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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하모니: 오거스트 윌슨의 라디오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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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Busoon. “The Harmony of Integration: August Wilson’s Radio Golf.”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2 (2017): 117-136. Radio Golf, August Wilson’s play, is the 
chronologically last play of ten dramas of his famous Pittsburgh Cycle. Although his ten dramas were 
not written in the order of the chronology, they show chronological African-American lif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As his ideas change little by little in writing many works, some characters 
that appear in more than one of the cycle’s plays show changed pictures of lif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an era. His passion and effort on Pittsburgh Cycle have created Radio Golf on the brink 
of his death. Therefore, Radio Golf is the completed work that he sheds continuously new light on 
African-American life. Wilson argues in Radio Golf that the need for community, unity, connection to 
the past, and freedom are very important. As a way to appeal to his view like this, he shows the life 
that dreams of an assimilation into a white society by Mame Wilks and Roosevelt Hicks in the 
upper-middle class, the life that insists the blackness by Elder Joseph Barlow and Sterling Johnson in 
the lower class, and the life that produces the harmony of Integration by Harmond Wilks in the 
upper-middle clas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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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윌슨(August Wilson)은 피츠버그 연작(Pittsburgh Cycle)이라는 거대한 프로

젝트 하에 1900년대를 배경으로 한 대양의 보석(Gem of the Ocean 2003)부

터 1990년대를 배경을 한 라디오 골프(Radio Golf 2005)까지 10편의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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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담아냄으로써 20세기 흑인의 역사를 다시 썼

다. 10편의 작품 중 마 레이니의 검은 엉덩이(Ma Rainey’s Black Bottom)를 

제외한 모든 작품의 배경이 윌슨의 고향인 피츠버그이며, 특히 대양의 보석과 

두 대의 기차가 달리고(Two Trains Running), 그리고 라디오 골프는 피츠

버그 힐지역(Hill District)의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다. 

윌슨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부모였다”(Fitzgerald 14)라고 회고

하듯이 인종차별주의로 점철된 피츠버그라는 흑인 공동체는 그의 인종적, 사상

적 견해와 더불어 거의 모든 작품의 탄생배경이 되었다. 비록 이 연작들이 시기

적인 순서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시대마다 다른 인생을 해부하듯 등장인물, 

장소, 그리고 윌슨의 사상은 작품들 속에서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되어 나

타난다. 특히 연작 중 가장 빠른 시대적 배경을 담은 대양의 보석과 마지막 작

품인 라디오 골프는 “나머지 8개의 작품들이 이 두 작품의 일부 또는 단

편”(Jones 16)으로 보일만큼 연관성이 있다. 윌슨이 존스(Chris Jones)와의 인

터뷰에서 “이 두 작품으로 나머지 극들이 앉을 수 있는 우산을 만들기를 희망했

다”(Elam 187)고 언급하는 점에서 두 작품의 확연한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윌슨이 프로젝트를 마치는 순간까지 피츠버그 연

작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증거물일 것

이다.  

라디오 골프는 윌슨이 암으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많은 

극찬과 더불어 뉴욕 드라마 비평가상(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

을 수상했다. 2막 9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각각 자신의 위치에

서 확고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5명의 등장인물 중 2명은 여전

히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다. 윌슨은 팍스(Suzan-Lori Parks)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의 집필동기를 “흑인 중산층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보다 큰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홀로 부를 증식하려는 

것”(Parks)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윌슨이 이 작품에서 흑

인 중상류층과 하류층의 융화에 중점을 두리 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러한 그의 의도는 라디오 골프라는 작품의 제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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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집단적인 게임이 아니다; 골프는 팀웍을 요구하지 않고, 타이거 우즈의 기

교처럼, 오로지 개인의 기교에 중점을 둔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결여되어있다. 더욱이 골프는 라디오에 적합한 

게임이 아니다. 골프는 눈에 잘 보이는 백스윙이 필요하다; 공이 날아가는 방향. 골

프는 거의 가시성이기에 “라디오”와 “골프”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Golf is not a game about the collective; it does not require teamwork but 

focuses on the virtuosity of the individual, like that of Tiger Woods−it 

furthermore lacks sustenance, as well as the ability to satisfy the 

community needs. Moreover, golf is  not a game that lends itself to radio. It 

requires the visibility of the backswing; the  flight of the ball. Golf is so 

much about visibility that the very conjoining of the words “radio” and 

“golf” seems incongruous. (Elam 198-99)

엘람(Harry Elam)의 설명처럼 골프는 팀웍보다는 개인의 기교에 승패가 달려있

으므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라디오와 골프가 

어울리지 않듯이, 윌슨은 라디오 골프 방송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루스벨트 힉스

(Roosevelt Hicks)의 꿈을 무산시킴으로써 그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윌슨은 주류사회로의 편입에 중점을 두는 중상류층의 삶과 흑인성에 중점을 두

