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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라는 조국: 

치카나 시각예술에 나타난 퀴어 세계-만들기의 미학*1

이   승   례

(한남대학교)

Lee, Seung Rae. “Homeland of the Body: Aesthetics of Queer Worldmaking in Chicana Visual Ar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99-135. The embodied aesthetics of radical 

Chicana visual artists Alma Lopez and Laura Aguilar disturbs the monotonic narratives of Manifest 

Destiny and Aztlan and realizes Queer Worldmaking, emphasizing the body of the queer Chicana as the 

place of origin and true homeland. Alma Lopez creates subversive portraits of Millennium Lesbian 

Guadalupe while visually conversing with the work of Chicana artists' rebellious disidentification for 

Guadalupe, the immortal Goddess of the Chicana. Furthermore, while building the borderland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s a utopia of love and desire of the Chicana Lesbian, she moves toward 

dynamic border art and Queer Aztlan. Laura Aguilar depicts a dilemmatic portrait of a Chicana artist 

caught between dual cultures, seeking a harmonious community in the city’s working-class lesbian bar. In 

particular, the late self-portrait series, which was completed in a natural environment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builds a poetic utopia of lesbian mestiza separated from colonial landscapes through 

self-ecologies in which the earth and the body are united, and a relational self in which the body and the 

body are not separated.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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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이미지는 촉발된 감정과 의식적 지식 사이의 다리; 언어는 다리를 지탱하는 밧줄. 

이미지는 언어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욱 즉각적이다, 그리고 무의식에 더욱 가깝다, 

영상언어는 말 속의 생각을 앞서 간다; 은유적 마음은 분석적 정신을 앞서 간다. 

선언은 명쾌하다: 예술과 이론은 결합되어야만 한다. 

An image is a bridge between evoked emotion and conscious knowledge; 

words are the cables that hold up the bridge. Images are more direct, more 

immediate than words, and closer to the unconscious, Picture language 

precedes thinking in words; the metaphorical mind precedes analytical 

consciousness. (Anzaldua 2012 91)

The statement is clear: art and theory must come together. (Vivancos Perez 83)

본 연구는 퀴어 치카나1 사진예술을 대표하는 두 작가인 알마 로페즈(Alma 

Lopez 1966~)와 로라 아길라(Laura Aguilar 1959~2018)의 이미지 텍스트에 

나타난 퀴어 미학과 공간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두 작가의 사진예술은 치카나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영성과 이론, 실천을 구체화

하고 있는 효과적인 상호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독자들에게 감성적, 문

화적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퀴어한 이미지들은 급진적 치카나 페미니즘과 경계이

론의 연결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론의 명쾌한 “밧줄” 없이 그 생소한 이

미지를 이해하기 힘든 측면 때문에, 국내에 소개된 치카나 시각예술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사실상 학문적 블루오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치카나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알

  1 멕시코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치카노(Chicano)의 여성명사형. 퀴어 치카나 작가인 체리에 모라가

(Cherrie Moraga)는 “나는 나 자신을 . . . 치카나 작가라고 부른다. 치카나가 되는 것은 단지 누군가

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을 호명하는 것이다. 주류 미국으로의 동화

를 거부하는 정치성”(56)이라고 설명한다. 치카나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 경계지대의 주체임을 인식

하며, 이를 지배문화 속 저항의 근원으로 삼는 정치적인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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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아 가스파르 드 알바(Alicia Gaspar de Alba 1958~)2의 산문 아스틀란 같

은 곳은 없다: 조국의 신화 그리고 체화된 미학 (“There’s no place like 

Aztlan: Homeland Myths and Embodied Aesthetics”)을 중심으로 치카노의 신

화적 상상의 조국인 “아스틀란”이 아닌, 여성의 몸 그 자체를 예술적 질료와 살

아있는 조국으로 삼는 치카나 예술가들의 “체화된 미학”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또한 치카나 시각예술 속 체화된 미학의 레즈비언적 공명과 실천의 지점으로서, 

문화이론가 호세 무노즈(Jose Esteban Munoz 1967~2013)가 제시한 유색-퀴

어 유토피아의 비전이자 전략인 “퀴어 세계-만들기”(queer worldmaking)가 소

개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제3장은 치카나의 혼종적 영성과 문화의 절대적 상징이자, 불멸의 

어머니인 과달루페 성모(the Virgin of Guadalupe)의 전통적 아이콘에 대한 치

카나 예술가들의 저항적 재창조 작업의 풍경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특히 알마 

로페즈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화가 에스더 헤르난데즈

(Ester Hernandez 1944~)와 욜란다 로페즈(Yolanda Lopez 1942~)의 과달루페 

시리즈는 일상과 신성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탈동일시”의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또한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 1954~)의 산문 과달루페, 성의 

여신 (“Guadalupe the Sex Goddess”)에 대한 예술적 응답으로서 알마 로페즈

가 그려낸 레즈비언 과달루페의 전복적 초상을 논의한 후, 경계지대 위에 축조된 

대안적 사랑과 욕망의 유토피아가 “퀴어 아스틀란”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4장은 로라 아길라의 장소와 정체성에 대한 탐색의 여정 초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비행하는 세 마리 독수리”(Three Eagles 

Flying)를 통해 멕시코와 미국적 정체성 사이에서 균열된 치카나 예술가의 딜레

마적 초상에 대해 논의한다. 도시의 외곽 노동계층 레즈비언 바에서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중기의 예술적 열망은, 후기의 셀프-초상 시리즈를 통해 미

  
2

알리시아 가스파르 드 알바(이하 알바, Alba로 표기)는 알마 로페즈의 레즈비언 배우자이다. 알바

의 2014년 산문집의 첫 페이지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알마에게, 그녀의 저항적 심장은 나와 더불

어 공명한다”(For my darling wife, Alma, whose rebellious heart beats with my own)라는 헌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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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남서부 경계지대의 풍경과 대화하는 시적인 텍스트로서의 비규범적 나신을 

그려내면서 해방의 “체화된 미학”으로 나아간다. 특히 후기의 “자기-생태학”적 

이미지들은 엠마 페레즈(Emma Perez 1954~)가 “탈식민화된 제3의 세계”라고 

설명한 여성적 상상력의 우주로 연결된다. 또한 대지와 몸, 몸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적 자아”의 풍경과 레즈비언 ‘메스티자’ 유토피아의 감각이 “퀴어 세

계-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메스티자(Mestiza, Mestizo의 여성명사)는 사전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

럽인의 혼혈 인종을 의미하며, 앵글로 지배문화의 순혈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ua)는 인종의 단일한 패러다임

을 깨뜨리며 부분의 총합보다 거대한 제3의 존재 즉, 혈통적으로 진화하는 인류에

의 비전으로서 메스티자를 정의한다. 치카나 문학의 경전으로 평가되는 �경계지

대/경계선: 새로운 메스티자�(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1987)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메스티자 담론은 안잘두아 초기의 핵심적 인식

론이다. 안잘두아는 “미래는 메스티자에게 속해있으리라. 미래는 패러다임을 깨

뜨리는데 달려있기에, 메스티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화에 양다리를 걸치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102)라고 설명하며 원주민, 스페인, 아프리카인, 앵글

로색슨의 급진적 혼혈로서의 가변적 정체성에 기반한 메스티자의 창조적 진화와 

축복을 피력한다. 사실상 “치카나”와 “메스티자”는 역동적 경계지대의 주체인 

멕시코계 미국여성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호명인데, 치카나는 특별히 주류 

미국으로의 동화를 거부하는 멕시코계 후손으로서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호칭이

며, 메스티자는 다층적 혼혈로서의 ‘갈색 몸’에 대한 자긍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보아야할 것이다. 

II. 조국으로서의 몸, 퀴어 유토피아를 향하여

메스티자로서 나는 조국이 없다, 나의 조국은 나를 내쳤기에; 그러나 모든 나라들

이 나의 것이다, 나는 모든 여성들의 언니 혹은 잠재적 연인이기에. (레즈비언으로

서 나는 민족이 없다, 나의 민족이 나를 부인하기에; 그러나 나는 모든 민족이다, 



몸이라는 조국: 치카나 시각예술에 나타난 퀴어 세계-만들기의 미학   103

모든 민족 속에는 내 안의 퀴어가 존재하기에.)

전복적 비유로서의 치카나의 몸은 추방,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의 역사가 나타

나는 지점이 된다. 그렇지만, 또한 치카나의 몸으로부터 앎의 대안적 방식이 생겨

난다. 

As a mestiza I have no country, my homeland cast me out; yet all countries 

are mine because I am every woman’s sister or potential lover. (As a 

lesbian I have no race, my own people disclaim me; but I am all races 

because there is the queer of me in all races.) (Anzaldua 2012 102)

As a transgressive trope, the Chicana body became a site from which a 

history of dislocation, violence, and economic exploitation emerged. Yet, 

from the Chicana body also emerged an alternative way of knowledge. 

