리본을 가련한 하녀인 그녀가 훔
쳐 자신에게 주었다고 말하여 그녀에게 죄를 덮어씌운다. 그 이유를 다음처럼 
늘어놓는다. 

나는 나의 고백에서 요점으로 곧바로 나아갔고, 나의 가증스런 범
죄의 비열함을 가벼이 처리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나의 내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거나, 내가 진실
과 상응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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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을 다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상 그 잔혹한 순간
만큼 악의가 나로부터 멀리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처녀에게 죄를 씌웠을 때,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나 사실인즉, 그녀
에 대한 나의 호의가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나는 언제나 
그녀를 생각했었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핑계 삼아 변
명을 했다. 내가 하고 싶던 일을 그녀가 했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의도가 그녀에게 리본을 주는 것이었기에, 그녀가 내게 주었다고 
그녀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 후에 그녀가 불려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몹시 아팠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뉘우치
는 마음이 압도당했다. 나는 벌을 매우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나는 단지 수치가 두려웠다. 죽음보다 죄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것이 무서웠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땅 속에 들어가, 그 중앙에
서 질식해 버리고 싶었다. 극복할 수 없는 수치가 모든 것을 이겼
고, 수치만이 나를 뻔뻔스럽게 만들었다. 범죄의 혐의가 짙어지면 
질수록, 그것을 인정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2권, 72쪽)

I have proceeded straight to the point in the confession I just 
made, and it will surely not be found that I have palliated the 
foulness of my heinous crime. But I would not fulfill the goal 
of this book if I did not expose my internal inclinations at the 
same time, and if I feared to excuse myself in what agrees 
with the truth. Never has wickedness been farther from me 
than in that cruel moment, and when I accused that unfortunate 
girl, it is bizarre but true that my friendship for her was the 
cause. She was present to my thought, I excused myself on the 
first object that offered itself. I accused her of having done 
what I wanted to do and of having given me the ribbon because 
my intention was to give it to her. When I saw her appear 
afterwards my heart was torn apart, but the presence of so 
many people was stronger than my repentance. I did not fear 
the punishment very much, I feared only the shame; but I 
feared it more than death, more than crime,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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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in the world. I would have wished to bury myself, 
suffocate myself in the center of the earth: invincible shame 
outweighed everything, shame alone caused my impudence, and 
the more criminal I became, the more intrepid I was made by 
the fear of acknowledging it. 

부조리한 행동 뒤에 자리 잡은 개인의 은 한 내적 동기, 즉 오명의 두려움, 
극도의 혼란, 어린 나이의 연약함이 여기에 모두 나열된다. 나아가 루소는 여
기서 개인행위의 책임이 사회제도와 같은 외적 조건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인
간본성의 약함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듯하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거짓으로 
행동하게 했는가? 사회제도, 현실생활의 속박,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는 자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루소의 사회이론
에 비추어, 그의 변명의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Kelly 
313-16).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소의 변명은 자주 억지이거나 궤변처럼 들린
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예는 자식에 관한 루소의 결정이었다. 원래 하녀였
으나 나중에 아내가 되는 떼레즈(Therese) 사이에서 그는 다섯 명의 아이를 
얻었으나, 이들은 모두 고아원에 보내졌고, 후에 되찾기 위해 추적했으나 허사
였다. 이에 관한 루소의 변명은 구차하지만, 어떤 근사한 [관행이나] 이론에 
근거한 합리화처럼 들린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낸 그의 결정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교육기관이 아이들에게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었
으므로, 주저할 바 없는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루소가 머문 그 지역의 
관례 상, 곤궁에 빠진 이들 중에서 고아원에 아이를 많이 보낸 사람이 언제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7권, 289쪽). 그럼에는 이는 매우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결정임이 분명하므로, 루소는 후에 디드로(Diderot) 등 친구
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억지스런 변명의 예로서, 우드또 백작부인(Mme 
d’Houdetot)과의 연애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백작부인과 그녀의 애인 쌩 랑
베르 사이에 끼어들며, 우드또에게 구애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자, 루소는 다
음처럼 변명을 늘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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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내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사
소한 것이었다. 그의 애인을 쫓아다녔던 것이 나였던가? 그녀를 내
게로 보낸 것은 그가 아니었던가? 나를 찾아다닌 것은 그녀가 아
니었던가? 내가 그녀를 맞아들이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만이 해를 끼쳤으며, 피해를 입
은 것은 바로 나이다. 그가 나의 처지였다면 그도 내가 했던 정도
의 일을, 아마도 더 심한 짓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정숙하고 아무리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드또 
부인은 역시 여자였다. 애인인 그는 부재했었고 그런 때가 많았으
므로, 유혹이 활개를 쳤다. 그러므로 나보다 대담한 남자에게 걸렸
다면, 그녀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언제나 자신을 지켜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사이에 한계를 정하고 결
코 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은 것은 부인에게나 내게 있어서 분명 
행운스런 일이었다. (9권, 387-88쪽)

If I was at fault in everything that had passed, I was very 
little so. Was I the one who had sought out his mistress, was 
he not the one who had sent her to me? Was she not the one 
who had sought me out? could I have avoided receiving her? 
What could I have done? They alone had done the harm, and it 
was I who had suffered it. In my place he might have done as 
much as I had, perhaps worse: for in the end, however faithful. 
however estimable Mme d’Houdetot might be, she was a 
woman; he was absent; the occasions were frequent, the 
temptations were lively, and it might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her always to defend herself with the same success against 
a more enterprising man. In such a situation it was certainly a 
lot for her and for me to have been able to impose limits that 
we never allowed ourselves to pass. 

