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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Sunock. “The Motherhood of the black wome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67-86. This paper examines the black women’s motherhood revealed in the circumstances from 

the colonial su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their resistance to survive through Suzan-Lori Parks’ The 

Red Letter Plays. Because the Hesters in Fucking A and In the Blood cannot read and write but are only 

controlled and exploited by social ideologies, they do not have any solution to escape from their 

problems. These kinds of various suppression and exploitation from racism, poverty, lack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opportunity have taken black women’s innate motherhood away. Hester Smith in Fucking A

is made or branded not to have any notion of motherhood. Her motherhood has been controled, learned 

and practiced to be absent. Parks draws the black woman's motherhood by making Hester kill her own 

son to save him in Fucking A. And she examines that the resistance to colonial power are continuing 

now. And this is to rewrite whole American black women's history and maybe the future story of black 

women who survive through the oppression as well.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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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현대 미국 문학에서 흑인 여성 작가들이 그려내는 대부분의 흑인 여성의 모성

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어 자식에게 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극 중 흑인 여성들은 자신의 모성부재조차 깨닫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림성심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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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는데, 이는 미국 식민지적 사회에서 인종적ㆍ성적 차별로부터 모성을 축

출당하거나 변형되어진 흑인 어머니의 정체성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모성 이

미지는 미국 역사를 지배한 백인 남성 중심의 인종ㆍ성 차별주의에 의해 형성된 

모성 정형화로, 1960년대에 이르러 여성 해방운동과 인권운동, 그리고 그동안 

핍박당해온 소수 민족들의 권력 회복 주장에 의해 점차 다양한 방향으로 재해석

된다. 초기 페미니즘적 관점에 제시된 모성은 남성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hegemony)적 영향에 의해 강요된 가부장적 이미지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타자

화된 여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도는 남성과 여

성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연구한 낸시 초더로(Nancy Chodorow)나 모성과 가부

장제하의 사회․정치적 통제와의 관계를 서술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의 다각적 접근으로 이어져, 남성들이 만든 모성에 대한 정

형화를 묵과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호소로 자리매김한다. 

초더로에 의하면 “여성은 엄마와 딸과의 관계 속 양육 과정으로부터 모성성이 

내재화된다.”(7)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후기 프로이트주의 심리 사회학 이론은 여성의 모성 역할에 대한 의미와 수행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아이의 양육 과정을 위한 엄마-아이의 관계가 

지극히 중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Post-Freudian psychology and sociology have provided new rationales for 

the idealization and enforcement of women's maternal role, as they have 

emphasized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for the 

child's development. (5-6)

미래의 딸이 수행하게 될 모성역할은 엄마에 의해 형성된 양육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초더로의 이와 같은 주장에서 정상적으로 모성 역할 수행이 가

능한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과, 백인 지배집단의 사회ㆍ정치적 통제를 받는 흑인 

여성들의 모성성의 내재화에 대한 차이점이 도출된다. 일반적인 여성의 모성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바치는 어머니로서의 자질과 경험을 포함한다. 그

러나 흑인 여성의 모성은 성적 학대와 무급노동의 착취를 정당화하고자 백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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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집단이 만들어낸 통제적 틀 안에서 흑인 여성들 스스로 구축해온 부재의 양상

으로 새롭게 생성된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경험하며 흑인 어머니들의 삶 속에 

내재한 무의식적 모성 부재는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에 고스란히 답습하게 되어 

자녀와의 소통을 상실하게 한다. 초더로의 주장대로 모성발현이 불가능한 어머

니에게서 모성 역할을 학습 받지 못한 흑인여아는 또한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

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양육 과정을 되풀이하며 모성부재 현상을 다시금 재현

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페트리샤 콜린스(Patricia Collins)에 의하면 노예제도

하의 흑인 여성들은 “전업 주부의 역할이나 부르주아적 모성 실현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남자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을 했다”(299-339). 이는 수행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흑인 여성의 모성 개념이 일반적인 모성과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콜린스의 설명대로 흑인의 기본권이나 존엄

성 자체까지 부정되는 백인 식민주의 특수 상황에서의 흑인 여성의 모성은 일반 

여성의 그 것과는 다르게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흑인 여성의 모성은 2001년에 출간된 수잔 로리 팍스(Suzan-Lori 

Parks)의 작품집 �붉은 글자 희곡�(The Red Letter Plays)에서 극명하게 잘 표

현된다. 팍스는 1850년 간행된 너대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작품 �주

홍 글자�(The Scarlet Letter)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헤스터’(Hester)를 따서 

백인의 그늘에 가려진 흑인여성의 모성을 그녀의 작품집 �붉은 글자 희곡�을 통

하여 재조명한다. 이 작품은 �피로 물들어�(In the Blood 1999)와 �퍼킹 A�

(Fucking A 2000) 두 편의 극으로 구성되어, 흑인 여성 두 헤스터들의 가혹한 

삶을 그린다. 그들은 참다운 모성성을 내재화하지 못하고 흑인 엄마로서의 존엄

성을 지키고자 사랑하는 자식을 참혹하게 죽이게 되거나, 자식을 살리고자 죽음

에 이르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흑인 노예의 모성을 재현한다. 

