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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Haeryen. “Searching for ‘New’ Black Masculinity: Reading Shange’s From Okra to Green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2 (2022): 67-86.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new’ black 

masculinity by focusing on Okra and Greens’ connubial relationships in Shange’s From Okra to Greens 

/ A Different Kinda Love Story. As a poet, and playwright and performance artist ntozake shange wrote 

about the various experiences of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of black women as well as cementing 

the views on black feminism, literature and art music. The salient traits of the black men in shange’s 

poems are often focused on physical assault, verbal abuse, beguilement and fecklessness towards female 

characters. Yet a closer look at and reading of black male characters in shange’s later poems in From 

Okra to Greens shows that shange reserves sympathy for the black man. She redefines manhood as 

gentleness, emotional vulnerability and sensitivity in these poems. Sexually and romantically involved with 

a black woman, Okra, Greens as a black man understands the black woman’s particular oppression. They 

are able to work together as a black couple against racist society that victimizes both of them through this 

kind of understanding.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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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흑인 여성 작가로서 연극과 소설, 아동문학까지 아우르며 활발하게 작품을 발

표한 샹게(ntozake shange)의 활동 영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야는 바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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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다. 미국 문학․예술계에서 그녀의 위치는 어느 한 지점에 고착되지 않는다. 

1976년 �무지개가 찬란할 때/자살을 고민했던 흑인 여자들을 위하여�(for 

colored girls who have considered suicide/ when the rainbow is enuf)(이후 

�흑인 여자들을 위하여�로 표기)를 통해 흑인 여성 특유의 정체성과 감수성을 담

보하는 연극 담론을 선보임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한 샹게는 이후 소설은 물론 시 

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국의 흑인 여성

들의 삶,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뿌리 및 정체성 모색을 시도한 

작가다. 

실제로 샹게는 처음부터 자신의 “가장 강력한 충동은 시를 쓰는 것”이라고 밝

혔으며(Bryer 210), 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시를 쓸 때 느끼는 “자유로

움”(Lee 315)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레스터(Neal A. Lester)와 인터뷰에서 자

신에 대해 “시인이 우선이고 극작가는 그 다음”(718)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듯이 

그녀는 극작가로 훨씬 더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미국 연극계의 시

인”(�악을 보지마�(See No Evil) 18)이라고 역설할 정도였다. 극작가 겸 소설가

이자 2010년 샹게와 공동으로 소설 �누구는 노래하며 누군가는 운다�(Some 

Sing, Some Cry)를 쓴 그녀의 동생 바에자(Ifa Bayeza)의 말을 빌면 샹게는 극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시 쓰기에 전념했으며 “그

녀의 거대한 삶의 폭을 담아내기엔 시가 적합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가 자

신의 목표”(Collins-Hughes B6)라고 표명할 정도였다. 실제로 그녀는 사망하기 

1년 전인 2017년에도 시집 �야성미�(Wild Beauty)를 발표한다.

시 쓰기에 대한 샹게의 확신은 명쾌하고 단호하다. 그녀에 의하면 “시는 일정

한 부분을 독자에게 메워주어야 하며, 전율하게 하고, 하고 있던 일을 중단시키

게 하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시는 차가운 물을 뒤집

어 끼얹거나 날카로운 키스처럼 독자를 자극해야 한다”(shange, Nappy Edges 

24)고 강조한다. 샹게는 백인 남성들이 주류를 차지하던 당시 미국 시문학계를 

향해 흑인 여성 시인이라는 자신의 처지와 입지를 당당하게 자리매김한다. 동시

에 “시인과 음악가는 동일한 이슈를 말하면서도 음악가들은 더 많은 공간을 부

여받았고 합법성을 인정받은 데 비해 시인들은 그러지 못했다”(14)고 시인의 한

계를 인정하면서 향후 흑인 여성 시인으로서 당찬 자부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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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관통하는 샹게의 페미니즘 시각은 일부 비평가들이 비난하는 식으로 남

성 혐오증을 드러내고 확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샹게는 흑인 여성

들에게 무책임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흑인 남성들이 백인 가부장제가 들

씌운 두 겹의 차별인 인종 간의 차별과 계층 간의 차별의 또 다른 피해당사자라

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흑인 남성들이 여

성들에게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유에 대해 이들 빈곤 계층의 흑인 남성들이 

백인 가부장제가 들씌우고 있는 상투적 남성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열등

감과 자괴감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흑인 남성들에 대한 샹게의 이러한 시각은 그

녀의 연작시들에서 한층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1970년대 희곡 작품들 및 80년대 초반의 소설들보다 이후 발표

한 연작시들에서 흑인 남성에 대한 시각이 한층 너그럽고 따뜻한 시각을 드러낸

다는 점에서 작가로서 온건함과 성숙함을 넉넉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에 대한 샹게의 시각은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변하기 시작하여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혀 새로운 남성적인 이미지들을 제시한다”(Seo 103)는 필자의 언

급처럼 흑인 남성들에 대한 샹게의 변화하는 시각은 그녀의 작가적 성숙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흑인 여성 작가로서 샹게, 작가로서 성숙 과

정과 그녀의 시, 특히 연작시 �오크라에서 그린스에게�를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새로운” 흑인 남성상을 고찰할 것이다. 

