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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theme changed compared to his early novels, focusing 

on the novel J. M. Coetzee’s Diary of a Bad Year. Coetzee’s novels have changed dramatically by being 

boldly out of its past form and themes that have been shaped in the past through later novels and using 

new issues in a new form. Among them, it is Diary of a Bad Year that is at the center of change. This 

article is about how the novels of South African diaspora writer is turning to new forms and themes is 

related to spatial migration and how this fact applies in Diary of a Bad Year. In this discussion, it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issue to study what changes Coetzee, who has embodied the issue of 

racism and ethics, is attempting to make in his novel after moving to Australia.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writer reflects those themes to this novel by crossing public writing and private writing, 

and summarize the effects of migration of autobiographical space on narrative. (Kwang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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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폭력적인 역사와 과도기의 불안한 현실, 그리고 

암담한 미래의 남아공 사회를 담아내던 작가 쿳시(J. M. Coetzee, 1940~ )는 

2002년 모국을 떠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했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자신의 모국을 그토록 강력하게 다뤄 오던 작가가 왜 짐을 싸서 떠났

는가? 2002년의 이민과 호주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조국에 대한 배반이었는가, 

아니면 새 정부가 그의 가장 중요한 소설 중 하나를 문제 삼아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는가?”라는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남아공 태생의 

쿳시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에들레이드에 산다”라는 사실을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했다(Donadio “Out of South Africa”). 작가가 조국을 뒤로 하고 이민을 감

행한 것과 관련한 숱한 추정들 중 유력한 것으로 회자되는 것은 그의 저작에 대

한 남아공 집권당과 독자들의 집단적이고도 획일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그와 관

련된 소설이 바로 �추락�(Disgrace)이다. 쿳시에게 세계 최초의 부커상 2회 수

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이 소설이 인종과 윤리문제를 얘기하는 백인의 목소리

가 과연 타당한지를 오래토록 문제 삼던 모국에서는 흑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작품으로 뒤바뀌면서 그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쿳시는 남아공의 식민주의적 리얼리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제3세계 문학의 편협성을 벗어나고자 

했던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가령, 그는 인종주의의 모순과 윤리의 문제를 거론

하면서도 백인/가해자, 흑인/피해자라는 해석을 경계하면서 물리적 차별보다는 

비백인과는 다른 인종적 처지에 놓인 백인의 삶을 부각시켜 인종적 죄의식과 짐,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한 딜레마를 쟁점화 했다. 바로 이러한 작가의 입장은 이중

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아파르트헤이트의 가혹함을 경험한 흑백 모두에게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이분법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작가에게 정작 남아공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며 ‘인종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것은 정치적, 인종적으로 불안정한 남아공 정국이 백인작가의 균형적

인 글쓰기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해자/피해자로 이분

화 된 인종적 구도에서 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백인이라면 폭력의 주체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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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국가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쿳시는 이분화 된 문학적 풍토를 뒤로 한 채 남아공을 떠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 “나는 애들레이드를 처음 보았을 때 그곳 자체의 아름다움과 사

람들의 자유롭고 관대한 정신에 매료되었다. 이 도시의 은총 때문에 이곳을 나의 

고향이라고 부를 영예를 얻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고만 했을 뿐 난무한 추측들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

기에서 자신의 고향을 남아공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며 ‘영예’라는 단어

를 선택한 그에게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인작가로서 지녀야했을 인종적 딜레마

의 무게가 전달된다. 말하자면, 비백인에게 물리적인 차별과 박해가 고난이었다

면, 쿳시에게도 그러한 인종적 현실이 가져다 준 “백인이 되는 것의 짐”(Head 

13)이 버거웠을 것이며 그러므로 백인이라면 인종차별 가담자나 방조자로 동일

시되던 남아공 사회의 관행으로부터 그 역시 자유롭고 싶었을 것이다.1 따라서 

그의 바람은 역사적, 인종적 책임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그러한 당위적인 ‘짐’으

로 인해 문학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 축소되기를 거부하는 차원과 관련된다. 이것

은 가시적인 폭력과 박해 때문에 남아공을 떠났던 많은 비백인 작가의 이주와 쿳

시의 이주가 어떻게 그 성격이 다른지를 구분시켜 주는 지점이다. 

쿳시의 이주와 관련한 일련의 배경을 언급한 것은 남아공을 떠난 이후에 발표

한 그의 소설들이 자전적인 공간의 이동을 반영하듯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어조를 

띠고 있어서이다. ‘후기소설’,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3부작’이라 불리는 �엘리자

베스 코스텔로�(Elizabeth Costello, 2003), �슬로우 맨�(Slow Man, 2005), �어

느 운 나쁜 해의 일기�(A Diary of a Bad Year, 2007)는 그 사례가 되는 소설로

서 작가의 이주만큼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쿳

시의 밀레니엄 이후의 책들은 심지어 그의 작품들을 항상 특징지어 온 포스트모

던, 메타픽션의 전략을 넘어서고 소설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혼돈을 주는 작품

들로 독자들과 비평가들을 당황시키면서, 놀라울 정도로 내향적인 방향” 

  1 쿳시의 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추락�을 둘러싼 논쟁으로만 연

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또 다른 자료에는 쿳시가 1995년부터 정기적으로 애들레이드

를 방문했으며 1995년부터 이민국과 접촉했고 1999년에 정식으로 이민신청서를 접수했고 그의 이

민은 �추락�과 관련된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 것이었다(Kannemeyer 535-539)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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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enberg 49)을 취한다.  