는 하류층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를 메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엘

람이 라디오 골프는 “단지 흑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차점이다”(189)라고 설명

하듯이 윌슨이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완성한 이 작품이야 말로 흑인적인 것, 백

인적인 것을 넘어 흑백의 조화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윌슨에게 있어서 흑인의 역사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있듯이 필자는 아직 연

구가 미비한 이 작품의 연구방향을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등장인물들의 삶의 문

양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 방법의 일환으로 본 논문은 중상류층의 메임 윌크스

(Mame Wilks)와 루스벨트 힉스를 통해 백인 동화주의를 꿈꾸는 삶, 하류층의 

엘더 조셉 발로우(Elder Joseph Barlow)와 스털링 존슨(Sterling Johnson)을 통

해 흑인성을 주장하는 삶, 그리고 중상류층인 하몬드 윌크스(Harmond Wilk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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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위의 양측을 포괄할 수 있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삶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

다. 

  

II. 본 론       

2.1 백인 동화주의

동화주의(Assimilation)란 소수민족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

고 지배민족의 주류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

화 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사회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용광로에 비유된다. 

모든 종류의 금속을 녹여서 하나의 혼합물을 만들어 내는 용광로처럼 미국사회

에 이주해 온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새로운 미국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미국인을 형성한다는 용광로의 비유는 사실

상 다양한 소수 집단을 주류 집단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비판

의 목소리로 대두되었다. 윌슨 또한 “흑인은 도가니에 용해될 수 없다”고 단언하

였다(Wang 17). 그는 우선 다양한 특질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미국인으로 거듭나

는 것이 동화라는 주류문화의 해석에 반발하였다. 윌슨에게 있어서 “동화는 다른 

문화의 가치들을 채택하는 것”이고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Saltzman). 따

라서 윌슨에게 있어서 백인동화주의는 곧 주류사회의 문화 받아들이기와 흑인성

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윌슨의 이러한 견해는 하몬드의 아내 메임과 루

즈벨트를 통해서 드러난다.  

먼저, 메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보

다는 주류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 이와 같은 그녀의 백인동화주의는 하

몬드와 대조적이다. 하몬드는 자신의 시장선거 운동 사무실을 힐 지역에 차려야 

한다고 하는 반면, 메임은 중류층이 살고 있는 셰이디사이드(Shadyside)에 차려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힐 지역에 사는 3,500명도 채 되지 않는 흑인들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 방송국 취재차가 들어갈 수도 없기 때

문이라고 표면적으로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류층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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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하고 싶어 하며 또한 하몬드가 흑인후보로 부각되면 백인들의 지지를 잃

을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다. 게다가, 하몬드는 힐 지역에서 약 22년 동안 운

영되고 있는 모델 시티 의료센터(Model Cities Health Center)를 이 지역의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호사였던 사라 디그리(Sarah Degree)의 이름을 본 

따서 사라 디그리 의료센터(Sarah Degree Health Center)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임은 사라 디그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남편의 

주장을 감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하몬드가 힐로 이사 가기를 원할 때도 그

녀는 이사하지 않을 것이며, “흑인들이 힐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놀랄거야”(67)라며 자신을 흑인들과 분리시키고자 한다. 

메임은 또한 지나친 흑인성은 하몬드의 정치적 입지구축에 위험하다며 흑인사회

와 거리두기를 조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메임

과 하몬드는 차이를 보인다. 하몬드는 자신의 뿌리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메임에게 있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흑인 중상류층의 삶을 누리며 흑인문화와 거리를 두려는 메임의 모습은 베드

포드 힐(Bedford Hills)재개발 사무실의 엠보싱 처리된 양철지붕이 누더기 같다

고 불평하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하몬드가 “그것은 모두 수공으로 한 거야. 수

공은 그와 같이 미세한 패턴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양철 지붕은 얼마간

의 가치가 있어”(7)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럼 걷어다 파세요. 최소한 지붕에 페

인트를 칠할 수 있게. 난 이런 곳에서 일하기 싫어요”(7)라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백인의 삶에 자신을 투영하고픈 메임은, 남편이 오울드 조(Old Joe)1의 집에 대

한 철거를 멈추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자 절망에 빠진다. 남편의 선

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그 위에 쓸 문구를 자신이 직접 노트북에 이것저것 만들

어 가며 열정적으로 도왔기에 메임의 실망감은 더욱 큰 것이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메임은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는 샘이야. 우리 모두가 힘들게 한 일을. 당신의 경력도. 당신의 평판도 

. . .”(70)라며 오울드 조의 집을 철거할 것을 종용하나 그 주장은 무용지물이 되

  1 본 이름은 엘더 조셉 발로우(Elder Joseph Barlow)이나 열 살 때 이후로 사람들이 오울드 조로 

불렀다고 한다(25 참조).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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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잡혀있던 자신의 인터뷰가 하나씩 취소되자, 이게 

