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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 다윈 이후*1

이   재   은

(충남대학교)

Yi, Jae Eun. “Evolutionary Analysis of Identity: After Darwi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2 (2017): 219-243. This study explores Timberlake Wertenbaker’s play, After Darwin and 
her comparison of the process of variation in the theory of evolution to the shifting identities of modern 
people. Whereas for animals the aim is reproduction, for humans the aim is evolution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se identities. In the play, Darwin and FitzRoy are forced to confront their contrasting 
world-views. The actors who play them, and also the other characters appearing in this ‘play within a 
play’ continually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ir differing views on existence. But 
throughout the arguments they never lose the sense of their own individuality. This conflict is one 
element of culture that evidences the evolution of humans. Culture acts as a pointer towards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History can be seen as a text recording the evolution of the cultural environment, the 
symbiosis of the individual, embodying a range of identities, and culture. As with biological evolution, 
human identities evolve through cultures and histories. Rather than approaching evolution from the 
standpoint of evolutionary biology, This study sees it as ‘a step by step process of improvement’ 
individuals, culture and history, which serves to frame discourse within the human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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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팀버레이크 워튼베이커(Timberlake Wertenbaker)는 희곡집 1(Plays 1 

1996)이 “언어와 자아, 예술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Plays 2 vii)였다면 희곡 

집 2(Plays 2 2002)는 “본질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vii)라고 밝히고 있

다. 희곡집 2에 실려 있는 작품인 다윈 이후(After Darwin 1988)1는 갈라파

고스(Galapagos) 탐험을 위해 항해 하는 비글 호(The Beagle)에서 찰스 다윈

(Charles R. Darwin)2과 선장인 피츠로이(Robert FitzRoy)의 논쟁을 ‘극 중 극’ 

(play-within–a-play)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3으로써 논쟁과 역할극 속에서 자

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전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은 

다양성과 혼종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벌이는 두 역사적인 인물과 이들을 연

기하며 각자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배우들 간의 논쟁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의 신념이 토론과 논쟁이라는 문화적 충돌을 

거쳐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형 또는 변이되는 진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 속 ‘극 중 극’의 형태는 “기록과, 과거에 대한 관객의 인식 사이

에 있는 직접적인 갈등을 보여줌”(Gipson-King 230)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 대

한 기록이 주관적이고 사적이며 자기주체성을 담보로 해야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워튼베이커는 다윈 이후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종의 기원’

으로, 자아 찾기 과정을 사적이며 주체적인 ‘탐험’으로, 인간의 정체성은 다양한 

문화충돌을 거쳐 ‘진화하는 생명체’로 그 의미를 환원시킴으로써 정체성이 가진 

유동적인 속성을 해석하기 위해 진화론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1 이하 원문 인용 시, After Darwin의 약자인 AD로 표기함.

  2 이하 본론에서 이름 인용 시, 실제 다윈의 이름은 ‘찰스 다윈’으로, 작품 속 인물로서 다윈은 ‘다

윈’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3 찰스 다윈은 22세였던 1831년에 비글호에 승선하여 남아메리카와 갈라파고스 제도를 거쳐 오스

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인도양과 포르투갈 서쪽의 아조레스 제도에 이르기까지 5년여에 걸친 항해

를 마치고 27세인 1836년에 본국인 영국으로 귀국한다. 이후, 비글호 항해기(1836)를 집필하고 

여러 편의 논고를 거쳐 50세인 1859년에 종의 기원으로 알려진 자연도태에 따른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 보존에 대하여(“On The Origin of Species by B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라는 제목의 논문

을 발표한다. 다윈 이후는 비글호 안에서 다윈과 선장 피츠로이의 논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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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대 작가이면서 여성주의의 관점을 견지한 워튼베이커가 19세기의 자연과

학이론인 ‘진화론’ 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워튼베이커는 “진화론 때문

에 우리는 인간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Humanity)이다”(Wallace)라면서 진화론의 중요개념인 적자생존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이론이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핵심가치

가 되면서 인간성 상실을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일조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워튼베이커는 “인류는 적자생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적자생

존은 사실상 모든 종의 생존(the survival of a whole species)을 의미한다” 

(Wallace)면서 적자생존의 핵심이 ‘강한 종의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모든 종의 생존’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워튼베이커는 인간성 상실의 

책임을 진화론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사회가 사상의 진화를 통해 인

간성 회복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워튼베이커는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하

면서도 ‘적자생존을 통한 진화론’의 논란으로부터 살짝 거리를 두고, 이를 ‘인간

성 회복으로의 진화’라는 인문학적 키워드로 재탄생시킨다. 그래서 워튼베이커는 

스스로 이 작품이 “진화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윤리적 확실성의 가능

성을 질문하고 있는 작품”(Plays 2 vii)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윈 이후는 워

튼베이커가 인간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 찾기 과정이 ‘인간의 진화’라는 점을 강

조하기 위해 ‘진화론’이라는 생물학적 단어를 차용하여 구성한 정체성에 대한 진

화론적 해석서라 할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은 혼종의 정체성에 직면한 개인을 상징한다. 

