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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손상된 여신을 위하여: 

글로리아 안잘두아, 체리에 모라가, 

아나 카스틸로의 작품에 나타난 상처, 고통, 장애 

그리고 치유의 영적 여정*1

이   승   례

(충남대학교)

Lee, Seung Rae. “For Our Mutilated Goddesses: Wounds, Pain, Disability, and a Spiritual Journey of 

Healing in the Works of Gloria Anzaldua, Cherrie Moraga, and Ana Castillo.”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109-147. The Chicana feminist foremothers, Gloria Anzaldua, Cherrie Moraga, 

and Ana Castillo return to the body of mutilated Chicana with wounds, pain, and disability, leading to a 

spiritual journey of healing by presenting it as a Mesoamerican Goddess. Anzaldua, suffering from a severe 

hormone imbalance and diabetes, illustrates the goddess role as she describes the process of self-healing, 

seven stages of Conocimiento, in unity with the snake goddess Coatlicue, who was lifted from a wave of 

pain. Moraga portrays a restorative journey as a spiritual activist by describing the Coyolxauhqui 

imperative, a process of healing and integration through a  sense of unity with Coyolxauhqui who was the 

Moon goddess defeated un a family war by the god of the sun and a disabled protagonist. Castillo portrays 

the rites of passage to become a curandera of a community, depicting a community of wounds based on 

the ethics of feminine care. This cultivates a new myth about injury and healing through the main 

character, the symbol of the Earth Goddess. The three writers adopt a strategy to bring the aesthetics of 

Native American myths to the foreground of their work as a source of healing for the reality of suffering 

and as a symbol of resistance to colonization. Their literature is a tribute to the sad, beautiful goddesses 

born in their colonial homeland whose wounds and pain rema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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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서, 상처는 신성의 입구 -- 장 휴스턴

In all the great stories, wounding is the entrance to the sacred. 

-- Jean Houston

영성은 극도로 핍박받는 민족의 궁극의 보루1 -- 글로리아 안잘두아

spirituality is the ultimate resort of people who are extremely oppressed. 

-- Anzaldua(2000 288)

본 논문은 치카나(Chicana)2 페미니즘 문학의 선조로 평가되는 글로리아 안잘

두아(Gloria Anzaldua 1942~2004), 체리에 모라가(Cherrie Moraga 1952~), 

  1 키팅(AnaLouise Keating)은 영성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더 거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우리자신

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의미, 자기-가치, 그리고 힘의 확대된 감각을 획득한다. 이 긍정적인 자아-이미

지는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그리고 체제 억압의 다른 형태들에 의해 파편화되고 무력화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245)라고 설명한다. 

  2 치카나는 멕시코(Mexico)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치카노(Chicano)의 여성명사형. 체리에 모라가는 

�마지막 세대�에서 “나는 나 자신을 치카나 작가라고 부른다. 멕시코계-미국인 작가가 아닌, 히스패

닉 작가가 아닌, 혼혈 작가가 아닌. 치카나가 되는 것은 단지 누군가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호명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을 호명하는 것이다. 주류 미국으로의 동화를 거부하는 정치성. 이는 우리

의 메스티자-원주민, 스페인인, 아프리카인-를 인지한다. ‘히스패닉화’(레이건-시대 관료들에 의해 

붙여진 용어)의 십년 후에, 치카노라는 용어는 더 큰 급진주의를 취한다. 이 부적절한 명칭 ‘히스패

닉’과 더불어, 백인 미국은 여느 다른 백인 이주민 그룹처럼 ‘용광로’ 속에 혼합된 환상을 별명화한 

이 스페인어를 내놓는다. 그러나 라티노는 전체적인 이주민도 아니고 전체적인 백인도 아니다; 그리

고 여기 이 나라에서, ‘원주민’과 ‘어두운 피부’는 혼합되지 않는다”(56-7)라고 설명한다. 모라가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계 이주민을 의미하는 히스패닉이라는 용어가 관료주의 시대의 부적절한 

용어이며,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을 의미하는 라티노라는 용어 또한 개별 이주민의 경험을 담아낼 

수 없는 용어임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히스패닉(Hispanic)과  라티나(Latina, Latino의 여성명사)

는 거대 제국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유일한 제3세계 국가인 조국 멕시코의 후손으로서의 파란만장

한 경험이 탈색된 행정적, 사회적 용어이며 그녀들의 다층적 정체성 속에서 특히 “스페인어를 쓰는 

서구인의 측면을 강조”(Borderlands 84)한다는 점에서 온당하지 못하다. 안잘두아의 여성 주체인 메

스티자(mestiza, Mestizo의 여성명사)는 원주민, 스페인인, 아프리카인, 앵글로 색슨의 혼혈로서의 

전 세계에서 가장 혼종적이고 가변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혈통적으로 진화하는 인류에의 비전과 감

각을 갖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용어이다. 치카나는 멕시코계-미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메소아메리

