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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의 모티프를 통한 작가적 자아성찰: 

메타픽션으로서의 『네이티브 스피커』

강 서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창래의 소설『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의 주인공 헨리(Henry 

Park)가 작가적 자아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울의 모티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탐

색한다. 거울은 글쓰기 과정에 대한 주인공의 치열한 고민을 반영하며 동시에 주인공

의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이 소설에는 두 가지 종류

의 거울에 맺히는 여러 개의 현실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주류 백인의 시선으로 바라

보는 현실이며, 다른 하나는 헨리 자신의 관점에서 미국 내 소수민족을 형상화하는 이

미지이다. 작중 화자 헨리는 외부 주류 백인들의 시선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다가 점차 

자신의 관점을 거울삼아 세상을 재현한다. 이 때 작가는 헨리가 신뢰할 수 없는 화자

임을 보여주며, 그가 재현하고 싶어 하는 존 광의 이상화된 모습을 노출시킨다. 즉, 작

품 속 거울들은 헨리가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공적인 역할에 대한 염

원을 반영함으로써 그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한계를 지닌 헨리의 혼란

과 문제의식은 결국 작가 이창래의 작가적 성찰과 맞닿아 있다. 작가와 헨리는 작품의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결국 이창래는 헨리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작품을 종결한다.

주제어:『네이티브 스피커』, 거울, 메타픽션, 모범적 소수민족,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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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주인공 헨리가 작가적 자아성찰을 하는 과정 속에
서 거울의 모티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탐색한다. 거울의 모티프에 주목하는 이유

는 거울이 글쓰기 과정에 대한 주인공의 치열한 고민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네이티브 스피커』는 “글쓰기의 문제가 글쓰기 대상이 되는 메타픽션”이며(구

은숙 47), 주인공인 헨리 박이 표상하는 그 자신과 미국을 그려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작가의 통찰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가의 현실 인식 

과 그 인식을 글로써 재현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메타픽션이라 함은 궁극적으

로 작가가 파악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진실, 그 재현이 수반하는 글쓴이의 객관성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까지 아우른다. 작가 이창래는 자신의 글에 대해 메타적으

로 사고하는데, 그는 세상 및 특정 인물을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해 비상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다. 

헨리는 작가 이창래의 분신이자 글쓰기에 대한 그의 고민을 담고 있는, 즉 의도적

인 한계를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한계를 지닌 헨리는 작가적인 자아 성찰 

과정에서 그의 내면세계를 굴절시키는 현상학적 거울을 모티프로 활용한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헨리가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 인물인가를 조명하는 것 못지않게 왜 

그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인물을 작가적 분신으로 새겨 넣었는지, 또한 실제 현실과 별

개로 주인공의 심리를 반영하는 현상학적 자아성찰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의 문제의식

을 중심으로 작품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작가의 작업이 

개인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5년 출판된 이후로 이창래(Chang-rae Lee)의『네이티브 스피커』는 다양한 관
점에서 비평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이 작품을 마이너러티 문학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디아스포라나 초국가적 관점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이숙희 

133-34; 이선주 95-98). 이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작중 화자인 헨리의 정체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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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며 동시에 민족과 인종의 구분을 벗어나 다양성이 조화된 미국을 추구하는 존 광

(John Kwang)의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미국이라는 사회, 문화적 시스템 안에서 온전

히 자리 잡고자 하는 소수 민족 작가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

가 정체성의 탐구는 현실을 재현하고자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사

회문화의 맥락 안에서 소수 민족이 경험하는 현실은, 작가가 소설로 재현해 내고자 하

는 세상에 대한 관점과 일맥상통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작가인 이창래와 그의 분신인 헨리 박 사이에 거리가 존재

한다는 점이다. 작가는 헨리가 “신뢰할 수 없는” 화자임을 보여주며(이관수 330), 헨

리가 재현하고 싶어 하는 존 광의 모습, 그가 존 광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싶어 

하는 부분, 그리고 특정한 결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 하는 태도들을 그대로 노출시

킨다. 이렇듯 작가는 헨리를 통해 그의 의식에 굴절된 미국의 현실과 그가 꿈꾸는 미

국의 미래를 작품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창래와 헨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며 작가 이창래는 헨리의 눈과 

입을 통해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작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신과 헨

리의 문제를 통찰하려 하였지만 묘사의 대상이 되는 헨리와 작가인 자신을 완전히 분

리시키지 못한다. 결국 헨리라는 인물 안에는 당대 미국을 살아가는 유색인 이민자인 

작가가 겪는 혼란과 그가 품은 비전이 굴절되어 있는 것이다.