다윈 역을 맡은 동성애자 배우인 톰(Tom), 이 연극을 통해 배우로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피츠로이 역을 맡은 배우인 이안(Ian), 영국에서 합법적 취업비자를 취득

하기 위해 연극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불가리아 출신 여성감독 밀리

(Millie), 인간의 상상력과 예술성을 신뢰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 로렌스

(Lawrence)는 다양한 국가, 인종, 성(性)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대변한다. 이

들은 당면한 경제적, 현실적 문제 속에서 논쟁과 연민, 그리고 공감 등의 과정을 

반복하며 역사 속 인물인 다윈과 피츠로이의 논쟁을 재현한다. 이들의 “신념과 

우정 그리고 역사”(“After Darwin Explores Faith”)는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키

워드 안에서 생존이라는 자연계의 진화프로세스와 동일 선상에 놓여있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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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존투쟁과 19세기의 진화론 논쟁은 인간의 문화적 환경의 진화가능성과 

역사의 주관성 그리고 진화의 현재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다윈 이후가 진화가설에서 주장하는 종의 변이와 변형의 과정

을 가변적인 현대인의 정체성에 비교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동식물이 종족보

존에 그 목적을 두고 ‘강한 종만 살아남는 것’에 그 의미를 두는 것과 달리, 인간

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생존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동식물의 진화목적이 적자생존을 통한 종의 번식에 있다

면, 인간사회의 진화는 자신의 정체성 규명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인간은 진화를 하되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며 인간

사회가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문화이고, 그 문화가 

진화되는 과정의 총체가 바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

성은 생물학적 진화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역사를 통해 서서히 진화된다. 논

의를 위해 ‘진화’를 생물학적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조금씩 발전하여 나아지는 

단계’라는 인문학적 담론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정체성: 진화하는 생명체

  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자치국가인 바스크(Basque country)에서 자라고 

미국교육을 받고 영국에서 활동 중인 자신을 스스로 “앵글로 미국계 프랑스인” 

(Anglo-American-French)”(Wallace)이라고 칭하는 워튼베이커는 복잡한 출신

배경만큼이나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천착하는 작가이다. 워튼베이커는 인간의 정

체성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작품 애쉬 걸(Ash Girl 

2000)과 믿을만한 목격자(Credible Witness 2001)에서는 각각 왕자를 찾기 

전에 여성 스스로 자아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와 국가 정체성 안에서의 자유에 관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이아네이라(Dianeira 1999)에서는 분노를 주제로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결국 분노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 역시 정체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워튼베이커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질문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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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다룬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이따금씩 이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훨

씬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Plays 2 vii)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정체성이  ‘견고하지 않고, 

변하며, 질문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체성에 대한 워튼베이커

의 고민은 독자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깨뜨리고, 또는 지켜주는지, 우리

에게 어떤 범위가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Glaap 79)라

는 질문을 던진다. 워튼베이커는 “정체성과 그것을 향한 개인의 질문, 이 두 가

지가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관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시대의 질문”(79)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체성과 역사의 유동성을 연

결시키고 있다.

   정체성의 가변성에 관한 워튼베이커의 확신은 다윈 이후에서 진화론이라는 

소재를 통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작품에 나타난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변

화에 기반한다. 워튼베이커는 밀리의 말을 통해 변화를 통한 새로운 종의 탄생과 

진화과정 속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톰  정말 요란한 단어군. 변종이든, 종(種)이든 무슨 상관이 있담?

로렌스  . . . 새로운 것. 단 한마디야. ‘새로운’ 종.

밀리  당신은 키가 작거나 크거나, 뚱뚱한 금발이거나 갈색머리이거나, 짧은 부리

이거나, 긴 부리를 가졌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종들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천천

히 진화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 

Tom   What a fuss over words. What does it matter whether something’s a 

variation or a species?

Lawrence  . . . New. One word. ‘New’ species.

Millie  You can be short, tall, fat blond or brown, short-beaked or 

long-beaked, but if the species were not created but slowly evolved, then 

nothing is fixed - (AD 141)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윈 역을 맡은 톰이 다윈의 사상에 대해 투덜거리자 로렌스

는 ‘진화=새로운 종’으로, 밀리는 ‘진화=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화

과정의 핵심이 변화에 있으며 그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종의 출현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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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해를 시작할 즈음에는 

유약했으나 점차 전문적인 박물학자로 성장해 간 다윈과 과학적 사실을 마주하

면서 분노와 좌절을 겪는 피츠로이, 이상과 상상력을 믿지만 생존이 절실한 밀리

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흑인 감독 로렌스, 직업적 성공만을 꿈꾸는 이안 등, 작

품 속 인물들 역시 감정과 인간관계, 현실인식과 사상 등에서 모두 변화를 겪는

다. 다윈 이후에서는 인간의 삶이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윈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변화들은 견고하지 않고 상호충돌하고 무

질서하다. 워튼베이커는 이것이 진화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변화

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Chance)라고 설명한다. 

 

진화론은 매우 무질서하고 혼돈된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무작위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운명을 정말로 원할 때 다가오

는 모든 기회에 대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기회로 인해 살고 있는지, 또는 

운명으로 인해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The theory of evolution describes a very disordered, chaotic world. It’s also 

a somewhat random world. It’s all about chance, when we really want 

destiny. In fact, we don’t know whether we live with chance or with destiny, 

and this affects us personally very much. (Wallace)

워튼베이커는 진화론이 무질서하고 계획되지 않은 세계를 드러내는 속성을 지녔

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는 피츠로이가 “이것(진화론)은 무질서하고, 절망스러우

며, 공포스럽고 혼돈스러워”(AD 164)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작품 속에서 분명해진

다. 워튼베이커가 주목한 진화론의 핵심은 진화론이 견고함과 질서, 계획된 유전

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변화시켜 모든 종, 즉 개인에게 정해진 운명보다는 ‘기

회’를 부여한다는 것에 있다.

  진화론이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작가의 관점은 ‘새로운 종’이 변화를 통해 

탄생한다는 다윈의 내러티브로 재현된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 탐험 당시, 오랫

동안 고립되어 왔던 섬의 환경에 적응해서 부리가 달라진 새를 떠올리며 피츠로

이에게 변화를 거친 종은 새로운 종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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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  대단한 변종이야.4

피츠로이, 만약,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이 화산섬이 바다에서 시작된 거라면, . . . 

이 이상하고 용감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해 봐요, . . . 이 새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너무나 다른 종으로 태어나기 시작한 거라면 – 이 부리를 좀 봐요, 피츠로이 –

그건 아마도, 정말로, 불러야 해요 – 새로운 종이라고. 

피츠로이  새로운 종

다윈  새로운 것.