카 원주민의 진한 영향력이 살아있는 멕시코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이를 백인문화 속 저항의 근원으

로 삼는 정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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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카스틸로(Ana Castillo 1953~)의 작품을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메

소아메리카(Mesoamerica)적 영성(spirituality)의 접점에서 읽되 특히 원주민 영

성에 근거한 치유의 여정에 초점을 둔다. 치카나 문학 1세대를 대표하는 세 명 

퀴어(queer) 작가의 작품 속에 드러난 질병과 장애의 이미지가 지배문화의 맥락

과 급진적으로 다른 성스러운 함의를 지적하고, 식민화의 역사가 새겨진 상처와 

고통의 몸이 치유의 영적 여정을 통해 “전기적 내러티브”(hagiographic 

narrative)3로 수렴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치카나 문학을 장애학의 관점으

로 설명한 연구 가운데 본고와 관련이 있는 논의는 두 권4 정도로 좁혀지며,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속 포스트모더니즘, 치카노 민족주의(Chicano nationalism),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근거한 치카나의 장애 정체성에 대해 영감을 얻고 

동의하면서, 나아가 손상된 치카나의 몸이 아메리카 원주민 영성과의 대화5를 통

해 신탁으로 충만한 현대 치카나 여신으로서 ‘대항신화(Countermythology)’를 

쓰는 과정을 새롭게 탐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후기 핵

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체리에 모라가의 드라마와 아나 카

스틸로의 소설에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치카나 문학의 대모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치카나 페미니즘 이론가이면서 작

가인 글로리아 안잘두아는 치카나 고유의 경험과 통찰력, 언어로 직조된 급진적 

의식과 심오한 영성의 치카나 문학을 미국 내 유색여성 문학의 한 축으로 견고하

3 파라(Andrea G. Parra)는 “모라가와 카스틸로의 작품은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다시 회복하

기 위해 대지에-기반한 영성에 권한을 부여함과 더불어 이를 재구성하면서, 전기적 내러티브를 재창조

한다”(236)라고 설명한다. 
4 수잔 보스트(Suzanne Bost)의 �체현: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 속 질병과 몸의 정치학�

(Encarnación: Illness and Body Politics in Chicana Feminist Literature)은 치카나 페미니즘과 장애

학의 접점에서 글로리아 안잘두아, 체리에 모라가, 아나 카스틸로의 작품 속 투과성과 변화가능성, 상호 

의존에 근거한 포스트 모던한 몸의 지형도를 그려내면서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강조한다. 줄리 

민치(Julie Avril Minch)의 �접근가능한 시민권: 장애, 민족, 그리고 더 거대한 멕시코의 문화적 정치학�

(Accessible Citizenships: Disability, Nation,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Greater Mexico)은 체리

에 모라가와 아나 카스틸로의 작품에 나타난 하위계층 정체성의 정치적 측면에 근거하여 치카노 민족주

의에 대한 통찰을 품은 장애 육체의 재현에 초점을 두며 비규범적이고 연약한 몸의 힘과 권위를 강조한

다. 
5 보스트는 “안잘두아, 모라가, 그리고 카스틸로의 작품은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의 역사의 초기 

‘유년기’로 돌아가면서 ‘대화 치료’(talking cure)의 어떤 것을 제시한다”라고 설명하며 원주민 문화가 

그녀들 작품 속 치유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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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리 잡도록 만든 불멸의 작가이다. 그녀의 전복적이고 심오하며 꿰뚫는 글들

은 치카나 문학의 경전으로 인식되어 이후 치카나 모든 작가들의 작품에 절대적

인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 치카나 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녀는 치카나 문학의 지형도를 완전히 새롭게 쓴 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시와 산문의 혼합체이자 치카나의 역사, 문화, 철학, 신

화 등을 집대성한 안잘두아의 대표작인 �경계지대/경계선: 새로운 메스티자�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1987, 이후 �경계지대�로 약칭)

와 안잘두아 후기의 가장 인지도 있는 산문인 이제 우리 바뀌자...코노시미엔

토...내적 작업, 공공의 행동 (“now let us shift...conocimiento...inner work, 

public acts”, 2002, 이후 이제 우리 바뀌자 로 약칭)을 극심한 홀몬 불균형과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에 시달리던 작가의 경험을 체화한 치카나 장애문학으로 

접근하면서, 육체적 고통의 파동 속 메소아메리카 신화에서 길어 올린 그녀의 핵

심적 이론들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메소아메리카 모든 신의 어머니이자 대지의 

여신이며 뱀의 여신인 코아틀리케(Coatlicue)가 치유의 여정을 이끄는 안내자이

자 작가 자신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라는 점, 가장 난해한 이론으로 인식되는 

코아틀리케 상태(Coatlicue State)의 핵심에 작가의 질병이 놓여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고통에서 전일적 인간으로의 온전한 치유에 이르는 영적 여정이자 

