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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천막: 새로 태어난 여성, 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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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Jeongsuk. “The Red Tent: A Newly Born Woman, Dinah.”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2 (2017): 159-179. In The Red Tent, Anita Diamant tries to raise Dinah’s voice and 
reconstruct her hidden story through “feminine writing”. The Part 3 of the novel, “Egypt”, “re-imagines” 
Dinah’s life in Egypt after the Shechem’s massacre. Dinah is traumatized from the murder of her beloved 
in her b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ocess in which Dinah recovers from her trauma and lives her 
life as a “newly born woman”. Firstly, She leaves her father’s house and moves to Egypt. In Egypt she 
lives an isolated, shadowy life in her mother-in-law’s house concealing her status and her past. Secondly, 
after ten years or so in Egypt, Dinah develops a friendship with Meryt, and starts a job as a midwife. 
She meets a new lover, Benia, a common carpenter with warmth and gentleness. She becomes “a new 
soul, reborn” in his constant love. Thirdly, she tells her son the truth about her relationship with Shalem 
and his murder, and leaves him “brokenhearted but free”. Lastly, she manages to visit her own family to 
confront her victimizers. There, she hears her own story retold among women in the red tent. She thanks 
them for their storytelling and forgives her father and brothers from her heart. The author successfully 
revives Dinah through her storytelling, and in her “feminine writing”. (Jeonju University) 

Key Words: Dinah, Newly Born Woman, Trauma, feminine writing, storytelling 

I. 들어가는 말

다이아먼트(Anita Diamant)의 붉은 천막(The Red Tent, 1997)은 구약성

경에서 수동적으로 그려진 여성, 디나(Dinah)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feminine 

writing)’이다. 작가는 침묵당한 디나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중심화자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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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이야기를 “여성의 관점으로 재구성(re-imagining)”함으로써 여성적 글쓰

기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을 보여준다(Parry 23). 이 소설은 성경에 나타

난 여성인물들을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접근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놀

라운 성공”을 거두고 성경 속 여성인물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선도한 작품이

다(Leveen 84, Meadows 61).

  모두 3부로 되어있는 이 소설은 제1부 “어머니들의 이야기(My Mothers’ 

Stories)”를 통해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 중심으로 기술된 성경 이야기를 재구성

하여 어머니들의 존재감과 역할을 강조한다. 제2부 “나의 이야기(My Story)”에

서 작가는 디나를 강간당한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적 여성의 모습으로 바

꾸어 디나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Leveen 94). 여기까지의 소설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성적 글쓰기’로 재해석한 팩션(fac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부 “이집트(Egypt)”는 성경에 전혀 기술되지 않은 세겜(Shechem) 

성 사건 이후의 디나 이야기를 작가가 창조해낸 픽션(fiction)이다. 침묵당한 성

경 속 디나를 작가는 이집트에서 ‘새로 태어난 여성(newly born woman)’의 모

습으로 재구성한다. 이 논문의 관점은 제3부 “이집트” 이야기에서 디나가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읽어가면서 작가가 이러한 픽

션을 덧붙인 의도와 여성적 글쓰기의 합법성을 고찰해보려는 것이다. 

프랑스 페미니스트인 식수(Helene Cixous)는 인류의 모든 사고와 가치는 한

결같이 이항대립이라는 동일한 도식으로 발전해왔고 남/여, 능동/수동이라는 쌍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한다(114). 식수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수

동성과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115) 대상이므로 여성은 사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쌍을 이루는 대립관계에 들지 못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이항대립의 대상

이었다. 이러한 남성중심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성적 글쓰기’를 주창한 글

이 식수의 새로 태어난 여성이다. 식수는 인류의 역사에는 “남근중심주의만이 

존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창출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다”(131)고 지적하며 여

성적 글쓰기를 주창한다. 식수는 여성적 글쓰기란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개념

이라고 전제하지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육체와 여성



붉은 천막: 새로 태어난 여성, 디나  161

의 차이를 기입한 텍스트 쓰기를 일컫는 말이다”(유정숙 1994: 3).

  성경에 기술된 야곱(Jacob)의 딸 디나 역시 창세기 34장에서 남성중심주의 시

각에서 수동적인 객체로 기술되어 있다. 즉 그녀의 강간과 결혼 문제에 대해 당

사자인 디나는 “수동성과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식수 115) 인

물로 침묵당하고, 어머니들의 존재도 아예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야곱과 

세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된 의견들로만 이야기가 전개된다. 세겜 성 

사건 이후에 디나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지 않다가 20여년이 흐른 뒤에야 이집

트로 가는 일행 속에 디나의 이름이 언급될 뿐이다(창 46:15).1 짐작컨대 디나는 

시므온(Simeon)과 레위(Levi)가 “칼로 하몰(Hamor)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창 34:26) 난 뒤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머문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소설에서는 디나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 세겜 성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만난 왕비에게 이끌려 이집트로 가서 세겜 왕자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집트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디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스스