Darwin  Extreme Variations. . . . 

FitzRoy: suppose, only suppose that these volcanic islands emerged from 

the sea, . . .Suppose that in this strange, this brave new world, . . .

suppose there began to emerge birds so different from their forebears –

look at the beaks, FitzRoy – that they must, in truth, be called a – new –

species.

FitzRoy  New

Darwin  New (AD 166)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종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가 틀

렸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며, 종은 변한다”(87)라고 밝혔듯이 생명체 

진화의 핵심은 바로 변화에 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AD 152)는 피츠로이의 세계관처럼 계획된 질서 체계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동하고 변화됨으로써 새

로운 형태의 미학을 창조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은 공포와 고통을 포함한다. 워튼베이커는 “우리는 모

두 확실성을 기대한다. 불확실성은 매우 불편한 감정이다. 외적이든 내적으로든 

실체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불편한 감각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Plays 2,  

vii)이라고 말하며 변화가 주는 혼란을 “일반적인 불안과 공포의 감각”(vii) 이라

  4 찰스 다윈은 비글호 항해기에서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새 26종을 채집했다고 밝히면서, 그 중 

게오스피자 속 핀치새를 4종류로 분류(큰 땅 핀치, 중간 땅 핀치, 작은 나무 핀치, 개개비 핀치)하여 

삽화를 그려 넣었다. 다윈은 게오스피자 속에 속한 핀치새들의 부리가 개체에 따라 조금씩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작은 무리의 새들에서 구조가 점차 변하는 것을 보면, 이 제도에는 원래 새

가 없었으나 한 종이 들어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629~6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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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하고 있다. 정체성과 공포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워튼베이커는 작품

에서 ‘공포(Fear)’라는 이름으로 장을 구성했는데 이 장에서는 이안과 밀리, 피츠

로이의 공포가 묘사되고 있다. 불가리아 출신의 이민신청자인 밀리는 연극을 성

공시켜 합법적인 이민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안은 톰이 연극을 그

만두면 자신이 연극배우로 성공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한다. 불

안정한 상황에서 연극연습에 진전이 없자 밀리에게 귀국하라는 안내서가 도착한

다. 밀리는 내전 중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 밀리와 이

안의 불안감은 “동시대에,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AD 129) 생존경쟁의 과정이

다. 이안은 이에 대해 자신이 연기하는 피츠로이의 감정을 대신해 “(이것은)냉혹

한 겨울을 맞이한 종들의 공포”(AD 129)라고 표현한다. 

  인물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공포는 피츠로이의 반응으로 극대화된다. 피츠로

이는 다윈에게 “성경과 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고 맹세하라. . . . 따르지 않는다면 널 죽이겠다”(AD 168)며 총으로 위협한다. 

이어서 피츠로이가 “역겨운 표본들”(AD 128)이라면서 다윈이 모아놓은 동물들

의 뼈를 발로 차는 행위는 “그가 느끼는 모든 공포의 상징”(AD 128)이다. 피츠

로이가 갖는 불안과 두려움은 다윈의 진화론이 가져올 세계관의 변화에서 기인

한다. 피츠로이의 공포는 종교적 신념이 그에게 부여하는 ‘계획된 창조력의 섭리

를 믿는 신실한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

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변화되는 과정이 진화라면 정체성은 고통과 공포를 

매개로 진화하는 생명체인 셈이다. 

  정체성이 고통과 공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의미 있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 변화가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형태로 발전되어 간

다는 것에 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자서전에서 변화의 고통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고통은 그 작용이 완벽하지는 않은 자연선택과 마찬가지로, 대개 각 생물종이 다른 

종과의 생존투쟁에서 가능하면 이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 . . 

한없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등동물들이 겪은 고통은 무엇 때문이었단 말인

가? . . . 고통이 많다는 사실은 모든 유기체가 변이와 자연선택을 거쳐서 발전해왔

다는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왔다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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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양심과 도덕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

라고 믿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반박으로 위와 같이 기록한다. 즉, 도덕적 향상이 

없이도 변화과정에서 대단한 고통을 겪는 하등생물들의 고통이 의미 있는 이유

는 그것들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화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생명체가 겪는 

고통의 존재를 강조하는 이 오래된 주장이 내게 강렬하게 다가왔다”(106)는 찰

스 다윈의 주장은 종이 변화한다는 진화론의 아젠다가 고통과 공포를 거쳐 새로

운 종으로 탄생하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변화와 고통의 상관관계 속에서 생명체의 진화가 계속 된다는 이 ‘강렬한 패러

다임’은 현대인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에게 공포

심과 불안감을 주고 인간을 생존경쟁의 환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개인이 하

나의 진화하는 생명체로서 생존하는 한, 이들의 공포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분투(struggling)가 찰스 다윈의 표현대로 “더 나은 종으로 발전하기 위

한 변이와 자연선택의 과정”(106)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명성에 가려졌던 찰

스 다윈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가 진화이론의 개념에 

다가가기 시작했다”(Wallace)는 워튼베이커의 설명은 고통을 통한 변화가 발전

된 단계의 진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III. 문화: 정체성의 변이와 변형을 이끄는 진화의 장

  동식물과 인간의 진화가 변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 정체성

이 진화 되는 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워튼베이커는 인간의 환경 전체

를 ‘문화’라고 통칭하며 문화는 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의 진화 자체가 

인간진화의 증거라는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의 핵심 전제조건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의 고립이다. 그러나 현대 인류의 삶은 더 이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갖지 

않고 이동과 교류를 통한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있다. 국가와 지리적 경계를 넘

나들며 이동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 정착하고 혼종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변화 속

에서 진화하는 것이다. 워튼베이커는 “나는 리차드 도킨스5의 글에서 매우 커다

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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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는 진화중이라는 사실이다.”(Wallace)라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를 

문화적 진화로 환원시킨다. 동식물의 진화 목적이 종족번식을 위한 생존 자체에 

있다면, 인간의 진화 목적은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있다. 개인의 정체성

에 관한 질문은 개인이 속한 문화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개인, 문화와 문화 간의 

충돌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가 거듭된다. 이것이 워튼베이커가 리차드 도킨스

의 진화생물학적 해석이 문화적 진화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따

라서 인간의 유전적 진화는 문화적 진화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로렌스가 말한 

“문화적 혈통의 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Cultural Genealogy) (AD 

137)으로 대변되고 있다. 