II

실제로 샹게를 비롯한 흑인 여성 작가들이 흑인 남성상을 고의로 조작하는가

에 대한 논란은 그리 단순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다. 또한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남성상만을 고집하는 작가도 흔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작품 속 흑인 남성들

을 그저 단순하게 옳고 그른가의 평가로 재단하는 차원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

이다. 왜냐하면 흑인 남성들의 이미지를 단순히 특정 여성 작가의 적개심의 표출

로 몰아세워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가능성

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감정적 선입견에 근거한 비평은 결국 특정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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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구조를 운용하는 사회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억압 구

조를 파헤치는 문학의 효능,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독자들의 경험처럼 중요한 이

슈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샹게의 남성들은 통째로 똑같은 범주로 취급되지 않는다. 샹게가 희구하는 진

정성 있는 블랙 페미니즘은 개인적으로 부딪치는 고통과 고난을 수시로 투덜대

거나 저주를 퍼붓는 차원을 훨씬 더 초월한다. 그녀는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과의 접촉에서 올바른 좌표를 찾을 것을 촉구한

다. 그녀는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남성들이 여성들에 가하

는 억압, 착취와 퇴행적 폭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 동성애 옹호라는 극단적 

대안을 고집하지 않는다. 샹게가 퇴행적 남성들에 대해 공격의 날을 세우는 이유

는 결국 남성들이 규정한 남성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녀의 이러한 의도는 무책임하게 흑인 남녀 관계를 일반화하는 위험

에서 벗어나게 한다. 특히 그녀의 시에 등장하는 일부 남성들은 백인 가부장제가 

들씌운 상투적 남성성을 털어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시선을 끈다. 흑인 남

성성에 대한 샹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샹게는 1983

년에 발표한 시집 �딸의 지형도�(A Daughter’s Geography)의 초반부에 쓴 몇

몇 남자들 (“Some Men”) 연작시에서 외형적, 물리적 남성다움에 빠져 있는 일

부 남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시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녀는 남성들 

전체를 매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퇴행적

으로 왜곡된 남성성에 함몰된 “몇몇” 남자들의 행위다. 샹게가 힐난하고 조롱하

는 일부 남자들의 행각은 나름 다채롭다. 샹게는 온갖 집기들을 교체하고 여러 

여자들과 희희낙락거리면서 뽐내며 겉멋을 잔뜩 부릴지라도 “시시한,”(small) 

“쥐방울만한,”(tiny) “비열한” (little) 등의 형용사로 묘사되는 허위의식에 사로

잡힌 남자를 조롱한다. 또 다른 남자는 여자가 가진 돈을 달라는 이유로 그저 

“내가 니 남자니까”(you should give it❲the money❳to me // i’m a man/ he 

said)(38)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밖의 다른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대해 항상 불

평을 늘어놓는 좀생이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다. 여자의 외모를 트집 잡으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치졸한 억지를 부리는 이 남자는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

며 줄곧 “여자들을 불러들이지만/ 이내 여자들을 볼꼴 사납게 하는”(he inv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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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 to keep him company/ then he made them ugly)(41) 퇴행성을 버

리지 못한다. 심지어 샹게는 여자의 집 앞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there was a 

man with his dick out)(43) 여자를 기다리는 변태 녀석도 있다고 고발한다. 

“몇몇 남자들” 연작시에 등장하는 일부 남성들은 샹게의 이전 연극 속에 등장

하는 폭력적이고 퇴행적인 남성들과 결을 같이하는 인물들이 분명하다. 이런 근

거에서 이 연작시의 열 번째 시에서 화자는 “만일 우리의 고통으로 침묵을 측량

하려면 // 어떻게 모든 단어들로 // 그 어떤 단어로 // 도대체 동등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을 // 따라잡을 수 있을까”(if we measure our silence by our pain // 

how could all the words // any word // every catch us up // what is it // 

we cd call equal)(44)라고 호소한다. 이 호소는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대담하게 말하려는 샹게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샹게는 �딸의 지형도�의 후반부에 �오크라에서 그린스에게: 다른 사랑의 이야

기�(From Okra to Greens/ A Different Kinda Love Story)라는 연작시를 통해 

좀 더 성숙한 남녀 관계를 모색한다. “그녀가 줄곧 문제시한 남녀 관계에서 성숙

했음”(Lee 323)을 엿보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 연작시에서 흑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른” 사랑 이야기로 비치게 하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기존의 상투

적인 남녀관계를 전복하는 남녀 관계를 여성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점이다. 제

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공들의 이름을 흑인들이 즐겨 먹는 채소의 이름에

서 따온, 다분히 우화 같은 이 시에서 흑인 남녀의 사랑은 여성인 오크라가 주도

적으로 남성 그린스를 이끌어 가며 전개된다. 

