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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ui Suk. “Body, Trauma, and Narrative: Toni Morrison’s God Help the Chil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2 (2020): 71-90. This paper analyzes the quest for identity of a young 

African-American woman whose subjectivity is affected and determined by colorism internalized with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in Toni Morrison’s God Help the Child. In the novel, Bride, a 

professional woman with deep black skin, seems to reestablish her self successfully separate from the 

traumatic past. In the process of the narrative, her body is foregrounded as an authorized site of building 

the new identity. As the narrative develops, however, she comes to confront her identity crisis, which also 

emerges through the body being transformed. The signs of her body conversion into a little girl are linked 

to the past trauma and secret that the narrative revolves around and reveals gradually. Therefore, this 

study centers on Bride’s body transformation in relation to her trauma and the narrative structure of 

revel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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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리슨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일관적으로 미국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신체적 손상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인물들에 많은 관

심을 가져왔다(Muyumba).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God help the chil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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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의 열한 번째 소설로, 내러티브 구조와 관련하여 그녀의 이전 작품들과 두 

가지 측면을 공유한다. 모리슨의 초기 작품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이나 �타르 베이비�(Tar Baby)에서처럼, 먼저 젊은 캐릭터가 정체성을 찾아 개

인적인 탐구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작품에 탐색의 내

러티브 형태를 부여한다. 두 번째는, �빌러비드�(Beloved )나 �자비�(A Mercy)

에서처럼, 폭로의 구조를 이루는 텍스트 속에는 과거의 핵심사건 주변으로 스토

리가 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은 모리슨의 소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모리슨의 등

장인물은 언제나 과거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보통 노예 제도와 그 여파로 거

슬러 올라가는 가족의 역사나 그들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의미한다(Elkin). �하

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는 연대기 상의 시간순서를 따르는 것과 동시에 과거

로의 여행을 하는데 이것은 캐릭터의 삶의 궤적(trajectory)에서 핵심적이고 결

정적인 사건에 대한 엿보기와 힌트로 작용한다. 밀러(J. Hillis Miller)가 “전체의 

법칙에 대한 회고적 폭로”(18)로서 정의한 과거의 핵심 사건은 결과적으로 등장

인물의 개인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 상에서 드러나게 된다.

모리슨은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에 대한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 책에

서 인종논란에 대해 집중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인종주의가 실제로 당신을 해

치고 파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강조하였다(Walker).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는 성폭력으로 얼룩진 문화 속에서 그녀의 피부색에 의해 인생

이 결정되는 젊은 여성인 브라이드(Bride)에 관한 이야기이다(Charles). 그녀는 

텍스트의 출발선에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룬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녀의 남자친구 부커(Booker)가 그녀를 

떠난 후에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일련의 불운이 시작되어 그녀는 

자신 스스로 만든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특히 그녀

의 엄마와 자신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이야기의 과정에서 

브라이드의 몸은 그녀의 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특권을 가진 장소로서 텍스트의 

전경에 배치되며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 또한 그녀의 몸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브라이드의 몸이 경험하는 변형들을 비밀과 트라우마를 

가진 내러티브와 연결하는 텍스트의 폭로적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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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브라이드가 자기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브라이드가 구축한 정체성에 가해진 위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이드의 몸

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인식과 연결된 브라이드의 트라우마를 분석할 것이다.

II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는 4부로 이루어져있다. 1부는 스위트니스

(Sweetness), 브라이드, 브루클린(Brooklyn), 소피아(Sofia)가 내레이터로 등장

하여 개별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에는 

전지적 삼인칭 내레이터가 말하는 두 개의 장과 소피아와 레인(Rain)이 내레이터

로 등장하는 각각의 장이 있다. 3부는 익명의 삼인칭 내레이터가 전하는 부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4부의 세 장은, 내레이터 브루클린의 이야기, 삼인칭 내레

이터가 말하는 브라이드와 부커의 재결합, 그리고 스위트니스가 딸에게 전하는 

말로 구성되어있다. 내러티브는 각기 다른 내레이터를 통해 장 별로 이동하면서, 

자신을 “브라이드”라고 칭한 캐릭터 주변을 선회하면서 진행된다.

이 소설의 구조는 브라이드의 개인의 역사를 온전히 보여주게 될 텍스트상의 

단서들을 창조하기 위해 작용하며 텍스트상의 단서들은 그녀의 완벽한 몸이 상

징하고 있는 그녀의 성공적인 자아형성이 위협받는 순간으로서 소설의 과정 속

에서 극화된다. 브룩스(Peter Brooks)에 의하면, “몸이 선제적 중심(central 

preoccupation)이 되는 내러티브는 몸을 언어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특히 폭

로적일 수 있다.”(8) 즉, 이러한 내러티브에서는 “몸이 텍스트에서 핵심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요소”(8)가 된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모리슨은 브라이드의 몸

에 대한 지속적인 초점을 텍스트의 폭로적 구조와 연계한다.

