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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Hae-ryen. “Louise Bogan’s Poetics of Anxiety and Depression and a Reading of Medus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69-89. Many critics analyze not only Louise 

Bogan’s poetic forms and technique such as compression, purity of diction, ellipses, indirection, 

ambivalence, disruption of expected syntax, seemingly discordant images and traditional metrics but also 

her perspective toward intimate material and events of her life and approach. Though there are formal and 

symbolic structures in her poems, they cannot be separated from emotional entanglement, intimate 

psychological events of her life and ambivalent prejudice that a female poet has to face. Throughout her 

poetry, criticism, autobiography and letters Bogan shows that her unique experience of gender, her 

experiences as a female poet and her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re huge resources of creativity, vitality 

and impetus of her poetry. She emphasizes controlled, impersonal and self-effacing style through symbolic 

and metaphorical ways. This study explores her poetics of anxiety and depression throughout female 

experiences, cultural prejudice against women poets, and relations between mother and daughter, and 

examines her poem, “Medusa” that portrays the psychological landscape of Bogan’s poetry.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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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건(Louise Bogan)의 시는 주로 시의 형식, 구조, 스타일, 리듬, 운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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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형식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연구되었다. 보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주로 형식주의적 측면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블룸(Harold Bloom)은 보건을 형이

상학적 전통에서 단(John Donne), 디킨슨(Emily Dickinson)과 동시대 구세대인 

엘리엇(T. S. Eliot)과 랜썸(John Crowe Ransom)과 같은 시인들을 뒤따르며 시

의 구조 측면에서는 블레이크(William Blake)와 예이츠(W. B. Yeats)와 견줄 수 

있는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한다(84). 테이트(Allen Tate)는 기량, 목적과 범위에

서 그녀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으며 “남성적 양식으로 쓴 기교가”로 극찬한다

(41-2). 레트커(Theodore Roethke)는 소재와 감정적 어조에서 다양하지 않고 

유머감각이 부족한 대부분의 여성시인들과 달리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서 보건이 가장 엄격한 서정시 전통으로 리듬, 이미지, 절제된 어법과 객관적이

고 몰개성적인 스타일 면에서 탁월하다고 평가한다(87-96). 

형식주의적 분석은 보건 시의 의미지평을 넓혔으며, 상징, 응축된 단순한 시

어, 애매성, 구문의 생략,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문장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보

건의 시는 여전히 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그런 접근방식만으로

는 그녀가 활동하던 시대의 여성시인에 대한 왜곡된 문화적 편견과 사회적 굴레 

속에서 겪은 고뇌와 고통을 시로 승화시킨 보건의 시적 태도, 시적 감수성과 시

의 풍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시인이기 때문에 나는 물론 자동

적으로 범죄자”라는 보건의 인식처럼 남성 우월주의와 문화적 편견이 극심한 시

대에 여성시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편견, 차별과 난관에 부딪치는 것을 의미한다

(Letters 185). 

보건의 시를 포함하여 비평, 자서전과 많은 편지들이 증명하듯이 그녀의 젠더, 

여성시인으로서 경험과 모녀관계는 시의 중요한 생명력, 동력과 창조성의 바탕

이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이중굴레가 씌워진 한 여성시인으로서 그리

고 모녀관계 측면에서 보건의 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 논문은 젠더이데올

로기와 문화적 편견이 들씌워진 여성과 여성시인에 대한 보건의 인식, 두려움과 

공포로 점철된 불행한 어린 시절 그리고 그녀의 모녀관계를 통해서 보건의 불안

과 우울의 시학을 고찰하고 대표적인 서정시들 중 하나로 평생 그녀에게 강력하

게 영향을 끼쳤던 그녀의 잠재의식과 정신의 은유적 상황을 다룬 메두사

(“Medusa”) 시를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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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건의 많은 시, 편지, 자서전과 비평이 입증하듯이 젠더는 시의 원동력, 생명

력과 시적 영감의 중요한 바탕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녀의시와 여성으로서의 삶

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메레디쓰(William Meredith)는 보건의 시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예술가, 여성적 시각과 조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남성의 문화 속에서 여성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

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가장 훌륭한 여성시인들 중 하나인 루이스 보건을 다룰 

방법은 없다. 이 질문은 사포에서 실비아 플래쓰에 이르기까지 그 업적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 . .

  여성예술가가 직면해야하는 것은 이 양가적 편견, 즉 그녀에게 당신이 여성시인 

혹은 여신, 하찮은 여류시인 혹은 가슴이 큰, 모든 것을 아는 어머니 중에서 어느 

쪽인지를 묻는 문화이다. 

There is no way to deal with Louise Bogan, one of the best women poets 

alive, without engaging the ques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woman artist 

in a man’s culture. The question underlies the accomplishment, from Sappho 

through Sylvia Path. . . . 

  It is this ambivalent prejudice that a woman artist must face-a culture 

that asks her, which are you, a poetess or goddess, a little lady poet or 

great-breasted, all-knowing mother? (95-6.)