『네이티브 스피커』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거울에 맺히는 여러 개의 현실이 존재한
다. 그 하나는 주류 백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실이며, 다른 하나는 헨리 자신의 관

점에서 미국 내 소수민족을 형상화하는 이미지이다. 전자는 언어 치료 중 거울을 보며 

백인들의 입모양을 흉내 내는 것과 비슷하고, 후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거울을 통

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

루는 모국어(native language)란 하나의 표준 영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각 민족의 악

센트를 담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위의 두 가지 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 및 시스템으로 “모범적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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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model minority myth)”를 들 수 있다. 아시아계 민족들이 미국사회에서 성공을 

이루면서 주류 백인들은 아시아인들의 근면, 인내, 성실 등의 덕목을 강조하였고 이러

한 관점은 다른 소수민족들이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구조 때문

이 아니라 개개 민족의 자질 탓으로 돌렸다. 이에 따라 백인-아시아인-기타 민족의 삼

각 구도가 형성되었고, 아시아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주류에 가깝게 인정받으면서

도 타민족의 고통에 눈을 감거나 그들의 상태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자주 스스로를 배

신자로 자책하게 되었다(이숙희 143; Lee 246; Rhee 159). 이는 작품 속에서 헨리의 

스파이 직업으로 구체화 된다.

헨리는 외부 주류 백인들의 시선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다가 점차 자신의 관점을 거

울삼아 작가로서 세상을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은 한계를 노정하지만 적어도 그가 미

국 내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살고자 하는지를 드러낸다. 즉, 작품 속 거울들은 

헨리가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공적인 역할에 대한 염원을 반영함으로

써 그의 내면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 작가의 의식

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이고 참다운 다양성과 화합을 모색하려는 작가의 관점을 

비추고자 한다. 이에 본론의 첫 장에서는 작품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짚어보고, 두 번

째로 서구의(특히 릴리아의) 눈에 비친 헨리와 한국 문화를 분석할 것이며, 세 번째 

장에서 헨리의 작가적 거울에 맺힌 존 광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믿을 수 없는’ 화자 

헨리가 어떠한 혼란을 겪고 작가로서의 자신을 형상화해 가는지, 그리고 작가가 헨리

를 통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II. 모범적인 소수민족이자 이방인, 그리고 작가

본 장에서는 세상을 재현하는 작가로서 헨리가 겪는 어려움을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헨리는 스파이로서 대상을 관찰하며 독자 호글랜드(Hoaglan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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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대한 사실적으로 글을 써 내려간다. 작가인 이창래 역시 자신을 객관화시켜 

1.5세대 이민자와 미국 사회를 충실히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헨리가 자기 글의 주

인공인 존 광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려 노력함에도 그 스스로가 희망하는 비전을 굴절

시키듯 작가가 자신을 객관화하려 할수록 점점 자신과 자기 글의 주인공 헨리를 동일

시하는 모습을 노정한다. 정체성을 고민하고 탐색하는 헨리의 노력은 곧 글을 통해 현

실을 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문제를 굴절하고 있다. 또한 작가로서의 헨리를 조명하

는 과정에는 이민족 작가인 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룬다는 것이 힘겨운 도전이며 

때로는 사회적인 시선과 타협해야 할 때도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 포함된다. 

일찍이 휘트먼(Walt Whitman)은 “나는 나 자신을 찬앙하고 노래한다./ 내가 취하

는 것은 당신도 취하고 있다./ 내게 속한 모든 원자가 당신에게도 속해있기 때문에”라

고 말했다. 이는 외면적인 차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

등한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미국 건국 초창기의 이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

은 어떠한가? 

루잔은 언제나 내가 그에게 이와 같은 실타래로 이야기하길 좋아했다; 그는 내

가 이야기의 형태를 취하도록 촉구하였고, 심지어 우리의 상담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나에 대한 그의 (치료) 방법은 사실 반-연상 기법이었고, 그

는 나에게 단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더 큰 내러티브의 도가니를 통해 삶을 관망

하도록 요구하였다. 

Luzan always preferred that I speak to him in skeins such as this; he urged me 

to take up story-forms, even prepare something for our sessions. His method 

with me was in fact anti-associative, and he asked me to look at my life not 

just from a singular mode but through the crucible of a larger narrative 

(emphases added; 206). 

위의 인용문에서 필리핀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 루잔(Luzan)은 헨리에게 “더 큰 내러

티브의 도가니를 통해” “삶을 관망하라”고 조언한다(위의 인용문 중 이탤릭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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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가니”는 현실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녹여내 사회와 개인의 공적이며 사

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작가적 자아성찰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한 “도가니”는 고통을 

정화시켜 단단하게 하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가니의 이미지는 매우 중

요한데, 그것은 헨리가 미국에서 겪는 고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부분

적인 사건들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을 큰 도가니 안에 녹여 

순수하고 단단한 진실로써 건져 올리는 것임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여기에서 ‘단 하나

의 양식이 아니라’(not just from a singular mode)라는 표현은 미국 주류의 시선에 고

정된 것이 아니라 다민족 주체들의 경험들을 함께 녹여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이야기는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역사를 담은 국가 내러티브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헨리의 동료 잭(Jack)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물의 일부만을 볼 수 있지. 이건 불가피한 일일세. 우리는 

그저 착한 이민자 녀석들이니 사실 상관없는지도 몰라. 자네나 나는 그저 안락한 

삶의 작은 조각이면 족한 걸세. 만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규칙에 대해 지나치

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의 한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거든.