“자기 치유” 과정인 “코노시미엔토(conocimiento)에 이르는 일곱 단계”를 살펴

본 후, 이를 이어지는 모라가와 카스틸로 작품 속 주인공의 여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체리에 모라가는 안잘두아와 더불어 미국 유색여성 문학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집 �나의 등이라 불리는 이 다리: 급진적 유색여성들의 글�(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 by Radical Women of Color, 1981)의 공동 

편집자이며 퀴어 치카나의 페미니즘 의식을 자서전적으로 그려낸 대표작 �전시

에 사랑하기�(Loving in the War Years, 1983)와 가족의 역사, 치카노/나 공동

체의 기억과 비전을 형상화한 �마지막 세대�(The Last Generation, 1993)의 저

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시와 산문의 혼합인 모라가의 두 권 저서에서 특히 신

화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남성-가부장적 전쟁과 태양의 신에 의해 훼손된 치카나

의 상처와 고통의 상징인 달의 여신 코욜샤우키(Coyolxauhqui)를 살펴본 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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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의 희곡 �영웅들과 성자들�(Heroes and Saints, 1992)의 장애인 여주인공

과의 연결지점을 논의할 것이다. 팔다리가 없이 머리만으로 태어난 주인공 세레

지타(Cerezita)가 전사인 여신 코욜샤우키의 상징으로서 치유와 통합의 여정인 

“코욜샤우키 명령”(Coyolxauhqui imperative)을 수행한 후 “영적 액티비스

트”(spiritual activist)로서 치카나 불멸의 여신 과달루페(Guadalupe)의 후광과 

겹쳐지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문화 속 저주의 상징 혹은 진귀한 

구경거리인 세레지타의 몸이 �마지막 세대�에서 모라가가 제시한 최종 비전이자 

메소아메리카적 맥락의 정치적, 영적 공동체인 “퀴어 아스틀란”(Queer Aztlan)

의 맥박 속에서 “비범한 몸”(extraordinary body)으로 변모되며 성스러운 함의

를 획득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치카나 1세대 전방위 작가인 아나 카스틸로는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전경에 

둔 치카나 여신 영성의 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소설 �신으로부터 그토록 먼�

(So Far From God, 1993)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카스

틸로가 그려내는 경계지대 치카나 가모장제(matriarchy)의 풍경이 장애 공동체

의 이상적 모형으로서의 안잘두아의 “왼손잡이의 세상”(el mundo zurdo)을 환

기하고 있음을 논의하며, 여성적 돌봄의 윤리에 기초한 작품 속 ‘상처의 공동체’

의 유연한 특성을 탐색한다. 그리고 소설 속 네 딸들 중 가장 큰 육체적 손상을 

입었던 캐리닫(Caridad)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이자 치유의 여인인 쿠란데라

(curandera)가 되기 위한 치카나 버전의 통과의례인 안잘두아의 “코노시미엔토

에 이르는 길”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캐리닫이 경계지대의 희생자에서 생

존자로, 나아가 치유의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메소아메리카 전통 의술인 

“쿠란데리시모”(curanderismo)는 카스틸로 작품 속 영적 액티비즘의 중심축으

로 수렴된다. 결론적으로 캐리닫이라는 인물이 원주민 어머니 대지의 상징으로

서 훼손에서 치유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완성하며 지배문학의 논리적 내러티브

에 저항하는 새로운 “전기적” 신화를 쓰고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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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글로리아 안잘두아: 상처의 조국에서 치유의 내러티브로 

안잘두아의 글쓰기에서 ‘상처의 조국’은 “텍사스-미국 남서부/멕시코의 실제적 

경계지대”임과 동시에 혹독한 만성질병으로 잠식된 그녀의 몸 그 자체이기도 하

다. 오르테가(Mariana Ortega)는 “상처(wound)는 우리의 피부를 아프게 하고 그 

쓰라림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생생한 상처가 있으며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면서 우

리 몸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넘어선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에 대한 집단

적 상처들이 존재한다”(242)라고 설명하는데 안잘두아에게 있어 상처는 개인적이

면서도 집단적이다.6 �경계지대�의 1장 조국, 아스틀란7 (“The Homeland, 

Aztlan”)은 갈라지고 피 흘리는 몸의 상처를 통한 미국-멕시코 경계지대의 집단

적 상처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시작된다. 

1,950 마일-긴 열린 상처

      푸에블로, 문화,를 나누는,

      내 몸의 길이로 흐르고 있는,

      내 살에 울타리 막대기를 박는,

      나를 쪼갠다   나를 쪼갠다

          나 균열    나 균열

      이것은 나의 집

      이것은 가시철사의

      얇은 가장자리

      . . .