    

보건은 남성 중심 사회의 문화 틀 속에서 보편적인 여성 역할과는 거리가 아주 

먼 시인이자 비평가로 활동한 이례적인 여성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이데올로

기, 여성다움 및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열렬하게 옹호함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동시대의 많은 여성작가들과 대조적으로 그녀는 소위 남성적 직업인 시

인과 비평가로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젠더의 한계와 맞서야 했으며 이를 

극복해야 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로 얼룩진 남성우월주의 문화에 대항하여 의식 있고 

깨어 있는 여성작가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야했다. 다드(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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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d)의 지적처럼 그들은 여성의 역할과 가정생활을 관습적이고 감상적으로 묘

사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끈 여성작가들과 자신들을 거리 두려는 현실적인 욕구

와 19세기의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혹은 브론테 자매들의 필명인 벨스(the 

Bells)의 방식으로 남성작가들로 위장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경

험을 쓰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다(7-10).  

  남성중심 사회의 젠더이데올로기와 인습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 앞장 

선 여성작가들과 차별화함과 동시에 그리고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

으면서 시에 응축시켜 담아낸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었다. 보건은 발표하지 않

은 시 젊은 여성으로서 예술가의 초상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Woman”)에서 시 쓰기의 공포와 두려움을 토로한다.

추운 숙소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그것을 써냈다- 그러나 성인이나 혹은 천사에게 빌지 않고서 

   신이나 알 수 있는 곳에서 생긴 

한 순간의 용기를 내서:

   그녀 자신을 자유로운 보헤미안이라 여기면서-

분별력 없는 한 젊은 홀쭉한 아가씨가 

   열정적이고 으스대면서 살면서(그녀가 생각하기에) 

Sitting on the bed’s edge, in the cold lodgings, she wrote it

   out on her knee

In terror and panic—but with the moment’s courage,

   summoned up from God knows where.

Without recourse to saints or angels: a Bohemian, thinking

   herself free—

A young thin girl without sense, living(she thought) on

   passion and air. (Journey  54, 1-4) 

여기에서 보건은 시의 형식 혹은 의미를 진지하게 표현하기 위해 젊은 여성시인

인 화자가 느끼는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우선 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엄습하는 

극심한 불안, 두려움과 공포를 다룬다. 화자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며”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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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방법이 없는 덫에 빠져있음에 좌절하고 절망한다(Journey 54, 9-10). 화자

는 도대체 어떻게 감히 용기 낼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공포와 두

려움 속에서 시를 쓴다. 화자는 천사, 성인과 신을 믿고 의지할 수 없어 종교도 

그저 공허할 뿐이다. 엘리엇의 황무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시에서 구원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화자는 현재 위기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탐색한다. 

“오 주여, 여성들은 어째서 야망을 품고 태어났을까! 말하고 시를 쓰기를 원하

는 대신에 앉아서 노닥거리거나 혹은 누워서 땅에 키스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

데”라는 보건의 고백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여성시인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Letters 9). 길벗(Sandra M. Gilbert)과 구바(Susan Gubar)의 지적처럼 가부장

제 사회에서 여성작가들은 태생적으로 “작가의 불안”을 상속한다. 즉 쓴다는 것

은 무섭고, 부자연스럽고, 여성적이지 않아서 여성작가들을 괴물로 만들어 천사

가 될 기회를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여성 편에서 많

은 창조성과 대부분의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억압하였다(39-44). 

보건은 타자로서 덫에 걸린 여성의 소외되고 불리한 위치, 여성의 운명을 항

상 의식하였다(Journey 126). 그녀는 여성시인에게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적합

한 영역에서 훌륭한 기교가로서 서정시를 쓸 것을 촉구한다(Journey 156). 보건

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뇌 활동,” 논리적 구조, 추상화, 응축, 비유, 추

리’”가 자신에게서 기대되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다른 성향을 분명하게 밝힌

다(Journey 133). 비평을 포함하여 진지한 시를 쓰는데 필요한 자질들이 남성적

인 자질로 여성들에게 부족한 자질이라는 고정 관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고

하게 뿌리내렸음을 그녀는 빨리 깨달았다. 

보건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성작가들 무리에 끼지 않

고 홀로 독자적으로 살아야하고 남성의 시학과 양식을 모방해야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여성작가들과의 우정과 서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많은 편지들은 윌슨

(Edmund Wilson)을 포함한 많은 유명한 남성 문인들과의 공감과 동질감을 느끼

고 그들과 깊은 교제와 우정을 나누었음을 보여준다. 젠더이데올로기, 문화적 편

견과 고정관념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그녀는 그것들을 공고히 하는 여성

작가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을 차별화하는데 주력한다.  

보건은 여자들 (“Women”)에서 여성의 한계와 편협성, 도전과 모험정신의 



74 서  혜  련

부족, 몰지각하고 둔한 감각, 분별력과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경직된 태도, 세상에 

대한 무능한 대응방식과 서투른 삶의 방식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여행을 떠나야 할 때, 그들은 기다린다.

굽혀야 할 때, 그들은 뻣뻣해진다. 

그들은 어느 남자도 동조하지 않는 

선행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베푼다.