로 ‘다시 태어난(reborn)’ 느낌이라고 두 번이나 서술한다. 첫 번째는 베니아

(Benia)라는 남자를 만나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열정이 되살아남을 느끼며 “그의 

입김과 그의 손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혼(a new soul, reborn)”이라고 

고백한다(RT 272). 두 번째는 요셉(Joseph)과 대립하여 감옥에 갇힌 아들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와 가족사를 모두 고백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

오니 다시 태어난 것 같다”(RT 297)라고 말한다. 식수의 주장처럼 작가는 여성

의 육체와 여성의 담론과 관련지어 ‘새로 태어난 여성’을 그려낸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가부장 사회의 시대적 배경에서 성적, 가정적 폭력을 당한 한 여성이 

  1 이 논문의 성경 인용은 대한성서공회 편 개역개정 성경전서(두란노, 2008)에서 인용하고 관례

에 따라 창세기는 ‘창’, 신명기는 ‘신’, 여호수아는 ‘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2 고대 유대인의 주석인 미드라쉬(midrash)에 의하면 디나는 누구도 강간당한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겜 성을 떠나려 하지 않고 시므온에게 결혼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세겜과

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Shaul)”(46:10, 출 6:15)로 시므온의 자손에 포

함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해볼 때 디나는 야곱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세겜과의 사이

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Dina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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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붉은 천막의 

“이집트” 이야기에서 작가가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특히 식수의 여성적 글쓰기 관점과 심리학자 허먼(Judith Herman)의 트라우마 

극복 이론에 입각하여 디나가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자 한다. 

II.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집트로

붉은 천막의 “이집트” 이야기에서 한 여성이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거듭나

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첫 번째 설정은 디나로 하여금 가부장 사회의 

상징인 “아버지의 집”(유정숙 1994: 100)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야기와 

달리 디나는 성적, 가정적 폭력을 당한 가족들을 떠나 낯선 이집트로 건너가게 

된다. 그곳에서 디나는 가족들의 악행과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살면서 ‘새로 태

어난 여성’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보여준다. 

디나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집트로 가기 전까지 디나는 어머니들의 삶과 

기술을 배우는 착하고 수동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나 소설 제2부에서 디나는 세

겜 왕자 샬렘(Shalem)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허락보다 자신의 결정으로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성경에서는 일방적으로 디나가 

강간당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세겜 왕자와 디나의 만남이 원래는 젊은 남녀의 자

연스러운 사랑이었다는 주장을(Zakovitch 188) 받아들여 작가는 디나에게 화자

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녀를 설렘과 열정이 있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내세운 것

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디나가 세겜 성 습격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살해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노의 외침을 듣게 된다. 디나의 이 

외침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작가의 “독창적인 반전(original spin)”이며 새로운 

역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Tumanov, 385).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디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시체를 찾아 가부장 사회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겜 성으로 달려간다. 그곳에서 디나는 레네페르(Re-nefer) 왕비를 만나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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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건너가게 되고, 작가는 성경 속에서 잊혀지고 침묵당한 여성의 새로운 삶을 

재구성한다. 디나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디나는 작가가 왕비를 따라 이집트로 가

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제 2의 삶을 주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작가는 이집트에서

의 디나의 삶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Hirt-Manheimer, 2014).   

  디나가 이집트로 건너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19세기 족장시대

의 세겜과 이집트의 역사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겜은 밧단아람

(Paddan Aram)에서 돌아온 야곱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이지만

(창 33:18-20)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Canaan) 땅으로 내려와 처음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창 12:6). 

세겜은 그 후로도 중요한 제의의 장소로 선택되는 당시 중요한 도시이었다.3 세

겜은 남북과 동서로 뻗은 주요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로 물 공급이 용이하

고 동쪽으로 비옥한 평야가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었다. 존슨(Paul Johnson)은 

“세겜은 세소스트리스 3세(Sesostris III)
4
 당시에 기록된 이집트의 문서... 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아 기원전 19세기부터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62). 

반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일찍이 고왕국의 황금기인 

제4왕조기(BC 2,600년경)에 쿠푸(Khufu)왕과 카프라(Khafra)왕의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등 가나안 문명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빈번하게 왕래

하던 곳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람(Abram)은 아내 사래(Sarai)

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창 12:10) 야곱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낸다. 소설 속에서 세겜 성의 왕비가 이집트 출신으

로 되어 있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세겜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왕

비가 친정인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왜 왕비와 함께 디나를 이집트로 데려갔을까? 디나가 왕비와 함께 이

집트로 가야만 했던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디나는 세겜 

  3 모세(Moses)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장소도 바로 세겜이고(신 27:12-13), 

여호수아(Joshua)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한 곳도 세겜이다(수 24:1).