텍스트의 첫 장에서 내레이터로 등장한 브라이드의 엄마인 스위트니스는 브라

이드의 피부색에 대해 언급한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스위트니스는 “그 애가 너

무 새까매서 난 무서웠어.”(3) 라며 그녀가 막 출산한 딸을 보고 공포와 당황스

러움에 움츠려 든다. 스위트니스는 딸의 피부색에 대해 “한밤중 같은”(3) “수단

사람 같은”(3), “타르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색”(3), “블루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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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5)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브라이드의 피부색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스위

트니스가 내재화한 컬러리즘(colorism)과 인종 차별적 편견을 드러낸다. 이것은 

딸의 몸을 엄격히 인종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컬러

리즘의 기호학적 상황(semiotic context) 속에 브라이드의 몸의 의미를 속박하

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모리슨은 스위트니스를 통하여 수세기 동안의 억압으로 

인해 흑인 공동체 역시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뒤틀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백

인들만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Elkin). 

스위트니스에 대해 두 번째로 주목할 양상은 그녀가 딸에 대한 접촉을 지속적

으로 회피한다는 사실이다. 브라이드의 탄생을 설명하는 스위트니스의 말은 시

작부터 어머니와 딸의 신체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녀는 “그 애

를 다리 사이에서 꺼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3)을 곧 깨닫는다. 스위트니스는 

양육적이고 애정 어린 모성의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말을 이어간다. 그녀는 딸에

게 모유를 주길 거절하거나 딸이 그녀를 “엄마”(6)라고 부르길 허락하지 않았다

고 말한다. 브라이드의 아버지 역시 “결코 그녀를 만지지 않았고”(5) 그는 자신

의 딸을 “이방인처럼, 그보다 더 적대자처럼” 대했다(5). 브라이드의 아버지는 

딸의 피부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위트니스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그

들을 버리고 떠난다. 텍스트는 이러한 접촉의 부재가 촉각보다는 시각이 관계의 

지배적인 형태인 절시적 논리(scopophilic logics)속에서(Brooks 9) 브라이드가 

자신의 몸을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일 것임을 강조한다. 텍스트는 “인종적 자기 증

오의 잔재하는 영향”(Charles)으로 스위트니스가 브라이드의 몸을 타자성

(otherness)의 상징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텍스트 초기의 언

급들을 통하여 모리슨은 출생에서부터 브라이드의 몸에 각인된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텍스트의 다음 장은 브라이드가 내레이터로 등장한다. 현재의 브라이드는 그

녀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확립한 아름다운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으로 나타난

다. 스위트니스는 “그 애의 피부색은 그 애가 항상 짊어지고 갈 십자가”(7)라며 

한숨 쉬었지만 스위트니스의 예측과는 달리 브라이드의 피부색은 감내해야할 십

자가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된 듯하다(Moore 69). 스위트니스에 

의해 묘사된 거절과 수치는 브라이드의 매우 다른 형태의 몸의 기호화에 의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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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못생기고 칠흑같이 검은 어린 소녀”(144)가 성공한 

성인으로 변화한 일종의 미운 오리새끼이야기로 보인다. 일인칭 내레이터인 브

라이드는 그녀의 과거의 자아인 룰라 앤 브라이드웰(Lula Ann Bridewell)과 현

재의 자신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두 자아는 분리되어있기도 하지만 연관되어있

음을 보여준다. 내러티브는 그녀가 현재 한 화장품 회사의 메이크업제품 라인의 

디자이너가 되어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직장동료인 제리(Jeri), 친구이자 동료인 

브룩클린, 그리고 남자친구인 부커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과거의 못생김을 극

복하고 아름다운 성인여성이 되었다고 전한다.

브라이드가 성인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텍스트는 그녀가 경험한 신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녀의 ‘변신’을 중심 요소로 둔다. 못생긴 어린 소녀로서 그녀의 어

린 시절 정체성은 그녀가 정서적인 필요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녀의 물리적인 몸

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브라이드는 자신의 엄마의 반응과 

유사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회상하며, 그녀의 정체성이 그녀의 피부 아래 숨겨

져 있는 것이라 확인한다. 피부색에 의해 타자로서 분리된다는 것은 손댈 수 없

는 브라이드의 타자성으로 연결되고 인종차별주의 아래 추방(abjection)이 확립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주류인 정체성을 만들고 강화시키고자 의도

된 사회적 몸으로부터 거절되고 추방당하는 과정(Butler 170)을 통하여 브라이

드는 추방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브라이드의 이야기는 타자로 거절당한 브라이드가 처음에 그녀를 추방한 체계

를 만들었던 바로 그 사회에 의해 유효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주체성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어떻게 사회적 몸으로 다시 합체할 수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로서 읽힐 수 있다. 브라이드가 성인이 되는 것은 사회 핵심

의 가장자리에서 사회적 표준의 중심으로 그녀의 초기 위치를 급진적으로 역전시

키는 것이다(Martin-Salvan 611). 텍스트 속에서 브라이드의 변신에 대해 상세히 

읽어보면 그녀는 그녀의 정체성이 “문화에 의한 필연이라기보다 자아 의지적 작

용(cotigo)에 의해 만들어졌음”(Butler 12)을 암시한다. 브라이드의 몸은 텍스트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의 평가”(Duvall 325)의 맥락에서 여자다움, 욕망, 

섹스에 관한 문화적 생각들을 새기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다. 내러티브는 의도적으

로 그녀의 성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의 역동적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76 박  귀  숙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나를 만들었어, 나를 다시 만들었지. 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뽐내며 걷지 않고, 런웨이에서처럼 골반을 빼고 급하게 걷지 않았어−

하지만 보폭을 크게,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걸었어. 남자들이 덤벼들었고 나는 

잡혀주었지. . . .