미국-멕시코 국경은 개방된 상처 제3세계가 제1세계와 삐걱거리고 피 흘리는 장

소. 딱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은 다시금 출혈한다. 제3의 나라-경계의 문화-를 

  6 보스트는 “안잘두아의 개인적 고통은 또한 사적이고 공적인 체현의 경험의 교차를 표시하고 있

다”(91)고 설명한다. “안잘두아의 몸은 지배의 트라우마와 식민화의 상처의 표식을 품고 있다(Lara 

55)

  7 아스틀란은 미국 남서부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고대 멕시코의 영토이자, 지배문화에 의

해 손상된 치카노/나의 문화와 영성의 복원을 위한 “상상의 조국”이기도 하다. 모라가는 �마지막 세

대�에서 “미국 민족국가의 경계 속에서 내적으로 식민화된 우리가 백인-미국으로부터 아스틀란을 

놓고 씨름할 수 있을거라고 믿는 치카노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남서부 영토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미국에 의해 완전히 전유되지 않는 이 지역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멕시코 원주민의 땅

으로서 기억한다. 그리고 여전히 분명한 나라로서 상상한다”(169)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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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해 합병하는 두 나라의 혈액. 

1,950 mile-long open wound

       dividing a pueblo, a culture,

       running down the length of my body,

             staking fence rods in my flesh, 

             splits me   splits me

                  me raja    me raja

             This is my home

             this thin edge of 

                 barbwire

                 . . .

The U.S.-Mexican border es una herida abierta where the Third World 

grates against the first and bleeds. And before a scab forms it hemorrhages 

again, the lifeblood of two worlds merging to form a third country-a border 

culture. (24-5)

상처의 조국에 대한 이 강렬한 묘사에서 안잘두아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

벽과 경계지대인 “푸에블로를 나누는 1950마일의 개방된 상처”를 은유적 상처 

그 이상인 그녀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몸에 막대기

가 박히고 살이 쪼개지는 듯한 극한의 육체적 고통은 홀몬 불균형으로 인한  세

살 무렵의 이른 월경과 당뇨병으로 인한 작가의 평생의 고통을 환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키팅과의 인터뷰에서 안잘두아는 육체적 질병이 정체성을 형성하

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젠더와 인종 차별에 대한 나의 저항

은 내 육체적 다름에서, 이른 하혈과 내 이른 급속 성장기로부터 왔다. 나는 극도

로 부끄러웠고 연약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나를 ‘결함이 있는 사람’

으로 보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288)8고 설명한다. 안잘두아의 홀몬 불

8 같은 맥락으로 �경계지대�에는 “내가 숨기려고 노력했던 비밀은 내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 나는 이질적이라고 느꼈다, 나는 내가 외계인이었다는걸 

알았다. 나는 무리로부터 돌 맞은 돌연변이, 내면의 악과 더불어 불구가 된 어떤 것. . . .그녀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 하혈은 그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았다. 그녀의 몸은 그녀

를 배반해왔다.”(64-5,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이후의 굵은 글씨도 필자의 강조)라는 구절이 있으며 

산문 검은 아이 (“La Prieta”)에서도 “성장하는 내내 나는 이 지구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느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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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으로 인한 이른 하혈의 고통은 그녀의 급진적 치카나 이론과 정치학을 형성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 바뀌자 는 안잘두

아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전 마지막 작품으로 2인칭 자서전의 내러티브를 

취한 ‘당뇨병 일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고통9과 질병의 표식으로 가득하다. 

특히 전반부의 지진과 여진, 건물 붕괴, 인도의 파열과 솟아오름, 폭행범에 의한 

납치와 위협 등 당황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당뇨병으로 

인한 작가의 육체적 고통의 변화 추이에 대한 은유적 묘사라는 점은 안잘두아의 

산문을 장애문학으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안잘두아는 엄청난 육체적, 감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향한 신표이자 희

망의 원천으로서 뱀의 여신 코아틀리케를 제시한다. �경계지대�에서 안잘두아는 

“콜롬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전에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뱀”(56)이

라는 점을 강조하며 죽을 뻔한 네 번의 병 치례 후에 거의 방만한 크기의 코브라

가 몸 위로 뻗어왔던 환상의 경험을 통해 “뱀은 내 마음 속 심리적 상이며 그 집

단적 비인간적, 전-인류 속 직관의 상징”(she was, in my psyche, the mental 

picture and symbol of the instinctual in its collective impersonal, 

pre-human)이며 “창조성의, 모든 에너지와 삶의 근본”(of creativity, the basis 

of all energy and life)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57). 또한 유년시절

에 가족들과 들판에서 목화를 다지는 중에 방울뱀이 몸을 감았고 열두 마리 방울

뱀과 조우했던 일화와 연이어 뱀이 자신의 몸에 빙의되었던 신비로운 체험을 소

개한다. 

그 밤에 나는 창문틀을 보았다, 달이 끝부분에 피를 말리는 것을 보았다, 방울뱀의 

송곳니가 나의 입을 채우고, 비늘이 내 몸을 덮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나는 뱀의 

눈을 통해 보았다, 뱀의 피가 내 몸을 관통하여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뱀, 나

의 리듬, 내 동물적 등가물. 

