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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트루드 스타인의 『세 여인의 인생』 중 「멜란차」 장을 중심으로 
진실 재현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스타인의 글쓰기 방식이 세잔과 피카소

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초상화 소설”로서 대상의 진실을 재현해내는 내러티브 

방식 자체가 글의 주제가 됨을 규명한다. 작가 스타인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작가 자

신의 분신인 멜란차를 그려내는 서술 방식과 함께, 작가의 또 다른 일부로서 그 멜란

차를 재현하는 제퍼슨 캠벨의 노력과 성장 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

는 스타인 작품의 아방가르드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녀의 초기 소설 『세 여인의 인생』이 당대 미술계의 거목인 피카소가 치열하게 고
민한 “진실의 재현” 문제를 문학 속에 구현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스타인은 피

카소의 그림처럼 작품 내에서 복수의 시선을 취하며 현재의 시점을 강조하고 대상의 

단일한 특성을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각 인물들이 경험한 대상의 

모습을 몽타주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진실을 재현하는 가장 가까운 방식일 수 

있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스타인의 초기 소설 『세 여인의 인생』은 인류 공동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는 시대적 현실에서 진실을 파악하고 재현하고자 했던 모

더니즘 시기의 작가, 예술가의 치열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어: 스타인, 큐비즘, 피카소, 내러티브, 진실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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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의 작품은 흔히 모더니즘(Modernism) 및 포스트모

더니즘(Post-modernism) 계열로 분류된다. 당시 언어적인 실험을 시도하며 파격적인 

작품을 내 놓은 T. S. 엘리엇(T. S. Eliot),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비교하여도 

스타인의 실험은 시대를 앞서간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스타인의 언어적 실험이 

새로운 문학 양식을 창조해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진실 재현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작품의 내러티브는 중

요한 주제를 전달한다. 즉, 스타인의 작품에서 내러티브의 특징이 작품의 주제로 연결

됨을 이해해야만 독자는 그녀의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스타인의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당대의 미술 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스타인이 파리에서 지낼 때 많은 예술가들과 교유했고, 그녀가 미술품에 대해 대

단한 안목을 갖추었으며 수많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였기 때문이다. 스타인은 흔히 세

잔과 피카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스타인, 『길 잃은 세대를 위하
여』 59-112). 이 때 두 예술가가 모두 대상의 실체, 진실의 재현 문제에 천착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스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녀의 시에 집중되었고, 스타인의 언어적 실

험을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을 뿐 그 실험 자체가 작품의 의미, 

주제가 됨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타인의 초기작 『세 여인의 인
생』(Three Lives) 중 「멜란차」장을 중심으로 진실 재현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 여인의 인생』은 「착한 안나」(“The Good Anna”), 「멜란차」
(“Melanctha”), 「온순한 레나」(“The Gentle Lena”)의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안나는 스스로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꾸짖길

(scolding)” 좋아하고, 레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착한 생활양식”을 논쟁 없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온순한” 여성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인물이 바로 멜란차

(Melanctha Herbert)이다. 멜란차는 다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실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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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길 원하지만, 한 편으로는 명료한 가치관을 가진 누군가의 꾸짖음을 받고 싶어 한

다. 즉, 멜란차는 “착한 안나”나 “온순한 레나”와 완전히 분리된 인물이 아닌, 그들의 

모습들을 다 갖춘 복잡한 인물이다. 다른 장에는 “착한”, “온순한”이라는 수식어가 붙

지만 「멜란차」 장의 제목에서 그녀의 특징을 규정하는 형용사가 붙지 않는 것은 그
런 이유에서이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제퍼슨(Jefferson Campbell)은 하나의 틀 안에 

멜란차를 끼워 맞추려 하지만, 멜란차는 그 틀을 벗어난다. 그녀는 안나이기도 하고 

레나이기도 하며, 그녀를 만나는 다양한 생활 속 인물들이 보는 서로 다른 재현의 총

체인 것이다.

텍스트 내에 굴절된 작가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이다.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텍스

트에서 다양한 인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무엇보다 기존의 이성 중심주의에서 벗어

나 대안적인 지식을 찾으려 하는 멜란차는 스타인의 분신이다(Rowe 225-28). 또한 백

인 중산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멜란차를 파악하려 하는 제퍼슨은 비판의 대상

일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작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스타인이 자신의 분신인 

멜란차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재현의 대상에 올려놓음은 물론 작가의 또 다른 분신 제

퍼슨을 통해 재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복합적인 이중성으로 드러난다. 스타인은 

중산층 지식인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진실을 재현하

는 것을 고민하는 작가인 동시에 그것의 한계 또한 알고 있다. 로우(John Carlos 

Rowe) 역시 작가 스타인이 『세 여인의 인생』의 여러 주인공의 모습으로 분열되어
(“split”)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230). 