(Roman-Odio 125)

알바는 아스틀란 같은 곳은 없다: 조국의 신화 그리고 체화된 미학 에서 

“집”(home) 혹은 “장소”(place)는 정체성의 기본적 측면이며, 시각예술 속에서 

집은 유토피아의 개념이면서 특정한 영토가 아닌 기억과 욕망으로 가득 찬 상상

의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정체성은 출생지를 너머 이해되고, 장소는 물리적

이며 지형적 위치 혹은 단순한 풍경 이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3. 그런 의미에서 알바는 미국 시각예술 속 미학적 지점으로서의 “장소에 근거

한 미학”(place-based aesthetics)을 일곱 가지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특히 “페미니스트 미학”과 “퀴어 미학”을 연결하는 관점을 핵심 방법론으

로 삼고자 한다. 알바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종(race)에 기반한 미학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

2. 디아스포라의 미학 (아시아계 미국인, 필리핀계, 쿠바계, 중미계, 남미계 미국인 

예술가들)

  
3

알바는 장미 비키니를 입은 악마 (“Devil in a rose bikini”)에서도 “예술작품의 주제와 목록 속

에서, 장소는 풍경으로서가 아닌 조국, 문화, 종교, 공동체, 이웃, 가족, 심지어 기억으로서 재현된

다”(233)라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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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테리아 미학 (카리브해 그리고 브라질계 예술가들, 브라질에서는 “칸돔블레”

로 불린다)

4. 원주민 미학 (미국 원주민 예술가들)

5. 아스틀란 미학 (치카노 예술가들)

6. 페미니스트 미학 (“페미니즘의” 안건을 다루는 여성 예술가들)

7. 퀴어 미학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퀴어 예술가들) 

1. Race-based aesthetics (African American artists)

2. Diasporic aesthetics (Asian American, Filipino, Cubam, Central American, 

Latin American Artists)

3. Santeria aesthetics (Caribbean and Brazilian artists, called “Candomble” 

in Brazil)

4. Indigenous aesthetics (Native American artists)

5. Aztlan aesthetics (Chicano artists)

6. Feminist aesthetics (women artists subscribing to a “feminist” agenda)

7. Queer aesthetics (gay, lesbian, and queer artists) (85-6)

1960년대와 70년대 치카노 운동(Chicano movement)의 중심세력이었던 치

카노 예술가들은 메소아메리카 아즈텍(Aztec) 후손으로서의 문화적 유산과 민족

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미국에게 강탈당한 멕시코의 과거 영토였던 현재 미

국의 남서부(남부 캘리포니아, 북부 뉴멕시코, 남부 텍사스)를 영적, 신화적 상상

의 조국4인 “아스틀란”(Aztlan)으로 설정하여 치카노 민족주의의 강렬한 상징으

로 삼는다. 미국 “원주민 미학”처럼 “아스틀란 미학”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영토에서 황망하게 식민화된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기에, 필연적으로 “상실한 조

국”과 “문화적 복원”5에 대한 상징을 지속적으로 재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4

알바는 거의 40여 년간 아스틀란이 사회 운동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상정된 “상상의 조국임에

도 불구하고, 분리된 그러나 동등한 조국”(a separate but equal, albeit imaginary, homeland)이었

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아스틀란은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 인종차별과 역사적 기억상실에 대한 저

항의 의지에서 탄생한 “치카노 정체성의 분리주의적 영혼”(the separatist spirit of Chicano 

identity)이라고 설명한다(2014 96). 

  
5

알바는 “아스틀란 신화의 복원은 시각적으로 치카노 벽화 속에서 재생산된 아즈텍과 원주민 미국

인의 도상학(특히 목테수마와 제로니모 같은 원주민 영웅들의 도상학)과 원주민적 상징(아즈텍 달력

과 같은)에 대한 확산 속에서 분명해진다”(2014 92)라고 설명하면서 “아스틀란 문화에 대한 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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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치카노/나 예술가들이 그들의 조국에 대한 다른 지향점을 갖는다는 점

을 강조한다. 치카노가 아스틀란이라는 상상의 조국으로의 고착을 통해 파편화

된 민족정신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치카나 예술가들은 여성의 몸이라는 연약하

고 민감하며 실존적인 “장소”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페미니스트적 

체현 혹은 “체화된 미학”의 정치학을 실현하고 있다.   

그들의 고국으로부터 추방되거나 빼앗긴 것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기

보다, 치카나 예술가들은 장소에 대한 보다 친밀하고 체화된 연결성을 갖고 있다. 

. . . 다시 말하면, 이는 몸의 정치학이며 자기-창조의 정치학이다: “그들이 나의 

기원의 장소를 강탈했다” 혹은 “나는 나의 기원의 장소를 떠나야만 했다”라기보

다, 치카나 예술가들은 “나는 내 기원의 장소”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예술로 변화되면서, 이 몸의 정치학은 “체화된 미학”, 즉,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딸 혹은 정부로서의 관계적 정체성의 족쇄로부터 치카나 예술가들을 자유롭게 하

는 미학을 낳았다. 자아의 바깥에 있는 장소의 박탈이나 소유권 혹은 환원 대신, 

체화된 미학은 몸을 장소에 대한 기표로 사용한다. 그렇게, 몸은 기원의 장소로서, 

세계들 사이의 다리로서, 그리고 해방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이후의 모든 굵은 글씨도 필자의 강조)

rather than expressing their attachment to place as either dispossessed of 

or exiled from their native land, Chicana artists have a more intimate and 

embodied connection to place. . . . in other words, a politics of the body and 

of self-creation; rather than “they took my place of origin” or “I was forced 

to leave my place of origin,” Chicana artists seem to be saying “I am my 

place of origin.”

Transmuted into art, this politics of the body produces an embodied 

aesthetic, one that frees the chicana artist from the shackles of a relational 

identity as some man’s wife, mother, daughter, or mistress. Instead of 

dispossession, ownership, or reclamation of a place outside the self, 

embodied aesthetics uses the body as the signifier for place. As such, the 

body functions as site of origin, bridge between worlds, and locus of 

약속하면서, 치카노들은 그들 멕시코의 유산(카톨리시즘, 아즈텍과 톨텍 신학, 스페인어, 원주민 문화

의 관습과 믿음)에 대한 메스티조와 원주민적 양상 모두에 있어서의 자긍심을 드러낸다”(2014 96)는 

점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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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117)

즉, 페미니즘의 “몸의 정치학”이 그대로 예술의 영역에서 “체화된 미학”으로 

변모되었기에, 여성자신의 몸을 진정한 조국으로 바라보는 치카나 예술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페미니스트 미학”으로 수렴된다. 치카나 시각예술 속 “체화

된 미학”의 레즈비언적 공명과 실천의 지점으로서, 호세 무노즈가 제시한 유색-

퀴어 유토피아의 비전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방법론인 “퀴어 미학”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쿠바(Cuba)계 문화이론가 호세 무노즈는 �탈동일시: 유색 퀴어와 정치학의 퍼

포먼스�(Disidentifications: Queer of color and the performance of politics 

1999)에서 밀레니엄 시대 인종적, 성적 소수자인 유색 퀴어 예술가들을 위한 생

존 전략으로서, 지배문화와 효과적으로 협상하면서도 그것에 저항하며 안으로부

터의 구조적 변화를 실천하는 “탈동일시”의 정치학을 강조한다. 탈동일시는 처

방된 명령을 다루는 소수자 주체의 제3의 방식이자 정체성의 정치학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손쉽게 동화(동일시 identification)하거나 반사적으로 거부(반동일

시 counteridentification)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너머 나아가는 탈동일시

(disidentification), 즉 “다름 속의 정체성”(identities-in-difference)을 강조함

으로써 소외된 삶의 서사를 재창조한다. 

무노즈는 퀴어적 사고의 계통학을 기록하면서, 탈동일시의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기 위해 유토피아니즘(utopianism)의 중요성을 가져온다. 또한 탈동일시의 퍼

포먼스가 “주체를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능력”(197)이 있으

며, 시각예술 속 “탈동일시의 퍼포먼스와 읽기는 유토피아적 가능성의 농밀한 핵

심을 포함”(25)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유토피아니즘이 현대의 정치적 사고에 있

어서는 비록 부적절한 대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 세계-만들기’

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25)라고 덧붙인다. 