People like us can see just a small part of things. This is inescapable. We are 

just good immigrant boys, so maybe we don’t care. What you and I want is a 

little bit of the good life. If we work hard, and do not question the rules too 

much, we can get a piece of what they have (12).

이민자들은 진실의 일부만 접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주

류 백인들이 원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적어도 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의 일부

는 누릴 수 있다. 즉, 이민자들은 다양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기에 현실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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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민자 작가의 현실 인식 역시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헨리의 노력은 작가적 자아탐색과 일맥

상통한다. 이창래는 이렇듯 혼란스러워하는 헨리를 자신의 분신으로 세움으로써 그가 

겪는 작가로서의 현실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이방인인 이주민 1.5세대를 작가적 분

신으로 설정한 것 역시 미국의 현실 중 한 조각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호글랜드는 헨리에게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언제나 세상에는 너무 거대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림이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 한다

(46). 헨리는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를 맡긴 고객이 누구인지, 자신이 모은 정보가 어

떻게 사용될 지도 모르는 채 동양계 미국인들의 정보를 캐고 다닌다. 이러한 정보의 

비중은 사무실의 공간 배치에서도 드러난다. 비서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중앙

에 위치하고, 사원들의 책상은 벽을 둘러싸며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집

적되는 호글랜드의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Lee 249).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는 관찰

의 대상이 되며, 그들을 관찰하는(백인 상사를 돕는) 직원들은 제한적인 정보를 갖추

고 있고, 백인 기득권자인 호글랜드는 그 산발적인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전체상을 조립

하고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헨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

당된 일을 수행한다. 

“탐정은 개인이 고용하지만, 스파이는 국가가 고용한다”(Lee 247). 미국이라는 나

라에서 헨리는 이민족을 수월하게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에 협조한다. 학자들이 지적

하듯 스파이라는 직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류들과 같은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들과 

동등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이숙희 137). 이는 정보의 흐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스파이들은 동족의 정보를 주류 백인들에게 보내지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 전체를 얻을 수는 없다. 미국 주류 계층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받아들여지지만, 그

들은 그 주류 백인들과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

체성과 관련하여 더 큰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스스로를 배반자로 규정하게 된다. 

『네이티브 스피커』에는 동양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우선, 

헨리의 장인은 헨리에게 “야심 있고,” “진지하며,” “신중하다”고 말하며 동양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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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Oriental culture and mind)에 경탄할 만한 것이 많고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헨

리가 릴리아에게 좋은 짝이라고 이야기한다(121). 백인만 동양을 이상화하는 것은 아

니다. 헨리 자신도 생전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한국인은 수치심으로 인해서는 절

대 목숨을 끊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고통은 숭고한 것이며 한국인들은 고통

을 인내로 이겨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헨리의 어머니는 “우리는 어떤 것도 변

화시킬 수 없고, 만약 누군가가 돈이나 안락함, 존경을 받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변

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332-33). 이는 동양인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

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소수민족 신화를 투영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이주민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을 변화시켜 주류사회에 동

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신화를 벗어나기 힘든 것은 그 표면이 칭

찬으로 도색되었기 때문이다. 

그건 명백히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나는 점차 휘말리고 있다. 다른 이가 당신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모델로 삼으면, 비록 그들이 즉각적으로 편안하거나 올바

르지 않은 방식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기 쉽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우리 동양인들에 대한 도전이다. 칭찬 같은 것에 대해 어떻

게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아주 처음부터 우리는 무례하거나 경솔하길 원하

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침묵을 지킨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

르치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나는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 

That’s not a good sign, obviously. I find myself getting caught up. When other 

construct and model you favorably, it’s easy to let them keep at it, even if they 

start going off in ways that aren’t immediately comfortable or right. This is the 

challenge for us Asians in America. How do you say no to what seems like a 

compliment? From the very start we don’t wish to be rude or inconsiderate. So 

we stay silent in our guises. We misapply what our parents taught us. I’m as 

guilty as anyone.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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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보다 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칭찬이다. 백인 주류계층은 동양인의 장점을 칭찬