흥미 있는 것은 스타인이 이 작품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가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작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멜란차로 새겨 넣어 독자가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

을 상상하기도 하고, 제퍼슨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를 재현하는 작가의 역할을 담당하

기도 한다. 어쩌면 스타인은 제퍼슨을 통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상상하고 재단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제퍼슨이 멜란차의 존재를 알기 위해 고심하며 그녀를 규정하고자 

하는 과정은 예술가의 진실 재현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제퍼슨은 멜란차를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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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이자 현실을 작품 속에 그려내고자 하는 예술가, 작가의 분신이기도 하다. 이렇듯 

제퍼슨이 멜란차를 인식의 틀 안에 넣으려 하다가 자신의 재현 방식을 포기하고 다양

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예술가로서 제퍼슨의 고민과 성장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타인이 멜란차를 어떻게 그려내며, 작품 내 작가의 분신이기

도 한 제퍼슨은 멜란차를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본론에서 우선 스타인

이 인식하는 세잔과 피카소의 화풍에 대해 분석하고, 「멜란차」장을 중심으로 각각 
작가와 제퍼슨의 진실 재현 방식을 논증한다. 이로써 세잔과 피카소의 탐구, 즉 예술

가의 진실재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세 여인의 인생』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일 
것이다.

Ⅱ. 세잔, 피카소, 그리고 스타인

스타인이 작품 활동을 할 때 세잔과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는 세잔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쓴 모든 글들은 플로베르와 세잔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후자는 나에

게 구성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전까지 구성은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

고 모든 것은 그것에 부수물이 되었다.  ... 세잔은 구성에서 어느 하나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각각의 부분은 전체와 똑같이 중

요하다는 그 생각은 나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었다. 그 생각은 나에게 너무나 강

한 인상을 주었으며 나는 구성에 대한 이 생각으로 『세 여인의 인생』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구성에 대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흑인 여자의 이야기는 

그 구성기법으로 만들어진 정수이다. (소수만 723 재인용)

이렇듯 스타인 자신이『세 여인의 인생』중 「멜란차」 장을 집필할 때 세잔
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녀는 특히 세잔이 “구성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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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녔음에 주목하고 있다. 보통 

회화에서 중심이 되는 대상이 강조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처리되는 반면 세잔

은 화폭의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을 똑같이 중시하였다. 그는 

특히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원통, 구체, 원추”의 추상적인 기하학 구조

를 회화에 도입하였다(소수만 724). 

스타인이 세잔의 화풍에 감명 받은 것은 아마도 작품 활동과 관련된 그녀의 

문제의식이 세잔의 작품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타인은 “보편

적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작가, 하나의 일관된 구성으로 진실을 잡아내는 “근대

적 작가상”에 반대했다. 그녀는 서사 구조, 플롯보다는 인물에 대한 예술적 재

현에 관심을 두었고 그렇게 “초상화 소설”이 탄생하게 된다(송지윤 23; 

Haselstein 724). 

소수만은 스타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속성어”(basic attributes) 기

법을 세잔의 영향으로 지적하며 『세 여인의 인생』에서 인물들을 규정하는 형
용사의 나열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그는 세잔의 화풍처럼 이러한 속성어의 나

열이 “표현에 동원되는” 모든 기하학적 요소가 다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724-28). 

그러나 이러한 속성어들은 캐릭터의 확고부동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합친 것이며, 뒤에서 부정되기도 하고, 다시 또 긍

정되기도 한다. 어떤 속성어도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며, 그 평가가 정

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진실 

재현의 한 방식으로서 텍스트가 존재할 뿐이다. 

「멜란차」 장은 진실의 재현에 대한 탐구이다. 제퍼슨은 처음에 기억과 생

각, 다른 사람의 평가를 종합하여 멜란차를 파악하고자 하나 그것은 번번이 실

패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적이 없는 시기의 멜란차를 논리로 짜 맞추어 그

려내려 하지만, 곧 인간 이성에 의해 체계화된 하나의 초상은 현실이 아님을 깨

닫게 된다. 이렇듯 멜란차와 관련된 진실 재현의 문제를 고민하는 예술적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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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멜란차 장의 핵심이다. 

스타인의 글쓰기는 이제 세잔을 벗어나 피카소로 향한다.

그해 겨울은 성과가 알찼다. 피카소는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화와 오랜 씨

름을 하면서 매력적인 초기 이탈리아 시대인 어릿광대 시대에서 벗어나 나중에 

입체주의로 완성될 맹렬한 싸움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세 
여인의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 문학에서 19세기를 탈피하고 20세기로 진입하

는 최초의 결정적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흑인 여자 멜란차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스타인, 『길 잃은 세대를 위하여』 96)

스타인이 「멜란차」장을 집필 할 때 피카소는 스타인의 초상화 작업에 매진
하며 “입체주의”의 토대를 세운다. 이들이 초상화 작업을 하는 동안 새로운 화

법 및 내러티브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스타인은 예

술가로서 피카소의 천재성을 인정하였고, 그의 화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기기도 하였다. 

