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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튼의 『우핑』에 나타난 언쟁 양상과 전략:

극적 재현과 함의들*1)

박 정 만

[국문초록]

‘우핑’은 허스튼이 희곡 집필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선보이는 남부 흑인의 언어 양

태이자 전략이다. 특히 1931년작 단막극『우핑』(Woofing)은 상기한 언어 양태와 전

략을 제목으로 삼아 전면에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허스튼

의 극에서 재현되는 흑인 민중의 삶과 그들의 언어 양태인 ‘우핑’의 양상을 극중 발생

하는 ‘게임 상황’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함의들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극 전체를 통해 극중 인물들의 게임과 우핑 대결이 승부와 결론이 유보

된 채 새로운 판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움직임, 그 과정 중 혹은 결과로 희극적 상황

과 긍정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다이내믹이 발견된다. 상기한 다이내믹이 

극『우핑』을 관통하는 중심축이라면, 허스튼은 흑인 캐릭터들의 입담 경쟁 혹은 우

핑 대결을 상기한 중심축을 구동시키는 언어 전략으로 활용한다. 우핑의 언어 전략으

로 촉발된 희극적 상황은 체스 게임과 주사위 게임을 거쳐 음악대를 따르는 행렬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영원한 현재진행형’을 지향

하는 흑인 민초의 삶에 대한 애착과 생존 의지를 구현한다.

주제어: 조라 닐 허스튼,『우핑』, 언쟁 양상, 게임 상황, 삶의 긍정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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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허스튼과 ‘우핑’

흑인 문예부흥 운동의 시대인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 1920s-30s)를 풍

미한 흑인 여류 작가 조라 닐 허스튼(Zora Neale Hurston, 1891-1960)은 “서민적 유

머”(folksy humor)와 “능수능란한 말솜씨”(shrewd oratorical skill)로 요약되는 특유

의 거침없고 재기 넘치는 언어구사(Peters, xiv) 능력, 그와 함께 동시대 흑인 작

가들과 차별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글쓰기로 독보적 위치를 지닌다. 소위 ‘뉴 니

그로’(the New Negro)로 지칭되는 당대 주류 흑인 작가들은 ‘새로운 흑인’ 정체

성 정립 필요성을 각성하고, 실천적 해답을 ‘정치선동’(propaganda) 노선에서 찾

았다. 그들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인간으로서 그

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흑인 상 창출을 

문학의 소명으로 삼았다. 반면 허스튼은 ‘새로운 흑인’ 정체성 정립 필요성에 동

의하면서도, 상기한 주류 작가들—인종주의 타파라는 목적에 경도된 나머지 역

설적으로 스스로가 ‘인종주의자’가 되어버린—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허스튼은 

흑백 대립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인종/색 논쟁을 버리고, 외적 시선과 비교의 잣

대를 의식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로서 흑인 정체성을 탐구하고, “백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마멸되어 가는 흑인성”(Negroness rubbed off by close contact with 

white culture, Kaplan xxix)을 발굴하는 일에 천착했다. “자체 완비된 흑인 사

회”(self-contained black worlds Kilson 114)에 거주하는 흑인 삶의 ‘고유한’ 특질과 

양상을 포착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관심사이자 노선이었다. 흑

인들의 삶을 기록함에 있어 ‘인종’은 결코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했으며, 이 점은 

허스튼 스스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읽고 들어왔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흑

인들은 인종 문제에 대해 쓸 것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나는 예전이나 지금

이나 그런 주제들에는 정말 신물이 난다. 나의 관심사는 인종에 관계없이 남자가 

어쩌니 혹은 여자가 어쩌니 하는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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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wanted to tell was a story about a man, and from what I had read and 

heard, Negroes were supposed to write about the Race Problem, I was and am 

throughly sick of the subjects. My interest lie in what makes a man or woman 

do such-and-such, regardless of his color. (Road 171) 

인류학자이기도 했던 허스튼에게 흑인의 삶은 글감이자 ‘사료’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회과학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료를 채록했고, 수집된 사료는 ‘여과 없이’ 소

설, 수필, 극 등 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문학이 “민족지학적 내용과 시

각”(ethnographic in context and perspective)을 지니는 것이 그 때문이며(Kilson 114), 

이는 문학의 역할을 “자연에 거울을 비추는 것”(to hold up the mirror to nature)이라 

여겼던 허스튼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이다(“What White Publishers” 89). 

특히 허스튼의 관심을 산 글감 혹은 사료는 남부 흑인의 ‘언어 양태’(linguistic 

practice)였다. 허스튼이 간파했듯, 흑인의 언어가 표면에 드러내는 ‘장식

성’(adornment)에는 화자의 ‘태도’(manner)와 ‘의미’(meaning)가 “완벽히 조화되

어”(perfectly in tune) 있으며, 결과적으로 흑인은 “가장 의미 적절한 태도로 할 

말을 하는” 언어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Gates “Afterword” 295). 미국 남부 플로

리다의 흑인 공동체 이튼빌(Eatonville)에서 유년기를 보낸 허스튼은 일찍이 남

부 흑인의 언어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나 같이 ‘이야기꾼’(oral bards)이자 ‘입담

의 대가’(verbal masters)들인 남부 흑인들이 쏟아내는 재기 넘치는 말의 향연은 

허스튼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고, 작가이자 인류학자가 되어 돌아온 그녀가 앞으로 

“다루고, 밝히고, 발견하게 될”(cover, uncover, discover, Wideman xi) 무한한 글감과 

사료의 공급처가 되었던 셈이다.