함으로써 동양인으로부터 더 큰 협조와 침묵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으로 모

범적인 소수민족 신화는 끈질기게 진화하고 있다. 인정받는 동양인 작가로서 이창래

는 자신의 상태와 비슷한 헨리의 자아탐색을 그려냄으로써 우회적으로 미국의 모순을 

비판한다. 따라서 헨리의 제한된 시선을 통해 미국의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 중 중요한 

것은 실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보다는 헨리라는 동양인 이민자의 심리 속에 굴

절된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백인의 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며 백인들의 시선에서 자신들을 

바라본다. 이러한 겹의 거울은 결국 유색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배척하는 자기혐오의 

결과를 유인하는데, 이러한 유색인들 간의 혐오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백인의 시선에 

맺힌 상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지닌 백인의 시선에서 다민족 이주민

들은 “위험해” 보일 수 있다. 헨리 역시 뉴욕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의 외침을 들을 

때 위험성과 역동성을 함께 느끼는 데, 이는 그가 이민자로서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에

서 바라보고자 하는 성향과 스스로의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방

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후기 식민주의에서 지적하듯 유색인들은 주류 백인들의 인

정을 바라고 그들을 모방하려 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같아질 수 없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숙희 138; 이관수 327-28). 

내 이민자로서의 추한 진실은 그(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동족과 다른 이

민자들을 착취해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평생 내가 감내해 내야 하는 짐이다. 그

러나 나/ 나와 같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발음과 관용어들을 모두 배

울 것이며, 당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파괴적이면서도 숭고한 모든 허위와 관행들

을 해체할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눈과 귀에서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들

의 역사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충실한 형제들이며 우리 가슴

의 노래는 분노에 차 있으면서 슬프다. 오직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곡조를 

허락했기에. 나는 그것들을 당신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감히 키워온 

유일한 재능이다. 이것이 내 미국식 교육의 모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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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ugly immigrant's truth, as was his, is that I have exploited my own, and 

those others who can be exploited. This forever is my burden to bear. But I 

and my kind possess another dimension. We will learn every lesson of accent 

and idiom, we will dismantle every last pretense and practice you hold, noble 

as well as ruinous. You can keep nothing safe from our eyes and ears. This is 

your own  history. We are your most perilous and dutiful brethren, the song of 

our hearts at once  furious and sad. For only you could grant me these lyrical 

modes. I call them back to you. Here is the sole talent I ever dared nurture. 

Here is all of my American education. (319-20)

위의 인용문은 헨리의 자아성찰이 이창래 자신의 작가적 자아성찰임을 분명히 보여주

고 있다. 작품의 전반을 걸쳐서 작가 이창래는 미국사회와 미국의 현실을 면밀히 그려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를 키워낸 미국적 토양, 교육 덕분이며, 어디에도 완벽하

게 소속되지 못한 스파이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국 내 이민족의 이야기는 물론, 

종국에는 미국사회 및 역사를 날카롭게 해부하겠다는 작가적 사명의식을 드러내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로서의 사명의식 안에는 미국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도 담겨 있다.

III. 릴리아(Lelia)라는 거울에 비친 헨리와 한국 문화

릴리아와 헨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헨리의 욕망

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가 이창래의 미국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중요하다. 작품

은 릴리아가 메모를 남기고 헨리의 곁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실질적으로 릴리아

의 메모는 작품에서 헨리와 한국 문화에 대해 탐색을 시작하는 첫 단추인 셈이다. 릴

리아의 메모에 담긴 표현 중 인상적인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alien,” “stranger”와 

함께 열거된 “파파보이”(poppa’s boy), “추종자”(follower), “배반자”(traitor),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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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 등의 단어이다. 여기에는 헨리에 대한 릴리아의 판단이 반영됨과 동시에 서구에

서 인식하는 동양인 헨리의 정체성이 녹아 있다. 동양인으로서 헨리는 ‘속을 알 수 없

는’ 이방인이자 ‘가부장적인’ 남성, ‘서구 주류 사회의 추종자’이자 ‘동족의(혹은 언제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지 알 수 없는) 배반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스파이’인 것이

다.

작품 내에서 릴리아는 ‘밝고’,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깨끗한 존재로’ 

그려진  반면 헨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주 침묵하

며 그 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는 헨리가 스파이 일과 관련하여 잭을 만나는 아

파트의 묘사 장면에도 드러난다. 이관수는 헨리가 이러한 이상적인 백인 여성과 결혼

하고 그녀의 일(언어치료)을 돕는 것은 “지배 문화에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종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342). 이러한 평가가 지나친 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헨리가 릴리아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과 한국 문화를 바라보려 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이다.

앞서 동양인의 신중함에 대해 백인들이 높게 평가한 점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러

한 신중함과 관련된 동양인의 침묵은 그 정체성을 판단하거나 신뢰하기 힘들다는 부

정적인 인식도 함께 불러일으킨다. 릴리아는 “헨리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

를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은 그녀가 “헨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그들의 결혼에 대

한 감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126). 그들 부부의 관계는 아들 밋

(Mitt)이 죽게 된 이후 더 악화된다. 