True or not, it made me, remade me. I began to move differently−not a 

strut, not the pelvis-out rush of the runway−but a stride, slow and focused. 

Men leaped and I let myself caught. . . . (36) 

. . . 그녀가 같이 꿰맨 그 조각들: 개인적인 매력, 흥미롭고 심지어 창조적인 직업

에서의 통제력, 성적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강렬한 어떤 감정으로부터

도 그녀를 보호해 주는 방패, 그것이 분노이든, 당혹감이든, 혹은 사랑이든.  . . . 

. . . The pieces of it that she had stitched together: personal glamour, 

control in an exciting even creative profession, sexual freedom and most of 

all a shield that protected her from any overly intense, be it rage, 

embarrassment, or love. . . . (79)

텍스트 속에서 “몸의 반복된 양식화(stylization)”(Butler 43)는 브라이드의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재규정되고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행위이다. 브라이드

는 어린 시절의 룰라 앤 브라이드웰이라는 이름을 벗어 던지고 그녀 자신을 “브

라이드”로 다시 명명하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보석도 착용하지 않으며 단지 

흰 의복만을 착용하기로 결정하여 자신의 몸을 다시 체계화한다.

브라이드는 남성 성정체성에 대한 대립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못생긴 흑인 여

자애”로서의 어린 시절 정체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녀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브라이드는 “검둥이 여자애가 되지 않는 것이”(57) 그녀가 바랐던 모든 것이며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짙은 흑색의 미인”(57)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

의 변신의 결과, 브라이드는 어린 시절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감지하곤 했던 

“혐오가 담긴 눈길”(34)과 다른 “흠모의 표정”(34)을 읽을 수 있다. 

브라이드의 피부색에 대한 재의미화와 관련하여, 그녀의 의복은 피부색과 반

대되는 강렬한 인상을 제공함으로써 브라이드의 “몸에 대한 환유”(Brooks 45)

의 역할을 한다. 흰색이라는 색깔을 선택한 것은 이미 의미론적으로 이 소설의 



몸, 트라우마, 그리고 내러티브: 토니 모리슨의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   77

첫 장에서 유발된 컬러리즘(colorism)과 연결되어있다. 텍스트는 특히, 브라이드

의 외모에 대한 제리의 코멘트를 통하여 요점은 그녀의 피부색을 감추는 것이 아

니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브라이드는 피부색의 타

자성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컬러리즘의 기호 체제 내에서 바람

직하지 못한 특질이라고 인식한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변형시키는데 성공한다.

거절된 소녀에서 바람직한 여성으로의 변화에 있어 그녀의 친구이자 상담자인 

제리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다. 그는 브라이드를 바림직하고 매력적인 미묘함

으로 포장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비자 카니발리즘(consumer cannibalism)”을 

이끌어낸다(Henderson 4). 제리는 브라이드의 피부색에 대해 “허시 시럽”(33)

과 같은 색이라고 하며 그녀의 피부색을 강조하기위해 흰색 옷으로만 입도록 충

고한다.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마다 휘핑크림과 초콜릿 수플레를 생각하게 될 거

야.”라고 말하는 그의 주된 주장은 “블랙은 팔린다. 문명사회에서 가장 핫한 상

품이다”(36)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눈 속의 흑표범”(34), 즉, 위험한 아름

다움을 가진 검은 색의 인물로 바꾸었다. 제리의 담화의 논리는 “타자성의 상품

화”(hooks, Black 21)와 성적인 영역 내에서 인종의 경계를 벗어나고자하는 의지

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Martin-Salvan 613). 내레이터로서의 브라이드가 그

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놀라워하면서도 굶주린”(32) 눈길로 바라본다고 전

하는데 이것은 제리의 논리가 브라이드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녀의 성인의 정체성은 대부분 시각적인 측면에서 묘사되는데 이것은 남성의 

시선에 의해 지배받는 절시증의 사회에 그녀가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남성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시각적인 것을 강조하며 브라이드의 몸은 “언제

나 공적이며 항상 노출되어” 있고(Henderson 3) 하나의 구경거리로 두드러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의 검은 색의 여성적인 몸은 전시된 신비로운 이방인으로 보

이며 타자로부터의 거리를 정립한다. 또한, 그녀가 흰색 옷만을 입어야한다고 제리

가 주장하는 것은 그녀의 자기 형성의 이미지에 의미를 한층 더한다. 그것은 마치 

접촉,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그녀의 흰 옷에 흔적을 남겨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듯

이 일종의 상징적 장벽을 그녀 주변에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의 

비참한 어린 시절 정체성의 역전은 트라우마의 해결이나 극복이라기보다는 트라우

마로 인해 그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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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텍스트 속에서 룰라 앤에서 브라이드로의 신체적인 변형은 끝이 아니며 이야

기의 시작이다. 브라이드는 그녀의 남자친구 부커와의 불화이후에 그녀의 정서

적인 붕괴에 의해 유발되어, “인종적 자아발견의 프로젝트”(Duvall 326)에 들어

간 것처럼 보인다. 브라이드에게 그녀 스스로 만든 심미적 정체성은 이전세대의 

흑인여성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인종차별이 없는(post-racial) 욕망의 대상이 됨

으로써 인종적 증오를 극복하고자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은 브라이드가 부커에 의해 버림받고 난 후 일어난 몸의 변형과 부상을 통

하여서 의문이 제기된다.