�주홍글자�와 �붉은 글씨 희곡�의 소외된 비 지배층 여성 주인공 헤스터들이 

겪는 성적ㆍ경제적 억압과 착취에는 페미니즘적 읽기를 가능케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붉은 글씨 희곡�의 흑인 헤스터는 백인 지배계급으로부터 훨씬 더 

가혹한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계급 유지를 위한 은폐와 날조

된 모성왜곡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 한편 호손이 백인 헤스터에게서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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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 청교도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고 가부장 질서에 도전한다면, 팍스는 흑인 

헤스터를 통해 ‘위선’(이형식 133)으로 가려진 현대 미국 사회에 주목한다. 호손

의 주인공 헤스터는 <A> 라는 낙인을 가슴에 달고 간음한 여인임을 드러내고 살

지만, 모든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마침내 그동안 소외당해왔

던 청교도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막을 내린다. 하지만 팍스의 �붉은 글자 희곡�의 

흑인 등장인물 헤스터는 육체에 새겨진 낙인과 철저한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도 살해하며 모성의 본능마저도 박탈당하는 현실

에 절망한다. 이에 팍스는 잘 못 기록된 미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흑인여성의 모

성이 인종차별이라는 계급사회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왜곡된 

흑인여성의 모성을 파헤쳐 재조사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팍스의 �붉은 글자 희곡�에 나타난 자식을 살해하는 

모성성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젠더 연구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와 리치

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은 ‘여

성의 몸’이 지배담론과 권력에 의해 재형성 되어가는 과정,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여성의 몸’의 의미와 경계선에 집중한다. 버틀러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의 개념을 기술하였는데, 그의 이론에서 

흑인여성의 모성 부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한편 리치는 ‘모성 경험’과 ‘제도적 모성’과의 관계로 모성 이론을 논의하였는

데, ‘모성 경험’은 ‘제도속의 모성’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서 

흑인여성의 ‘모성 경험’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 어떻게 박탈당하고 억압ㆍ조장되

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행을 미치는가를 찾을 수 있다. 이

와 같은 리치와 버틀러의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붉은 글자 희곡�의 흑인 

여성 주인공의 모성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거나 부재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피로 물들어�의 흑인 주인공 헤스터 라 네그리타(Hester La Negrita)는 아

버지가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백인지배사회의 이데올로기 속에

서 ‘모성경험’ 보다는 ‘제도적 모성’으로부터 고통과 좌절만을 겪다가 마침내 비

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극 중 성적ㆍ인종적으로 배제된 한 흑인 여성의 아들 

살해는 모성부재의 근본이 신체적 폭력 및 제도적 착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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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비극적 결말이다. 또한 백인노예주의 소유물인 �퍼킹 A�의 주인공 헤스터 

스미스(Hester Smith)는 아들 몬스터를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그를 죽여

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팍스의 무대에서 재조명되는 어머니들의 아들 살해는 그동안 흑인 여성들의 

얼마나 가혹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 연구는 �붉은 글자 희곡�을 통해 팍스가 의도한 흑인 여성의 모성 재현 

양식과 그에 숨겨진 의미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피로 물들어�와 �퍼킹 A�를 

통하여 식민 사회제도의 그늘 속에서 피어나지 못한 흑인 노예의 모성 경험의 부

재 양상에 주목한다. 이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흑인 여성의 모성부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며 흑인 여성을 지배해왔던 식민권력관계에 대한 심문이기도 하다. 

                 

Ⅱ. 부재하는 ‘모성’과 아들 살해: �피로 물들어�(In the Blood)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이후에도 백인 기득권층은 여전히 흑인들의 진정한 자

유와 노동력을 끊임없이 통제하여왔다. 특히 흑인 여성의 모성에 대한 통제적 이

미지는 백인 지배집단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들은 모든 어머니

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본능이라는 명목으로 흑인 여성의 낮은 보수와 혹독한 노

동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한다. 사회가 규정한 모성 이

미지에 길들여진 흑인 여성은 노예로서의 충성을 바쳐 본인의 가족보다 백인가

족의 자녀들을 더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모성 부재의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백인들이 꾸며낸 모성 이미지 안에서 흑인 여성들은 창녀가 되고 태어난 

아이들과 참다운 모성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또한 백인들은 흑인 

여성에게는 모성이 없기 때문에 흑인 아기를 주인에게 노예로 바쳐야 한다는 논

리를 펼친다.   