당신은 오늘 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당신이 그에 대해 잭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고, 자면서 그의 이름을 말할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에 대

해 실제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함께 터놓고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름붙인 적도 없

어요.

You haven’t said his name tonight. Maybe you’ve talked all this time with 

Jack about him, maybe you say his name in your sleep, but we’ve never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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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ed about it, we haven't really come right out together and said it, really 

named what happened for what it was. (129)

헨리는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아들에 대해 아내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리고 이러한 그의 침묵은 릴리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헨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

사하지만 그의 생각과 감정을 잘 말하지 못하기에 내용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네이티

브 스피커가 아니었다. 그런 그를 포용하고 이해하며 사랑한 사람은 릴리아였다. 이숙

희가 지적하듯 릴리아는 작품에서 마치 여신과 같이 그려진다(138). 그녀는 시아버지

와도 무리 없이 소통하였고 헨리의 집에서 오랫동안 집안일을 해 오신 “아줌마”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헨리(혹은 이창래)는 릴리아를 맑고 투병한 거울로 그려내면서 그녀의 시각에서 자

신과 아버지 및 한국 문화를 읽으려 한다. 그는 자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

려는 욕구를 드러내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릴리아라는 거울에 맺힌 상 자체가 아니

라 릴리아라는 여성을 통해 재현하는 헨리(혹은 작가)의 자의식인 것이다. 릴리아가 

헨리를 어떻게 인식하는 가가 중요한 것은 헨리가 한국 문화를 포용하고자 하는 주류 

백인으로서 릴리아를 투명한 거울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녀의 상에 비친 헨

리는 헨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현상학적 진실이기에 의미가 있다.  

거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음기(recorder)이다. 직업상 헨리는 자주 

녹음기를 사용했다. 그런데 아들을 잃고 아내와 별거 중인 지금 그의 녹음기에 들어 

있는 목소리는 죽은 아들과 아내의 것이다. 다시 말해 ‘백인처럼 자라주기를 바랐던’ 

아들과 ‘이상적인 백인인’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다. 녹음기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의 생각을 담는다면 혹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복원해 준다면 그것은 글쓰

기의 문제와 비슷하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삶,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글로써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렇듯 헨리가 희구했던 ‘백인과 같은 삶,’ ‘주류 백

인에의 동화’는 ‘릴리아의 눈을 통해’ 자신과 한국 문화를 바라봄으로써 성취될 수 있

었다. 릴리아라는 거울은 헨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그 자신이 설정한 하나의 장치이자 작가로서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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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함을 알 수 있다.

IV. 이민자의 거울: 존 광의 초상화 그리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헨리는 존 광을 만나 그를 의식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새로

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광은 현재 뉴욕 시의원이면서 유력한 시장 

후보이기도 하다. 존 광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받고 그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존 광에 대한 거리 유지가 헨리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배반자

라고 느끼는 헨리가 존 광을 보며 어떠한 강력한 영감을 받았고 그를 통해 구원받기

를 갈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헨리가 스파이의 관점에서 존 광을 관찰할 수 없음을, 더 

이상 객관적인 글쓰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존 광은 헨리가 닮고 싶은 미래의 모습

이기도 하였고, 헨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상기시키는 인물이기도 하였다(구은숙 54). 

따라서 우리는 헨리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존 광의 존재를 통해 헨리가 무엇을 추구하

며, 무엇에 눈을 감고,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의 내적 갈망을 읽어낼 수 있다. 

더불어 자신과 소설의 주인공 사이에 거리를 두려 했던 이창래가 어느 순간 자신이 

그려내는 헨리와 결합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베리(John Berry)는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 변용을 통합, 동화, 고립으

로 설명한다.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서 활발히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

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경우를 통합이라 일컫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 주류집단에 흡수되는 경우를 동화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이 그들의 정

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사회 참여를 거의 하지 않을 때 이를 고립이라 분류하였다

(이선주 96, 재인용). 헨리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사후 집안일을 맡아 한 “아줌마”가 고

립을 선택하였다면, 아버지와 헨리는 동화를 추구하였고, 존 광은 통합을 향해 노력하

는 인물이다. 즉, 헨리의 어머니와 “아줌마”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만족하거나 

주류 사회와 상관없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면, 헨리의 아버지와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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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를 소망하며 한국 문화를 부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헨리의 눈

에 존 광은 달랐다. 

한국인이자 그 나이에,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단지 존경할만한 야

채 가게 주인이나 세탁소 사장, 혹은 의사가 아니라, 그의 가족의 영역을 벗어나 

말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보다 큰 공적인 인물. 그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야

망을, 더 나아가 한국인 남성이 중요하거나 에너지를 기울이고 헌신을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상조차 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어머니나 아버

지 같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나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망신을 주거나 

학대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셨다. 

