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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 Baroga. “Love as nonviolence in Age of Ir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23-39. Coetzee’s books before Age of Iron showcase a whole range of problems stemming from 

many different types of violence. Among these, we would find: physical violence, cognitive control, 

ideologica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and mental abuse. Age of Iron also shows us how 

nonviolence stems from Judith Butler’s daily self-overcoming practice: meaning that Mrs.Curren takes 

others as they are, rather than how she might have them to be. One type of nonviolence can simply be 

interpreted as an extended form of maternal love. As such, Mrs. Curren can truly embrace not only her 

daughter, but also others from the bottom of her heart, through her steady humble effort. Mrs. Curren 

shows the possibilities of building up a new future definition of love by embodying Butler’s concept of 

nonviolence. Ultimately, Coetzee’s Age of Iron demonstrates how Butler’s notions of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lead to a new interpretation of love by accepting others for what they are, rather than 

what they either have or do. (Chonbuk National Univ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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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는 갖가지 폭력 문제를 겪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인식적 폭력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남아

공 작가 쿳시(John Maxwell Coetzee) 역시 이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는 개인과 개인 사이, 사회와 개인 사이에 작용되는 잘못된 힘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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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는 인간의 내부와 외부를 누르는 폭력성에 대해 반문을 제기한다. 인

간 내부의 폭력은 사회규범의 내재화로 인해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폭력이고 인

간 외부의 폭력은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이 받게 되는 

폭력이다. 마이크 마레(Mike Marais)가 말했듯이, “타자를 의도적인 대상으로 

축소시키거나 그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분명한 자신의 자치권을 주장할 때 동일

자로 전유시키는 폭력이 드러난다”(46). 마레가 논증했듯이, 쿳시는 다양한 상황

마다 벌어질 수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 못지않게 비폭력

성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이클 K의 삶과 시대�(Lives and Time of Michael 

K)에서 주인공은 미니멀적인 비폭력적인 삶으로 인식적 폭력, 이데올로기적 폭

력을 벗어나려는 자신만의 선택을 보여준다. 또한 �야만인을 기다리며�(Waiting 

for the Barbarians)에서 치안판사가 자신의 지위 상실에도 눈먼 소녀를 고향으

로 돌려보내준 사건이나 �추락�(Disgrace)에서 그룹 강간을 당한 루시가 페트루

스와 결혼하는 사건들 역시 비폭력적 해결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쿳시는 �철의 시대�에서 커런 부인을 등장시키면서 1986년에서 1989년의 아

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절정에 이른 막바지였던 때를 글의 중심으로 올려놓

는다. 커런 부인은 사랑하는 딸에게 글을 쓰면서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

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그녀의 타자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구

굴레투(Guglethu) 지역의 흑인들의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자의 

슬픔과 고통에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커런 부인(Mrs Curren)이 자신에게서 점점 타인에게로 뻗어나가는 의

식과 감정은 몹시 윤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커런 부인의 윤리성 

때문에 더글라스 스텀(Duglas Sturm)이 말한 “비폭력을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나 비위계구조가 재건설된다”(492)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

다는 �철의 시대�에서 커런 부인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폭력적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은 커런 부인이 보여준 확대된 모성애로서 이타

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타적 사랑 역시 비폭력의 한 예이다. 그리고 

이 비폭력의 기능은 버틀러(Judith Butler)가 말한 사회적 문제의 해법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 그녀는 내 자신이 타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말 걸기(address)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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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 걸기를 통해 나와 타자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고 나와 타자가 같지 않음을 알게 된다. 즉 자신을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똑같은 인물이라고 가정하거나 타인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가정하면 윤

리적 폭력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버틀러는 우리 사회적 문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짊어진 의무가 유도하고 요구하는 자아의 지배력에 집요하

게 도전하는 삶”(양효실 113-14)에서 풀린다고 했고 그 삶에서 비폭력이 자연

스레 나타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폭력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버틀러의 주장의 

역 명제, “비폭력으로부터 집요하게 도전하는 삶이 나온다”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버틀러가 생각하는 비폭력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위니콧(Donald.W. Winnicott)과 볼라스(Chirstopher Bollas)의 개념에서처럼 타

자에게 말을 걸게 될 때 내가 남에게 전이되는 과정이나 역-전이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여긴다. 여기 이 전이(transference) 과정

이나 역-전이(counter-transference)과정에서 비폭력 요소인 사랑, 용서, 환대 

등의 개념에 근거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토대에서 타자와의 전이와 역전이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 이 논문에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타자를(그들을) 받아들일 때 이타적인 

수행성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런 부인이 

겪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이과정과 역전이 과정

을 겪으면서 타자에게 다가가는지를, 그리고 그 비폭력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

만 얼마나 가치가 있게 변모해 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만족적인 사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 타자를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

인하게 될 것이다. 