바로 세상이 자신을 하몬드 윌크스의 아내로 보는 방법이라며 “당신에게 내 자

신을 너무 꽉 묶어놔서 나 자신이 없어.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모

르겠어”(72)라고 한탄한다. 자신의 일을 잃고 남편의 시장선거 운동도 와해가 되

자 메임은 더 이상 남편을 도와줄 수 없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남편의 일은 도와

주지 않지만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얼마 후 하몬드와의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메임: 난 지금도 여기에 서 있어요, 하몬드.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이제 

이게 전부야. 당신 선거운동, 힐에 있는 낡은 집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혼자야. 난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살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당신

의 삶을 살수 없어. 그러나 난 여전히 여기에 서있어.

MAME: I’m still standing here, Harmond. I still love you. But this is all you 

now. Your campaign, that old house, the Hill . . . You’re on your own with 

all that. I can’t live my life for you. And you can’t live yours for me. But 

I’m still standing here. (73)

루즈벨트 또한 백인동화주의자로 멜론은행(Mellon Bank)에서 부행장으로 승

진이 될 만큼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하몬드와 함께 사용하는 베드

포드 힐 재개발 사무실벽의 한 쪽에 자신의 롤 모델인 타이거 우즈(Tiger 

Woods)의 포스터를 걸어 놓는다. 타이거 우즈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혈통이며 

부유한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골프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가 자신이 1/4흑인, 

1/4중국인, 1/4타일랜드인, 1/8백인, 1/8미국 인디언 이라는 점을 들어 스스로 

‘카블리나시안’(Cablinasian)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흑

인성을 부인하려 애썼던 인물”(Kates 28 재인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루즈벨

트 또한 흑인성을 부인하며 하류층 흑인과의 차이를 두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쉽

게 짐작 할 수 있다.

루즈벨트는 스털링이 하몬드를 만나러 재개발 사무실에 오자 “이곳은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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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곳이 아니야”(76)라며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한다. 그때 스털링이 당신은 

“뭐 가졌다고 잘난 체 하느냐?”(76)고 따지자 루즈벨트는 “돈이 좀 있지”(76)라

며 “돈 말이야. 당신은 돈이 뭔지 몰라. 은행에 가면 난 수레가 필요하지”(76)라

며 부자인 자신과 가난한 스털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 스털링에게 있어서 

이러한 루즈벨트야말로 ‘검은 백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스털링: . . . 난 깜둥이야. 흑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중 최악이야. 깜둥이들은 스타일

이 있어. 흑인은 청맹과니야. 개는 자신이 개라는 걸 알아. 고양이도 자신이 고양

이인줄 알아. 그러나 흑인은 자신이 흑인인줄 몰라. 그는 자신을 백인이라 생각

하지. 우리를 방해하는 건 바로 당신 같은 흑인이야. 

STERLING: . . . I’m a nigger. Negroes are the worst thing in God’s creation. 

Niggers got style. Negroes got blindyitis. A dog knows it’s a dog. A cat 

knows it’s a cat. But a Negro don’t know he’s a Negro. He thinks he’s a 

white man. It’s Negroes like you who hold us back. (76) 

루즈벨트는 스털링의 ‘우리’ 라는 말에 흥분하여 “누가 ‘우리’야? 루즈벨트 힉스

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77)라며 자신을 흑인과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는 

백인들이 규정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마치 백인이 흑인에게 퍼붓듯 내뱉는다. 

“당신 같은 깜둥이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곤 남 탓하는데 아주 돌아버리겠

어”(77)라며 스털링에게 “도둑질 그만두고 . . . 마약 끊고 . . . 학교 다니고 . . 

. 직업을 가지고 . . . 세금을 내라”(77)고 훈계한다. 힐 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이 스털링에게는 흑인의 역사와 전통을 말소하는 것이지만, 백인과 자신을 동일

시하는 루즈벨트에게는 날아오르는 골프공처럼 신분상승의 기회이자 부를 축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루즈벨트는 뛰어난 골프 실력을 바탕으로 WBTZ방송국에서 이 작품의 제목과 

같은 ‘라디오 골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골프는 “흑인사회를 넘어 미국 주

류사회에서 부와 사회적 지위, 명성을 꿈꾸는 중류계층의 열망”(Booker  151)을 

의미한다. 루즈벨트가 처음으로 골프를 쳤을 때 하늘로 날아오르는 골프공을 보

고 “난 나에게서 어떤 짐이 떨어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모르지만 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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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던 짐 같은 거. 나는 세상이 나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을 받았어”(13)라고 

말하듯이, 그에게 있어서 골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인종적인 배경으로부

터 벗어나 세상과 맞설 수 있고 미국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다. 

