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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Jaeha. “Finding the Identity as a New Zealand Writer: Janet Frame’s An Angel at My Tabl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3 (2017): 87-1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one of the 
most pervasive and persistent stereotypes of mental illness; the mad genius, which assumes a close and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artistic or intellectual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dysfunction and the 
process of finding the identity as a writer in An Angel at My Table, by Janet Frame. Janet Frame is 
portrayed as a creative, imaginative young woman growing up in New Zealand in the 1930s and 1940s who, 
struggling to find her place in the world and traumatized by the early deaths of two sisters, retreats from 
reality into her poetic imagination. This recovery can be possible when she confronts her painful past and 
transform it to consistent narratives. However, as she seeks refuge from the social expectations that frighten 
or oppress her, her increasingly antisocial behaviour becomes the object of medical inquiry and social 
censure. An Angel at My Table demonstrates the instability of classifications of psychiatric disorder, when 
Janet's diagnosis of schizophrenia is later found to be false. Finally, she realizes that the place which she 
has to write in is the South Island’s place in New Zealand. Frame deliberately dismantles notions of a fixed 
identity and begins to write as a national New Zealand wri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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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뉴질랜드(New Zealand)는 오랫동안 지리학상으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로 이

루어진 고립되어 있는, 세계지도에서 가장자리의 위치를 차지했다. 실제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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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는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은 18세기 초엽 영국의 식민지 개척활동의 결과이

다. 뉴질랜드가 역사상 중심이 되지는 못하고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영국제

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영국이 프랑

스의 뉴질랜드 식민지화를 견제하기 위해 뉴질랜드와 1840년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atangi)을 체결한 이후 뉴질랜드는 주권을 영국에 이양하게 된다. 

이 조약은 체결되기 전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 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영국의 뉴질랜드 식민통

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1 결국, 뉴질랜드는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와 함

께 백인 정착 식민지 국가로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억압받는 동시에 그 내부

에서도 정착민들은 원주민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본래 거주 지역에서 다른 곳으

로 이주시키거나 아예 파괴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

리인들 역시 땅을 몰수당했고, 인구의 수는 점점 줄어 현재는 소수만이 남아 있

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파케하(Pakeha)라 불

리는 주로 영국출신의 백인이주자들이 정착하여 이룬 나라인 뉴질랜드는 1947

년 독립국가로 인정은 받긴 했지만 이러한 식민주의는 오늘날에도 뉴질랜드 사

람들의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의식에 자리 잡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뉴질랜드의 주변화와 정착되지 않은 뉴질랜드사람으로서

의 정체성은 특히 뉴질랜드의 대표적 작가라 할 수 있는 자넷 프레임(Janet 

Frame) 등 뉴질랜드 작가들의 주된 문학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결국 뉴질랜드 

문학은 이민개척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벗어난 독자적 국가정체성

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차희정 194). 

  자넷 프레임의 내 책상 위의 천사(An Angel at My Table)2는 뉴질랜드와 

  1 와이탕이 조약은 첫째 뉴질랜드의 주권을 영국에 이양한다, 둘째 마오리족의 토지소유를 계속 인

정한다, 셋째 마오리 사람들은 향후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식화함으로써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관

심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의 개입여지를 배제하는 한편, 백인들과의 불평등한 상거래로부터 마오리인

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마오리어와 영어 양계약서에 조인된 내용의 해

석을 두고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인 이주자들의 불만이 팽

배하게 되었다(양승윤 333-34).

  2 내 책상 위의 천사는 프레임이 사범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즈랜드를 

향해(“To the Is-Land”), 사범학교입학부터 정신병원 입원, 그리고 재정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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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문학을 정의내릴 수 없었던 190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작가로서의 자

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본인의 자서전이다. 소설에서 묘사한 프레임의 어

린 시절의 모습에서 우리는 실제 독립하기 전 뉴질랜드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고, 특히 영국식민지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문학 

정전을 중심으로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식민세력이 그들

의 문화와 도덕적인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토착민의 문화 산물을 폄하하려

는 의도라 볼 수 있는데, 실제 프레임이 받은 교육에서 영문학 정전교육은 있지

만 마오리 토착문화에 대한 가르침은 없으며 뉴질랜드 자체의 문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영문학이란 올바른 행위와 행동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면

서 직접적인 종교적 가르침의 편리한 대체물로서 작동하게 되었다”(Viswanathan 

93). 영국 중심적인 도덕과 정신적 가치를 배우고 자란 프레임에게 영문학은 그

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문학적으로 재능이 있고 책읽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똑똑했던 프레임은 영국 대표적 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

는다.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영국이라는 곳은 “평생의 고향”(142)3이었고 교육 

역시 영국의 문명을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자넷을 비롯한 뉴질랜드

의 어린 학생들은 “뉴질랜드 작가, 아니 뉴질랜드 자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152). 뉴질랜드 문학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히 무시당했

기 때문에 그러한 문학이 있는 사실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프

레임이 학교교육을 받았던 시기가 영연방 자치령이었던 때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프레임이 뉴질랜드 작가가 소설을 쓴다는 것은 멜버른 컵 우승이나 

태츠복권 일등 당첨처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

럼(465), 이러한 뉴질랜드의 상황 속에서 작가가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은 존재하

기 힘들었다. 이것은 뉴질랜드 문학을 어머니의 문학이라고 보고 폄하하는 모습

기 전까지를 다룬 내 책상 위의 천사 (“An Angel at My Table”), 유럽으로 떠난 프레임이 진정한 

예술로서의 상상력을 얻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거울도시의 사절 (“The Envoy 

from Mirror City”)까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세 부분이 1982년부터 85년까지 각각 출

판되었으나 1989년 세 권을 합쳐 한권의 내 책상 위의 천사가 출판되었다.