II. 비폭력으로 나타난 사랑

버틀러는 그녀의 책, �자기 자신 설명하기�(Giving an Account of Oneself)에

서 정신분석학의 트라우마 전문분석가의 이론의 중요부분과 보충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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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면서 비폭력성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버틀러는 분석가들의 환

자들이 자신의 서사 만드는 과정에서 말걸기를 하게 되고 그 말걸기 과정에서 타

자의 말걸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며 결국 그에 반응하는 무의식을 중요시한 라

플랑슈(Jean Laplanche)의 이론을 설명한다(95). 그의 무의식 개념은 ‘전이’개념

을 끌어 오는데 이는 말걸기 과정에 생기는 자신의 탈취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의 무의식이 아닌 “사유하지 않고도 알고 있는”(unthought known) 개념에 주

목한 볼라스의 이론으로 더 확장해나간다. 그는 역전이과정에서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 생긴 창조적인 접합(articulation)에 주목한다. 그러나 버틀러는 볼라스의 

자아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경계가 분명한 자아의 느낌보다 관계성

(relationality)이 먼저라고 접합의 한계를 다룬 위니콧을 소개한다. 버틀러는 우

리의 “말걸기 구조에 함축된 윤리를 배려하지 않은 판단은 폭력에 경도된다”(양

효실 112)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적인 인식, 윤리의 폭력이 말걸기 구조

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녹아있는 폭력을 비폭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짊어진 의무가 유도하고 요구하는 자아의 

지배력에 집요하게 도전하는 삶”(양효실 113-14)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이 도전하는 삶에서 비폭력은 생겨나고 역으로 비폭력으로부터 이 도전하

는 삶이 나오는 것이 참일 수 있느냐 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폭력이 커런 

부인의 삶으로 투영되었을 때는 사랑, 용서, 환대라는 비폭력 요소 중 하나인 사

랑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철의 시대�에서 나타난 과정들은 사랑으로 향해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하지

만 편한 사랑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를 누르며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이라 주인공

의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몸의 고통부터, 흑인타자의 

따가운 질책, 퍼케일(Vercueil)과의 접점이 없는 평행 관계, 죽음을 앞둔 상황까

지 쉽지 않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만큼 그 과정은 타자로 향해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비폭력적인 길이

다. 그런 면에서 버틀러가 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짊어진 의무가 요구

하는 자아의 지배력에 집요하게 도전하는 삶으로부터 당연히 비폭력이 따라 나

올 것이다”(양효실 113-14)1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 비

  
1

Nonvoilence may well follow from living the persistent challenge to egoic master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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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버틀러가 말하는 힘과 힘의 타성에 저항하는, 매일 매

일의 수행성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철의 시대�에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비폭력성은 주디스 버틀러의 언급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비폭력은 “집요하게 도전하는 삶으로부터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

해서 괴로운 자기모순을 직시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간적 가치를 시험받아야 한다. 그것 모두 비폭력이 거쳐야할 필수적

인 과정인 것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비폭력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닌 적극적인 

개념이다. 사랑이라는 비폭력적인 요소가 매일의 수행 속에서 나타나야 그 수행

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비폭력성이 매일의 수행에서 나온다는 말은 역으로 비폭력성의 요소 

중의 하나인 사랑이 매개체로서 오히려 매일의 수행의 진정성을 완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수행의 진정성과 사랑이라는 비폭력성은 

하나의 동치명제를 이루면서(같은 명제가 되면서) 사랑으로 향해 나아가는 커런 

부인의 매일의 수행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비폭력의 요소인 사랑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하는 과정은 윌리엄 R. 