체릴 타운드 길크스(Cheryl Townsend Gilkes)에 의하면 “흑인 여성은 백인

이 지배하는 미국의 의식이 철저하게 가려온 노예제도에서 ‘유모’나 ‘못된 흑인 

여성’으로 간주”(129)되었다. 이렇게 백인들이 정당화한 왜곡된 흑인 여성 이미

지에 의해 흑인 여성은 끊임없이 평가받고 억압받는다. 더구나 흑인 노예의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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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은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 많은 흑인 노예를 생산하도록 부추긴다. 노동력

을 높이기 위하여 흑인 남녀들이 이용되고 생산력을 더하기 위해 흑인 여성들의 

성적인 착취도 빈번히 발생한다. 백인들은 순수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흑백 혼혈 

노예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기 위해 흑인여성들을 강간하고 자신들의 성적 착취 

행위를 합리화한다. 이러한 백인들의 흑인 여성 강간 행위에 대한 정당화에 대하

여 리치는 “상품 가치가 더 높은 흑백 혼혈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백인 농

장주의 아들들이 흑인여성들을 고의로 강간하도록 조장하였다.”(34) 고 설명한

다.

또한 콜린스에 따르면 “흑인여성에 대한 백인남성의 성희롱은 흑인여성이 모

든 남성에게 손쉬운 사냥감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107)”한다. 흑인 여

성의 강한 성욕 이미지를 날조하여 흑인이나 백인 남성들이 자신들의 성폭행을 

정당화하고 흑인여성들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결국 흑

인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이거나 가해자가 되는 역설적 배경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인들은 흑인여성의 성욕이 강한 창녀(slut) 이미지뿐만 아니

라 모성이 부재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데, 이는 흑인 아이를 어머니

에게서 가로채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된다. 백인 지배세력이 ‘흑인여성’

을 정의하는 기준은 백인과 다른 흑인의 ‘피’를 강조하는데, 이 또한 흑인 여성을 

노예로 유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이다. 

하지만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제 2의 성�(The Second 

Sex)에서 기술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301)이라는 주

장은 여성의 본질은 생리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ㆍ문화적  코드에 의

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흑인 또한 흑인의 피나 피부색이라는 생물학적 사

실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ㆍ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수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흑인여성의 모성부재 또한 타고나는 것이 아닌 백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금기, 흑인여성은 재산도 모성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 또한 흑인다운 흑인을 소유하기 위한 백인의 불합리한 논리에

서 비롯된 제도이다. 이처럼 흑인의 여성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기대, 편견과 지

위, 의무와 금기사항 등은 수행과 경험에 의해 훈련되고 길들여져 모성부재라는 



흑인 여성의 모성   73

왜곡된 이미지를 낳는다.  

이 장에서 살펴볼 �피로 물들어�에서의 헤스터도 이와 같은 사회ㆍ문화적 장

치의 피해자로 아버지가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사생아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동

력을 착취당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처참한 상황에 놓인다. 극중 팍스가 시도한 

대중(코러스)의 함성으로 시작되는 베르톨드 프리드리히 브레히트(Berthold 

Friedrich Brecht) 기법은 흑인여성을 비난하는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일

조한다. 극의 시작은 관객으로부터 ‘사회의 짐’(Burden to Society 7)1이라 조소

를 받는 주인공 헤스터의 모습으로 장식된다. 다섯 명의 배우들이 모였다가 배역 

후 사라지는데, 이는 관객의 참여를 끌어낼 뿐 아니라 극중 헤스터의 고난의 삶

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 배우들 모두 위선과 착취를 ‘고백’하는데, 

헤스터의 고달픈 상황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그녀를 경제ㆍ성적으로 착취

하고 이용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고백’ 또한 극의 흐름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다른 브레히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제일 처음으로 의사가 등장하여 당시

의 위선적 의료제도와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고백’을 한다. 의사의 이러한 위선

적 행위와 관련하여 캐롤 쉐이퍼(Carol Schafer)는 육체적 착취의 대상이 된 헤

스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사는 헤스터를 인간 이하로 여기는 의료제도를 상징한다. 그는 상부기관의 지시

라는 구실로 헤스터의 생식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치 정비공처럼 그녀의 아랫부

분 기능을 검사한다.

The Doctor personifies the medical system that perceives Hester as less 

than human. Like a mechanic, The. Doctor shimmies underneath her skirts 

to check out the functioning of her parts and claims that the "Higher Ups" 

are pressuring him to "spay" her to end her fertility(190).

“처음에는 장갑을 끼지 않으면 헤스터를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았던”(44) 의사

는 마침내 그녀의 육체를 탐닉한 것을 ‘고백’한다. 그는 헤스터의 몸이 불결하다

  1 Parks, Suzan-Lori.. In the Blood. The Red Letter Plays. New York: TCG, 2001. 1-112. 이

후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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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혐오하면서도 외로움을 달래줄 “모성 충만한(very motherly)”(45) 성적 능력

이 있음을 말한다. 이 극에서 의사가 욕망하면서도 역겨워하는 헤스터는 백인의 

호기심과 욕망으로 비롯된 성적 착취의 대상 �비너스�(Venus)의 호텐톳 비너스

(Venus Hottentot)의 육체를 상기시킨다. 의사가 느낀 헤스터의 충만한 모성은 

�비너스�의 닥터 배런(The Baron Decteur)이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서만 비너

스를 만질 만큼 더럽다고 하면서 성관계 후 느낀 감미롭고 평온한 모성과 같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백인 남성들은 흑인여성에게서 느끼는 성적인 모성을 자신

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아기를 노예로 전락시킬 때는 부재하는 모성으로 왜곡하

며 합리화한다.