  3 Frame, Janet. An Angel at My Table. London: Virago Press, 2008. 앞으로 소설의 본문은 여기

에서 인용하며 쪽수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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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잘 드러난다.

  프레임과 같은 백인 이주민들은 식민주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영국 

제국주의의 피해자이지만 실제 원주민들에게는 가해자가 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서 바로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라

고 하는 장소와 출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프레임은 뉴질랜드에서 태어

났지만 그녀는 영국인 출신도, 그렇다고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도 아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주변화 되어 정체성과 주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결국 그녀의 

파케하(Pakeha)로서의 정체성은 항상 경계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즉 내 땅에 소

속되어 있다는 토착민으로서의 감각은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영국과는 멀리 떨어

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작품은 “주변성의 비

젼”(Ashcroft, Griffiths, and Tiffin 103)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

레임은 여성으로서 식민지배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억압을 경험한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녀에게 이 억압은 더 크게 작동되어 결국 “미

친 여자”라 취급받으며 뉴질랜드 사회 내에서 주변화 된다. 내 책상 위의 천사
에서는 주변화 된 프레임이 어딘가로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옴이 반복되고 있는

데 이것은 바로 그녀의 불안정한 식민지 주체성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호

우즈(Tara Howes)는 주체의 재현 즉 자아의 재현은 프레임이 그녀의 소설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데(1), 프레임이 주변화 되고 불

안정한 식민지 주체성을 버리고 본인이 원하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파편화된 자아를 통합된 하나의 자아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맨 처음 단계가 바로 자아 재현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경

계선상에서 존재하며 불안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덧붙여 개인적인 트라우

마까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이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여 뉴질랜드라는 포

스트 식민주의적 공간에서 진정한 작가로서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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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계에 선 불안정한 정체성: 다름(Difference)과 광기

  과거를 일깨우고 침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프레임의 내 책상 위의 천사에
는 작가의 상상력과 역사적 증언이 미학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사회적이고 문화

적인 저항의식의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작가 개인의 자서전의 성격을 가지

면서 식민역사와 이산경험으로 문화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하위주체로서의 뉴질

랜드 여성의 성장과정을 담고 있다. 프레임은 끊임없이 자신의 뿌리와 공간을 찾

는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지리학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포스

트 식민주의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 그 당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자신

의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의 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프레임은 자서전이

라는 문학적 장르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 픽션으로는 기록하기 힘든 자

신의 여성적 경험에 대해 꾸밈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자서전이라는 문학

적 장르가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내 책상 위의 천사는 본인

이 “다르다”고 인식하면서 성장한 프레임이 파편화된 정체성을 조합하여 자신의 

진실한 자아를 찾는 자아인식과정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근대적 자아4는 남성적이고, 여성들의 자아는 그저 남성들

의 근대적 자아가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화된 자아로 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역시 지금까지 

여성들은 무대밖에 존재하며 재현될 수 없고 자아를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 인식

되어 왔다고 지적한다(22-29). 하지만 여성의 자아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나 동일

성 사고의 전형을 담고 있는 근대성 논리의 틀로는 규정될 수 없다. 오히려 여성

은 고정되고 단일한 동일성을 지닌 근대적 자아를 거부하고 해체한 틈새 공간에

서 “과정 중에 있는 의문스러운 주체로서의 자아”(Krisiteva 159)라 할 수 있다. 

  4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근대적 자아의 기원을 여행을 떠

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자기희생을 통해 자기 유지를 꾀하며 부단히 전진하는 목적합

리적인 남성이자 가부장적 주체로 완성된다는 오디세우스로 설명한다. 이러한  근대적 자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신화적인 인물들과의 대립구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성적 상징성들로 그려지

는 신화적 인물들을 극복해야만 함을 설명한다. 키르케와 페넬로페로 대표되는 여성의 상징성은 전

형적인 남성들의 판타지인 유혹하는 창녀, 도우미 여성 아니면 그저 정숙한 아내이다(노명우 

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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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전 전체에 걸쳐 프레임은 작가 자신에 의해 채택된 많은 정체성들을 나열

하는데 이것은 실제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파편화된 자아”들이다. 머리 좋고 감

성적인 아이로서의 정체성, 나레이터가 “침묵 속에서 고통 받는 금욕적이고 고독

한 여주인공”(151)으로 묘사하는 정체성, 내 책상위의 천사 에서 드러난 “나, 

그러나 내가 정말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는 숨겨야 했던 나”, “무 여성의 

공간 같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188)로서의 정체성, 오로지 “그녀, 그들 중 