마티(Willam R. Marty)가 ‘비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방

법적 문제에서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는 그의 논문, 비폭력, 폭력, 그리고 이성

(“Nonviolence, Violence, and Reason”)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히 어려운 과

정이다. 즉 비폭력으로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나 전복된 사회를 비폭력으로 다스

리기나 둘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런 부인 역시 비폭력

적 입장에서 매번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녀는 매우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부터 자신의 딸을 대하는 것처럼 흑인들을 애틋

하게 사랑하기는 어렵다. 그녀는  “내가 이 사람[퍼케일] 옆에 앉아서도 그의 모

자를 벗기고 기름에 전 머리칼을 쓰다듬어야 할까? 혐오감으로 몸이 떨린

다”(75)고 스스로에게 반문한다.

퍼케일을 만지는 것은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다. 비록 그에게 일도 주고 돈도 

주고 술도 주지만 그를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베키 역시 자신의 딸

our obligations to others induce and require. (Judith Butler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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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마음을 담아 사랑하여 품어줄 수 없다. 더더구나 베키가 데려온 존을 사랑

하기는 더 어렵다. 어른을 흉내내며 전투적인 그들과 공감할 수도 없었기에 앞서 

말한 감정적 전이와 역전이가 소년들과 커런부인 사이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 마음 속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를 향한 감정의 흔

적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처음부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싫은 사

람이 있다. 그게 전부다.” (103)

I did not like him. I do not like him. I look into my heart and nowhere do I 

find any trace of feeling for him. As there are people to whom one 

spontaneously warms, so there are people to whom one is, from the first, 

cold. That is all. (78)

사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신경 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심한 고통으로 그녀는 남의 일에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

의 병(몸이 받는 폭력)은 흑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맞닿을 수 있는 공감의 반

석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녀는 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만큼 그녀가 자신의 문제에서 남의 문제의 영역으로 건너가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베키(Bheki)와 존(John)이 죽은 후 커런 부인은 자신의 고통

을 넘어서 그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서 괴로운 만큼, 

아픈 만큼 그녀에게 그들의 고통이 전해져 오는 전이 현상을 겪는다. 또한 그들

의 부재에 대한 무게감과 침묵에서 오는 역전이 현상으로 그들에 대한 그녀의 사

랑은 더 켜져 나간다. 그러므로 커런 부인의 사랑은 타자를 향해 나가는 무척 고

단한 자기극기적인 사랑이었기에 그 의미가 값지다. 

III. 사랑의 확대

쿳시의 소설 속에 드러나는 비폭력성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비폭력성으로 

나아가려는 여정은 “비폭력이 적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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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다”(John Smith 157)거나 “도덕적인 대응을 해야 적들에게 도덕적인 

강요를 할 수 있다”(Smith 157)든지의 사회적인 처신과 타협에 관련된 것이 아

니다. 오히려 폭력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 즉 죄의식, 수치와 고통, 사랑에 대한 

노력 등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진 감정들을 풀어내는 여정에서 드러난다. 그 여정

에서 더그 맥아담(Doug McAdam)과 시드니 타로우(Sidney Tarrow)가 주장한 

“비폭력적인 전략이 사회 내에서의 역동성을 실현(153)”시키지도 못한다. 오히

려 그 여정은 어느 면에서는 브라이언 멀둔(Brian Muldoon)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기보다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Muldoon 226)” 여정이다. 다시 말해, 그 

여정은 그야 말로 자신과 계속 싸워야하는 길이다.  현실이라 인정하기에 너무 

끔찍해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을 부정하고 싶다. 계속되는 매우 충격적으로 

사건들로 커린 부인은 더 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커런 부인이 사랑의 길을 걸으려면 매일매일 사랑에 정진하려면 버틀

러가 말하는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한 프랜시스 매샤-리즈(Frances E. Mascia-Lees)와 패트리샤 샤페(Patricia 

Sharpe)가 주장하듯, 사랑의 진정성은 그녀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닿아

있을 때 더 커지게 된다. 

커런 부인의 질병은 암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질병마냥 자신의 영혼도 

‘텅 빈 껍질’의 상태이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는 그녀의 영혼의 구멍을 과연 사랑

으로 채울 수 있냐는 문제로, 죽기 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로 

집약된다.