총 열두 편의 시에서 전지적 화자가 들려주는 등 굽은 여자/ 오크라가 낯선 

상황에서 그린스를 만나다 (“Crooked Woman / Okra Meets Greens in 

Strange Circumstances”)와 남성 화자가 직접 등장하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 / 

그린스가 말하다 (“In the Blueness / Says Greens”),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심

정을 대신 전달해 주는 허구/비허구 (오크라의 지성이 그린스의 마음에 말을 걸

다) (“Fiction/Non-Fiction (Okra’s Intellect Addresses Greens’ Mind)”)라는 

세 편의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편의 시에서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여성의 

감수성을 섬세하게 전달한다. 

샹게는 여성 오크라에게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유 능력을, 남성 그린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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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서를 부여한다. 소위 훅스(bell hooks)가 �모든 이를 위

한 여성주의�(Feminism Is for Everybody)에서 제안하는 “대안적 남성성 . . . 

좀 더 ‘나긋나긋해진 남성관”(70)이 그린스에서 일정 부분 구현된다. 남성들에게 

“자의식과 정체성, 혹은 존재의 이유가 타인들을 지배하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치

는 가부장적 남성성”(70)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서 남성관이 투영된 인물이다. 따

라서 여성인 오크라가 정치적,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성적인 영

역까지 과감하고 솔직하게 넘나든다면, 남성인 그린스는 예민하고 미세한 감정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심경을 드러내는 점은 일견 지극히 당연하다. 

연작시 중 첫 번째 시 등 굽은 여자 의 시적 화자는 전지적 시점을 지닌 인물

이다. 이는 이 시의 청자인 독자가 객관적 화자의 시각을 통해 오크라의 처지를 

구축하기를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독자가 상상력을 동원해 구체화하는 

오크라의 모습은 오크라의 주관적 시각만이 투사되지도, 그렇다고 오크라의 처

지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타인의 시선에 잡힌 외형상의 모습만도 아닌, 양면이 

동시에 드러나는 입체적 인물이다. 이 시는 오크라의 처지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도 동시에 심정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시에서 전반부는 오크라의 외형과 내면

을, 그리고 후반부는 오크라와 그린스의 만남을 그린다.

등 굽은 여자 의 화자는 전반부에서 오크라의 신체적 뒤틀림을 들추어낸다. 

그녀의 어깨를 찍어 누르는 외부의 억압은 죽음이라는 자살, 즉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를 부추길 정도로 그녀를 짓누른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흑인 여자들을 위

하여�에 등장하는 “자신을 끝내 버리고 싶어 하며”(66),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

에 갇혀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깨닫

지 못하는”(4) 일곱 명의 흑인 여성들의 모습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변모하기 이

전의 전형적인 흑인 여성들의 모습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의 화자 역시 

오크라의 “뼈가 부서지고 // 흩어지고/ 절단되어 // 그녀가 보기에도 너무 섬뜩했

다”(her bones // gotta crackin // shatterin/ mutilatin // themselves til she 

// was lookin so weird // to herself)(58)고 말한다. 

물론 샹게는 이 시의 후반부에서 흑인 여성 오크라의 변모를 언급함으로써 흑

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처참할 정도로 망

가진 흑인 여성 오크라의 변모가 그린스라는 한 남성을 만나면서 가능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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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그렇다고 샹게가 남녀의 만남을 전통적 모습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순수한 남자란 똑 바로 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 줄 // 몰랐기 

때문에/ // 그녀가 그를 만난 곳에서 결정해야만 했다”(where she // met a 

man/ she musta made up/ // cuz he didn’t know what a stood // up straight 

man felt like)(58)는 화자의 말은 둘의 관계에서 여성인 오크라가 처음 만남부

터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왔음을 분명히 입증한다. 화자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식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의 눈에 띠고 그 남성의 선택 여부에 의해 남녀 관

계가 맺어지는 식의 소위 전통적 남녀 관계는 아니다. 샹게는 선택권을 여성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다른 종류”의 관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흑인 여성 오크라의 사유 범위는 아주 넓다. 오크라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흑인 여성들도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연작시의 두 

번째 시의 제목은 오크라에서 그린스/ 다른 사랑의 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

(“From Okra to Greens/ A Different Love Poem/ We Need a Change”)다. 