  4 세소스트리스 3세는 이집트 역사의 황금기라고 하는 이집트 12왕조의 왕으로 재위기간은 BC 

1878~1842년이며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왕이기도 하다. 요셉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시기는 

세소스트리스 3세의 재위 13년에 해당하는 BC 186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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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민족적,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왕자를 죽이고 세

겜 성을 약탈한 아버지와 오빠들의 행위에 대해 반항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여성이 가부장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이다. 디나에게 잠잘 곳과 경제적 필요를 해결

해줄 방책으로 작가는 이집트에 귀족 친척을 가진 왕비의 도움을 제시하였다.

둘째, 디나는 갑자기 끝나버린 세겜 왕자 샬렘과의 사랑을 마무리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디나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

요로 한다. 남편을 죽인 오빠들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원망과 분노로 지내는 

것보다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셋째, 이집트에 팔려오게 된 요셉과의 만남을 위해 작가는 디나를 이집트로 

데려가야 한다. 디나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자신

의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요셉을 만나면서 디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다. 요셉을 통해 아버지와 오빠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

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디나는 이집트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작가가 디나를 왕비와 함께 이집트로 보내 과거의 상처를 극

복하고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이집트 이야기에 대한 합법성

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집트로 가는 동안에도 과거의 악몽에 계속 시달릴 정

도로 세겜에서 당한 폭력은 디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 “피에 흠뻑 젖

은 채 샬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꿈을 꾸다가” 디나는 목을 쥐어

뜯으며 눈을 뜨곤 한다(RT 216). 디나가 이집트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러한 트라

우마를 삭이며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III. 새로 태어난 여성, 디나

이집트에 도착한 디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가부장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

들과 여성성이 돋보이는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가부장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들



붉은 천막: 새로 태어난 여성, 디나  165

로는 왕비와 디나의 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디나를 이집트로 데려온 왕비

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고찰해보면, 제2부 “나의 이야기”에서 “작가는 왕비를 

크게 클로즈업시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킨다”(유정숙 

2014:166). 왕비는 디나와 샬렘을 엮어주는 적극적인 어머니 역할을 할 뿐 아니

라 디나가 가부장 사회인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 이집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게 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집트에 도착한 왕비는 가부장 사

회에 순응하는 인물로 바뀐다. 

왕비가 샬렘의 사랑을 적극 도와주고 디나를 이집트로 데려온 것이 사실은 가

부장제라는 큰 틀 안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집트로 온 왕비는 

디나의 사랑과 상처를 은폐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위해 갓 태어난 아이

를 자신의 아이로 가로채버리는 인물로 변해버린다. 왕비는 디나의 여성성과 모

성성을 빼앗은 데 이어 디나라는 이름 대신 덴네(Den-ner)라는 이집트 이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 여성의 정체성마저 빼앗아버린다. 왕비가 죽었을 때 디나

가 왕비를 “나의 구세주인 동시에 감옥의 간수(my savior and my jailer)”라고 

회상하는 이유도 왕비가 디나에게 샬렘을 선물하였지만 무자비하게 그와의 기억

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RT 260). 

아울러 디나의 아들도 가부장 사회의 일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 

침묵당한 디나가 샬렘에 대한 악몽에서 벗어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된 것

은 새로 태어날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이 아홉 살이 되어 멤피스의 학교로 떠나기 

전까지 디나는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디나가 아이를 낳았

을 때 왕비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선언하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유모로서 함께 지낼 것을 허락한다. 더구나 아들이 멤피스로 떠나고 난 

뒤로는 왕비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서기관으로서의 길을 걸으며 점점 더 디나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간다. 작가가 딸이 아닌 아들을 출산하도록 설정한 것 또한 디나

를 가부장 사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작가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본다.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디나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가

는 디나에게 메릿(Meryt)이라는 친구를 붙여 주고 여성들과 관계할 수 있는 산

파 일을 부여한다. 메릿을 통해 자매애(sisterhood)를 되찾고 여성의 몸과 관련

된 산파 일을 시작하면서 디나가 경제적 독립은 물론 어린 시절 어머니들과 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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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붉은 천막’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하는 것은 디나로 하여금 새로 태어

난 여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작가의 적절한 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능한 산

파로 소문이 난 디나는 메릿과 함께 여성들의 출산을 도우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찾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산파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작가는 다음 단계로 디나에게 베

니아라는 남성과 마주치게 한다. 베니아의 등장을 통해 여성의 행복이란 여성들

만의 우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을 작가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나의 이상적인 배필로 설정된 베니아

는 따뜻한 목소리와 순수한 눈빛을 가진 남성으로, 말하자면 “천사”같이 “자애로

운 인물”이다(Shmoop Editorial Team). 왕비가 여성이지만 남성중심의 가부장 

사회의 일원으로 그려진 것처럼, 베니아는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자

애로움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작가의 이러한 인물 설정은 트라우마를 가진 디

나의 상황에서는 설득력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즉 권위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남성들보다 부드러운 여성성을 지닌 베니아가 남성적 폭력의 피해자인 디나를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석공일이 맞지 않아 부드러운 목수

일로 전환했다는 베니아의 직업에 대한 설명도 그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배경설정이다. 