하나”로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미친 여자”(229)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작가 등 

여러 종류의 정체성들이 묘사되어 있다. 바렛(Michele Barret)은 “만약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아를 구성되고 파편화된 자아로 대체할 경우 이를 통해 행동하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에 근거해 있는지 파편화되고 담론에 의해 구성된 본성이 확

실한 그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명백한 질문들이 생겨난다”(208)고 말한다. 결국 

스피박(Gayatri Spivak)이 정의한 타자로서의 ‘하위주체’인 여성이 말을 하기 위

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아인식을 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며 스스로를 재

구성하여야 한다. 스피박은 또한 탈식민주의 인이라면 하위주체 여성들이 역사

적으로 침묵되어 온 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배워야만 비로소 이론의 다른 인식론

적 폭력의 다른 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295). 다시 말해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필수조건은 바로 바렛이 언급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자기인식과 성찰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의 내 책상 위의 천사는 

“계속적으로 수정되며 재구성되는 자아의 축적물”(Wevers 64)이라 할 수 있고, 

작가로서의 그녀의 정체성, 작가로서 그녀가 있어야 할 장소를 찾기 위한 여행으

로 귀결될 수 있다.

  식민지인을 문명화시킨다는 발상아래 생겨난 영국문학은 프레임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며, 프레임에게 영국문학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묘사된다. 내 책상 위의 천사에
서 등장하는 처음 프레임의 모습은 시에 대한 재능으로 상을 받고 도서관에서 자

유롭게 책을 빌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똑똑하고 영리한 소녀이다. 하지

만 영문학을 좋아하는 똑똑한 소녀로서의 프레임의 정체성은 남들과는 다른 가

난한 집안사정과 젠더의 부정적인 열등성 앞에서 파편화된다. 전쟁과 공황이 몰

고 온 프레임 가족의 가난은 그녀에게 수치심을 남기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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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이 학교에서 다른 몇몇의 소녀들과 함께 “더럽다”(75)고 판명을 받는 장면

이다. 특히 보팅 선생님(Miss Botting)이 프레임을 학급 급우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데는 그녀 집안의 가난이 큰 이유이다. “도둑”과 “더러운”이라는 낙

인은  가족의 가난을 드러내면서 사회적인 일탈을 강요한다. 프레임은 어렸을 때

부터 다른 여학생들과는 다른(different) 존재로 자리 잡는다. 

  작품 속의 프레임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상상력이 풍

부한 창의적인 소녀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시절 언니와 여동생의 죽음

을 겪었고 그 죽음은 그녀에게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

하지만 실제생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 프레임의 과거 속에 트라우마

로 남은 이 사건은 “서사적 기억”(Caruth 153)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그녀

의 삶속에서 무한정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완성된 과거의 이야기 안에 흡수되

지 못한 트라우마의 충격은 주인공이 과거의 굴레에 얽매인 채 미래의 삶으로 나

아가지 못하는 양태로 드러난다. 트라우마에 고착되어 정서적으로 마비되어 있

는 주인공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 자신에게 가해진 사회적 억압에

서의 피난처를 추구하면서 그녀의 반사회적이고 반사교적인 행동은 점차적으로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프레임은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그녀를 점차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희생자가 되

어버린다. 프레임은 사회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된다.

  프레임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것은 우선 오빠 브러디

(Bruddie)의 간질 때문이다. 동생 이자벨(Isabel)의 선생님 역시 “너희 자매는 너

희가 남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할 거야”(129)라고 말한다. 프레임에게 “다르다

는 것은 괴상하다는 것, 약간 미쳤다”라는 것“이다(129).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

하고 그녀에게 이미 다름은 광인의 하나의 병리학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니그로의 스테레오타입은 다름의 눈에 보이

는 특징, 주로 피부색깔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는데(324),  프레임의 다름은 그녀 

외모에서 눈에 보이는 특징, 그녀의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로 특징 지워진다. 곱

슬곱슬한 빨간 머리는 매혹적이지만 그 당시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

악스러운 것이다. 프레임의 이 곱슬머리는 1930년대 여성잡지나 광고에서 명백

히 증가하는 화장품의 소비문화에 의해 세워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정상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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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는 여성성의 문화적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명백히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인식은 내 몸을 의식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터

질 듯이 몸에 끼는 교복은 소의 오물과 외양간 진흙으로 더러워졌고, 수선한 스타

킹은 거칠고 두꺼웠으며, 아래로 자라 내려가지 않고 위로 자라 올라가는 복슬복슬

한 붉은 색 더벅머리는 보는 사람을 모두 놀라게 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지 않니? 잘 빗어 내리고 기름을 바르든지 해

서 붕 뜨지 않게 해. 이런 머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실 피지 사람

이나 머나먼 아프리카 사람들 말고는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이 없었다. 