무노즈는 행위예술의 소수자 퍼포먼스가 변화의 정치학과 가능성의 세계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만들기”(worldmaking)의 개념을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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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만들기”의 개념은 퍼포먼스(공연과 일상적 의례 모두)가 세계에 대한 대안

적 관점을 수립하는 능력을 갖는 방식을 기술한다. 이 대안적인 전망은 단순한 견

해나 관점 이상의 것이다: 이는 소수자들을 통제하는 “실체”의 억압적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능하는 저항적 이데올로기이다. . . . 탈동일시는 출발, 과정, 만들기

의 지점이다. 이는 읽기와 수행의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만들기의 형

태이다. 이 만들기는 현재와 미래 속에서 일어난다, 이는 탈동일시의 퍼포먼스가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현재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 . . 소수적 주체들은 세계-만들기의 프

로젝트를 관통하여 사회적 종속에 저항하는 결정적 실천으로서 탈동일시를 차용한

다. 탈동일시의 퍼포먼스에 의해 형성된 약속은 깊다. 배우이자 관객으로서 우리의 

몫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획득할 때까지 이 세계와 더불어 탈동일시를 유지하는 

것. 

The concept of worldmaking delineates the ways in which performances—

both theatrical and everyday rituals—have the ability to establish alternate 

views of the world. These alternative vistas are more than simply views or 

perspectives; they are oppositional ideologies that function as critiques of 

oppressive regimes of “truth” that subjugate minoritarian people. . . 

Disidentification is a point of departure, a process, a building. Although it is 

a mode of reading and performing, it is ultimately a form of building. This 

building takes place in the future and in the present, which is to say that 

disidentificatory performance offers utopian blueprint for a possible future 

while, at the same time, staging a new political formation in the present. . . . 

The minoritarian subject employs disidentification as a crucial practice of 

contesting social subordination through the project of worldmaking. The 

promises made by disidentification’s performance are deep. Our charge as 

spectators and actors is to continue disidentifying with this world until we 

achieve new ones. (195-200)

그러므로 무노즈가 주장하는 “퀴어 세계-만들기”는 언제나 축조 중인 퀴어 유

토피아의 비전이며 결코 완전히 성취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지 지배 코드

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고착되는 “반동일시”의 본질주의적 함의를 벗어난다. “퀴

어 세계-만들기”는 백인/이성애/가부장제의 명령을 해체하고 퀴어적 감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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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탈동일시의 지속적인 전략이자 실천의 장이라

고 할 수 있다.  

III. 알마 로페즈의 퀴어 아스틀란

로페즈는 몸을 신뢰한다— 특히 갈색의, 퀴어인, 여성의 몸—계시의 근원이며 해방

의 주체가 되기 위해. . . . “레즈비언과 게이 신학 모두를 관통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몸에 관한 지식이다. 몸의 ‘목소리’는 억압의 인식론을 돌파할 수 있는 지식

의 지점이자 근원으로서 체험된다.” 

Lopez trusts the body—particularly the brown, queer, female body—to be 

both a source of revelation and an agent of liberation. . . . “One of the 

themes that runs throughout both lesbian and gay theology is body 

knowledge. The body is experienced as a source and site of knowledge 

whose ‘voice’ can break through the epistemology of oppression.” (Tanis 

165)

현대 치카나 예술가들의 “체화된 미학”은, 치카노의 “아스틀란 미학”의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와 문화적 신화에 대항하며, 특별히 멕시코의 불멸의 영성을 상

징하는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재창조 작업을 중심으로 진화되어 왔다. 원주민 대

지의 여신과 스페인 성모 마리아의 완벽한 습합의 결과인 ‘갈색’의 여신 과달루

페는 구세계와 신세계의 폭력적인 문화충돌 속에서 재탄생한 절묘한 문화융합의 

상징으로서, 치카나-메스티자 예술의 마르지 않는 영감의 근원으로 존재한다. 치

카나 예술가들은 신의 성스러운 어머니-과달루페를 현실의 영역으로 재배치함

으로써 신성과 일상 사이의 이분법과 위계를 해체하고 성모의 리얼한 몸을 그려

내는 탈동일시6의 작업에 몰두한다. 특히 알마 로페즈의 동료이자 친구인 에스더 

헤르난데즈와 욜란다 로페즈의 과달루페 이미지는 알마 로페즈 작품 탄생에 있

  
6

로만-오디오(Clara Roman-Odio)는 “치카나들은 비평가들이 ‘체화된 미학’이라고 부르는 대안적 

미학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탈동일시’의 정치학을 관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이슈화한다”(133)라고 

설명하며 치카나 예술가들의 “체화된 미학”과 “탈동일시”의 접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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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rtist Unknown, 

Traditional Image of the 

Virgin of Guadalupe>

       <Ester Hernandez, The Virgen 

of Guadalupe Defending the 

Rights of Chicanos (1975)>

왼쪽은 가장 널리 알려진 17세기 작가미상의 과달루페 이미지이며, 은하수를 

상징하는 별무늬 망토를 어깨에 두르고 케루빔의 호위를 받으며 기도하는 전통

적인 성모의 형상이다. 오른쪽 에스더 헤르난데즈의 1975년작, “치카노의 권리

를 옹호하는” 가레데 선수로서의 과달루페는 성스러운 전통 의복으로부터 성모

를 구조한 첫 번째 페미니스트적 재현으로서 평가된다. 헤르난데즈는 과달루페

를 인종과 젠더, 계급의 억압에 저항하는 액티비스트이자 전사로 묘사함으로써, 

조건 없이 너그럽고 수동적인 어머니로서의 문화적으로 표백된 이미지를 극복한

다. 헤르난데즈는 현대 치카나의 몸, 얼굴, 삶을 관통하는 과달루페를 묘사하는 

실천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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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anda López, Walking 

Guadalupe (1978)>

       

<Yolanda Lopez, Portrait of the Artist 

as the Virgin of Guadalupe (1978)>

이어 욜란다 로페즈의 “과달루페 시리즈”는 현대 치카나 여성으로서의 과달루

페를 묘사함으로써 헤르난데즈의 페미니즘적 재현을 예술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왼쪽의 젊은 치카나는 별무늬 망토를 걸치고 두 손을 모은 채, 짧은 길이의 전통 

드레스를 입고 토오픈힐을 신고 당차게 걸어가는 중이다. 오른쪽은 가장 널리 알

려진 욜란다 로페즈의 과달루페 이미지이며, 한손으로는 성모를 상징하는 망토

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메소아메리카 대지의 여신을 상징하는 뱀을 손에 쥐고 

있는 젊은 치카나 “예술가의 초상”이다. 짧은 머리, 강인한 다리근육이 드러나는 

‘찢은’ 드레스와 운동화를 신고 케루빔의 날개를 밟으며 자신을 호위하는 아기천

사가 필요 없음을 선언한다. 페미니즘적 신개념의 성모는 신성과 일상의 이분법

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과달루페의 이미지에 대한 탈동일시의 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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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r Hernandez, 

La Ofrenda (1988)>

헤르난데즈의 1988년작 <봉헌물>은 짧은 헤어스타일 여성의 등에 새겨진 문

신인 “크고, 관능적이며, 힘 있고, 아름다운 여성의 성기 속에 위치한 과달루

페”(Trujillo 225)를 제시한다. 여성의 질을 떠오르게 만드는 붉은 드레스와 “성

적 권능”(sexual power)의 상징인 타원형의 화려한 아우라가 충만한 에로틱한 

여신-과달루페는 이전보다 나아간 탈동일시의 걸음이다. 치카나 레즈비언 작가

인 트루질로(Carla Trujillo)는 과달루페 성모와 치카나 레즈비언 욕망 속에서

의 재축조 (“La Virgin de Guadalupe and Her Reconstruction in Chicana 

Lesbian Desire”)에서 과달루페의 시각적 상징을 여성의 질과 연결시켜 축성하

는 산토스 마이케(Victoria de los Santos Mycue)의 산문이 헤르난데즈의 <봉

헌물>의 이미지와 상호텍스트적으로 공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달루페 성모는 나의 음문, 성기, 나의 사랑스런 음부. . . . 그대의 부드럽게 기울

인 얼굴,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은 나의 음핵, 우리의 머리와 기쁨의 감각은 하나. 

그대의 늘어뜨린 의복과 접혀진 팔은 내 질, 음문의 날개. 기도하면서 모은 손이 

놓인 그대의 배는 그대의 자궁, 나에게 소중한 입구처럼. . . . 일단 내가 당신을 나

의 질로 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당신을 모든 여성의 상징으로서 보기 시작했다. 

억압적 침묵의 힘으로서가 아닌, 대지에 대한 우리의 권능을 옹호하는 성스러움으

로서. . . . 나는 “음문의 힘”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그리하여 내 성과 섹슈얼리티 

모두를 옹호하는 것으로서 그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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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rgin de Guadalupe is my pussy, my cunt, my own dear muff. . . . 