행성에서 온 외계인”(199)이라고 이야기한바 있다. 

  9 오드리 로드는 고통(pain)과 괴로움(suffering)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고통은 사건이고 경험

이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인식되고, 명명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경험을 뭔가 다른 것, 

힘이나 지식이나 운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반면 괴로움이란 성찰과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고통

을 반복해 겪는 악몽이다. . . .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악순환이다.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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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뱀의 독액에 면역이 생겼다. 영원한 면역. 

뱀, 독사: 그날 이후 나는 그것들을 추구했고 피했다. 항상 그것들이 내 길을 횡단

할 때, 두려움과 의기양양함이 내 몸을 가득 채웠다. 나는 프로이드보다 오래 된 

것을 안다, 젠더보다 오래된 것. 그녀-이것이 내가 독사, 뱀 여인 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고대 올맥족처럼, 나는 안다 대지가 돌돌감긴 뱀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그

것은 나를 뱀 속으로 들어가게끔 했다, 내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몸이라

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동물의 몸, 동물의 영혼과 동화시키면서.  

매일매일 두꺼워지는 야광의 얇은 것, 내 몸 속에 진동하는 어떤 것. 그 존재는 결

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깃들어 있는 존재: 내 불면증, 

내 천개의 잠 못 드는 뱀의 눈들 밤에 깜빡이는, 영원히 열린.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 

that night I watched the window sill, watched the moon dry the blood on the 

tail, dreamed rattler fangs filled my mouth, scales covered my body. In the 

morning I saw through snake eyes, felt snake blood course through my 

body. The serpent, mi tono, my animal counterpart. I was immune to its 

venom. Forever immune. 

Snakes, viboras: since that day I’ve sought and shunned them. Always when 

they cross my path, fear and elation flood my body. I know things older 

than Freud, older than gender. She-that’s how I think of la Vibora, Snake 

Woman. Like the ancient Olmecs, I know Earth is a coiled Serpent. Forty 

years it’s taken me to enter into the Serpent, to acknowledge that I have a 

body, that I am a body and to assimilate the animal body, the animal soul.  

(Borderlands 48)

Something pulsates in my body, a luminous thin thing that grows thicker 

every day. Its presence never leaves me. I am never alone. That which 

abides: my vigilance, my thousand sleepless serpent eyes blinking in the 

night, forever open. And I am not afraid.  (Borderlands 73)

뱀이 안잘두아의 몸에 체화되었기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질병과 소외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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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지옥이 아닌, 여신 코아틀리케와 공명하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10 작가

는 메소아메리카적 맥락에서 고통 속 치카나의 몸을 여신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저주받았다는 피해의식과 ‘규범적인’ 몸과의  다름에서 오는 자기혐오를 종결시

키면서 성스러움과 접속하는 “비범한 몸(extraordinary body)”11이 되도록 만든

다. 안잘두아는 지배문화와 불화하는 “유표된(marked) 몸”이 지닌 힘과 신성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그러나 비정상과 소위 기형 속에는 마법적 양상이 있다. 불구의, 광인의, 그리고 성

적으로 특이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원시 문화의 

주술-종교적 사고에 의해. 그들에게, 비정상은 그녀의 혹은 그의 타고난 비범한 재

능 때문에 지불해야만 했던 댓가였다. 

But there is a magic aspect in abnormality and so-called deformity. Maimed, 

mad, and sexually different people were believed to possess supernatural 

powers by primal cultures’s magico-religious thinking. For them, 

abnormality was the price a person had to pay for her or his inborn 

extraordinary gift. (Borderlands 41)

메소아메리카적 우주관에서 ‘정상인’의 반대편에 놓인 “보통이 아닌 몸”들은 

그들의 타고난 재능 때문에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는 “비범한 몸”으로 승격된

다. 그들이 치르는 값비싼 댓가를 안잘두아 식으로 설명한다면 “코아틀리케 상

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아틀리케 상태”는 고통의 지옥에서 신성

과 치유로 나아가는 “횡단의 서곡”(A Prelude To Crossing, Borderlands 70)

이 될 수 있다. �경계지대�의 산문이 총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장 상처

10 다이작(Patricia R. Dyjak)은 “뱀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아 속, 

‘성스러움 사이’의 ‘여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분노의 당혹감 혹은 고통을 내려놓고 자아들 사이의 평화

를 창조하기 위하여”(196)라고 설명한다.  
11 “extraordinary body”는 톰슨(Rosemarie Garland Thomson)이 그녀의 저서에서 만들어낸 신조

어이며 책의 맥락과 서술에 합당하게끔 �보통이 아닌 몸�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으며 필자는 본고의 

논지에 맞게 “비범한 몸”으로 번역한다. 톰슨은 일반적으로 ‘정상인’(the normate)이라고 부르며 당연

시하는 존재형식이 그 자체로 온당한 사실이 아니라, 위계질서에 맞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어 ‘정상’이