그 애[존]를 사랑하기 원치 않으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

지 말할 수 있을까? [중략] 사람은 사랑을 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 너를 더 사랑하

면 할수록, 나는 그 애를 더 사랑해야 한다. (179) 

Not wanting to love him, how true can I say my love is for you? [...] When 

one loves, one loves more. The more I love you, the more I sought to love 

him. (137) 

    

결국 커린 부인은 사랑할 수 없는 존을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 고민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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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존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사랑하기에 어려운 존을 딸

처럼 혹은 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상황은 친자식인 딸을 

사랑하는 것 이상 사랑해야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

랑을 향해 나아간다.

가족처럼 같은 지붕아래 함께 살았던 플로렌스 가족이 돌아온 날 베키가 테니

스공으로 방 벽을 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베키의 친구인 존이란 아이를 자신

의 허락 없이 데려온 것도 화가 나고 그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차고의 차 

안에서 잠을 잔 것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날 자신의 호통을 피해 자전

거를 타러나간 소년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서부터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

기 시작한다. 

그녀는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보고 그들의 존재를 귀찮은 존재가 아

닌 피와 고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식한다.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고통과 아픔이

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첫 순간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그들의 고통이 본질적

으로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의 가능성이 싹터 나간다.

한편 존이 사고 후 맡겨졌을 법한 흐르어터 스키르 병원(Groote Schuur 

Hospital)에 갔을 때 새 병동까지 향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

는 백인으로서의 공모성을 무겁게 느낀다. 이런 공모성은 맆시츠(Lewis Lipsitz)

와 크라이쩌(Herbert Kritzer)의 논문에 언급된 샤프(Sharp)가 주장하듯, 정치적 

힘의 요소에는 권위, 인적자원, 기술과 지식, 엉켜진 요인들, 물적 자원, 제재뿐 

아니라 이런 정치가 힘을 제대로 갖고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시

민들이나 백성들의 도움과 복종을 꼭 필요로 한다(맆시츠와 크라이쩌 725 재인

용). 마찬가지로 남아공 백인들의 암묵적인 공모가 없었더라면 백인 정권은 초기

부터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커런 부인 역시 타바니와 플로렌스와의 대화

를 통해 이런 자신의 공모성을 알아간다. 그리고 베키가 죽은 날 그 실체의 잔혹

한 끝을 다시 한 번 처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녀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격했던 것 중 최악의 것이다. 나는 이제 눈을 떴다. 다시는 눈을 감

을 수 없을 것이다”(102-3)라고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소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그를 잃은 아픔으로 백인이 억압적인 권력을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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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되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그동안 그 권력 속에서 자기가 알던 거

짓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곳엔 

백인권력에 공모해왔던 커런 부인 자신이 있고 부패한 권력을 폭력으로 전복시

키려는 흑인 타자들이 있다. 그들의 실제 상황이 펼쳐진 곳에서  그들은 매우 어

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고통에 빠져있었다. 커런 부인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점점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바꿔나간다. 

“나에게는 그를 구제해줄 힘이 없었다. 그러나 뭔가 나로부터 그에게 가고 있었다. 

나는 못 견디게 그를 껴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싶었다.” (199)

I had no power to save him. Yet something went out from me to him. I 

ached to embrace him, to protect him.  (152)

‘껴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 아이, 존을 위해 백인 경찰들에게 저항하다가 

나이 어린 여자 경찰에게서 “이 여자, 돌아버렸군”(207)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지

만 커런 부인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를 잃은 후 커런 부인은 부랑자처럼 떠

돌다가 인근의 가난한 소년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면서 남아공의 가장 밑바닥

을 경험하게 된다. 그녀가 한적하고 허름한 곳에서 진흙 땅 위에 누워 있다가 소

년들을 만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퍼케일이 그녀를 안아 들어 인근 근처에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항상 약자이고 구경꾼 같았던 퍼케일은 커런 부인이 

위험의 순간에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마침

내 인종 차이나 사회의 계층적 차이를 벗어나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위치에 선

다. 이후부터 거기서부터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관계 토대는 버틀러가 말한 “관계성”이자 자신의 편견과 주관에서 벗어난 “자아

의 지배력에 집요하게 도전하는 삶”이므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다.