Your gently tilting face, your beautiful visage, is my clitoris. Our sensors of 

head and pleasure are one. Your flowing garment and folded arms are the 

wings of my vagina, the labia. Your belly, framed by your hands held in 

prayer is your womb, like the precious entrance to me. . . . Once I began to 

see you as my vagina, I began to see you as the symbol for all women, as 

a deity advocating our empowerment on earth, and not as a repressive 

silencing force. . . . I begin to understand you as advocating “Pussy Power” 

and thus advocating for both my sex and sexuality. (225 재인용)

과달루페를 섹슈얼리티의 화신으로 찬양하는 산토스 마이케의 산문은, 아름답

고 관능적인 “음문의 힘”으로서의 과달루페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헤르난데즈의 

이미지 텍스트와 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의 여신” 과달루페로 수렴된다. 치

카나 1세대 대표작가인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의 발군의 산문 과

달루페, 성의 여신 (“Guadalupe the Sex Goddess”)은 치카나 예술가들이 천착

하는 저항적 과달루페의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한 상호텍스트로 평가된다. 시스

네로스는 언젠가 포르노그라피에서, 백인 영화배우의 “면도했기에 아이 같고 무

성적인, 마치 토끼의 귀처럼 보였던 깔끔한 타원형의 빛나는 음문”을 보고 자신

의 것과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성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덧붙인다(50-1). 

난초처럼 어둡고, 문어처럼 후들거리는 진보랏빛 나의 음문은 멋지고 깔끔하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으로 느껴진다. 나는 작은 장미모양의 유두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유두는 내 유년시절의 멕시코 동전처럼 커다랗고 갈색이다. 

My sex, dark as an orchid, rubbery and blue purple as pulpo, an octopus, 

does not look nice and tidy, but otherworldly. I do not have little rosette 

nipples. My nipples are big and brown, like the Mexican coins of my 

childhood. (51)

또한 시스네로스는 치카나의 몸과 성에 대한 다층적 억압 속에서 침묵했던 학

창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극복7을 위한 메소아메리카 전통 여신들에 대한 탐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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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상에서 “나의 과달루페 성모는 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My Virgen de 

Guadalupe is not the mother of God. She is God 50)이며 “젠더가 없는 신에 

대한 여성적 성스러움”(a female deity for a god who is genderless 50)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녀는 나와 같은 여성이어야만 한다”(she had to be 

a woman like me 50)라고 단언하며 과달루페의 드레스를 들어 올려 자신의 것

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으로 마무리한다. 

과달루페 성모를 볼 때, 내 인형의 드레스를 들춰보았듯 나는 과달루페의 드레스를 

들춰보고 싶어진다, 그녀가 속옷을 입고 왔는지, 성기가 내 것과 같은지, 나처럼 갈

색의 유두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다. 그렇다, 그녀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녀는 

바비인형처럼 중성이 아니다. 그녀는 출산을 했다. 그녀에게는 자궁이 있다. 그대 

축복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대 자궁의 결실도 축복받기를. . . . 그대, 과달루페여, 

축복 받으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나에게도 축복을. 

When I see la Virgen de Guadalupe I want to lift her dress as I did my 

dolls’ and look to see if she comes with chones, and does her panocha look 

like mine, and does she have dark nipples too? Yes, I am certain she does. 

She is not neuter like Barbie. She gave birth. She has a womb. Blessed art 

thou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 . . Blessed art thou, Lupe, and, 

therefore, blessed am I. (51)

성모의 드레스 속을 궁금해 하는 시스네로스의 산문에 대한 예술적 공명과 응

답으로서 “알마 로페즈는 성모의 답답한 드레스를 벗겨내고 대안적 정체성을 드

러낸다”(Leal 48). 알마 로페즈는 욜란다 로페즈, 에스더 헤르난데즈 모두와 시

각적 대화8를 하면서도 성모의 전통적 아이콘의 순결한 무성성과 표백된 수동성

  
7

시스네로스는 “성을 발견하는 것은 글쓰기를 발견하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었

던 방식으로 강력했다. 글쓰기처럼, 당신은 좋은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죄의식과 수치심 너머로 나

아가야한다. 글쓰기처럼, 그것은 당신을 깊고 신비로운 지하의 영역으로 데려갈 수 있다”(48-9)라고 

설명하며 글쓰기와 섹슈얼리티의 본질적 상응의 지점을 강조한다. 

  
8

부커(Hilkka Maria Booker)는 “에스더 헤르난데즈와 욜란다 로페즈가 ‘성모의 얼굴 위 베일을 

들어 올릴 때’ 그들은 평범하지만 강인한 여성들, 즉 일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늙어가는, 

예술을 통해 문화를 만드는 치카나 여성들을 보여준다. 과달루페의 이미지를 수정해서 동시대의 여

성과 가깝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녀들 세대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로서, 두 예술가는 성모의 정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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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전복하는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성의 여신 과달루페”를 사진예술로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에 급진적인 탈동일시9의 지평으로 나아간다. 

<Alma Lopez, Our Lady (1999)>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한 사진예술가 알마 로페즈의 대

표작인 <우리의 성모>는 치카노 문화 속에서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욕망, 특히 

성모의 섹슈얼리티를 본격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공고한 처녀/창녀의 이분법적 문

화에 도전10하고 있기에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눈을 아래로 향하고 두 

된 이미지를 축출하고 역사를 교정했다. . . . 에스더 헤르난데즈가 보다 ‘세속적’(secular)인 페미니

스트 이미지를 창조했다면, 욜란다 로페즈는 아즈텍 여신으로부터 힘을 얻고 전-가부장적

(pre-patriarchal), 원주민 신화 속에서 성모의 영성을 자리매김했다. 두 명의 예술가들이 모호한, 반

전된(inverted) 방식 속에서 성모의 섹슈얼리티를 끄집어내고 있다면, 알마 로페즈는 경계지대 위 치

카나의 권능과 퀴어 치카나의 욕망을 발산한다”(135-36)라고 강조하면서 절친한 동료인 세 명 예술

가의 과달루페 이미지에 대한 다채로운 예술적 표현과 시각적 대화의 장을 논의하고 있다. 

  
9

쿠퍼(Sarah E. Cooper)는 “<우리의 성모>가 종교적인 아이콘과 함께하는 구체적이고 힘 있는 

탈동일시 반영한다. . . . <우리의 성모>는 제시한다. 모든 갈색의 여성은 훌륭하고 존중받을만하다

고.  또한 그녀의 몸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자신이 속한 공동

체의 일부가 되고 그녀의 유산을 주장할 수 있다”(77)라고 설명한다. 

  10 엠마 페레즈는 식민적 지점에서의 탈식민적 성모 (“The Decolonial Virgin in a Colonial 

Site”)에서 “예술가 알마 로페즈의 <우리의 성모>는 처녀/창녀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여성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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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전통적 성모의 모습은, 두 손을 허리에 대고 관객을 바라

보는 도전적인 치카나 주체의 시선과 자세로 재형상화 된다. 또한 성모가 입고 

있던 주황색 전통 드레스가 배경의 휘장으로 밀려나고, 성모의 상징인 별무늬 망

토가 바닥의 쿠션으로 내려간다. 이제 장미꽃 비키니를 입고, 화상석을 걸친 밀

레니엄 시대 갈색-나신의 성모는, 아기천사가 아닌 가슴을 드러낸 나비-여인의 

호위를 받으며 당돌하게 서 있다. 

<우리의 성모>는 전통적 아이콘에 부재하는 세 가지의 상징을 중심으로 형상

화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과달루페의 가슴과 아랫배에 덮여 속옷 역할을 하

는 장미꽃이다. 장미는 16세기 초 아즈텍 모든 신들의 어머니 여신 토난친

(Tonantzin)의 신전터에서 성모가 영묘한 형상으로 발현했을 때 성모의 약속과 

상징, 매개체로 기능했던 중요한 성물이다. 치카나의 다양한 시각예술 속에서 장

미를 목에 걸고 있는 모든 여인은 과달루페의 영적 후손임을 암시하는데, <우리

의 성모>에서 몸을 덮고 있는 장미는 과달루페의 상징성과 더불어 “치카나의 몸

의 실제적 아름다움과 진실에 대한 제유적 표현”(Roman-Odio 141)으로서 해석

될 수 있다. 헤르난데즈의 <봉헌물>에서 여성 성기모양의 과달루페 형상 앞으로 

내민 손이 들고 있는 분홍빛 장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두 번째는, 과달루

페의 등에 두른 코욜샤우키(Coyolxauhqui) 화상석 망토이다. 아즈텍 대지의 여

신의 맏딸인 코욜샤우키는 전쟁-태양의 신에게 저항하는 전사-달의 여신이며 

밀레니엄 시대 급진적 치카나 예술가들의 원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모>가 입고 있는 코욜샤우키 망토는, 앞서 헤르난데즈 초기의 과달루페가 입

고 있던 흑백의 가라데 도복을 계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액티비스트이자 

강인한 전사의 영혼으로 수렴된다. 