라는 지위를 인위적으로 획득하는 위치라는 점을 강조한다(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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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국에서 7장 “우리의 영혼의 과제, 작품, 위대한 연금술인 영적 메스티

자”(Nuestra alma el trabajo, the opus, the great alchemical work; spiritual 

mestizaje 103)로 가는 과정 중 한가운데인 4장이 “코아틀리케 상태”라는 점은 

상처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의 핵심에 뱀의 몸을 통과하는 듯한 길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정과 댓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보스트는 “안잘두아의 

메스티자 의식, 코아틀리케 상태, 그리고 인종적 페미니스트 영성에 대한 이론 

속 중심에 당뇨병을 배치”(31)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경계지대�의 

산문과 시를 관통하는 코아틀리케는 작가의 고통과 질병의 핵심임과 동시에 그

녀를 성스러움의 입구로 인도하는 치유의 여신12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를 느긋하게 하기 위해 코아틀리케가 필요하다 정신이 이전의 경험을 

흡수하고 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일 우리가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녀는 우

리를 질병으로 깔아지게 하리라, 우리를 “쉬도록” 몰아가면서. 오너라, 작은 초록

색 뱀아. 뱀에 의해 야기된 상처는 뱀에 의해 치유되도록 하라. 영혼은 모든 것을 

이용해 제 자신을 만들어낸다. 삶의 부드러운 흐름(충족감)을 교란하는 이 활동들 

혹은 코아틀리케 상태는 정확히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영혼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다: 영혼을 만들고, 그 의식을 증가시키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낙담과 고통스러운 

경험들—만일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의미를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인 그 이상이 

되는 것 쪽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의미 없이 남아있을 

수 있다. 코아틀리케 상태는 중간기착기가 될 수 있다 혹은 그것은 삶의 길이 될 

수 있다.

We need Coatlicue to slow us up so that the psyche can assimilate previous 

experiences and process the changes. If we don’t take the time, she’ll lay 

us low with an illness, forcing us to “rest.” Come, little green snake. Let 

the wound caused by the serpent be cured by the serpent. The soul uses 

everything to further its own making. Those activities or Coatlicue states 

12 김신명숙은 �여신을 찾아서�에서 여성신학자 캐롤 크리스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며 고대 

미노아 문명을 상징하는 뱀 여신에 대해 설명한다. “뱀은 재생을 상징합니다. 옛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로 거듭나는 뱀의 모습에서 생명의 갱신과 지속성을 보았지요. 또한 겨울잠을 잔 후 

땅속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뱀이 지하세계와 지상세계,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신령한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구불구불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에서 특별한 생명 에너지를 느끼기도 했을 거고

요.”(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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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disrupt the smooth flow (complacency) of life are exactly what propel 

the soul to do its work: make soul, increase consciousness of itself. Our 

greatest disappointments and painful experiences-if we can make meaning 

out of them—can lead us toward becoming more of who we are. Or they 

can remain meaningless. The Coatlicue state can be a way station or it can 

be a way of life. (“now let us shift” 68)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보았다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뱀을

벽 위의 빛나는 뱀들

창문으로 움직이는 뱀들.

조그마한 두려움이 나타났고 나에게 들어왔다.

나는 큰 검은 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너를 치유하는 영혼의 안내자야.” 

when I woke up I saw 

squirming serpents on the floor

shiny serpents on the walls

serpents moving on the windows.

A small fear appeared and entered me. 

I heared a big black snake say,

“We are your healing spirit guides.” (Borderlands 200)

안잘두아의 전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 코아틀리케는 고통 속에

서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 자신이면서 경계지대의 상처를 안고 영적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치카나이기도 하다. �경계지대�는 ‘코아틀리케에 대한 이야기’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한 뱀의 상징성과 화자와 뱀의 일체감이  드러

나며, 마지막 시의 마지막 연은 뱀의 재생에 빗댄 치카나의 영적 부활에 대한 정

치적 선언이다. 

그래, 몇 년 혹은 몇 세기 안에 

민족은 일어나리, 온전한 언어

모든 문화의 최고의 것을 싣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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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잠자는 뱀

반란-진화(혁명),이 솟아오르리

오랜 피부처럼 굴종, 수용, 침묵의

노예적 방식이 떨어져 나가리

빛나는 뱀처럼 우리는 움직이리, 작은 여인이여

그대는 보게 되리

Yes, in a few years or centuries

la Raza will rise up, tongue intact

carrying the best of all the cultures.

That sleeping serpent,

rebellion-(r)evolution, will spring up.

Like old skin will fall the slave ways of

obedience, acceptance, silence.