루즈벨트에게 있어서 골프는 또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버니 스미스(Bernie Smith)가 골프 라운딩을 제안했을 때 “버니 스미

스는 아무나와 골프를 치지 않아. 그는 백만장자들과 골프를 쳐”(27-28)라며 자

신이 그와 같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버니 스미

스가 시세의 2/3가격으로 WBTZ방송국을 함께 인수하자고 한 것은 루즈벨트를 

동업자로서가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하몬드가 확고하

게 주지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세금우대로 인해 누가 돈을 벌든 자신

은 자신의 것만 벌면 된다고 하며 “이것이 사업이야. 이게 바로 미국에서 행해지

는 방법이지”(37)라며 기꺼이 백인들에게 이용당하는 선택을 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백인의 들러리 노릇을 자초하는 루즈벨트는 하몬드가 

오울드 조의 집을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지 사업계획서를 수정한다고 하자 

전전긍긍해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자 오울드 조가 30년 전에 은행 

강도짓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대서양에 위치한 “뼈의 도

시”(a City of Bones 69)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점을 들어 그를 미쳤다고 단

정한다. 루즈벨트는 범죄자, 미친 자를 위해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포기할 수 없

다고 하몬드에게 단호히 말한다. 또한 와일리(Wylie)에 있는 집을 본적이 있냐는 

하몬드의 질문에 “난 용감하지 않아. 난 집이 나에게 무너질까봐 두려워”(61)라

고 말하는 루즈벨트야 말로 동족과의 거리두기는 물론 흑인의 역사를 거부하고 

백인에 동화하려는 인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2.2 흑인성 지키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 지키기는 바로 피의 역사로 점철된 흑인의 

과거 기억하기와 더불어 흑인의 문화를 보존하는 즉 흑인성을 지키는 것이다. 따

라서 자신을 ‘문화건축가’이자 ‘문화비평가’로 여겼던 윌슨에게 아프리카는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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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과 흑인의 고유한 문화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 “경험적 추상이자 은유

적 공간”(Kester 108)으로 작동한다. 

나는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시의 베드포드 가 1727번지에 있는 내 어머니의 집

에서 자라면서 언어, 식습관, 종교적인 믿음, 감정의 표시, 상식의 개념, 성에 대한 

태도, 아름다움과 정의의 개념, 그리고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반응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것들이고, 더 거슬러서는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 아프리카인들로부터 온 것들이다.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

인의 정신적 회복력에 대한 증거로서 이 땅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

한 문화 덕분이다. 

Growing up in my mother’s house at 1727 Bedford Avenue in Pittsburgh, 

Pennsylvania, I learned the language, the eating habits, the religious beliefs, 

the gestures, the notions of common sense, attitudes towards sex, concepts 

of beauty and justice, and the response to pleasure and pain, that my 

mother had learned from her mother, and which could trace back to the first 

African who set foot on the continent. It is this culture that stands solidly 

these shores today as a testament to the resiliency of the African-American 

spirit. (Savran 299)

아프리카에 대한 윌슨의 이러한 생각은 작품에서 안트 에스터(Aunt Ester)로 구

체화된다. 엘람은 그녀의 이름이 ‘조상’(ancestor)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

한 점을 들며 “안트 에스터는 실제 조상으로서 미국흑인의 과거와의 연결고리이

고 개인적이며 집단적이고 물질적이며 형이상학적이기도 하다. 그녀는 추상적 

기표라기보다 피며 가족이고 흑인의 안트이다”(“Gem of the Ocean and the 

Redemptive Power of History” 162)라고 규정한다. 안트 에스터는 이와 같이 

아프리카인의 피의 기억을 후손에게 전수해주는 가상의 인물로 작품 대양의 보

석, 두 대의 기차가 달리고, 킹 헤들리 2세(King Hedley II ), 그리고 라디

오 골프에 등장한다. 흑인의 뿌리이자 역사를 상징하는 그녀는 위기에 처하거나 

조언이 필요한 등장인물들의 수호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자가 되기도 한

다. 윌슨은 안트 에스터의 의미를 킹 헤들리 2세의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

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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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 에스터는 내게 있어서 연작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였다. 극중 인물들

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자식들이다. 그녀에게 구현된 지혜와 전통은 그들의 인격을 

재구성하는 귀중한 도구이자 수십 년에 걸쳐 점차 흉포해져온 모순적인 사회와 대

면하고 미덕을 상실한 모든 곳을 파헤쳐 보여주는 수단이기도하다.