세 번째는, 전통적 아이콘의 아기천사를 대신하는 나비-여인의 상징이다. 로

페즈의 사진예술을 관통하는 중요한 오브제 중 하나인 총독나비(Viceroy 

butterfly)는 “경계지대를 횡단하는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위태로운 실

존”(Serna 178)이면서 동성애 혐오의 치카노 공동체 속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퀴

어 치카나를 위한 시각적 은유이다. 연약한 총독나비는 천적에게서 살아남기 위

의 다층적 방식으로 칭송받는 탈식민화를 향한 변화의 걸음을 제시한다”(2011 162)라고 결론 내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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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맹독성인 황제나비(Monarch butterfly)에 대한 모양 닮기를 시도해야만 한

다. 로페즈는 “나의 시각 언어에서, 총독나비가 황제나비에 대한 모양 닮기를 한

다는 것은 ‘퀴어하다’(queer)라는 의미에서 다르다. 나 또한 다르다. 치카나로서, 

레즈비언으로서, 예술가로서, 나는 다르다. 나는 퀴어하다”(275)라고 강조하며 

총독나비와 퀴어 치카나 예술가의 상응관계를 단언한다. 그러므로 “총독나비 위

에 층을 이루고 가슴을 드러낸 치카나의 배치는, 퀴어 치카나 주체와 나비를 동

일시하는 은유를 지탱한다. 시스네로스처럼 로페즈는 치카나의 주체성과 몸을 

재현하기 위해 비유적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한다”(Calvo 2011 107). 사실상 

<우리의 성모>는 어떤 전통적 의미에서의 레즈비언 이미지는 아니지만, “가슴을 

드러낸 총독나비-여인을 통해 그녀와 성모 사이의 레즈비언적 관계를 암

시”(Leal 58)하며 이는 <사랑에 빠진 루페와 시레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

화된다. 

<Alma Lopez, Lupe and Sirena in Love (1999)>

이 작품에서 로페즈는 <우리의 성모>의 초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레

나(Sirena)의 몸을 만지는 레즈비언 성모의 관능적 포옹을 통해, 치카나의 주체

성 형성과 기원의 장소로서의 몸과 체화된 미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랑에 

빠진 인어는 성모 그리고 나비와 더불어 로페즈 작품의 핵심적 아이콘 가운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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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멕시코의 대중적 로테리아(loteria, 빙고) 게임에서 가져온 인물인 인어 

시레나는 상반신-인간, 하반신-물고기인 ‘혼종적’ 주체로서의 “메스티자 유

산”(mestiza heritage, Calvo 2011 108)을 상징한다. 지배문화 속 금발의 “인어

공주” 대신, 검고 긴 곱슬머리-갈색 피부의 인어는 메스티자-치카나의 주체성에 

대한 재현이다. 로페즈는 이 이미지 속 인어를 “성모가 포옹하고 있는 멕시코”라

고 이야기하면서 “멕시코의 지형적 땅 모양은, 물로 둘러싸인 인어의 꼬리 모양”

이라고 설명한다(Lopez 275). 성모는 하늘에서 인어는 바다에서 왔기에 급진적

으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사랑 속에서 만났기에 둘 사이의 관계는 ‘기적

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타니스(Justin Tanis)는 “사랑은 로페즈 신학11의 열

쇠”(Love is the key to Lopez’s theology 166)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사랑은 로페즈 예술의 핵심이다, 인간의 사랑과 신성한 사랑이 혼합되고, 서로서로

를 지지하는 지점. 과달루페 성모는 우리들 중의 하나가 된다, 육체적 열정과 놀이

에 몰두한 채; 두 여인은 서로서로에게서 천국의 의미를 배운다. . . . 사랑은 억압

에 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맞서 싸우도록 만든다. 로페즈의 예술은 치카나 

레즈비언의 살아있는 실제적 몸 그리고 우리 모두를 둘러싼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랑 속에서 드러나고 넘실거린다. 

Love is the center of Lopez’s art, where human and divine love intermingle 

and support one another. the Virgin od Guadalupe becomes one of us, 

engaged in physical passion and play; two women learn the meaning of 

heaven from one another. . . . Love challenges oppression and compels us 

to fight against it. Lopez’s art reveals and revels in the love that is present 

in the real bodies and lived experiences of Chicana lesbians and in the 

world surrounding all of us.  (168)

로페즈의 작품 속에서 시레나는 지배문화의 이성애적 환상 속 지고지순하고 비

극적인 인어공주의 운명으로부터 구조되어, 과달루페의 사랑스러운 레즈비언 연

  
11

알바는 로페즈의 과달루페 성모가 가부장제 하의 성적, 젠더적, 인종적, 계급적 억압의 양상들과 

협상하도록 만드는 “위반에 의해 고무되는 영성”(a spirituality animated by transgress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011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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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자 주체적 치카나의 대안적 운명으로 변모된다. 연인들 아래쪽의 나비는, “경

계지대의 이민자”12와 퀴어 치카나에 대한 은유에 더하여, 식민화에 의한 상처의 

표식인 경계선-울타리13를 초월하는 인도자이자 사랑의 지지자로서 존재한다.

<사랑에 빠진 루페와 시레나>에서 케루빔이 걷은 커튼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통해 알 수 있듯, 로페즈는 관능적 사랑의 축복받은 영토로서 미국과 멕시코 사

이의 국경지대를 재형상화한다. 글로리아 안잘두아가 “경계지대”라고 명명한 이 

역사적, 은유적 영토는 혼종적 치카나 “경계예술”14의 실존이 위치한 거대한 포

스트모던 실험실과 같은 역동적 장소이다. 도시의 치카나 예술가로서 로페즈의 

이미지는 장소에 대한 고도로 고양된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의 많은 이미지

들은 한 프레임 속에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지대와 도시의 경관을 겹쳐놓는 전략

을 취하며 이를 욕망에 기반한 치카나 레즈비언의 심리적 풍경으로 상징화한다. 

칼보(Luz Calvo)는 로페즈 시각예술의 경계미학과 퀴어적 욕망의 지형도가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랑에 빠진 루페와 시레나>는 치카나 레즈비언의 주요한 풍경을 제시한다: 다른 

여성과 관능적 포옹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성모에 대한 환상. 이 상상의 이미지는 분

명히 치카노/나 용어 속 퀴어적 욕망의 신념을 조성한다. 이 작품에서, 퀴어적 욕

  12 로페즈는 멕시코-미국 전쟁(Mexican-American War, 1846-48)과 과달루페-이달고 조약

(Treaty of  Guadalupe Hidalgo, 1848)으로 경계 울타리 양쪽에 갇힌 인간과는 다르게 “나비는 이 

경계선을 완전히 무시한다. 경계 울타리는 나비의 의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비의 이주와 그 

유전적 기억은 매우 흥미롭다. . . . 기원의 장소인 ‘집’으로 돌아가는건. . . . 나비의 아이들이다. 본능

적으로 나비의 아이들은 돌아가야 할 장소와 방법을 안다. 집으로의 여정은 그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다. . . . 나비처럼, 우리는 우리의 ‘긴 여정’과 변화에 대한 유전적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나비의 이주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이민의 상징”이라고 설명하며 나비가 이민자에 대한 은유임을 

강조한다(273-74). 

  
13

과달루페-시레나의 사랑의 후광과 휘장이 드리운, 미국의 화려한 도시경관과 멕시코의 척박한 

지형 사이의 울타리에는 184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멕시코-미국 전쟁 패배로 멕시코 

영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양도하면서 오늘날의 경계지대와 황망한 디아스포라를 촉발시킨 과달루

페-이달고 조약 체결 원년을 의미한다. 

  14 글로리아 안잘두아는 경계예술 (“Border Arte”)에서 “경계”(border)는 역사적이고 은유적 장

소, “단절, 내파, 파열의 장소, 조각들을 그러모으고 새로운 조합을 창조하는 장소”라고 설명하면서, 

“경계예술은 변화하는 정체성, 경계횡단과 혼종성을 다룬다”라고 정의한다. 경계예술은 신-식민시대

(neo-colonial times)에 트랜디한 것이 되고 있으며, 경계예술가들은 주류에 정박하지 않으며 자본의 

흐름에 저항해야한다고 주장한다(2009 1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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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그 인종적, 문화적 맥락과 멕시코-미국 경계지대 속 지형적 장소로부터 분리

할 수 없다. 더욱이, 로페즈의 이미지 속에 그려진 장소의 감각은 물리적 장소라기

보다는 심리적 공감과 더욱 유사한 지형도를 반영한다. 로스앤젤레스의 도시경관

과 멕시코-미국의 경계 울타리를 하나의 프레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로페즈는 

초국가적 형성으로서의 치카나의 심리적 지형도를 그려내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 

지형도는 합리적, 제국주의적 지도제작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겹쳐진 공간이다, 

과거와 현재, 이곳과 저곳이 하나의 이미지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지점. 