애인이 있는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통사정하다시피 하며 간청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자였다고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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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보다 더 뻔뻔스런 합리화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든 예들
을 종합하여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루소는 매우 친 한 관계에서만 양해
될 수 있을 개인의 사적인 부분의 이해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를 기
이한 존재로, 왕따로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가 그 순간 이렇게 생각
했었던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보다 인간이해에서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런데, 루소의 변명 이면에는 그가 심한 피해망상증을 겪는 인물형이라는 
혐의가 짙게 배어 나온다. 그의 눈에는 주위에 음모, 중상, 질시가 상존하고 있
고, 따라서 그는 줄곧 극단적 방어기제의 심리현상을 내보인다. 밝은 햇살 너
머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의 상승곡선 다음에는 언제나 하
강곡선이 따라온다는 불길함의 예감이 그의 정서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
다. 그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였다. 15세 때 고향인 제네바 바깥으로 나갔다가 
야간 통행금지시각에 늦어 도개교(跳開橋)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며, 루소
는 이를 “이 순간 나에게 시작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끔찍하고 불길한 치명
적인 전조”로 파악하였다고 말하며(1권, 35쪽), 이후 그러한 숙명적 전환의 예
감을 반복하여 기록한다. 그리하여 존 스터록은 루소를 “제 일의 파국론
자”(arch catastrophist)라 부른다(142). 이웃의 박해는 거의 숙명적이라 여겨
질 정도이고, 그는 언제나 이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한다. 루소는 특히 그림
(Grimm)이란 인물의 위선과 음모를 가장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2부에 
있어, 루소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사상의 대담함을 즐기지 못하고, 가히 편집증
적 과대망상증(paranoia)이랄 수 있는 심리상태―이러한 상상을 루소 자신도 
간간이 인정하고 있는데―가 되어, 동료와 이웃에 모든 혐의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쫓겨 다니거나 칩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루소는 피해망상을 넘어 가학
증 증세에 이른 듯하다. 특히 데이비드 흄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자신
의 고질적인 피해의식 때문에 그에게 박해의 혐의를 두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전 유럽에서 미움을 싸, 고백록의 마지막
까지 쫓겨 다니는 신세였던 그는 고백록을 통하여 스스로를 ‘박해 콤플렉
스’(Dent 195)에 걸린 ‘사회 부적응 인물’(a social misfit)로 재현하였다
(Kelly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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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대표적 평자 중의 한 명인 스타로빈스키(Starobinski)는 고백록이 
고백인 만큼이나, 루소 자신의 “알리바이”의 증언이라고 말한다(Anderson 47
에서 재인용). 루소는 왜 이런 자아인가? 이를 다시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것들을 연이어 자세히 기록하는가? 자신의 못난 속마음을 내보이고 양해
를 구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자신의 방어를 위한 당당한 진술이기를 
의도하는가의 경계가 자주 모호해진다. 폴 드 만(de Man)은 이 수치의 감정을 
다른 욕망의 기표로 해석한다. 후대 독자들에게 수치감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노라고 변명을 해야겠다는 것이지만, 수치감이라는 명분이 진정 어디
에 위치하는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진정 남들의 이목 때문에 수치를 느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수치라는 것이 단지 표현됨에 대한 구실 
찾기의 수단, 즉 그의 고백을 승인하는 하나의 책략인가의 문제이다. 드 만에
게 있어 루소의 진정한 욕구는 숨기고 드러냄의 반복적인 자기현시
(exhibitionism)에 있고, 그의 고백록은 그러한 모욕당함을 드러내어 쓰게 
하는 무대이다(285-86). 불명예를 노출함으로써 변명의 기회는 언제든 확장
되고 반복될 수 있으므로, 루소의 내러티브는 인지적 발화가 아니고 수행적
(performative) 발화에 속한다(281-82). 사건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는 것만
이 아니고 모순되는 내적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고백하는 사건의 의미가 확증
되지 못하고 항상 열려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루소의 고백록은 절정
이나 결말의 플롯이 없는 내러티브이다. 이 점에서도 루소는 오거스틴과 크게 
다르다. 그의 자서전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한이라든가, 개인의 발전 및 
성장을 별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변상황에 휘몰리는 자아에 대한 연대적 서
술인데, 마치 좌충우돌하는 인생편력의 기록 같다는 느낌을 짙게 풍긴다.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도 많은 부분을 루소의 자서전에 할애하고 있다. 
루소에게 어머니가 언제나 부재였던 것처럼, 그가 추구했던 문명 이전의 자연
-목소리 상태라는 이상(理想)은 유토피아적이고, 그러므로 사실상 부재한다. 
이들은 결핍적 존재인 것으로, ‘언제나 이미’ 그러하다. 데리다에 의하면 이 자
연, 목소리, 기원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글쓰기가 대리보충(supplement)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토론한 드 만의 관점이 의미로운 것은 바로 글쓰기 
자체에 대한 루소의 욕구가 자연 상태의 진실 혹은 어머니와 목소리 찾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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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허구임을 드러내고, 이 허구가 그의 글쓰기 욕구에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
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루소에게 수음(手
淫)은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자연스런 성(性)의 대리보충물이다(“that 
dangerous supplement that fools nature”; Confessions 3권, 91쪽). 자위가 자
연에 거슬리는 보조수단이며 사이비 만족일지라도, 그로서는 어쨌든 이로써 
만족을 얻었으며 잦은 유혹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그것이 더 편리하다고 말할 
때도 있었다(Grammatology 152-57). 같은 맥락에서, 고백록에서 루소의 
엄마가 죽어 사라졌을 때, 그에게 글에 의한 어머니의 대체가 가능했었다는 에
피소드가 있다. 루소의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산고(産苦)로 인한 질병으로 죽
고, 대신에 소설을 남긴다. 어머니 자연을 문명의 글쓰기가 대신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루소의 생애 전체가 대체 혹은 대리보완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다. 그가 고향을 떠나 편력생활을 시작하자, 그에게 어머니의 대체하는 
후견인 격의 여성인물들이 줄이어 등장한다. 루소는 엄마의 대용물이자 연인
이기도 하였던 바랑부인(Mme de Warens), 바질르 부인, 그의 아내가 된 하층
민 출신의 떼레즈, 떼레즈와 동거하면서도 그녀의 보충물로 사귀었던―그의 
소설 쥴리(Julie)의 모델이 되었던―우드또 백작부인 등 여러 차례 여자를 
교체하였다. 그는 캘빈주의에서 가톨릭으로, 그리고 다시 캘빈주의로 옮겨 갔
다. 친구 혹은 동료와의 교제에 있어서도, 디드로, 볼테르, 흄 등을 차례로 교
체하였고, 생계수단 및 거처(혹은 피난처)도 그러하였다. 드 만이나 데리다가 
말하듯, 루소에 의한 변명의 텍스트는 이와 같은 후원자와 은신처의 대리보충
의 텍스트이다. 그의 삶, 그의 텍스트가 대리보충이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아니 돌아 갈 수 없기에 자연의 대리보충
물, 즉 목소리보다는 텍스트, 자연성애보다는 자기성애, 어머니보다는 대리 어
머니를 끊임없이 찾음으로써―악이 제거된 자연 상태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
런데, 이 대리보충은 이미 문명의 영역이다. 자연 상태, 잃어버린 어머니의 현
전(presence)은 복원될 수 없으며, 이의 대리보충만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자
기성애처럼, 글쓰기는 현전을 복원하는 대리보충물의 역할을 한다. 텍스트는 
목소리와 달리, 자기를 끊임없이 복제할 수 있다. 더욱이 루소의 고백은 결국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루소의 고백록



자서전의 저자: 자아, 어머니, 공동체  111

은 자기성애적 글쓰기와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루소는 오거스틴의 ‘영향에의 고뇌’ 아래 시달렸을 수 있다. 이 

두 개의 남성 자서전은 죄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 영혼의 성찰과 환경의 영향, 
의도의 죄악성과 숨겨진 의도의 순수성의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그
들이 공유하는 바는 분명하다. 오거스틴의 고백록은 모든 것이 선과 악, 그
리고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으로 환원되고, 그 한 편을 계속 소거하면서 개종
의 완성에 이르는 ‘연기’의 글쓰기이다. 이는 오거스틴의 플라톤주의적 이분법 
사유, 즉 “regio similitudinis”와 “regio dissimilitudinis,” 신의 사랑(caritas)과 
자신의 사랑(cupiditas),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대조를 반영하기도 할 것
이다. 이에 반해, 루소의 고백록은 수치감과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가장 솔직
하고, 주변의 모든 요소를 악의와 음모의 적대적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자진하
여 자신에만 충실한 외톨이가 되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주인공이 된
다. 루소는 자서전을 친구, 후견인, 처소 등을 계속적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
던 그의 온 생애를 합리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여기에는 소거로서 종교생활의 
절정을 맛본 오거스틴과는 달리, 인간됨이 성숙되는 계기가 없는 반복적 대체
가 있을 뿐이다. 자서전의 두 거장 사이의 차이는 자기중심적 내러티브라는 점
을 드러나는 두 가지 다른 전략, 즉 참회하는 자신과 변명하는 자신의 차이이
다. 오거스틴은 불안정한 인간의지의 반쪽을 잘라 냄으로써 신앙의 완성을, 루
소는 모든 것들과 각 단계에서 결별하고 이의 대체물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기 숭엄적(ego-sublime)인 주체이다. 두 개의 자서전 내러티브가 창출하는 
통합적 주체는 진정한 자아와 다분히 거리가 있는 허구적 자아의 재현인 것이
다. 

Ⅲ. 어머니 이야기: 바르트와 데리다

정돈된 자아로의 성장은 어머니를 제거하고 아버지의 법률을 받아들여, 몸
의 영역에서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역에 진입한 
이후 늙은 저자가 최초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쓰게 되는 자서전은 자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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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상을 포함하게 된다. 고백이나 자서전 글쓰기는 온전한 자아를 염두에 두
는 이른바 ‘거울상’ 단계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대타자를 의식하는 상
징계 내에서의 불안정한 자아 구축이지만, 노년에 이르러 쓰게 되는 자서전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상상계로 회귀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자서전 쓰기에서 
이루어지는 진솔한 어린 시절의 회상은 어머니와 아들의 동일화를 다시 경험
하는 것이며, 이로써 어머니는 자서전 속에서 살아남게 된다. 자서전은 저자를 
과거로 데리고 가서, 숨겨진 그러나 더없이 친숙한 사적 영역을 추적하는 장치
가 된다. 위에서 토론한 오거스틴이나 루소에게도 어머니의 존재는 필수 불가
결하였다. 그러나 자아형성의 자서전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여기서 살펴보려는 
탈구조주의 저자들의 어머니에 관한 관념과 크게 다르다. 먼저, 루소와 오거스
틴의 어머니를 간략히 살펴보자.