작가는 디나의 상처를 치유해줄 남성으로 특별한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 등 외

적 조건보다 섬세하고 다정한 내면적 성격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독자는 십대

에 느낀 열정적인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서른 살이 된 상처받은 여인의 잔잔한 

애정을 목격하게 된다. 베니아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디나는 샬렘을 만났을 때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는 자신을 스스

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느낀다(RT 247). 처음 만난 베니아와 서로 연결되고 있

는 듯한 미묘한 감동을 나누지만 작가는 베니아가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는 

암시를 남기고 그들의 결합까지 다시 몇 년의 세월을 흐르게 한다. 

디나가 베니아를 다시 만나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작가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베니아와의 결합을 남녀의 온전

한 결합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것도 베니아를 만난 바로 그날 밤에 성인이 된 아

들과의 이별을 설정하고, 고향 사람 웨렌로(Werenro)를 만나 자신의 과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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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털어놓도록 장치한다. 이집트에 와서 십오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고 우

연히 한 남성을 만나 가슴 뛰는 느낌을 받고 돌아온 그날 밤, 멤피스(Memphis)

로 떠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 할례를 받고 요양차 귀가한 아들은 디나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지만 디나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을 확인한다(RT 248). 

성대한 성인식을 마치고 새로운 감독관으로 임명된 지도교수를 따라 임지로 떠

나는 아들은 디나의 모성애를 거부하고 가부장제의 남성사회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디나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 ‘새로 태어난 여성’의 삶을 시작하기 위

해서는 가부장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집트에서 

또 다른 가부장제의 속박 속에 살고 있는 디나가 온전한 여성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마련한 것은 작가의 설득력있는 구성능력을 잘 

보여준다. 

베니아와 다시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디나는 가부장제에 편입된 아들

을 떠나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도 화해해야 한다. 트라우마라는 

책으로 유명한 허먼의 말을 인용하면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진실을 이야기하

는 것은 사회 질서의 회복과 개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16). 아

들의 성인식에서 디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알았던 웨렌로라는 여성을 만

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다. 디나의 이 고백 장면을 위해 작가는 작품의 초

반부에 강도들에게 살해된 웨렌로의 이야기를 삽입시켰다(RT 165). 십여년이 

흐르고 다시 만난 웨렌로의 기막힌 운명을 들으며 디나도 지금까지 자신을 억압

해왔던 과거의 비극을 털어놓는다. 자신의 비밀과 한을 털어놓은 디나는 “입안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 . 숨통이 트이고. . . 오랫동안 얹혔던 가슴이 

편안해짐을 느낀다”(RT 255). 바로 이 부분이 ‘여성적 글쓰기’로 이어지는 여성

의 스토리텔링에 해당하며 디나가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변환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친구와 일보다 자신과의 화해, 과거와의 화해가 우선이

기 때문에 디나가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중요하다. 그 

대상으로 새로운 친구보다 어린 시절 동경했던 여성을 먼 훗날 디나 앞에 재등장

시킨 것은 정확하게 계산된 작가의 구성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을 번역

한 이은선의 책에 웨렌로의 이야기가 빠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5 웨렌로의 재

  5 이은선은 1998년 빛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번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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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입장은 웨렌로의 등

장이 여러 가지 점에서 작가의 치밀한 인물창조라고 평가한다.6 

그동안 감추어왔던 자신의 한과 상처를 고향 사람에게 털어놓은 디나는 그동

안 억압해왔던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어 불러 보고 숨통이 트이는 것

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웨렌로의 말처럼 사랑의 불꽃을 안고 살

아가는 디나는 죽은 게 아니다: “You are not dead.”(RT 256). 디나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디나는 세겜과의 인연, 즉 왕비와 아들과의 인연이 

서려있던 테베(Thebe)를 떠나 전혀 새로운 타지로 떠나야 한다. 샬렘과의 사랑

을 회상시켜주었던 왕비도 죽고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던 왕비의 오빠마저 죽자 

디나는 메릿을 따라 왕들의 계곡(Valley of the Kings) 지방으로 떠나게 된다. 

테베에서 왕들의 계곡으로 가는 여정은 하루 밖에 걸리지 않지만 디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길”처럼 느껴진다(RT 264). 이러한 

작가의 설명은 디나가 왕비와 아들로 인해 매여 있던 가부장 사회에서 벗어나 새

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 것이다. 