They wait, when they should turn to journeys,

They stiffen, when they should bend.

They use against themselves that benevolence

To which no man is friend. (Blue 19)

심지어 여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안달하거나 지나치게 안이하여 사랑도, 인간관

계도 실패한다. 이 시에서 보건은 여성의 사회적 억압이나 굴레를 극화시키는 게 

아니라 젠더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스스로 굴레와 감옥에 갇히는 여자들을 고발

하여 여성의 한계, 약점과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깨어나기를 촉구한다.  

보건은 남성과 여성의 심리와 생물학적인 차이를 전제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

족한 것을 서로에게 채워주는 보완적 관계를 믿었다. 여성과 남성의 타고난 본성

에 대해 “삶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반이성적인 고요하고 조용한 여성적 원칙과 

불안하고 논쟁적인 남성적인 원칙”으로 삼는 보건에게 직관적인 존재로서 여성

은 이성보다는 삶의 유기적인 가슴에 긴밀하게 연관되었다(Journey 139). 보건

은 거칠고 섬세하지 못한 남성의 특성을 보완하면서 여성 본성의 특성인 “수수

께끼 같은, 직관적이고, 품격 있으며, 부드럽고, 민활한 것”을 시에 담으려고 노

력했다(Journey 153). 

시인의 힘은 “지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을 토대로 하며” 강렬한 감정이 시의 중

요한 원천이라는 믿음에서 보건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토대로 시에 

감정을 투사하고 응축하여 담았다(Journey 130). 프랑스 상징주의자들로부터 시

적 세례를 받은 보건은 감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이미저리를 통

해서 감정을 환기시키고 암시하였다. 드쉐이저(Mary Deshazer)의 지적처럼 보

건은 소외와 고립의 부담감과 파편화를 시로 변형시키는 수단으로서 침묵을 사



루이스 보건의 불안과 우울의 시학 그리고 메두사 읽기   75

용하였다. 보건의 목소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추구는 실존적 공허감과 불안

감에 휩싸인 현대 시인의 탐색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립, 소외감과 어려움을 

겪는 여성시인의 탐색이라 할 수 있다(95-6). 보건에게 침묵은 중요한 시적인 

전략으로 자아, 세상과 예술에 대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였다. 그녀에게 시는 항

상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시에서 그녀는 축소하여 만든 세상에서 

현실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혹은 훨씬 더 사랑스러운 완전하게 응집된 감정, 환기 

아래에서 평화를 찾는다(Journey 70).

III.

보건에 의하면 시는 “빈곤, 두려움과 재난”에서 생기며 “토양이 나쁠수록 시

인에게 좋은 예민한 기질이 있다면 시는 더 좋아진다”(Letters 118). 역설적으로 

불행하고 정서가 불안한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애착관계 형성 실패와 순조롭지 못

한 모녀관계 실패는 보건 시의 시적 영감과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의 시를 이해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사건과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 왜냐하면 보건의 모녀 관계와 여성시인의 입장은 그녀의 삶에 평생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보건이 불행한 경험으로 인한 공포, 불안, 우울 등과 같은 감정

을 아름다운 형식에 담아 시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내가〔보건이〕 나의 어머니 경험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이 경험의 어떤 면을 결코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 벅찼고 39세가 될 때까지 내 인생 내내 너무 오랫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할 뿐이다. 그 관계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오래 끈질긴 것들

은 내 시에 담겨있다. 그 나머지는 나를 영원히 지치게 했다. 

It is difficult for me to sum up briefly what I meant about my mother 

experience. There are certain phases of this experience which I have never 

told anyone, and never shall. Let me only say that it was too much, and it 

lasted too long-right through my life up until the age of 39. The most 

poignant and enduring things in the relationship are in my poetry.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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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ed me forever. (Ridgeway 4 재인용)

시는 보건이 상처 받은 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 답답할 때 불안, 괴로움, 외로움 

등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원래 모녀관계가 순조롭다면 

딸은 그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내면화해서 자아상을 밝게 형성하여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모녀관계가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경험된다

면 충족되지 못한 딸은 애착관계와 자아상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자존감이 떨

어지고 정신적인 상처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보건은 어린 시절을 그녀의 아버지가 제지공장 공장장으로 일한 뉴잉글랜드 

제지 마을에서 보냈다.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지 못해 보

건은 늘 외롭고 불안하고 공감을 나누지 못했다. 어린 시절 사건들, 특히 어머니

와 관련한 사건들은 평생 그녀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성장 후에 남성들

과 순조롭지 못하고 불행한 관계를 맺게 한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보건의 불신과 대인관계 특히 여성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는 예측

할 수 없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중요한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여성, 즉 

어머니의 잦은 부재로 인한 고통, 곤경과 박탈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부모의 폭력적이고 격렬한 싸움을 자주 목격했으며 그녀의 시들은 그

녀가 경험한 고통과 괴로움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폭력

을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보건의 언급이 말해주듯이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가장 초기 기억은 폭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어린 시절을 왜곡시키는 불안과 혼