허스튼이 채집하고 기록한 남부 흑인의 다양한 언어 양태들 중에서, 흑인 특유의 

입담과 유머 감각을 가장 잘 표출하는 것으로 ‘우핑’(woofing)이 있다. 한글로도 번역

하기 쉽지 않는 이 언어 양태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 마디로 논하기 힘든 다양

한 개념으로 ‘묘사’된다. “양식화된 담화”(stylized talk, Wall 667), “특징적인 담

화”(characteristic talks, Lawless 162), “재치 있는 조롱”(witty bantering, Ashley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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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살스런 모욕을 수반하는 호전적 담화”(belligerent talk that portray a comic insult, 

Wald 70) 등 외양적 혹은 내용적 측면에 관한 설명들이 그것이다. 그 외에 ‘유머’를 

사용해 ‘돌려 말하는’(talk around) “에두름의 방식”(a mode of indirection, Lowe 60) 

등 언어 구사의 기술과 운동성에 관한 설명도 있다. 허스튼 자신은 ‘우핑’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일 삼아 하는 “목적 없는 담화”(aimless talking)로 정의한다.

우핑은 일종의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이다. 사내가 건성으로 소녀와 농을 치

고, 건성으로 싸우자 위협하고, 혹은 사랑과 싸움과 금전 문제에 있어 자신

의 능력을 뽐내는 것도 건성이다. 이 말은 간밤에 개가 공연히 짖어대는 

행위에서 유래한다. 

Woofing is a sort of aimless talking. A man half seriously flirts with a girl, 

half seriously threatens to fight or brag of his prowess in love, battle or 

financial matters. The term comes from the purposeless barking of dogs at 

night. (Mules 305)

간과하지 말 것은 우핑은 ‘목적 없는’ 말이면서도 화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표출

하는”(active display of wits) 목적을 지닌다는 점이다(Bauman and Sherzer 258). 허스

튼의 극에서 우핑은 주로 등장인물들의 언쟁 형태로 표출되며, 언쟁에 개입한 당사자

는 상대방의 입담에 필적하는 또는 보다 강한 입담을 구사하며 경쟁을 벌인다. 화자의 

재기어린 말은 상대편의 응대와 도발을 자극하고, 경쟁이 과열될수록 두 화자의 말은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말을 끊기 위한, 혹은 허스튼의 표현을 빌리

면 “적의 문지방에 발 걸쳐놓기”(putting your foot upon your enemy's doorstep) 식의 

자존심 대결로 불거진다(Peters 11 재인용). 이 과정에서 말의 내용이 점차 과장되고 

욕설이 동반되는 등 언사의 수위도 점차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우핑’은 특별한 목적 

없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목적적이고 활력적인 언어 양태임이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우핑이라는 언쟁을 뒤따르는 것이 갈등의 심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

등을 일순간 상쇄할 수 있는 폭소와 희극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최고의 승자 혹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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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woofer)를 가리는 일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며,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우핑을 주고받는 상황과 과정 자체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승패 대신 남는 것은 

한바탕 웃음과 폭소,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어가게 하는 삶의 활력이다. 

우핑은 허스튼이 희곡 집필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선보이는 남부 흑인의 언어 양

태이자 전략이다. 특히 그녀의 1931년작 단막극 『우핑』(Woofing)은 상기한 언어 양

태와 전략을 제목으로 삼아 전면에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극은 제목

에서부터 허스튼 특유의 언어의 향연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허스튼의 

극에서 재현되는 흑인 민중의 삶과 그들의 언어 양태 ‘우핑’의 양상을 극중 발생하는 

‘게임 상황’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함의들에 접근해 보고

자 한다. 『우핑』은 아직 국내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으며, 해외에서도 허스튼 연구

에 있어 간단히 언급은 되나 아직 본격적으로 내용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는 작품이

다. 때문에 본 연구는 이 작품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향후 국내외 허스튼의 극 연구를 위한 선행 및 토대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게임 상황과 언쟁의 극적 재현

『우핑』은 미국 남부 조지아 주의 흑인 거주지역 웨이크로스(Waycross)의 한 거

리를 배경으로 한다. 막이 오르면 흑인들의 가옥인 ‘판잣집’(shack)이 한 줄로 늘어선 

거리가 보인다. 각 판잣집의 중앙부에는 현관 층계참이 있고, 양쪽으로 창문이 나있

다. 그 중 한 창문으로 다림질을 하는 흑인 여성이 보인다. 현관 층계참에는 그녀의 

남편인 굿블랙(Good Black)이 앉아 졸고 있다. 그는 마냥 놀 궁리뿐인 한량으로, 다림

질하는 아내와 졸고 있는 남편이라는 대조적 그림은 이 점을 잘 부각시킨다. 무료함을 

달래던 사내 앞으로 이웃인 클리퍼트(Cliffert)가 지나간다. 굿블랙은 대뜸 체스

(checker game)를 두자고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다. 이로써 극은 두 사내의 

체스 게임으로 시작하게 되며, 또한 이 게임 상황은 향후 전개될 다양한 ‘우핑’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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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벌어질 ‘판’이 된다. 