Like serpent lightning we’ll move, little woman

You’ll see. (225)

또한 이제 우리 바뀌자 의 첫 문단은 여신 코아틀리케 즉, 뱀이 체화된 몸에 

대한 강렬한 감각과 인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당신은 공기를 들이마신다, 당신의 원시의 감각이 열려 타오른다. 당신 이마의 한

가운데로부터, 파충류의 눈이 깜빡이고, 지형을 점검한다. 심장과 내장의 지력처럼. 

. . . 이 뱀은 깨어나는 의식의 상징—내면적 깨달음의 가능성, 논리적 사고로는 간

파할 수 없는 지식과 지성

You swallow air, your primal senses flare open. From the middle of your 

forehead, a reptilian eye blinks, surveys the terrain. This visual intuitive 

sense, like the intellect of heart and gut, . . . The snake is a symbol of 

awakening consciousness-the potential of knowing within, an awareness 

and intelligence not grasped by logical thought. (540)

이렇게 안잘두아 전기의 핵심적 상징인 코아틀리케는 후기의 핵심이론인 “코노

시미엔토”의 예감으로 연결된다. 각 텍스트의 시작과 끝이 뱀의 상징으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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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두 텍스트의 유기적 관계성을 짐작하게 만든다. 이

제 우리 바뀌자 는 육체적 고통을 관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코노시

미엔토에 이르는 여정”(journey: path of conocimiento 540)을 메소아메리카의 

신화적 상상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잘두아가 치유를 향한 여정의 최종단계로 제

시하는 “코노시미엔토”는 정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주민의 철학에서 이끌

어낸 “정신적, 감정적, 직관적, 상상적, 영적, 그리고 미묘한 몸의 앎”(Anzaldua 

2002 542)을 관통하여 도달하는 전일적 통찰과 깨달음이며 이는 무지의 중력 혹

은 감정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탐닉하는 중독을 의미하는 “디코노시미엔

토”(deconocimiento)의 반대 개념이다. 또한 안잘두아는 진정한 치유의 과정을 

“질병의 부재”를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지 않고13 “상처에 의해 생긴 흩어진 에너

지와 영혼의 상실을 돌려놓는”(2015b 89) 전일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잘두아가 설명하는 “코노시미엔토에 이르는 일곱 단계”(seven stages of 

conocimiento 543)의 여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파열, 파편화” 

(rupture, fragmentation)이며 안잘두아는 일련의 단계의 원인이 될 이 최초의 

상처의 지점을 “익숙한 모든 것에 의해 버림받은 채, 노출된 채, 벗겨진 채, 단절

된 채, 상처받은 채, 불확실한 채, 혼란스러운 채, 그리고 갈등하는 채, 당신은 가

장자리에서 살게끔 강요된다-해체하는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가장자리”라고 설

명한다.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분노는 “당신이 누구이고, 세계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질문하게끔 하는 깨어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546). 두 번째 단계는 

“네판틀라”(nepantla)의 단계이며 상처와 파열의 단계를 지나 익숙했던 관점에

서 벗어나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의 변동과 혼

돈의 지점을 의미한다. 네판틀라는 메소아메리카의 거대 원주민인 나우아

(Nahua)족의 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중간-사이의 상태”(in-between state)라

는 의미이다. 여전한 트라우마의 지점인 네판틀라에서는 “다른 관점이 갈등으로 

들어가는 지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 생각들, 교리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 당신

13 “안잘두아는 “나는 건강을 질병의 부재로 생각하지 않으며, 질병과 더불어, 역기능과 더불어, 상처

와 더불어 사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일성(wholeness)으로 나아가며.... 건강은 또한 전체론(holism)과 

관계가 있다”(Lara 51)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안잘두아는 코노시미엔토로의 여정을 건강 회복의 과정

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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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정체성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이며 “변화의 외부적 표현과 그

것과의 당신의 내적 관계 사이의 평정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는 지점의 

변화들 사이의 영역”인 것이다(548-9). 즉 네판틀라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랜 이야기와 우리가 되어갈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사이의 전이와 공존의 

공간인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코아틀리케 상태”(the Coatlicue State)는 앞서 

살펴보았듯 뱀의 여신의 몸을 상징하는 어둡고 긴 터널, 고통스러운 질병 혹은 

우울로 인한 무기력과 슬픔의 동굴이지만 그 속에는 “상처와 열정의 근원뿐만이 

아닌 내적 지식, 치유, 그리고 영적 재생(숨겨진 보물)에 대한 약속”(554)이 놓여

있다. 깨달음이 배태되는 지점이며 우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점인 것이다. 안

잘두아는 “우리의 증상을 질병과 붕괴가 아닌 성장의 표식으로서 봄으로써, 우리

는 우울의 느린 자살로부터 일어설 수 있다. 방앗간을 위한 연장 혹은 곡식으로

서의 이 감정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두려움, 근심, 분노를 관통하여 움직인다, 

그리고 다른 현실 속으로 폭발한다”(552)라고 설명하며 네 번째 단계인 “호출...