란이다(Journey 24). 심지어 부모의 격렬한 싸움을 목격한 충격으로 이틀 동안 

보건은 실명했을 정도다(Journey 26). 그 현장의 억압, 즉 그녀가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 대해 실명이라는 자기파괴적인 행동, 즉 신체화장애로 나타났다. 그녀

에 의하면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크면  신체 증상이 뒤통수를  친다”(Journey 

124).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에서 실명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임에 틀림이 없다. 남편과 싸운 후 자기중심적인 그

녀의 어머니는 밀회를 위해 몇 시간씩 목욕하고 옷을 차려입고 어린 딸 보건을 

데리고 시내에 나가곤 했다. 정열적이고 다혈질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입

장이나 심정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딸을 밀회 장소에 데려갔다. 보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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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그녀의 가슴에 뚜렷하게 각인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악몽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토로한다.

이제, 늙어서 내게 증오도 혹은 원한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랑과 

더불어서 겪은 악몽들을 설명할 수 없다. . . . 다 끝났다. 끝났다. 문이 열려 있고 

나는 베개 위의 반지 낀 손을 본다. 나는 그녀가〔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 갈 때 호텔 창문가에서 운다; . . . .  메이드가 내게 울지 말라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견뎌낼까?  

Now, in my later years, I have no hatred or resentment left. But I still 

cannot describe some of the nightmares lived through, with love. . . . 

Finished. Over. The door is open, and I see the ringed hand on the pillow; I 

weep by the hotel window as she goes down the street, with another; . . . . 

The chambermaid tells me to stop crying. How do we survive such things? 

(Journey 172) 

60대에 이르러서야 보건이 털어놓았을 정도로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

녀는 어머니의 밀회 대상인 남자들을 알지 못했으며 왜 어머니가 그들과 만나러 

갈 때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도 했고 

질투했으며 그녀를 보호해야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잦은 불륜

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정의 상처를 주었다. 험프리스(Rolfe  Humphries)

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건은 어머니를 “미친 어머니”로 부르면서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거대하고 강력하게 지배하는 어머니”가 너무 일찍 자신의 삶을 엉

망으로 만들었음을 털어놓았다(Letters 12). 

  이기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어머니로 인해 생긴 불안과 괴로움이 보건의 

심리와 시에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그녀는 거의 언급하지 않

았다. 딸들은 성장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대인관계, 가정생활과 애정을 포함한 

삶의 태도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배우며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해가면

서 동성으로서 모녀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킨다. 편지와 자서전이 보여주듯이 

처음부터 보건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파괴적이고 불연속적이고 조화롭지 못해서 

보건에게 따스한 울타리가 되지못했다. 어머니는 수수께끼처럼 보건이 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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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Journey 5). 

성미가 급해서 이웃들과도 소원했던 어머니는 늘 혼자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었고 보건이 느끼기에 비밀에 싸인 삶을 살았다. 보건은 모든 재

능, 심리적 고통과 예술적 기질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믿었다. 보건은 어

머니를 “이 끔찍하고 불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나쁜 기질의 어린애”라고 부르면

서도 “그녀의 피 어디에선가 방탕자의 무모함, 당혹스러운 예술가의 절망이 있는 

이 부드럽고 깊이 뉘우치는 여성”이라 말한다(Journey 11). 어린애 같으면서 여

자였고, 때때로 사랑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인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일상적인 삶

을 거의 망가뜨렸으며 가장 강력한 활력으로 가득 찼다(Letters 185). 공포와 부

드러움, 창조와 파괴에 대한 어머니의 이중적 성향은 보건을 매우 혼란에 빠뜨렸

으며 감정적인 충격과 정서적 불안을 일으켰다. 

보건의 어머니와 정반대의 성향인 가드너(Gardener)부인은 보건의 삶과 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7세인 1904년부터 5년간 매사추세츠의 밸러드베일

(Ballardvale)에서 살았는데 처음 몇 달간 보건과 그녀의 어머니는 화목한 가정

만큼이나 침착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가드너 부인 가족과 함께 

지냈다. 일정 기간 엄마와 떨어져서 가드너 부인이 엄마를 대신했다. 가드너 집

안의 질서와 안정은 보건 집안의 끊임없는 혼란과 극단적으로 대조되었다. 모녀

관계가 절망적이고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보건은 늘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여성

정체성과 따뜻한 보호를 갈망했다. 보건이 처음으로 바느질, 피아노,  질서, 독서,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가드너부인을 통해서다. 그녀는 보건의 심미적

이고 시적 취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보건은 “모든 것이 활용되는 검소하지

만 계획된 생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배웠다(Journey 18). 

벗어나고 싶은 삶의 질곡에서 가드너부인은 돌파구, 오아시스이자 삶과 가정

의 이상적인 역할모델이었다.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삶을 좋아하게 된 것은 예측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부재와 이행되지 않는 약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고자하는 

그녀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보건에게 행복감은 잘 꾸려지는 집안 살림, 일어나

는 일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기대와 같은 것이다. 가드너 부인의 가정살림은 

보건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했다(Journey 10). 그녀는 “안전감”을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드너부인의 보호를 통해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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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좌절과 상실감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보건이 어른이 되어서도 질서와 규칙성 

즉 형식주의에 집착한 것은 그녀가 분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느끼고 어

머니와의 유아기 일체감의 상실에 대한 보상 활동이다. 

