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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nki. “The Search for Identity in Cisneros’s The House on Mango Stree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3 (2017): 21-43. The vignettes of The House on Mango Street by Sandra 
Cisneros are about the maturing of a young Chicana and the development of a writer, Esperanza Cordero. 
Esperanza wants to be a writer and tries to discover the complexity of the dual identity as a Chicana 
woman. Although she wants to escape the Chicano community, Esperanza wishes to remember the certain 
aspects of the poor and dirty community. She realizes that she should find it a source of her inspiration. As 
a writer, she believes that she can find her voice and overcome sexism, classism, and racism. Through 
telling stories about her own experiences, she can find her own identity as a Mexican American. In the end, 
Esperanza tries to find a way to bridge the gap between both Chicana women’s American and Mexican 
identity. (Paicha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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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멕시코계로 미국 시카고 태생의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는 1984

년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한다. 망고스트리트의 집(The House on Mango 

Street)이 나온 직후 엘리아나 리베로(Eliana Rivero)는 이민자에서 다른 인종

으로 (“From Immigrants to Ethnics”)를 발표했는데, 이 글은 소수인종, 그 중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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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특히 사회로부터 밀려난 라틴계 여성이민자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그녀는 이 글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작품

에 비해 멕시칸 아메리칸 여성들의 작품이 인색하게 다루어져왔다는 점을 지적

한다(189). 시스네로스의 작품만 하더라도 망고스트리트의 집이 나오기 전까

지는 그녀의 이전 “30여 편의 시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Angel 37). 하지

만 이 작품이 200만부 이상이 판매되고 “전미도서상”(American Book Award)

까지 받게 되자 멕시칸 아메리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한다. 

  망고스트리트의 집은 작가인 시스네로스가 실제로 살았던 장소가 배경이 되

고 있고, 소녀 시절 그녀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회고하는 일기형식의 글이다. 결

국 이 작품은 “목걸이의 구슬처럼 각각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Angel 29) 서

정적인 구조의 비네트(Vignettes)로 완성된다. 비네트는 “어디를 먼저 읽어도 상

관없는”(Jussawalla & Dassenbrock 305) “각 장이 단편소설과 같은 기능을 하

는데”(Cepeda 10), 각각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동

일한 정서로 연결되는”(Madsen 10) 이야기이다. 시스네로스는 한 때 자신의 작

품을 “나태한 시”(lazy poems)(“Do you know me?” 79)로 낮춰 불렀지만, 각각

의 비네트는 짧은 분량에 비해 의미가 다양하고 상상력이 많이 요구되는 풍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 그 

중 인종과 성차로 인해 ‘이중적으로 소외되고 있는’(double marginalization) ‘치

카나’(Chicana)1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Valés 3)가 가장 중요하다. 치카나들

은 미국에서 인종적인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성차를 경험해야 했는데, 이 점은 작

품에서 에스페란자라 코데로(Esperanza Cordero)의 경험을 통해 재현되고 있

다. 

  전체 마흔 네 개의 비네트로 구성된 작품에서 에스페란자는 낯설고 적대적이

기까지 한 주변의 환경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성장해가

는 인물이다(Valdés 3). 각각의 비네트에서 에스페란자는 차별받는 멕시칸 아메

리칸으로서의 위치에 대항하고 여성으로서의 차별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1 히스패닉은 일반적으로 치카노(chicanos)로 불리는 멕시칸 아메리칸이나 쿠바계 미국인을 지칭

하는데, 이들 중 여성을 지칭하는 치카나들은 치카노들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더 많은 제약에 억압

되어 있었다(Shejbalová 6). 치카노와 치카나는 각각 Mexicano/Mexicana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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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rano 103). 그녀는 궁극적으로 치카나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정형화된 여성

화를 거부하고 자신과 치카나들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남성들의 권위에도 도전

한다. 그녀는 문화적인 지배력과 문학적인 권위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녀는 그러한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글쓰기를 택한

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여성이 정형화

되거나 대상화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그녀는 인종적, 경제적, 성적인 

착취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로 저항

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직접 알리면서 공감을 얻어내려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에스페란자는 자아인식을 통한 성장과정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녀의 성장은 

인종과 성차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의식”(Anzaldúa 99)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작품에서 에스페란자는 자기만의 집을 꿈꾸는데, 여기서 집은 자신과 자기 주

변의 소외된 여성들의 실상을 알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를 확인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에게 부가되는 많은 제약과 구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존감의 회

복이 필수적이다. 작가인 시스네로스는 그러한 방안으로 에스페란자와 같은 여

성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스네로스는 망고스트리트

의 집에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주장했던 바를 되풀이하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표출하

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스페란자는 “난 이야

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난 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MS 109)고 말하

는데, 실제로 그녀가 소외와 차별 그리고 성추행 등으로 내재된 “혼란과 갈등을 

털어내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행위에 의해서이다”(Eysturoy 62). 시

스네로스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여성은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

이 있다. 