(게임이 시작된다. 침묵의 순간, 얼굴을 찌푸린 채, 신중히 말을 움직이고,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은 두 사내가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굿블랙이 

말을 움직이려는 듯 검지를 들어 체스판 쪽으로 가져간다. 그는 말을 집으

려다 멈추고 몸을 까닥이고, 내내 머리를 긁적이더니, 생각을 바꿔 말을 두

지 않고 그냥 눌러 앉는다.)

클리퍼트: 경찰! 경찰! 이리 와서 이 사람 좀 움직여 봐요!

굿블랙: 제길, 이렇게 수가 많아서야 원. (머리를 긁적인다.) 어떤 말을 움직여야 

좋을지 잠시 고민 중일 뿐이야. 일단 내가 ‘수’를 쓰는 순간, 자넨 정말 

끝장이라니까. 

(The game starts. A period of silence in which they indicate their concentration 

with frowns, cautious moves, and head scratching. Good Black is pointing his 

index finger over the board indicating moves. He wig-wags, starting to move, 

scratches his head throughly, changes his mind and fools around without 

moving.)

CLIFFERT: Police! Police! Come here and makes dis man move!

GOOD BLACK: Aw, I got plenty moves. (Scratches his bead) Jus' trying to 

see which one I want to make. But when I do move, it's 

gointer be just too bad for you. (204-5)

굿블랙은 ‘수’(move)를 쓰지 못하고 그 결과 체스 게임은 초장부터 진척이 없다. 

굿블랙이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하는 모습은 외형상 그에게 수가 ‘없음’을 방증한다. 

클리퍼트는 어서 말을 움직이라 재촉하지만, 굿블랙은 이에 개의치 않고 고민을 지속

할 뿐이다. 말을 두지 못하는 자신을 다그치는 상대에게, 굿블랙은 수가 없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수가 많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

이 수를 쓰는 순간 상대방에게 치명타가 될 거라며 도리어 여유를 보인다.

굿블랙의 ‘적반하장’격 응대에 대해, 클리퍼트 역시 특유의 입담으로 자존심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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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이에 또 다시 굿블랙이 그에 필적하는 입담으로 응수한다. 체스 게임은 진척

이 없는 반면 두 사내의 ‘말’의 응수가 이어지면서,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체스 게임에서 두 대결자의 ‘우핑’ 대결로 초점 이동한다. 그 와중에 클리퍼트는 어서 

말을 움직이라고 상대방을 더욱 다그쳐 보지만, 굿블랙은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한다. 도리어 그는 자신이 말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며 상대방을 타이

른다. 

클리퍼트: 저 양반, 노새보다 영리한 티를 내려 해도 노새 머리가 더 큰 걸 어쩌

겠어. 하하하! 포석을 하나 깔아놨더니, 저 양반 거기에 쏙 걸려들었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지! 저 꼴 하고는.

굿블랙: 젠장, 닥치지 못해! 오리 젖 짜는 소릴랑 자네 할머니한테나 하라고. 체

스로 말하자면 자넨 내 상대가 못 돼. (머리를 다시 긁적인다.) 내가 어

떻게 이기나 잘 보라고. [...]

클리퍼트: (자랑하듯) 자네, 요전번에 ‘척-어-럭’ 게임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

지 봤잖아! 난 최고 중의 최고야. (굿블랙에게) 어서 두게, 친구! 어서 

두라니까! 

굿블랙: 시끄러워 도무지 체스를 못 두겠네. 내가 말을 움직일 때까지 잠자코 기

다리라고.

CLIFFERT: He tries to know more than a mule and a mule's head longer'n 

his'n. Ha, ha! I set a trap for him and he fell right into it. 

Trying to ride de britches! Now look at him.

GOOD BLACK: Aw. shut up! You tryin' to show yo' grandma how to 

milk ducks. You can't beat me playin' no checkers. 

(Scratches his head again) just watch me show my glory.  

[...]

CLIFFERT: (Boastfully) Man, didn't I push a mean chuck-a-luck dat time! 

I'm good, better, and best. (To Good Black) Move, man! I told 

you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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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LACK: All dat noise ain't playin' checkers. You just wait till I 

make my move. (205)

체스 게임이 정체된 가운데 이웃 주민들이 두 사내의 게임에 개입하면서 또 다른 

우핑 상황들이 가지 치듯 발생하는데, 이는 체스 게임의 정체 상태를 지속시키는 효과

를 발한다. 일례로, 체스 게임 현장을 지나치던 마을 주민 스캔코(Skanko)가 클리퍼트 

어깨너머로 게임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에 신경이 거슬린 클리퍼트가 그에게 한 

마디 던진 것이 발단이 되어 둘의 우핑 대결이 시작된다. 클리퍼트와 스캔코가 벌이는 

소위 ‘더러운 이야기’(ugly talk)는 극중 “희극적 욕설 대결”(comic insult match, Wald 

70)의 백미이다.  

클리퍼트: (올려다보며) 내 위에서 그렇게 알짱거리지 마, 더럽게 생겨가지고.

스캔코: 너야말로 더럽게 생겼지. 어디 애인이나 있겠어!