루소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날 때 해산열로 사망하는데, 루소는 이를 “나의 
불운의 시작”이라 부른다(Confessions 1권, 6쪽). 그녀가 죽은 후에 로만스 모
험 이야기를 모은 작은 장서(藏書)가 그녀를 한 동안 대신하였다. 아버지와 루
소는 이를 읽느라 매일 밤을 보낸다. 어떤 때는 밤새워 함께 읽다가 새벽에 아
버지가 “이제 자야지, 내가 너보다 더 아이가 된 것 같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는 것이다. 어머니가 남긴 그녀의 대용물은 바로 책이었고, 어머니의 장서가 
소진되자 루소는 외할아버지의 장서(주로 플루타르크 등의 위인전과 역사서)
를 읽으며, 아버지의 세계를 본뜨기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1권, 7-8쪽). 
그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언어의 세계, 즉 아버지의 영역에 발을 내디디기 시작
하는데, 이것이 정신분석학 이론이 말하는 성장의 실제이다. 루소에게서 어머
니의 욕망은 글의 욕망으로 변환하였다. 자연 및 어머니가 문명으로, 목소리가 
텍스트로 변한 것이다. 

그 후에도 하인, 견습생, 튜터, 비서, 집사 등의 위치를 거치는 동안, 루소는 
어머니의 대체 인물을 찾아 헤매야 했다. 특히 귀부인들과의 관계에 그러했는
데, 대표적으로 그는 바랑 부인을 “엄마”(Mamma; 불어로는 마망(Maman))라 
불 고, 자신은 “아가”(Little one)라 불렸다(3권, 89쪽). 그녀와의 육체적 관
계가 있은 적이 있는데, 루소는 그저 근친강간 행위처럼 느껴졌을 뿐(5권, 165
쪽), 아무런 욕망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루소는 그녀와 결별하고도 한 동



자서전의 저자: 자아, 어머니, 공동체  113

안 그녀의 흔적을 지우지 못 했다. 바랑 부인은 죽은 어머니의 대리보충이었
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떼레즈는 그가 필요로 하였던 
“Mamma”의 후계자이자 대리보충물이다(“a successor to Mamma,” “the 
supplement”; 7권, 278쪽). 루소는 연상의 바랑 부인과는 다른 종류의 모성을 
연하의 테레즈에게서 찾았다. 즉 그는 어머니의 대용물을 끊임없이 찾는 ‘나이
든 아이’였던 것이다(Grammatology 152-53, 156). 그러나 성장하면서 루소
가 진정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말하는 적은 없다. 그는 사실상, 아버지
의 영역에서 논쟁하고 창안하고(새로운 기보법(記譜法)이나 식물도감 등) 집
필하며, 사귀고 불화하는 삶을 살았다. 모성의 대체물을 찾는 그의 시도는 어
려운 생존의 방책이라고 보아야한다. 요컨대, 루소는 어머니 대체 인물과 독서 
및 집필을 통하여 살아가는 문명사회의 일원이었다. 어머니, 목소리, 자연을 
온건히 보존하거나 거기로 되돌아 갈 수 없었다. 

오거스틴의 고백록도 어머니 모니카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개종
으로 이르는 그의 여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매 순간마다 드러난다(3.11; 
3.12; 5.9; 6.2; 8.12; 9.12). 특히 어머니의 죽음을 맞아, 오거스틴은 9권 8장
에서 13장까지를 어머니 모니카의 생애를 기술하는데 할애한다. 그의 성장과
정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나오지 않는 구석은 없으며, 그것
이 없었더라면 그의 개종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오거스틴의 영적성장은 육
체의 의존을 파기하지만, 사실상 그의 개종은 어머니의 눈물이 필수불가결함
을 가리키는 것이다. 루소도 그러했고, 아래에서 살펴 볼 데리다와 바르트의 
경우도 그러한데, 오거스틴은 자서전을 쓰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상세히 기록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의 눈물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눈물
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실상 속마음에서는 슬픔이 몰려오므로 그는 자
신의 연약함을 질책한다. 혼자 있을 때는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위해 울고 싶
었고, 남몰래 실컷 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이중의 슬픔”라고 
불 다. 하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눈물이 가리키는 영적 연약성에 관한 슬픔이다. 

남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를 주의해서 살폈고, 내가 아무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하나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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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만 들리도록 나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나무랐고 려오는 슬
픔을 억제했더니, 얼마쯤은 괜찮았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얼굴에 드러내지는 않을 정도였지만, 나는 다시 슬픔에 휩쓸렸다. 
나는 내가 마음속에 눌러두고 있는 것이 무언지 알고 있었다. 인간
적 감정이, 당연한 이치와 타고난 인간조건에 따른 것으로서, 나를 
압도한다는 것이 나를 매우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슬픔에 첨가된 
슬픔 때문에 슬퍼하여, 이중의 슬픔으로 나는 괴로워했다. (9.12) 

The others knew nothing of it; they listened attentively to me, 
and they thought that I was free from all sense of sorrow. But 
in your ears, where none of them could hear, I upbraided the 
weakness of my affection, and I held back the flood of sorrow. 
It gave way a little before me, but I was again swept away by 
its violence, although not as far as to burst into tears, nor to 
any change of expression. But I knew what it was I crushed 
down within my heart. Because it distressed me greatly that 
these human feelings had such sway over me, for this needs 
must be according to due order and our allotted state. I 
sorrowed over my sorrow with an added sorrow, and I was 
torn by a twofold sadness. 

어머니의 기억에서 오는 눈물에 의해 오거스틴의 지성적 눈이 먼저 흐려지
고 가려지지 않았다면, 그의 개종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개종에 있
어 지성의 눈과 감성의 눈물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측면에서, 모니카
의 눈물은 막달레 마리아의 참회의 눈물 혹은 성모 마리아의 아들에 대한 눈물
을 연상케 할 수 있으며, 오거스틴의 눈물은 그가 애독했던 버질에서의 디도의 
슬픔에 대한 세속적 눈물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눈물로 전환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죽음 후에, 오거스틴은 그녀와 함께 머
물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허용치 않는 바이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
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돌아 와, 영적 삶의 진보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어
머니의 죽음이 개종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곳이 그가 멈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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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아니다. 단테의 연인 베아트리체가 그러한 것처럼,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
님 아버지로 대체되고, 또다시 어머니는 억압된다. 그들에게 여성은 영적 존재
이거나, 적어도 그들이 절대적 주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돕는 인물이 되었
다. 이런 점에서 낸시 러(Nancy Miller)는 오거스틴의 경우를 남성적 “자서
전의 젠더화”의 대표적 예로 꼽는다(Anderson 26-27에서 재인용). 

오거스틴이나 루소에게도 어머니의 존재는 중요하였다. 오거스틴에게 어머
니의 죽음은 아들의 재생을 낳았고, 어머니의 삶의 끝이 아들의 새 삶의 시작
이 되었다. 루소에게 어머니는 자연, 목소리, 기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모두 남성적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 역할이다. 
아래에서 고찰할 롤랑 바르트나 자크 데리다의 어머니는 그들과 사뭇 다르다. 
앞선 두 저자와 달리, 그들이 자전적 글쓰기를 시도하는 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맞아서이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재발견한다. 노년이 된 자서전적 주체에게 
몸의 시대가 복귀하였고 아버지의 법률은 보류된다.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Camera Lucida)는 사진에 관한 에세이이며 
동시에 자전적 텍스트이다. 사진은 과거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에, 자서전은 매
우 접하게 연관된다. 바르트에게 사진은 죽음의 예술이다. 사진기 혹은 사진
사가 주역이고, 피사체인 우리가 오히려 구경꾼이다. 사진은 나를 타자로, 주
체를 객체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일회적 순간의 대상, 즉 죽음의 존재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사진의 피사체는 ‘죽은 자’이며, 모든 사진에는 ‘죽은 자의 복
귀’(9-15)가 있다. 바르트는 어머니가 죽은 며칠 후,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
을 보면서, 사진 속에 화석화한 어머니를 만난다. 꿈속에 나타나는 지기(知己)
처럼, 사진 속의 어머니 모습이 곧바로 실제의 어머니는 아니다. 사진은 역사 
속의 이미지의 낯섦을 가지고 있다. 그 낯섦을 연구하면서, 아들은 비로소 그
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친 한 본질에 다가간다(63-72). 이제 그는 어릴 적 
어머니와 죽기 전 어머니를 연결시킬 수 있다. 사진 속의 죽은 대상을 살아있
는 존재로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가 노쇠한 어머니를 손수 
간호하고 음식을 떠먹여 줄 때, 사진 속의 어린 소녀를 연상하며, 어머니가 아
들이 되고 아들이 어머니가 됨을 경험한다. 사진을 매개로 하여 시간적으로 거
꾸로 된 과정에 의해서, 바르트는 어머니와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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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편찮은 동안, 나는 그녀를 간호하였다. ... 그녀는 나를 위
해 그녀의 첫 번째 사진 속의 그 본질적인 어린아이와 하나가 되면
서, 나의 어린 딸이 되었다. ... 그녀가 아무리 강인했다 하더라도, 
나는 궁극적으로 그녀를 나의 여자아이로서, 나의 내적 법률로서 
경험하였다. 그것이 내가 죽음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수많은 철
학자들이 말해 왔듯이, 죽음이 종(種; race)의 냉혹한 승리라면, 특
정개체는 보편의 만족을 위해 죽는다면, 개인이 그 자신이 아닌 다
른 이로 재생산된 후 죽음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고 초월한다면, 자
손을 생산하지 않은 나는 바로 그녀의 병에서 나의 어머니를 생겨
나게 하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더 이상 우월한 
생명력(종족,  인류)의 진행에 나 자신을 맞출 하등의 이유가 없었
다. 나의 개별성은 결코 다시 그 자체를 보편화할 수 없었다. ... 이
제부터 나는 나의 총체적이고 비(非) 변증법적인 죽음을 기다릴 
뿐인 것이다. (71-72)