Aunt Ester has emerged for me as the most significant persona of the 

cycle. The characters, after all, are her children. The wisdom and tradition 

she embodies  are  valuable tool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for dealing with a society in which the contradictions, over the decades, 

have grown more fierce, and for exposing all the places it is lacking in 

virtue. (114)

그녀는 흑인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결속력”(Hale 57)의 

기능을 담당하는 흑인문화의 구현자이다. 또한 안트 에스터가 “29년 전에 죽었

을 때 고아가 된 느낌”(54)이었다는 스털링의 말에서 유추하듯, 그녀는 모든 흑

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따라서 그녀가 살았던 집은 흑인들에게 있어서 영

원한 안식처이자 문화의 저장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안트 에스터가 살았던 집

에서 오울드 조는 흑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자랐다. 따라서 피츠버그 힐 지역의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이 집이 철거되려고 하자 그가 필사적으로 방해 작전을 펼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1918년 힐 지역에서 태어난 오울드 조는 1997년이 배경인 이 극에서 역사의 

산 증인 역할을 한다. 오울드 조는 부동산 업자로 성공하여 시장에 입후보한 하

몬드와 그 가족의 역사, 피츠버그 골목에서 치킨 집을 운영했던 헤리엇(Miss 

Harriet)을 자세히 기억함은 물론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정

확한 날짜 내지는 정확한 연도를 함께 언급한다. 가령, 전쟁 중에 동료 조 모트

(Joe Mott)가 1942년 11월2일에 죽었고, 1945년 12월4일에 재대하여 모트의 

어머니를 만났으며,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날이 “1989년 4월4일”(19), 

루이빌(Louisville)에서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를 만난 날이 “1978년 3

월 5일”(20), 그리고 흑인의 노래인 블루스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자신

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기타를 전당포에 맡긴 날이 “1970년 1월 22

일”(21)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다. 오울드 조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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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다 정확히 기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엘람은 그를 “과

거의 현존”(193)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윌슨이 이전 작품들에서 모든 흑인들의 어머니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안트 

에스터를 설정했다면, 흑인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작품에서는 안트 에스터의 

역할을 현실의 남성 등장인물인 오울드 조와 스털링에게 구체화시킴으로써 강력

하게 흑인의 피의 기억을 지켜나가도록 요구한다. 흑인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오

울드 조의 노력은 먼저, 철거될 위기에 처한 자신의 집을 보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집은 오울드 조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경매에 넘어 가기 직전인 

1992년에 베드포드 힐 재개발 회사가 구매한 후 방치된 채 있었다. 그런데 오울

드 조는 자신의 어머니가 1925년에 구입한 집이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

하는 증서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투쟁방법으로 집의 외관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사유재산 훼손죄로 경찰에

게 걸려서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또한 죽은 맹인의 개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

보라고 시켰더니 힐 하우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짜 맹인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감

옥에 넣으려고 해서 도움을 청하고자 그는 하몬드를 찾아 온 것이다. 그는 하몬

드에게 “당신은 빅 맨 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나는 당신과 같은 빅맨이 

되기를 항상 원했지요”(20)라며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한다. 하몬드는 “당

신이 세금을 내면 법은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재산이 포기되면 시

의 입장을 옹호할 것이다”(34)라고 하자 오울드 조는 집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34)고 항

변한다. 오울드 조의 이와 같은 항변은 개인적인 부의 증식을 위해 공동체를 버

리는 흑인 중산층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전사로서의 투쟁이다. 오울드 

조는 한때 흑인의 노래인 블루스를 부르며 거리를 떠도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터득한 논리로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은 거대한 슬롯머신이야. 네가 슬롯머신에 동전을 넣자 슬롯머신이 동전을 뱉

어내는 거야. 너는 동전을 살펴보면서 혹시 캐나다 동전인가 생각할거야. 그건 네

가 가진 유일한 동전이었어. 만약 이 동전이 쓸모가 없으면, 넌 운이 없는 거지. 너

는 동전을 다시보고 그것이 미국동전이라는 것을 확인했어. 그러나 그 동전은 너를 

위해 소비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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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is a giant slot machine. You walk up and put in your coin and it 

spits it back out. You look at your coin. You think maybe it’s a Canadian 

quarter. It’s the only coin you got. If this coin ain't no good then you out of 

luck. You look at it and sure enough it’s an American quarter. But it don’t 

spend for you. (21)

백인위주의 미국사회에서 돈이 있어도 시장이 될 수 없음을 오울드 조는 하몬드

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당신이 시장이 되면 규칙은 변할 거야. 당신에겐 열쇠

를 반만 줄 거야”(22)라며 미국의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을 동시에 비판한다. 하몬

드가 집값에 대한 보상금을 줄때도 오울드 조는 되돌려주면서 딸이 그 집에서 살

기를 원하므로 지붕을 새롭게 만들 거라는 계획을 덧붙인다. 이러한 오울드 조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포기하거나 패배

를 인정하지 않는 또 한사람이 바로 스털링이다. 