  
실로 우리가 같이 있는 어떤 사람의 한 면을 보고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다

른 면들은 모자, 빛, 스포츠 복장 등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

람의 전체를 완전히 완성하는데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

러나 피카소는 다르다. 그는 하나의 눈을 볼 때 다른 하나는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본 것만이 그에게는 존재할 뿐이다. 화가로서 특히 스페인의 

화가로서 그는 옳았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머지는 기억

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나 화가는 재구성이나 기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화가

는 오직 보여지는 것에만 관계가 있을 뿐이다. (소수만 729 재인용)

피카소 화풍은 대략 “시점의 복수화, 대상의 동시적 표현, 단일한 진실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노석준 26-43). 보통 회화에서 예술가는 원근법과 음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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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상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려낸다. 이는 빛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지식

을 기반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제퍼슨 역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멜란차

의 초상을 의식 안에서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멜란차는 일관

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퍼슨의 규정을 벗어난다. 이에 혼란을 느낀 제퍼슨은 

마치 새로운 화풍을 고민하는 예술가를 닮아있다. 

그는 멜란차에 대한 모순된 평가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 하지만 차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멜란차의 어머니나 제인 하든(Jane 

Harden)이 평가하는 멜란차의 일면은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지만, 제퍼슨은 

그들의 해석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는 차츰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영된 

멜란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이 아는 멜란차와 

다를지라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멜란차를 단순화하여 나타냄으로써 그녀의 실체

를 가장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한된 관점일지라도 각 인물들이 직

접 본 멜란차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철저히 현재적이다. 이전의 진술과 기억은 다음 순간의 진

술로 덧입혀지고, 논리에 꿰어 맞춘 어떤 단일한 서술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작

품의 초점이 이야기가 아니라 초상화, 그 초상화를 재현하는 내러티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멜란차」 장은 진실 및 대상의 실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하
고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작품은 복수

의 시점(각자가 다 똑같이 중요시되는)을 따르며 단일한 관점에 근거한 진실의 

재현을 거부한다. 

디코븐(Marianne DeKoven)은 그의 논문에서 스타인의 작품을 “문학적 큐비

즘”(Literary cubism)이라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 이유는 스타인의 문학

작품이 대상의 재현 이상을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디코븐에 따르면 회화는 

어떤 대상의 재현에 대한 것이며 그 대상의 추상적인 속성을 담고 있지만, 스타

인의 문학은 언어를 통해 회화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아버지의 언어, “상징적 언어”(symbolic language)에 억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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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어머니의 언어, “전상징적 언어”(presymbolic language)를 복원한다는 것이

다. 전상징적 언어는 아동이 상징적 언어를 익히기 전에 사용했던 억양, 리듬, 

반복, 소리 연상 등으로 정의된다. 디코븐은 이와 같이 스타인이 그녀의 저작 활

동을 통해(writing) 가부장제적인 언술행위를 전복한다고 평가한다(85-90).

그러나 스타인이 스스로 인식했든 안 했든 소설에서 그녀는 표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고 있으며, 작품을 통해 예술가인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탐구에 몰두함

을 발견할 수 있다. 디코븐의 연구는 주로 중기 이후의 스타인 작품을 분석하지

만, 초기 소설 『세 여인의 인생』은 분명 초상화 소설로서 재현을 주제로 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타인의 초상화 소설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명백히 그녀를 모델로 삼은 피카

소의 초상화이다. 그의 스승 격인 세잔이 그랬듯 피카소는 인물(스타인)의 얼굴

에 가면을 그려 넣었다. 이 가면 덕분에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투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개 얼굴은 대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만, 그 결정적 단서인 얼굴을 가림으로써 초상화의 주인공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스타인 역시 「멜란차」장에서 멜란차와 제퍼슨의 가면을 취하고 있다. 로우

는 특히 이들의 이름에 주목한다. 우선 그는 멜란차란 이름이 필립 멜랑쏜

(Philipp Melancthon)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상기시킨다고 말한다. 멜랑쏜은 본

래 자신의 이름인 “Schwarzerd”의 사전적 의미, “black earth”를 그리스어로 번

역하여 “Melancthon”으로 개명하였다. 새로운 대안적 지식을 얻으려는 멜란차

와 16세기 종교 개혁자이자 인문학자, 교육자인 멜랑쏜은 일치하는 면이 많다

(Rowe 226-33). 

보통 백인들이 노예를 명명할 때 역사적 위인들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제퍼슨

이 그 예시가 된다. 반면 “black”을 포함하는 멜란차의 이름에서는 스스로의 인

종과 국적을 부인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퍼슨이 미국 중산층 

백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멜란차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



피카소와 스타인: 「멜란차」에 나타난 진실 재현  293

서도 이들의 이름은 일종의 가면으로서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Rowe 229). 또한 

스타인은 멜란차에서 멜란쏭을 유추해낼 수 있는 해박한 독자층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과 사상을 가늠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이 『세 여인의 인생』 중 「멜란차」 장은 작가 스타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플롯보다 인물의 재현에 초점을 둔 초상화 소설이자 문

학적 큐비즘의 한 형태로 읽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Ⅲ. 「멜란차」 장의 서술 기법 및 인물 재현의 내러티브

「멜란차」 장은 현재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 플롯은 거의 의미가 없고 

멜란차가 어떤 인물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

는 사실은 멜란차가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 외에 독자는 

텍스트 속 다양한 인물의 주관적인 시선에 담긴 멜란차를 스스로 구성해 가야 한다. 