두 번째 ‘고백’은 당시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의 위선을 상징하는 사회복지사

가 소외계층을 “잘 그어진 경계선”(60)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복지수

당을 전달하며 헤스터에게 마사지와 빗질을 시키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과의 성

관계에도 헤스터를 노리갯감으로 이용한다. 또한 분명한 경계선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그녀가 헤스터에게 마사지를 시킬 때는 손을 두 번 씻

도록 강요한다.  

다음으로 헤스터의 친구인 백인 여성 아미가 그링가(Amiga Gringa)가 등장하

여 헤스터가 굶주림을 참으며 바느질 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짐승이나 노예

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66)며 조롱한다. 또한 헤스터에게 스트립쇼(peep 

show)를 연출하도록 시키며 남자들을 자신의 집에 끌어들여 이득을 취했음을 

‘고백’한다. 그녀는 머지않아 헤스터와 함께 포르노 영화를 찍어 돈을 벌려고 한

다고도 말한다. 세 명의 아이들을 모두 돈을 받고 입양 보낸 아미가 그링가는 헤

스터의 푼돈과 배고픔으로 연명하는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보고 아이들을 팔 것

을 권유한다. 이에 대하여 “내 아이들은 내 꺼야. 내가 그 애들을 보내고 나면 내

겐 뭐가 남겠어? 아무 것도 없잖아”(28)라는 헤스터의 답변은 그녀에게 본능적 

모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동화를 들

려주며, 고달픈 현실을 넘어서면 희망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상하도록 이

끈다.  

이와 같이 헤스터가 갖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아이들을 보살피는 이유는 그

녀 가슴 속 깊이 자리한 자식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모성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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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굶주림을 참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자 노력하는 다음 장면의 헤스터의 모

습 또한 그녀의 충만한 모성 본능을 말해준다. 

헤스터: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의 수프는 매우 특별한 향신료의 혼합이랍니다. 이 

걸쭉한 수프는 요리사 엄마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뭐 등의 그런 종류” 

육수이죠. 당근이 들어있구요. 고기도 있지요.

. . .

아이들은 재빨리 수프를 후루룩 들이마신다.

헤스터가 그들의 그릇을 채우자마자, 그릇들은 다시 비어버린다.

아이들은 먹는다. 헤스터는 먹지 않는다.

재버: 엄마는 배고프지 않아요?

헤스터: 난 나중에 먹을 거야.

재버: 엄마는 항상 나중에 먹는대요.

. . . 

수프 냄비가 텅 비었다.

Hester: Todays soup the day, ladies and gents, is a very special blend of 

herbs and spices. The broth is chef Mommies worldwide famous 

“whathaveyou” stock. Theres carrots in there. Theres meat. 

. . . 

They slurp down their soup quickly.

As soon as she fills their bowls, theyre empty again.

The kids eat. Hester doesn’t.

Jabber: You aint hungry?

Hester: I’ll eat later.

Jabber: You always eating later. 

. . .       

The soup pot is empty. (17-19)

         

헤스터는 자식들을 먹이고자 “울부짖는 소리”(43)가 나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

고 살면서도 맏아들 재버(Jabber)를 통해 글자를 배우려고 애쓰며 고난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능동적 삶을 산다. 비록 고단한 생활로 인해 알파벳 A에 머물러 

있지만 그녀는 학습에 열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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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녀는 백인 식민주의적 탄압과 위선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는 철저

한 원인 제공자이며 가해자이고 모성마저 부재하다는 왜곡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얻기 위해 막내아들의 아버지인 디 목

사(Rverend D.)를 찾아가지만, 돈이 아닌 협박과 멸시로 가시화된 위선된 종교

인의 모습만 대할 뿐이다. 청교도적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주홍 글자�의 딤즈

데일(Dimmesdale) 목사와는 다르게 디 목사는 헤스터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사실로 목사직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녀와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그는 자신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며 헤스터에게 

뒷문으로 출입하라면서도 헌금이 걷히지 않았다는 구실로 매번 양육비를 거절한

다. 디 목사가 말하는 “헤스터가 겪는 고통은 엄청난 성적 흥분제이다. . . 상처

에 모욕을 더해줄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78)는 네 번째 ‘고백’은 헤스터에

게 닥친 가혹한 현실을 나타낸다. 그는 그녀의 양육비 요청을 거절하며 “창

녀”(Slut)라고 외치며 “발밑으로 짓밟아버리겠다”(103)고 무자비하게 윽박지르

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재버가 지켜보게 되고 처음으로 “창녀”(105)라는 단어

를 되풀이한다. 헤스터는 재버의 말을 만류하지만 그는 마치 백인 지배자 디 목

사의 강압적인 모습으로 환생한 듯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 헤스터

는 재버의 되풀이되는 “창녀”라는 말과 디 목사가 내뱉는 “창녀”라는 단어를 겹

쳐 듣고 혼란과 충격의 모호한 착란 속에 자신도 모르게 곤봉을 들어 재버를 내

리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흑인여성의 자식 살해와 모성 부재와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흑인을 구원하기 위한 저항행위로 집중된다. 헤스터의 아들 살해 사건에 대하여 

해리 일람(Harry Elam)은 “사회 질서에 맞서 대항하는 행위”(203)로 해석한다. 