  실제로 작품에서는 시스네로스의 페르소나인 에스페란자가 가기만의 방을 모

색하면서 멕시칸 아메리칸으로 여성인 치카나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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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가는 작업을 한다. 그 

작업은 자신과 치카나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결국 “에스페

란자의 성장과정은 망고스트리트에서 경험했던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쓰는 예

술가가 되는 과정과 관계가 밀접하다”(Eysturoy 62). 즉 그녀가 자신의 능력인 

창의력을 발견하는 것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글쓰기라는 과정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가 (개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Eysturoy 62 재인용)

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스페란자는 치카나 공동체를 위해 자

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나간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억압

받고 거부당하는 치카노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한다. 그녀는 주

변의 억압받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체의 운명으로서 그들과의 유

대를 확인하며 그들을 대변할 공간을 마련한다. 

  시스네로스는 개인의 물리적인 환경이 정신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한다. 그녀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 망고

스트리트의 집의 한 비네트인 나만의 집 (“A House of My Own”)을 구상한

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에스페란자가 자기만의 집을 꿈꾸면서 “남자를 위한 집

도 안 된다. 아빠를 위한 집도 안 된다”(MS 108)라고 쓴 문장을 보면 시스네로

스는 울프가 그랬듯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거부하며 해체할 수 있는 방

안은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 믿는다(Sloboda 93). 그리고 자기만의 

집을 가지겠다는 에스페란자의 의지는 안락한 보금자리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온전한 공간에 대한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비슷

한 처지의 모든 여성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적합한 공간의 

집을 갖겠다는 그녀의 희망은 아이덴티티를 찾는 문제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

다는 설계로까지 이어진다”(Olivares 88). 아이덴티티를 찾는 문제는 그녀가 히

스패닉계라는 인종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멕시코문화에 남아있는 성차에 대

한 인식과 그러한 차별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자 선

결과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스페란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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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 13세의 에스페란자는 시카고의 라티노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체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는 주

인공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추적하는데 용이한 기법이 된다. 작품에서 그녀는 

여러 번 이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오게 된 망고스트리트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묘사하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은 전에 살았던 집처럼 

좁고 지저분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초라한 집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부자들

과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이후 그녀는 주류미국문화의 지배력을 실감하게 되며 

아울러 멕시칸 아메리칸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인식과 치카나에게 강요되고 있

는 성차에 따른 편견까지도 경험한다. 에스페란자는 또한 언어가 다른 것을 가장 

큰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식한다. 그녀는 미국사회에서 언어의 장벽이 멕시칸 아

메리칸들의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한다. 

  일례로 영어 못해요 (“No Speak English”)에서는 마마시타(Mamacita)는 언

어에 의해 고립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집주인이 찾아오는 날이면 “남편 아

니 여기”(He not here)처럼 어설피 말하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영어도 한 두 

마디에 그친다. 에스페란자는 스페인어 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다. 2개 국어를 하는 그녀로서는 언어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녀는 이러한 자

신의 경험을 통해 스페인어에 한정된 치카나들이 주류문화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치카

나들은 인종/문화적 차별과 더불어 언어소통의 부재로 인해 주류 미국인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물론 에스페란자의 이러한 이야기는 작가인 시스네로스의 자서전적인 기억이 

투사된 것이다. 시스네로스는 시카고에서 성장했지만 아버지는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입대한 전력이 있다. 어머니는 멕시코 혁명기에 미국

으로 건너온 집안에서 태어난 멕시칸 아메리칸이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

녀는 주류백인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멕시칸 아메리칸들의 삶을 충분히 보아왔

다. 멕시칸 아메리칸은 미국사회에서 인종적 계급적 차별에 익숙했지만,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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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멕시칸들과도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꼈다. 이에 시스네로스도 작품을 통해 히

스패닉 문화를 바라보는 백인들의 편견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히스패닉 문화에

도 이질감을 느끼는 멕시칸 아메리칸에 관해서도 말한다. 

  시스네로스의 경험은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 미국과 멕시코 그 어떤 문화에

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이곳에서 치카나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라는 공간”(Anzaldúa 42)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멕시코의 문화에도 미국의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갈등의 경계선”(Anzaldúa 99)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멕시칸 여성인 치카나들

은 가부장적 권위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데, 실제로 시스네로스는 가부장적 권위

로 인해 기존의 인종적 차별에 더해 이중적인 희생을 당하는 치카나들의 상황을 

포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 에스페란자가 바라보

는 치카나들의 “이중적인 마이너리티”(twice minority)(Olivares 88)의 현상으

로 되풀이된다. 그 결과 에스페란자가 살고 있는 “망고스트리트”라는 동네는 주

류백인사회와는 구별되는 장소이자 성차, 계급, 인종과 정체성 등이 나뉘는 차이

와 차별의 경계지대로 묘사된다. 