클리퍼트: 그랬다 쳐. 그래도 너만큼 더러울까. 네가 흰독말풀 뒤에 서 있으

면 원숭이들이 기겁하고 뛰쳐나올 걸. 그 정도로 넌 더럽게 생겼

어.

스캔코: 네가 묘비 뒤에 앉아 있으면 귀신들이 기겁하고 뛰쳐나올 정도로 

넌 더럽게 생겼어.

클리퍼트: 네가 얼마나 더럽냐면, 밤에 네 얼굴을 안 가리면 오던 잠도 놀라

서 달아날 정도라니까.

스캔코: 널 보면 10센트 적선하고 싶어져.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얼굴에, 입

술은 완전 쭈글쭈글해가지고.

클리퍼트: 그렇다 쳐. 그래도 넌 나보다 더해. 얼마나 더럽냐면, 널 미시시피 

강에 집어던지면 네 때를 여섯 달은 걷어내야 할걸.

CLIFFERT: (Looking up) Don’t stand over me lak dat, ugly as yo’ is.

SKANKO: You ain’t nobody’s pretty baby yo’self!

CLIFFERT: Dat’s all right, I ain’t as ugly as yo’—youse ugly enoug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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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behind a Simpoon weed and hatch monkeys.

SKANKO: And youse ugly enough to git behind a tombstone and hatch hants.

CLIFFERT: Youse so ugly dey have to cover yo’ face up at night so sleep 

can slip up on you’.

SKANKO: You look like ten cents worth of have-mercy. Yo’ face look lak ole 

Uncle Jump-off. Yo’ mouth look lak a bunch of ruffles.

CLIFFERT: Yeah, but yo’ done passed me. Yo’ so ugly till they could 

throw yo’ in de Mississippi River and skim ugly for six 

months.

(207-8)

스캔코와 클리퍼트의 우핑 대결은 처음엔 상대편의 외모를 비꼬는 정도지만, 수위

가 점차 높아져 거친 막말을 동반하는 사실무근의 상상력 충만한 비방으로 확대된다. 

둘의 진술에 따르면, 클리퍼트는 귀신도 기겁하고 도망갈 만큼 더럽게 생겼으며, 스캔

코는 원숭이들은 물론 잠도 달아나게 할 만큼 더럽게 생겼다. 심지어 그의 몸은 강물

을 반년 동안 오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더럽다. 

두 사내의 우핑 대결은 급기야 몸싸움 직전으로까지 발전한다. 클리퍼트의 수위 높

은 비방에 격분한 스캔코가 때릴 기세로 위협해오자, 클리퍼트 역시 기세등등하게 응

수한다. 심지어, 클리퍼트는 예의 ‘더러운 이야기’를 활용한 고단수의 ‘논리적’ 우핑을 

또 다시 구사함으로써 스캔코에게 도발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만일 스캔코가 자기

의 더러운 몸을 때리게 되면 그 와중에 “스캔코의 몸이 더러워질 것”(you'll be so 

dirty)이며, 결국 “하나님이 스캔코의 더러운 몸을 거둘 수 없게”(he can't use yo') 된

다는 것이다(208). 그러나 스캔코는 논리를 무시하고 육중한 막대기를 거머쥐고 클리

퍼트에게 다가온다. 이에 클리퍼트는 돌연 약한 모습으로 수세적 태도를 취한다. 

클리퍼트: 이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하, 하, 하! 내가 정말 열 받은 줄 

알았구나? 이건 싸울 깜이 안 돼. 싸우기 전에 예열이 필요하거든, 

이 싸움이 성사되려면 우리 둘이 ‘제대로’ 열이 받아야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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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코: 그럼 됐어.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착한’ 남자니까. 나는 마치 

오래된 신발 같아. 비가 내리듯 날 시원하게 대해준다면, 난 부드러

워져. 햇빛 작열하듯 날 열 받게 한다면, 난 험악해지지. (그는 막대

기를 내려놓고 퇴장한다. 클리퍼트는 온몸을 떤다. 그는 스캔코가 

가고 없는지 신중히 살핀다.)

굿블랙: (웃음을 터뜨리며) 큭, 큭, 큭. 뭐가 그리 무서워서 그래? 자네 말하

는 품새는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은 기세더구만.

클리퍼트: 그랬지. 내가 욱 하는 성질이 있거든! 헌데 나를 열 받게 한 녀석

의 덩치가 나보다 클 때는 난 또 금방 침착해지거든. (그는 이마

를 닦으며, 자리에 털석 앉는다.) 와, 아까 그 놈이 막대기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 봤지? 얼마나 겁이 났던지, 족히 삼 주는 갈 거야.

CLIFFERT: Man, this ain’t no fighting weather. Ha, ha, ha! Did yo’ think 

I was mad sho’ nuff? Yo can’t fight me. They’s got to be 

runnin’ before fightin’ and they’s got to be plenty good 

runnin’ before dis fight comes off.

SKANKO: All right now. Yo’ leave me alone and I’m a good man. I’m 

just like an old shoe. If yo’ rain on me and cool me off I’m 

soft. If yo’ shine on me and git me hot, I’m hard. (He drops 

the stick and exits. Cliffert is shaking all over. He looks after 

to be sure he is gone.)