보건의 가장 행복한 추억인 가드너가족과 함께 지낸 생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녀의 어머니는 희생하지 않았으며 방탕과 사치 등으로 자신만을 위해 제멋대로 

살았다. 그러나 보건은 늘 어머니를 보호하고 어머니의 배우자와 감정적 부양자

의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압박과 부담에 시달렸다. 프랭크(Elizabeth Frank)에 따

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보건을 “덫에 걸리게 했으며 그녀를 이기적인 목적의 대

상”으로 만들어서 “위험과 이중성”에 시달리게 했으며 “열광적인 충성심이 열광

적인 질투와 구별되지 않고 욕망이 항상 비난을 동반하는 열정적인 사랑”을 보

건에게 요구했다(10-11). 어머니와의 문제는 보건이 풀어야 할 평생 숙제였으며 

그 애중관계는 보건을 억누른 어두운 그림자였다.  

보건은 평생 오만하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사치스럽고 난잡한 어머니

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초조, 불안과 공포로 점철된 어린 시절, 실패한 

결혼생활과 모녀관계로 인한 우울, 정신쇠약과 정서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 몇 

차례 입원했으며 정신치료를 많이 받았다. 한편으로 보건은 그런 억눌린 강렬한 

감정들을 시에 풀어내고 시의 형식에 아름답게 녹여냈다. 예컨대 그녀의 시 메

두사 가 좋은 예이다. 앨드리치(Marcia Ann Aldrich)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

의 천재성은 메두사 신화를 인위적으로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개인사를 신화와 

상징적으로 연관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신화의 틀을 시에 이용함으로써 보건은 

메두사 신화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신화적인 것이 서로서로에게 스며드는 정도, 

그녀가 어떻게 신화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신화의 구조와 상징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61-2).  

IV.

예술작품의 자양분으로서, 권위로서 신화의 호소력,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다. 융(C. G. Jung)에 의하면 신화는 원형적인 것을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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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아닌 인류에 공통적인 것으로 인간 심리에 심오하게 영향을 끼친다. 

원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이끌리거나 혹은 사로잡힌 

것처럼 기이한 해방감을 갑자기 느낀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

라 인류였다. 모든 인간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진다 . . . . 원시적인 이미

지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 개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는 마음을 사로잡아 압

도하는 동시에 그가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늘 영원한 영역을 표현

하기 위해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을 드높인다. 

When an archetypal situation occurs we suddenly feel an extraordinary 

sense of release, as though transported, or caught up by an overwhelming 

power. At such moments we are no longer individuals, but the race; the 

voice of all mankind resounds in us . . . . whoever speaks in primordial 

images speaks with a thousand voices; he enthralls and overpowers, while 

at the same time he lifts the ideal he is seeking to express out of the 

occasional and the transitory into the realm of the ever-enduring. (82)

신화의 호소력과 보편적인 기능을 통해 많은 작가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보편적인 정서적 공감과 교감을 불러일으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특히 

메두사 신화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다드에 의하면 파운

드나 엘리엇 같은 남성 시인은 대개 여성에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질서를 영속화

시키는데 일조하는 신화의 옛 구조를 강화하는 반면에 여성시인은 신화를 여성

적인 시각에서 다르게 접근한다(22-23). 보건은 사람들이 메두사의 눈을 들여다 

볼 때마다 돌로 변하는 것처럼 얼어붙어버린 그녀의 삶의 상처를 말하기 위해서 

메두사를 이용한다. 보건은 신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지만 거기에는 없는 

것 즉 신화의 다른 면, 여성의 목소리를 덧씌운다. 시에서 메두사는 어머니, 여신

과 같은 인물로서 보건은 그녀의 분노와 공포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성성을 표현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소름끼치는 괴물인 메두사와 연관된 이런 심리는 매우 이

중적이고 비관적인 시로 이끈다. 

보건은 메두사 에서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스타일, 즉 생략이 많으며, 구문의 

파괴, 간결하고 놀라운 어법과 겉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들의 병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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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감정을 환기시킨다. 화자의 정체, 신화 속의 메두사를 현대 배경에 등장

시킨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어와 이미지를 통해 교묘하

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담긴 시의 의미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1연은 화자가 “나무 동굴”이라 부른 숲 속의 집에 당도한 것을 묘사함으로써 

시작한다. 여기에 나타난 움직임은 3연의 기이한 정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나는 맑은 하늘을 마주한 나무 동굴 속에 있는

집에 왔다.

모든 것이 움직였으며—울릴 찰나에 있는 매달린 종,

태양과 영상이 선회했다.  

I had come to the house, in a cave of trees,

Facing a sheer sky.