My awareness of it helped to efface my growing conscious of my body, the 

now-too-tight tunic often dirtied with cow muck and byre mud, the 

cobble-mended stockings coarse and thick, my frizzy tangle of red hair, 

which seemed to alarm everyone the way it naturally grew up instead of 

down, causing people to keep asking, ‘Why don’t you straighten it? Why 

don’t you comb it flat, make it stay flat, put oil on it or something; no one 

else has hair like yours.’ And no one had, except Fijian and African people 

in faraway lands.(131)

이후 프레임은 학교에서 “피지(Fizzy, 곱슬머리, 131)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다

시 말해 프레임의 정체성은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다른” 피

부색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녀의 곱슬머리는 결과적으로 바

람직한 여성성을 나타내는 외모와는 거리가 멀고, 또한 바람직한 백인의 특성도 

아니다. 또한 어린 시절과 달리 프레임이 런던에서 성공한 작가로 출판업자들을 

만나러 갈 때도 가기 전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펴도록 설득 당한다(478). 

  프레임의 다름을 드러내는 상징물은 그녀의 빨간 곱슬머리이외에도 충치가 있

다. 이런 그녀의 상태는 치아가 드러나지 않게 웃거나 사람들과 입을 가리며 이

야기하는데서 잘 엿볼 수 있다. 충치는 프레임 집안의 가난함을 나타내는 근거이

자 프레임이 그 당시 관습적인 여성성의 기준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나

타낸다.  프레임에게 자신의 몸이란 자신을 옭아매는 여성성의 징표이다.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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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바람직한 여성을 말하는 지배담론 속에 순종적인 인물로 남고자 할 때 이

는 그녀의 덫이 된다. 충치, 뚱뚱한 몸매, 빨간 머리는 실제 사회가 이상적으로,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여성성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제 그것을 자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인 이자벨에게도 투영한다. 그녀는 이자벨이 “어린 시절의 

인형들, 그러니까 작은 상자에 눌러 담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우리가 잡고 움직

여야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인형들처럼 되기를 바랐다”(198). 즉 사회에서 부

여한 순종적인 좋은 여성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사람들은 한 사회에서 전형적이고 당연한 지식들을 정상으로 보고 그것에 위

배된 것은 비정상으로 본다. 비정상은 흔히 광기, 일탈, 범죄, 정신병, 부도덕, 악, 

동물성 등의 범주로 분류되어 이른바 혐오와 배척, 배제의 대상이 된다. 푸코

(Michel Foucault)는 “위배된 지식”은 “금기의 지식”이며 그 모든 영역은 “비정

상적”으로 본다. 광기는 지식이며 그것은 지식의 이상한 경로들과 관계된다고 지

적한다. 한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사물, 행위, 신념들은 그것들의 본래

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게 간주되기보다는 그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그러한 낙인을 받은 것이다. 푸코는 “광인(비정상)은 전적으로 도덕적 세계와 통

해 있으며(27), 또한 그것은 ”도적적 세계의 정체적 지평“위에서 처리된다고 지

적한다(57). 비정상은 따라서 도적적인 것과도 연계되어 비도덕적이란 낙인을 

받게 된다. 한 사회에서 정상인의 자리에서 살아가려면 결국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제도나 지식을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정상과 비정

상의 구분은 애매모호한 경계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한편, 이런 두 가지 다름 이

외에도 그녀의 고립감을 더 증대시킨 것은 프레임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여성

모델이었던 언니 머틀(Myrtle)의 죽음이었다. 머틀이 죽은 후 프레임은 또래 여

자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기방어기제가 허물어지고 심리적 

방어벽에 구멍이 뚫린 상태의 트라우마는 “말할 수 없음”과 “재현할 수 없

음”(Kaplan 37)을 특징으로 한다. 비단 신체적 위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트라

우마는 개인의 감정을 압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이자 피난처는 그녀 안쪽 그녀 장

소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질책하는 눈길을 피해 숨고 싶은 상상력 뿐 

이었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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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었던 교사라는 직

업을 선택했지만, 교사로서 기대하는 사회의 시선을 감당해 내기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국 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감독관 앞에서 수업을 진행

해야 했던 프레임은 스스로 교실을 걸어 나가 약을 먹는다. 단순한 도피성으로 

먹은 아스피린이었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커서 프레임의 사회적 위치와 자아

정의에도 큰 영향을 미친 정신병원으로의 입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푸코는 정

상과 비정상을 설명하면서 사회체계가 부여한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비판한

다. 즉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행동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것으

로 간주 된다”(223)라고 말하는데, 프레임의 수줍음이나 외로움 같은 사회적인 

기능장애는 병원에 의해 비정상적인 것으로 즉 정신분열로 간주되어 버린다. 그

래서 이러한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

할 뿐 아니라 그녀자신의 자아인식에도 한 근거가 된다. 프레임의 정신병원에서

의 경험은 치료라기보다는 감금에 가까운 것이었다. 프레임은 그녀 자신의 치료

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전두엽절제술을 피하고 정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도 의학적 담론은 여전히 프레임을 환자로 규정한다. 결국 

프레임은 작가가 되는데 필요한 상상력을 찾고자 유럽으로 갔을 때도 절망과 고

립감을 느끼자 스스로 런던에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간다.  