  혼종성은 인간의 문화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사라 프리만(Sarah 

Freeman)은 이 작품이 “문화교차의 결합과 혼종성이 가진 역동성을 주된 테마

로 삼고 있”(“Adaptation After Darwin” 660)으며, 워튼베이커가 혼종성을 “미

래의 문화 병존(biculturalism)을 구성하는 잠재적인 장점으로 제공하고 있

다”(660)고 밝히고 있다. 혼종성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라는 것이다. 워튼베이커는 로렌스의 말을 통해 혼종

성이 문화적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로렌스  - 인간의 진화는 이제 끝났어 – 누군가는 심지어 인간의 지성마저도 끝

이 났다고 말하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톰, 인간의 상상력만큼은 결코 끝나지 않

아. 나는 무대에 선 인물을 보면서 생각하곤 해, 아, 그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는 

최악의 상태였지. 그는 혼혈인종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일까? 그리고는 

나는 인간의 가능성들에서 오는 흥분을 감출 수 가 없어 – 그것은 바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실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이지. - (휴지) 

  5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1941~ ) : 영국의 동물행동학자이자 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이

다. 1971년에 발표된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인간이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기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후 학계에 인간진화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도킨슨은 유전자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개념이긴 하지만 인간의 문화적 행동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여지

를 남겼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리적 고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이루어지는 진화의 과정을 볼 

때, 전 지구적인 이동이 자유로워진 인류는 향후 생물학적 진화보다는 기술과 언어 등과 같은 문화적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생물진화론에서 문화진화론으로 진화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

다.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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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 that human beings have come to the end of their evolution -  

some say we are even coming to the end of our knowledge, who knows but, 

Tom, we will never come to the end of our imagination. When I see a 

character on stage, I think, Ah, where is he going, he’s emerged from the 

tragic, is he a hybrid, a completely new form? And I never stop being 

excited by the human possibilities – that struggle for existence on this 

small space - (Pause.) (AD 160)

로렌스는 인간의 물리적인 진화가 끝났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끝나지 않았으며  

인간은 이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종의 출현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이다. 프

리만 역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로운 종의 형태와 조합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혼종의  창조물에게도 (그 상상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Adaptation After Darwin” 660)라면서 로렌스의 주장을 

확장시켜 해석하고 있다. 로렌스의 설명과 프리만의 해석은 인간의 상상력이 그

동안 자연선택설과 적자생존이라는 두 가지 이론의 편협성—한 종이 멸종됨으로

써 다른 종이 생성됨—을 뛰어넘어 새로운 종의 출현으로 인한 제 3의 문화지대

의 생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다윈 이후는 “개인의 양심

과 진화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윤리적 텍스트”(660)이자, “필연적이고 알려지지 않았으

며 신비한 미래의 변화된 형태를 향하고 있는 밀레니얼 텍스트”(660)가 된다. 

  하지만 문화가 진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 다윈 이후에
서는 ‘정체성’(Identity)이라는 제목의 장을 마련하고 피츠로이에게 교육받은 티

에라 델 푸에고 섬의 원주민인 제미 버튼(Jemmy Button)의 사례를 들어 두 가

지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는 정체성

이 얼마나 유동적인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제미 버튼은 문명을 전하겠다

는 피츠로이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영국으로 데려가 영국식 교육과 기독교 교리

를 가르친 원주민 3명 중 한명이다. 피츠로이는 몇 년 후, 다시 섬에 도착했고, 

선교를 위해 제미 버튼을 부족에게 보냈지만 제미 버튼은 이미 자신의 언어를 잊

었고, 그의 가족들은 그를 외면한다. 그 후 제미 버튼은 섬에 남겨졌고 몇 년 후

에 피츠로이가 다시 방문했을 때 제미 버튼은 피츠로이 앞에서 영국식 옷을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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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후 매너를 갖추어 행동한다. 하지만 제미 버튼은 피츠로이와의 항해를 거부

하고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옷을 벗는다. 이러한 제미 버튼의 모습은 

피츠로이가 바랐던 “문명화한”(civilize)(Roth 170)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문화화 된 원주민(cultured native)의 모델”(170)이다. 로렌스는 제미 버튼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횡행한 폭력적인 정체성의 주입과정

을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이에 직면한 개인은 부여된 정체성에 편입되기 보다는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흡수, 수용하여 변화되는 환경에 스스로 적용하는 문화적 

변형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로렌스  . . . 그(제미 버튼)는 완전히 열광적인 태도로 영국인다움을 받아들였지, 

하지만 이 후, 그는 이전과 똑같은 태도로 그의 부족의 관습을 받아들였어. 따라서 

그는 20세기 후기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상황(식민제국주의)에서 문화 병존의 스

트레스로 고통스러운 첫 번째 사람들 중 한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제미 버튼

의 부족은 현재는 사멸되었으니까.  