새로운 지방에서의 디나의 삶은 먼저 메릿 가족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메릿

의 아들집은 왕비의 친정집과 대조를 보인다. 왕비의 친정집은 화려하고 편안하

긴 했지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손자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아홉 살 된 손자를 

공부시키기 위해 타지로 떠나보내는 성공지향적 집안이다. 그에 반해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메릿의 아들집은 검소하지만 햇살이 비치는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가족적 분위기의 집안이다. 가족들이 

서로 장난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디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린 시

절 가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린다(RT 267). 메릿의 아들집에서 디나로 하

여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디나의 트라우마 치유를 시작하려는 작

가의 고안은 탁월한 구성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트라우마 극복 단계를 “현실과 

자신의 삶 바라보기”, “자기감정 조금씩 드러내기”, “자기마음과 대화하기”, “자

  6 웨렌로는 디나가 어린 시절 리브가 할머니의 천막에서 만난 빨간 머리 시녀이다. 리브가라는 여

족장의 역할과 더불어, 웨렌로가 당한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2014년에 방영된 TV 영화에서 웨렌로는 디나와 함께 리브가(Rebecca)에게 반항하는 

더욱 흥미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5v_E8E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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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재 새롭게 인정하기”, “작은 행동 변화”의 5단계로 설명하는 작가도 있다(이

상원 11). 그동안 억압해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 디나는 그 시작 단계인 

“현실과 자신의 삶 바라보기”, 또는 “자기마음과 대화하기”가 시작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트라우마 극복의 시작 단계에 들어선 디나는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여 혼

자서 바깥출입을 자청하고 우연히 만난 임산부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도움의 손

길을 펼치기도 한다. 이를 계기로 디나는 이곳에서도 유능한 산파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된 삶을 갖게 된다. 디나가 과거의 속박으로

부터 벗어나고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자 작가는 다음 단계로 디나와 베니아를 다

시 만나게 한다. 오래 전에 테베의 시장에서 마주쳤던 베니아를 다시 만나자 디

나는 망설임없이 바로 베니아의 집으로 짐을 옮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책임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베니아와의 결혼은 디나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자기감정 조금씩 드러내기”, “자기존재 새롭게 인정하기”, “작은 행동 

변화”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원 12).

세심히 배려하는 베니아와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디나는 “다시 태어난, 새로

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낀다(RT 272). 메말랐다고 믿었던 열정이 되살

아나며 베니아의 두툼한 손이 지난 시절의 외로움과 망각의 매듭을 풀어가고 있

다고 고백한다. 디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집안과 정원 가꾸는 일을 하며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왕국에서 만족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RT 273). 디나는 행복의 

조건으로 “베니아의 손길이 있고, 메릿의 우정이 있고, 갓 태어나는 아기의 느낌

이 있고, 새로 엄마가 된 여자들의 미소가 있고, 우리 집 부엌에서 웃어대는 조그

만 아이 키야(Kiya)가 있다”고 설명한다(RT 277). 이 부분이 바로 작가가 생각

하는 ‘새로 태어난 여성’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남편과 친구가 있고 

세상을 향해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들을 돕는 산파 일과 여성들과의 연대감을 가

지고 있으니 디나는 다시 태어난 여성의 행복을 만끽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유대전통을 가진 작가는 결혼과 가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디나가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베니아라는 남성을 등장시켰다고 본다. 작가가 

생각한 이상적 남성은 “여성의 말을 존중하며 귀기울여주고 친구로 바라보

는”(RT 304) 디나의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요셉과 같은 남성이다. 베니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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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와 결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감은 있지만 베니아는 디나를 억압하는 다른 

가부장적 남성들과 달리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좋은 남성으로. . . 성 요셉을 생

각나게 하는 목수로” 등장한다(Prever, 2003). 또한 베니아는 처자식과 사별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도 디나의 과거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는 남성이다. 디

나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도 베니아는 다만 “에그, 불쌍한 것”

이라며 디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디나가 상대방으로부터 가

장 듣고 싶은 말이고 태도라고 작가는 강조한다(RT 276). 이처럼 전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남으로 해서 디나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을 재회

하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베니아와 같이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남성을 만남으로써 디나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장치한 것은 

여성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으며 필자도 베니

아의 성격이 디나의 경우에는 더욱 설득력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IV. 가족과의 재회와 트라우마 극복  

디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과의 재회는 그동안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던 아들의 

방문으로 시작된다. 친구와 남편에 둘러싸여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아

들이 갑자기 디나를 방문하여 총리대신 파네아(Paneh-ah)의 명을 전달한다. 파

네아는 바로 디나의 젖형제인 요셉으로 부인의 산고 때문에 이집트 최고의 산파

를 모셔오라는 명을 내린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디나는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의 대면을 통해 디나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아들과의 관

계가 마무리되고 나아가 사랑하는 남편과 친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여

건이 형성된다. 작가는 디나가 온전히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효과적으로 상황을 전개시킨다. 