때문에 이 텍스트를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을 대하듯 읽는다면 독자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작품의 핵심은 글의 주요 주제 및 플롯이 아니라 멜란차의 존재를 조명하

는 것이며, 그나마 작가는 멜란차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시대적 상황과 작가상에 대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스타인의 시

대에 들어서서 작가는 더 이상 단일하면서 명료한 인물상을 견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멜란차」 장에 드러나는 갈등은 플롯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란차
를 재현하는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는 데에 기인한다. 글의 주제가 곧 내러티브 

방식, 진실 재현의 방식에 있음은 이 때문이다.

스타인의 작품에서 우리는 논리정연, 표현의 효율성 등을 거스르는 과감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반복, 모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녀의 작품 『세 여
인의 인생』에는 똑같은 표현이나 문장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거나, 앞에

서 했던 말이 다음에 오는 진술에 의해 부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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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반복은 작품 내에서 음악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서술자가 중언부언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상을 주면서 신뢰할 만한 

절대적 진리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독자의 노력을 무화시킨다. 과거의 진술보다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현재의 진술

에 집중토록 하며, 사건 자체보다 진술행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스

타인의 작품은 하나의 진술이 지속되는 듯하지만, 여러 인물의 다양한 시선을 

따르며 분산시키고 흩어 놓는다. 과거보다 현재에, 사건보다 진술행위에, 논리보

다 불확실성에 초점을 모으는 스타인의 글쓰기는 분명 기존의 담화 질서를 거

부하고 있다. 

이전 세기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가 남성적 글쓰기의 전형임을 인정

한다면 스타인의 새로운 내러티브 양식은 기존의 남성적 글쓰기에 도전하는 여

성적 글쓰기의 한 예시로 해석할 수 있다. 스타인은 그녀의 작품 『세 여인의 
인생』을 통해 남성 지배적 문화에서 특징적인 ‘규정화’를 거부한다. 

멜란차 허버트는 아주 많이 알고 싶어 하였지만 그녀는 그 지식을 두려워하

기도 하였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종종 더 오래 머물렀고, 그것은 

때로 팽팽한 싸움과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도피하곤 하였다. (TL 

101)

멜란차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선다. 여기에서 거

리는 고정된 과거와는 달리 역동적인 공간이며, ‘현재, 여기’(here and now)를 

나타내는 실존의 장이다. 멜란차는 막연하게 ‘앎’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지

식’(knowledge)으로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그녀는 자주 탈주하려

는(escape) 충동을 느끼고 정착을 거부한다. 

그러나 멜란차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녀는 매우 자주 홀로 있었는데, 그

녀는 때때로 지혜로 이르는 길로 성큼성큼 다가가곤 하였다. 어떤 남성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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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그녀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될 것이었으나 완전히 그러하지는 못할 것이었

다. 멜란차가 그녀의 전 생애동안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

문이다. 그녀는 항상, 그러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이 이야기를 매우 다르게 만들 

만한 큰 조각들을 빠뜨리기 일쑤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녀가 무슨 말을 했

는지,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라면 멜란차 자신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TL 100)

위의 인용문에서 멜란차는 그녀 자신은 물론 스스로 경험한 것을 표현할 때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진실의 전체상을 표현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우리

가 가진 주관성 때문에, 혹은 시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 대상의 

보이지 않는 속성까지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

유로 멜란차에 대한 초상화는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몽타주 형식으로 모아 놓을 때 가장 정확하다. 

대개 유럽 철학 전통 안에서는 전체상을 끌어가는 논거가 있었지만 이 작품

의 주인공이나 작가는 자신이 총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진실을 한 번에 보여

줄 이야기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완벽한 구도를 가진 대

상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그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글이 작가의 집필 의

도이자 집필 방식임을 보여준다. “기억하기”가 중요한 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이다. 말과 말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이 두드

러지는 이 작품의 내러티브는 기억하기보다 현재의 언술 행위, 현재의 느낌과 

인상 등이 더 중요하다는 스타인의 진실 재현 철학을 담고 있다. 즉, 이 작품의 

주제는 멜란차와 관련된 진실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재현하는 방법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멜란차의 인생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제인 하든의 목소리는 독

자가 멜란차의 진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다. 

멜란차 허버트는 곧 (다시) 항상 그녀와 배회하였다. 멜란차는 음주는 물론 

다른 습관 중 일부를 시도하였지만 특별히 그것들을 하는 데에 흥미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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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였다. 그러나 매일 그녀 안에는 정말로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

게 자리 잡고 있었다. (TL 104)

제인 하든은 똑똑하며 세상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녀 

역시 멜란차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되기를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는 것을 즐기며,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 그들이 얻는 배움은 도서

관의 책에 들어 있을 만한 전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 얻은 살아있는 ‘지혜’이다. 그러나 

제인 하든은 술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었고, 차츰 멜란차가 제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인 하든 역시 사회의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멜란차를 ‘규

정’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규정’은 이 후 제퍼슨 캠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살아있는 경험이 아니라 규정화된 과거의 지식은 다른 이에게까지 쉽게 전