이처럼 그는 후기소설들을 통해 과거의 틀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이슈

를 새로운 형식으로 구사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쿳시의 소설 중 가장 실험적인 소설”(왕은철 255)이 바로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이다. 소설이지만 일기와 에세이 형식이 융합되어 더욱 낯설어진 “쿳

시의 논픽션적이면서 반픽션적인(semi-fictional) 글쓰기는 개인의 삶과 문화에

서의 문학의 위치에 대한 논의에 상당히 기여”(Attridge ix)한다고 평가받았다. 

그런데 낯선 기법은 그를 가리켜 “같은 이슈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18) 작

가라는 미켈라 카네파리 라빕(Michela Canepari-Labib)의 정의에 기초해 달리 

해석하면, 이제 그는 이 소설로 ‘다른 이슈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작가임을 

증명한다.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전기소설의 작가와 동일한지가 거론될 만큼 예기

치 못한 형식과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소설에 드러난 과감한 시도는 과거의 남

아공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작가에게 제약으로 작용했음을 반증하는 역할을 한

다. 그만큼 자전적인 공간의 이동은 작가에게 변화의 축임을 텍스트에 여실히 담

아낸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공적인 주제가 전개되면서도 개인에 관한 주제로 선

회하고 그 과정에서 내적인 심리에 보다 치중된 부분에서 과거 소설과의 차이가 

명시된다. 이로써 쿳시의 이주는 작가에게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면

서 또 다른 글쓰기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토대임을 알 수 있다.   

쿳시는 이 소설에서 남아공의 정치, 역사와 멀어지려는 속성을 보임에도 불구

하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정치, 역사적 사안들에 끊임없이 접근하면서 남아공

의 상황을 중첩시키는 서사전략을 보인다. 즉, 그는 모국과 멀어지면서 모국을 

객관화하려는 심리와 세계의 문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문학적 자양분인 모국에 

다시 접근하려는 상반된 감정들을 교차시킨다. 이는 남아공 출신의 이민자 주인

공 세뇨르(Señor C)2의 내면에 자신이 떠나온 모국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과 가

까워지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형상화 된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심리는 

쿳시의 심리와 중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공간적으로는 남아

공을 확연히 떠나 왔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처지에 있다.  

  2 이하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C가 아닌 세뇨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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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국을 떠난 이들의 불완전한 심리를 반영하는 대목으로서 쿳시를 비롯

해 이주/이민/디아스포라의 여정에 들어선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특징이며 이 같은 심리적 딜레마로 전달되는 핵심이 경계에 선 디아스포라인들

의 심리이다. 그러므로 작가와 세뇨르의 이주는 물리적, 육체적으로 이들을 과거

와 모국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심리적으로는 떠난 공간으로 다

시 회귀하도록 한다. 이러한 징후들은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서 명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상

태로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심리적 딜레마는 작가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심점이었던 남아공에서 세계의 정황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근원이 된

다. 이와 같은 주제의 확장은 이 소설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

다. 그는 작가로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을 모국과 관련한 세세한 기억으로 소

환하여 공적인 장으로 옮겨 놓으며 인종주의 사회가 부과한 딜레마를 오스트레

일리아를 통해 이민자가 갖는 소외감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로 전환했기 때문이

다. 

쿳시가 이민을 떠난 후 남아공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한다는 비난이 모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한 비난은 이 소설을 통해 일축될 수 있다. 이 소설이 작

가의 자전적인 글쓰기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불가피하게 남

아공과 연관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특히 독창적인 형식과 주제에 압도되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모국에 관한 묘사들은 전기소설들과 비교해 그에게 어떤 심

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국가에 정착

한 이후에도 남아공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쿳시는 집단적 

죄책감에 대해, 그리고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내재된 불명예에 대해 이야기”하

고 이 과정을 거쳐 모국을 보다 총체적으로 객관화한 점에서이다(Whispering 

Gums “J. M. Coetzee”). 

그런데 쿳시의 소설들은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주 이후의 그를 이주 작가나 디아스포라 작가로 분류하면서 작품을 분석한 경

우는 드문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자발적 디아스포라/

비자발적 디아스포라, 정치적, 인종적 디아스포라의 유형과 연관시켜 그의 이주

를 경계에 처한 이주로 해석하여 후기소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쿳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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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는 자발적인 디아스포라의 한 유형이지만 그것이 �추락�과 관련한 비이성적

인 비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온전히 자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박해나 냉대와는 사뭇 다른, 남아공의 고유

한 인종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서이다. 

더불어 이주와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과거에는 남아공인들의 망명

이나 이주가 혼혈인과 흑인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백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흑백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아프리카를 

떠난 모든 이주/이민자들이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전 지구적 정체성이 형성

되는 과정에 대거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쿳시에게도 해당되며 자신의 이주

를 주제화하는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남아공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쿳시가 새로운 형식

과 주제로 선회하게 된 것이 공간적인 이주와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

안 남아공 출신의 비백인 작가가 형상화 한 대부분의 소설에 인종적 분노와 저항

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면, 백인작가로서 에두르는 방식으로 “식민주의의 만

연한 권력을 심문”(Parry 150)해 오던 쿳시가 이 소설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

는지를 주되게 논의할 것이다. 더불어 테러리즘, 국가주의, 알카에다, 소아성애, 

동물살육, 바이러스, 침략, 경쟁, 망명 등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와 함께 

이민, 이방인, 노년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에 대해 작가가 공적 글쓰기와 사적 

글쓰기를 교차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자전적 공간의 

이주가 서사에 미친 영향들을 정리할 것이다. 