스털링은 한때 학창시절을 하몬드와 함께 했지만 현재는 건축 잡역부로 일하

고 있다. 그러나 스털링은 “난 나만의 것을 가져야 해.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것

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42)라고 주장하고, 하몬드가 그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려고 노조협회에 전화할 때도 “난 나 자신이 노조야”(42)라고 할 만큼 삶

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다. 또한 미국사회는 흑인들이 앞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항상 자신은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정도로 인종문제를 철저

히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오울드 조가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페인트를 칠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스털링은 기꺼이 돕는다. 더 나아가 스털링은 다음 달에 집

을 허물 거라는 루즈벨트에게 “만약 네가 발로우씨(Mr. Barlow)2의 집을 가지고 

논다면, 조각돌 하나라도 움직인다면 넌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51)라며 

그 집을 손대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안트 에스터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인생사를 터놓고 얘기할 때 그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54)고 했다며 그 집을 꼭 가 볼 것을 하몬드와 루즈벨트

에게 종용한다. 스털링 또한 오울드 조처럼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 

적극적인 전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털링은 “나를 세워주세요-하몬드 

  2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오울드 조라 부르지만 스털링은 예의를 갖추어 발로우씨라고 부른다.



통합의 하모니: 오거스트 윌슨의 라디오 골프  129

윌키스를 시장으로”(55)라는 선거운동 포스터를 보고 “백인시장은 백인들을 위

한 시장이 될 수 있어. 흑인들은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56)라고 말함으로

써 하몬드에게 흑백의 문제를 주지시킨다. 하몬드가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 집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오울드 조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자 스털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털링: 이봐 하몬드, 난 당신이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도둑맞은 물

건을 위해 나에게 20달러를 지불했을 때. 넌 교도소를 갈 수도 있었어. 넌 훔친 

물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교도소에 있는지 알 거야. 하몬드 

윌크스, 시장 입후보자, 도난품 받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다.

하몬드: 그것은 내 골프채야. 가방에 내 이니셜 있잖아. 봐. H. W. 이것은 내 것이야!

스털링: 저곳이 바로 발로우씨 집이야. 거기로 가봐. 그곳에 그의 이니셜이 있어. 

1839 와일리. 발로우씨가 너보다 더 똑똑해. 그는 법을 어긴 게 아냐. 넌 그의 

집을 훔쳤어. 사실은 베드포드 힐은 도난품의 소유주이고 너와 그는 네가 그걸 

훔쳤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지. . . .

STERLING: See now Harmond, I thought you was a smart man. When you 

gave me that twenty dollars you bought some stolen property. You can go 

to jail for that. You know how many niggers in jail for receiving stolen 

goods? Harmond Wilks, candidate for mayor, arrested for receiving stolen 

goods.

HARMOND: Those are my golf clubs! Got my initials on the bag. Look at 

that. H.W. These are mine!

STERLING: That’s Mr. Barlow’s house. Go up there. Got his initials on it. 

1839 Wylie. Only he was smarter than you. He ain’t broke no laws. You 

stole Mr. Barlow’s house. As it is Bedford Hills is in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and you and him are the only ones who know you stole it. . . . 

(59-60)

스털링은 도난당한 하몬드의 골프채를 20달러에 찾아와 다시 하몬드에게 20달

러를 받고 판다. 그러면서 그는 도난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교도소에 있는지 하몬드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한다. 이에 격분한 하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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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골프채 가방의 이니셜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가방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스

털링은 와일리집에 발로우씨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으므로 발로우씨 집이라고 논

리적으로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가 그 집은 헐릴 것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빈둥거리며 사업장을 방해하면 경찰을 부를 거

야”(77)라고 하자 스털링은 페인트를 묻힌 손으로 이마에서 코까지 선을 긋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털링은 페인트를 손에 묻혀 양 볼에 표시를 하면서 오울드 

조의 집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싸움을 선포한다. 애봇슨(Susan C.W. 

Abbotson)이 “역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

는 더 확고한 정체성과 더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다”(203)고 주장하듯이 스털링의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거를 말살하는 루즈벨트와 하몬드에게 정

체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몸에 페인트를 칠하며 도전

의 의지를 보이는 스털링의 행위는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말콤 X식의 민중 봉기”인 것이다(Booker 158). 

2.3 조화와 통합

전통적으로 흑인의 정체성은 문화적 동화와 문화적 분리주의라는 이분법적 사

고와 관련지어 왔으나 흑인 대통령이 존재한 미국사회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

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동화나 분리라는 사고가 아닌 조화와 

통합의 개념으로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엘람이 윌슨의 다른 작품에 비해 “이 작

품의 주제는 오바마시대에 흑백모두를 위한 보수주의자들의 성향과 어울린

다”(200)라고 주장하듯이 라디오 골프는 인종을 초월한 통합의 하모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삶에 임하는 이 극의 중심인물인 하몬드는 흑인의 역사라는 주

춧돌 위에 백인사회에서 경험한 논리를 하나씩 쌓아 거대한 자신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건설한다고 할 수 있다. 부커(Margaret Booker)는 “하몬드야 말로 흑인 

중산층을 대표한다”(151)고 말한다. 그의 지적에 걸맞게 하몬드는 코넬(Cornell)