달되고 뿌리내리는 고정성을 보인다. 스타인은 이러한 남성 지배적인 ‘규정화’

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작품은 멜란차를 피해자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며, 제인 하든의 규정

을 일방적인 매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인 하든의 목소리에는 멜란차가 스스로

도 몰랐던 진실의 한 편린이 들어있고, 그녀의 멜란차에 대한 판단이 일부 사실

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멜란차는 착했다. 제인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멜란차는 항상 자기 아버

지를 욕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딱 자기 아버지를 닮았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를 

몹시도 동경하고 있었다. ... 그리고 멜란차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하

는 것을 듣는 것은 제인을 아주 넌덜머리나게 하였다. 제인 하든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였고, 멜란차는 늘 그

러한 약점을 갖고 있었다. ... 그녀는 멜란차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멜란차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또 그녀가 항상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하였

고,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제인 하든은 이제 그 모든 것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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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있었다. (TL 112-13)  

위의 글은 마치 제인 하든이 의사 제퍼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듯하다. 이 언술을 통해 우리는 멜란차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를 좋아했으며 

아버지를 닮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버지에 대한 멜

란차의 양가적인 감정은 제인 하든의 입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러한 진실의 편린들이 작품의 도처에 산재해 있기에 우리는 선입견을 갖지 않

고 이 모든 진술들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이 작품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에 누구의 언술이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을 때에는 얼굴을 감

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몽타주의 부분 부분을 드러내고 있음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닥터 캠벨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하

고 싶다고 말했다. 그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평생 동안 잘 정돈된 삶을 영위하며 늘 새로운 것과 흥분 거리를 찾기

보다 자신의 상황,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모두에게 진심을 말해야 

한다고 믿었다. ... “나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요. 그저 정돈된 삶, 조용한 삶을 

살고 가족과 함께, 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

력하면서 말이죠.” (TL 117)

아마도 진실의 재현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

람이 제퍼슨 캠벨일 것이다. 제퍼슨 캠벨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많은 

규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닌 삶에 대한 규정은 그의 것이라기보다 사

회가 그에게 주입한 교과서적 지식일 뿐이다. 흥미 있는 점은 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의 경험이 그들을 이해하

고 돕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의 말을 번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딱딱한 경험을 현재의 위치에서 다시 갱신하고 새로운 경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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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충, 대체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길 원한

다는 말 역시 그의 다음 말에 의해 부정되고 만다. 자신이 다른 이들을 돌보고 

이해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발언은 다시 멜란차를 이해하려 노

력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실로써 무화된다. 제퍼슨 한 사람의 발언 안에서도 

이전에 자신이 한 말을 연이어 끊임없이 번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제퍼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멜란차 허버트는 일생동안 심성이 착하고 따뜻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희구해왔다. 제퍼슨 캠벨은 멜란차가 원해왔던 모든 것을 갖추었다. 

제퍼슨은 강하고 다부진 몸매에 잘 생겼고 유쾌하며 똑똑하고 심성 좋은 

뮬라토였다. (TL 125)

작가는 멜란차가 “착하고 따뜻하며 배려심이 많은"과 같은 내면적인 덕을 가

진 사람을 기다려 왔다고 이야기하다가 캠벨이 멜란차가 원했던 모든 것: ‘잘 생

기고 유쾌하며 똑똑한 것’처럼 외면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말해 이전에 했던 

말 사이의 간극을 형성한다. 그녀가 가장 중요시한 것처럼 여겨졌던 "심성 좋

은” 은 문장의 맨 끝에 와 있다. 이것은 멜란차의 내면 안에서 그녀가 진정 무엇

을 원하는지 알지 못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야기 내에서 화자가 여러 명으

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상도 준다. 즉, 앞부분에서는 멜란차의 마음을 이야기하

다가 뒷부분에서는 세상이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을 진술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마치 멜란차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작품의 내러티브 안에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목

소리들이 녹아 있다. 

자신 만의 살아있는 지식을 추구하려는 멜란차와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딱딱

한 규정을 고수하려는 제퍼슨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야기한다. 제퍼슨은 

새로운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멜란차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녀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멜란차에 대한 의심은 제인 하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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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 받은 것일 수도 있으나, 기실 제퍼슨 스스로의 견고한 가치관이 붕괴되

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자기 방어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정해진 규준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모색하기 위해 작가는 유색인이자 여성을 

세워 그들의 방언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의하면 

사물은 분절화, 절편화, 층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물들이 일정한 코드에 의해 

배치될 때 영토화가 성립되게 된다. 영토화 속에서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

로 이탈하려는 누수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누수 현상을 그는 탈영토화

(deterritorialisation)라고  명명하고, 미국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서 설명하였다.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작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버리고 소수 계층의 얼굴을 

취하기도 한다. 남성 작가가 여성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백인이 작품 속에서 흑

인이 되는 것,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의 얼굴을 취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Showalter 339; North 7-11). 