Lupe and Sirena in Love suggest a Chicana lesbian primal scene: the 

fantasy of nuestra madre (our mother) in a sexual embrace with another 

woman. This imagined scene stages the conception of queer desire in 

explicitly Chicano/a terms. In Lupe and Sirena in Love, queer desire is 

inseparable from its ra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from its geographic 

location in the Mexico-U.S. borderlands. Moreover, the sense of place 

mapped in lopez’s images reflects geography more akin to psychic space 

than physical space. By placing the Los Angeles cityscape and the fence at 

the Mexico-U.S. border in one frame, Lopez begins to map Chicana psychic 

geography as a transnational formation. Moreover, its geography is not that 

of the rational, imperialist cartographer but rather the layered space of the 

unconscious, where past and present, here and there, can exist in one 

image. (Calvo 2011 110-11)

<Alma Lopez, Tatto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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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지형도인 도시경관과 멕시코-미국 경계울타리의 전경화는 <문신 

1999>에서도 치카나 레즈비언이 관망하고 있는 풍광으로서 은유적으로 드러난

다. 전통적으로 과달루페 문신은 주로 치카노들의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종종 멕

시코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치카나 레즈비언 예술가들은 문신예

술을 통해 “치카나에 대한 젠더화된 기대를 위반할 뿐 아니라 레즈비언의 욕망

을 성스러운 사랑에 연결”(Latorre 148)시키는 탈동일시의 전략을 취한다. 로페

즈가 예술가로서 여인의 등에 새기고 있는 문신이 “사랑에 빠진 루페와 시레나”

라는 점에서 헤르난데즈의 <봉헌물> 속 “성의 여신”과 공명하면서도 한결 명시

적으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문신예술은 “치카나 레즈

비언 예술가들의 공통의 전략”으로서, 사실상 ‘체화된’(embodied) 미학의 극점

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lma Lopez, Ixta (1999)>

레즈비언의 욕망은 문화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기에, 경

계선 앞뒤의 그 어느 나라도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조국은 없다. 로페즈

의 사진예술은 역사적 상흔의 상징인 경계지대를 퀴어 치카나의 욕망의 지점으

로서 탈영토화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익스타>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비극적 러브스토리의 멕시코 버전인, 전설적 화산 포포카테페틀

(Popocatepetl)과 익스타시우아틀(Ixtaccihuatl)의 신화에 대한 레즈비언적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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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장 위쪽으로는 몽환적으로 전경화된 화산이, 바로 아래쪽에는 화려한 도

시의 경관이 대조적으로 놓여있는데, 이는 신화와 현실이 매듭 없이 연결된 치카

나의 무의식의 풍경처럼 느껴진다. 신화적 인물들과 비슷한 자세를 취한 앉아있

는 여인과 누워있는 여인은 정확히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선-울타리 위’에 있다. 

여기서 그녀들의 실존의 장소인 경계지대는 치카나 레즈비언 연인들의 사랑의 

성소로 귀결된다. 경계지대에 대한 축성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야욕의 상징인 “명

백한 운명”(Manifest Destiny)15의 폭력적 내러티브와 “식민적 상상력”16을 해

체하는 여성주의적 대항서사인 “탈식민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익스타>에서 신화 속 남성 전사의 레즈비언적 재현인 앉아있는 여인의 머리

스타일과 얼굴모습이 로페즈의 작품 속 모든 과달루페와 닮은꼴이며 특히 주황

색 상의는 성모의 전통 드레스와 동일한 색채이기도 하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

고 기도하는 고고한 성모가 아닌, 두 팔을 벌리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현대의 

레즈비언 액티비스트-과달루페의 초상이다. 로페즈의 작품을 관통하는, 전통신

화와 영웅에 대한 치카나 레즈비언 스타일의 재창조는, 선명한 탈동일시의 지점

을 제시하면서 체리에 모라가의 “퀴어 아스틀란”(Queer Aztlan 147)17의 비전

으로 나아간다. 모라가의 �마지막 세대�(The Last Generation 1993) 속 최종비

전이자 대안적 조국의 청사진을 함축한 “퀴어 아스틀란”은 치카노의 아스틀란이 

간과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표현에 대한 다양한 범주와 변주를 포함하는 강력

한 조국, “괴짜” 혹은 “타자”들이 편견과 처벌 없이 문화적 담론을 펼치는 치카

  
15

“명백한 운명”은 1845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존 오설리반(John O'Sullivan)이 최초로 사용한 문

구이며, 미국이 서부로 계속 팽창해 가는 것은 명백한 ‘신의 계시’라고 주장했다. 멕시코-미국 전쟁을 

통해 오늘날의 경계선을 확정지으며, 서부개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척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전략

적으로 사용된 초기 미국의 제국주의적 슬로건이다. 

  
16

“식민적 상상력”(colonial imaginary)은 엠마 페레즈의 용어이며 남성 식민주의자가 구체화하는 

역사를 상상하는 방식이며, 이에 대한 여성적 대항담론으로서 “탈식민적 상상력”(decolonial 

imaginary)을 제시한다. 식민과 포스트식민 사이의 공간인 탈식민적 상상력은 “해방의 지대로 나아

가기 위해 피식민자의 욕망을 체화”하고, “다름의 개념을 탈식민화하면서 권력관계에 도전”하는 ‘문

제적’ 공간이다(1999 110). 

  
17

“퀴어 아스틀란”은, 민족문화의 부활을 위한 치카노의 영적 조국-“아스틀란”이라는 주류담론에 

대해 동질화하거나 반사적으로 탈피하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협상한 결과로서의 재축조물이다. 퀴어 

치카나의 조국인 “퀴어 아스틀란”은 주변부 사회그룹의 저항전략이자 존재양식이며 소외된 정체성의 

재창조라는 점에서 선명한 “탈동일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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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타일 퀴어의 조국을 의미한다. 로페즈의 사진예술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인 “1950 마일의 개방된 상처”(1950 mile-long open wound, Anzaldua 

2012 24)를 퀴어 아스틀란을 위한 사랑의 상징적 성소이자 욕망의 유토피아로 

재축조하면서 유동적인 “퀴어 세계-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다. 

Ⅳ. 로라 아길라와 레즈비언 메스티자 유토피아의 풍경

아길라는 그녀 자신의 몸을 풍경으로 설정한다, . . . 그녀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의 

몸은 이렇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그려내기 위한 “질료”가 된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표현해내는 그녀의 발음기관이 된다. 

Aguilar measures landscape with her own body, . . . Women’s bodies, 

including her own, thus become “the substance” for imagining a sustainable 

community, and the camera becomes her speech organ through which to 

articulate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that community. (Kuusinen 156-61)

알마 로페즈가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지대를 퀴어적 욕망의 조국으로 그려내고 

있다면, 로라 아길라는 미국과 멕시코의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서 결박된 경계 주

체의 딜레마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아길라 작품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비행하는 세 마리 독수리>(Three Eagles Flying)는 경계지대 속 이중문화를 살

아가는 치카나 예술가의 분열된 심리적 초상과 무의식의 지형도라고 볼 수 있다. 

<Laura Aguilar, Three Eagles Flying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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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폭짜리 사진에서 중앙의 치카나는 각각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오

른쪽의 멕시코 국기와 왼쪽의 미국 국기 사이에서 가슴을 절망적으로 늘어뜨린 

채 상반 나신으로 서 있다. 그녀의 머리에 멕시코의 깃발이 씌운 채 망토처럼 어

깨 위로 드리워져 있으며, 허리 아래로 미국 국기 속에 하반신이 감싸여 있다. 멕

시코 국기는 치카나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를 지배하는 형상이며, 미국 국기는 치

카나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조대(chastity belt)로서 기능”(Cullen 28)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목을 감은 후 가슴골을 통과하여 내려온 두꺼운 로프가 양

쪽 손목과 허리, 허벅지를 결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칼보는 이를 치카나 주체성 

설립의 고통스러운 배경으로 선언한다. 

<비행하는 세 마리 독수리>는 한 손에는 미국의 명령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멕시

코의 명령을, 두 개의 상징적 명령아래 살고 있는 치카나 주체의 “예속의 상황”을 

보여준다 — 그녀를 따르게끔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현실

에 정박하도록 만드는 명령. 아길라의 이 장면은 “더 큰 멕시코-미국의 경계지대

에 거주하는 몸 위에 낙인을 찍는 지정학적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 . . 이 이

미지는 “그” 치카나 주체의 탄생의 장면이 될 수 있다. . . . 다른 말로, 주체로서의 

그녀를 구성하는 상태—민족적, 가부장적, 그리고 식민적 힘—에 속박되는 이러한 

순간이 없이는, 치카나 주체도 없다. 