  그렇지만 작품의 주인공인 에스페란자는 자신만의 글쓰기를 통하여 멕시칸 아

메리칸으로서 치카나들의 자존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모든 차이와 차별의 경계

선을 허물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인종/문화와 여성으로서 이

중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2.1 차별과 치카나로서의 아이덴티티 

  망고스트리트의 집은 주류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자 

1세대나 2세대 작가들이 흔히 다루는 것과 같은 성장소설이다”(Cepeda 8). 하

지만 남성적 담론이 중심이 된 기존의 소설과는 전개 내용이 다르다. 기존의 소

설에서 “여성들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으며 이른바 ‘좋

은 아내’나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유와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그들에게 의존하며 보호를 받는데,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성

숙에는 이르지 못한다”(Gonzales-Berry & Rebolledo 109-10). 하지만 시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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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의 작품은 이러한 구도를 따르지 않고 기존의 소설과는 대립되는 구도를 형

성한다. “에스페란자는 결혼을 통한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

며 스스로의 힘으로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Cepeda 9) 주체적인 여성이다. 더욱

이 그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치카나들에 대한 공감적인 글쓰기

를 통하여 그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기를 희망한다. 

  이런 희망의 일환으로 그녀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먼저 미국사회에서 멕시

칸 아메리칸으로서의 차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적인 차별은 사회

적인 계급이나 계층적인 차별과 더불어 가부장적 권위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더

욱 가중된다. 작품에는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과 주류 미국인들의 우월적인 의식

이 편재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주류인종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민자나 소수민은 

지역사회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소외를 경험한다. 가부장적인 구조의 틀 속에서 

여성은 차별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에스페란자 역시 이러한 인종과 성차라는 이

중적인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작품에서 “반복되는 주제 또한 히스패닉 문화

를 바라보는 백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Bellas 82), 그리고 남성들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낯선 사람들 (“Those Who Don’t”)에서 에스페란자는 백인들은 

피부색이 다른 “우리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MS 28)고 말하면서 그들의 편견

을 지적한다. 그녀는 이렇듯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적, 계급적 차별이 멕시칸 

아메리칸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주

장한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거주지, 교육과 학력수준, 집안의 내력이나 인종, 계급, 

젠더와 밀접히 관계”(Shejbalová 7)되는데, 에스페란자에게 있어 아이덴티티의 

정립은 무시와 소외라는 차별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는 작업에서 시작된

다. 그녀는 ‘바리오’(barrio)라는 히스패닉 거주지인 망고스트리트에서 차별을 경

험했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다. 이에 대한 치유가 필요해 보이며, 그것은 문제

를 직시하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지에 의해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

는 치카노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다. 전술했듯

이, 글쓰기는 에스페란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방법이다. 

그녀는 글을 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여성이 글쓰

기를 위해서는 독립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버지니아 울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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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킨다. 에스페란자에게 “새로운 집은 치카나들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제약으

로부터 벗어나 바라던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일종의 메타포인데”(Quintana 101), 

그녀에게 집은 직접 들어가서 사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꿈을 이루는 가상의 공간

으로써 작용한다. 

  결국 에스페란자는 글을 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 “나만의 집”(MS 87)을 갈

망하면서 망고스트리트를 떠나겠다고 결심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그녀의 기억

에 그곳은 언제나 잊히지 않을 공간으로 남는다. 그녀는 망고스트리트로 이사 오

기 전에 이미 루미스(Loomis), 킬러(Keeler), 폴리나(Paulina)에 살았었다. 그렇

지만 그녀의 의식이 머무는 곳은 항상 “망고스트리트 4006번지”(MS 106)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공간으로서 망고스트리트라는 지

리적인 공간이 주는 중요성을 상징해 주는 말이다. 그녀는 “망고스트리트의 슬픈 

빛이 감도는 붉은 벽돌집”(MS 110)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이곳에

서의 경험만은 간직하고 기억하려 한다. 이에 그녀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 그리

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지 않을 것이다”(MS 87)라고 말한다.  

  다락방의 부랑자들 (“Bums in the Attic”)에서 그녀는 자기가 이곳을 떠나더

라도 거리의 부랑자들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렇

게 하면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지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상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실제로 “그녀는 망고스트리트를 떠나더라도 이곳에서 만났던 사

람들과 그들과 공유했던 경험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

을 것이다”(Rivera 34). 에스페란자는 망고가 한 안녕의 말 (“Mango Says 

Goodby Sometimes”) 에서 “그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모

를 것이다”(MS 110)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그녀가 망고스트리트와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망고스트리트로 다시 돌아오겠다

는 그녀의 의지는 자기처럼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치카나들에 대한 동정의 

표현이자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에 대해 계급적, 계층적 차별을 하지 않

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Bellas 84). 그리고 이러한 다짐에는 치카나로서 자신

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2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

  2 1960년대 미국인들과 치카노/나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멕시칸 아메리칸들을 중심으로 ‘치