During her illness I nursed her, ... she had become my little 
girl, uniting for me with that essential child she was in her 
first photograph. ... Ultimately I experienced her, strong as she 
had been, my inner law, as my feminine child. Which was my 
way of resolving Death. If, as so many philosophers have said, 
Death is the harsh victory of the race, if the particular die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universal, if after having been 
reproduced as other than himself, the individual dies, having 
thereby denied and transcended himself, I who had not 
procreated, I had, in her very illness, engendered my mother. 
Once she was dead I no longer had any reason to attune myself 
to the progress of the superior Life Force (the race, the 
species). My particularity could never again universalize itself 
... From now on I could do no more than await my total, 
undialectical death.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겪기 전까지―어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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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담론의 바깥에 있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언어영역에 진입할 수 있기 
위해, 어머니는 ‘상징적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실제 죽음이 
가져다주는 과거의 회상에서 촉발되는 자전적 성찰이 어머니를 상징적 죽음의 
영역에서 나의 의식 속의 존재로 복귀시킨다. 그 동안 어머니는 나의 “내적 법
률”로 머물러 있었다. 이제 나는 사회, 이성, 언어의 아버지 영역에서 몸과 이
미지의 어머니 영역으로 회귀하는 것이다(Anderson 77-78). 어머니의 실제 
죽음의 계기가 아들의 자서전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복귀하게 하는 촉매가 되
어, 그녀의 상징적 죽음을 지연시킨다. 이 순간 회복된 그녀의 존재는 아들의 
나머지 삶 속에서 영속적이 된다. 이제 바르트는 개별성의 부정, 즉 개체의 죽
음이 보편의 삶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문명 질서에 그를 맞길 이유가 없다. 
어머니와 몸이 속한 자연 질서인 “총체적이고 비변증법적인 죽음”만이 그를 기
다리고 있다. 그것이 삶과 몸을 만드는 영속적인 자연 질서이다.

어머니가 자전적 사유와 만나는 방식에 관한 바르트의 명상은 자크 데리다
도 비슷한 차원에서 탐색한 문제였다. 자크 데리다라는 텍스트에는 제프리 
베닝튼이 쓰는 데리다베이스(Derridabase)와 데리다 자신이 쓰는 할례-고백
(Circumfession)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서, 데리다가 
주창해 온 철학 자료에 관한 논리적 모체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
로―마치 다소 긴 각주처럼―어머니의 죽음을 포함하는 할례-고백의 내러티
브가 끊이지 않고 적혀진다. 상단의 본문은 타자가 분석하는 데리다의 사유이
고, 아래 부분은 데리다가 말하는 자신의 삶인데, 데리다는 자신의 내러티브를 
할례와 고백이 합쳐진 단어, “Circumfession”라는 부제로써 칭하였다. 유태교 
풍습인 할례는 어머니적 ‘몸’의 파괴를 통한 아버지적 ‘이름’ 얻기이다. 아들에
게 몸을 준 어머니는 아들에게 할례의식을 치르게 하면서, 그 몸의 일부를 상
실케 하여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한다. 할례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아들의 
피와 섞이는 순간이고, 아들의 육체적 고통은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심적 고통
과 맞먹는다. 할례는 어머니가 기꺼이 아들을 사회에 바치는 제식이며, 나의 
몸, 즉 어머니의 몸의 대가가 아버지의 ‘이름’이다. 

어머니의 몸과 아들의 몸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임종을 맞아, 
그녀의 몸이 아들의 눈앞에서 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할례 때에 아들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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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어머니가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들의 몸이 분쇄될 때처럼, 어머니
의 몸이 분해될 때 아들은 어머니의 위치에서 보고 말하는 것이다
(Circumfession 137). 이렇게 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 

내가 올바로 읽었다면, 어머니를 제외하고 어떠한 여인 혹은 여인
의 흔적도 없었다. 이는 이해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이는 체제의 
일부이다. 어머니는 형상을 만드는 자의 얼굴 없는 형상, 즉 하나
의 여분이다. 그녀는 한 명의 익명의 퍼소나처럼, 장면의 배경에서 
자신을 잃음으로써 모든 형상을 태어나게 한다. 삶과 함께 시작한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되돌아오며, 그녀에게 말을 걸고 그녀에게
로 향한다. 그녀는 바닥에 머무는 조건으로 살아남았다. (Ear 38)  

No woman or trace of woman, if I have read correctly―save 
the mother, that’s understood. But this is part of the system. 
The mother is the faceless figure of a figurant, an extra. She 
gives rise to all the figures by losing herself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like an anonymous persona. Everything comes 
back to her, beginning with life; everything addresses and 
destines itself to her. She survives on the condition of 
remaining at bottom.   

그동안 어머니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의식의 바닥에서 여분의 존재처
럼 생존해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속적인 생명의 원천임을 아들은 자
서전을 쓰면서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며 쓰는 자서전은 
어릴 때의 할례의 고통과 흘린 피를 재연하는 것이다(Circumfession 10-12). 
자서전을 쓰는 펜은 보이지 않는 내부를 끌어낸다. 데리다는 펜이 피를 뽑아내
는 일종의 주사기(syringe) 같다고 말한다. 살이 뭉개져 피와 뒤섞이는 몸의 파
괴는 제도권에서 확립된 주체를 해체하고, 이 비체화(abjection)를 통해 어머니
는 주권을 회복한다. 어머니의 몸의 파괴를 통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아
버지의 이름에 의해 죽은 존재를 살아있는 여성으로 소생시키는 것이며, 이는 
어머니의 언어가 몸을 통해서 되돌려지는 것이 된다(Ear 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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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크 데리다의 텍스트에서, 즉 글과 몸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 내
러티브에서 사실상 데리다는 공히 해체된다. 데리다 자신이 할례 때에 몸이 분
쇄되면서 얻은 아버지의 이름을 파기하였듯이, 베닝튼은 이제 데리다의 사유
를 해부한다. 둘 다 아버지의 언어와 이름을 해체한다.

나는 숨 쉬면서 사후를 산다, 그것은 매우 그럴 듯하지 않는 일인
데, 내 인생의 그럴듯하지 않음, 그것이 내가 따르려 하는 규칙이
고, 종국에는 내가 쓰는 것과 G.[제프리 베닝튼]가 상단에 쓰게 될 
것의 대결을 중재할 것이다. ... 이러한 엄격한 할례에 의해서 그는 
나의 몸, 기본적으로 “논리” 또는 “문법“을 생산하는 나의 글의 몸, 
즉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혹시라도 미래의 진술을 생산하는 법
률이 없이 해나기로 작정하였다. (Circumfession 26, 28) 

I posthume as I breathe, which is not very probable, the 
improbable in my life, that's the rule I'd like to follow and 
which in the end arbitrates the duel between what I am writing 
and what G. will have written up there, ... [H]e has decided, by 
this rigorous circumcision, to do without my body, the body of 
my writings to produce, basically, the “logic” or the “grammar,” 
the law of production of every past, present, and why not 
future statement.  