  

II. 실험적인 형식에 내재된 개인과 세계의 문제

소설은 주인공이자 작가인 70대의 세뇨르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있는 

세탁실에서 우연히 만난 30대의 여성 안야(Anya)에게 끌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타이피스트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의 인연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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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는 세뇨르의 비평 에세이와 일기, 그리고 안야의 일기 형식

의 글로 전개되고 세뇨르의 글과 안야의 시선이 얽히면서 소설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비연대기적 구조를 취한다. 즉, 세뇨르의 저술, 두 사람의 일기와 의견 

교환으로 구성된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페이지마다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

되고 나뉜 섹션은 각각 독립적인 서사로 전개된다. 이렇게 전통적인 구조를 탈피

하면서 서사의 일정한 해석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쿳시의 소설은 독립적이면서도 

중첩되는 흐름과 함께 “다성적인 텍스트”(Namadi and Zarrinjooee 35)로서의 

특징을 드러낸다. 

특이하게도 페이지마다 세 개로 나뉜 구조는 “전통적인 소설 읽기를 방해하여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저자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 작용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Isom 8). 소설의 맨 위 부분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세뇨르의 정치 에세이 <강력한 견해들>과 지극히 개인적인 

<두 번째 일기>로, 중간 부분은 세뇨르가 안야를 만난 첫 순간부터 시작된 그녀

를 향한 생각들과 두 사람의 대화들로, 하단은 세뇨르에 대한 안야의 독립적인 

생각과 반응, 그리고 함께 사는 애인 앨런(Allan)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렇게 에세이와 일기, 편지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형식 때문에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설명과 서술, 학문과 허구를 획기적으로 융합”(Isom 7)한 소설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쿳시의 서사는 형식상 세 부분으로 구분되지만 내용상 겹쳐 있다. 서

사의 구조상 독립적이던 세뇨르와 안야의 이야기가 어느새 대화를 하듯 전개되

는 것도 그러한 특징 때문이다. 이 구조는 서로 상관없는 듯 전개되다가도 상호

텍스트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바흐친의 전통적인 대화이론에 대한 이해를 복잡

하게 한다”(Isom7). 내용으로 들어가면, 맨 위를 차지하는 1부의 <강력한 견해

들>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에세이로, 2부의 <두 번째 일기>는 

세뇨르의 사적인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강력한 견해들>은 독일 출판업자의 제안

으로 다양한 국적의 저명한 여섯 작가들이 세계적인 사안들에 관한 저마다의 견

해를 기고형식으로 피력하도록 한 기획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세뇨르는 24개의 

주제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 사회, 역사에 대한 시각을 펼친다. <두 번째 

일기>는 ‘꿈’, ‘에로틱한 삶’, ‘나이를 먹는 것’, ‘작가의 삶’, ‘동정에 관하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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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세뇨르 개인의 반응을 담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쿳시는 세뇨르의 <강력한 견해들>을 통해 ‘국

가의 기원’, ‘아나키즘’, ‘민주주의’, ‘마키아벨리’, ‘조지 부시’, ‘인간의 자유’, ‘침

략’, ‘제논’, ‘의도적인 익명성’, ‘내면으로의 이민’, ‘인간과 바이러스 사이의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파격적으로 배치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난제들을 성찰한다. 세뇨르는 국제사회의 문제와 그 원인들을 미국, 오스트레일

리아, 일본,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의 상황을 예로 분석하고 또 다시 의문을 제

기한다. 주요한 쟁점들을 보자면, 미국이 문명화 된 사회인 척 우쭐해하지만 얼

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유주의적인 백인들로 구성된 

것 같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했는지가 비판의 대

상이다. 또한 일본의 가미카제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척도임에도 불구

하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영웅주의로 포장하지 않았는지를 의문스러워하며 “개

인의 생명을 값싸게 여기는 군사적, 국가적 정신에 심리적으로 빠진”(27)3 서구

가 가미카제에 대해 취하는 모호한 입장 역시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여러 국가의 처지를 들어 주인공은 “명예를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

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같지만,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더럽혀진 손을 갖고 서

지 않아야 하는 문제”(41)라면서 무엇보다도 수치와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멀어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한다. 

세뇨르는 인류사회가 자행한 전쟁, 테러, 제국주의, 인종차별 등과 같은 인간

을 상대로 한 숱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을 상대로 한 인간의 폭력 역시 주

제로 삼으면서 ‘동물의 권리’ 또한 이야기 한다. 14장 ‘동물을 살육하는 것에 관

하여’라는 글에서 그는 육식이 얼마나 폭력에 기반한 행위인지를 말하고자 텔레

비전 요리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 그는 “과일과 채소, 기름과 허브, 양념 사이에 

며칠 전에 고의로 폭력을 이용해 죽인 어떤 동물의 몸에서 잘라 낸 살덩어리가 

놓여 있다, 동물의 살은 인간의 살과 많이 유사해 보인다”(63)면서 먹음직스러운 

요리에 담긴 폭력을 거론한다. 이 글에서 그는 고기요리가 결국은 ‘인간과 종만 

다른 동물의 살’이라면서 그 ‘살’에 폭력이 가해진 결과물이 식탁에 오르는데 어

떻게 동물에 대한 폭력을 상기시키는 요리에 열광하는지를 개탄한다. 이는 동물

  3 이하 본문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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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육을 마치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처럼 행사한 것에 대한 세뇨르의 우려로서 채

식주의자로 알려진 쿳시의 시선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안은 쿳시가 세뇨르의 글을 매개로 

남아공에 관한 이야기를 여전히 비중있는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쿳시의 생

각들이 주인공의 글쓰기를 거쳐 비중있는 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은 작가에게 여

전히 남아공이 구심점임을 보여준다. 가령, 10장 ‘국가적인 수치에 관하여’에서 

세뇨르는 “내가 속하는 남아공 백인들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아마도 그 다

음 세대 또한, 그들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들의 수치심 앞에 고개 숙일 

것”(44)이라면서 과거 백인들의 인종적 과오를 인류의 원죄처럼 무겁게 제시한

다. 쿳시는 그동안 여러 저작들을 통해 자신 역시 그 수치심에 고개 숙여야 하는 

대상임을 부인하지 않았던 만큼 이 소설에서도 남아공 백인들의 인종적 폭력을 

‘국가적인 수치’로 동일시한다. 