카노운동’이 일어났다. ‘The Chicano Movement’ 혹은 ‘Chicano Civil Rights Movement’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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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에스페란자의 아이덴티티 찾기와 글쓰기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멕시칸 아메리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아이덴티

티의 문제에 직면한다. 아이덴티티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

끼는가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 

국적, 성차, 그리고 종교에 따라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가

족 구성원의 특성 또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거나 규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학

교에서의 교육도 아이덴티티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아이덴티

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반/상충되는 요인이 있다면 으레 아이덴티티의 혼란

이나 위기로 이어진다(Ramirez 12). 망고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멕시칸 아메리칸

들의 사정이 그러한데, 그들 중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멕시코 문화의 가부장적 

구속으로 인해 이중적인 구속의 희생자들이다. 이곳의 치카나들은 미국과 멕시

코 문화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면서 그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주

변인으로서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아이덴티티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미국사회에서 배타적인 시선을 받으며 아이덴티티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치카나인 경우엔 남성인 치카노들에 비해 부정적인 인

식이 더 강한데, 그것은 가부장적 권위에 의한 여성들의 구속이 하위문화로서의 

차별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미국전역에서 일어났고 치카노/나들의 권리를 요구한 시민운동이었다(Crazzolara 12). 미

국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 ‘치카노운동’은 치카노/나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그전까지는 “가난한 멕시코 인을 의미하는 부정적

인 용어로 사용되다가 급기야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로까지 쓰이기도 했

다”(Weigand 3). 당시 멕시칸 아메리칸들은 스스로를 ‘치카노/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자기문화에 대

한 자부심을 확산시키고자 했고, 이로써 용어에 담긴 비하적인 느낌을 걷어내고 인종적, 민족적 자긍

심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정착시켰다.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퍼져나간 ‘치카노운

동’은 텍사스의 호세 앙헬 구티에레스(José Ángel Gutiérrez)가 치카노 해방을 위한 정당을 목표로 

한 ‘라 라자 우니다 파티(La Raza Unida Party)’의 결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부터 치카노/

나는 미국시민으로 존중받고 멕시칸 아메리칸으로서의 존재감도 알려야 한다는 정치적, 문화적 의식

을 함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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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 집단 거주지에서 치카나들에게 강요되는 구속은 노동이나 성적 순결에 

대한 강요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에게 돈을 벌게 하는 의무의 강요는 남성

과 비슷하지만 성적인 통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Ramirez 1). 즉 치카나

들은 육체적으로는 순결해야 하며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

으로 헌신할 것이 강요된다. 그리고 남성의 방종은 용납되는 반면 여성의 성적이

탈은 용인되지 않는다. 에스페란자는 히스패닉의 하위문화와 가부장적인 남성들

의 권위로 인해 이중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치카나들의 상황을 직시한다(Angel 

45). 화요일에 코코넛과 파파야 주스를 마시는 라파엘라 (“Rafaela Who 

Drinks Coconut and Papaya Juice on Tuesdays”)에서는 화요일마다 도미노놀

이를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라파엘라의 모습이 그려

진다. 남편은 아내가 도망칠 것을 두려워해 외출할 때마다 문을 잠근다. 그럴 때

마다 그녀는 팔꿈치를 창틀에 괴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는 동화속의 라푼젤

(Rapunzel)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만큼 길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녀이지만 감히 잠긴 문을 열

고 탈출할 용기는 내지 못한다. 그런데 라파엘라의 이러한 상황은 망고스트리트

에 살고 있는 치카나들의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처럼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는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

씬 더 구속되고 억압되어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마

린 (“Marin”)에서의 마린 역시 라파엘라 못지않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이

다. 마린은 “남성에게 의지하거나 만성들의 관용에 의지하는 치카나들의 실

상”(Angel 32)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다는 남

자친구가 자신을 하루빨리 빈민가에서 구원해 주기를 고대한다. 그녀는 그가 돌

아오면 먼 곳으로 떠나 큰 집도 사고 결혼도 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남자는 정작 직업조차 없다. 그럼에도 마린은 허망하게도 그의 말을 믿는

다. 에스페란자는 마린이나 라파엘라처럼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들의 의식이

나 태도를 반대한다. 그녀는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한다면 능동적인 사고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쥐를 보는 

앨리시어 (“Alicia Who Sees Mice”)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

지 않는 앨리시어를 이러한 이상에 부합하는 여성으로 간주한다. 에스페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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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시어를 보며 언젠가 자신은 아버지에게만 의존해 정작 자신의 꿈을 포기했

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엄마의 말을 상기하는데, 이런 면에서 에스페란자의 엄

마 또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긍정적

인 여성상에 포함된다. 