“어깨뼈는 쑥 올라가고 가슴팍은 갈매기만큼이나 좁은 페케일이 그렇게 힘이 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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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s high shoulder blades and his chest narrow as a gull’s, I would not 

have guessed that Vercueil could be so strong. (160)

이제 막 형성된 관계는 커런 부인이 전에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등한 관

계이다. 그 순간에 퍼케일이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이 짧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에피소드는 커런 부인이 폭력의 시대에 강요 없는, 타

인과의 비폭력적인 관계맺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모성애로 시작한 그녀의 화

두는 이타심으로 확대되면서 사랑의 진정성을 점차로 획득하게 된다. 

IV. 수행이 필요한 사랑의 길

회그버그(Hoegberg)는 “커런 부인이 얻게 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그

녀 자신과 퍼케일 사이의 친밀감”(Hoegberg 39)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친

밀감을 형성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다. 커런 부인은 비록 남아공 자유주의자로 

평소 다른 백인들보다는 흑인 타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소

년 죽음 이전에 그들을 대하는 마음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설교는 해도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딸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흑인 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재촉하지 않고, 네 곁에 앉아서 너의 머리를 거듭하여 쓰다듬고, 나의 

손가락 끝에 사랑의 감정을 싣곤 했었다. 영원히 이렇게만 같아라! 나는 너의 머리

에 손을 대고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다.” (75)  

giving myself time to sit beside you and stroke your hair, stroke after 

stroke, my fingertips alive with love [...] I would think, my hand on your 

head, the current of love coursing through it. (57)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딸을 다시 쓰다듬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타자들이 낯설고 친근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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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 그러나 이질감이 들던 타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고통이 맞닿아 있음을 깨

닫게 되는 순간 커런 부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한다. 이 지점이 애트웰(Attwell)

이 주장한 ‘고통을 통해 타자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존이란 아이

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기에 자신의 딸처럼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어렵다. 그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기보다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걸 안다. 우선, 사랑스럽지 않을 것을 사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 영리하고 작은 베키가 아니라 이 아이 말이다. 이 애가 여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 애는 나의 구원의 일부이다. 나는 이 애를 사랑해야 한다. 그

러나 나는 이 애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한 내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애를 사랑할 

정도로 충분히 이 애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179)

I know. I must love, first of all, the unlovable. I must love, for instance, this 

child. Not bright little Bheki, but this one. He is here for a reason. He is 

part of my salvation. I must love him. But I do not love him. Nor do I want 

to love him enough to love him despite myself. (136)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해야 한다”(136)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런 부인은 ‘텅 빈’ 상태로 의미 없게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다. 그러나 커런 부인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존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었던 존은 남아공 백인 경찰의 습격을 받은 날 새벽 

누구보다도 더 지켜주고 싶은, 커런 부인 마음속의 아이가 된다. 그녀는 경찰관

과 계속 대항하면서 존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경찰들은 존을 살상하거나 및 제

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커런 부인은 존의 죽음 후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 그녀가 존의 죽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을 또 다른 죽음으로 

치부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만큼 그녀는 존의 죽음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 이렇듯 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그녀를 평소의 그녀처럼 살 수 

없게 만든다. 

사라 러딕(Sara Ruddick)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보존애, 양육, 훈육이라는 

활동”(러딕 60)이라 정의하고, 김연정은 한 걸음 나아가 커런 부인의 사회적 어

머니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커런 부인의 베키와 존이나 퍼케일에 대한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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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베키나 존의 죽음이후에 각각 소년들과 퍼케일은 

커런 부인의 소중한 존재가 된다. 존의 죽음으로 그녀의 타자를 대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뀐다. 즉 그녀 주변의 타자들은 ‘사랑하기 어렵거나 사랑해

야만 하는’ 타자에서 ‘사랑하는’ 타자로 바뀐다. 한마디로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

는 돌봄, 보살핌, 관심, 자비, 자선의 문제가 아닌 커런 부인 내부의 모성이 존에

게 ‘있는 그대로’ 투사가 된다. 이 ‘있는 그대로’의 투사는 버틀러의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짊어진 의무가 유도하고 요구하는 자아의 지배력에 집요하게 도전

하는 삶”(양효실 113-14)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비폭력의 개념을 J. M. 쿳시가 

자신의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의 목적처럼 “이 편지가 끝나면 너와 함께 남겨지게 될 것