또한 20장 ‘침략에 관하여’라는 주제에서 세뇨르는 남아공 백인들이 흑인들의 

약탈과 폭력행위에 불안해하지만 “3세기 전 북서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부족들이나 무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습격(가축에 대한 습격, 여성들에 대한 습격)에 스스로를 

열어 놓았다”(104)면서 흑인들의 약탈에 대비하는 백인들의 우려가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지를 역설한다. 그래서 허먼 위텐버그(Hermann Wittenberg)는 남아공

과 서구백인의 침략행위가 묘사될 때 “수치심과 불명예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 소설의 윤리철학은 개인들 차원에서 급진적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형태의 공적인 성격을 띠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47)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일기>는 앞의 <강력한 견해들>의 공적인 글과는 대조되게 

정치색을 탈피한 세뇨르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두 번째 일기>에서 보

다 유연해진 사고를 보이는 것은 순전히 안야의 제안 덕분이다. 안야가 정치에 

매몰된 그에게 정치 이야기는 접고 주변의 일상에 반응하는 글을 써보라고 조언

한 것이다. 그 결과 정치적인 소재에 갇혀 과격해졌던 세뇨르의 글쓰기는 ‘안야

의 반응에 반응’하면서 공적인 주제에서 사적인 주제로, 정치적 주제에서 일상의 

주제로, 극단적인 글쓰기의 주제에서 타협과 온화함이 스며든 주제로 변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일기>처럼 세뇨르의 개인 이야기로 채워진 두 번째 섹션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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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의 만남, 그녀와의 대화, 그리고 일상에 대한 그의 생각들로 구성된다. 여기

에서 세뇨르의 글인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을 비교해 볼 때, “<강력한 견해들>의 

텍스트가 비개인적이며 에피소드 구조를 취한다면, 일기는 아파트의 공동세탁실

에서 매력적인 젊은 여성과의 우연한 조우에 의해 유발된 관심의 연속” 

(Varsamopoulou 390)으로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섹션은 안야를 만나면서 갖게 되는 세뇨르의 반응이며 세 

번째 섹션은 세뇨르에 대한 안야의 반응이다. 처음에 두 섹션이던 소설의 구성이 

세 섹션으로 확장되는 것은 안야의 목소리가 가세하면서부터이다. 두 번째 섹션

의 세뇨르에 안야가 세 번쩨 섹션으로 반응하면서 두 사람은 일기의 형태로 독립

과 대응을 반복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두 섹션은 사실상 분리할 수 없으며 

서로의 섹션이 없으면 독자는 이야기를 재구성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다”(Sosin 130). 이는 그만큼 “소설의 섹션은 본질적으로 대화적”(Murray 324)

이며 두 사람의 서사가 상호의존적임을 재차 입증한다. 

이처럼 쿳시의 소설은 형식적으로도 파격적이고, 주제를 다루는 방식 또한 파

격적이다. 비평가들은 때로 이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우선

적으로 당혹스런 구조와 내용전개로 인해 “오래된 쿳시의 팬들로부터 어느 정도 

기대되는 칭찬에도 불구하고,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허구를 이야기로 편집하는 정치적인 사이비 소설로, 등장인물들이 밋밋하며 캐

리커처에 가까운 인물들을 거의 성급하게 그려냈다”고 비판받았다(Wittenberg 

40). 때로 이 소설은 자기도취적이고, 훈시적이며,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과도한 

서사라는 혹평까지 받았다(Marcus115). 이는 소설의 예기치 못한 형식과 내용에 

당혹스러워하던 독자들처럼 비평가들 역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이 반

응들은 파격적인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서사의 여러 의미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

을 때 결정적인데, 마리아나 차베스 피터센(Mariana Chaves Petersen)은 쿳시 

소설에서 명징한 해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의 소설에서 사람들은 해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그리고 만일 독자

가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설을 읽은 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실 쿳시의 소설에서 진실에 대한 환상을 해체하고 약속이나 보장을 제

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절한 증거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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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novels, one does not find answers but new questions, and, if the 

reader had any previous belief, there is a great chance of it being shattered 

after the reading. It has actually been pointed out as a relevant trace in 

Coetzee’s fiction the fact that it dissolves illusions of truth, that it does not 

offer promises or guarantees. (Petersen 485)

쿳시의 저작들에 대한 분분한 비평들 중에서도 피터센의 주장은 작가가 텍스트

에 대한 단일하고 획일적인 해석을 경계시키는 글을 전개하므로 텍스트의 일정

한 의미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또 다른 의문을 낳게 되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서 사비나 소신(Sabina Sosin)은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소설 전체에 익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의미

가 생성되고 재구성의 어려움은 섹션을 다룰 독자의 선택방식에 따라 상당히 달

라질 수 있다”(Sosin 131)면서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에  비중을 둔다. 즉, 능동