A Korean man, of his age, as part of the vernacular. Not just a respectable 

grocer or dry cleaner or doctor, but a larger public figure who was willing to 

speak and act outside the tight sphere of his family. He displayed an ambition 

I didn't recognize, or more, one I hadn't yet envisioned as something a Korean 

man would find significant or worthy of energy and devotion; he didn't seem 

afraid like my mother and father, who were always wary of those who would 

try to shame us or mistreat us. (139) 

존 광은 주류 백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목소

리를 대변하는 “공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어느 한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인종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국을 만들어갈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

다. 이러한 존 광의 이상은 헨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 ‘모든 소수민족들이 다 미국의 

주인이자 성장 동력이다.’라는 의식은 지금까지 배신자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력감

을 느꼈던 헨리에게 복음과 같았다. 헨리는 존 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그리기 

시작한다.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희망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는 한 민족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고, 부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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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죽음을 당하여야 했던 한없이 무력해보이던 위인이었다. 헨리는 존 광을 만날 당

시 스스로를 동족을 배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세리 자케오와 같은 ‘배반자’로 자책하

고 있었다. 그는 존 광의 곁에 머물면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

이렇듯 이상적인 모습을 존 광에게 투영하기에 헨리가 그려내는 존 광의 모습은 객

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작가는 화자인 헨리와 거리를 둠으로써 그 주관성을 그

대로 노정한다. 존 광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헨리가 무엇을 이상화하며 무엇을 적극

적으로 변호하고 무엇에 눈을 감는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존 광에게 투영되는 이미지는 우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 

나는 그가 가족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인이면서 옛날 사람이라 그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영예롭게 생각하였다고. 모든 것이 약해지고 변색되어 버

리는 가운데 그의 가족이 삶에 있어 부의 기본 단위라고. [...] 그러나 그는 “가족

이라는 순수한 이념”을 사랑하였는데 이때 가족은 혈연과 관계가 없었다. 그것

은 그가 우리 모두를, 확장하여 그가 이제 그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퀸즈의 모

든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I want to say that he was a family man, that being Korean and old-fashioned 

made him cherish and honor the institution, that his family was the basic unit 

of wealth in his life, everything paling and tarnished before it. [...] But then he 

loved the pure idea of family as well, which in its most elemental version must 

have nothing to do with blood. It was how he saw all of us, and then by 

extension all those parts of Queens that he was now calling his. (146)

헨리가 형상화하는 존 광은 “가족이라는 순수한 이념”을 사랑하였고 혈연관계에서 확

장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소수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였다. 헨리가 판단하기에 

존 광이 이민자들과 함께 계를 운영한 것도 이와 같은 가부장제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존 광이 계를 통해 초기 이주민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 상의하면 조언과 도움을 제공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사랑했다고 변명한다(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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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인용문이 나오기 전 등장하는 존 광의 일면은 다소 충격적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존 광)가 10분 내내 하얀 세단 자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

서 그의 아내 메이에게 고함을 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점점 하얗게 질리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앞의 거리 맞은편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가만히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

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에서 걸어 나와 그녀가 운전해 자리를 뜨기 전

에 차 문을 닫으며 열린 문에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One afternoon I watched him shout at his wife, May, for what seemed ten 

straight minutes as they sat inside their white sedan. He was shaking his fist so 

close to her face, which had gone white. I was across the street in front of the 

office so I couldn’t hear him, but I was certain that he was yell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She sat perfectly still and took it all. Then he stepped 

from the car and spoke softly to her from the open door, shutting it gently 

before she drove off. (145)

존 광은 아내에게 소리치며 화를 낸다. 그리고 그 뒤에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차 

문을 닫는다. 헨리는 존 광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

만, 후반의 부드러운 모습을 다시 주목하면서 앞의 행위를 정당화 한다. 어쩌면 존 광

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헨리는 이에 대해 명

백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거나 눈을 감고 있다. 또한 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아내에

게 언어적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변명한

다. 이후 헨리는 한국음식점에서 존 광이 쉐리(Sherrie)의 몸을 더듬는 모습을 바라보

면서(201) 이에 대해 전혀 논평을 하지 않고, 룸살롱에서의 폭력에도 애써 눈을 감음

으로써 존 광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노출시킨다. 존 광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이후 

그녀의 뺨에 나 있는 폭행의 흔적을 더 이상의 논평 없이 묘사하는 데에서도 나타난

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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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헨리는 존 광을 형상화하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침묵할 것은 침묵

하며  “그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투영한다. 지로우섹(Lori Jirousek)은 헨리가 

존 광을 만나면서 스파이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참여-관찰자로서의 위치에서 민속지