Everything moved,—a bell hung ready to strike,

Sun and reflection wheeled by. (BE 3, 1-4)

화자가 어디에서 왜 이 집에 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단지 그녀가 “나무 

동굴” 집에 왔을 뿐이라는 사실만 드러난다. 이것은 화자가 운명적으로 무의식적

으로 이 집에 이끌려온 상황 자체를 암시한다. 레트커는 보건이 무의식을 능숙하

게 다룬 시라 분석하면서 융의 용어로 이 시를 애니마(Anima), 즉 “여성, 어머니 

안에 있는 남성성인 메두사”와의 투쟁으로 보았다(90). 그에 따르면 “나무동굴”

에 있는 집은 “자궁 안의 자궁”이며 메두사는 “자궁 안에 있는 사람, 어머니, 그

녀의 어머니”이다(89). 그는 메두사를 보건이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한 어머니로 

보며 보건의 “궁극적으로 외상적인 경험”은 딸로서 경험이라 밝혔다. 자궁은 우

리가 태어나서 머무는 최초의 집이며 그 후  살게 되는 모든 집들은 첫 집인 자

궁의 그림자들이다. 동굴은 “여성적 장소, 자궁 모양의 울타리, 비밀스런 자주 신

성한 대지의 집”으로 이 성지의 입회자는 “어둠, 자기성찰의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깨어난다(Gilbert and Gubar 93). 

길벗과 구바의 동굴 비유를 차용하자면 보건이 묘사한 집은 메두사를 배치한 

자궁 모양의 동굴이다. 그들에 따르면 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누구든지 여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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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장소인 동굴에서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를 뜻하는 여성에게 내

려가야만 한다. 화자의 선택은 그런 동굴에 감금되든지 혹은 힘을 얻든지 둘 중

의 하나이다(94-104). 보건은 신화 속의 메두사와 동굴이 내포하는 원시적인 자

질들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융합시킨다. “변형의 신비를 품은 위대한 대기실 중

의 하나”인 동굴의 여성적인 비밀스런 정체성이 메두사가 생긴 자궁이기 때문에 

동굴이 상징하는 어두운 무의식은 메두사 이야기를 그녀 자신의 이야기로 변형

하고 수정하는데 적합한 장소이다(95). 

2연은 화자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영원히 변화시키는 순간으로 획기적인 사건

을 묘사한다. 화자는 강력하고 위험한 것으로 감지되는 여성 정체성의 집 밖에서 

메두사에 즉시 끌리고 거절당한 것처럼 안을 들여다보면서 서있다. 1연에서 화

자는 행동의 주체로서 그 집에 왔지만 2연에서 “휑뎅그렁한 눈이” 그녀 앞에 있

으며 행동 주체가 3인칭으로 바뀐다. 수동적인 화자 앞에서 벌이는 메두사의 모

습이 부각되고 강조되며 화자의 공포와 깨달음의 순간은 강렬하고 인상 깊게 표

현된다. 

휑뎅그렁한 눈이 내 앞에 있고

쉭쉭 소리 내는 머리,

문을 통해 보이는 창문에 걸린 채로.

그 경직된 민숭민숭한 눈들, 이마 위에 뱀들이

공중 속에 무리 지은 채로.

When the bare eyes were before me

And the hissing hair,

Held up at a window, seen through a door.

The stiff bald eyes, the serpents on the forehead

Formed in the air. (BE 3, 5-9)

창문에 걸린 머리는 뱀으로 가득 차 있어 메두사의 머리임을 시사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는 금욕을 맹세한 아테네의 사제였지만 포세이돈과 아테네 신전

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아테네의 분노를 산다. 이것에 대한 벌로 아테네는 메두

사의 머리카락을 전부 뱀으로 만들어 흉측한 괴물이 되게 했다. 페르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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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eus)는 방패를 거울로 사용함으로써 메두사의 눈과 직접 마주치는 위험을 

모면했다. 페르세우스가 머리를 베어냄으로써 메두사를 죽이고 모든 사람이 보

도록 그 머리가 들어 올려 지는데 3행, 4행과 5행에 암시된다. 

많은 비평가들은 화자가 메두사가 상징하는 어떤 끔찍한 외상을 마주치고 은

유적인 돌로 변한다고 본다. 신화에서 메두사가 성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시에서 

메두사가 불륜을 즐기고 심지어 딸을 밀회에 데려가서 아이를 혼란에 빠뜨린 어

머니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메두사의 머리는 움직이지 않으며 밖에 

서 있는 화자에 그녀의 얼굴을 고정시키면서 밖을 웅시한다. 

업튼(Lee Upton)은 집의 창을 거울로서 읽음으로써 모녀관계에 초점을 둔다. 

신화에서 메두사를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 속에 있다. 이

런 읽기에서 움직임의 정지는 메두사와 화자가 서로서로 자신들을 인식하는 정

지된 순간을 구성한다. 그들은 즉시 별개의 독립된 존재이면서도 어머니와 딸로

서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93-5). 