브라이드를 유기한 부커의 결정은 처음에는 브라이드의 관점에서 불가해한 행

위로 이야기된다. 그녀는 가능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스

럽지 않다. 몇 페이지가 지나서야 브라이드는 부커가 그녀를 떠나기 전 자신이 

아동 성추행자 소피아 헉슬리(Huxley)를 방문할 것이라 말한 사실을 밝히며 이

것과 부커의 유기가 연관이 있음을 알린다. 부커는 소피아 헉슬리가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브라이드가 소피아를 찾아갈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아동 성추행 

자에 관해 그녀가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부 사실은 브라이드와 그가 다시 대면하는 텍스트의 후

반부에 이르러서야 부커에 의해 확인된다. 부커는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착

한 남자”(118)로 알려진 아동 성 추행범이 자신의 형을 포함하여 여섯 명의 소년

을 학대하고 죽인 사건이 일어난 후 평생을 그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

한다. 분노에 찬 그는 브라이드를 향해 “네가 용서하고자하는 그 사람 같은 변태 

범죄자에 의해”(154) 형이 살해되었다고 소리친다. 이것은 그의 형에 대한 그 자

신의 트라우마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이드를 떠나고자 내린 그의 결

정은 소아성애(pedophilia)의 범죄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경험에 대해 그녀가 용

서를 한다고 생각한 그가 그녀를 거절하는 것이다. 

부커가 떠날 때 브라이드에게, “넌 내가 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You not 

the woman I want)”(9)라고 한 말은, 그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

다. 이 말에 “나도 아니야(neither am I)”(8)라고 말하면서 동의한다. 통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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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한 대답으로 브라이드는 그녀 스스로 만든 정체성과 그녀 자신의 불일치

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나 역시 내가 원하는 여성이 아니야 (I am 

not the woman I want either)”라는 뜻일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주관성의 분열

에 대한 최초의 표시로 보이며 결국 그녀는 그녀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의 불화의 영향으로 브라이드가 분리하여 버려둔 어린 

시절 정체성에 대해 다시 숙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브라이드와 부커의 불화는 텍스트의 플롯을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탐색

으로 만든다. 이 구조는 플롯의 진전이 두 가지 차원의 시간을 따라 가게 만든다. 

직선의 시간 속에서 부커가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들, 즉 브라이드의 개인적

인 위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두 번째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브라이드의 성인 

자아 아래에 숨겨지거나 매장된 어린 시절 정체성에 관한 양상들이 펼쳐진다. 브

라이드의 몸은 이 탐색의 징후와 흔적이 새겨지게 될 장소가 될 것이다

(Martin-Salvan 614). 브라이드의 몸은 극적인 물리적 변형의 주체가 되고 이러한 

변형은 브라이드가 그녀의 몸을 통해 구축해온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

브라이드의 몸이 경험한 주된 변화는 몸이 명백히 사춘기 이전으로 퇴화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부커가 자신을 떠났음을 이야기하는 텍스트의 초반에서 바로 

기술된다. 브라이드는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 내가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아”(8) 라고 하며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걱정한다. “마술적 사실주의”의 

요소로 보이는(Ulin) 이러한 브라이드의 몸의 외관상의 변화는 그녀자신만이 인

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브라이드 외에 부커의 고모인 퀸(Queen)만이 “너는 먹지 

못한 채 발견된 너구리같구나.”(144) 라고 말하며 브라이드의 성인의 아름다움

이 사라졌음을 언급한다. 퀸은 소설 속에서 브라이드의 아름다움의 상품화에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다. 브라이드는 퀸의 이러한 말에 

대해 “모든 칭찬의 어휘를 한방에 없애버린”(144) 여성이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퀸은 효과적으로 브라이드의 신체적 퇴보가 상기시킨 과거 자아의 이

미지를 불러낸다. 그리하여 브라이드는 다시 “엄마 집에 살던 못생기고 지나치게 

검은 어린 여자애”(144)가 된다.

브라이드의 몸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상들은 내레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늘어난

다. 처음에 있었던 변화는 음부의 체모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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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 살 때 소피아 헉슬리에 대해 중언을 한 재판 후에 뚫은 그녀의 귓불의 구멍들

이 없어진다. 스위트니스는 브라이드가 증언한 일에 대해 귀걸이를 선물로 주었

다. 이 이상한 일에 대해 그녀가 사용한 용어들은, “순결한 귓불”(51), “아기의 

엄지처럼 부드러운”(51)과 같이,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로의 신체의 복귀와 성

(sexuality)의 부재에 대한 언급이 혼합되어있다. 브라이드의 어린 시절로의 회

귀에 대한 세 번째 징후는 그녀의 몸무게가 줄어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부신 가슴”(95)이 사라지고 생리가 중단된다. 자신의 몸의 변화를 병의 증상

으로서 혹은 망상의 영향으로 간주하던 브라이드의 인식에 동요가 생긴다. 하지

만 브라이드는 점차 명백히 텍스트가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가능성, 즉, “그녀가 

작은 흑인 여자애로 변하고 있다는 무서운 의심을”(97) 떨쳐 내려 한다.