(ethnography)를 작성한다고도 설명하는데(13), 이때의 민속지는 있는 그대로의 문화

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헨리의 내적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존 광에게서 

“그 자신이 그토록 절박하게 보고 싶어 했던 모습”(272)을 그려내며, 그가 그려내는 

존 광의 초상화가 “자신의 희망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작은 가게나 

교회에서 안전만을 원하고 있을 때 공적인 영역과 관계한”(328) 그의 이상을 취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헨리는 호글랜드가 “어떤 이야기도 읽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가장 냉

정한 눈으로 자신의 존 광에 대한 애정을 걸러낼 것이라고”(he knows its sweet and 

its stink, how to read any talk, and he will sift through my troubled affection for 

John Kwang with the soberest eyes)(295) 말한다. 헨리가 작성한 글을 읽는 독자는 호

글랜드이고, 그는 헨리의 글에서 “존 광에 대한 애정을 채로 치듯이 걸러 내어”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것이다. 이는 헨리의 글이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글을 읽는 다른 독자(대중 혹은 백인 편집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

의 글을 읽을 것이라는 이창래의 내적 독백이기도 하다(Rhee 160). 

이창래는 의도적으로 작품의 말미에 존 광이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는 장면을 성경 

속 예수의 모습과 병치시킨다.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 여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한

국계 미국인 여성들이 안타깝게 존 광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다. 존 광은 처참하지만 

담담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걷다가, 예수가 쓰러지듯 군중 사이에 주

저앉고 만다. 모든 이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온 예수의 십자가에 ‘유대

인의 왕’이라 새겨진 것처럼 ‘모두의 미국’을 꿈꾸었던 존 광은 ‘이민자들의 대변자’

로 못 박혀 미국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를 지켜본 사람이 살아나

듯,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듯, 존 광의 이상과 몰락을 지켜본 헨리

는 동화가 아닌 통합에의 꿈을 새롭게 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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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모방의 거울에서 발견의 거울로

작가가 한계를 노정하는 주인공 헨리를 자신의 분신으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은 아마도 동양계 미국인 작가로서 그를 둘러싼 세상의 재현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

님을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결국 헨리가 한정된 정보를 통해 재현하

는 세상과 그가 ‘창조해 내는’ ‘신화화된’ 존 광의 이미지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꿈꾸

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주인공 헨리를 통해 글쓰기의 문제를 파

고들면서 작가는 스스로를 객관화함은 물론 유색인 작가로서 세상을 재현하는 것의 

한계 및 가치를 함께 가늠해보고자 한다. 어차피 호글랜드가 지적했듯 세상에는 개인

이 파악하기 힘든 거대한 그림이 존재하기에 한 개인의 현상학적 진실은 그 그림의 

중요한 한 조각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헨리의 의식에 굴절된 현실은 다른 유색

인종 및 주류 백인의 현실과 맞닿아 있으며 특정 민족의 서사이자 국가의 서사이기도 

하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작가가 헨리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마치 헨리가 루잔 박사나 존 광을 더 이상 객관적으

로 관찰할 수 없듯이 이창래는 헨리 안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그의 눈을 통해 통합을 

지향하는 미국의 미래를 그려낸다. 앞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세상을 재현하려 했지

만, 결국 바람직한 미국 사회의 비전을 헨리의 시선에서 제시함으로써 작가는 어느 순

간 헨리와 하나가 된다. 즉, 헨리의 꿈은 작가 이창래의 꿈이고, 이 작품은 이창래의 

현실인식 및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거울이자 메타픽션 이기도 하다.

존 광이 몰락하고 있을 때 헨리는 아내와 함께 폐허가 된 불탄 선거사무실을 둘러

본다. 그 곳은 또 다른 스파이, 에듀아르도(Eduardo)가 사망한 현장이기도 하다. 에듀

아르도의 죽음은 헨리에게 스파이로서의 정체성을 끝내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이정

표가 된다. 헨리의 스파이로서의 자아가 그의 더블(double)이라 할 수 있는 에듀아르

도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린 것이다. 

시간이 흘러 존 광의 집에 찾아갔을 때 존 광의 가족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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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였고, 한 때 뉴욕 시 의원이었던 존 광을 주민은 “외국인”으로만 기억할 뿐이다. 존 

광의 이상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상을 함께 하고 그의 종말을 목도한 헨리는 

달라졌다. 

다양한 종류의 영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부에서 여전히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가게 앞이나 창에서 들리는 도시의 모든 메아리에서 나는 내 어머

니와 아버지의 한탄을 들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학생으로서 나의 한탄도 들린

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언어에 있어 즉각적인 미국식 발명품인 우리 아줌마의 

중얼거림까지도. 그들은 나에게 말을 건다. 존 광이 늘 그럴 수 있었듯이 단지 

새로운 악센트나 음조로가 아니라 새로 (미국에) 온 사람의 심장이 소망으로 울

리는 낭랑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은(혹은 엄청난) 옛 음악으로. 