즉 흑인 헤스터가 아들을 살해하게 된 사유를 모성 부재의 차원이 아닌 인종차별 

사회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흑인들을 구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일람의 주

장에 의하면 헤스터는 창녀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아들 재버를 자신을 조소하는 

백인 전체의 코러스로 착각한 것이다. 헤스터가 자신에게 위로였고 에너지였던 

자식들에 대한 모성으로 그동안 식민 세력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모든 역경을 

참아 낼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식민주의 권력 양상인 사회적 담론과 인

종적 편견에 물들어 가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 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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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쉐이퍼에 의하면 헤스터의 자식 살해는 ‘창녀’라는 명명을 거부하는 

필사적 시도이며 죽은 아이의 피로 ‘A’라는 글씨를 쓰는 것 또한 “사회가 부여한 

명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흑인의 정체성을 주장하려는 마지막 시도”(193)이다.

그러나 헤스터의 아들 살해를 정체성 찾기나 흑인 구원이라는 메시지로만 설

명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재버는 아미가 그링가와의 섹스를 통해 

성을 알게 되고 “창녀”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헤스터가 

담벼락에 쓰여 있던 ‘창녀’라는 글자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8)를 재버에

게 재차 물을 때마다, “그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만, 그 의미를 말하지 않았

다”(12). 그런데 엄마 헤스터와 디 목사의 다투는 내용을 들은 재버가 디 목사가 

말 한 ‘창녀’라는 단어를 엄마에게 되풀이해 말했다는 것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

는 아들을 살해할 만큼의 이유가 되기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생긴다. 사랑하는 아

들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의 감정에 휩슬려 저지른 아들 살해는 어떠한 

관점이나 이론으로도 변호할 수 없는 명백한 모성 부재로 규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헤스터의 “보물이자 기쁨”(7)인 아들을 백인 

전체로 착각하여 흑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해했다는 해리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헤스터는 첫 사랑 칠리(Chilli)가 돌아와 청혼을 하는 순간에 자식들이 

나타났을 때도 “이웃 아이들”(neighbors kids)(95)이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아

이들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

워한다. 이렇게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모성 본능은 식민 사회의 상황에 물들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동적이며 제도적이다.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는 몸을 구성하는 권력이며, 권력의 매개체이자 표현이

고, 양식화된 일련의 반복된 행동들(a stylized repetition of act)을 통해 수행된

다.”(Performative 154) 이 장에서 재현되는 헤스터의 아들 살해의 핵심은 젠더 

문제로 분석되는데, 이에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을 적용하면 헤스터의 모

성 부재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리치는 헤스터가 어떻게 ‘제도적 모성’에서 

벗어나 엄마로서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려 시도했는지 주장한

다. 리치에 의하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 사랑과 폭력의 감정도 다른 감정과 

함께 거세게 일어난다.”(37) 엄마가 느끼는 사랑, 폭력, 분노의 감정은 아이를 양

육할 때 발생하는 순수한 모성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육아 양육 과정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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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양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성 경험의 기본 틀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모

성 경험의 감정은 식민제도 틀과 가부장적 모성 개념에 의해 걸러지고 길들여진

다. 이로써 모성 경험은 제도적 모성의 틀 안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팍스는 백인지배담론의 필요에 의한 제도 안의 창녀나 유모와 같은 인종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보다는, 학습되고 수행된 모성경험을 통한 모성부재 문제에 초

점을 맞춘다. �주홍 글자�에서 헤스터가 딤즈데일 목사의 신분을 유지해주기 위

해서 침묵을 지켰듯이, 이 극의 헤스터도 침묵을 강요하는 디 목사에게 흑인여성

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모성의 한계를 수행한다. 철저한 문맹인 헤스터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디 목사의 요구에 응해서 막내 아기 양육비를 받는 일 뿐이

라고 판단하고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한다. 결국 헤스터의 침묵은 디 목사를 

보호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아기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되어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다. 버틀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헤스

터의 모성성은 수행된 젠더의 개념으로, 그동안 헤스터를 노예처럼 억압하고 착

취한 디 목사나 다섯 명 압박자들의 식민 제도에 의해 학습되고 훈련받아 모성 

부재로 재현된 것이다.  