스타인이 취하는 흑인 여성의 주변화된 목소리는 탈영토화의 일환으로 읽어

낼 수 있다. 멜란차의 내러티브는 사회의 일반화된 코드를 해체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재영토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코드 자체를 부정하고 일정한 틀

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멜란차의 태도는 사실 재영토화 역시 불가능하게 한다. 

작가는 인과 관계라는 코드 역시 작품 내에서 파괴하여, 그녀를 배신한 사람들

로 인해 멜란차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죽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끊임없는 현재성을 추구하고 코드화, 규정화를 플롯에서까지 거부하는 스타인

의 작품은 대안적인 진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 절하되기도 한다. 

남성의 규정, 명명을 거부하는 태도는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에게서도 나타난다. 울프의 작품 『벽 위의 자국』(The Mark on the Wall)

에서 화자인 여성은 벽에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일어나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연상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벽의 점과 관련하여 여

성이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여기 벽에 왜 달팽이가 있는지 

모르겠군(All the same, I don’t see why we should have a snail on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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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The Norton Anthology 2148)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내의 연상을 중단

시킨다. 

남성 중심의 담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명과 규정을 거부하고 열린 담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몇몇 여성들의 글쓰기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

정한 느슨함, 의도적인 공백은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글쓰기 양

식을 포용할 수 있다. 스타인의 글쓰기를 모더니즘 안에서의 변주로서 뿐 아니

라 여성적 글쓰기의 맥락 안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가 그의 글 안에서 일정한 형태의 유기성(coherence)을 간

직하려 했다면, 거트루드 스타인은 더 나아가 그러한 유기성 역시 거부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Chessman 337). 

스타인의 관심은 남성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전통이나 역사, 유럽과의 연

계성이 아니다. 『세 여인의 인생』에는 이민자나 유색인과 같이 이방인이 주요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각자의 민족, 나라에 대한 역사적 상황은 거의 다루어

지지 않은 채 현재 그들이 위치한 미국이란 나라, 그들이 만나고 생활하는 지점

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멜란차는 심지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

기,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방황하는데, 그녀와 현재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

니면 지나간 사람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언급하지 않는다. 멜란차가 방황하는 이

유를 과거의 사건, 사람들과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노력도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 

스타인의 『세 여인의 인생』에서 서술은 철저히 주관적으로 진행된다. 객관

적인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시선이 서술에 녹아

든다. 앞부분의 서술이 뒤의 서술 내용과 달라지는 것도 서술이 단일한 시각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인물의 시선을 따르기 때문이다. 독자는 

여러 인물들의 판단과 의식이 입혀진 서술을 고정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멜란차 허버트는 항상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사랑해왔다. 그녀는 항상 

신비로, 알 수 없는 몸짓으로, 그리고 부정과 애매한 불신, 복잡한 환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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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차 있었다. (TL 89)

멜란차에 대한 이와 같은 판단은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

이다. 인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세 단어 이상의 형용사들은 그들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다. 독립된 단일의 전지전능한 서술이 아니라 중심

인물을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의 시각이 한데 엉켜있는 서술 방식은 혼란스럽다. 

「멜란차」 장을 읽으면서 독자는 그녀의 작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 거리

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 주변의 이웃 들이 멜란차라는 인물을 중심

으로 수다를 떨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멜란차와 제퍼슨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feeling’과 ‘thinking’이

다. 제퍼슨이 하는 이야기 속에는 끊임없이 “I think”가 나오고 멜란차는 그러한 

화법에 거부감을 나타낸다. 생각하는 것 속에는 굳어진 과거의 지식과 사회의 

규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멜란차는 현재,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결정화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의 감정에 집중하라는 멜란차를 창조한 스타인은 초기 모더니즘 남자 

작가와는 다른 선로를 가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사고를 강조한 제퍼슨과 감정

을 중시하는 멜란차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결별하는 것이나, 제퍼슨이 점차 

멜란차를 이해하고 멜란차의 정신세계를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고가 중심이 된 감정의 부자연스러운 통합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Ⅳ. 진실의 재현: 제퍼슨 캠벨의 “멜란차 그리기”

멜란차의 재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퍼슨 캠벨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서구 남성 중심적인 사고 체계를 지니면서도 멜란차라는 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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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멜란차를 이해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진실을 재현

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치열한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멜란차 양, 나는 분명히 찬찬한 성격을 가진 조용한 타입의 사람이

오. 비록 모두에게 항상 생각하는 것을 직선적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말이오. 그리

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을 때 당장 그러한 것을 바로 모두에

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오. 내가 정말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때까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당신을 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 때까지... 

멜란차 양, 나는 항상 정직하오. 항상 정직한 것은 내게 쉬운 일이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오. 나에게는 분

명히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바로 말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소. 

(TL 128)

제퍼슨은 스스로 “조용하고 판단이 느린 편”이라 말하지만 뒤에서는 또 “모

든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다시 “정확하게 어

떤 대상이나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한다면 직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다가 다시 뒤에서는 그 말을 번복하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즉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다고” 말한다. 이는 제퍼슨이 

그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함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2장

은 멜란차의 장이지만 한 편으로는 멜란차의 진실과 삶의 진실을 재현하고자 

하는 제퍼슨의 장이기도 하다. 