이 시는 여주인공 오크라의 삶과 심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 내가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는 이유는

내게 총질하는 백인들을 / 견딜 수 없어서야

때로 내가 티비를 꺼버리는 이유는

내 침실에서 백인들을 볼 수 없어서야/

저런 백인들/

그래서 나는/ 그린스를 좋아해

. . . . . . . . . . .

전쟁 중에도 백인들이 게임이나 즐기고/ 휴가 낸 대통령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난 티비를 꺼버려야 했어

티비 방송에는 냄새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린스에게 되돌아가지

i haveta turn my television down sometimes cuz

i cant stand to have white people/ shot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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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i turn it off

cuz i cant look at em in my bedroom either/

being so white/

that’s why i like/ greens

. . . . . . . . . . 

i gotta turn the tv off cuz the white people

keep playing games/ & following presidents on vacation at war

there’s too much of a odor problem on the tv too/ which

bring be back to greens (59)

이 시의 화자는 오크라다. 흑인 여성 오크라는 백인작가들이 상투적으로 그려낸 

기존의 흑인 여성들과 다르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바깥세상의 소

식을 멀리하는 이유로 백인들의 무감각함과 천박함을 꼽는다.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백인들의 행태를 두고 “백인들이 전쟁 중에도 게임이나 즐기고 //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들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꺼야 했다”는 언급은 

백인들의 정치적 무감각함을 극명히 드러내며, 동시에 흑인들의 삶을 제대로 비

추지 않는 언론 매체의 편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까지 담아낸다. 

백인의 무감각함과 흑인의 정감은 “흰색”과 “초록색”의 대비를 통해 선명하게 

부각된다. 흑인 여성 오크라가 찾아낸 것은 흑인 여성들만의 특유한 문화적 정체

성을 보증해주는 영역이다. 특히 남부 흑인들의 식탁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 푸성

귀를 의인화한 그린스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했다는 오크라의 다음 언급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낸 흑인 여성의 건강함을 엿보게 한다.

난 기억해 할머니가 시장에서 무청과 

케일과 겨자를 고르시고/ 버무린 뒤/ 살코기 반토막 넣고

햄 조금 섞으신 걸, 아 그 멋진 시절이라니/

할머니 부엌에서 살았던 때/ 그린스가 있어 난 회상해 낼 수 있었지

그래 바로 내 뿌리를 . . . .

i remember my grandma at the market pickin turnips

collards kale & mustards/ to mix-em up/ drop a ½ a strick a 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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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re with some ham hock & oh my whatta life/

i lived in her kitchen/ with greens i cd recollect

yes the very root of myself (59)

아무런 색깔이 없는 “흰색”과는 차별되는 “초록색” 무청을 재료로 흑인 가족들이 

대를 이어 지속된 음식을 만드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는다. 

그녀는 금요일 밤 그린스를 끓여 먹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었고 “금요일 밤 한 

솥 끓여낸 맛있는 그린스” 때문에 텔레비전을 꺼 버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난 잘 해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솥에 넣을 그린스만 있으면 된다고

티비에 나와 큰 소리로 딱딱하게 도무지 신기하지도 않은 말만

해대는 백인 남자는 보고 싶지 않았어

금요일 밤 한 솥 끓여낸 맛있는 그린스는

내가 티비를 꺼버린 유일한 이유였어

뉴스에서 헛소리나 해대고

범죄자나 적을 대하듯 좋아하지 않는 편을 먹어대는 그들을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린스를 좋아하는 거야/ 난 요리도 할 줄 알고

멋진 꿈도 꿀 수 있고/ 국물도 들이마실 수 있고

그리고 후추도 칠 수 있어/ 

i done a good job

grandma tol me/ got them greens just ready for the pot

& you know/ wdnt no white man on the tv/

talkin loud n formal make no sense of the miracle

a good pot a greens on a Friday nite cd make to me

that’s the only reason I turn en off the tv

cant stand they gossipin abt the news/ sides they don’t

never like the criminals & enemies I like anyway

that’s why I like GREENS/ I knw how to cook em

& I sure can dream gd/ soppin up th pot liquor

& them pepper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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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외부의 편견과 무관심 그

리고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게 했으며, 초록색 무청을 사랑했고 꿈을 꿀 수 있었

으며, 그린스라는 흑인 청년을 사랑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게 된다. 상게는 오크라

가 그린스를 요리하듯 남성 그린스에 대해 사랑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점을 시

사한다.