III. 미친 여성작가라는 가면 쓰기, 가면 벗기

  프레임의 “미친 작가”라는 전형에 대한 순응성은 그녀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서 부여받은 것이며 프레임은 “미친 작가”라는 타이틀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

로 받아들인다. 대학에서 만난 존 포레스트(John Foreest)는 그녀에게 “나는 당

신을 생각하면 반 고흐나 후고 울프가 생각나요”(237)라고 말하면서 정신분열과 

위대한 작가들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포레스트는 그녀에게 광기(Madness)와 창

조적인 재능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강요한 것이다. 결국 프레임은 

어떻게 본인이 광범위하게 정신분열증을 조사했으며, 정신분열증의 행동들이나 

단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설명하면서 “나는 정신분열증이라는 화려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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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었다”(246)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지배적인 담론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

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석될 수도 있지만(Mosquera 225), 문제는 프레임은 자

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정신분열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사회와 남성이 부여한 미친 작가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성

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작가가 되고 싶은 프레임은 미친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작가가 될 수 없다는 남성이 부여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

제로 위장함으로써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은 그녀가 뉴질랜드 인이라는 것

에서 출발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작가, 더군다나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미친 작가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라도 작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와 그녀의 자

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생기고 상상력과 실제 사이의 거리는 그녀를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프레임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가면을 쓴 이유는 실제 작가가 되고 싶은 열망

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존 포레스트로 대표되는 남성중심사회는 광기

와 천재성을 분리할 수 없는 개념으로 연결하여 프레임을 미친 여성으로 고립시

킨다. 그래서 프레임은 창조성과 광기는 시적상상력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를 스스로 미친 작가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임슨(Kay 

Jamison)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미친 천재의 신화를 해체한다. 제

임슨은 어떤 누구도 정신적으로 심하게 좌절할 때,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때, 그

로 인해 자살하고 싶을 때 창조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249). 즉 창조성과 광기

는 정신의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의 내 책상위의 천사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가면 없이 그녀의 

정체성을 작가로 받아들이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자넷이 실제 정신병원에서 8

년간 입원하며 겪었던 고통은 정신분열증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그녀를 

미친 작가로 규정하려는 사회적 가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신병원에서 퇴

원한 이후에도 프레임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을 

다시 병원으로 들어감으로 실천한다. 즉 그녀의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과 정신분

열을 다시 연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프레임은 나중에 런던에서 

자신이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자 당황한다. 자신을 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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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해준 것은 실제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정신분열이

라는 가면덕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프레임이 쓴 소설이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서 글쓰기가 그녀를 구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두엽절제술을 피하게 만들었을 뿐 진정한 작가로서의 글쓰기는 아니었다. 그

녀에게 작가로서의 물적 토대나 언어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임

은 정신분열이라는 가면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아내나 어

머니의 역할이 아닌 작가로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특별히 여성적이라기보

다 오히려 전통적인 여성성과 그것이 어떤 차이를 이루는가를 제시한다

(Cheshire 40-47). 뉴질랜드사회에서는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이 여성적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고, 여성이 작가가 된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

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프레임에게 바람직한 여성 아니면 미친 여성 작가를 강요했던 뉴질랜드

의 식민주의 사회는 이제 이성복장(cross-dressing)을 강요한다. 정신병원에서

의 퇴원 후 프레임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장소와 돈을 제공한 프랭크 사거슨

(Frank Sargeson)은 뉴질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문적 작가였다. 그 이전의 

뉴질랜드 작가들은 실제 어딘가로 특히 뉴질랜드 인들에게 문화적 중심지로 간

주되는 영국으로 가도록 강요받았지만 프랭크 사거슨은 그대로 뉴질랜드에서 활

동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남자와는 다른 여자라는 종족에 대한 일관된 불신, 때로는 혐

오가 있었고 그가 그런 심정으로 파고들 때면 나는 불안하고 서글펐다. 나는 여자

고, 그가 말하는 대상이 내가 속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 . . 프랭크 사거슨과 함

께 지낸 시절은 사제처럼 글쓰기에 바친 금욕의 시절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내 성정은 완전히 사제 같지는 않았기에, 나는 정신 구조를 바꾸

는 병원에서 내 몸을 다른 성별로 바꾸고 싶게 만드는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 

온 듯한 슬픔을 느꼈다. 군용오두막시절에 내가 지불한 대가는 내 몸의 공허감에 

대한 확인이었다. 프랭크는 남자와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지만 나는 남

자도 아니고 레즈비언도 아니었다. 그는 내가 치마보다 바지를 입는 것을 더 좋아

했다. 이제 프랭크 사거슨을 구원자로 여기게 된 나는 우울한 갈망과 운명적 체념

을 통해 신들이 이미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음을 인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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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ll his conversation there was a vein of distrust, at times hatred, of 

woman as a species distinct from men, and when he was in the mod for 

exploring that vein, I listened uneasily, unhappily, for I was a woman and he 

was speaking of my kind. . . . My life with Frank Sargeson was for me a 

celibate life,  priestly life devoted to writing, in which I flourished, because 

my make-up is entirely priestly I felt the sadness of having moved from 

hospital, where it had been thought necessary to alter the make-up of my 

mind, to another asylum, where the desire was that my body should be of 

another gender. The price I paid for my stay in the army hut was the 

realisation of the nothingness of my body. Frank talked kindly of men and 

of lesbian women, and I was neither male nor lesbian. He preferred me to 

wear slacks rather than dresses. I, who now looked on Frank Sargerson as 

a saviour, was forced to recognize through the yearning sense of gloom, of 

fateful completeness, that the Gods had spoken, there was nothing to be 

one. (298-99)

즉, 뉴질랜드 사회는 프레임의 글을 쓰는 능력은 인정했지만 여성으로서 작가의 

위치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적인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녀는 정신병

원에서 퇴원하고 “끊임없이 밀려들던 곱슬머리와 옷차림과 치마 밖으로 도드라

지는 엉덩이에 대한 평가에서 해방”(299)되었기는 했지만 진정한 작가로서의 위

치는 획득하지 못했다.