Lawrence  . . . He had a adopted Englishness with total enthusiasm, but had 

then readopted the customs of his tribe with equal commitment, thus 

becoming one of the first people to suffer the stresses of bi-culturalism, a 

condition which was to reach epidemic proportion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Jemmy Button’s own tribe is now extinct. (AD 136)

로렌스는 문화적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주입될 

때 폭력적인 식민화의 모델로 이어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로렌스의 지적은 제

미 버튼의 부족이 결국엔 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로렌스는 문화

를 대하는 제미 버튼의 양가적인 태도가 인간이 문화교류를 통해 학습하고 다시 

재구성하며 재전달하는 문화적 변이를 겪는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제미 

버튼의 부족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이 부족의 문화와 정체성은 다른 문화로 

흡수,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제미 버튼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때, 

제미 버튼에 대한 완벽한 식민화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Roth 170). 이것은 각

자의 문화가 주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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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주체성이 담보된 다른 정체성들의 만남은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도 자연스러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충돌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

배/종속의 헤게모니 작동방식은 오랜 인류의 문화 환경에서 있어왔다. 하지만, 

제미 버튼의 사례는 그러한 충돌 속에서도 인간이 주체성을 잃지 않고 사실상 두 

가지 문화의 병존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미 버튼의 태도를 통한 문화병존의 가능성은 오히려 정체성의 유연성을 보

여주었다. 로스(Maya E. Roth)는 워튼베이커가 제미 버튼의 사례와 이를 해석하

는 로렌스의 말을 빌려 “정치적 정체성을 넘고, 감시되는 경계를 넘어 열려있는 

시민의 공간윤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172)고 설명한다. 이는 제미 버튼이 자

신의 부족과 영국인의 세계관이라는 두 가지 문화 속에 병존함으로써 자신의 정

체성을 유연하게 규정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

체성은 “상호 문화적 복잡성”(169) 속에 놓여있으며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 사이

에서 유동적으로 변형된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정체성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체성은 복합성을 띠게 되지만 유연성을 갖기도 한다. 정

체성에는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재구성되고 조절될 수 도 있다. . . . 

정체성은 구성되고 해체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다시 재구성되기도 한다.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쿠슈 156~157)

드니 쿠슈(Denys Cuche)의 설명대로 “그 자체로 한번 규정되어 불변하는 문화

적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160). 인간의 정체성은 늘 특별한 문화 환경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받아왔다. 개인은 사람들 간의 이동과 잦은 교류, 국제적인 

이주와 인종적 혼혈 등을 통해 여러 문화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부여되는 “다양

한 문화적 재료들을 결합해 자신만의 유일한 개인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153)이다. 

  인간의 문화 환경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진화한다. 다윈 이후는 작품 전체가 

지적인 논쟁을 통한 “대립의 진화 과정”(Evolution of a collision course) 

(Wallace)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유대교식 크리스천인 피츠로이와 자연과

학자인 다윈의 사상적 대립은 인간의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사상과 종교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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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과정을 겪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피츠로이는 “도덕적 감각을 소멸시킨다

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을 게 없어”(AD 163) 라며 인간이 가진 도덕적 양심이 인

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요소라고 믿지만, 다윈은 “인간과 동물이 다를 바 없

다”(AD 163)고 대답한다. 그리고 피츠로이가 “성경만이 아름다움과 안전함의 

상징이지”(AD 164)라며 “태양과 지구의 공전관계가 어떻든 간에 세상이 여전히 

신의 질서와 조화 속에 있다”(AD 164)고 믿는 반면에 다윈은 오히려 그것이 정 

반대의 경우라고 대꾸한다. 로렌스 역시 피츠로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도덕적 

감각을 진화시켜 왔어. (중략) 만약 그것을 잃는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것(연극)을 

할 수 있겠어”(AD 172)라며 인간윤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밀리는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당신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AD 172)며 경쟁에 내몰린 상태로 생존을 이어나가야 하는 환경의 척박

함을 강조하면서 논쟁을 벌인다. 워튼베이커는 “나는 이들의 순수한 사상들에 관

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열정의 충

돌이다”(Wallace)라면서 피츠로이와 다윈, 로렌스와 밀리의 사상적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대립은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자연세계 안에서의 생

존”(“After Darwin Explores Faith”)이 동시에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문화적 변

이과정이라 할 수 있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진화하는 인간의 문화 환경은 상호 유기적이다. 인간은 혼

종의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공존의 서식지’ 안에서 서서히 진보한다. 찰스 다

윈은 종의 기원에서 “사람도 자신에게 유리한 변이를 참을성 있게 선택하는 

데, 변화하는 생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자연계의 생물에 유용한 변이가 보존되고 

선택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517)라고 하면서 “자연도태는 개개의 생물의 이익

에 의해, 또 그 이익을 위해 작용하므로 육체와 정신의 모든 천성은 완성을 향해 

진보하는 경향이 있다”(535)고 단언하고 있다. 찰스 다윈의 이러한 해석은 생물

의 자연도태가 ‘소멸’에 방점을 두기보다 ‘성장’에 그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즉, 인간의 문화 환경은 “개개의 생물이(은) 제각기 기묘한 구조를 가지

고 있고, 서로 매우 다르며, 매우 복잡한 연쇄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있다”(535)

는 찰스 다윈의 주장처럼 인간 역시 각자 다른 사상과 외형, 정체성을 지닌 채 

치열한 논쟁과 논의의 충돌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진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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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윈 이후에서도 다윈은 자연과학자로서 이러한 유기적 생태교류를 진화가

설의 중요한 쟁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윈은 피츠로이에게 생물들이 서로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을 위해 공생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다윈  종의 기원을 살펴볼 때, (생물들이) 유기적인 삶의 상호친화성을 보여주는 

것은 자연과학자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Darwin  In considering the Origin of Species, it is quite conceivable that a 

naturalist, reflecting on the mutual affinities of organic beings - (AD 176)

적자생존개념을 환경에 적응한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다

윈이 주장하는 생물들의 상호친화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생물의 도태와 공존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 다윈은 생물들의 유기적인 상호친화성

이 진보를 위한 자연도태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진화생명체로의 

성장을 위해 상호친화적 도태가 이루어지므로 도태는 공존의 양면이라는 것이

다. 찰스 다윈 역시 “‘성장’에 뒤이은 ‘생식’, . . . ‘유전’ . . .변이성, . . . 생존경

쟁을 통한 자연도태, . . . 마침내 형질의 분기와 열등한 생물의 멸종, 그리고 가

장 고귀한 목적인 고등동물의 탄생이라는 결과, . . .이생명관에서는 장엄함이 느

껴진다”(535)라면서 생명체의 유기적인 진화과정이 진보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워튼베이커는 “적자생존에 대한 인류의 강박관념이 윤리의 발