한편 아들 재버는 어린 시절 헤스터의 첫 사랑 재버의 아버지 칠리를 상징한

다고 볼 수 있다. 칠리는 �주홍 글자�의 학식 있는 의사 역을 담당한 칠링워스

(Chillingworth)를 원형으로 하는데, 칠리는 아이를 책임지려고 돌아왔지만 아버

지가 각기 다른 네 명의 아이들을 보자 충격을 받고 떠나버린다. 그는 “그녀는 

나의 첫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어렸고, 세월은 변했다”(98)며 다섯 번째 ‘고백’으

로 자신의 무책임을 합리화한다. 그는 헤스터가 흑인이기에 창녀이고 젠더를 올

바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편견에 의해 다섯 아이들에 대한 헤스터의 모성을 거부

한다. 버틀러는 “젠더는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적인 것이며, 행위의 반복을 

통해 구축”(Performative 154)되므로 “이와 같은 젠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면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된다.”(157)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스터는 올바른 젠더를 

내재할 기회조차 유린당한 채, 다섯 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적 행

위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칠리는 사회 제도적으로 이상화된 젠더를 올바로 수

행하지 못한 흑인 여성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대접받고 소외되는지를 알리기 위

한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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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피를 이어 받은 흑인여성의 모성은 사회적 인종적 관념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되며 정신·신체적 폭력과 착취에 의해 학습되고 수행되며 ‘부재’의 오명을 

쓴다. 이렇듯 인종 차별적인 담론으로 빚어진 흑인여성의 모성부재는 젠더 개념

으로 접근하면 흑인여성의 모성이 부재하게끔 훈련된 제도적 모성에 집중된다. 

팍스는 제도적 모성의 틀 안에 갇힌 흑인의 모성 경험과 고유의 모성 감정 사이

에서 갈등하는 헤스터를 통해 잃어버린 흑인 여성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올바른 

모성성을 되찾을 시도를 했다.     

III. 아들을 구하고자 살해하는 모성: �퍼킹 A�

�퍼킹 A�에서 권력자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아들에게 살해의 폭력을 수행한 

흑인 어머니 헤스터 스미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토니 모리슨(Toni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의 모티브가 된 흑인 노예 ‘마거릿 가너’(Margaret Garner)

사건2을 회상시킨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이 사건은 백년 후 소설가 토

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소개된다. 흑인노예 어머니가 자

신과 같은 비참한 삶을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 딸을 살해하는데, 

이는 이번 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퍼킹 A�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피로 

물들어�에서처럼 자식살해는 모성부재의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퍼킹 A�

의 아들살해 행위는 흑인노예가 처한 비참한 상황과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

해 수행한 흑인여성의 모성에 관한 새로운 역사 이야기이다.  

19세기 미국의 백인 지배자들은 흑인을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했으며, 흑

인노예의 인권은 물건이나 가축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당

시 흑인 노예는 재산 소유, 법적 결혼, 총기 소지는 물론이고 주인 허락 없는 농

장 밖의 외출조차 모두 통제되었다. 그들은 글을 배울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백

인에게 불리한 증언도 할 수 없었다. 당시 대다수 흑인 노예들은 이러한 혹독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도주를 결심하는데, 일부는 도중에 붙잡혀 가혹한 폭력을 당

  2 1856. 1. 28. 도주한 흑인 노예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가 추격 끝에 막내딸 메리를 살해

했다. 이 사건을 원형으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 1987)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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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시 끌려가거나3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소수의 노예들은 도주에 성공하여 

그들의 가혹한 삶을 증명하는 자신의 자서전을 내기도 한다. 1861년 목숨을 걸

고 북부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해리엇 제이콥스(Harriet Jacobs)에 의하면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 . . 아이들은 언제라도 강제로 

끌려가 인간 장사꾼의 손에 의해 어디든 뿔뿔이 팔려 갈 수 있다”(309). 도주에 

성공한 다른 노예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자서전에는 “어머

니는 자식을 여럿 낳았지만 . . . 가족이 없었다. 노예제도는 . . . 아버지를 미스

터리로 숨겨둔 채 출생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나를 이 세상에 버려뒀

다”(60)라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은 흑인노예들의 처참한 상황을 그린 �퍼킹 A�의 주인공 헤스터에게 

닥친 삶은 참으로 비참하다. 부잣집의 노예인 헤스터의 아들 몬스터(Monster)는 

어느 날 배고픔을 못 견디고 고기 한 점을 훔쳐 먹다가 감옥에 갇힌다. 헤스터도 

또한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낙태시술업자(Abortionist)로 일하도록 강요”(132)4

받는다. 극중 자신의 직업을 알리는 ‘A’라는 낙인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헤스터

는 강간을 당하는 모습까지도 재현한다. 강간을 당한 후 흑인 여성들은 백인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인 출산을 강요당하는 번식동물일 뿐이다. 이처럼 노예제도 전

후 미국 역사에 그려진 흑인여성의 육체를 바바라 오몰래드(Barbara Omolade)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 흑인여성의 모든 부분은 그 (노예주)에 의해 사용되었다. . . . 그녀의 손은 엄

밀히 말해 그녀가 노예든 법적으로 자유든 상관없이 가정부로서 백인남성과 그의 

가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요구받았다. 그녀의 질은 백인남성의 성적쾌락을 위해 이

용되었다. 또한 그녀의 질은 백인남성의 자본투자처인 자궁으로 이어지는 통로이

기도 했다. 