  마침내 프레임은 정신분열증이라는 가면이 더욱 쉽게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기 때문에 그 왜곡된 특권에게 매달려 있었음을 인식한다. 이제 프레임은 콜리 

박사(Dr. Cawley)와의 여러 달에 걸친 상담을 통해 이제 그녀는 “정신분열에 의

지해서 안락과 관심과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를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

다”(459)고 고백하며 다시 글쓰기를 시도한다. 카루스(Cathy Caruth)는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의 해결되지 않은 파편인 기억의 상처는 기존의 정신체계와 통합되

어 서사적 언어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176)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트라우마

는 언어적 재현체계를 교란시키고 붕괴시키는 특징이 있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관념과 담론의 체계를 통해 재현될 수 없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억이나 회고와 구

분되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브라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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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na Brison)은 트라우마가 최초로 발화되는 순간 트라우마 기억이 “서사적 

기억”이 되어 트라우마적 경험을 “성찰적으로 극복”(151)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 기억은 “폭력과 고통, 침묵으로 뒤엉킨 근본원인을 찾아내고” “치유에 대

한 희망과 다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Steel 14). 프레임은 식수(Helene 

Cixous)의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신을–세계와 역사

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텍스트로 만들어야 한다”(678)는 지적을 인지하며 

자서전의 장르를 사용하여 자신을 고백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쓺으로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접 대면하고 자신이 여성적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

레임은 이제 진실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뉴질랜드의 오

랜 입원 생활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그 시절의 일을 써서 자신의 미래를 좀 

더 명확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레임에게 

있어서 광기와 천재의 연결은 이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친 천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으로부터 그녀가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자기 

자신의 타당성은 바로 대영제국의 규범화된 영문학을 기초로 하는 글쓰기의 거

부라 할 수 있고 그녀에게 부여한 미친 여성 작가라는 3인칭을 거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프레임은 자신의 힘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프레임은 대영제국의 규범화된 영문학을 기초로 하는 글쓰기를 거부하며 뉴질

랜드 사회가 그녀에게 부여한 미친 여성 작가라는 3인칭을 거부한다. 그것이 바

로 프레임이 자서전을 쓰는 이유이다. 프레임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그동안 금기

시되었던 여성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프레임이 월경이나 몸에 맞지 않는 옷 

등 남성작가의 자서전적 글쓰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했

다는 것은 이제 남성 중심의 글쓰기, 즉 전통 영문학의 금기의 힘을 깼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진짜라고 믿었지

만 실은 위장과 가면에 지나지 않았던 미친 작가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아이

러니컬하게도 진정한 작가로서의 글쓰기를 시작한다. 이제 콜리 박사가 조언한 

대로 프레임의 이상적인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혼자 살고, 글을 쓰면서 다른 사

람들의 동참 요구를 거절하고 싶다면 거절하는 것이 된다(459). 이는 작가로서의 

삶이 설사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삶과는 위배된다 할지라도 프레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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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삶을 누려한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줍었

던, 남성적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했던 소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

만의 글쓰기 장소를 찾기를 결심한다. 자서전의 형식을 차용하여 회상으로 드러

나는 프레임의 서사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과정이며 또한 독자들도 그

녀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 빅로이(Lauarie Vicroy)는 진정한 트라우마 소

설은 역사적 진실과 비슷한 잠재력을 갖는다고 설명하는데(21), 이는 프레임의 

서사에서 트라우마의 증언을 독려하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치유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전한 자아 찾기를 시도하는 프레임은 그녀의 삶에서의 참담한 경험

을 일관된 내러티브로 재구성함으로써 내적인 상실을 회복하고 결국 현실을 새

롭게 시작하는데 성공한다. 

IV. 디아스포라적 프레임과 뉴질랜드작가로서의 프레임

  이제 글쓰기로 개인적 정체성을 획득한 프레임은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

을 확립하려 한다. 프레임의 뿌리는 정착자 이주민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녀는 완

벽한 영국출신 백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오리족 출신도 아니었다. 그런 애매

한 위치는 프레임의 고립감으로 이어진다. 프레임의 더니든(Dunedin)에서 윌로

우그랜(Willowglen)으로, 시클리프 (Seacliff) 정신병원으로, 프랭크 사거슨의 집

으로, 유럽으로 디아스포라처럼 떠돌며 정착하지 못한 모습은 그의 소속감의 부

재로 이어진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내 성년의 삶은 일련의 여행, 북쪽

과 남쪽 앞뒤로 국도를 횡단하는 춤인 듯이 보였다(239)라고 밝힌다. 이러한 여

행의 주제는 프레임의 많은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러

한 여행의 모티브는 실제 프레임이 자신의 상상력의 고향, 즉 자신의 자리를 찾

기 위한 여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럽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떠난 여행에서 프레임은 우선 “거울 도시”로 대표