전에 이롭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Wallace)고 비판하면서 현대에서 담론으로서

의 적자생존은 찰스 다윈의 본질적 개념에 더욱 천착하여 ‘성장을 위한 공존’으

로 해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호 유기적인 문화 환경의 진보성, 그리고 그것

의 결과는 강한 종의 생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들의 공존에 있다는 것이다. 워

튼베이커는 “사실 종교 또는 과학적 논쟁, 둘 중에서 꼭 어떤 것이어야만 할 필

요는 없다. 다윈 또는 피츠로이, 과학 또는 상상력도 마찬가지이다. 배타보다는 

포용, 그것이 바로 이 작품 마지막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함께 존재한다

면 그곳엔 희망이 있다.”(Wallace)라고 말하며 진화의 공존성을 확신하고 있다. 

이로써 찰스 다윈의 진화적 성장은 작품 속에서 포용과 공존이라는 다문화 사회

의 진보적 아젠다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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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역사: 문화충돌과 혼종의 진화텍스트

  워튼베이커는 “가장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사글쓰기의 가능성에 대

해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작가”(Sakellaridou 316)라고 평가받는다. 역사는 워튼

베이커의 작품에서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요소 중 하나로써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믿을만한 목격자(Credible Witness 2001)는 “(개인의 정체성은) 

문화적이고 국가적인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것”(Wertenbaker, 

“Dancing” 22)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며, 새로운 해부학(New 

Anatomies 1981)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스스로의 편견에 갇힌 적이 없기 때

문에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Glaap 81) “실제적이고 인상적인 역사적인 존

재”(“Dancing” 20)로서 이자벨 에버하트(Isabella Eberhardt)의 기행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밖에도 “위대한 남성(영웅)의 일대기로서의 역사 속에서 질문하는 

여성”(20)에 관한 작품인 메리 트레버스의 우아함(The Grace of Mary 

Traverse 1985), “여성과 피지배 문화에 의해 목격되는 다른 역사들에 관한 이

야기” (21)인 조국을 위하여(Our Country’ Good 1988) 등, 대부분의 워튼베

이커의 작품이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워튼베

이커는 “내 흥미를 끄는 것은 역사가 무엇이며, 역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

하는지 보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21)라면서 역사가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워튼베이커가 주장하는 담론으로

서의 역사는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따른 진화과정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윈 이후에서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써의 역사가 개인의 정체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밀리는 영국 내에서 

감독으로 살아남기 위해 아멜리아(Amelia)라는 불가리안 이름 대신에 “영국이름

을 갖기로 했다”(AD 155)고 고백한다.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이안의 질문에 

대해 밀리는 “진실은 생존에 썩 좋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것은 우리를 유

약하게 만들어”(AD 156)라면서 내전과 이민과정을 통해 겪은 치열했던 생존 경

험을 털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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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1960년대 지브코브가 공산당의 당원은 순수혈통의 불가리아인 이어야한다

고 선언했지. 그래서 중세 이후로 쭉 터키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우리 가족은 불가

리아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어. . . . 그래서 나는 순수한 고대 불가리아인 혈통을 

가진 존경받는 의학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를 마치

던 해에, 나는 진실과 마주치게 되었지. 나도 모르겠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

어. 나는 터키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땐, 터키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재산을 몰수하던 때였지. . . . 그래서 나도 즉시 

추방되었어. 

Millie In the 1960s Zhivkov decreed that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must be pure Bulgarian. So my family, which had had a Turkish name since 

the Middle Ages, changed it to a Bulgarian one. . . . so I was born into a 

respected medical family of pure and ancient Bulgarian origin. In my last 

year of high school, I stumbled on the truth, and I don’t know why, I really 

don’t know why, I decided to proclaim my Turkish identity. It was just when 

they were confiscating the property of anyone with a Turkish name, . . . so 

I was immediately expelled. (AD 155)

밀리는 혈통으로는 터키계 불가리아인 이었지만 불가리아 혈통으로 길러지고 자

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감지한 후 추방당한다. 그리고 이주를 통해 터키계 영국인

이 되었지만 경제이민자로서 영국 내에서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밀리의 

사례는 오랜 역사적 시간동안 달라지는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 환경이 개인의 삶

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체성을 규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역사는 유전된 문화충돌 과정의 결과이며, 아멜리아에서 밀리로 이어지

는 정체성의 불확실성은 생존을 위한 환경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밀리를 통해 드

러나는 역사와 개인의 상관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변형되고 있고 살아

있는 역사의 비교 문화적 다성성(cross cultural polyphony)을 확인하는 

것”(Roth 169)이다.

  로렌스 역시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충돌을 경험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

여준다. 로렌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흑인 하층민으로 자라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철저히 백인의 교육을 받도록 교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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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 . . 나는 미국의 흑인 중산층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참 긴 얘기지. . . . 나

를 여기까지 있게 만든 건 내 어머니야. 어머니는 워싱턴의 창문이 없는 사무실에

서 40년간 일을 했어. . . . 그녀는 나를 책으로 둘러싸여 있게 하셨지.. . . 그녀는 

내게 말씀하셨어. 여기에 있는  셰익스피어, 밀턴, 모비 딕이 바로 너의 친구들이란

다. 이것들이 오직 네가 어울려야 할 동료들이야. 어머닌 튜터를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셨어. 흑인 작가를 읽는 것은 금지였어. 노예에 대한 글을 쓰

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지.