  미네르바 시를 쓰다 (“Minerva Writes Poems”)에서 미네르바는 자신의 쓴 

글로 에스페란자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에스페란자는 글쓰기를 통해 주변과 세상

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잘 

알 수 있고”(Angel 37), 주변인들과의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스

페란자는 글쓰기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치카나들의 불안정한 아이덴티티를 

인식한다”(Angel 23). 그녀는 영어 못해요 에서는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마마시타를 보면서, 야윈 네그루의 나무 (“Four Skinny Trees”)에서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곳에 속해있지 않다”(MS 74)는 비유적인 말로써 주변인으로 전락

한 치카나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스페란자의 글쓰기는 망고스트

리트를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려는 노력인데, 실제로 망고스

트리트의 집 에서부터 내 이름 (“My Name”), 엉덩이들 (“Chanclas”), 엘레

니타의 타로 카드 (“Elenita, Cards, Palm Water”), 야윈 네그루의 나무 , 다락

방의 부랑자들 (“Bums in the Attic”),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Beautiful and 

Cruel”), 원숭이 정원 (“The Monkey Garden”), 세 자매 (“The Three 

Sisters”), 나 만의 집 (“A House of My Own”)에 이르는 각 비네트는 그녀가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가는 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Valés 6). 

  무엇보다 마지막 비네트인 망고가 한 안녕의 말 (“Mango Says Goodby 

Sometimes”)에서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을 떠난 에스페란자는 글을 읽고 글쓰기

에 집중하는 미래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글쓰기는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정

립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녀가 “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가 

망고스트리트에서 보고 느꼈던 주류문화로부터의 일방적인 편견이나 경제적인 

빈곤과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무기력하고 구속되어 있는 치카나들의 현상에 

관한 것이다”(Bellas 85-86).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가 여성들에 대한 차

별적인 분위기와 치카나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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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 글쓰기의 배경을 망고스트리트로 설정함으로써 그곳에서의 경험이 

곧 자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Angel 37). 즉 에스페란자에게 글

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세 자매 (“The Three Sisters”)에서 늙은 세 자매는 에스페란자에게 망고스

트리트와의 관계를 확인시킨다. “넌 언제나 에스페란자로 남게 될 거야. 넌 언제

나 망고스트리트의 일부로 남게 될 거야. 앞으로도 지금의 너를 잊어버릴 수는 

없을 거야”(MS 105). 여기서 그들의 말은 에스페란자의 뿌리가 망고스트리트라

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녀의 아이덴티티 역시 치카나들과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말은 에스페란자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

종의 계시로써 작용한다”(Valés 11). 이처럼 “세 자매는 동화속의 요정처럼 에

스페란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

이고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깨닫게 한다”(Sultana 18). 결국 그녀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아이덴티티를 

보다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이덴티티가 지나간 과거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가난하고 우울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다. 이는 에스페란자가 멕시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자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2.3 에스페란자에게 있어 집/공간이 갖는 의미   

   

  에스페란자는 이사할 때마다 더 나은 집을 기대하지만 그녀가 최종 안착한 곳

은 망고스트리트에 있는 초라한 집이다. 망고스트리트의 집을 본 그녀는 자신이 

바라던 근사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녀는 그 집에 대해 “그것은 소

망했던 집이 아니었다”(MS 3)고 말한다. 딸의 실망을 눈치 챈 부모님은 언젠가

는 멋진 집으로 이사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는다. 이제까지 살았던 

그녀의 집은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망고스트리트의 집 주

변도 이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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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기 힘으로 더 나은 집을 찾아 가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꿈꾸는 더 나은 집이란 물리적으로 좋은 집이기도 하지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작가인 시스네로스에게 있어서도 집은 작가로서 창의

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시카고의 허름한 아파트에 살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기 집이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는 친구들의 집과는 다르다는 사실

을 발견한다. 그 후 그녀는 공간의 차이가 아이덴티티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깨닫는데, 그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주류와 비주류사이의 문화적인 격

차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시스네로스의 이러한 인식은 히스패닉 거주지인 바리오 지역에서의 경험을 치

카나의 시각에서 알리기 위한 글쓰기로 이어진다. 그녀는 대학에서 가스통 바슐

라르(Gaston Bachelard)의 공간의 시학(Poetics of Space)에 관해 토론을 한 

후 그동안 구상해 오고 있던 망고스트리트의 집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다. 바슐

라르는 사람들이 집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것이 꿈, 기억,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우스’(house)와 ‘홈’(home) 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

로 탐구한다. 바슐라르는 자신의 작품에서 하우스가 단순한 사물로 큰 의미를 지

니지 못하는 반면 홈은 보다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규정짓는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하우스와 홈의 가장 큰 차이는 정서적인 감정의 유무에 달려있

다. 바슐라르는 홈에 정서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는 이러한 홈에

서 개인의 상상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스네로스는 망고

스트리트의 집을 통해 바리오 지역에서의 집과 주변의 부유한 지역에서의 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작품에서 집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언어와 문

화적인 차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 에스페란자는 어느 날 집 앞에서 수녀선생님을 만나