이 나의 영혼인 것처럼. 네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너의 영혼”(169)이라고 밝힌 

것처럼 베키와 존의 영혼을 생각한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고통 받고 이슬로 스러

지는 순간에 사로잡힌 폭력의 끔찍함에, 폭력의 무자비함에, 폭력의 억압성에, 

폭력의 파괴적인 양상에 대해 묵념하며 이 철의 시대 아이들인 그들의 영혼에 대

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한다. 커런 부인은 존이 죽던 날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가 느꼈을 공포와 사명감에 대해 명상한다. 그 명상 속에서 존이 긴장하며 무

엇인가 다짐하는 장면을 그리며 커런 부인은 자신의 내면의 눈을 뜬다. 그 순간

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바로 그 곳에서 마치 “내가 바다를 가로질러 공중에 떠서 

언제나 너[딸]와 함께 있듯이”(231) 존과 함께 존재한다. 

베키와 존의 존재는 이제 자신의 딸만큼 사랑스런 존재가 된다. 그녀는 그들

의 죽음에 충격 받고 괴로워하면서 거리로 나가 퍼케일처럼 돌아다니다가 그에

게 구조된다. 이제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로 위

하는 모습보다는 계속 무엇인가 엇박자인 채 동거인으로 살아간다. 퍼케일은 여

전히 더러운 냄새가 났고 커런 부인의 신경을 긁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집안 여기저기 쓰레기를 방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커런 부인은 퍼케일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인다. 쿳시는 이런 관계를 확대된 모성애라는 

사랑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버틀러도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이

(transfer)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전이는 단순한 래포(rapport)형성이 

아닌 그 타자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경험이다. 그러나 그 경험이 계속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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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버틀러에 의하면 여전히 타자는 나에게 불투명

(opacity)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들에

게 같음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불투명한 채로 서로 평행선을 그은 채 살아가도 역시 버틀러 식의 윤리

에서는 의미가 있다.

“고양이들은 쫓겨나고 없었다. 내가 그 일에 신경을 쓰느냐고?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내가 너를,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된 후로, 내 가슴에는 남은 공간이 거의 

없다.” (257)

For the cats are gone, chased out. Do I care? No, not anymore. After I have 

cared for you, for him, there is little space left in my heart. (197)

커런 부인은 처음 퍼케일을 거둘 때 자신이 그의 배고픔을 채워준다고 생각했지

만 이제는 병으로 텅 빈 자신을 퍼케일이 채워주고 있다고 인정한다. 처음엔 커

런 부인은 그를 향한 사랑이 미국에 있는 그녀의 딸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물

론 그를 메신저로 자신의 글을 전해주기를 바랬지만 이미 그것 역시 “그를 좋아

하게 된 이후로”(197) 전해주든 전해주지 않든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비록 퍼케일이 커런 부인의 글을 전해주지 않았을 지라도 그녀에게서 

그녀 딸의 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그녀의 사랑의 메아리는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녀의 손으로 

이 사랑의 기록을 하게 되었다. 딸이 기록을 본다면 퍼케일에 대한 믿음의 결과

를 보게 되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이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 기록

을 본다면 딸에 대한 사랑과 타자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다. 혹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커런 부인의 마지막 삶의 과정 자체가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독자인 

우리가 커런 부인 마지막 삶 자체를 목격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 고단한 길에서 그녀는 베키를, 존을, 퍼케일을, 절대타자 죽음을 한 명 한 

명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상적 동정심(imaginative sympathy)” 

(Attwell 388)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 또한 마지막에 나타난 퍼케

일 모습을 한 절대타자 역시 끌어당기거나 끌려 다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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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받아들임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얘를 

덜 사랑하면 할수록, 어쩌면 너[딸]를 덜 사랑한다”(179-80)라는 아이러니한 결

론까지도 나오는 일인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서 쿳시가 언급한 사랑의 정의는 지

속적인 관심, 아픔과 슬픔에 공감,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다. 그래서 한 발자국

씩 타자를 향해 나아간 진정한 사랑이라는 비폭력의 길은 값지다.