GOOD BLACK: (Laughing) Kah, kah, kah. Whut yo’ so scared about? De 

way yo’ was talkin’ I thought yo’ was mad enough to 

fight.

CLIFFERT: I was. I gits hot real quick! But I’m very easy cooled when de 

man I’m mad wid is bigger’n me. (He drops into his seat, 

wiping his face.) Man did yo’ see how he grabbed up dat 

check? He done skeered me into a three-week spasm!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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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뻔 했던 두 사내의 우핑 대결은 허무할 정도로 별일 아닌 해

프닝으로 끝나고 만다. 결말만큼 황당한 것은 그들이 몸싸움을 그만 두는 이유이다. 

클리퍼트는 자신이 ‘제대로 열 받지 않았으므로’ 싸울 상황이 아니라 말하고, 스캔코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열 받게 하지 않는다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둘

의 우핑 대결이 몸싸움보다는 우핑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스캔코가 

떠난 뒤 온몸을 떨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클리퍼트의 모습은 그가 애초부터 몸싸움에 

나설 위인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상황을 목도하던 굿블랙의 반응이 말해주듯, 별일 

없이 끝나버린 욕설의 향연이 남기는 것은 한 바탕의 폭소, 그리고 웃지 않을 수 없는 

희극적 상황이다. 

두 사내는 체스 게임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굿블랙은 여전히 말을 움직이지 않고 

체스 게임은 또 다시 정체된다. 흥미로운 것은 ‘수’가 막혀 연신 머리를 긁적이는 굿

블랙과, ‘수’를 쓰라고 다그치는 클리퍼트의 대조적 상황이 낳는 아이러니이다. 외견

상 수세에 몰린 쪽은 굿블랙이나, 정작 답답하고 조급해 하는 것은 클리퍼트이다. 굿

블랙은 상대방이 그토록 원하는 게임의 진전을 성사시킬 ‘키’를 쥔 입장이 되어 주도

권을 행사한다. 반대로, 초읽기에 몰린 쪽은 외견상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클리퍼트인 

셈이다. 꼼짝달싹 않는 굿블랙을 움직이려 경찰까지 동원하려는 클리퍼트의 안간힘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은 다시금 웃지 않을 수 없는 희극적 상황

을 연출한다. 

클리퍼트: 이 사람아, 어여 이리 와 말을 움직이라고. 체스 두는 사람이 뭐 

그리 궁리가 많아. 나뭇가지로 산을 옮기는 게 더 빠르겠네. [...]

굿블랙: (자리에 앉으며) 그래 서두르지, 자네 바지에 오줌 저리기 전에 게

임을 끝내줌세. 

(그는 수를 쓰려는 듯 손가락을 까닥이다가 머리도 긁적여 보지만, 정

작 수를 쓰지 않는다. 여러 사내들이 등장해 두 사내 주변으로 모여든

다. 제각기 훈수를 둔다.)

사내 1: 자네가 이겼어, 클리퍼트. 제대로 외통수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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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2: 무슨 소리, 빠져나갈 수 있다구!

사내 3: 그렇긴 해도, 빠져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

클리퍼트: 경찰! 경찰! 이 사람 어떻게 좀 해봐!

CLIFFERT: Aw man, come on back here and move. Yo' doin' everythin' 

but playin' checkers. You'd ruther move a mountain wid a bar. 

[...]

GOOD BLACK: (Seat himself) Lemme hurry up and beat dis game befo' 

yo' bust yo' britches.

(He wags his finger to indicate moves, scratches his head, but doesn't 

move. Several men enter and group around the players. All offer 

suggestions.) 

MAN 1: You got him, Cliffert. He's locked up just as tight as a keyhole.

MAN 2: Aw, man, he kin break out! 

MAN 3: Yeah, but it'll cost him plenty to git out of dat trap.

CLIFFERT: Police! Police! He won't move! (211)

이처럼 우핑 대결이라는 갈등 양상을 뒤따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바탕 웃음

과 삶의 활력이다. 주목할 것은 하나의 우핑 상황이 또 다른 우핑 상황으로 이어져 또 

다시 웃음과 삶의 활력을 낳고,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체스 게임의 정체가 지속되

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핑 상황이 매번 종료될 때마다 클리퍼트와 굿블랙은 체

스판 앞에 마주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여지없이 개입하면서 이들의 승부는 또 다시 

지연된다. 여동생의 막대사탕을 빼앗아 줄행랑치는 소년이 등장하고, 사탕을 돌려달라

며 울먹이는 여동생이 뒤따른다. 이를 보던 사내가 소년에게서 막대사탕을 빼앗아 동

생에게 쥐어주면, 동생은 신이나 춤을 춘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악사가 기타를 퉁기

고, 음악 소리에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흥겹게 노닌다. 그 와중에 체

스판이 뒤집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주사위 놀이인 ‘크랩 게임’(crap game)이 벌어진

다.1) 체스 판을 뒤로 한 채, 굿블랙은 어느새 이 새로운 놀이판에 끼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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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블랙: 주사위 줘 봐! 존 헨리처럼 놀아볼 테니까.

로니: 존 헨리는 주사위 따위는 신경 안 썼어. 그는 조지아 스킨2)을 했으니

까.