게 된다. 에스페란자는 집이 어디인지를 묻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데, 그녀는 선생님의 실망한 표정을 보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때의 심경을 그

녀는 “그 순간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진짜 집다운 집. 손가락으로 가

리킬 수 있는 집”(MS 5)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떳

떳하게 보여줄 만 한 집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녀에게 “자랑스러

워할 만 한 집을 가지겠다는 의지는 행복과 성공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희망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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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한다”(Elliott 11). 보다 나은 집에 대한 의지는 나의 집 (“A House of My 

Own”)에서도 반복되는데, 여기서 에스페란자는 근사한 집을 “나만의 현관과 예

쁜 자주색 페튜니아가 있는 베개가 있는 집. 책과 이야기가 있는 집. 침대 옆에는 

신발이 놓여 있는 집”(MS 108)으로 정의한다. 그녀에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

겠다는 의지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것의 회복과정은 아이덴티티를 정

립해 가는 과정과 일치한다”(Valés 5). 따라서 더 좋은 집에 대한 그녀의 소망은 

성숙한 자아에 대한 갈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작품에서 에스페란자는 “시를 쓰기 전의 깨끗한 종이와도 같은 나만을 위한 

공간”(MS 108)인 개인적인 장소를 갈망한다. 그녀의 이러한 갈망은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이 자신의 창의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에스페란자가 여동생인 내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은 작고 초라한 곳으로 자신만의 공간/방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

다. 그녀는 자기가 살던 집을 “창문들이 너무 작아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MS 

4) 하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그녀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정신적인 질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Sultana 22)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에스

페란자가 설명하는 집의 이미지는 결국 개인의 정신적인 상태와 연관된 환유적

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울프는 여성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자기

만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을 예로 드는데, 에스페란자 또

한 여성이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

성을 이야기한다.        

  에스페란자가 넓고 멋진 집을 바라는 것은 가난과 가부장적인 예속으로부터의 

탈피를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바리오 지역에 사는 이웃인 치카나들이 막연히 누

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녀는 빈곤

과 가부장적인 억압이 만연된 망고스트리트로부터의 적극적인 탈출을 시도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경제적인 궁핍이 여성들이 글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문학적 전통을 세워

야할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에스페란자도 글쓰기를 통해 미국사회에서 멕시칸 

아메리칸이라는 차별의 장벽을 깨고 여성들의 문학적 전통을 이어가길 바라는 

인물이다. 에스페란자가 부딪치고 있는 장벽은 치카나로서의 인종적 그리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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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차별과 경제적인 빈곤이다. 

  에스페란자는 치카나들이 인종적 소수자로서 그리고 가부장적 억압의 희생자로

서 이중적인 구속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했고 관찰했다. “시스네

로스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의 경험이 에스페란자가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는 것

의 전제조건으로 생각”(Cepeda 11)하는데, 에스페란자 역시 자신이 망고스트리

트와 긴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망고스트리트는 현재의 그녀를 있게 

한 곳이고 앞으로는 작가로 그리고 보다 성숙한 여인으로 그녀를 변모시킬 자양

분으로서의 공간이 된다. 하지만 에스페란자는 자신의 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

슷한 처지의 치카나들이 모두 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해지기를 희망한다.  

   

2.4 이해와 공감으로서의 에스페란자의 성장과정 

  시스네로스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의 마지막 비네트인 망고가 한 안녕의 말

에서 에스페란자를 통해 남성적 이야기를 대체하는 여성의 이야기로 긍정적인 글

쓰기를 시도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곳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MS 109). 망고스트리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에스페란자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과 멕시칸 아메리칸들의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어,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이웃사람들과 친분을 맺으

면서 치카나들의 상황을 인식하는데, 이는 타인은 나의 존재를 훔쳐가는 사람인 

동시에,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르트르의 말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성장과정에서 “삶을 

이해하는 방식”(Rosowski 49)을 배웠다면 미국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경계선을 인식하며 “현실에 대한 이해”(Bhabha 1)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에스페란자 역시 치카나들의 모습에서 인종, 문화, 성차라는 

경계선을 의식하면서 각각의 비네트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사회에서 치카나의 경우 서로 다른 세계에 의해 분열된 공간에서 살아가

고 있는 모습인데, 주류 미국인과 비주류 멕시코 인들은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치카나들은 “경계선에서의 갈등”(Anzaldúa 99)을 겪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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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성차나 계급 등에 의해 있어서도 갈등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에

스페란자는 각각의 비네트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치카나들의 소외되고 있는 모습

과 히스패닉 사회의 가부장적인 권위에 의해 또 다시 구속되고 있는 모습을 안타

까워하며 그들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끌 방안에 대해 고심한다. 그녀는 먼저 

히스패닉 거주지에 살고 있는 치카나들의 억압되고 가난한 위치를 가늠한다. 그

런데 그녀가 공감하며 바라보는 치카나들의 상황은 그녀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밀접히 관계된다. 슈튜어트 할(Stuart Hall)은 문화 아이덴티티와 디아스포라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에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있는 장소, 그곳

에서의 관계,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112)고 주장하는데, 작품에

서 에스페란자 역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치카나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한다. 그런

데 그녀가 확인하는 치카나들의 모습은 인종, 언어, 문화적인 차별뿐 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해 구속되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비네트에서 에이번(Avon) 화장품을 판매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마린

(Marin)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는 남자친

구를 위해 헌신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보살피는 앨리시어는 대학에 

들어가 밤을 새워 공부한다. 샐리(Sally)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8학년

을 마치기전 마시멜로 판매원과 결혼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온종일 집에만 머문다. 