할례를 통하여 몸이 분쇄되고 그 몸이 가진 독립적 생산권이 상실된 결과로 
얻은 것이 그의 저술이라면, 이미 출판한 그의 사유는 베닝튼의 분석에 의해 
또 한 번의 ‘할례’를 거친다. 몸과 글을 동시에 뜻하는 낱말 코퍼스(corpus)가 
그러하듯이, 이 둘은 자주 병치된다. 데리다의 몸과 베닝튼의 글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체로서의 자크 데리다 텍스트는 ‘논리적인 것에서 생물적인 것
으로의 통로를 개방’한다. 상단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데리다베이스는 결국 
하단의 열정, 의례, 기억을 통해 방랑하는 사유의 총체화 혹은 일반화가 된다. 
그러므로 자크 데리다의 두 개의 내러티브는 서로 교차한다. 말하자면 아버
지의 이성과 어머니의 우연성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Smith 42).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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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는 자서전이 이처럼 처음부터 스스로를 공격하고 훼손하는 글쓰기임을 
보여주는 글쓰기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합작이 아니고, 그들은 공동저자가 
아니다. 이는 로벗 스미스가 칭하듯이, 헤겔의 변증법과 달리, ‘비 종합적 같
음’(non-synthetic same)이다(Smith 43). 적어도 노년이 되어 쓰는 자전적 
글쓰기의 순간에 있어 하나의 주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쳐지는 주체의 조
합이 아닌 것이다. 이는 앞에서 토론한 바르트의 “비변증법적인 죽음”과도 연
관이 있다. 아래에서도 좀 더 상세히 토론할 터이지만, 자서전은 죽음과 연관
되어 있고, 아버지의 이름 및 언어의 해체 후에도 살아남는 것은 어머니의 몸
이기 때문이다. 원래 해체된 것과 다름없는 것이 어머니의 몸이며, 바로 그것
이 영속적인 자연의 모습이자 본질이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자서전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글을 쓴
다. 그런데, 정작 나의 이름은 내가 소유하는가? 자서전은 부재하는 시간, 부재
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읽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은가? 내가 서명하는 
순간, 그 서명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후에 타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더
욱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은 타자의 귀가 그것을 
듣고 말할 때이다. 그리하여 타자의 귀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 한, 나의 현존
은 그 만큼 지연되거나 상실된다. 고유명사, 자필서명, 자서전은 주체의 죽음 
후에야, 타자로 하여금 그를 지칭하고 기억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
과 나의 저서전은 상반된다. 저자는 이름을 통하여 자아보존의 보장을 강화하
고자 하지만, 자서전은 그 목적을 이탈하여 죽음에 의해 추월당한다(Anderson 
80-81). 이런 점에서 데리다에게 자서전은 “bio-graphy”가 아니라, 죽음을 
가리키는 “thanatos”에서 유래하는 “thanato-graphy”이며, 자신(auto)이 아니
라 타자의 글(allo-graphy)이다. 데리다는 이를 “자서전의 차연”이라 부른다
(Ear 19). 다름과 지연됨을 동시에 뜻하는 데리다의 조어(造語) “differance”
가 자서전 글쓰기에 적용되어, 자서전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 후
에 일어나는 타자의 승인에 의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의 서문에 관하
여 토론한다. 이 자전적 저술에 서명을 하면서 니체는 이것이 자신의 현재의 
기념비적 저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데리다에 의하면, 나의 이름인 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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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용이나 계약에 근거하며, 나의 여러 개의 마스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Ear 9, 11). 더욱이 자서전에서의 ‘나’는 어디까지나 텍스트 안의 ‘I’이기 때문
에 서명 이전의 역사란 없다. 뿐만 아니라, 니체의 역사관은 시작에서 끝으로 
나아가는 직선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귀이므로,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고
정시켜 고찰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니체는 자신의 영원회귀의 시점을 현재로 
보아, “나는 나의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한다”(I tell my life to myself)라고 
말하지만,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이 순간 니체 자신이 자서전의 첫 
번째이고 유일한 수신인일 수는 있으나, 자전적 주체인 그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은 영원한 회귀이다”(Ear 13). 그러면 
내가 회귀하는 것은 언제인가? 이미 토론한 것처럼, 서명이 궁극적으로 유효한 
것은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 들려져,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할 때이다. 

서명하는 것은 타자의 귀이다. 타자의 귀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나의 자서전의 자기 자신적 요소를 구성한다. (Ear 
51)  

It is the ear of the other that signs. The ear of the other says 
me to me and constitutes the autos of my autobiography.  

나를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의 입이 아니라 타인의 귀이다. 여기서 
데리다에 의한 또 하나의 조어, “otobiography”가 성립한다. 그리스어 “oto”는 
“ear”를 뜻한다. 나(auto)의 입은 타자의 귀(oto)로 바뀐다. 

또한, 니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 가셨고 자신은 어머니처럼 늙어 
가는데, 모성 혹은 여성성이 자기 자신보다 오래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4) 
죽은 아버지의 이름, 죽은 법률에 대조적으로, 몸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살아 
있는 것은 어머니이다(Ear 38). 아들의 양육을 보살폈고, 그의 삶에 관한 글의 
증인이 될 사람은 어머니이고, 또한 그녀의 힘은 무한한 생명력이다. 자서전을 
통하여 자아는 죽음을 겪지만, 그 글은 후세를 살아가는 어머니적 존재의 무한 

4) 이는 ‘영원한 여성성(das Ewig-Weibliche)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괴테의 파우스트
의 한 구절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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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를 허용한다. 나의 자서전에 서명하는 귀는 살아있는 여성성으로서, 영원 
회귀는 우연적인 어머니의 ‘이름’이다(Ear 14). 그러므로 니체의 글과 서명이 
니체의 아버지라면, 이를 듣는 니체의 귀는 니체의 어머니이다. 또한, 로벗 스
미쓰가 해석하듯, 오거스틴 및 니체의 자서전을 후세에 듣는 데리다의 귀가 오
거스틴 및 니체의 어머니 위치에 놓이게 된다(Smith 80-1). 타자의 영원회귀
는 결국 어머니적 존재의 영원회귀이다. 우연의 귀/어머니에 의해서 자서전의 
자아는 완성되고 공유되어 영원히 산다. 

바르트와 데리다는 아버지 영역으로서의 온전한 자아의 글쓰기가 스스로 주
체성을 해체할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되불러오는 장르가 된다고 말한다. 이
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였던 원래 상태를 재상정하는 것이다. 통합된 “I”의 
건설이 어머니의 상실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온전한 자아 속에 감춰진 구멍, 
할례의 상처가 바로 어머니의 공간이다. 그리하여 오거스틴이나 루소의 허구
적 자아와 달리, 바르트와 데리다에게 자서전은 아포리아를 닫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상처를 열어 죽은 어머니를 그들의 글 속에 보존하는 작업이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오거스틴이나 루소의 ‘고백’은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을 보장하는 
내러티브라는 점이다. 기독교 고해성사가 그러하듯이, 죄와 수치의 삶의 부정
은 합(合)의 명제를 지양하여, 자서전적 주체는 이성적 존재로 재탄생하고 기
존 사회로의 재편입을 허락받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고백적’ 성격의 자서전이
다. 또한, 오거스틴이 버질의 목적론을 공유하였듯이, 데리다는 오거스틴의 자
서전을 참조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병치하려 애
씀으로써(Circumfession 18-20), 오거스틴의 고백론 내러티브를 공유하려 
했다. 그러나 바르트나 데리다의 자전적 글쓰기에 이러한 텔로스적 변증법의 
역사관은 통하지 않고, 어머니의 개념 또한 서로 조화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
것과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mith 46-47). 오거스틴이나 루소
의 완성된 자아는 그 자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바르트나 데리다의 
귀에 의한 해체적 글 읽기를 통해서만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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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의 이야기: ‘증언’과 스토리텔링