제퍼슨은 이 시점에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멜란차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자신이 아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그것이 단지 멜란차와의 유희였다면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었

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에게 그가 삶을 깊이 느끼는 법을 전혀 모른다

고 이야기했는지를 언제나 기억했고, 그녀가 어떻게 그에게 그가 실제 감정을 알

기 두려워하는지를 이야기한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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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해심이 없음을 이야기 했었다. ... 제퍼슨은 항상 그가 여성에 대해 안

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TL 

129-30)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 명료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제퍼슨은 멜란차와 만

나며 차츰 혼란에 빠지고 결국 자신이 멜란차를 알지 못함을 인정하게 된다. 그

러나 멜란차 역시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자신

이 원하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그녀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

게 되면 그들에 대해 잔인해지는 일면도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설에는 인과관계

가 있고 특정한 인물묘사가 존재하지만, 스타인의 이 작품에는 손에 잡히는 인

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속 인물과 독자들은 용기를 지니고 그러한 현실

인식을 받아들여야 하며, 갑작스런 진실의 순간에 포착된 현실을 마주하고, 다

시 그를 망각함으로써 현실의 순간순간 생생한 지식을 받아들이길 요청받고 있

다. 

제퍼슨은 자신이 고수해 온 확실한 신념을 해체하기 시작하고 스스로에 대해

서나 멜란차에 대해 모른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믿는 절대적 진

실이 허구라는 것 또한 깨닫는다. 하나의 논리에 따라 멜란차를 파악하고자 했

던 그는 현실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간순간 자

신이 느끼는 멜란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또한 그녀를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이는 제퍼슨이 그들이 한 모든 말

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처 자신이 파악하지 못했던 멜란차의 일면을 논

리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선하다,” “나쁘다”의 평가 안에 그녀의 존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마주치는 순간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재현의 주체로서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

며, 다른 이들의 평가 또한 그녀의 일부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제퍼슨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진실의 국면을 논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변 인물들의 평가를 ‘주관성이 깃들었으나 어느 정도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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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몽타주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작품은 그 모든 인

물들의 시선, 순간순간의 인상들을 모아 초상화를 형성한다. 이 초상화는 본질 

상 대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존재의 왜곡을 담기 마련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

러한 왜곡된 초상화가, 상상 속에 명암을 부여하는 작가의 작업 보다 훨씬 실체

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즉, 작가는 자신의 서술을 교묘하게 텍스트 안에 숨겨 

넣어 진실 재현자로서 작가의 권한과 권위,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인은 이러한 제퍼슨의 성장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는 작

품 속에서 성장과 퇴행을 반복한다.

때때로 당신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여성과 같다가, 또 때로 나에게 전혀 생소

한 여성처럼 느껴지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여성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연관되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

소. ...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나 제인 하든이 당신에게서 발견한 모습이었

고 내가 당신 곁으로 다가가기 꺼려지게 한 요인이기도 하오. (TL 138)

제퍼슨은 멜란차에 대한 다양한 평가 사이에서 그녀를 재현하는 데에 어려움

을 느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멜란차」 장은 「착한 안나」 장과 「온순한 
레나」 장의 사이에 위치한다. 멜란차는 “제퍼슨을 꾸짖고 가르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제인 하든이나 제퍼슨, 로즈의 꾸짖음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녀는 살아 있는 지식을 찾아 독립적으로 행동하길 소망하면

서, 한 편으로는 신념이 분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한다. 이렇듯 멜란차

를 재현하려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제퍼슨은 진실의 재현자로서 한계를 인정한다.

제프는 제인 하든이 멜란차와 그녀의 단점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사

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멜란차와 몹시도 함께 하고 싶었다. 아마

도 그녀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

마도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다 진실일 수 있는지, 그럼에도 어떻게 그가 그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았다. (TL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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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퍼슨은 위와 같이 멜란차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한다. 논리라는 명

암으로 대상을 재현하는 과거의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 사람이 순간적으로 포착

하는 진실을 재현하는 것, 그 왜곡된 모습들을 하나의 화폭에 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실재의 속성이 다양성과 변화임을 인식하면서 제퍼

슨은 성장해 간다. 그는 대상을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며 멜란차와 관련한 방황도 수용한다. 

그는 실제로 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 그가 아는 모든 것

은 자신의 곁에 멜란차가 함께하기를 “몹시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에게서 그녀를 떨어뜨려놓기를 “몹시도” 원한다는 사실이었다. 멜란차가 그에

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자신인, 제프 캠벨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받길 

원했던 것일까? ‘나는 분명히 지금 생각했었다.’ 제프 캠벨이 마음속으로 신음 

하였다.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다 안다고 생각했었

다. 나는 분명히 이제 내가 멜란차를 신뢰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그녀의 실제 모습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TL 

156)

여기에서 "몹시/ 나쁜(bad)"라는 단어는 “나쁜”이라는 가치 판단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매우, 몹시”라는 열정, 갈망의 의미로도 함께 사용된다. 처음