되는 이비자(Ibiza) 섬을 발견하여 자신만의 “장소”를 찾는 듯 보인다. 이 푸 투

안(Yi-Fu Tuan)은 인문주의자들이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이제껏 제기해 온 여

러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통찰들을 장소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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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근거하여 종합하려고 시도한다. 그의 장소 개념은 생태지역주의의 장소

를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넓으며 그의 공간 개념은 흔히 생각하는 사이버 공간, 

시장 공간과 같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공간이다. 투안에 따르면 “분별되지 않은 공간으로 시작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 장소가 된다”(54). 공간은 인간

이 의미화한 장소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환경이다. 예를 들면 이사

하고 처음 동네를 접했을 때 그것은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후에 분별하고 

의미화 함으로써 그것에 익숙해졌을 때, 그것은 장소가 된다(17-18). 

  “거울도시”는 세 번째 챕터인 거울도시의 사절 을 아우르고 있으면서 “허구

적인 집(fictional home), 즉 프레임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Oettli 

104). 거울도시는 그래서 문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뜻하

기도 한다. 프레임은 유럽의 이비자(Ibiza)섬이라는 공간에서 문학도시의 가능성

을 발견한다. 이자벨 미첼(Isabel Michell)이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도시에의 

도착은 실제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비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104). 프레임에

게 거울도시는 도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변형의 이미지로 상징화된다. 이비자섬은 식민의 주체였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지중해의 섬으로, 프레임은 그곳에서 바다에 비친 항구의 모습을 

보며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얻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투안이 지적한대로 이비

자섬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작가로서 의미가 있는 작가적 상상력의 장소를 찾

기를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유럽에 건너

와 상상력을 얻고자 했지만 유럽에서 구한 것은 진정한 상상력이 아니며, 진정한 

상상력을 얻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의 자연, 뉴질랜드 인이라는 뉴질랜드 작

가라는 진정한 작가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

드 역사학자 케이트 신클레어(Keith Sinclair)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비어 있는 

땅의 메타포를 가지고 글을 쓰는 작가들은 거의 뉴질랜드의 남섬 출신이고 그것

은 남섬이 전통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어서 실제 역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는데서 기인한다. 즉 이 비어있는 땅, 남쪽의 땅은 뉴질랜드 작가들이 꿈꾸는 

상상력의 공간이다(253). 실제로 뉴질랜드의 인구의 4분의 3은 북섬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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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남섬은 사람들이 없는 광활한 자연으로 대표된다.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장

소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프레임의 내향성은 이런 장

소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레임의 작품들은 장소와 전치의 담론을 담

고 있고 프레임에게 집이자 고향(home)에 존재하고 있다는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레임은 사범학교 시절 처음으로 남섬 중앙에 있는 오타고 지방에 라즈베리

를 따러 가는데 거기에서 자넷은 센트럴 오타고(Central Otago) 지역과 클러서

강(Clutha River), 그림자에 잠긴 만곡부를 빼고 모두 헐벗은 언덕들, 다채롭게 

빛나는 금빛, 아침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태어났다가 저녁이면 진자줏빛 

속으로 물러가는 하늘과 사랑에 빠졌다고 밝히고 있다(194-95). 프레임에게 이 

클러서강 과의 마주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클

러서강을 주위환경에의 가혹함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범학교시절 이미 프레임은 그 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과의 조우는 큰 의미를 차지한다. 이 강

의 중요성은 프레임이 실제로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클러서로 변경한 데서 드러

난다. 프레임의 전기를 저술한 킹(Michael King)은 이 클러서라는 이름은 프레

임의 조부모출신인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Clyde)의 게일어식 이름이라 밝히고 

있다(192). 결국 클러서로의 이름의 변경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프레임의 

하나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실제 1960년도에 런던에서 프레임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을 무렵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바로 뉴질랜드 남섬의 강들로 대표되는 자연이었다. 프레임의 전기

를 쓴 킹은 그 당시 프레임이 뉴질랜드의 전경을 열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

서 유럽에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배에서 느낀 프레임이 생각한 것은 진정한 거

울도시라 생각했던 런던의 건물, 새로운 문학, 유럽 생활의 기억이 아닌 아버지

와 함께 인종적 편견에 물든 삼류 탐정 소설을 읽던 바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

었던 소녀시절의 기억이다. 또한 뉴질랜드로 돌아가 런던에 있는 그녀의 친구에

게 편지를 보낼 때도 그 편지의 내용은 영국이 그립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뉴질랜드 인이고 뉴질랜드는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장소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King 264). 결국 글을 쓰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던 프레임은 자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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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일부”라고 느낀 뉴질랜드라는 공간으로 돌아가 뉴질랜드작가로서의 자신의 

장소를 찾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레임이 그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규정하는 중심적인 체계에 반응하