어떤 의미에서, 여성은 고전적 정의의 자서전 저자가 되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17, 18세기에 핵가족이 생기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업주부라
는 사적 영역을 가지게 된 여성들은 일기, 저널, 편지, 혹은 메모 등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내 한 생각을 토로하는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18세기
적 여성 글쓰기는 본격적인 계몽의 남성 자서전과 다르고, 유기적인 성장이나 
천재적 독특성을 자랑하는 19세기의 그것과도 다르게 씌어졌다. 이성적 주체
에 의한 공적 영역화는 남성의 몫이었고, 언어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므
로, 여성적 글쓰기가 제대로 대접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최
근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여성과 더불어 공적 언어영역을 보장받지 못했던 인
종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 트라우마적 주체에 의한 글쓰기가 증가하였다는 것
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자서전을 통한 아들의 어머니 되불러오기와는 달리, 여성 자서전은 아버지
적 자아 성취의 삶에서 배제된 어머니에 대한 회한일 필요가 없다. 여성에게 
어머니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프로이트를 신뢰한다면, 여자 아이는 남근 
신망(penis envy) 때문에 아버지 및 남자친구에게로 다가간다고 말할 수는 있
지만, 낸시 초도로(Chodorow)가 지적하듯, 딸은 자아정립을 위하여 어머니와
의 분리를 시도함과 동시에 애착과 동일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양성애적 삼각관계에 있게 된다(126-29, 136-38, 
140). 또한, 라캉 등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핍과 언어를 가져다준다는 입장
인데, 멜라니 클라인(Klein)은 어머니가 결핍이 아니라 여전히 풍부함
(plenitude)의 존재여서 아이를 숨 막히게 하기 때문에, 딸은 어머니와의 경계 
짓기를 통하여 여기서 벗어나려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딸은 어머니가 가
진 과잉의 풍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거세공포로 인한 아들의 어머니 
벗어나기와 달리, 딸은 어머니를 해체하고 복원하는 일을 동시에 한다(Doane 
and Hodges 11). 도로시 디너스타인(Dinnerstein)에 의하면, 딸은 쾌감과 고
통을 동시에 지닌 어머니의 무한하고 무질서한 힘을 피해 자신을 조절 혹은 관
리해 줄 남성을 찾지만, 그러면서도 남성에게서 성적 쾌감을 얻는다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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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저버린 것처럼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대
체할 만큼 친 한 정도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면, 여성은 그 관계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Tong 150-51). 

여성이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았다면, 언어로부터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었
다. 여성은 자신들에게 스스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
에게는 이야기로 되어져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 소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여성의 뇌리에는 잔존하는 고통, 소외, 박해의 집단적 기억들이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극단적 고통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는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일
반 기억과 달리 이해에 흡수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해지지 않을 때 꿈이나 기
억의 플래쉬백으로 되찾아온다. 이와 같이 거듭 뇌리에 되살아오는 정신적 외
상을 견디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한다
(Unclaimed 6-7). 그리하여 트라우마적 경험은 부분적 기억상실의 이야기일 
때가 많다(What 16-17). 트라우마의 사건은 당시에도 나에게 온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며, 되찾아온 지금에도 완전히 이해된 것이 아니다. 텍스트에 그것을 
적는다고 해도, 그 글이 글쓴이의 의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이는 
제대로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틈새나 막다른 곳을 허용하는 내러티브이다. 

바로 이 내러티브의 허점이 청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청자는 
화자가 성취하지 못한,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빈 구멍을 
메워주고 막다른 곳을 뚫어 주어야 한다. 자신과 맞대면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
고는 과거 경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고,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기억을 회피
하는 상태로 남는 것이다. 예컨대, 홀로코스트처럼 극단적인 고통의 사건인 경
우, 다른 여러 생존자의 음성 및 사진 자료 등 기록물의 보관 작업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동료 생존자의 증언이 다른 생존자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Testimony 85). 트라우마는 ‘상처의 외침’이고, 이 목소
리는 들음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들
에게 들려지게 하는 방식이다. 남성의 자서전과 달리, 여성 혹은 소수자는 타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 대해 쓴다
는 것은 고통 속의 자아와 직면하는 일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못하면, 나는 나
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보류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된다. 트라우마는 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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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다른 이를 끌어 들인다. 유대에 의해서만, 그들의 목소리가 회복될 
수 있다.  

미셸 푸코는 18세기 이후에 스스로의 내면적 훈육으로 징벌의 행사가 바뀌
고, 반복적인 죄와 오류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정화하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관측하는데, 은 한 혹은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자서전 쓰기에 관련
되는 한, 이것은 또한 남성에 한정된 관측이기가 쉽다. 이미 토론하였듯이, 고
백은 기존사회에 편입됨을 전제로 하는 발화행위이고, 이는 자신의 부족함이 
경험과 교육과 성찰에 의해 보완되고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완성되는 주체를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성의 자서전은 ‘고백’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고통의 경험은 온전히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고백’될 수 없으며, 인종적 혹은 
성적 소수자의 경우 그 소수성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편입해 들어갈 
공간이 아직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 및 소수자의 
자서전은 고백이 아니고 증언(testimony)이다(What 16). 고전적 남성 자서전
이 죄와 수치를 고백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한다면, 소수자의 자서전
은 죽음에 다름없는 상처와 싸우며 생존하는 삶의 여실한 증언이 된다. 증언은 
사건의 진실에 관한 완결된 진술이나 총체적인 설명일 필요가 없는, 더 큰 평
결을 기다리는 내러티브이다. 예컨대, 고백하여 재편입될 세계가 아직 마련되
지 않은 사건들, 즉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대학살, 원폭 피해자, 아우슈비츠 수
용소처럼 전례가 없는 사건은 유추적 해결책이 통하지 않아, 계속적인 증언이 
더더욱 필요하다. 즉 미해결의 과제, 진리의 위기의 시기에는 증언만이 유용하
다(Anderson 127). 소수자의 자전적 텍스트는 합리성의 언어에 도달하지 못
하는 미완성의 언어로 이루어지고, 집단의 참여에 의해 표현수단을 얻는 내러
티브이다. 증언은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의 말하기, 즉 스토리텔링이다.  

상징계에서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기를 거부당하는 여성은 해체할 에고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주체의 건설과 전달을 전략으로 취
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성문화 속에서 기괴함이 클수록, 공식적 주체의 개념에
서 멀리 벗어날수록, 자서전 쓰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억압을 증언하고, 이
를 문화적으로 각인시키는 자리를 통하여, 억압된 주체는 ‘차이’의 권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Gilmore 88, 104). 그러므로 독특한 경험의 소유자는 보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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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자아들의 국지적 유대를 필요로 한
다. 합리적인 언어교환을 표방하는 남성 공동체에 대조적으로, 여성은 소외되
었던 바로 그 비이성적 언어의 특이한 사용에 의해 대안적 공동체를 마련한다. 
컨센서스를 목적으로 하는 이성적 담론의 대안으로서의 국지적 집단의 스토리
텔링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트라우마적 상처와 증언에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하나는 자신이 어릴 적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으며, 지
금은 MD로서 상담치료를 하고 있는 도리 로브의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인터뷰 케이스 스터디이고, 다른 하나는 유방 절제수술을 받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당할 위기에 처한 오드리 로드가 이를 자아 치유와 공동체 참여
라는 양면적 전략으로 헤쳐 나가는 암 저널이다.  

도리 로브(Dori Laub)에 의하면, 홀로코스트 사건 내부에는 외부를 생각하
는 의식을 말살하는 심리장치가 있다. 여기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
의 관찰자가 될 수 없다는 패쇄적 의식이 압도하고, 나아가 자신이 고통을 받
아 마땅하다는 의식을 스스로 키우게 되어, 사건을 겪고 난 후에도 말하지 못
하게 된다(Testimony 65, 81-2). 보육원에서 학대가 잦아지면, 구타를 당해
도 아이는 울지도 도망가려 하지도 않고, 집에 가서도 말하지 않는다. 구타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 외의 다른 의식이 마비되는 것이다. 학대에 길들여진다는 
말은 학대를 당연시 하게 되는 자아로 전락한다는 것 뿐 만이 아니라, 학대에
만 예민해지고 다른 모든 의식이 말살된 주체가 되는 현상을 포함한다. 이런 
방식으로 트라우마 경험은 정상적 경험의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
억은 시작, 중간, 끝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끝나지 않은 경험이 반복된다는 의
식 속에 처하게 된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그 사건이 무시간적이고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출적 경험이라는 인식을 키운다. 그들은 사건 당시와 마찬가
지로, 되돌아오는 경험과도 맞대면할 채비를 갖추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 그 
공초와 혼란의 중앙에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하다. 이는 경험을 외부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말한다는 것은 잊고자 하
는 그 경험을 ‘다시 사는 것’이며 트라우마의 복귀를 의미한다(Testimony 67, 
69, 78).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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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한다는 곧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꺼리게 된다. 그
러므로 그들의 의식 속에 목격자나 청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즉 이
웃이 “내가 너의 목격자이다. 너는 더 이상 혼자이지 않아”라고 말해 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본성적으로 파편의 형태로 돌출하므로 그들의 처음 
이야기는 일관성을 결여하지만, 청자의 개입과 중재를 통하여 그 내러티브의 
의미가 살아나고, 그 사건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차원에 이르게 된다. 청자가 
사건의 간접적 목격자가 되어 생존자의 경험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
은 침묵할 것이다. 그들은 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자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Testimony 85, 91-2). 이야
기한다는 것은 참상을 회피하기 위해 내가 만든 허상의 유령을 걷어내고, 객관
적 사실을 맞대면하여 그것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
언’은 사회를 향한 항변일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자신의 치유를 위함이다.   