상징적으로 텍스트는 레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브라이드가 다시 룰라 앤이 된다

는 아이디어와 이 징후들의 연관성을 확립한다. 레인은 매춘부인 그녀의 엄마와 

엄마의 남자 손님들에 의해 심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희생자로, 백

인 히피 부부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 레인은 브라이드의 변형이 완성되는 그 순간 

정확히 그녀의 인생에 나타난다. 브라이드가 레인의 옷을 빌려 입는 것은 브라이

드의 신체적 변형 과정을 요약하는 메타포로 작용한다(Martin-Salvan 615). 

내러티브는 사춘기 전으로 브라이드가 퇴보한 사실과 부커가 자신을 유기한 

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정립한다. 브라이드가 그녀의 내레이션을 막 시작할 때 

그 두 가지를 연결한다. 그녀는 자신의 몸의 변화가 “‘넌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

니야’라고 그가 말한 후”(8) 일어났다고 밝힌다. 그리고 브라이드는 “내 몸의 변

화는 단지 그가 떠난 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가 떠났기 때문이야”(94) 라며 두 

가지 사건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정립한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연인과의 

불화에 의해 유발된 정체성의 위기 안에 명백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신체적인 변

형을 자리 잡게 한다. 그리하여 브라이드에게 유기된 어린 소녀와 같은 이미지를 

부여한다.

또한, 브라이드의 성인으로서의 신체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그녀가 이야기

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공격과 사고에서도 보이는데 이러한 재난은 브라이드가 

경험하는 신체적 변형의 두 번째 근원을 구성한다. 부커가 떠나고 브라이드의 궤

적(trajectory)은 그녀의 몸이 반복해서 다치는 일련의 재난이 된다. 브라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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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되는 여러 사건은, 완벽한 문화적이고 성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녀의 

온전한 몸을 다치게 하고 그녀의 성인 정체성의 붕괴를 명시한다. 그녀의 몸은 

자신의 허약함에 대한 방어 장치로서 구축되었는데, 이제 지속적인 변형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녀는 소피아 헉슬리에게 구타를 당하고, 부커를 찾는 도중에 자

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며, 화해를 하기 전 부커와의 싸움에서 그에게 맞는다.

그녀 스스로가 만든 정체성을 묘사할 때 브라이드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허

약함과 연결하여 새로운 정체성이 그녀에게 난공불락(invulnerability)의 감각을 

제공하였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어떤 과도한 감정에도 그녀를 보호한 방패”(79)

라고 묘사한다. 브라이드가 스스로 만든 난공불락의 감각은 소피아 헉슬리를 방

문한 동안에 그녀가 보인 태도를 설명하는 언어에서 드러난다. 브라이드는 “권위

적이고 강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는”(19) 자세로 문을 두드리고 브라이드는 “그

녀를 밀치고 지나쳐”(19) 소피아의 방으로 들어간다. “치명적으로 높은 힐과 위

험하게 뾰족한 앞 코를 가진”(19) 그녀의 신발과 같은 신체적 외관 역시 동일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소피아를 불안하고 순종적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

를 이룬다. 소피아는 “입술이 덜덜거리고”(16) 목소리가 “떨리며”(19) “기계적

인 순종에 길들여진 사람의 겸손한 목소리”(19)로 브라이드에 대응한다. 이러한 

코멘트는 “숙녀 괴물”(14) 혹은 “더러운 변태”(16)와 같은 소피아의 과거 이미

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브라이드와 소피아는 각각 권위와 복종의 

인물로서 그들의 역할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Martin-Salvin 616).

소피아의 공격은 브라이드가 과거 재판에서 증언한 룰라 앤 브라이드웰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마자 바로 발생한다. 내러티브는 브라이드가 왜 소피아 

헉슬리를 찾아갔으며 왜 소피아 헉슬리가 브라이드를 그처럼 공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드러내지 않은 채 독자가 이야기를 짜 맞추어가도록 정보를 흘리

며 긴장을 증가시킨다. 브라이드는 자신의 말을 끝내지 못하고 텍스트의 그 다음

의 내용은 그녀가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고 할 때의 그녀의 부상당한 몸에 대한 

묘사이다. 브라이드의 과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브라이드가 소피아의 문 앞에

서 그녀의 외관으로 만들어내어 과시한 권위를 역전시킨다. 다시 룰라 앤은 “숙

녀 괴물”의 신체적인 힘에 의해 위협받는 허약한 아이가 된다.

소피아의 공격에 대한 브라이드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녀는 그녀가 경험한 신



82 박  귀  숙

체적인 고통보다는 직업적 성공을 나타내는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에 가해질 상징

적인 손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그 사건이 그녀가 작업해온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캠페인에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911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

는다. 소피아의 공격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러한 왜곡 기제(deflection 

mechanism)는 다음 장에서도 나타난다. 브라이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

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브룩클린이 브라이드에게 강간이 시도되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둔다. 이렇게 하여 브라이드는 그녀와 소피아의 연관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게 만든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가부장적 문화 아래에

서 자신과 같은 젊은 여성이 설명하기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으로 안착

시키려한다. 그리하여, 마치 강간의 이야기가 실제 진실보다는 더 구미에 맞는 이

야기인 것처럼 보이며, 강간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소피아에게 폭행당한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소피아와의 대면과 같은 브라이드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사건에서 내러티브는 