는 것처럼 탈식민주의 작가들은 그들의 독특한 타자의 위치로부터 문학을 생산

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실제 제국주의의 유산은 그 자체로 통합된 신화적 체

계를 갖추고 있고, 뉴질랜드 역사상 이전의 식민주의적 영국의 헤게모니는 그 자

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프레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신성화된 영국제

국주의의 기반을 초월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프레임은 내 책상

위의 천사에서 자서전적 글쓰기를 사용하여 침묵화된 여성적 경험을 이야기하

고 있고, 그녀의 영국적 유산을 거부하는 식민지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신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고자 한다. 프레임은 뉴질랜드로 돌아가 글을 쓰는데 

이것은 프레임이 자서전적 경험의 목소리를 통하여 지배담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욕구이다. 프레임의 내 책상위의 천사는 유럽에서 뉴질랜

드로 귀향하여 서술한 작품으로 지배담론이 그려놓은 지도 속에 포함되기를 거

부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프레임은 스스로 개인적 경계선을 설정하여 

자신을 주장하며 이런 행위는 그녀 자신의 지도 만들기로 연결된다. 이 지도 만

들기는 작가로서의 지도를 그리는 행위이고 여기에서의 지도는 영국의 식민지적

인 지도그리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뉴질랜드의 자연으로 들어가 그려야 하는 

지도이며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가 뉴질랜드에 대해 글을 써야 한다고 인식한다.

초기거주자들이 지도에 남긴 상상력의 첫 겹은 뒤따르는 자들에게 뼛속까지 이르

는 길을 남겨준다. 뉴질랜드에 사는 것은 나에게 신화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을 것이

고 나는 예술가들만의 특별한 상상력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시초에서 시작하는 

일,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찾고 그것의 형성에 협력하는 일, 우리 세대 죽은 자들

의 양분을 먹고 클 후세대를 위해 지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

정을 내릴 때 예전에 프랭크 사거슨이 했던 말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다

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나라처럼 잘 알 수 없어. 다른 나라에 대

해서는 밀접한 글쓰기가 불가능해.” 

The first layer of imagination mapped by the early inhabitants leaves those 

who follow an access or passageway to the bone. Living i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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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for me like living in an age of myth-makers; with a freedom of 

imagination among all the artists because it is possible to begin at the 

beginning and to know the unformed places and t help to from them, to be 

a mapmaker for those who will follow nourished by this generation’s layers 

of the dead. I was strongly influenced in my decision by remembering, from 

time to time, Frank Sargeson’s words to me, ‘Remember you’ll never know 

another country like that where you spent your earliest years. You’ll never 

be able to write intimately of another country.’(496)

다시 말해 그녀의 영국으로의 출발은 영국의 문명을 배우고자 하는 식민주의적 

욕망과 결부되지만, 뉴질랜드로의 귀향은 그녀의 조국 즉 뉴질랜드에 대한 자신

감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과 결부된다(Oettli 103). 프레임의 자서전은 바로 ‘나

의 자리’를 찾는 데에 있는데 이제 그녀는 거울도시로 대표되는 상상력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돌아가 “자신의 자리”(497)에서 살면서 “미친 정상인”이 아닌 정상

적인 글쓰기를 시도한다.

V. 나가는 말

  “자신의 자리”, 즉 “프레임이 서 있어야 할 장소”는 광기의 가면을 쓰고 있었

던 정신병원도, 영문학의 본고장 런던도, 실제 거울도시라 생각했던 이비자섬도 

아닌, 그리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거주하는 뉴질랜드 북섬도 아닌 바로 

광활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남섬이다. 또한 프레임은 더 깊은 차원에서 나 자신

의 집을 찾았다고 설명하는데 프레임이 도착한 그 집 그 장소는 역사와 실제를 

언어를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기억과 상상력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

만의 장소 만들기는 이제 긍정적이고 힘이 있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 자신을 재창

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프레임은 뉴질랜드 식 영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탈식민주의적인 글을 쓰기 시작한다. 작가로서 프레임은 

이제 잘못 입혀진 가면을 벗고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으로 내 책상위의 천사는 자서전적 형태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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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전 생애를 다루지 않고 작가 경력의 초기에서 끝나는 것도 무엇이 자넷 

프레임이라는 작가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레임은 내 책

상위의 천사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뉴질랜드를, 뉴질랜드의 구름을, 하늘을 구름

들을, 이 모든 것을 언어로 담아낼 것임을 다짐한다. 이제 프레임은 그녀만의 상

상력의 장소인 집에서 글을 쓰는 진정한 작가로의 정체성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레임은 자신의 “거울도시”는 뉴질랜드에서 글을 쓰는 자기 자신에 있음

을 인식한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프레임은 영국식이 아닌 뉴질랜드 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프레임은 광인으로 오인되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었다가 뉴질랜

드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장소를 찾고, 언어를 통해 세상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뉴질랜드문학도 프레임 자신처럼 스스로의 국가적 문

화적 정체성을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자신의 뉴질랜드에서의 글쓰기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다. 프레임은 이 작품에서 두 개의 이야기, 즉 타자화

된 성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타자화된 주변부 국가인 뉴질랜드라는 두 요소를 병

합시켜 탈식민적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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