혼자였던 오크라는 그린스를 만난 후 “우리”가 된다. 샹게에게 그들의 개별적 

결합은 통상적인 흑인 남녀의 결합에 대한 일종의 제유다. 제유/ 시월의 애쉬베

리 공원 (“Synecdoche/ Asbury Park in October”)에는 두 남녀의 만남과 그들

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환희와 행복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건물들이 죄다 떨어져 나갔고

대지는 작아졌지

우리들의 미소는 하늘까지 삼켰어

파란 공간이 철탑 사이로 

열렸고/ 난 네 위에 엎드렸지

제유

우린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등 뒤에선 그림자가 따라 왔어

남겨진 것을 주우면서

all the bldgs fell thru

the earth got lil

our smiles swallowed the sky

a blue space opened tween

steel/ i lay on you

synecd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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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s we cd walk on

shadows race behind

pickin up what’s left (61)

화자인 오크라와 청자인 그린스의 관계는 이 시의 어조에 잘 드러난다. 브라우어

(Reuben Brower)에 의하면 어조는 “청자에 대한 시적 화자의 함축적 사회관계”

이자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면서 채택하는 태도”이다(101). 화자와 청자 사이

에 이루어지는 심리적 상황은 하나의 어조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며 끊임

없이 시적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 화자인 오크라의 심리 상태는 “건물들이 죄다 

떨어져 나갔고 // 대지는 작아졌지 // 우리들의 미소는 하늘까지 삼켰어”라는 표

현에 잘 드러난다. “미소” “하늘” 그리고 “구름 위의 산책” 같은 시어들은 화자

의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고양되고 들뜬 심리를 전달한다. 또한 “대지는 작아졌

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이제 편견과 무감각함으로 치장된 세상의 법석거림에

서 빠져나왔음을 드러낸다. 화자의 화사한 심경과 막힘없는 정서는 적극적으로 

둘의 관계를 이끌어가게 한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우리”라는 대명사는 이제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아주 밀접한 사이로 발전했음을 증명한다. 이 시에서 특히 

주목할 장면은 화자인 여성 오크라가 남성의 몸 위에 엎드린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남녀 간의 성행위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샹게는 여성인 오

크라가 남성을 발견하고 만났으며 이후 주도적으로 그 남성을 이끌도록 설정한

다. 샹게는 이런 모습을 통해 성행위뿐만 아니라 전통적 남녀 관계까지 뒤집는

다. 샹게는 그들의 겹쳐진 모습을 통해 남성의 부드러움까지 함축한다.

III

샹게의 연작시를 읽으면서 남성 독자들이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흑인 

남성 그린스가 적극적인 흑인 여성 오크라와 견주어서 일견 대단히 수동적이고 

유약하게 비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성 그린스의 유약함이 다분히 남

녀 간의 힘겨루기의 전복이라는 의도 하에 구축된 양상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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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린스의 부드러움이 “몇몇” 남성들의 억압성이

나 퇴행성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며, 그 부드러움이 남녀 관계에 다분히 생산적인 

결합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샹게는 이 연작시에서 여성 오크라가 자신의 목소리

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었던 계기를 부드러운 남성 그린스와의 만남 이후로 설정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이상적인 남녀 관계에 대한 샹게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남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그린스가 화자로 등장하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 

그린스가 말하다 (“In the Blueness/ Says Greens”)에 잘 나타난다. 

한 밤 중에

내려앉은 우울

나를 덮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밤의 우울함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잎들처럼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당신을 언제 볼지도 알 수 없을 때

나는

한밤중에

우울에 빠져

당신에 대한 기억을

놓아버리지

in the middle of the nite

is a blue thing

a blue thing in the nite

which covers me

makes music

like leaves that havent shown/

themselves   &

when I don’t know where I am

when I don’t know when i’ll see you

what tim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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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ay

in the middle of the nite

covered up with this   blueness

this memory of you (62)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화자인 그린스의 정서적 섬세함이다. 이 시에서 

샹게는 흑인 남성 그린스를 자신들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 여성

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대다수의 상투적 남성들의 범주 속에 몰아넣지 않는다. 이 

시의 후반부에 갈수록 화자인 그린스와 오크라의 관계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며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그리워한다. 