V. 결 론

‘비폭력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명제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윌리엄 마티

(William R. Marty)의 글을 통해서 비폭력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

운 것인가 알게 된다. 특히 쿳시 소설 �철의 시대�의 커런 부인은 플로렌스와 타

바니, 베키와 존, 퍼케일과 절대타자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식과 마음

이 바꿔나가면서 직접 비폭력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쿳시의 작품, 

�철의 시대�에서 보여준 이야기 구조에서 비폭력성은 한번 이루어지면 끝나는 

일회성 일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보살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임을 보여준다. 언제나 열린 자세로 상황에 대응하면서, 폭력의 요소를 떠안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비폭력적인 행동, 자세, 태도, 사고로 대응해야 

비폭력적인 환경이 점차로 만들어진다. 

�철의 시대�의 커런 부인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타자에게 강요하

지 않고 오히려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여정은 그리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커런 부인이 플로렌스가 베키 관

련 전화통화를 아프리카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녀에게 이질감을 느꼈던 

순간처럼, 타자와 본인과의 거리는 항상 좁혀지지 않고 쉽게 멀어지는 면이 있

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작가 쿳시는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통해 타자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보여준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버틀러가 정의한, 의미 있는 관계성은 쿳시식으로 표현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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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요나 억지 부르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을 일련의 폭력적인 사건으로 잃어 가면서, 커런 부인은 백인으로서

의 공모성을 인정하며 점차적으로 흑인타자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한다. 그러

나 그런 태도 변화에도 타자들은 커런 부인에게 결코 신뢰로 보답하거나 그녀를 

오해하지 않거나, 그 정성을 알아서 커런 부인을 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해

하거나 하지 못한다. 오히려 플로렌스와 타바니는 폭력성을 띈 연대의식이야 말

로, 흑인사회가 남아공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한 중요

한 도구라고 생각하여 폭력을 사용해 백인정부에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서 간과한 것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폭력의 연쇄성

이다. 폭력적인 대응은 더 강력한 폭력적인 대응을 가져온다. ‘이겨야 한다’는 뚜

렷한 목적의식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지속

적으로 매우 공을 들어야하는 비폭력적인 대응을 환영하지 않는다. 비폭력을 관

철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효율적일 만큼 길다. 또한 비폭력을 받아들이는 방

식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친절하고 상냥한 대응 역시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라

고 생각하든지, 타협하는 것으로 오해하든지, 힘이 없어서 무능하다고 생각하든

지 어느 경우에도 비폭력은 공평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이런 비폭력적인 자세가 보여주는 등장인물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말을 급히 내리지 않고 아직 미온적인 자세로 백인 체

제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난다. 또한 그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

가 되어갈지 비폭력적인 사회가 되어갈지 알 수 없이 오픈 결말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커런 부인은 이야기 구조 내에서 액자식 작은 이야기 글, 글 속의 글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글인데 그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

명이자 사랑의 결정체인 딸에게 “나는 아직도 너의 사랑을 믿는다”(197)라는 메

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비폭력적인 대응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사랑의 메시지는 그 �철의 시대�가 나오기 3년 전에 행해진 연설에서 그가 

“병적이고 추상적인 분노와 폭력이라는 세계로부터 느낌과 생각(idea)이 살아있

는 가능성의 세계로 빠져나가고 싶다”(Easton 589)라고 밝힌 말과 일치한다. 또

한 그 이후 천착한 소설들에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백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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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성, 수치심, 자기 환멸, 자기 부정, 사회적 배척 등을 보여줬던 그 전 작품과

는 다르게 사랑의 가능성을 다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철의 시대�에서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타자를 

비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열린 결말이라도 낯선 

타자와 절대 타자를 포옹으로, ‘있는 그대로’ 타자를 맞이함을 보여주는 것에서

도 비폭력성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비폭력성은 사랑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낯선 사람을 친한 사람

으로 만들고자 하는 억지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면서 그 타자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그들의 불투명한 존재

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가운데 ‘마주’하면서 이 소설의 가치를 드러낸다. 우

리는 바로 그렇게 나타난 사랑의 비폭력성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볼 수 있고 그 

비폭력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 받는다. 그렇기 때문

에 버틀러가 정의한 자기극기적인 진실한 수행성을 따라 사랑이라는 비폭력이 

나온다. 또한 역으로 ‘있는 그대로’라는 비폭력인 사랑 역시 가치나 태도라는 정

의적인 측면을 수행성으로 채운다.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나타난 비폭력 가치의 

진정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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