  3 노예의 탈출은 주인들에게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여 북부와 남부는 노예제도 문제를 두

고 더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타협안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1850년의 도망노예송환법(Fugitive 

Slave Act)이다. 노예가 다른 주로 도망칠 경우 주인이 그 주에까지 가서 자신의 노예를 잡아갈 권리

를 인정해주었다.(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A7%9D%EB%85%B8%EC% 

98%88%EB%B2%95) 

  4 Parks, Suzan-Lori. Fucking A. The Red Letter Plays. New York: TCG, 2001. 113-225.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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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ery part of the black woman was used by him. . . . Her hands were 

demanded to nurse and nurture the white man and his family as domestic 

servant whether she was technically enslaved or legally free. Her vagina, 

used for his sexual pleasure, was the gateway to the womb, which was his 

place of capital investment. (Omolade 366)

근대 미국 역사 속 노예제도에서 흑인여성의 육체는 아이를 담는 자궁이자 낳

아 기르는 양육 수단으로서만 기능했던 것이다. 

한편 백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부도덕한 성 행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낙태를 하였다. 헤스터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낙태시술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형태나 노동량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 상태”(Collins 

49-50)에서 “아기살인자로 천대받으며”(Babykiller. 146) 고된 노동의 삶을 이

어간다. 글을 읽지도 쓸지도 모르는 문맹인 그녀는 불합리한 백인사회의 부당한 

대접에 대해 따져 묻지도 대항할 줄도 모르고 단지 고통을 견디어 낼 도리 밖에 

없다. 더구나 그녀는 감옥에 갇힌 아들과 만나 ‘소풍’을 가기 위해 힘들게 번 돈

을 모두 ‘자유적금’(Freedom Fund)(133)기관에 지불해야 하므로 늘 궁핍한 생

활에 시달린다. 감옥에 갇힌 아들을 만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Aint Free!)(131)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이용한 경제적인 착취”(이형식 134)를 

하는 ‘자유적금’에 일정 금액을 내야만 가족과 ‘소풍’을 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

녀는 착실하게 내고 있는 돈의 쓰임이나 적금이 정확하게 쌓이고 있는지 알 길도 

없다. 어느 날 ‘자유적금’에 돈을 지불하러 갔을 때 그 곳 직원이 “참으로 착실히 

입금을 해오셨네요. . . . 오늘은 얼마 입금하실 거예요?”(133)라며 헤스터의 아

들 몬스터가 그동안 여러 번 죄를 범해서 당분간 소풍을 나갈 수 없다는 절망적

인 소식을 전한다. 그녀의 돈을 아무리 열심히 저금해도 몬스터와의 소풍날을 위

한 금액은 점차 많아져간다. 고기 한 점 훔친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아들의 

형량을 줄일 법체계를 전혀 알 수 없으니, 아들에게 애타는 모성을 전달할 방법

은 그저 “내년이면 너는 13세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13

번의 멋진 생일파티를 즐길 것이야!”(214)라는 내용의 편지뿐이다. 문맹인 헤스

터가 필기사(Scribe)에게 돈을 건네고 쓴 “사랑하는 아들아.” . . . 엄마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구나”(148)라는 편지 내용은 그녀의 애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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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을 전달한다. ‘자유적금’에 내는 많은 돈 때문에 고된 노동과 빈곤한 삶으로 

시달리지만,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에 일하던 주인집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헤스터의 거짓편지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머니의 정이 묻어난다. 

백인 지배집단의 통치 용이성을 위하여 피억압집단의 지식을 억압해야 하므로 

“도심과 빈곤한 시골 지역에 사는 많은 흑인여성들은 읽고 쓰는 능력을 온전히 

익히기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했다”(Collins 4). 이와 같이 문맹이 강요된 제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흑인 여성의 모성은 올바른 젠더의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

고 백인의 지배담론에 의해 수행되고 학습될 뿐이다. 당시의 백인권력자들로부

터 육체를 유린당하면서도 흑인들의 모성성이 백인들의 필요와 제도에 의해 수

행되고 통제받았다는 것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돈을 받고 성 거래를 

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빈곤한 흑인 어머니의 수가 많이 있었다.”(Collins 83)

는 것을 시사한다. 