사랑하는 여인 오크라의 곁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 와 있는 그린스는 오크라에 

대한 그리움을 마치 편지를 쓰듯이 털어놓는다. 스스로를 “세느 강 가를 배회하

는 검은 남자”(i linger by the seine // un homme noir)(62)라고 자책하면서 이

국의 밤에 그가 떠올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 오크라에 대한 그리움뿐이다. 그가 

견뎌 내야 하는 외로움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짓누른다. 그가 기대고 있는 

것은 오크라에 대한 기억뿐이다. 이와 같이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는 남성 그린스

는 외형적 힘자랑이나 정서적 조악함을 그 특징으로 삼는 보통의 남성다움에서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남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에 대한 의식에서 

그렇다. 그에게서 독자는 흔히 남성들이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

내는 성적 우월성 과시나 여성의 성애에 대한 멸시의 징후를 찾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린스와 오크라의 관계는 남성 쪽의 일방적인 성적 충동에 

의해 얽혀진 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그들의 성애적 접촉에서 그린스보다 오크라

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 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태다. 오크라에 대한 기억의 끝

을 붙들고 이국의 밤을 보내는 그린스의 모습은 분명 샹게의 다른 작품들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남성들의 상투적 모습,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무감각하며 

매정한 모습은 아니다. 그는 오크라의 “입술과 // 당신이 [오크라가] 내게 불러주

던 곡조를 기억하는”(here i am carrying yr lips // your tune now/ how you 

sing me)(63) 남성이며, 그녀의 노랫소리를 떠올리며 때때로 하늘에 뜬 구름을 

보면서 “나를 파도처럼 내 던지며 // 바람처럼 내 던지는 // 바다인 



80 서   혜   련

양”(sometimes i even see clouds run // long like sea/ throw me like waves 

// throw me like wind)(63) 느끼는 지극히 감상적이고 섬세한 심리를 드러낸다. 

샹게가 그린스와 오크라를 통해 남녀 관계의 상투적 성 역할을 전복시킨다는 

증거는 다시 오크라에서 그린스에게 (특별한 배달) (“Okra to Greens Again 

(Special Delivery)”)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 시의 마지막 행인 “사랑하

는 사람아/ 당신 혀를 내게 줘”(darling/ give me yr tongue)(64)라는 오크라의 

언급은 성에 대한 의식이나 성 표현에서 오크라가 그린스보다 분명히 더 적극적

이고 과감하며 솔직함을 입증한다. 이는 그녀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임

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따라서 그녀가 부드러운 남성 그린스와의 교제를 통해 

그 이전의 부서지고 뒤틀린 내․외형적 상태에서 벗어나며, 꼿꼿이 “서지 않았

던” 과거의 늪에서 빠져 나옴을 독자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

울러 그녀가 성에 대해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내몰리고 배척당했던 여성의 몸이 성 

관계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샹게가 춤을 통해 “여성의 지성과 감성

을 알게 됨으로써 여태껏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몸에 대해 친밀함을 

발견”했듯이(�흑인 여자들을 위하여� xi) 오크라는 따스한 마음을 지닌 남성 그

린스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해 건강한 자신감을 발견한다. 

또한 그리움의 표현에서도 오크라는 그린스보다 한층 더 지성적이고 분석적이

다. 그린스가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외형적 대상물을 매개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당신이 이곳에 없어서/ 내 침대가 너무 거대할 때 // 무슨 언어

가 여기 있어 // 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 . . . //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들어

맞을까 // 우린 그렇게 너무 멀리 있는데”(what language is it in // when my 

bed is/ too big cuz yr not in it // how cd i say . . . what language fits our 

needs // we are so far gone)(64)라는 언급처럼 오크라는 자신이 절감하는 그

리움을 언어라는 좀 더 복잡하고 치밀한 상징체계를 통해 표현하려고 한다. 

이 시에서 화자인 오크라는 자신의 느낌과 정서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절실한 갈망을 드러낸다. 남성인 그린스가 그 감정 표현에 있어 다

소 감상적이고 추상적이면서 비교적 단순한데 비해서 여성인 오크라의 감정 표

현은 다양한 매개물, 다시 말해서 소리와 색깔과 몸 그리고 적절한 언어 찾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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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치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점에서도 그린스와 오크라는 

남성과 여성에게 거의 일반화되어 할당된 기존의 관념인 단순한 여성과 지성적

인 남성이라는 식의 상투적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난다.

적극적인 여성과 부드럽고 따스한 남성의 관계는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으로 보답 받는다. 샹게는 이들 두 남녀의 관계를 내․

외부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무균질의 진공 상태 속에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남성 그린스의 도덕적 탈선과 여성 오크라의 심정적 간통이라는 시련을 겪는다. 