적인 해석의 정도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보다 완전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새로운 구성과 해석을 제안하면서 소설과 자서전 

장르의 경계를 지우는 쿳시의 서사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하는 추론을 거부함과 

동시에 독자의 참여에 보다 많은 여지를 남기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III. 이주/이민의 시대에 나누는 상호텍스트적 관계 

서론에서 언급했듯 남아공에서 이민자의 삶을 택한 쿳시에 대해 비난이 있었

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중 있는 작가로 인정하는 것에는 

변함없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아공을 떠난 작가들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

을 취하기보다는 차츰 남아공 문학의 저변을 확대한 부류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

한 변화에 대해 리타 버나드(Rita Banard)는 이민자 작가들이 세계문단에서 국

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인’ 작가로 분류되자 남아공에서도 그들의 이민을 크게 

문제 삼는 대신 작가로서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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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는 남아공 비평가들이 이민/망명작가들의 작품이 인종주의 시대의 분열을 

복제하지 않는 한, 남아공 문학의 확장된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들

의 글쓰기가 초국가적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남아공 영토를 초월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다룰 것이라 기대한다고 요약한다(Banard 439). 이러한 주장

은 남아공에서도 더 이상 특정한 ‘영토’나 ‘담론’에 국한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현상을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와 해석은 사실상 쿳시의 전기소설에서부터 이미 적용되었

어야 한다. 가령 “쿳시 서사의 많은 부분들이 남아공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의 교

훈들은 모든 국가를 배경”(Namadi and Zarrinjooee 35)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은 그의 저작들이 특정 국가를 초월하고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서사적 특징을 보

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아공 외에도 러시아, 미지의 공간, 오스트레

일리아 등을 세계 곳곳의 상황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활용해 왔다. 그중에서도 �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주가 개인

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

아는 작가와 세뇨르가 이곳에 정착한 후부터 이들이 어디에 소속되는가의 문제

와 관련해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공간적 요소이다. 역사에서 “소속의 개념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관한 이해의 중심”(The Social 

Issues Research Center 7)이 된 지 오래이며 그만큼 개인이 어느 공간에 소속

되는가의 여부는 정착한 당사자에게 특정 가치관을 부여하는 계기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쿳시와 그를 투영하는 세뇨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떤 위치를 차

지하는가? 그들은 정착한 국가에 온전히 소속되고 있는가? 작가가 자신과 비슷

한 처지의 이민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

가? 이러한 의문들을 이어가면, 쿳시가 ‘남아공 출신의 노작가’ 세뇨르를 예로 들

어 이민, 이방인, 디아스포라 등과 같은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를 어떻게 표명하

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과거 아프리카라는 공간에서 아프리카인이면서 백인이라

는 쿳시의 인종적인 위치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그가 아프리카인이라는 중첩된 신분을 부각시킨다. 그를 따라다니는 

이중적인 위치는 이 소설에서 세뇨르가 망명을 주제로 다룰 때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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쿳시나 세뇨르 모두 어떤 특정한 ‘소속’으로 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망명, 난민, 이주, 이민, 디아스포라 등의 문제에서만큼은 자신들과 분리

될 수 없는 주제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세뇨르는 <강력한 견해들>의 22장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의 

망명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자신이 정착한 공간에서 난민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에 대한 자의식을 표출한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난민들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

한다.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망명 신청을 다루는 법 자체가 아니라(그 법이 가

혹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 적어도 그럴듯한 설명을 할 수는 있다) 그것이 집행되

는 방식이다. 어떻게 점잖고 관대하고 느긋한 사람들이 해안에 도착하는 낯선 사람

들이 그렇게 무정하고 냉담한 대우를 받는 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 

I do my best to understand the Australian way of handling refugees, and 

fail. What baffles me is not the laws themselves that govern petitions for 

asylum – harsh though they may be, a case can be made for them that is 

at least plausible – but the way in which they are implemented. How can a 

decent, generous, easygoing people close their eyes while strangers who 

arrive on their shores pretty much helpless and penniless are treated with 

such heartlessness, such grim callousness? (111)

여기에서 세뇨르는 정작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 온 

사람들을 얼마나 무정하게 대하는지를 주지시키기 위해 반문의 형식으로 의구심

을 표명한다. 쿳시는 자신이 정착한 새로운 국가에 각별한 애정을 표명하면서도 

난민의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날 선 비판의 입장을 견지한다. 세뇨르의 지적처럼, 

난민을 다루는 시스템이 “비정하고 예외 없고, 무자비하게 집행”(113)되고 있다

는 판단에서다. 작가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연과 함께 세계 각

지로 흩어진 난민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

시킨다. 따라서 세뇨르가 난민을 향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정한 처우를 지적하

는 사례는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는 난민들에 대한 불공정함과 폭력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쿳시가 이민자의 시선으로 남아공을 객관화 했듯이, 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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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함께 또 다시 이방인의 시선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이민자 안야의 존재가 각별한 것이 된다. 자칫 타이피스트

라는 안야의 직업이 수동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서술공간에서 

독립적인 견해를 끊임없이 피력하며 세뇨르의 의견에 개입한다. 그래서 “세뇨르

가 자신의 언어와 모국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의 “강력한 견해”가 도덕적 권

위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이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안야 

덕분”이다(Murray 331). 적어도 소설 내에서는 안야가 세뇨르의 글에 대한 반응

의 대부분을 독점한다. 세뇨르가 쓰는 모든 글을 안야가 읽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다. 그녀의 조언은 세뇨르로 하여금 공적 글쓰기의 무거움을 사적 글쓰기의 가

벼움으로 극복하도록 안내한다. 그녀는 세뇨르가 자신의 관점과 글쓰기에 자만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안야의 궤도에 들어간 이후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내 의견들 자체라기보다는 내 의견들에 대한 나의 의

견”(136)이라는 세뇨르의 말에서 확인된다.      