가나안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총리의 명을 수행하는 아들

을 돕기 위해 아들을 따라 나선 디나는 최선을 다해 총리 부인을 도와 건강한 아

들을 낳도록 돕는다. 디나는 시중들던 하녀로부터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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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되고, 디나와 요셉과의 관계를 눈치챈 아들 레모세(Re-mose)는 곧장 총

리에게 달려가 세겜 학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총리로부터 세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레모세는 산파가 바로 디나이며 자신의 어머니임을 밝히고 요셉

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난 처음부터 당신이 싫었어. 당신은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한 자리를 빼앗았어. . .  

아버지를 살해하고. . . 어머니를 과부로 만들고 나를 사생아로 만들었어. . .  참으

로 악몽같은 인연이군.” 

 

“I hated you from the first. You robbed me of a position that is rightly mine. 

. .  You slaughtered my father. . . widowed my mother, and made me an 

orphan. . .  Oh gods, what a nightmare.” (RT 291) 

레모세는 이렇게 대들며 요셉에게 아버지인 샬렘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소리치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디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요셉

을 만나러 간다. 디나와 요셉의 만남은 디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결말로 이어

지는 장치이다. 이 결말을 위해 작가는 디나를 유능한 산파로 키워 요셉의 부인

을 돕기 위해 요셉의 집으로 오게 한 것이다. 또한 이집트 교육을 받은 디나의 

아들을 요셉의 서기관으로 설정하여 세겜 성에서의 살육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

는 복선을 마련한 것도 작가의 설득력있는 이야기 구성능력을 잘 보여준다. 요셉

은 총리를 협박한 레모세를 처형하는 대신 북부지방으로 파견하라는 조치를 취

하고 디나는 아들을 살려준 배려에 감사하며 요셉과 헤어진다. 

감방의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아들의 등에 대고 디나는 그동안 밝히지 못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아들에게 자신의 정체

를 밝힌 디나는 가슴이 쓰라리면서도 홀가분함을 느낀다(RT 295). 성인식 이후

에 아들이 디나를 떠나갔다면 지금은 디나가 자기 목소리를 발함으로써 아들과

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다. 레모세를 떠나보냄으로써 비로소 디나의 삶은 과거

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혼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웨렌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데 이어, 과

거 샬렘과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디나는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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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새로운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게 된다. 스토리텔링은 일련의 견

디기 어려운 사건 자체의 의미를 드러낸다며 “이야기의 힘”을 강조한 아렌트

(Hannah Arendt)의 말처럼(147) 디나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비

로소 자신의 경험과 상처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모든 슬픔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견뎌질 수 있

다(All sorrows can be borne if you can put them into a story or tell a 

story about them.)”7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고 집으로 돌아온 디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되어 집 안팎을 둘러보고 기쁜 마음으로 가구들을 어루만진다. 아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뒤에야 디나는 비로소 메릿과 베니아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

를 들려주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한다. 디나의 지난 이야기를 경청하던 메

릿은 디나가 그동안 왜 침묵했는지를 이해한다며 “고통과 인내의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줄 수 있어 참 기쁘다”고 말한다(RT 298).  

남편과의 관계도 편안해져서 다시 만난 연인들처럼 격렬한 사랑을 나눈 뒤 디

나는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여기에서 디나가 이성적인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육체적 사랑을 나눈다는 장면은 작가가 여성의 ‘몸’으로 글쓰

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니아와의 관계가 “말없이 웃으며. . .  

손을 잡고”, “말없이 나란히 걸어가며” 시작된 것도(RT 270) 작가가 말보다 몸

으로 말하는 여성적 글쓰기를 인정했다는 증거이다. 디나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

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베니아의 사랑은 이번에도 역시 “말없이 디나를 안아주

고 디나는 그의 가슴에 안겨 평안한 안식처를 발견한다”(RT 299). 그동안 과거

의 상처를 말하지 못했던 친구와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진솔하게 털어놓은 디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며 “베니아는 나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바위

이고 메릿은 내 샘물”이라고 토로한다(RT 300). 