브라이드의 신체적인 피해를 강조하며 전경화 한다. 흥미롭게도 브라이드의 초

점은 부상이 유발하는 고통이 아니라 명백한 가시성(visibility)을 가진, 부상으로 

인한 상처 그 자체이다. 텍스트는 “생간을 밀어 넣은 것 같은”(21) 입, “벗겨

진”(21) 얼굴피부, “뼈의 금이 가는 소리”(32)와 같은 다친 신체부위에 대한 언

급으로 가득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브라이드가 허약한 환자가 

되어 누군가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회복의 과정으로 귀결된다. 브라이드는 처음

에, 브루클린에 의해 간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녀의 자동차가 나무와 충돌한 

후 그녀를 차에서 구한 백인 부부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커에 의해 

간호를 받는다. 내러티브는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몸이 어떻게 천천히 그 평상시의 

형태로 회복되는가를 강조한다. 

브라이드에 의해 경험하는 신체적인 부상으로 인해 그녀의 신체적인 정체성에 

그녀가 가진 난공불락의 감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회복

의 과정에서 브라이드가 타자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 자

동차 사고가 난 후 브라이드는 그를 구해주려는 스티브(Steve)를 폭력의 가해자

로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강간이나 살인을 시도하는 것으로 오인한다. 

그녀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스티브와 그의 아내 에벌린(Evelyn)에 의해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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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을 받는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브라이드는 그녀가 잃어버린 난공불락의 

감각과 타자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의존 사이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찾고자 한다. 

처음에 그녀는 “계속 울고 까다롭게 굴고, 철없이”(90) 행동하며 “다른 이들의 

도움을 우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90). 내레이터는 반복해서 스티브와 에벌

린이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 애쓰

고”(90)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반대로, 그들의 행동과 이타심을 브라이

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준다. 에벌린과 스티브의 집에서 브라이드

는 돌봄을 받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가 주장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

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기에 브라이드에게 떠오르는 엄마의 

기억은 매우 폭로적으로 보인다. 에벌린과 레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브라이드는 엄마인 “스위트니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문 뒤에 숨어있는 작은 

룰라 앤”(87)을 회상한다.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난 나약해진 브라이드의 정신적

인 과정은 그녀의 현재의 상태와 엄마의 손길에 대한 그녀의 갈망을 연결한다.

브라이드가 부커와 다시 대면했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를 공격

한다. 브라이드는 “할 수 있는 한 세게 부커의 뺨을” 때렸고 그도 “그녀를 넘어

뜨릴 만큼만 되받아 쳤다”(152). 텍스트 속에서 분출하는 이 마지막 폭력은 앞서

서 만들어진 패턴에 대한 반복과 변화를 보여준다. 브라이드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만 그녀는 또한 부커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다. 이것은 권위와 복종, 힘

이 있고 없음으로 나뉘기보다는 힘이 동등한 상황이다. 부커와의 싸움 후에 브라

이드는 잠이 드는데 깨어나면서 새로운 갱신의 느낌을 가진다. 그녀가 자는 동안 

부커는 그의 고모 퀸의 도움으로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죽은 형에 대한 외상적 

의존을 헤쳐 극복해 나갈 준비를 한다. 이후 퀸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퀸이 다

치고 부커와 브라이드가 퀸을 간호하게 된다. 모리슨은 부커와 브라이드가 자신

들이 아니라 퀸에게 관심과 돌봄을 행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이 순간에 그 커

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가 아니

라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진정한 커플”(167)이 된다. 지금까지 

브라이드에게 이용 가능한 선택은 피해자가 되거나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었

다면, 텍스트는 여기서 그녀 자신이 돌봄의 제공자가 되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트

라우마에서 브라이드가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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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브라이드가 경험한 반복적인 신체적인 부

상은 그녀의 정체성의 허약함에 대한 징후로서 작용한다. 그녀 자신이 만든 정체

성은 타자들에 의해 생긴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진정으로 보호하지도 분

리시키지도 않는다. 신체적인 상해와 회복에 대한 반복적인 내러티브 패턴은 결

과적으로 텍스트 속에 드러난 브라이드의 트라우마에 대한 상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이 소설을 읽은 많은 비평가들은 반복적으로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끌어내어 소

설의 주제적 핵심으로서 그것을 지적한다(Katutani; Muyumba; Lopez Ramirez 

116; Ma and Liu 20).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심리학적 논리가, 플롯상의 모든 별개의 사건들을 ‘폭로’라는 하나의 단일한 패

턴으로 연결하여, 텍스트에 내러티브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스위

트니스와의 관계, 성인으로서의 성공, 소피아 헉슬리와의 연관, 사춘기 이전으로

의 복귀, 몸에 대한 반복적인 손상, 레인과의 대면, 부커와의 불화와 나중의 화

해, 모든 이러한 브라이드와 관련한 내러티브 사건들은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형

성된 내러티브 구조 속에 모이게 된다. 브라이드의 몸은 “기표들의 기표” 

(Brooks 48)로서 텍스트 속에서 작용하고 몸에 각인되는 표식을 통하여 내러티

브 플롯을 폭로의 과정으로 만든다.