메두사 장면은 어린 시절 고통스런 기억과의 대면이외에도 화자가 자신의 타

자성(다른 자아)과 대면하는 장면으로도 읽기도 가능하다. 화자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가 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켰고 자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화자는 “이 자유와 움직임의 터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미지의 

금기를 위배한 벌로 돌로 변하게 된다”(Frank 58). 메두사는 예상된 사회적 처

벌로 인한 화자의 공포, 두려움과 아주 강한 자아 둘 다를 내포한다. 화자가 통찰

력을 얻는 동안에도 그녀는 괴물로서 여성의 전통적인 관점과 이데올로기에 복

종하며 그녀의 예술적, 감정적 측면이 타자이다. 

메두사는 화자가 직면하고 탐색할 수밖에 없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어두운 

자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Paul 71). 드쉐이저(Mary 

Deshazer)의 지적처럼 화자와 “그림자,” 즉 무섭고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자아는 

보건의 시적 이미저리와 시인-뮤즈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인식에 중요하다. 다른 

자아를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만 시인은 자신의 감추어진 힘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보건은 믿는다(99).   

메두사 대면으로 겁에 질려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다는 생각은 상황이 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참담함으로 절망적일 때 상실감과 우울의 느낌과 유사하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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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관계, 여성과 여성시인의 위치와 역할에 좌절과 배신감을 느꼈을 때 보건은 메

두사의 화자처럼 그녀의 눈들이 더 나은 삶으로 더 이상 향할 수 없는 죽은 장면

에 빠져있다.  

이것은 지금 영원히 죽은 장면이다.

어떤 것도 결코 움직이지 않으리.

최후는 이 보다 그것을 더 빛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비 또한 흐릿해지지 않으리. 

This is a dead scene forever now.

Nothing will ever stir.

The end will never brighten it more than this,

Nor the rain blur. (BE 3, 10-13)

이 시의 첫 8행들에 묘사된 전체 장면이 지금 죽어있다고 표명된다. 화자가 메두

사와 대면한 이래로 움직임이 없으며 이것은 미래에도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

이라 언급된다. 돌로 변해버린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거나 현재보다 밝지 않을 것이다. 비조차도 현재 

그대로 얼어붙어있으며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을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레트커의 지적처럼 죽은 장면은 영원한 고뇌, 문자 그대로 공포에 질린 화자가 

메두사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꿈같은 장면이다(89-90). 

중요한 의미에서 화자가 메두사와의 만남에서 살아남을지라도 그 만남은 죽은 

현장을 남겨놓았다. 즉 한 때 움직이고 있던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이 시의 어조

는 변형을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강조로 비관적이다. 역동성, 힘과 운동을 시사

하는 물이 여기에서 얼어붙어 있고 무력하다. 종소리조차 울리지 않을 것이어서 

어떤 소리도 죽은 장면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4연은 세상이 어떻게 돌로 변해버린 사람 주위에서 존재하고 움직이는지 보여

준다. 

물은 항상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울어진 종은 울리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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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은 항상 땅위에서 푹 자라서

건초가 되어 가고 있으리라.

The water will always fall, and will not fall,

And the tipped bell make no sound.

The grass will always be growing for hay 

Deep on the ground. (BE 14-17)

하늘에 있는 물인 비는 계속 내릴 것이며 내리지 않을 것이다. 종은 마치 울릴 

것처럼 기울어진 상태지만 결코 울리지 않을 것이다. 16행과 17행은 이 조용하

고 침묵의 인적 없는 곳에서 항상 자랄 풀에 초점을 둔다. 이 두 행에서 보건은 

풀의 생명 주기와 매년 오고 가는 주기를 나타낸다. 풀은 자라서, 너무 커버려 말

라버려서 건초가 되며 땅 위에 쓰러져서 땅을 덮는 건초를 만들며 영양분을 얻고 

다음해의 풀을 위한 토양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우울과 부패, 그림자와 먼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녀 

자신의 상태를 말한다. 

멋지게 균형 잡힌 날에 

나는 그림자처럼 여기에 서 있으리.

바람 속에서 오르고 있지만 표류하지 않는

노란 먼지 위에 내 시선이 머문 채로.

And I shall stand here like a shadow

Under the great balanced day,

My eyes on the yellow dust, that was lifting in the wind,

And does not drift away. (BE 3, 18-21)

여기에서 강조는 메두사가 아니라 화자의 “나”와 화자의 “눈”이다. 화자의 눈은 

들어 올려 진 채로 떠다니지 않는 “노란 먼지”위에 영원히 갇혀 있다. 그녀와 그

녀 주변의 모든 것은 여성적 힘에 도사린 잠재적인 공포의 악몽에 의해 얼어붙어 

있다. 그리피스(Jennifer Griffith)에 따르면 노란 먼지는 지옥의 유황불을 떠올

리게 하며 정적인 지옥에서 오래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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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날 찰나였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화자는 그 집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녀가 가려는 곳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녀는 상황을 결코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집 앞을 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화자는 돌로 마비된 채로 무기력하다. 그 장면은 죽어있으

며 화자의 목소리(종)는 들려지지 않으며 화자는 그림자 같아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 여기에서 정지와 움직임의 역설은 “화자에게 두렵지 않다. . . . 불리한 점

은 이 균형이 단지 초자연적인 것의 중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

서 보건은 메두사에서 구현된 여성적인 힘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어서 “죽은 

장면”에서 조용히 수동적인 채로 남아있다”(Pope 21). 