Lawrence  . . . I wasn’t born into the black American middle class. It’s been 

a long road. . . . It’s my mother who did it. She worked in one of these 

windowless offices in Washington for forty years. . . . she locked me up 

with books, . . . she said to me, here’s your friends, Shakespeare, Milton, 

Moby Dick, that’s the only gang you’re ever going to hang out with. She put 

in extra hours to hire tutors. No black writers. No writing on slavery. (AD 

161)

워튼베이커는 로렌스에게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비주류 인물의 역사해석이라는 

임무를 맡긴다. 로렌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Roth 169)로서 서구 백인의 

상징인 피츠로이와 다윈의 역사를 해석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다. 워튼베

이커는 로렌스라는 “(흑인) 미국인 학자라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확신 속에서 

보여주는 인물”(169)을 통해 흑인 노예제도의 뿌리와 유전, 그에 따른 교육과 문

화의 혼종, 이를 대하는 백인들의 편견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워튼베이커의 작

품은 역사기록의 담론(historiographic discourse)안에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새로운 역사가를 소환한”(Middeke 231)다. 로렌스는 역사가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가로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정체성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은 역사가 개인적

이며 사적이고 주관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윈 이후는 역사가 어떻

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다윈은 자

신이 살펴본 식물과 동물(곤충)들에 관해 충실히 기록하려 하나, 피츠로이는 다

윈의 기록이 매우 주관적인 시선의 결과라면서 비웃는다. 피츠로이의 지적과 기

록에 대한 다윈의 집착 사이에는 ‘사실과 해석’의 틈새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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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  ‘2월 29일: 하루가 유쾌하게 지났다. 유쾌하다는 말은 느낌을 표현하기엔 좀 

약하다 -’

피츠로이  느낌이라.

다윈  ‘처음으로 브라질의 숲속을 혼자서 탐험한 자연과학자의 느낌. 풀들의 우아

함 -’

피츠로이  우아함? 크기를 말하는 건가?

다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기생식물들의 신기함 -’

피츠로이  모호해, 다윈, 모호해 . . .

다윈  ‘반짝거리는 초록색 잎 –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순되는 소리와 정적이 숲의 

그늘진 부분을 파고든다 -’

피츠로이  어떤 게 그렇다는 거지?

다윈  숲의 깊은 정적 속에서 나는 커다란 곤충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연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가 앞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기쁨 그 이상의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그런 날이다!’

피츠로이  사실이 거의 없이 너무 열광적이야. . . .

          그리고 너무 주관적이야. 

    

Darwin ‘February twenty-ninth: the day has passed delightfully. Delight 

itself, however, is a weak term to express the feeling -’

FitzRoy  Feelings.

Darwin  ‘feelings of a naturalist who, for the first time, has wandered by 

himself in a Brazilian forest. The elegance of the grasses -’

FitzRoy  Elegance? Is that a size?

Darwin  ‘The novelty of the parasitical plants, the beauty of the flowers -’

FitzRoy  Vague, Darwin, vague . . .

Darwin  ‘The glossy green of the foliage – A most paradoxical mixture of 

sound and silence pervades the shady parts of the wood.’

FitzRoy  Which is it?

Darwin  I explain the noise from insects is loud but there is a deep silence 

in the forest. ‘To a person fond of natural history, such a day as this brings 

with it a deeper pleasure than he can ever hope to experience again!’

FitzRoy  Such enthusiasm. So few facts. (Pause.) . . . 

         And so much of your personality. (AD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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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은 자신이 관찰한 식물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애쓴

다. 하지만 피츠로이는 이러한 다윈의 기록을 ‘감정’적이고 ‘모호’하며, ‘사실이 

결여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장면은 역사가 다양한 개인의 

사회 · 문화적 정체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대상

의 사실여부는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윈은 최선을 다

해 자신이 목격한 곤충과 식물개체를 채집하고 주변 환경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

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기록은 다윈이라는 개

인의 ‘시선’을 통과한 ‘해석된 사실’이 된다. 

  역사의 주관성에 대한 논쟁은 밀리와 이안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밀리는 이

안에게 “이안, 당신은 피츠로이를 창조해 내고 있어요”(AD 113)라고 과도한 연

기를 지적하자, 이안은 “그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기록된 모습대로 연

기하는 것”(AD 113)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밀리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연극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되어 창조되는 것”(AD 113)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이안은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해석”(AD 113)이라고 잘라 말한다. 톰 역시 

(역사)책을 읽으라는 이안의 핀잔에 “역사 또한 바뀌는 거야. 그건 항상 다시 쓰

여지는 것 아니었나?”(AD 122)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심지어 게이인 톰은 

피츠로이가 다윈을 사랑하는 “진짜 게이”(AD 165)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

문하기도 한다. 밀리와 이안의 역사해석의 문제와, 퀴어적 해석을 시도한 톰과 

이안의 대화는 역사가 언제나 해석되는 것이며, 변화되고 진화되어 새롭게 창조

되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즉, 이들의 논쟁 속에서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다윈 이후에 나타난 워튼베이커의 역사인식은 서로 다른 관점에 따른 해석

과 그것들의 충돌, 그리고 그 충돌의 평화적인 공존과 진화에 대한 포용을 담고 

있다. 로스는 워튼베이커의 이러한 역사의식을 다성성(Polyphony)라고 부르며 

“다윈 이후는 현대 역사의 다성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어떻게 상호문화

적인 영역에 대해 존중하고 현대 시민 되기를 연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

는 작품”(167)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데크(Martin Middeke)역시 워튼베이커

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시선들을 ‘다원성(Pluralism)’이라고 정의하면서,  “워

튼베이커의 작품에서 다원성은 정체성에 대한 개인 각자의 독립성과 상호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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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틀 안에서의 주체성과, 사회적 삶의 서로 다른 문화적 형태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한다”(231)고 말하고 있다. 로스와 미데크의 다성성과 다원성은 본질적

으로 다양한 방식의 시선을 전제로 한다. 즉, 여러 가지 목소리와 여러 가지의 형

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상호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통해 새로운 혼종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는 것이다. 워튼베이커는 20세기 이후의 시대에서 “역사는 변화될 것이며, 결국 

역사는 진보한다”(“Dancing” 19)면서 역사의 역동적인 진화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민자 밀리의 생존환경과 로렌스의 인종적 정체성, 다윈과 피츠로이가 겪

은 기록의 허구성과 역사의 주관성 등은 개인이 속한 문화 환경과 정체성이 얼마

나 다양하게 얽힌 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역

사와 개인의 정체성이 서로 맞물려서 변화되고 있으며, 각자의 다양한 “이야기로

서의 역사”(19)가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윈 이후는 역사가 

자연스러운 문화충돌과 혼종의 기록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텍스트임을 보여

주고 있다.