라파엘라 역시 외출할 때마다 문을 잠그는 남편 때문에 아파트에 갇혀 지낸다. 지

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사는 앨리시어를 제외하고는 망고스트리

트의 여성들은 대부분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작품에는 어린 소녀들도 남성

에 의해 위협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 에스페란자의 친구들인 네니(Nenny), 루시

(Lucy), 레이첼(Rachel)은 텔레비전의 모델처럼 섹시하게 보이고 싶어 하이힐을 

신고 거리에 나서지만 키스하려 달려드는 부랑자를 피해 달아난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무기력하지만 에스페란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인 여성상도 눈에 띈다. 에스페란자의 엄마는 자신이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것을 아

쉬워하면서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강조하는 인물이며 이모인 

루페(Lupe)는 시를 써보도록 자극하는 여인이다. 루페이모는 아무리 초보적인 작

품이라도 조카가 시를 쓰고 읽어주면 꼼꼼히 다 들어주고 격려해준다. 그녀는 에

스페란자가 인종이나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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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를 염려하기도 한다. 미네르바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쓴 시들을 보여줌

으로써 에스페란자를 자극한다. 따라서 이들은 에스페란자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녀의 성장에 기여하는 여성의 모습들이

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에스페란자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망고스트리트라는 공간 

못지않게 이웃여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작

가들이 여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자유롭게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데”(Woolf 86), 에스페란자가 보이는 모습은 울프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한다.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는 특히 에스페란자와 샐리의 우정이 돋보이는데, 이

는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 나오는 클라리사와 또 

다른 샐리의 유대를 연상시킨다(Doyle 30). “에스페란자는 이웃 치카나들과의 

우정이나 교류를 통해서 망고스트리트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Sultana 11), 그

녀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

한다. 이웃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한 에스페란자는 

비록 자신이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곳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선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잊지 않는 방법은 글로써 과

거를 되풀이해서 기억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이는 “그녀가 치카나로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다”(Crazzolara 16). 무엇보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지역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언젠가 누추한 이곳을 떠

나가겠지만 “책과 종이를 챙겨갈 것이고”(MS 110), 새로운 집에서 글쓰기에 전

념할 거라고 말한다. 결국 그녀는 ‘자기만의 방’이 보장되는 새로운 집에서 작가

로서 그리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재능을 표출할 것이다. 

2.5 망고스트리트의 집과 치카나 페미니즘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는 에스페란자와 공감할 수 있는 여성들의 아이덴티

티를 설정해나가는 것이 시스네로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이다. 때늦은 감은 있

지만 멕시칸 아메리칸들 중에서는 치카나들의 권위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

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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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주목한다. 이렇듯 치카나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주도한 작가로는 산드라 시

스네로스 이외에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도 있다. 급진적 페미니스

트이자 레즈비언작가로서 간주되고 있는 안잘두아는 경계지대(Borderlands)

를 통해 문학이 여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언급한다(Crazzolara 16). 안잘두

아는 미국사회와 치카노/나 거주지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녀는 멕시코

문화와 미국의 문화라는 비가시적인 경계를 “강철장막”(steel curtain)으로 표현

한다(Crazzolara 20). 안잘두아는 이러한 경계가 “우리”와 “그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Crazzolara 21), 두 문화의 차

이에서 오는 불안감은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시스네로스는 다문화그룹에 속하는 작가들이 인종 및 성차와 더불어 경제적으

로 주변적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대변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작가들의 공통된 정서”(MS xvii)라고 말한다. “시스네

로스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시급하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도 작가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Elliott 10). 실제로 시스네로스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의 서문에서 “우리는 자금이 아닌 귀중한 시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타고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타고 있기 때문이다”(MS xviii)

고 말한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가인 자기가 대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사회, 경제, 정치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투쟁”(Peck & 

Howard 402)이라고 한다면, 이는 오랜 기간 가부장적 규율에 구속되어 있던 여

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960년대에 확장된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을 위한 것이자 계층이나 인종에 따른 온갖 차별을 배척하기 위한 것

이었다. 하지만 백인여성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페미니즘은 모든 계층이나 인종

의 여성들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모쉬코비치(Moschkovich 83)는 
내 등이라 불리는 다리(This Bridge Called My Back)에서 미국의 백인여성들