Three Eagles Flying illustrates the “conditions of subordination” of a 

Chicana subject, who lives under two symbolic orders—that of the US on 

one hand and Mexico on the other—that act upon her, weigh her down, 

anchor her to a reality not of her choosing. Aguilar’s scene speaks to a 

geo-political drama that leaves its mark on the bodies that inhabit the 

greater mexico-US borderlands. . . . This image might be the nativity scene 

of “the” Chicana subject. . . . In other words, there is no (Chicana) subject, 

without this moment of becoming subjugated to the state, national, 

patriarchal, and colonial powers that constitute her as subject. (2001 

204-10)

아길라의 이미지는 “장소를 찾기 위한 투쟁에 대한 강한 상징주의”(Cullen 

27)를 제시한다. 아일랜드계 멕시코인 엄마의 딸인 제3세대 멕시코계 미국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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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성장한 아길라의 사진예술은 알마 로페즈, 욜

란다 로페즈, 에스더 헤르난데즈와는 다르게 치카나의 영적 유산을 예술적 질료

로서 형상화하지 않으며, 이중문화 사이에서 분열된 실존적 치카나 주체로서 진

정한 조국을 추구하는 여정을 지속해왔다. 또한 “아길라 삶의 주요하고 지속적인 

변증법은 그녀가 청각적 난독증(auditory dyslexia)을 겪었다”(Venegas 13)는 

사실이며, 이는 학창시절에 지적으로 열등한 학생으로 인식되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극도로 고립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녀시절에

는 할머니, 엄마, 이모와 함께 샌 가브리엘(San Gabriel) 골짜기의 아름다운 자

연 속에서 안온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각적 “관찰”이라는 새로운 인지적 방식을 

획득했으며, 마침내 오빠의 소개로 사진을 배우게 되면서 그녀는 예술가로서 존

재를 표현하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진입하게 된다. 

치카나, 레즈비언, 무산계급, 거대체구, 난독증, 우울증 환자로서의 아길라의 

“급진적 타자성”(radical otherness)과 “급진적 연약함”(radical vulnerability)18

의 실존은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공동체와 치유의 장소를 추구하는 예술적 여정

을 낳았다. 특히 중기의 <안락한 조랑말 시리즈>(Plush Pony Series 1992)에는 

지배문화 속 안온한 “공동체의 불가능성과 바에서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향한 열

망”(Estrella 59)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아길라는 당대의 극도로 불안한 시대

적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층에 대한 악마화된 인종적 이미저리에 반박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통해 동부 로스엔젤레스의 치카나 노동계층 레즈비언 바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멤버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대안적 여성 공동체의 밝고 조화로

운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아길라가 <안락한 조랑말 시리즈> 프로젝트에 착수했

던 1992년 4월은, 5일간 2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

이 되었으며 한인사회가 직격탄을 맞기도 했던 “LA폭동”이 발발했던 시점이다. 

  
18

“급진적 연약함”은 존스(Amelia Jones)의 용어이며 “나신은 나약함(weakness)이 아닌 연약함

(vulnerability)를 관통한 어떤 힘이 된다”(44)라고 정의한다. 또한 “아길라는 급진적 타자성을 급진

적 연약함으로서의 예술세계로 제시한다. . . 그녀 작품의 급진적 연약함은 타자성과 연약함을 연합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에 대한 관계를 알도록 만든다”라고 설명한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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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 Aguilar, Plush Pony

#15 (1992)>

<Laura Aguilar, Plush Pony #7 (1992)>

이런 극도의 사회적 불안 속에서 <안락한 조랑말 시리즈>를 제작했던 아길라의 뚝

심은 그녀가 느꼈던 절망에 대한 대조를 제시하고 공동체의 정치학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결단을 드러낸다. . . . 이 시리즈의 많은 사진들은 애지중지하는 동료들 속

에서 평온한 노동계급 치카나/라티나 레즈비언을 중심으로 한 축복의 포옹을 하는 

커플과 그룹들을 묘사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육체적 포옹의 이미지는 세레노의 

이 특별한 여성 공동체의 호의적인 본성을 상징한다. 

Aguilar’s steadfastness in documenting the Plush Pony amid this extreme 

social unrest represents a contrast to the despair she felt and reveals her 

determination and her commitment to a politics of community. . . . A number 

of photographs in the series depict couples and groups in celebratory 

embraces that center the working-class Chicanx and Latinx lesbian basking 

in doting company. The image of the bodily embrace at first signals the 

welcoming nature of this particular women’s community in Sereno. (Estrella 

58-61)

이 시리즈는 노동계층 치카나 레즈비언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을 창조하

면서, 그녀들의 삶에 부과된 침묵에 저항하며 진실한 해방의 조국을 향해 나아가

려는 예술적 의지의 중기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도시노동자 

생활을 멈추고 자연으로 돌아가, 풍경과 대화하는 오브제로서의 ‘뚱뚱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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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재현한 대담한 나신의 초상으로 복귀한다. <자연 자화상>(Nature 

Self-Portrait 1996), <몸짓>(Motion 1999), <고요>(Stillness 1999), <중심> 

(Center 2000)과 같은 일련의 작품들 속에서, 아길라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하

비사막(Mojave Desert)에서부터 뉴멕시코 길라산(Gila Mountains)19까지의 다

양한 풍경들 속에서 홀로 혹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나신으로 서 있고, 앉아있고, 

기대고, 누워있는 나무-여인, 바위-여인, 호수-여인 되기의 퍼포먼스를 통해 고

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자기-생태학”(self-ecology)을 실현한다. 

<Laura Aguilar, Nature Self-Portrait #5 (1996)> <Laura Aguilar, Stillness #23 (1999)>

<Laura Aguilar, Grounded, untitled (2007)> <Laura Aguilar, Nature Self-Portrait #10(1996)>

  19 지금은 자연보호구역인 길라산은 백인-후손 개척자들과 원주민 아파치족(Apache) 땅지킴이 사

이의 치열한 교전의 역사적 장소였다(Gomez-Barri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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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의 자아에 대한 송가”(an ode to the naked self, Alba 2014 124)라고 

평가되는 아길라의 시적인 이미지들은 “풍경 속 아길라의 나신의 배치가 그녀가 

자연의 아이와 연인일 뿐 아니라, 풍경의 다른 자연적 요소임을 강조한다”(125). 

몸과 생태적 질료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아길라의 체화된 미학의 전략

을 통해, 그녀의 몸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척박한 지형의 일부인 “새로운 지형

학”(a new topography, Parra 223)으로서 기능한다. 그녀는 나무, 돌, 호수 등

의 자연과의 감각적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안온한 동거를 시작하며 본격적으

로 몸을 위한 열린 무대를 창조한다. 고메즈-바리스(Macarena Gomez-Barris)

는 메스티자의 문화적 기억: 로라 아길라의 자기-생태학 (“Mestiza Cultural 

Memory: The Self-Ecologies of Laura Aguilar”)20에서 나무-여인의 이미지

를 설명하며 대지와 몸의 기억에 대한 관계로 나아간다.  

자기-생태학과 같은 것으로서의 나무를 체화하면서, 자연세계로부터 그녀를 분리하

지 않은 다층적 형상은 이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힘 있는 시각적 은유가 된다. 그야

말로 토양, 뿌리, 대지로서, 아길라는 그녀 자신을 나무의 움푹 파인 공간 속에 감싸

이게끔 한다. 이 자기-생태학 속에서, 아길라는 개별체로서의 메스티자의 몸을 낯

설게 만든다 그리고 대지, 살아있는 경험, 그리고 육체적 인간 자아와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질감 사이의 경계를 지운다. . . . 아길라는 몸과 영토 사이의 심오한 관계, 

자연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존재의 생태학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관계를 숙고함

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왔던 영역으로 무단출입하게끔 만들

고 싶은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길라의 셀프-초상은 자연세계와의 촉각적이며 

감각적 관계를 허락하는 더욱 통일된 관계성 속에서, 자본주의, 부동산, 그리고 노

동, 그 모두로부터 벗어난 관찰의 모드를 전경에 그리는 방식을 제공한다.

Embodying the tree as a kind of self-ecology a multiple formation that does 

not divide her from the natural world, becomes a powerful visual metaphor 

  
20

고메즈-바리스는 “아길라의 작품은 식민적 관점과 우리가 ‘서구 미학’이라고 칭하는 것을 균열

한다”고 단언하면서, 아길라의 셀프-사진은 미국의 서부가 텅 빈 공간이라는 개척주의적 식민담론에 

저항하고 있으며, 그녀의 “메스티자 몸을 지평선의 틀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미국적 팽창주의 프로젝

트를 시각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메스티자의 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

고 억압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그녀의 인물들이 원주민 여성들의 실존에 대한 기표

이며 “그녀들의 소멸”을 환기하고 있다는 역사적 관점을 피력한다(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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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rtist’s work. Literally of the soil, roots, and earth, Aguilar allows 

herself to be enveloped within the cavernous space of the tree. In this 

self-ecology, Agular queers the mestiza body as discrete and erases the 

boundaries between the land, lived experience, and the social and ecological 

texture of the physical human self. . . . Aguilar seems to want us to tress 

into the territory that feminists have long considered taboo by considering a 

profound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territory, one that provides 

a possibility for ecology of being in relation to the natural world. In that 

sense, her self-portraits provide a way to foreground modes of seeing that 

move away from capitalism, property, and labor altogether, into a more 

unifying relationality that allows for haptic and sensuous relations with the 

natural world. (83)