그린스가 바람둥이 여자 루타바가(Rutabaga)와 함께 도망친 날 오크라는 “무서

운 침묵이 몸을 흔들고 // 뼈가 흩어지는”(a tremendous silence shook // my 

body til my bones split)( 폭로 (그린스가 그 화냥년 루타바가와 도망친 밤

(“Revelations (The Night Greens Went Off with that Hussy, Rutabaga”) 경

험을 했으며 심지어 “말도 할 수 없었고 // 손가락으로 빵도 집을 수 없었고 // 

걸을 수도 없었던”(i knew no language // my fingers had never held bread 

// i cd not walk)(69)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화자인 오크라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그녀의 모습은 바로 이 시의 첫 부분에

서 전지적 화자를 통해 묘사된 “등 굽은 여자”의 바로 그 모습이다. 그린스를 만

나기 전 오크라의 모습이 그와 헤어진 후의 모습과 겹친다. 오히려 “당신이 사라

졌을 때 // 달은 추하게 부서졌고 // 밤새도록 저주를 퍼부었다”(when you 

disappeared // the moon cracked in a ugly rupture // fell a cursin for the 

night to catch her)(69)는 언급에서 확인되듯이 오크라의 심정이 그린스와의 만

남 이전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오크라가 비록 적극적이

고 자유로운 여성이기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이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남성 

그린스가 곁에 있을 때만 발휘될 수 있었다. 또한 그린스가 떠난 후 오크라가 꿈

꾸었던 심정적 간통도 그녀의 도덕적 흔들림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지탱해주는 것은 남성의 보살핌과 따스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남성의 경우도 결코 다르지 않다.

탈선과 방황이라는 시련을 경험한 오크라와 그린스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관

용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결혼에 이른다. 마치 지쳐 “쓰러진 전사들”(fallen 

fighters)(72)이었던 그들은 다시 일어서 카리브 해의 섬 퀴라사오 섬으로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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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난다. 연작시의 마지막 시는 오크라와 그리스가 있는 해변 / 퀴라사오

섬 반다 아바오에서 / 허니문을 즐기면서 (“The Beach with Olra & Greens / 

On Their Honeymoon / Banda Abao, Curaçao”)다. 오크라와 그린스가 함께 

있는 해변의 정경은 편안하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뜨거웠지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았어

미풍은 뜨거움을 

식힐 줄 알아

태양은 우리를 뒤척이게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해

그렇지만    미풍은

등 뒤에서 불어 와 / 젖가슴을 간질이고    음악이여

영혼을 풀어 내 파도 위로 솟구치게 하라

it be hot   & then again not

breeze know how to cool

the burnin

when the sun force us to twitch

punctuate the air

wit alla this    the breeze she

fan our behind/ tickle the bosoms   / let the music

free out out soul rush

up from waves (74)

카리브해 퀴라사오 섬 바닷가 모래 해안에 누워 있는 그들 주위로 태양의 뜨거움

은 미풍의 서늘함과 어울려 감싸주며, 바다는 그들을 받아들인다. 따뜻함과 부드

러움을 배려해주는 자연 속에 몸을 맡긴 그들의 새로운 삶은 바로 그 자연처럼 

회복력과 치유력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작시 �오크라에서 그린스에게�의 마지막 부분은 �흑인 여자들을 위하여�의 

마지막 시 난 내 안에서 신을 찾았어 (“i found god in myself”)(64)에서 흑인 

여성이 “미래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할 내적인 힘”(Hammad 265)과 자신의 내부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풍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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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기고 . . . 태양이 온통 나를 장밋빛으로 감싸며 하늘이 나를 덮어 줬

다”(held me in the breeze // . . . the sun wrapped me up swinging rose 

light everywhere // the sky laid over me)63)고 말하는 부분과 정확히 겹친

다. �흑인 여자들을 위하여�의 여성들이 개인적 수치감이나 이기적 혐오감을 극

복하고 여성들끼리 자매애에 근거한 따뜻한 이해와 배려를 확인했듯이, 오크라

와 그린스는 부부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지치고 쇠잔한 몸을 다독

이며 쉬게 한다. 여성들만의 연대를 통한 화해와 회복을 제시한 샹게는 남녀 간

의 관계에서도 치유와 회복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보여준다. 

훅스(bell hooks)는 �열망�(Yearning)에서 흑인 남성들에게 백인 가부장제의 

덫을 벗어낼 것을 권유한다. 그녀는 “[백인 남성 중심]가부장제가 흑인 남성들에

게 인종차별로 인해 백인들에게 침식당한 자신들이 남성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보충해 주리라는 비뚤어진 인식을 조장한다”(74)고 지적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흑인 여성들조차 흑인 가장들이 가정 내에서 저지르는 퇴행적 행동들이 흑인 남

성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압박감의 표출이라고 두둔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

종차별이 가정 내 흑인 여성들보다 가정 밖 남성들에게 더 가혹했을 것이라는 심

증에서다. 훅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놓여있음을 강조한다. 