에 제퍼슨은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거나 감정에 고무되어 있는 것을 선하지 않

은 것, “나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감정적으로 멜란차에 예속

되어 있다. 이성적인 판단의 단어인 “bad”가 감정 상태와 연결되고, 또 열정을 

나타내는 말이 되면서 작품은 단어의 기존 의미를 해체하고 있다. 이성과 감정

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정하듯이 이제 제퍼슨은 멜란차가 실제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함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신뢰하는 법을 알게 된다. 이로써 모든 

순간 포착되는 그녀의 실체를 도덕적, 이성적 판단 없이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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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는 사랑이 실제 무엇인지를 아마도 알게 된 것 같소.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 새로운 것들, 다 각기 다른 작은 조각들을 함께 늘어놓는 것. 예전에 내

가 소유하면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함께 해서 하나의 훌륭하고 큰 감

정을 이루어내는 일. 그것 알아 멜란차? 이러한 것은 당신이 내게 깨우쳐 주었

소. 예전에는 함께 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것들. 모든 종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것. 하나의 방식이 실로 참으로 사랑스럽게 하는. (TL 158)

제퍼슨은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닫는다. 새로움, 차이를 가져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놓을 때 사랑이 성립

하며, 그런 방식으로써만 실체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음을 그는 

멜란차에게 배운다. 비록 그 배움이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제퍼슨은 대상의 “서

로 다른 부분들을” 재현하는 것이 “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덕분에 

가능함을, 또 그를 통해 사랑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아간다. 스타인의 이 작품

에서 가장 많이 변화, 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퍼슨이다. 멜란차를 의식 속에서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퍼슨은 작가 한 사람이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한

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드러내며,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복수의 시점에서 보여줌으로써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 「멜란차」 장의 주인공은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 멜란차이자, 현실 재현

에 몰두하며 새로운 재현 양식을 고민하는 작가의 분신, 제퍼슨, 더 나아가 멜란

차를 재현하는 내러티브 자체인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거트루드 스타인의 『세 여인의 인생』 중 「멜란차」 장을 중심으
로 진실 재현의 문제를 논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타인의 글쓰기 방식이 

세잔과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초상화 소설”로서 대상의 진실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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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내는 내러티브 방식 자체가 글의 주제가 됨을 강조하였다. 이는 스타인의 

작품을 읽어내는 데에 내러티브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며 내러티브 

방식이 피카소의 화풍과 맞닿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작품

의 주인공은 멜란차이지만 멜란차의 실체를 인식 안에 파악, 재현하고자 하는 

제퍼슨 캠벨 또한 중요한 인물이다. 이에 스타인의 서술 방식과 함께 멜란차를 

재현하는 제퍼슨의 노력과 성장 과정을 추적하였다. 

스타인의 작품은 주로 아방가르드(Avant-garde)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

어 왔지만 그녀의 초기 소설 『세 여인의 인생』이 당대 미술계의 거목인 피카
소가 치열하게 고민한 “진실의 재현” 문제를 문학 속에 구현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논문은 거의 없다. 미술에 조예가 깊고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하였던 

스타인의 삶을 고려할 때 그녀의 작품과 당대의 화풍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비평가들은 『세 여인의 인생』이 세잔의 영향으로 탄생했다고 
평가하지만, 본 연구는 이 작품의 「멜란차」 장이 세잔을 넘어서서 피카소의 
화풍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스타인은 작품 내에서 복수의 시

선을 취하며 현재의 시점을 강조하고 대상의 단일한 특성을 거부하고 있다. 때

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각 인물들이 경험한(직접 본) 대상의 모습을 몽타주 형식

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진실을 재현하는 가장 가까운 방식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화풍을 반영하는 것이 스타인의 독특한 내러티브 방식이다. 이것이 내러티

브 방식이 진실 재현과 관련된 중요한 수단이자 주제가 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

이 스타인의 초기 소설 『세 여인의 인생』은 인류 공동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는 시대적 현실에서 진실을 파악하고 재현하고자 하였던 모더니즘 시기

의 작가, 예술가의 노력을 보여주는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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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casso and Stein: A Way of Representing Truth in 
"Melanctha" of Three Lives

Kang Seojung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pecify how Gertrude Stein represents Melanctha, in Three 

Lives under the influence of Picasso’s cubism. Although the main protagonist is 

Melanctha, another important character is Jefferson Campbell who tries to portray her 

in his consciousness.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to analyze the process of 

Jefferson’s inner growth with his efforts to represent Melanctha. While Stein’s works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post-modern characteristics, there are only few 

researches focusing on ways of representation. Under the recognition that Stein 

vividly communicated with many influential artists, it is timely and just to approach 

her novel, Three Lives in line with Cubism. Like Picasso, Stein was immersed in 

how to represent an object. Stein in Three Lives, takes multiple perspectives and 

emphasizes the presentness of all the phenomena. She juxtaposes various evaluations 

or depictions around Melanctha. Thus, the “literary portrait” Three Lives  is a 

product of efforts to grasp and represent the truth in the era of doubt.

Key Words: Stein, Cubism, Picasso, Narrative, Representation of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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