메두사 는 개인적인 삶에서 평생 보건에게 드리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포

함하여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시인으로서 부딪친 어려움과 도전을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메두사 는 보건 시의 황량한 풍경을 은유적으로 인상 깊

게 보여주며, 돌로 변한 기억 자체에 대한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신화의 내적 의

미로 풍성하다. 이런 종류의 기억은 그 의미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

는 경험, 즉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한다.

  

V. 

보건은 자신이 다른 여성시인들과 비교당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고 남성전

통의 주류 시인들 사이에 자리매김 되기를 원했으며 때때로 여성을 경멸한 것은 

분명하다. 보건의 그런 성향에 주목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보건의 시를 편협하

게 심지어 왜곡된 시각으로 읽어내기도 한다. 이들은 그녀의 젠더가 예술을 한정

지었다는 측면에서 보건을 가부장적 불구로 평가한다. 예컨대 보울즈(Gloria 

Bowles)는 보건의 시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주제가 한정되고 객관적 입장

을 취함으로써 여성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무시했

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보건의 경우 “작가적 불안감”이 강하게 드러낸 경우이

며 당대의 문화가 여성의 가치와 경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스

스로의 경험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다(19-33). 



루이스 보건의 불안과 우울의 시학 그리고 메두사 읽기   87

그러나 보건의 시, 비평, 자서전과 편지들은 보건이 얼마나 치열하게 여성과 

예술의 의미를 탐색했는지 보여준다. 앨드리치가 지적하듯이 보건은 자신을 지

성인, 시인 그리고 여성의 본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이중적인 메시지로 가득 

찬 문화 속에 처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해야했다. 젠더에 대한 기대 밖에서 시를 

쓰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한 예외적인 여성으로서 보건의 갈증은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인적 욕구의 타당성을 부인하고 여성 주체의 억압과 비하를 토

대로 하는 전통 내에서 여성시인이 직면하는 전형적인 모순을 보여준다.  그녀는 

개인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에서 강렬하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제 면에서나 스타일 면에서 보건의 시는 젠더의 독

특한 경험에 의해서 이해되고 새롭게 조명되어야한다(116-19). 

보건의 시는 “강박관념에서 그녀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킨 것”을 극적으로 표현

한다(Upton 164). 보건의 삶과 시에는 강박관념의 흔적이 뚜렷하다. 즉 가정불

화와 모녀관계와 관련한 고통스런 기억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에 대한 집착, 결

혼생활의 실패와 남성 중심사회에서 예외적인 여성시인이 겪는 인습화된 여성의 

정체성, 불안, 우울, 고정관념, 편견과 어려움이다. 특히 그녀의 시에서 고립의 

상태를 환기시키는 황폐하고 불길한 풍경들은 자아의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의 

여행을 위한 배경들로 “시인의 정신적 우주”를 나타낸다(Upton 164). 그녀의 시

는 “경험이 정제되고 위장되어서 연금술적으로 다른 실체”로 아름답게 탈바꿈한

다(Limmer 168). 메두사 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들에서 그녀가 그리는 풍경은 

실제 자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심리적 반응으로 채색한 심리의 내적 

세계를 상징적으로 환기시킨다. 

보건에게 뮤즈는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영감을 주는 힘으로서 외면

화되고 객관화된 타자라기보다는 강력한 또 다른 자아로서 수정하고 다시 신화

화한다. 자주 보건은 그녀가 싸워야하지만 자신의 창조력의 근원으로 삐딱하지

만 힘 센 언어와 목소리에서 구체화해야하는 시적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뮤즈를 

악마적 여신으로 그린다(Deshazer 92). “어머니-선각자의 왜곡되고 이원적인 

이미지를 양립시킴으로써” 보건은 여성의 두 얼굴, 즉 “천사처럼 영감을 불어넣

는 사람, 혹은 악마 같은 팜므 파탈 사이”에서 연관성을 드러낸다(Parker 7). 보

건은 감상적인 태도를 엄격하게 경계하고 거리두기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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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모녀관계에서, 그리고 여성시인으로서 겪은 경험에서 끌어낸 이미지와 

사물들의 변형을 통해 모진 고통스런 삶과 강렬한 감정을 아름다운 형식에 압축

시켜 예술로 승화시켰다. 

대부분의 신비평가들과 달리 보건은 “형식주의자이지만 그녀의 시에서 주관적

인 것과 객관적인 것,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 사이

에 구분이 없다”(Girard 96). 시적 감정, 시정신, 여성성과 시의 형식에 대한 보건

의 다양한 시와 시론은 여성 선배 시인으로서 1960년대에 신비평가의 가치, 권위

와 편협한 젠더에 도전한 카이저(Carolyn Kizer), 플래쓰(Sylvia Plath), 섹스튼

(Ann Sexton), 리치(Adrienne Rich), 루카이저(Muriel Rukeyser), 로드(Audre 

Lorde) 등과 같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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