회복은 “안전, 기억과 애도, 연결의 복구”라는 세 단계를 거쳐 완결된다는 허

먼의 트라우마 극복 이론은(260) 디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서 의지할 만한 안전으로, 해리된 외상에서 승인된 기억으로, 그리고 

  7 아렌트는 일찌기 인간의 조건에서 이자크 디네센(Isak Dinesen)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

기의 힘”을 강조한 바 있다(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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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힌 고립에서 사회적 연결의 회복으로”(허먼 261), 때로는 반복되면서 점

진적으로 디나의 회복은 진행되어 간다. 메릿과 베니아에게서 안전을 발견한 디

나가 외상의 기억을 이야기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은 허먼이 제시

하는 훌륭한 치료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치료자는 생존자와 함께 도덕적으로 

연대하여 그녀를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허먼 297) 그녀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메릿과 베니아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통해 “외상이 파괴한 과거의 자기를 애도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자

기를 발달시켜야 한다”(허먼 326). 디나는 이미 메릿과 베니아를 통해 산파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일과 사랑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메릿이 먼저 임종을 맞이

하지만, 메릿의 며느리와 손녀딸 키야가 디나의 동생이자 딸이자 친구가 되어 디

나의 산파 일을 돕는다. 이처럼 디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보람 있

는 산파 일을 통해 평화로운 여생을 보낸다. 행복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게 한 

뒤 작가는 디나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결단을 하고 트라우마로부터의 회

복을 완결해야 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요셉의 방문을 마련한다. 디나의 상처

가 온전히 치유되려면 상처를 준 가해자들과 화해해야 한다. 즉 아버지 야곱과 

오빠들과 대면해야 한다. 허먼도 “생존자의 임무는 정의를 추구하는 형태를 띠기

도” 하며, “가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개인적인 안녕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347).  

가해자들과의 대면은 요셉이 이집트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임

종이 가까웠으니 디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요셉은 형

들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와 고달프고 쓰라렸던 시절들을 회상하며 아버지

와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데 작가가 요셉을 통해 디나의 분노를 대신 전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디나와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가족에 대한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토로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름에 선뜻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숙명을 생각하며 요셉은 디나에게 

동행을 요청한다.

요셉의 간청으로 베니아가 동행하게 되자 디나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

건으로 요셉을 따라 나선다. 드디어 가족이 살고 있는 천막촌에 도착한 디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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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의 음식 냄새를 맡고 눈물을 흘리며 잠시 비틀거리지만 곁에 서있는 베니

아가 그녀를 붙잡아 준다. 여행 도중에도 베니아는 디나의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

는 훌륭한 치료자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의 대면을 전하는 

요셉에게 디나는 오랜 세월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의문을 터뜨린다. “내 이야

기는 안 하셨어? 나한테 한 짓을 후회하지 않으셨냐고? 세겜 성을 피로 물들이고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냐고? 살렘과 하몰의 무고

한 피를 위해 한 방울의 눈물도 안 흘리셨냐고?”(RT 312)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이 질문들을 디나는 마침내 터뜨린 

것이다. 요셉은 너무도 간단하게 디나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고 디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라고 대답한다. 잔인하지만 당연한 대답을 듣고 디

나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피로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온다. 트라우

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가해자와 대면하려

는 의지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외상의 가장 끔찍한 결과를 극복해낸 셈”이라고 

할 수 있다(허먼 350). 오랜 동안 억눌러온 혼자만의 분노를 표출한 디나는 인생

의 큰 과제를 마친 셈이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 덮쳐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야곱의 임종을 기다리는 동안 디나는 가족들과 그들의 손자 손녀를 지켜보면

서 지난날의 추억과 마주하며 트라우마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디나는 베냐민

(Benjamin)의 어린 딸 게라(Gera)와 말을 트게 되는데 작가는 엉뚱하게도 이 게

라를 통해 디나의 온전한 회복을 시도한다. 디나의 정체가 궁금해진 게라가 디나

에게 다가와 그 동안의 가족사를 풀어놓는다. 르우벤(Reuben)이 빌하(Bilhah)와 

정을 통한 이야기, 시므온과 레위가 살해당한 이야기, 라헬(Rachel)이 베냐민을 

낳다 죽은 이야기 등을 끝도 없이 늘어놓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디나라

는 고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세겜 왕자의 청혼과정과 시므온과 레

위의 세겜 성 습격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게라에게 디나는 왕자가 사랑했다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게라는 그 부분이 수수께끼이지만 아마 슬

퍼하다 죽었을 거라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딸을 낳으면 디나라고 이름 짓겠다고 

말한다(RT 317). 디나는 바로 이 게라의 대답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다. 

허먼에 따르면 트라우마의 세 번째 회복단계, 즉 관계의 회복에서 “생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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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와 친밀감을 나누고” “외상이 지닌 의미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이들과 

새롭게 관계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342-3). 게라와 조카들에게 관

심을 갖는 디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기 아이가 아니어도 디나는 게라

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 속에 아이를 탄생시키는 소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된 것

이다(허먼 343).  