훅스는 흑인들이 아직 “남자다운 행동들에 관한 규준을 새로 만들지도 않았으

며, 흑인 남성들을 자유롭게 할 자아를 구축하고 성찰할 청사진을 그리지도 않았

다는 점에서 그나마 흑인 남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이 있다”(75)고 강조한

다. 다시 말해서 흑인 남성들이 백인 가부장제가 강요해 온 남성다움의 궤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성별에 관한 논의가 상호 비난과 매도가 아닌 진지한 지적 담

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IV

샹게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부단히 천착해 온 새로운 흑인 남성성 재현

하기는 훅스의 제안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에서도 흑인 여성 작가로서 샹게

의 개방적이고 진취적 시각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분명히 샹게의 남성관은 �딸



84 서   혜   련

의 지형도�라는 시집 내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차이를 드러내며, 후반부에 이

르면 확연하게 변화하며 “다르다.” 그녀의 이런 식의 변화하고 발전하는 견해는 

여성들이 노력한다면 남성들도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성에서 벗어나리라는 믿음

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그녀는 “현대 미국에서 남성이기”를 규정해 달라는 질문

에 대해 “남성들이 성애적인 면에서나 지성적인 면에서 감수성이 풍부하게 된다

면 . . . 현재나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남성과 여성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될 

기회가 풍성할 것이며 . . , 남성들이 지배 계층으로 누렸던 어떤 안전함이나 특권

들을 상실할 수 있겠으나, 반면 그들은 좀 더 충만하고 풍부한 인간이 될 기회를 

얻을 것”(Lester 720-21)임을 강조한다.

샹게가 지적하는 남성들이 상실하게 될 특권이란 바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하게 되고 남성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될 때 이전까지 남성들이 누려

왔던 일자리 특권을 지칭한다. 자본주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과 같은 외부로부

터 강요된 시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종차별주의 사회 속에서 흑인 “가장들”

이 살아가는 고통의 짐을 가장 많이 떠안고 있다는 식의 투정부리기나, 흑인 남

성들이 백인 가부장제에 현혹된 채 움켜쥐고 있던 경제권 점유욕구에 관한 자기

중심적 사유를 털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녀의 견해다. 

그렇다면 순전히 경제적 힘겨루기 측면에서 가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자신들

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흑인 여성들을 “적”으로 취급하려는 흑인 남성들 쪽에

서도 샹게의 이런 식의 사유는 어쩌면 환영해야 할 견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다

고 할 수 있다. 샹게는 남녀 모두 “가장 최선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반 성차별

적이고 안전한 공동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방식”(Lester 723)이 속류 자본주의

나 인종차별주의와 병존할 수 없음을 피력한다. 그녀에게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은 성차별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

별은 결국 흑인 남녀 모두에게 온전함을 위협하는 “[세] 개의 머리를 한 

뱀”(Dickerson 182)이다. 

샹게는 적어도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고 후기 기술사회로 접어 든 미국 사

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다르다고 보지 않는

다. 그녀는 원시 사회에서 남녀 차이가 그들이 지닌 특성 혹은 장점 때문에 “사냥

꾼과 채집원”(Lester 724)으로 구별된다면 현대에 와서는 이런 식의 구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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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도, 의미가 있지도 않다고 믿는다. 그녀가 가장 애석해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항상 남성들의 위협이나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이며 그 “폭력과 위협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효용성이 상실된 동물적 폭력

과 자본의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행사된다는 사실이다(Lester 724). 

샹게는 이상적인 남녀 관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어느 한 편에 돌리지 않는

다. 여성에게는 자존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문하고 남성에게는 여성의 경험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동참을 제안한다. 이는 그녀가 애초에 여성들만의 우애와 

다정함을 독려하고 찬양하는 작품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남성들까지도 참여시

킨다는 점에서도 그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세계가 흑인 

여성들의 “그들만의” 세계로 남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며, 만일 세상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가정을 지배하는 [남

성들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인지, 밤에 함께 잠자리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분명히 

밝힌다(Blackwell 136). 

“사려 깊은 시인이라면 적나라한 폭로를 넘어 반 가부장적 세계뿐만 아니라 

반 가부장적 상징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205)라는 

요크(Liz Yorke)의 주장은 샹게의 글쓰기 과정에도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연작시 �오크라에서 그린스에게�가 보여주듯이 샹게의 변화하는, 그

리고 성숙해가는 남성관과 남성상은 적어도 지금까지 매도되고 폄훼된 그녀의 

남성관을 재평가함으로써 좀 더 진지하고 포괄적인 논의 마당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놓는다. 이는 그녀의 작품 전체를 통해 남성상을 읽어내기가 

샹게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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