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틀 속에 갇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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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로도 페미니즘은 백인 중산층 여성만이 아니라 유색인종이나 노동자계층

의 여성은 물론 레즈비언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 모두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

인 치카나들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소수인종으로

서 차별이나 억압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치카나 작가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 중 산드라 시스네로스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그 자신이 치카나로서 히스패

닉 거주지인 빈민가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가 성추행과 폭행 등을 당했던 경험

이 있는 그녀는 작가가 되어 자신과 치카나들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소명이 있

었고, 이웃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는 사실도 느

끼고 있었다. 그녀는 인종, 언어, 문화적인 차별이외에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치카노들에 의한 이중적 차별을 당해야 하는 치카나들의 상황을 고발한다. 즉 시

스네로스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 에스페란자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의 

페미니즘의 신념을 실현시켜 나간다. 그런데 그녀는 치카나들은 먼저 자기가 누

구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소수인종으로서의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성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다면 어떤 경우라도 차별과 구속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차별이나 공격에 취

약할 수밖에 없기”(Angel 19) 때문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치카나페미니즘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치카나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바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

차별, 동성애차별과 같은 일체의 차별주의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안잘

두아는 지배적인 식민담론이 타자를 배척하는 경계선을 획정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라는 주류사회에서 치카나 여성들은 멕시코인이자 미국인의 경계선상에서 

불안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그들은 여성으로서 남성인 치카노들

에 의한 이차적인 차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

의 회복이 필요했고, 시스네로스는 그것의 가능성을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시스네로스는 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 에스페란자를 

이야기를 엮어가는 작가로 성장시킨다. 그 결과 에스페란자는 글쓰기를 통해 안



40 박     윤     기

잘두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두 개의 경계선상에 놓인 치카나들의 정체성을 회복

시켜 주는 책임을 맡게 된다. 

  치카나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

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웃사이더로서의 정

체성을 견뎌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인

식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남과 아울러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Ramirez 79). 작품에서 에스페란자는 비록 자신은 떠나가더

라도 망고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치카나들을 기억할 것이며 작가가 되어 그들의 

삶을 쓰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그들에 대한 부

당한 관점을 긍정적인 것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의 공언이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나약하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글을 통해 인종적 소수자와 여성으로서 이중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모든 치카나들이 자신과 같이 변모되기를 희망한다.

III. 결 론

  망고스트리트의 집은 치카나 페미니스트 작가인 산드라 시스네로스에 의한 

에스페란자의 이야기이다. 앞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에스페란자는 

글쓰기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덴티티를 확인한다. 작품이 시작될 때 에

스페란자는 성격이 다소 나약해 보이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망고스트리트 주변

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점차 강인한 면모를 보인다. 

그녀는 자신과 관계있는 일뿐 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렇듯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모습을 포함한 주변

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차나 인종 그리고 계급/층에 따른 차별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녀에게 이 세 가지 내용은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된다”(Marek 173). 따라서 그녀가 쓰는 이야기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말하는 

성장소설이 된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차별적인 사회에 당당히 맞서며 가부장

적 사회에 대항하는 힘을 키운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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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희망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러했듯이망고스트리트의 집에서의 

에스페란자는 인생을 개척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에스페란자가 원하는 집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구

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다”(Olivares 2010, 93). 그녀는 자신과 이웃 치

카나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동시에 히스패닉 남성들의 가부장적 권위라는 문화

적인 풍토에 관해서도 논의를 전개한다. 에스페란자는 바리오 지역에 살고 있는 

치카나들이 당하고 있는 인종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그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에스페란자는 치카나들과의 관계를 통

해서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히스패닉 문화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

의 엄격한 구조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설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녀는 치카나들

이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자아인식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에서 

찾는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치카나인 멕시칸 아메리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

는 것이자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인생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방법이다. 

에스페란자는 또한 글쓰기 과정이 자신뿐 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

에게 자아인식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을 믿는데, 결국 그녀는 글쓰기가 자신뿐 

만 아니라 전체 치카나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에게 글쓰기를 통해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과거 차별적인 

사회로부터 도피가 아닌 융합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니나 상

코비치(Nina Sankovitch)가 톨스토이와 자줏빛 의자(Tolstoy and the Purple 

Chair)에서 자신이 왜 글 읽기에 몰두하고 결국은 작가가 되었나를 설명하면서 시

닐 코놀리(Cyril Connolly)의 도피가 아닌 융합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

한 것이다. 그녀는 코놀리의 “문학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삶으로 파고드는 

것이 되었다”(Literature becomes an escape, not from, but into living) 

(Sankovitch 20 재인용)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읽기와 쓰기를 통해 가족

을 잃은 공허감과 고통스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망고스트리

트의 집에서의 에스페란자 역시 쓰기와 말하기는 지배 혹은 주류사회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그것으로의 파고드는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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