대학교 출신의 사업가이자 피츠버그 시 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최초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다. 그는 윌크스 부동산 회사(Wilks Realty)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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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버지 덕택에 특혜를 누리며 자랐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성장하여 그는 윌크

스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다. 친구 루즈벨트와 협력하여 빈민가 지역인 피츠버그 

시 힐 지역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대형건물을 세울 계획에 있다. 그러나 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울드 조와 부딪힌다. 도시건설 

계획이 하몬드에게 많은 경제적 부와 시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

지만, 그는 흑인의 문화를 말살해야 하는 도덕적, 인종적인 딜레마에 빠진다. 아

이러니하게도 하몬드와 루즈벨트의 경제적 성공은 흑인공동체의 붕괴에 달려있

기 때문이다. 하몬드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윌슨이 제시하는 흑인들

의 미래에 대한 비전인 것이다. 

하몬드는 미국이 표방하는 동화와 흑인성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동

화적인 측면은 주로 그의 중류층의 삶과 법을 고수하는 정치적인 견해에서 드러

나며, 흑인성은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고수함으로써 흑인문화를 

지켜내는 것으로 두드러진다. 하몬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한 도가니에 모두 넣고 함께 섞었기”(22)때문이라는 정치적 견해의 소유자다. 

오울드 조가 “백인들은 당신이 시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21)라고 하자 

하몬드는 시장이 되어 힐 지역에 슈퍼마켓, 아파트, 사라 디그리 건강센터, 그리

고 골프 연습장 등을 세우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미국을 변

호한다. 

하몬드: 지금은 1997년 이예요. 상황은 변했어요. 여기는 미국 이예요. 이곳은 기회

의 땅이지요. 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난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어요. 

 HARMOND: This is 1997. Things have changed. This is America. This is 

the land of opportunity. I can be mayor. I can be anything I want. (21)

하몬드에게 있어서 미국사회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것이다. 

그러나 25년 전에 힐 지역을 떠난 그는 흑인들의 빈곤한 삶으로부터 유리된 채  

살아왔다. “당신은 글러브와 야구방망이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

람도 가지지 못한 자전거도 가진 사람 이였죠. 일생동안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

을 가졌죠”(72)라는 메임의 말에서 보듯 그는 다른 등장인물들 즉 보통 흑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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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미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

결은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 인물이었다. “아이

들한테 골프를 가르치면 그들은 인생에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을 배우

게 된다”(23)는 말에서도 그의 이와 같은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스털링이 “만약 

시장이 된다면 넌 흑인의 시장이 될 거야? 아니면 백인의 시장이 될 거야?”(56)

라고 질문 할 때도 거리낌 없이 하몬드는 “난 모든 사람의 시장이 될 거야. 그것

은 흑인과 백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미국인이라는 거야”(56)라고 대답한다. 

미국의 주류사회에 편입하여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하몬드는 인종적 대립

보다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

한 그의 태도는 다른 등장인물과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한다. 

오울드 조가 자신의 집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혼돈이라며 조화를 원하거든  

자신의 집에 페인트칠할 때 도와달라고 하자, 하몬드는 집 소유권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 후 확실히 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법에 따라야만 해”(44)

라고 법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철저하게 법의 질서를 따라 살고자 했던 하몬드는 

오울드 조가 자신의 집세에 관련된 몇 장의 서류를 주자 당황해한다. 아버지가 

집세를 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오울드 조로부터 세금을 받지 못한 

시당국은 아버지에게 그 집을 팔았고, 아버지는 그 집을 베드포드힐 회사의 소유

로 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시당국이 그 집을 아버지에게 팔기 전에 오울드 조

에게 적절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며 하몬드는 12,000달

러의 보상금을 그에게 직접 건넨다. 뿐만 아니라 집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몬드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시저 윌크스(Caesar Wilks)와 오울드 조의 어머니

인 블랙 메리(Black Mary)가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몬드는 아버

지에 대해서도 “가족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아버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

셨어”(65)라고 회상한다. 

거의 한 세기에 이르는 가족의 역사는 하몬드가 자신의 인종적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때 “하몬드와 오울드 조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깨닫는다”(66)에서 보듯 그들의 가족사는 하몬드에

게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하몬드는 오울드 조의 집을 철거하

지 않은 상태로 재개발 계획을 조정하기에 이른다.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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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지 않을 거라며 메임과 루즈벨트가 본래 계획대로 하자고 하몬드를 설득하

나 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가 날지 모르나 곧 잠잠해 질 거야. 내가 제시한 

계획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는 발로우씨의 집을 허물 

수 없어”(68)라고 단호히 말한다. 하몬드에게 있어서 오울드 조의 집은 조상의 

정신적인 근거지이며 풍요로운 흑인문화의 유산으로 인지되는 순간인 것이다. 