드디어 ‘자유적금’이 요구한 모든 금액을 다 낸 후 헤스터는 아들과의 ‘소풍’에 

나가게 되는데, 푸주한이 13년 만에 만나는 아들을 어떻게 알아볼지를 묻자, “그

들이 내 아들을 잡아가기 직전에 내가 아들 오른쪽 팔을 아주 세게 깨물었어요, 

그 애는 언제고 내 표식을 지니고 있을 거예요”(166)라며 자신의 팔에도 똑같이 

깨물어 남은 이빨자국을 보여준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행한 폭력적 

모성의 수행은 극의 마지막 폭력적 장면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하다. 또한 흑인 

노예가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신체를 훼손하여 흔적

을 남기려는 최선의 모성 수행 방법인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헤스터는 손꼽

아 기다리던 아들과 재회하지만 그들은 곧 죄수사냥꾼들에게 쫓기게 된다. 몬스

터는 엄마 헤스터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며 자비로운 죽음을 간청하고 그녀는 사

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헤스터의 아들살해는 몬스터가 간청한 대로  “우리들이 날 죽이는 게 그들이 

날 죽이는 것보다 나아서”(219)로 납득이 된다. 그녀는 사냥꾼에 의해 그녀의 아

들이 고문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해당하느니 그 전에 그를 죽이기로 한다. 데보라 

가이스(Deborah Geis)에 의하면 자신을 죽여 달라는 간절한 아들의 부탁을 들

어주어야만 하는 흑인노예의 모성은 “아들 몬스터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노예 엄마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역사 속에 있다”(77-87).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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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생명을 잉태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엄마의 선택은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살아갈 도리밖에 없는 노예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행위”(86)

이다. 이러한 아들살해 행위에 대하여 올랜도 패터슨 (Orlando Patterson)은 

“사형으로부터 조건부 감형된 사회적 죽음의 상태를 떠나 자발적으로 ‘신체적 죽

음’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려는 엄마의 주체적 시도”(39-45)라고 서술한다.  

이 작품의 흑인 주인공 헤스터는 아들의 팔에 이빨자국을 내는 폭력과, 식민

제도의 폭력에 대응하여 자식을 스스로 살해하는 폭력적 모성을 수행한다. 그러

나 이는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 수행인 ‘대항폭력’(Fanon:1961 23)이나 ‘도

피’(Fanon:1961 17)가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받은 ‘산 죽음’에서 아들을 구출하

고 노예제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이는 노예제도에 처해있는 흑인

의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구하고자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미국여성

의 왜곡된 모성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진단이다.

IV. 나가며

본 연구는 팍스의 �붉은 글자 희곡�에서 재현된 미국 노예제 속의 흑인 여성

들이 받은 억압과 착취, 살아남기 위해 수행된 그들의 저항 속에 나타난 흑인 여

성의 모성에 집중하였다. 이 작품 속에 실린 �피 속에서�와 �퍼킹 A�의 헤스터

는 문맹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고, 오로지 식민주

의 담론에 의해 통제받고 착취당할 뿐이다. 흑인여성들이 겪은 인종차별, 가난, 

교육ㆍ직업적 기회 박탈 등의 다양한 억압은 흑인 어머니들의 본능적 모성애까

지 앗아간다. �피로 물들어�의 헤스터는 백인 식민주의 억압과 탄압의 모든 원인

과 결과를 홀로 책임지며, 모든 죄의 가해자이고 본능적 모성마저 부재하는 오명

을 뒤집어쓴 희생자이다. 그녀의 모성은 사회적 지배 담론에 의해 통제되고 ‘부

재’하도록 수행된다. 한편 �퍼킹 A�의 흑인 어머니 헤스터는 사회적 ‘산 죽음’으

로부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살해해야만 하는 흑인 여성의 모성을 수행한다. 첫 

장면에 아들의 피로 범벅이 된 손에 피 묻은 살해 도구와 앞치마를 들고 등장한 

헤스터는 다시 피 묻은 도구를 가지고 낙태실로 들어가고 마지막 커튼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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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무대 위에서 피로 재현되는 아들살해나 아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는 흑인 가족들이 지배받아왔던 권력에 의해 훈련되고 수행된 모성 부재로 귀결

되거나 ‘사회적 죽음’ 대신 ‘신체적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주체적 시도로 규

명된다. 

�피로 물들어�에서 헤스터 라 네그리타가 사회적 담론에 따라 학습된 제도적 

모성을 수행한다면, �퍼킹 A�의 헤스터 스미스는 사회적 제도에 도전적 모성을 

수행한다. 또한 헤스터 라 네그리타는 폭력에 순종하는 침묵을 수행하지만, 헤스

터 스미스는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을 수행한다. 그러나 두 작품을 통해 팍스가 

관객이나 독자들의 사회적 비판을 의도했다는 것이 한 가지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팍스는 �피로 물들어�와 �퍼킹 A�에서 헤스터의 아들 살해나 폭력 수행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그녀의 폭력을 야기한 사회를 심문하고자 한다. 또한 �붉은 

글자 희곡�에서 드러낸 흑인 여성의 모성 재현을 통해서 과거 미국 흑인여성이 

처한 착취와 저항의 한계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고자 한

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펼쳐질지 모를 지

배세력의 인종적 억압과 위선의 역사가 미국사회의 뿌리이며 문제임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팍스의 이러한 극작 의도는 사라지고 변형된 흑인 역사 안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미국 흑인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복원하는 

일”(1989. 242)이다. 팍스가 시도한 미국 흑인여성의 ‘역사 다시쓰기’는 ‘과거’의 

억압과 착취를 견디고 살아남은 흑인들의 ‘미래’의 ‘모성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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