안야가 세뇨르의 모든 에세이를 읽게 되는 설정은 마치 쿳시의 소설을 독자가 

접하는 상황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돌로스 콜렐미르 모레일스(Dolors 

Collellmir Morales)는 성숙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이유는 

“세뇨르가 안야와의 대화를 통해 가장 논란이 되어 온 그의 비평들에 대한 의견

을 나누고, 확장하고 심지어 방어”(47)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세뇨르가 독

선적인 글쓰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그녀로 인해 생긴 변화이다. 모레일스의 

의견과 비슷한 차원에서 스튜어트 머레이(Stuart Murray)도 “세뇨르는 일기에 

자신의 의견이 안야의 영향 아래 ‘부드러워졌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소설 2부에

서 <부드러운 의견>을 읽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Murray 324)면서 안야

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런데 세뇨르와 안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극적 긴장감이 

유발되기도 한다.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안야의 애인 앨런이 그 인물이

다. 그는 안야를 향한 세뇨르의 관심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심사에서 두 

사람의 진심어린 관계를 왜곡한다. 이것은 안야를 보호하려는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 앨런은 “그가 당신에게 색정을 느끼니까”(65) 그녀를 선택해 성적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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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이핑하게 한다면서 세뇨르의 컴퓨터를 이미 해킹한 상태니 그의 재산이나 

가로채자고 제안한다. 앨런이 그 음모를 밝히는 순간, 안야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앨런의 의식적인 공범자가 되고 장래의 도난당한 자금의 수령자가 되

거나 아니면 작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앨런 또는 세뇨르의 신뢰를 배반해

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Varsamopoulou 390)한다.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안야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앨런이 아니라 세뇨르

이다. 부당한 앨런의 음모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머

뭇거리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앨런이라는 인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쿳시는 세뇨르, 안야와 더불어 새로운 인물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세뇨르는 사색

적이고 안야는 보다 현실적이며 앨런은 비정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구분되는

데, 쿳시는 이 세 유형을 통해 21세기 초반의 도덕적 난제를 정치적인 사건과 개

인의 이야기로 풀어낸다(Whispering Gums “J. M. Coetzee”). 따라서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 등장하는 쿳시의 주인공들은 현대사회를 경험하고 이것에 어

떻게 반응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쿳시가 이전에 발표한 소설들의 주인공은 남아공의 백인이면서도 인종적 특권

을 갖지 못하거나 온전한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세뇨르에게도 해당된다. 달리 말해, “쿳시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백인들이지만 ‘시종일관’ 주변화된 인물들”(Namadi and Zarrinjooee 37)이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인종적으로만 백인일 뿐 �나라의 심장부에서�(In the 

Heart of the Country)의 주인공 마그다(Magda)처럼 흑인하인에게조차 주인대

접을 받지 못하는 여성인가 하면,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주인공처럼 권력을 가

졌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희생자의 처지에 있는 변방의 치안판사이다. 또한 

�추락�에 등장하는 루시(Lucy)처럼 흑인남성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백인여성이거나 그녀의 아버지 루리(Lulie)처럼 교수이지만 제자와의 불명예스

러운 사건으로 대학사회에서 쫓겨나는 백인 남성이다. 그리고 �슬로우 맨�의 레

이먼트(Rayment)처럼 불구가 되어 쓸쓸한 노년을 맞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프랑스 태생의 백인 이민자이다. 

세뇨르 또한 작가로서는 성공했지만 늙고 죽음에 임박하여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쓸쓸하고 불완전한 이민자이다. 세뇨르의 육체적 상황에 관해서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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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일기>의 한 주제인 ‘나이 드는 것에 관해’라는 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날마다 육체의 메커니즘이 나빠지고 있다”(181)는 고백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그의 노쇠한 육체는 비단 육체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심리적인 차

원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부각시킨다. 이 소설이 때로는 “신체의 고

통, 질병, 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목소리와 장르

의 혼합”(Arezu Namadi and Bahman Zarrinjooee 35)이라 해석되는 것도 세뇨

르의 그러한 처지를 감안한 것이다. 전기소설에 이어 후기소설에 이르기까지 작

가가 이처럼 시종일관 굴욕과 불안전함에 갇힌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이 저마다 지닌 불완전함을 통해 스스로를 향해서는 자기성찰을, 타인

을 향해서는 포용과 수용을 실현하게 하려는 그의 서사전략으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IV. 디아스포라 작가가 전하는 ‘윤리적 관계맺기’의 중요성

쿳시가 난민과 이방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그의 공간적인 이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는 2005년에 발표한 �슬로우 맨�에서 이미 세뇨르와 흡

사한 불구의 노인을 주인공으로 같은 주제를 다룬 바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후

기소설의 주제가 이주/이민/망명의 시대가 보편화됨으로써 대두되는 세계의 문

제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로 인한 쿳시의 경계자적인 시선이 의미 있는 

이유도 이러한 주제의 확장과 관련된다. 이 소설에서는 여러 유형의 의미있는 성

찰이 세뇨르와 안야의 관계로 나타난다. “처음에 안야는 세뇨르의 눈을 통해 성

적 갈망의 대상”(Namadi and Zarrinjooee 38)에 불과했고 안야 또한 자신의 성

적 매력으로 70대 노작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그러나 세

뇨르는 안야에게 이끌리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아는가 하면, 그녀는 자

신을 향한 그의 욕망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은 남녀의 구

도를 넘어선다. 