트라우마는 브라이드가 그녀의 엄마에게서 감지한 애정의 부족과 관련된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플롯 상에서 텍스트의 핵심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

러난다. 트라우마를 발생하는 원 사건은 텍스트의 매우 초반부에서 정립된다. 먼

저 첫 장에서 스위트니스가 자신의 딸을 거절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신

체적인 접촉을 피하는 엄마에 대한 브라이드의 기억을 통하여 나타난다. 

. . . 스위트니스가 나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난 알고 있었

어. 난 알 수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목욕시켜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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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혐오가 가득했어. . . . 나는 그저 그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뺨을 맞거나 엉덩이

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어. 내가 일부러 작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스위트니스

는 그녀가 싫어하는 피부를 만지지 않고 나를 벌주는 방법이 있었어−저녁밥 없이 

재우기, 내 방에 가두기−하지만 최악은 나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 . . .

. . . I always knew she didn’t like touching me. I could tell. Distaste was all 

over her face when I was little and she had to bathe me. . . . I used to pray 

she would slap my face or spank me just to feel her touch. I made little 

mistakes deliberately, but she had ways to punish me without touching the 

skin she hated−bed without supper, lock me in my room−but her 

screaming at me was the worst. . . . (31)

이러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명시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작품 속의 모

든 후속하는 사건들을 조정하고 결과적으로 브라이드의 성인으로서의 행동의 궤

도를 결정한다.

그녀가 스스로 “눈 속의 표범”, 즉 절시증 사회의 욕망의 대상이 된 것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녀가 경험한 거절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명백히 작용하지만 또한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가 접촉과 동일시한 욕망과 사랑의 시각적인 영역 속으로 

편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성인 정체성을 통해 힘든 어린 

시절을 극복한 것처럼 제시되지만 부커와의 불화는 트라우마를 촉발하는 사건으

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텍스트 속에서 브라이드의 개인적인 위기의 기원이자 원

인으로 두드러진다.

브라이드가 경험한 신체적인 변형은 그녀의 몸 자체와 관련된 트라우마의 영

향을 덮고 드러내는 과정들과 관련될 수 있다. 어린 시절로 그녀의 신체적인 퇴

보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유기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의 신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내러티브가 이 과정을 묘사하는 방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눈 속의 

표범”으로서 성인정체성을 체계화하여 브라이드가 성취한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

되고 그녀가 사랑받길 원하던 성인에 의해 거절되어 “못생긴 어린 소녀”처럼 느

낀 그녀가 말 그대로 룰라 앤이 다시 되어버린 그 방식이다. 

브라이드의 되풀이 되는 불운은 그녀가 신체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고 난 후에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뒤따르는 시나리오의 재연으로서 그녀의 트라우마에 동



86 박  귀  숙

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신체적인 손상의 그러한 예들은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갈망의 메아리로서 작용한다. 브라이드가 소피아 헉슬리에게 공격을 받은 

일과 연관하여, 그녀는 스위트니스의 폭력적 손길을 느낀 일을 회상한다. 과거에 

그녀가 생리혈로 침대 시트를 더럽혔을 때 스위트니스가 그녀를 때렸고 이로 인

해 브라이드는 만족감을 느낀다. 앞서서 브라이드는 엄마의 손길에 대한 그녀의 

갈망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그녀가 유도했음을 고백하였다. 

엄마와의 신체적인 접촉으로부터 파생된 유일한 즐거움은 이 폭력적인 경우들에

서 나온다. 

다른 아이들을 추행한 소피아에 관한 이야기는 브라이드의 모성적 사랑에 대

한 갈망이 어떻게 왜곡되어 표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브라이드는 어

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고한 소피아 헉슬리를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라고 법

정에서 증언한다. 성인이 되어 브라이드는 이 여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기 위해 

최근 가석방된 그녀를 만나러 간 것이다. 브라이드의 증언이 아동 성추행에 대해 

소피아의 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그 재판에 대한 브라이드의 기억은 그녀의 

엄마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관심에 집중되어있고 그 기억들은 주로 촉각적 

애정 표현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있다. 처음에 그녀는 재판에 관련된 법정대리인

이 자신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들은 “아무도 나를 껴안지 않

았고 나를 향해 미소만 보였다”(30)고 브라이드는 이야기한다. 다른 아이들을 대

할 때와 다른 그녀에 대한 그들의 행동은 그녀의 엄마가 그녀와의 물리적 접촉에 

대해 보여준 것과 동일한 혐오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의 증언이후에 시각적인 

인정의 징후인 웃음은 촉각적인 것으로 바뀐다. 재판 중에 그녀는 모든 엄마들이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그리고 실제로 두 명은 그녀를 “만지고 안았다”(31)고 회

상한다. 스위트니스도 먼저 그녀에게 미소 짓고 그녀의 “손을 잡고”(31) 애정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재판 후에 스위트니스는 일종의 엄마 같았다”(32)라는 브

라이드의 말에 의해, 그녀와 엄마와의 관계가 모성애의 일반적인 사회적 표현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유일한 순간이다.