오드리 로드(Audre Lorde)의 시와 소설은 트라우마, 스토리텔링, 소수자의 
연대 등 위에서 토론한 요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암 저널(The Cancer 
Journals)의 주인공인 저자는 캐리비언이며 흑인이고, 여성이면서 레즈비언이
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방 절제(切除) 수술을 받아 성정체성마저 
위협을 받는 중층 결정된(overdetermined) 이질성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중첩 
결정된 자아는 옳고 그름으로 쉽게 가치평가가 지어지는 이분법적 상투항에 
저항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있다. 즉 그들은 ‘차이’의 권리를 인정받는 개별 인
격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오드리 로드가 가슴절제 여성 뿐 아니라, 예컨대, 
성과 인종 등의 소수성의 ‘다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든 여성의 연합을 시도
한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유방암 진단에 이어 절제수술을 받은 후, 로드도 여느 트라우마 생존자들처
럼, 두려움 때문에 수술 직후의 자기감정에 관하여 쓸 수 없었다. 이미 잘 알려
진 시인이었던 그녀가 글쓰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볼 마음의 채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5)

   
이러한 마음이 내키지 않음은 나 자신, 나 자신의 경험들과 그것

5) 오드리 로드의 인용은 Audrey Lorde, The Cancer Journals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1997)에서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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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묻힌 감정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들을 다루기
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물론 사는 것이나 
다시 사는 것, 그 고통에 삶 혹은 새 삶을 주는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음이다. 가슴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은 적어도 어머니와의 분리
만큼이나 쓰라린 것이었다. (24)  

   
This reluctance is a reluctance to deal with myself, with my 
own experiences and the feelings buried in them, and the 
conclusions to be drawn from them. It is also, of course, a 
reluctance to living or re-living, giving life or new life to that 
pain. The pain of separation from my breast was at least as 
sharp as the pain of separating from my mother. 

로드는 상실의 자아와 분리되는 자신의 의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
통을 말하기 위하여, 어머니와의 이별과 가슴 절제를 병치한 것이 매우 흥미롭
다. 딸은 어머니와 결별하지 않으며, 딸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바로 가슴이 있
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슴을 잃는다는 것은 새 삶과 영양분을 주는 어머니로서
의 자아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머니와의 동일시의 중단을 의미한다. 이
는 데리다가 떠올린 할례의 경우와 좋은 비교가 된다. 아들은 할례를 통하여 
아버지 법률에 종속되며 어머니와 결별하였다. 딸의 경우는 유방을 절제함으
로써 어머니와 결별하게 된다. 데리다는 어릴 적의 몸의 상실을 회상하면서 어
머니를 되불러 온 반면, 로드는 가슴을 잃음으로써 처음으로 어머니의 상실에 
직면하였다. 데리다와 로드 모두에게 몸은 어머니인데, 데리다는 몸을 예전에 
상실하였으며, 로드에게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데리다는 몸의 상실을 기억
하며 어머니를 되불러 왔으나, 로드에게는 몸의 상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일이었다. 그러나 로드는 데리다처럼,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획득으로 반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한다. 로드에게 몸의 상실은 중층 결정된 문
제이고, 이는 개인의 여성성 및 모성의 상실보다 더 넓은 차원의 정치적 문제
와 연결된다.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토론하겠지만, 그녀는 이를 여성이 공
유하는 삶의 고통, 자아상실, 상호격리의 문제와 연결 짓는다. 상실로 말미암
아, 데리다는 어머니를 되불러 왔지만, 로드는 동료여성을 불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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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로드가 애초의 공포를 극복하고, 암 저널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은 그녀 자신이, 그리고 그녀와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큰 
조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이미 잘 알
려진 페미니스트 운동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가까운 과거를 회상하며, 그 덩어리 조각들을 맞추려고 애쓰
면서, 지금 새해에 이것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고 곤경
에 처한 누구나가 요망할 때, 뜻대로 그것에 깊이 들어가, 필요하
다면 더 넓은 구조물을 건설할 원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이것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기능이다. 또한 
내가 누구였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 왔는가를 나 자신
에게 분간해 주기 위해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의 유물
들을 적는 것은 후에 면 히 검토할 때 소용이 될 것이기도 하지
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것의 결과로부
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면
화한 그것들을 나는 지니고 다닐 것이고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것들이 나의 두뇌의 후미진 어떤 곳에서 이리저리 맴돌게 해서는 
안 된다. 

유암(乳癌)의 치명적 의식과 그것이 수반하는 절제수술에도 불
구하고, 유암은 여전히 나의 앎과 힘의 개척과 확장을 위한 하나의 
문(門)―그것이 아무리 참혹하게 얻어진 것일 지라도―이 될 수 
있다. (53-54)

I am writing this now in a new year, recalling, trying to piece 
together that chunk of my recent past, so that I, or anyone 
else in need or desire, can dip into it at will if necessary to 
find the ingredients with which to build a wider construct. That 
is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telling of experience. I am also 
writing to sort out for myself who I was and was becoming 
throughout that time, setting down my artifacts, not only for 
later scrutiny, but also to be free of them. I do not wish to be 
free from their effect, which I will carry and use internaliz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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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ay or another, but free from having to carry them around 
in a reserve part of my brain. 

Breast cancer, with its mortal awareness and the amputation 
which it entails, can still be a gateway, however cruelly won, 
into the tapping and expansion of my own power and knowing. 

뇌리 속에 맴도는 고통의 기억을 마주하면서, 그것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
기 위하여 그녀는 자전적 글쓰기를 한다. 이야기 하기는 “앎과 힘의 개척과 확
장을 위한 하나의 문”이다.

“cancer journal”은 연구자들의 연구발표 공간일 뿐 아니라, 암 환자들이 흔
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치가 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에는 같은 제목의 자료
나 사이트가 여럿 등재되어 있다. 이는 주로 의학적 일지에 해당하는 것이 많
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보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므
로,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로드의 “Cancer 
Journals”는 같은 제목을 사용하지만, 여느 암 저널을 보완하거나 그것에 저항
하는 방향으로 씌어졌다고 볼 수 있다. 로드는 자신이 수술 당시에 적은 매일
의 일기내용을 이탤릭체로 간간히 삽입하여 소개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자신
의 아젠다를 펼치는 것이 그녀의 “Cancer Journals”이다. 수술 및 치료 경과, 
의료진의 요청, 그리고 거기에 첨가된 환자의 불안, 공포, 번뇌의 표현 등이 주
가 되는, 말하자면 개인의 의학일지나 정서적 반응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
고, 가슴절제의 의미, 보형물에 관한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판, 나아가 미국이
라는 나라에 대한 항변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여성들에게 이야기하
는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갖춘 글쓰기이다. “Cancer Journals”는 ‘암 저널’이 제
공하는 의학적 공공담론의 달콤한 위안적 수단에 도전한다.

로드의 저항은 보형물 이용에 관한 주위의 반응으로 향한다.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먼저 수술을 받은 선의의 어느 여인이나, 수술 후에 방문한 친구들도 
보형물 착용을 강력하게 추천하였다. 간호사들도 “병원의 도의”("the morale 
of the office; 60)를 위하여 보형물을 착용하라는 그들의 충고를 존중해 달라
는 것이다. (로드는 뒤 부분에서 실리콘 주입 가슴성형수술에 관해서도 고찰한
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거야’라고 말하는데, 로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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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한다. 그녀로서는, 어떻게 하여도 그녀의 내부 의식은 그 ‘차이’를 알 
것이므로 우선 자신을 달랠 방도를 찾아야 하며, 나아가 오히려 잘린 가슴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차이’의 실제와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이야기하기는 그들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침묵하기는 위장하여 덮는 
것이다. 즉 가슴 없음이 이야기이고, 보형물은 침묵이다.