특히 세뇨르의 변화는 결정적이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타이피스트를 “타이핑

만 하는 기계”(79)로 단순화했던 그가 후반부에서는 자신을 “비천한 타이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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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생각”했다는 안야에게 사실은 “정반대”로 그녀가 중요한 “편집자”(176)의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세뇨르가 갖고 있는 권위적인 목소리를 해체함

으로써 안야의 역할을 서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그녀는 목소리를 얻고, 그의 주체성은 배경으로 

희미해져 간다”(Wittenberg 49). 안야가 소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

의 책에 자신이 등장하는지를 궁금해 할 때 “당신은 책의 모든 곳에 있어요.....똑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신처럼 말이에요.”(181)라는 세뇨르의 답변에서도 입증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쿳시 작품의 다른 등장인물들

처럼 이들을 선명하게 도식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작가가 여전히 “사

회적 개선을 위해 단일한 사고방식과 문제시되지 않는 전략을 독자들의 손과 마

음에 전달하는 것을 거부”(Baker 43)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

은 그의 작품에 공감을 하면서도 명확한 반응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

게 된다.  

한편 이 소설에서 사적, 공적으로 보여주는 세뇨르의 고민과 성찰은 쿳시의 

것으로 끊임없이 중첩되면서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뇨르는 남아공 출신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현

재 유명한 노작가이며 심지어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저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쿳시의 이력과 일치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뇨르가 ‘쿳시를 꼭 닮은 인

물’”(Barnard 439)임은 확실해 보인다. 게다가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서 

작가의 형상은 쿳시와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인 John C로 확인되

며 최근에 호주로 이민”(Wittenberg 50)한 설정까지도 동일하다. 그래서 세뇨르

의 일기가 줄곧 쿳시의 일기로 추정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세뇨르는 쿳시를 온전히 함축하는가? 사실, 소설의 주인공인 세뇨르

는 작가와 동일시되다가도 어느 지점에 가서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등장하면

서 혼돈을 일으킨다. 두 인물과 관련한 혼돈과 불확실성에 대해 마리아나 차베스 

피터센(Mariana Chaves Petersen)은 “쿳시는 항상 주인공들의 의견이 그 인물

의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어떤 식

으로든 비판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완벽한 방법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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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설명한다(Petersen 487). 이 때문에 세뇨르와 쿳시가 서로 중첩되다가도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소설에서 “쿳시는 세뇨르를 통해 스스로

를 분리”시킨다(Petersen 487). 피터센과 비슷한 견해에서 ‘분리’를 지속하려는 

서사전략에 대해 조너선 리어(Jonathan Lear) 역시 “쿳시의 권위는 권위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할 능력에 내재되어 있다”(67)고 부연한다. 

궁극적으로 쿳시는 자신을 세뇨르에게 투영하면서도 많은 견해들이 주인공의 

것이라고 거리를 둠으로써 독자가 자신과 주인공을 온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다. 소설의 낯선 구성과 흐름에 대해 독자의 반응이 양가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도, 어떤 행동을 요구하

지도, 지침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가 직면한 많은 난제들을 작가

의 고유한 서사전략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재현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쿳시

의 소설들이 역설을 읊조림으로써 단일한 목소리로 무자비하게, 선전하듯이 단

순한 방식으로 외치는 것을 거부”한 결과라 할 수 있다(Baker 30). 

지금까지 쿳시는 어떤 주제를 형상화하더라도 윤리적 문제들을 치밀하게 파고

드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제인 포이너(Jane Poyner)가 “작가의 윤리적 책임

은 쿳시의 모든 소설들에서 그를 압도하는 것”(3)이라고 주저없이 말한 것도 그

러한 맥락에서다. 그리고 그가 늘 강조해 온 윤리적 책임은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서도 여전히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비중 있는 요소이다. 그동안 이 소설을 

둘러싼 분분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관한 사적인 주제에서부터 전쟁, 폭력, 

강대국의 횡포 등 공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소설은 여전히 윤리적 성찰을 내면

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즉, “이 소설에서 쿳시는 다시 한 번 현재 세계의 악과 

인간 존재의 기본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Dolors Collellmir 50).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에 형상화된 윤리적 성찰은 특히 세뇨르와 안야 사

이에 오가는 연민의 감정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성에 대한 이끌림과 고용 때

문에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소설의 구성처럼 대화적 관계를 거쳐 서로를 

존중하다가 마침내 윤리적 관계로까지 발전한다. 더불어 두 사람이 각자 쓰고 있

는 글 또한 “오늘날의 세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윤리적 포용으로 기쁨과 슬픔, 자기반성과 말할 용기를 찾는 고통을 공유”

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Murray 324).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에서 재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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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윤리적 포용’이며 상호텍스트적 구성을 취하는 이들의 

일기가 서사 내에서 가치있게 구현되는 것도 그들의 윤리적 글쓰기를 통해서라

고 할 수 있다.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세뇨르는 점차 노쇠하고 병이 깊어지며 이를 지켜보

는 안야의 심리는 그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세뇨르는 안야

에게 어느새 연민의 대상이 되었고 연민의 감정은 두 사람의 윤리적인 유대관계

를 공고히 한다. 이러한 발전을 거치면서 소설은 연민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던지며 연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두 사람의 윤리적 관계맺기는 