디나 이야기는 이렇게 ‘붉은 천막’에서 여인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

었고 아름답고 끔찍한 사랑 이야기에 여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전해 듣는

다. 자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디나는 편안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야곱의 임종이 끝나고 요셉과 디나 일행이 

떠날 준비를 마친 시간에 집안의 최고 연장자가 된 유다(Judah)가 디나를 찾아와 

전한 어머니의 유물도 디나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소도구이다. 디

나의 어머니가 라헬의 반지를 전한 것은 “어머니가 라헬을 용서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디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RT 

318) 반지를 전한 게 아니냐고 베니야의 입을 통해 작가는 말한다. 디나도 어렸

을 때 붉은 천막에서 들었던 “우린 모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며(RT 318) 아무리 많은 미움이 쌓이고 깊은 갈등이 있어도 결

국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제 진정으로 과거

와 화해하면서 가족들을 용서하게 된 디나는 어머니의 반지를 낀 손으로 요셉의 

뺨을 어루만지며 작별인사를 나눈다. 요셉에게 잘 지내라며 작별을 고하는 말 속

에는 가족들과의 화해와 용서를 넘어 어린 시절의 사랑을 되찾았다는 의미도 포

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디나가 오랜 세월이 지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따라 직접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었던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할 때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것이다. 아

버지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요셉이지만 요셉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은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와 화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온 디나는 이제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 키야가 디나의 산파일을 전수받고 키야의 아이들의 재롱 속에서 행복하

게 지내던 디나는 작품의 끝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죽음의 사선을 넘는 디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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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이는 것은 삶의 마지막을 비춰주는 베니아와 키야의 두 불빛을 중심으로 희

미하게 빛을 발하는 어머니들의 얼굴과, 그 뒤로 디나를 스쳐간 모든 여성들의 

얼굴이다. 디나는 빛 가운데 다정하게 손짓하는 그들을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죽

음을 맞는다.8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살

다간 디나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여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추는 ‘빛의 한가

운데’ 합류하여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작가는 디나가 죽은 후에도 키야의 동

작 속에, 게라의 딸 이름 속에, 요셉의 마음 속에, 그리고 레모세의 후손과 그 후

손들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말하며 디나 이야기의 ‘합법성’을 시사한다. “꽃은 

시들어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 연꽃처럼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억된다며 작가는 디나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는 디나의 이야기를 끝맺는다(RT 321). 붉은 천막을 통

해 작가가 들려주고자 한 이야기는 디나의 아픈 상처와 고통보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슬픔을 견뎌내는 이야기로서 독자들에게 “희망이 되

고 격려가 되는”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Polaski 2).  

 

V. 맺는 말

  다이아먼트의 소설, 붉은 천막은 창세기에서 침묵당한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디나를 주인공으로 하여 다시 쓴 소설이다. 특히 “이집트” 이

야기에서는 세겜 성 사건 이후 잊혀진 디나의 삶을 ‘재구성’한다. 즉 디나가 이집

트로 건너가 세겜 왕자의 아들을 낳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새로 태어난 여성’으

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 죽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이 논문에서는 디나가 세겜 

성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 태어난 여성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작가가 

설정한 몇 단계의 치유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8 이 대목이 바로 이은선이 번역서의 제목을 빛의 한가운데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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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디나는 사랑하던 남편이 가족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엄청난 비극에 분노

하고 남성중심사회의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세겜 왕비를 따라 이집트로 건너간

다.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디나가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새

로운 친구와 여성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산파 일과, 그리고 베니아라는 

부드럽고 친절한 남성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셋째, 디나는 

우연히 고향 사람 웨렌로를 만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 그 이후로 

진실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메릿과 베니아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함

으로써 그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한다. 

마지막으로 디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가족들을 대면하고 화해함으로써 

트라우마 회복을 완결한다. 요셉의 간청으로 야곱의 임종자리를 찾은 디나는 가

해자들에게서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디나는 자신이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붉은 천막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는 말

을 듣고 평안을 되찾는다. 

이 소설이 야곱 집안의 여성들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장면에서 디나가 

다시 야곱의 집을 찾아 어린 조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는 점도 작가의 탁월한 구성능력을 잘 보여준다. “이집트” 이야기에서 디나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제1부 

“어머니들의 이야기”에서 그려진 붉은 천막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디나는 여성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파라는 직업과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전통을 붉은 천막에서 배운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한 여성의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조건과 ‘여

성적 글쓰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디나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메릿과 

함께 어렸을 때 배운 산파일을 통해 여성들의 출산을 도우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이 상처받은 여성, 웨렌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

어놓음으로써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가 어머니

들과 여성들의 입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는다. 

디나가 죽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나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여

성독자들이 있기에 작가는 감사와 축복을 전하며(RT 3, 321) 디나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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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워 잊혀지고 침묵당한 디나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작가 다이아

먼트는 아렌트가 주장하는 ‘이야기의 힘’에 의지하여, 가부장제의 어두운 시대를 

살다간 한 여성을 트라우마에서 건져내어 ‘새로 태어난 여성’으로 재구성하였다. 

남성중심으로 쓰여진 신성불가침의 성경 이야기로부터 침묵 당해온 여성의 목소

리를 완전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소설은 또한 ‘여성적 글쓰기’의 합법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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