V. 결론

  찰스 다윈은 그의 자서전에서 “동물은 통증, 배고픔, 목마름, 공포 같은 고통이

나, 먹기, 마시기, 종족번식 등과 같은 쾌락, 먹을거리를 찾는 일처럼 두 가지가 

뒤섞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생물종에게 가장 유익한 행동과정을 추구할 수 있

다”(104)고 밝힌 바 있다. 찰스 다윈의 이러한 자연도태에 대한 설명은 동물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의 본능을 토대로 진화되며, 이것은 생물의 ‘도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의 ‘성장’에 그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

다. 워튼베이커는 다윈 이후의 작품을 통해서 20세기에 인간의 물리적 정체성

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논리가 되었던 진화론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공론화하

고, 이에 대해 ‘성장과 변화를 통한 문화의 진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였

다. 작품에 나타난 진화는 한결같이 서로 다른 존재들의 뒤섞임과 충돌을 배경으

로 하며 이와 같은 문화들이 각자의 경계를 넘나들고 적응하면서 혼종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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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간다. 워튼베이커는 다윈과 피츠로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논쟁과 

충돌, 이들을 연기하는 동시대의 인물들의 해석을 ‘극 중 극’ 형태로 구성함으로

써 “만들어진 역사를 연기하고 그것의 번역을 구체화”(Roth 168)했다. 이 작품

은 변화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적 공존, 그리고 사적이고 주관적인 진화텍스

트로서의 역사를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다윈 이후는 문화의 진화과정 속에서 인간 윤리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피츠로이는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로렌스는 인간의 상

상력에 대한 믿음으로 양심과 도덕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윈과 밀

리, 톰, 이안은 현실에서의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들의 대립은 인간의 생

존경쟁이 과연 예술과 양심, 도덕의 윤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

진다. 로건 게이지(Logan Gage)는 “이 작품은 진화론이 현대에도 여전히 너무 

강해서 인간의 윤리가 존재한다는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려 하며 우리는 이러한 

진화론과 싸워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긴장과 대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게이지는 이와 같은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문화 진보의 가능성을 믿는 신(新) 다윈이즘의 본질을 훼손한

다”고 말하고 있다(“Morality”). 

  다행스럽게도 워튼베이커는 열린 결말의 형태를 띠었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작품의 마지막에 비교적 이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은 마

지막 장면에서 다윈과 로렌스, 피츠로이와 밀리의 대사를 교차시킨다. 이들은 서

로의 대사를 주고받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윈이)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던 

그 대상이 남긴 유산(legacy) 즉, 공감과 복합성 그리고 선함의 기원, 언어의 본

능 그리고 연민이 우리 조상에게 전해져 마치 변종처럼 후세에 전해졌다”(AD 

178)고 말한다. 그리고 밀리는 이것을 “다윈의 재발견”(Reinventing Darwin)이

라고 명명한다. 워튼베이커는 밀리가 다윈의 책상 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책들 중 한 책의 이름을 읽는 모습으로 이 말을 대신하면서 이 작품이 진화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이며 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성의 유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성 즉, 휴머니티에 대한 탐구가 인간생존의 목적이며 이 계속되는 탐

구는 “관계의 복잡한 변화와 협력, 변형”(Roth 175)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즉, 

“우리 모두에게”(All of us)(AD 178)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윈 이후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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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진화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다루었다. 그리고 “서구문화에서 무조건적인 적용

과 사회적 수행이 이루어진 진화론과 사회 생물학, 그리고 적자생존이론 이후, 

다윈시대 이후인 지금엔 어떤 역할윤리가 인간의 삶과 관계에서 작동될 수 있는

가”(Roth 169)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다윈 이후는 대체로 진화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상상력과 휴머니티의 가능

성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도덕과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이라

는 결말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은 대화에 있

어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었고 놀랍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치밀함

이 부족하다. 적자생존에 대한 논쟁이 가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묘사되었기 때문

이다”(“The complete review’s review”)라면서 진화론에 대한 논쟁이 문학적

인 수사와 은유로 확장되지 않은 채 묘사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작품이 

피츠로이와 다윈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이들의 논쟁을 로렌스와 밀리의 상황과 

논쟁으로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구성을 볼 때, 이 혹평에는 일부 동의할 만한 여

지가 분명히 있다. 

  진화론에 대한 직접적인 논쟁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진부한 문학적 소재로 결

말을 맺고 있다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 작품을 지적인 논쟁의 

서사로 보는 이유는, 이 작품이 진화가설의 진화를 개인과 문화, 그리고 역사의 

변화로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윈 이후는 개인의 정체성 찾기의 과정을 

자아찾기라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오래된 자연과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는 어떻게 변화하는 존재인가’

라는 사회학적 질문으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화적 존재이며, 역사는 이러한 개

인의 사적인 질문들이 기록된 텍스트인 것이다. 작품 속에서 묘사된 논쟁은  “역

사와 비극, 운명과 자유, 개인과 공동체 간의 교차지점을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난 생명체들을 보게”(Freeman, “Tragedy” 225) 하였다. 따라

서 다윈 이후는 다윈과 피츠로이라는 두 역사적 인물들의 소환을 통해 현대인

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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