굿블랙: 그는 크랩 게임도 했다구. 그는 뭐든 했어. 그리고 일단 하면 뭐든

지 잘 했지. 쇠말뚝을 박을 때처럼 말야. 존 헨리만큼 쇠말뚝을 잘 

박을 수 있다면 난 여기 어디에도 있지 않을 거야. 

클리퍼트: 그럼 뭘 할려구?

굿블랙: 어딘가로 떠나서 누군가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겠지.

로니: 내가 “존 헨리”를 연주할 줄 알거든.

굿블랙: 그럼 한 곡 뽑아 봐. 내 운을 한번 시험해 보자구.  

(로니가 시험 삼아 한 곡을 연주하자, 모든 사내들이 관심을 보이며 콧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클리퍼트가 외친다.)

클리퍼트: 이런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존 헨리”를 부른다.) 

GOOD BLACK: Gimme de dice! I'm gointer play 'em like John Henry.

LONNIE: John Henry didn't bother wid da bones. He used to play Georgy 

Skin

GOOD BLACK: He shot crap too. He played everythin' and everythin' he 

played, he played it good. Just like he uster drive steel. If 

I could whip steel like John Henry, I wouldn't stay here 

and nowhere else. 

CLIFFER: Whut would yo' do?

GOOD BLACK: I'd go somewhere and keep books for somebody.

LONNIE: I know how to play "John Henry."

GOOD BLACK: Well, turn it on and let de bad luck happen.

(As Lonnie plays through a verse warming up, all the men get interested 

and start to hum. Cliffert shouts out.)

CLIFFERT: Lawd, Lawd, what evil have I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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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ing "John Henry.") (212-3)

굿블랙이 크랩 게임에 개입하면서 체스 게임은 돌연 중단된다. 굿블랙은 주사위를 

던지며 ‘존 헨리’(John Henry)에게 행운을 빌고, 마을 악사가 퉁기는 기타 소리에 주

민들이 입을 모아 곡을 읊조리는 가운데 체스 게임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체스 게임은 승패 없이 멈추고, 승기를 잡았던 클리퍼트는 망연자실해 한다. 굿블랙은 

의도치 않게 패자가 될 위기를 모면한다. 굿블랙은 그의 바람처럼 ‘존 헨리’에게서 행

운을 얻은 셈이다. 

결국 체스 게임은 굿블랙이 ‘수’ 한 번 쓰지 못한 채 중단된다. 어쩌면 굿블랙이 주

사위 게임에 개입하기 이전, 즉 체스판이 뒤집어졌을 때 이미 승부를 가리는 것은 가

능성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주사위 게임 역시 승부를 가릴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

다.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멀리서 음악대의 연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다. 게임 중이던 주민들의 관심이 모두 음악대의 연주소리에 집중되고, 이내 군중이 

음악대를 쫓아 무대를 퇴장하면서 극은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음악대의 연주소리가 점차 가까이 들려오자, 크랩 게임은 중단된다.)

로니: 누가 죽었나?

클리퍼트: 죽긴 누가 죽어. 자네 이 마을 엘크스 클럽이 뉴욕에 간다는 걸 

모른단 말야? 전국대회가 열린데. 그런데, 클럽의 음악대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야. 야, 미국에서 최고로 멋진 밴드일 거야.3)

(음악대가 다가오고, 그 뒤를 많은 군중들이 따른다. 크랩 게임은 즉각 

해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대를 뒤따른다.)

(The crap game goes on until a band is heard approaching.)

LONNIE: Who dead?

CLIFFERT: Nobody. Don't you know de Imperial Elks is goin' to New 

York to de Elks Grand Lodge? Yeah, bo, and they's takin' 

they band. Dat's supposed to be de finest band in d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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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The band approaches followed by a great crowd. The crap game is 

instantly deserted and all follow the band.) (213)

승부 없는 게임과 놀이를 뒤따르는 것은 점점 커지는 밴드의 연주소리, 그리고 또 

따른 한 판의 놀이와 생의 활력을 찾아 이동하는 흑인 군중의 움직임이다. 극의 결말

부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음악대가 군중의 이동의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그들은 음악대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한 판의 놀이와 생의 활

력 요인을 찾아 다시 이동할 것이다. 체스 게임에서 주사위 게임으로, 또 다시 음악대

로 중단 없이 이동하는 흑인 민중의 움직임은 극중 게임 상황을 닮아 있다. 특정 지점

에 안착해 종지부를 찍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이동’(movement)은—매번 다음 기회로 

연기되는 클리퍼트의 ‘수’(move)처럼, 승패 결정이 매번 다음 판으로 지연되는 체스 

게임처럼, 중도에 멈추어 버린 주사위 게임처럼—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아 영원한 

현재진행형이다.

III. 나가며: 함의들 

극 전체를 통해 극중 인물들의 게임 등 대결구도가 승부가 유보된 채 새로운 판으

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움직임, 그 과정 중 혹은 결과로 희극적 상황과 긍정의 에너지

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다이내믹이 발견된다. 상기한 다이내믹이 극 『우핑』을 관
통하는 중심축이라면, 허스튼은 흑인 캐릭터들의 입담 경쟁 혹은 우핑 대결을 상기한 

중심축을 구동시키는 언어 전략으로 활용한다. 허스튼이 극중 선보이는 우핑의 언어

들은 흑인 민중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말 그대로 “민중이 낳

은”(folk-generated), “민중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folk)이다(Lowe 3). 이 언어들이 

문학가이자 인류학자인 허스튼의 손에 의해 채록되고 대중 앞에 현현할 때, 그녀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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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중의 목소리로 ‘소통’하고자 하는 텍스트, 게이츠(Louis Gates, Jr.)의 표현을 빌

리면 “말하는 텍스트”(speakerly text)가 된다(Gates, Signifying Monkey 181). 