And whenever I hear the strains of a different English, I will still shatter a 

little inside. Within every echo from a city storefront or window, I can hear the 

old laments of my mother and my father, and mine as a confused schoolboy, 

and then even the fitful mumblings of our Ahjuhma, the instant American 

inventions of her tongue. They speak to me, as John Kwang could always, not 

simply in new accents or notes but in the ancient untold music of a newcomer's 

heart, sonorous with longing and hope. (304)

그는 이제 이민자들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고 아줌마를 본다. 살아생전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던 그들은 이제 헨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이제 헨리는 언어 

구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표준 영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들의 언어로 

정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임을, 그러한 사람이 곧 ‘모국어 화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

전의 헨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의 언어, 혹은 다른 이민자들의 언어는 ‘부족한’ 혹은 

‘이방인임을 드러내는’ 결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헨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어 줄 수 있을 정도로”(337) 아버지의 언어를 그리워한다. 즉, 존 

광의 이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헨리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줌마, 특히 아버지와 화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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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녀(릴리아)는 모든 음의 높이와 악센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

해 각자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려운 그 모든 이름

으로 호명하면서 그녀가 아름다운 다수의 네이티브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 

Now she calls out each one as best as she can, taking care of every last pitch 

and accent, and I hear her speaking a dozen lovely and native languages, 

calling all the difficult names of who we are. (349)

위의 인용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릴리아(“she”)이다. 즉, 기득권을 가

진 주류 백인들이 이민자들의 언어 및 정체성("who we are")을 인정해 줄 때 이민자

들이 자신들의 모국어(native languages)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음

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who we are)라

는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다. 언뜻 보면 “우리”는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

지만, ‘나를 포함한 이민자들과 릴리아와 같은 주류 백인’을 모두 포괄하는 ‘미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초기의 이상과 같이 다양성을 인

정한 가운데 국민(다민족)의 본질에 있어서는 평등함에 기초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 헨리는 릴리아를 도와 이민족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

한 결말에 대해 일부에서는 헨리가 “지배 계층에 자발적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해석

하기도 한다(이관수 342). 분명 이 작품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우선, 한

국 문화와 언어에서 벗어나 백인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헨리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고, 헨리가 백인 사회의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을 보여주며, 릴리아

와의 결합을 통해 성급히 갈등을 봉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더불어 

작중 인물 헨리가 성장했는지, 그 성장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

으킨다. 

이창래는 그의 작품에서 글을 통한 세상의 재현이 한계를 지닐 뿐 아니라 궁극적으

로 세상과 인물에 대한 작가의 파악 자체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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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미국에 사는 동양인 작가로서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 불완전한 인식으로 재현하는 미국 사회 역시 진실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

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객관화 욕구에서 시작하여 글쓰기의 주관성

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때문에 존 광을 재현하는 헨리의 글이 결국 헨리 자신

의 욕망을 굴절하듯, 헨리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던 작가의 노력도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헨리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인 이창래 자

신의 소망과 비전을 그려넣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이창래는 헨리와 존 광의 모습을 통해 이민족의 통합을 향한 미국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다. 또한 동양계 작가로서 현실을 반영하는 글쓰기에 대한 문제의

식을 치열하게 다루고 있으며, 분열된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치유할 수 있는 “자기 수

용”의 미학을 제시하였다. 즉, 모방의 거울이 아니라 발견/수용의 거울을 통해 모든 미

국인들이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을 존중 받을 수 있음을, 그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라

는 미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결코 객관적이지 않은 태도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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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rrors Reflecting Authorial Introspectio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as a Metafiction

Kang, Seojung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ain character Henry, the alter ego of the author 

Chang-rae Lee in the novel Native Speaker, creates an independent identity using the 

motif of the mirror. Mirrors show the author’s keen interest in writing, and 

simultaneously reveal authorial introspection on both the personal and national levels. 

The novel has two types of mirrors: one that captures immigrants’ reality through the 

lens of Whiteness, and the other that Henry creates from his own 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Henry begins seeing himself from a main stream perspective and finally 

constructs his own (national) identity. However, when formalizing the character John 

Kwang, the author betrays how unreliable Henry is as a narrator because he 

excessively idealizes Kwang. In other words, Henry projects his desired self in 

American society through his depiction of Kwang. Thus, Henry’s inner desires to be 

accepted and recognized in the mainstream and to become a public figure in America 

are embedded in mirrors. Henry’s confusion and interests as a writer are thus 

inevitably incorporated into the author’s introspection. 

Key Words: Native Speaker, Mirrors, Metafiction, Model Minority, 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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