윌슨이 “역사의 중요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다”(Powers 52)라고 한 것처럼, 하몬드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야말로 바로 이러

한 흑인의 역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사무실 한쪽 벽에 붙어있던 타이거 우즈의 

포스터를 떼어 루즈벨트에게 건네주고, WBTZ포스터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로써 오랫동안 서로 돕고 의지했던 루즈벨트에게 결별을 고하나 루즈벨트는 

“이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야. 다시 만나자”(81)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하몬

드는 친구와의 고통스런 이별이 자신의 결정에 혼돈을 줄까봐 “하찮은 일에 신

경 쓰지 말자”(81)라며 마음을 다잡고 페인트 붓을 들고 페인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나선다. 마지막 부분인 이 장면에서 하몬드는 흑인공동체라는 대의를 위해

서 친구와 결별을 선택하지만 루즈벨트의 말처럼 이 순간은 인생의 한 부분에 지

나지 않는다. 곧 이루어 질 거라는 이들의 만남이야말로 흑백의 화해와 통합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III. 결 론

엘람이 “2009년 우리의 현재 순간이 오바마 시대라면, 1990년대의 10년은 

오거스트 윌슨의 시대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그의 작품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었기 때문이다”(189)라고 설명하듯 윌슨은 당시 미국사회에서 가장 영향

력 있는 극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땅에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3년 

전 이 작품의 완성으로 흑인의 역사를 완성했다. 2004년 7월 27일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주의원으로 행한 오바마의 기조연설은 윌슨이 설정

한 하몬드의 견해와 흡사한 점이 많다. 그 중 오바마의 연설문 중 미국은 “기회

의 땅이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나라”(FDCH E-Media), 와 “흑인의 미국, 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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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틴 인종의 미국, 아시아 인종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국

만이 존재할 뿐입니다”(FDCH E-Media)는 하몬드의 대사 중 “미국은 기회의 

땅”(21)과 “백인을 위한 시장 또는 흑인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장

이 될 거야”(56)라는 부분은 대표적이다. 

윌슨은 다른 작품과는 달리 라디오 골프에서 등장인물의 교육적인 측면은 물

론 삶에 대한 자세를 한층 높였다. 그는 중상류층의 메임과 루즈벨트의 백인동화

주의적인 삶을 전면에 부각시키지만 그들은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법을 준

수하면서 성실히 살아간다. 그러나 윌슨은 주류사회에 편입하여 자신들의 뿌리를 

잊고 사는 이들에게 흑인성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하류층의 오울드 조와 스

털링의 삶에서는 흑인성을 부각시키며 배후에 조화를 꿈꾸는 모습도 그린다. 오울

드 조는 “난 조화를 좋아해”(I prefer to have harmony.)(44)라고 직접적으로 말

하기도 한다. 한때 거리에서 흑인의 음악인 블루스를 부르며 생활했던 이들은 비

록 궁핍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식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30년 전에 은행을 털었

지만 지금은 개심한 실용주의자(a reformed pragmatist)(reddoorproject 1)로서 

스털링은 건축 일을 하고 있고, 오울드 조는 일인 노조를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노력은 1987년 한 인터

뷰에서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사회에 참여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미국에 존재하는 가난과 무시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

다(Roudane 110)”라는 윌슨의 주장에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엘람이 “윌슨은 이 작품에서 공동체, 통합성, 과거와의 연결 및 자

유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187)고 하듯이 윌슨은 위의 

대조적인 두 계층의 삶을 통합하려는 하몬드를 내세워 흑인의 미래를 제시한다. 

하몬드는 “자 봐, 흑인 우주비행사가 있어. 난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해”(79)라고 

말함으로써 인종차별의 점진적인 변화를 루즈벨트에게 상기시키기도 한다. 

하몬드는 그야말로 당시 흑인으로서는 금수저로 태어난 셈이다. 그가 부인에

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가 짜놓은 계획을 따르는 거였어”(72)라고 말하듯

이 빅맨 하몬드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중상류층의 특혜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하몬드는 피츠버그 힐 재개발로 인해 정치적 야망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흑인 공동체 문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포기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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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하몬드의 결정인 것이다. “한쪽에는 

사소한 사람, 또 한쪽에는 중요한 사람을 두고서 사소한 사람과는 거래도 하지 

않는”(26) 하몬드의 아버지와 같은 빅맨이 아니라 양쪽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새

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몬드야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빅맨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라디오 골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변화의 하모니를 

위한 “윌슨의 과거에 대한 구약성서이자 미래에 대한 신약성서”(Booker 149)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윌슨에게 있어서 과거는 아프리카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흑인성을 의미하며, 미래는 변화된 미국사회에서 백인문화의 수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작품이야말로 백인적인 문화와 흑인적인 문화를 동시에 포용하는 하

몬드를 내세워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흑인상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흑백의 융화

를 알리는 통합의 하모니로 읽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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