아프리카의 구전서사(oral narrative) 전통에서, 공연자·서사자의 제일 목표는 관객

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는 것인데, 특히 기대치 않은 상황에서 ‘유머’(humor)를 던지

는 것은 관객의 주목을 한데 모으는 효과를 갖는다(Lowe 7). 공연자·서사자가 구사하

는 유머는 종종 “험담, 비난, 재치 있는 논평, 통렬한 풍자”(gossip, excoriating, witty 

comment, devastating satire)를 포함하는데, 관객들은 자신이 유머의 대상이 되는 것

은 꺼려하면서도 남이 유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연에 끝까지 동참하는 

심리를 갖는다(Oliver 46-7). 종합하면, 아프리카 구전서사 전통은 참여자 모두의 소통

을 목적으로 하고, 유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사전략이자, 그 결과 혹

은 효과로 이해된다. 즉, 소통과 유머는 구전서사 전통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

된다. 

아프리카 구전서사 전통의 계승자인 허스튼의 극 역시 상기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작가가 극중 선보이는 우핑의 언어는 태생적으로 ‘민중이 낳은’ ‘민중의 목소리’이다. 

때문에 우핑의 언어는 대중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소통케 하는 “광장의 담

론”(discourse of public square)이 되고, “웃음의 보고”(rich source of laughter)가 된다

(Lowe 8). 웃음과 유머는 허스튼의 문학을 관통하는 핵심적 요소인 바, 로웨(John 

Lowe)는 허스튼에게 있어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특히 간극을 메우는 ‘소통’의 수단으

로 설명한다.

유머는 그녀의 작품에서 기본이 되고 지속적인 구성 성분이었다. 그녀

에게 있어, 웃음은 삶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말할 수 없

는 것을 말하고 의견차를 좁히는데 유용한 간접적 양식이었고, 탁월한 

교육 도구이자 시골과 도시, 흑과 백, 부자와 빈민, 작가와 독자의 간극

을 메우는 방법이었다. 

Humor was a basic, continuing component in her work: to her, 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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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 way to show one's love for life; and indirect mode useful in saying 

the unsayable and in negotiating differences; a wonderful teaching tool and 

thus a way to bridge the distance between rural and urban, black and 

white, rich and poor, man and woman, author and reader. (Lowe 51)

허스튼이 간파한 소통의 수단으로 웃음과 유머의 의미와 관련해서, 극중 체스 게임 

상황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남긴다. 북새통 속에서 체스판이 뒤집어지자 마을 주민 

“전체의 웃음”(General laughter, 212)이 터지고, 굿블랙이 전설상의 흑인 영웅 ‘존 헨

리’에게 행운을 빌자 마을 악사가 기타를 퉁기고 마을 주민이 ‘함께’ 노래를 읊조린다. 

그리고 음악대의 연주소리를 “군중 모두가 뒤따른다”(followed by a great crowd, 

213). 이 장면은 남부 흑인 민중의 ‘집단적 흥’을 강하게 표출한다. 극중 발생하는 희

극적 상황들은 흑인 주민 전체의 참여를 수반하는 소통을 일구어내고 이는 주민 전체

의 흥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잔 윌리스(Susan Willis)가 허스튼의 문학에서 

통찰하는 “집단 정의와 긍정”(group definition and affirmation, 44)의 개념으로 풀이되

는데, 『우핑』에 등장하는 흑인 민중은 함께 함으로써 삶을 긍정하는 흥을 얻고, 이

는 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다시금 환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극중 주사위 게임 도중 굿블랙이 ‘존 헨리’에게 행운을 빌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 헨리는 흑인들 사이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설상의 흑인 영웅

이다. 기차 터널 공사장 노동자였던 그는 최신예 증기 해머를 상대로 암벽에 다이너마

이트 폭파용 구멍을 내는 대결에서 승리하지만, 끝내 심장이 터져 최후를 맞이한 인물

로 여겨진다. 그의 죽음은 산업화라는 억압적 환경에 의해 곤경에 내몰린 “육체노동자

의 처지”(manual laborer's plight, Nicholls 471)에 대한 처절한 고발로 여겨지고 있으

며, 해머를 든 그의 모습은 기계에 대한 인간 노동의 위대한 승리로 기억된다.4) 이 전

설상의 흑인 영웅은 자신에게 행운을 비는 굿블랙은 물론 그의 놀이에 동참하는 주민 

모두의 역사, 문화, 기억을 관통하는 ‘집단 정의와 긍정’의 아이콘으로 현세에 소환되

어, 기복의 대상이 되고 신앙이 된다. 