아길라는 “새로운 지형학”과 심미적인 텍스트로서의 비규범적 나신을 제시하

면서 규범적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미학의 “식민적 상상력”을 전복하는 급진적인 

“탈식민적 상상력”의 지점을 제시한다. 아길라의 체화된 미학은 엠마 페레즈

(Emma Perez)가 일체의 억압에 저항하는 “이상적 사회주의자 여성의 우주” 

(ideal socialist female universe)21라고 설명한 “여성적 상징계”(female 

symbolic)를 축조하기 위한 “본질주의적 전략”(essentialist strategies, 1998 

97)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엠마 페레즈는 소외된 그룹으로서의 “우리”-치카나 레

즈비언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을 창조하는 탈식민화된 제3의 공

간 속에 분리22되어야만 한다”(We must separate into decolonized third 

world spaces of our own making 1998 88)라고 강조하면서, 본질화하는 전략

이 인종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여성적 상상력의 창조 속에서 필요하다고 단언한

다. 그런 의미에서 아길라의 예술은 “자연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본질화된 여성의 

  21 다니엘 페레즈(Daniel C. Perez)는 “이상적 사회주의자 여성의 우주”가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생존하기에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며, 아길라의 사진은 엠마 페레즈가 주장한 “이상적 사회주의자 여

성의 우주”를 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5). 

  
22
  엠마 페레즈는 섹슈얼리티와 담론 (“Sexuality and Discourse”)에서도 “우리의 도전은 삶을 

긍정하는 장소를 창조하기 위해 백인 아버지의 상징에 저항하고 그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우

리의 분리를 단언하는 것”(169)이라고 설명하면서, 치카나 레즈비언을 위한 분리주의적 비전과 전략

적 본질주의의 입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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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한 진솔한 축제 혹은 민족적/인종적/여성적 정체성의 백인 이성애-규범

적 축조에 대한 비판적 해설”(Kuusinen 208)로서 읽을 수 있다. 

<Laura Aguilar, Motion #58 (1999)> <Laura Aguilar, Motion#46(1999)>

<Laura Aguilar, Motion #59 (1999)> <Laura Aguilar, Stillness #26 (1999)>

나무에 매달려 있고, 바위 숲에 던져져 있고, 함께 몸을 굽혀 균형을 맞추고, 

제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하는 여인들의 풍경에서 명시적인 성애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독특한 관능의 진동과 파장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백인 지배문화와 혈

통적 모국 모두에서 불가능한 레즈비언 메스티자의 실존과 섹슈얼리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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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고요한 제3의 공간에 대한 미학적 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나신의 

여인들은 “분명한 목적이 없는 카타르시스적 꿈의 놀이 같은 것의 신비로운 일

화를 연습하는 듯”(Kuusinen 157)보이는데, 이는 유토피아적 여성의 우주라는 

탈식민화된 “전일성의 세계”와 느슨한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자 욕망으로 해석된

다. 

아길라의 사진은 유토피아적 감수성과 욕망 같은 것을 전달한다: 그것들은 (내용과 

방식 속에서) 전일성의 세계를 재상상한다, 그녀의 삶이 말투, 모습, 혹은 피부색의 

불완전함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곳,; 몸이 소외되지 않고 승격되는 곳; 자연이 은

유적 의미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곳; 그리고 인간이 비전보다는 접

촉을 관통하여, 다양한 형태론과 내부적 활동을 관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

아길라의 이미지들은 무성적이거나 비-관능적이지 않으며, 그녀의 초상 속 성적/

관능적 에너지들은 독특하게 발산되고 보다 흩어져있다. 

아길라의 레즈비언 초상은, . . . 내면화된 억압과 레즈비언과 메스티자로서의 자기

-사랑을 조성할 필요를 주장하는 치카나 레즈비언 글쓰기에 필적한다. 아길라의 

작품 속에는, 자기-연민 혹은 분개가 없다, 단지 세계 속에서 그녀의 몸의 실존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예술을 사용하면서, “벗은 채로 둘” 명백한 필요성뿐이다. 

Agilar’s photographs convey that kind of utopian sensibility and drsire: they 

reimagine—in both form and content—a world of wholeness where her life 

would not be affected by imperfections of speech, figure, or skin color; 

where the body would be exalted instead of marginalized; where even 

nature would remain unmodified by metaphoric meanings; and humans could 

interact through touch rather than vision, through their diverse 

morphologies and internal articulations. (Kuusinen 163-64)

her images are not asexual or non-erotic, but the sexual/erotic energy in 

Aguilar’s portraiture is unconventionally routed and more dispersed. 

(Yarbo-Bejarano 296)

“Aguilar’s lesbian portraiture, . . . runs parallel to writing by Chi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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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bians that addresses internalized oppression and the need to foster 

self-love as lesbian and mestizas.” There is no self-pity or resentment in 

Aguilar’s work, just the clear-cut need to “lay it bare,” to use her art to 

manifest her own body’s presence in the world. (Alba 2014 125-26)

로페즈가 레즈비언의 사랑과 욕망을 중심으로 경계지대 위에 역동적인 퀴어 

아스틀란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아길라는 개인으로서의 견고한 정체성을 약화23

시키는 여성과 자연, 여성과 여성간의 “급진적 상호주체성”(radical 

inter-subjectivity, Kuusinen 163)과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161)의 퍼

포먼스를 통해 서구 이성애의 규범적 축조에 저항하는 치카나 레즈비언의 유토

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아길라의 분리주의적 레즈비언 메스티자 유토피아

의 풍경은 초기부터 이어져왔던, 퀴어한 몸을 위한 안전한 장소와 진정한 조국을 

찾기 위한 예술적 여정의 종착지이자 정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과 몸의 기

억이 급진적으로 연결된 관계적 자아의 풍경과 상호주체성의 느슨한 퍼포먼스는 

아길라의 체화된 미학과 조국건설의 핵심적 전략이며, 퀴어 세계-만들기의 해방

적 청사진으로 수렴된다. 

V. 나가며

나의 메스티자됨-나의 혼혈-이 내 액티비즘과 예술의 촉매임을 잘 안다. 

많은 치카나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의 궁극적 해방은 그녀들이 자신들의 섹슈얼

리티에 대해 공개적으로 단언하고, 축복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도달

한다. 

I know full well that my mestizaje—my breed blood—is the catalyst of my 

activism and my art. (Moraga 127)

  
23

파라는 “대지와 몸에 대한 그녀의 지속적인 탐색은, 비록 일시적이나마 존재할 안전한 장소인 

조국을 창조하려는 지속적인 욕망을 추가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인적 정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아길라는 또한 인간과 비-인간 자연 사이의 거대한 균열을 심문한다”(230)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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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ny Chicana feminists the ultimate liberation for women comes when 

they can publicly affirm, celebrate, and speak freely about their sexuality. 

(Leal 66-7 재인용)

퀴어 치카나 사진예술가인 알마 로페즈와 로라 아길라의 체화된 미학은, 미국

의 팽창주의적 야심의 상징인 “명백한 운명”의 폭력적 담론과 치카노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신화인 “아스틀란”의 단선적 내러티브를 교란하며, 기원의 장소

와 진실한 조국으로서의 퀴어 치카나의 몸을 논의의 중심으로 이끌어낸다. 급진

적 치카나 문학과 예술 속에서 레즈비언 메스티자의 갈색 몸과 섹슈얼리티는, 그

녀들의 존재의 근원이자 그녀들을 둘러싼 다층적 억압을 극복하게 만드는 해방

의 수단이며 정체성 형성의 혁명적 통로로서 존재한다. 로페즈와 아길라의 이미

지 텍스트는 다소 이질적인 레즈비언의 문법과 유토피아적 풍광을 바탕으로, 동

일하게 퀴어 세계-만들기의 실천으로 수렴되며 해방의 미래를 향해 진화한다. 

알마 로페즈는 치카나의 불멸의 여신 과달루페에 대한 치카나 예술가들의 저

항적 탈동일시 작업과 시각적으로 대화하면서 밀레니엄 레즈비언 과달루페의 전

복적 초상을 창조한다. 또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경계지대를 치카나 레즈비언

의 사랑과 욕망의 유토피아로 축성하면서 역동적인 경계미학과 퀴어 아스틀란을 

실현한다. 아길라는 멕시코와 미국의 이중문화 사이에서 결박된 치카나 예술가

의 딜레마적 초상을 묘사하며, 도시의 노동계층 레즈비언 바에서의 조화로운 공

동체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나아간다. 특히 미국 남서부 경계지대의 자연 속에서 

작업한 후기의 나신-시리즈는 대지와 몸이 분리되지 않은 자기-생태학과 몸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적 자아의 감각을 통해, 일체의 식민적 풍경으로부터 분

리된 레즈비언 메스티자의 시적인 유토피아를 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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