연민의 작동을 통해 한층 심화된다. 연민에 관한 작가의 입장은 데이빗 애트웰

(David Attwell)과 나눈 인터뷰에서 일찍이 비슷한 관점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쿳시는 여기에서 “인간에게 여러 능력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능력을 동

정 내지는 연민의 능력”(Doubling the Point 248)이라고 말한다. 쿳시의 저작들

에서 주인공들이 나누는 연민의 감정은 다소 서투른 형태로 표출되고 작동되지

만 그가 매번 주저하지 않고 이를 형상화하는 이유는 그 불완전한 연민의 실현이 

주인공들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윤리적 관계에 접어들게 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가는 그러한 유대관계를 통해 “대용품

식의 윤리적인 겉치레를 물리치고 독자들에게 진정한 윤리적 사고를 장려”한다

(Lear 65-88). 이렇게 그는 확연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인

간관계에 내재된 긍정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에 관

한 성찰에 준거해 윤리적 관계맺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윤리적 관계맺기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뇨르가 살던 아파트를 떠났던 

안야가 세뇨르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이웃 손더스

(Saunders) 부인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손더스 부인은 온

화한 성품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저 이웃일 뿐이다. 반면에 나는 항상 조금은 

그 이상이었다.”(224)면서 세뇨르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면, 그가 곤혹스럽지 않

게 ‘러시아 인형’과 같은 그의 은밀한 물건들과 아파트를 자신이 직접 정리할 것

이라고 읊조린다. 쿳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들어 정의하기 어려운 이방인 내지 

타자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윤리적 관계와 이 안에서 발생

하는 윤리적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세뇨르와 안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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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재현된 윤리적 관계를 매개로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윤리적인 생각

을 고취하고 촉진”(Lear 325)하도록 만드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뇨르와 안야가 인종, 국적, 연령, 성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백인과 아시아인이라는 인종적 

차이, 남아공과 필리핀이라는 국적 차이, 남과 여라는 성별 차이, 70대와 30대라

는 세대 차이 등이 뚜렷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초월해 존재하고 있

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위계질서가 성립될 겨를도 없이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

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비록 세뇨르가 안야를 고용한 관계이지만 이들은 고용관

계를 뛰어넘고 가시적인 차이들을 넘어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뇨르와 얀야가 

각각 남아공과 필리핀 출신이라는 사실은 쿳시가 이주와 이민의 문제를 모색하

는 것에 대한 명징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주와 이민이 보편화된 디아스포라 시대

의 다양한 양상들을 어떻게 쟁점화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로써 이 소설은 쿳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함으로써 더 이상 남아공 작

가로 한정되지 않고 차츰 이주 작가, 디아스포라 작가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가 갖는 중

요성은 작가가 새롭게 정착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의 남아

공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세계를 총체적으로 관조하는 데 있다. 더불

어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는 아웃사이더로서 갖는 작가의 시

선이 국가, 인종, 소속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한 시도가 윤리적 관계를 위한 초석

임을 성찰시키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쿳시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후에 집필한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이주 이전에 발표된 소설들의 핵심적 요소였던 인종과 

윤리의 주제를 넘어서고 확장하면서 그의 성찰이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설은 남아공 디아스포라 작가인 쿳시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모국을 회상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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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사유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 쿳시는 이주

와 이민으로 더욱 경계가 복잡해지는 공간에서 윤리적 목소리와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그러한 시도에서 다양한 방식의 결속과 유대가 어떻게 가능한지

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같은 가능성의 제시야말로 불완전한 시대의 불완전

한 결속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공유하도록 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쿳시의 저작들을 해석할 때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다

시 아프리카에서 세계의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문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주가 그에게 다양한 문화

권을 주시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허락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악몽으로

부터 자유롭고 싶은”(Attwell, “J. M. Coetzee and South Africa” 175) 심리

와 무관하지 않다. 그의 이주와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를 통해 새롭게 구현

하는 이러한 주제의 변화가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즉, 작가가 소설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변화는 낯선 타국에서 모국과 다른 

세계를 향해 갖는 폭넓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서 아프리카 작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를 이야기하는 작가로 거듭나게 하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남아공으로부터 발현된 인종주의와 윤리에 대한 쿳시의 관심이 오스트

레일리아를 바탕으로 망명자에 대한 사유로 확대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지

속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특정 공간에 한정된 해석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따라서 남아공에 대한 부분적인 회상으로 드러나는 인종차별이나 오스트

레일리아가 난민을 다루는 방식과 같은 주제의 재현은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

로 하지만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쿳시의 서사에서 

세뇨르와 안야의 대화를 상호텍스트적으로 읽어야 하듯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

아,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직면한 인류의 많은 이슈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인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 같

은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설정은 쿳시의 서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해 세계

의 사안들로 확장되는 초국가적인 텍스트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쿳시의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는 남아공의 인종주의 현안으로 

아프리카를,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의 문제로 오세아니아를, 일본 제국주의와 

알카에다 테러 문제로 아시아와 중동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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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문제로 아메리카와 유럽을 각각 예로 들며 5개 대륙 전체를 담론화하

여 그야말로 초국가적인 서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디아스포라 작가의 위치에서 확장된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

지를 거듭하여 증언한다. 즉, 이 소설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주제는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 불명예와 수치로 압도된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Whispering Gums “J. M. Coetzee”)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

럼 세계 곳곳의 정치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 쿳시의 서사

는 독자로 하여금 이념의 경직성을 딛고 다른 세계와 다른 문화를 만나게 하

는 조정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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