극중 체스 경기에 임하는 굿블랙의 태도는 상기한 긍정의 철학을 잘 피력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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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를 쓰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 것은 아니다. 즉, 그의 태도는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이긴 하나 ‘패함’에 대한 인정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는 승자가 되진 못해도 최소한 패자가 되지도 않으며,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은 

클리퍼트도 마찬가지이다. ‘승자 없는 상황’(no-win situation)이면서 ‘패자 없는 상

황’(no-lose situation), 이것이 그들의 체스 게임이 놓인 좌표이다. 체스 게임을 지연시

키는 원인인 두 사내의 우핑 대결도 승패 없는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말의 경

쟁에서 누가 최고의 ‘우퍼’(woofer)인지를 가리는 일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며, 때문에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우핑을 주고받는 상황 혹은 과정 자체가 관심의 초

점으로 부각된다. 

두 사내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굿블랙은 수를 쓰

라고 다그치는 상대방의 성화에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기다리라’고 말하

는 여유로운 응대 방식을 보인다. 클리퍼트는 스캔코와의 대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

남으로써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별일 아닌 해프닝으로 무마시키

는 등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한다. 이들의 대처법은 당면한 문제를 말 그대로 ‘문제화’ 

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삶의 일부로 껴안음으로써 충격을 흡수하는 지혜, 그리고 위기

의 순간을 비관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이를 해학적으로 응대하면서 파국의 도래 시점

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는 생존 전략을 표출한다. 일견 갈등 상황으로 비치는 그들의 

우핑 대결을 뒤따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의 갈등 상황을 한꺼번에 상쇄시키고 

남을 한바탕 웃음과 폭소, 그 뒤에 여운처럼 남는 삶의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이다. 

극중 발생하는 웃지 않을 수 없는 희극적 상황을 우핑 상황의 ‘외피’(fabrics)라 한

다면, 허스튼은 이 가시적 외피를 직조하는 씨실과 날실의 실체까지도 통찰한다. 폭소

와 웃음, 생의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 이면을 관통하는 그것은, 흑인 민중의 삶에 대한 

애착과 생존 의지이다. 허스튼은 “자기긍정의 수사 전략”(self-affirming rhetorical 

strategies)으로 우핑을 구사한다(Richardson 693). 허스튼에게 우핑이 수사 전략이라

면, 극중 흑인 민초들에게 우핑은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의 힘”(wrestling forces)이

자 “생존 전략”(survival strategies)이 된다(Lin 1). 우핑의 언어 전략으로 촉발된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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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은 체스 게임과 주사위 게임을 거쳐 음악대를 따르는 행렬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영원한 현재진행형’을 지향하는 흑인 민초의 

삶에 대한 애착과 생존 의지를 구현한다. 중단 없는 ‘지체’의 지구력으로 굿블랙이 클

리퍼트를 압도하듯, 극중 흑인 민중은 ‘중단 없는’ 움직임으로 삶을 압도한다.

Notes

1) 주사위 게임의 일종으로, 주사위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된다.

2) 카드 게임의 일종.

3) 엘크스 클럽(The imperial Elks)은 미국의 전국단위 자선단체로 정식 명칭은 “The 
Benevolent and Protective Order of Elks”이며, 간단히 줄여 “The Elks Lodge” 또는 “The 
Elks”라 칭한다. 1968년 뉴욕 시에서 사교클럽으로 창립된 이후 현재는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전국 단체로 성장했다. 클럽 전국대회는 “Elks Grand 
Lodge”라 칭한다(wikipedia.com).

4) 일례로, 1972년 조각가 찰스 쿠퍼(Charles Cooper)가 제작한 8피트 높이의 ‘존 헨리’ 청동
상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탈콧(Talcott) 지역 근방에 위치한 빅 벤드 터널(Big Ben Tunnel)
의 동쪽 입구 상단의 기념공원에 세워졌다(Wade 2002), 그 외에도 포크송 형태로 전해지던 
존 헨리 이야기는 이후 극, 소설, 동화 등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대중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스티븐 트레이시(Steven C. Tracy)의 John Henry: Roark Bradford's Novel and Play 
(Oxford UP, 2008)은 대표적인 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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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bal Contentions and Strategies in Hurston's Wooffing: 
Dramatic Representation and Implications

Park Jungm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oofing’ is one of the most notable verbal aspects and strategies of 

African-American folks Zora Neale Hurston features in her play writing. In particular, 

Hurston’s 1931 one-act play Woofing is noteworthy in that it highlights these verbal 

aspects and strategies of ‘woofing’ on the front, by taking the term as the play’s title. 

This paper examines the lives of black folks and their language aspects of ‘woofing’ 

as represented in the play, and explores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language 

aspects in relation to ‘game situations’ consistently occurring in the play. In the entire 

plot of the play is discovered a dynamic in which the games and contests are stuck in 

the middle without a chance of conclusion or movement, and in the course of—or as 

the result of―the confrontations comic situations and positive energy are produced 

incessantly. The dynamic is the axis passing through the play Woofing, and Hurston 

employs the verbal aspects of woofing as the driving force to make this axis work. 

The comic situations, originally triggered by the language strategy of ‘woofing’, 

continue to visualize the ‘non-stop’ state leading through the chess games and the dice 

playing to the procession of the band, which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black folks’ 

commitment to life and survival.

Key Words : Zora Neale Hurston, Woofing, Verbal Contentions, Game Situation, Life 

Af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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