룰라 앤이 소피아 헉슬리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증언하여 발생한 결과는 엄마

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기 위해 룰라 앤이 열렬히 소망한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

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녀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동일한 방어기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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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라이드에게 일어나는 반복된 신체

적인 손상과 그 이후의 다른 이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 회복의 예시들은 브라이드 

스스로 그녀가 갈망한 보호와 애정을 생산하는 희생자가 되는 최초의 상황에 대

한 재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브라이드의 실제적 트라우마 극복은 브라이드가 부커와 다시 대면한 후에 부

커에게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할 때 극화된다. 모리슨은 텍스트의 폭로적 구

조를 통해 브라이드의 고백을 그녀의 행적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 

행위로서 체계화한다. 그들의 이전 관계에서 고백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

면, 브라이드는 부커에 관해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수수께끼 같

은 남자”(11)라고 하는데 반해, 마치 자신의 트라우마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

럼 그녀가 그녀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음”(11)을 반복해서 언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싸움 후에 독자들은 

그녀가 그녀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을 발

견한다. 브라이드와 부커의 싸움은 그녀의 트라우마의 본질을 드러낸다. 

“난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다고! 그 여자는 죄가 없었어. 나는 그 여자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도왔지만 그 여잔 그럴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 난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나를 죽도록 때렸고 나는 맞아 마땅했어.” . . .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내 손을 잡도록 하려고!” . . .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눈으로 나를 보게 하려고, 한번만.”

  

“I lied! I lied! She was innocent. I helped convict her but she didn’t do any 

of that. I wanted to make amends but she beat the crap out of me and I 

deserved it.” . . .

“So my mother would hold my hand!” . . .

“And look at me with proud eyes, for once.” (153)

브라이드의 고백은 소피아에 대한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그

녀가 지키고 있었던 비밀, 즉 소피아의 일어나지 않은 성추행과 자신이 바라던 

결과인 엄마의 애정 표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 고백은 재판

에서 브라이드의 증언이 그녀의 엄마의 손길에 대한 갈망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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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모리슨은 브라이드에게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는가를 지적하면서, 내러티브 전체의 구

조가 브라이드의 몸 주위를 회전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커와 그녀가 다시 재회하고 화해하는 데 수반된 신체적인 

접촉은 단순히 연인들의 싸움의 관습적인 해결이 아니라 브라이드가 마침내 그녀

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 그녀의 고백의 보상적 본질은 텍스트 

속에서 매우 명료하게 전달된다. 그녀는 “룰라 앤의 죄를 고백 하고 새로 태어난 

기분”(162)이며 “엄마의 경멸과 아버지의 유기를 억지로 잊으려 할”(162)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부커는 “그녀가 평생을 갈망했던 그 손을, 가지기 위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손을, 믿음과 돌봄의 손을” (175) 내민다. 이처럼, 모리슨은 텍스

트를 통하여 과거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극복

하고 자아를 성취한 인물들을 축하하고 있다.

V

모리슨의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는 주인공 브라이드가 보여주는 탐색의 

내러티브이다. 텍스트를 통하여 브라이드는 자신이 만든 성인의 정체성에 의문

을 던지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야기의 과정에서 브라이드

의 몸은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특권을 가진 장소로서 텍스트의 전경에 배치

된다. 그녀의 몸에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증상

들로 나타난다. 브라이드의 몸에 일어나는 설명되지 않는 변형들은 그녀가 만든 

정체성의 위기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그녀가 간직한 비밀과 트라우마를 드러내

는 텍스트의 폭로적 내러티브 구조가 완성된다. 

텍스트의 결말에서 브라이드가 부커와의 관계를 회복되자, 어린 시절로의 그녀

의 퇴보는 역전된다. 그녀의 몸은 다시 여성적 성숙함을 가진 몸으로 복귀하고 그 

후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된다. 모리슨은 퀸에 대한 부커와 브라이드의 상호 돌봄을 

이용하여, 브라이드를 과거의 “자아사랑”(133)에 초점을 둔 자기중심적인 존재라

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에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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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커와 함께 하게 된 브라이드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삶을 긍정하는 양육

자”(hooks, Feminist 135)로서의 아프리카계 여성이라는 모성애 중심의 낭만적 

여성 정체성에 순응하며 내러티브의 명백한 ‘해피엔딩’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그러나 텍스트의 마지막 장에서 스위트니스는 내레이터로서 등장하여 미래에 

대해 낙관하며 임신에 기뻐하는 딸에게 경고한다. 모리슨은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 삼 인칭 내레이터와 함께 텍스트를 통해 산재된 여러 내레이터를 능

숙하고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 속의 인물들은 그들 자신들의 명확한 목

소리로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의 마지막이 스위트니스

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플롯의 관습적인 결말에 도전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브라이드와 부커가 미래에 부모가 되어,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초월한다고 앞선 장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그래서 가족의 애정에 대

한 그들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었다면, 스위트니스의 마지막 말은, 

부모로서 그들이 그녀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조건들에 종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스위트니스는 브라이드에게 브라이드가 “부모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지”(178)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178) 알게 될 것이라 말한다. 텍스트 

속의 스위트니스의 마지막 개입, 즉 모성이 수반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냉소적인 

예언은 브라이드에 대한 충고로 보인다. 스위트니스는 그녀와 브라이드가 형성

한 관계가 브라이드와 그녀의 아이 사이의 미래의 관계 속으로 투영될 것임을 경

고하고 있다. 모리슨은 폭로적 내러티브구조 속에서, 스위트니스의 권위 있는 마

지막 일격을 통하여 맛 물려 있는 정신적 외상의 반향들이 실제로 세대를 가로질

러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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