보형물은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거야”라는 공허한 위안을 제공
한다. 그러나 내가 단언하고자 라는 것은 바로 그 차이이다. 왜냐
하면, 나는 그것을 살았고, 살아남았으며, 그 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유방암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침묵
을 하늘이 준 불행에 거슬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옮겨 놓고자 한다
면, 첫 번째 걸음은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음과 보이지 않
음은 무력함과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형물의 
마스크를 받아들임으로써, 외 가슴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허식에 
의존하는 부족한 존재들이라 선포한다. 즉,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만든 비이성의 결과를 맞대면하지 않으려는 사회의 그릇된 
자족감을 강화함과 더불어, 우리들이 서로로부터 격리되고 감춰짐
을 강화한다. (62-3)

Prosthesis offers the empty comfort of "Nobody will know the 
difference." But it is that very difference which I wish to 
affirm, because I have lived it, and survived it, and wish to 
share that strength with other women. If we are to translate 
the silence surrounding breast cancer into language and action 
against the scourage, then the first step is that women with 
mastectomies must become visible to each other. For silence 
and invisibility go hand in hand with powerlessness. By 
accepting the mask of prosthesis, one-breasted women 
proclaim ourselves as insufficients dependent upon pretense. 
We reinforce our own isolation and invisibility from each other, 
as well as the false complacency of a society which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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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not face the results of its own insanities. 

로드는 보형물로 채운 가슴이 남성들의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보형물이 여성 자신에게도 절단과 상실을 영속화하
는 것임을 안다. 그녀는 보형물을 팽개치고, 상실을 직면하는 글쓰기를 통하여 
의식과 신체의 분리를 통합하려 한다. 여기서 로드가 성 정체성을 파기하는 레
지비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만하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잘려 나간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동료들의 이야기 참여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외형적으
로 채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를 채우고 사회 속의 격리감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부당한 사회의 자족감에 항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의 
진술은 그녀가 전달하려는 바의 결론 구실을 할 만하다.   

오늘날의 원리는 ... 집단적 작업과 책임, 즉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고 유지하며, 우리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결정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언어와 언어의 
힘에의 참여와, 우리에 거슬려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온 그 언어의 
교정 작업에 참여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 (20-21)   

the principle for today is ...―collective work and responsibility
―the decision to build and maintain ourselves and our 
communities together and to recognize and solve our problems 
together. Each of us is here now because in one way or 
another we share a commitment to language and to the power 
of language, and to the reclaiming of that language which had 
been made to work against us.  

로드가 말하는 여성 및 소수자 연대는 자신들의 심리적 치유를 넘어, 저항
과 항변을 통하여 여성들의 대안적 공영역을 성취하기 위함이다(Feski 100, 
121). 페미니스트 운동가였던 오드리 로드는 침묵에서 언어로, 그리고 행동으
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희생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전사이다”(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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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a casualty, I am also a warrior; 19). 

쇼샤나 펠만(Felman)은 오드리 로드의 시에 주목한다. 로드는 “우리가 우리
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시 구절을 
썼다. 물론 위안과 치유이며, 사회참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은 프로이트
의 냄새를 풍긴다. ‘여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여성이 
남근을 결핍하므로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고, 그 해
답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 남자처럼 완성된 주체가 되고픈 욕구라는 것일 것이
다. 그리하여 로드는 프로이트의 질문을 상쇄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너
는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하려 하는가?/ 어디로부터 너의 힘이 오는가?”라는 질
문이 진정으로 여성이 여성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들린다는 것이다(What 
126-28). 로드는 프로이트의 남근위주의 해석을 배격하고 이에 의존하지 않
는 방식에 의해서이지만, 사회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여성이 온전한 주체이기를 
거부당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이 독자적으로 노래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
색해 보인다. 격리되고 개별화하여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서 집단적인 힘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월트 휘트만(Whitman)의 “Song of Myself”를 떠올릴 수 있
다. 휘트만에게 “Song of Myself”는 “Song of America”이기도 하다. “원
자”(atom)처럼 무한한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체, 이는 나 자
신이기도 하고, 유럽대륙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미국이라는 개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미국의 개별 개체는 서로 교통하여 하나의 미국을 만든다(“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휘트만과 크게 다른 점은 로드에게는 “Myself”가 
아니라 “ourselves”가, 미국의 개체들의 보편적인 같음이 아니라 국지적인 같
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로드는 암 저널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america”를 씀으로서 단일하고 숭엄한 개체로서의 미국의 가치를 심하게 훼
손한다. 미국은 그녀에게 왜곡된 제도를 가진 불완전한 공동체이고, 고유명사
로서 표시되는 자아숭엄적인 결정체가 될 수 없다. 미국은 그녀의 자서전 텍스
트에 쓰인 수많은 보통명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문화 및 이질적 개체들을 
포용하는 자전적 글쓰기에서 로드 자신이 이름을 잃듯이, 미국도 대문자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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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를 버려야 한다고 믿는다. 
남성 자서전이 합리적 자아와 공적 세계를 지향한다면, 여성 자서전은 감성

을 통한 친 감으로 숨겨진 상처를 드러나게 한다. 리타 펠스키는 현대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의 특징이 공유적이고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인 여성경험
을 개인적 전달방식인 자전적 방법에 의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Felski 93, 113). 여성은 개별주체가 되기보다 유대의 경험을 중시하므로, 데
리다가 문제시했었던 남성 자서전의 고유명사 사용이 불필요해진다. 남성은 
독자적 ‘이름’을 남기려 하지만, 여성은 ‘이름 없음’의 이름을 공유한다. 남성 
자서전이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본의 아니게 저자를 사라지게 하는 경향이 있
다면, 여성 자서전은 상호주관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익명의 저자를 추구한다. 

     
Ⅴ. 맺음말

 자서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계몽 혹은 낭만주의 시대의 개인성 발현으로 
생성된 자서전 장르에 있어, 고전적 모델은 정돈된 성장을 이룩하는 자아이다. 
이 저자는 사실상 파편화된 자아임에도 자서전 쓰기에서 이를 무마한다. 또는 
내적 의식을 고백하면서, 외적 사회조건에 책임을 묻고 자기를 변호하는 변명
적 글쓰기일 수도 있다. 외로운 왕따가 되었던 '나'이거나 정돈된 성장을 이룩
하는 범생의 자기중심적 글쓰기이다. 이에 대조적으로 탈근대의 자서전은 ‘나’
를 확립하기 위해 수단으로 전락한 어머니적 존재를 되불러온다. 노년기에 이
른 저자는 자신의 몸의 해체를 예기하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법률’을 버리고, 
나의 의식 근저에 살아 있었던 어머니의 몸을 때늦게 자각하는 것이다. 이의 
확장으로, 오늘날 특히 여성, 유태인, 흑인, 레즈비언 등 소수자의 자전적 글쓰
기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차이와 연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정신
적 외상을 안겨준 과거 사건을 여실히 증언하는데, 이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치
유를 얻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자서전 저자 혹은 주인공
은 통합된 자아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에서 규범적 범주를 위반하는 틈새의 
인물로 변모하였다. 타자의 승인과 어머니의 존재의 중요성이 정돈된 자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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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그 해체된 공간을 문제적 인물, 분열된 자아, 트
라우마적 자아의 스토리텔링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제에 편입됨을 전제로 
하는 ‘고백적’ 주체의 글쓰기에서 고통스런 사태를 여실하게 보고하고 공감을 
구하는 ‘증언적’ 글쓰기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자서전의 저자는 ‘나’에게서 ‘타
자’로 바뀌고, 소수의 ‘우리’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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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or of Autobiography: 

A Self, the Mother, and the Community

    Yoon, Minwoo

Who writes an autobiography? The traditional autobiography has been 
written by male authors in an Enlightenment spirit, and they show the way 
in which the authors, like St. Augustine and Rousseau, become a coherent 
and rational self, having undergone an aberrant past. But this unified “I” in 
the orderly progression is at large a fiction―the so-called “mirror image” 
in Lacanian sense. This fictive or false self is brought up by one's adopting 
the law of father as he grows, sacrificing the body of mother. In contrast, 
such postmodern authors as Barthes and Derrida, when writing 
autobiographies, resuscitate their mothers from their symbolic death. 
Derrida reminisces his mother’s involvement in his own circumcision, and 
Barthes at his mother’s demise looks at her childhood photo. In this way 
they call the mother back from their symbolic death for the first time 
since they have grown up. Recently, authors from minority groups, 
including females and the Holocaust survivors, tend to increasingly produce 
autobiographical writings. Thinking they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ight 
of language, they now reclaim the lost voice. Their writings are not a 
“confession” which guarantees them the reintegration into the normal life, 
but rather a “testimony” of the traumatic life. They need another’s story to 
utter their own story, and thus become collaborative authors in an 
intersubjec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is essay aims at exploring 
such different strands of autobiographical subjects as introduced abo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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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self, the mother, and the community.  

Key Words: autobiography, mother, confession, testimony, inter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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