약속... 횡단 그리고 개조”(the call...el compromiso...the crossing and 

conversion)를 예고한다. 코아틀리케의 우울을 관통하여 도달하는 이 변화와 정

신적 확대의 단계는 다섯 번째 단계인 “코욜샤우키를 다시 모으기”(putting 

Coyolxauqui together)의 통찰을 이끌어낸다. 태양과 전쟁의 신인 오빠에게 사

지가 훼손되어 머리만 밤하늘로 던져진 채 추방당한 달의 여신 코욜샤우키는 사

지를 재배열하기 위한 회복과 치유의 소망을 상징한다. 안잘두아는 코욜샤우키 

단계를 “파편화에서 복잡한 전일성으로 움직이려는 충동 혹은 갈망, 복잡한 치유

의 과정”(2015b 243)으로 묘사한다. 이 단계에서 상처받은 자아의 파편을 그러

모아, 그것들을 재배열하면서 새로운 자아와 세계의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여섯 

번째 단계인 “폭발...여러 현실의 충돌”(the blow-up...a clash of realities)을 통

해 치유의 최종단계인 코노시미엔토(Conocimiento)에 도달하며 현실을 변화시

키고 “영적 액티비즘을 실천에 옮긴다.”(acting out spiritual activism) 

“영적 액티비즘은 “영적 깨달음(spiritual awareness)이 정치적 액티비즘과 

함께하는 실천(practice with political activism)의 합성어”(Salazar 19 재인용)

이며 체리에 모라가는 �전시에 사랑하기�에서 이를 “영적 긴급함 같은 시간에서 

느끼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액티비즘에 영감을 주는 영성 그리고 영혼을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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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학-자유를 위한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의 깊게 자리잡은 장소로부터 끌어

온-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비전은 최악의 시간에 우리를 붙들

고 치유한다”(120-1)라고 설명한바 있다. “영적 액티비즘은 자아와 공동체의 핵

심적 요소로서 영성을 강조하고 우리자신과 공동체를 치유하려는 노력 속에서 

액티비즘을 결합한다.”(Salazar 188) 즉 우리의 진정한 힘과 변화는 영성과의 접

촉에서 비롯되며 그 통찰력이 우리를 이끌도록 허락할 때 획득될 수 있음을 강조

한다. 안잘두아는 디코노시미엔토에서 코노시미엔토와 영적 액티비즘에 이르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혹은 “지그재그로” 나아간다

고 설명한다(2002 545). 

마지막으로 안잘두아 이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코노시미엔토에 이르

는 길” 즉, ‘자기-치료’(self-healing)과정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디코노시미엔토

의 중력에 이끌린 채 살아가던 중 상처받은 치카나는 네판틀라의 혼란의 길을 통

과하여 코아틀리케의 우울의 동굴에 칩거한다. 코욜샤우키를 그러모아 치유에 

돌입하며 마침내 코노시미엔토의 빛 속에서 영적 액티비스트로 거듭난다. 안잘

두아가 천착하는 전일적 치유에 이르는 여정의 궁극적 지점이며 이제 우리 바

뀌자 를 닫는 제식의 시이기도 한 변화를 위한...의례...기도...축복

(“ritual...prayer...blessing...for transformation”)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 그리

고 “지하세계”(underworld)와 “하늘”(sky)에 깃든 성스러움을 향한 소망과 명상

으로 이루어져있다. 실제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며, 치카나 문학의 사제

로서 안잘두아는 상처받은 치카나가 불안과 역경의 면전에서도 메소아메리카의 

영적 유산을 허리에 두르고 춤추는 댄서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 죽음 그리고 역경을 힘과 더불어 만나기를

우리가 우리 두려움에 맞서 춤추기를 

Though we tremble before uncertain futures

may we meet illness, death and adversity with strength

may we dance in the face of our fears. (“now let us shift”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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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체리에 모라가: 코욜샤우키의 영적 액티비스트 되기의 여정

모라가의 첫 시/산문집 �전시에 사랑하기� 는 “‘상처’(scratch)의 내 가족과 

부족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헌사로 시작되며 이어 2판 서문은 

“이 어두운 전시의 글쓰기”(these dark wartime writings) 속에서 자신이 코욜

샤우키를 찾았다는 선언14으로 시작된다. 모라가는 치카나 어머니와 백인 아버

지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났기에 밝은 피부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혈통인 

어머니와의 “심오한 연결”을 통해 어머니의 ‘갈색 조국’을 선택한 치카나로서 영

성은 모라가 작품의 핵심에 존재하며 “코욜샤우키는 모라가의 모든 글쓰기 속에 

(다양하게 변장한 채) 나타난다”(Minich 66). �전시에 사랑하기�가 급진적 치카

나 페미니스트로서의 레즈비어니즘15, 치카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16 치카나의 

역사와 신화, 가족사와 자서전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마지막 세대�의 서문에

서는 자신을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필경사”(the ancient Mesoamerican scribes 

4)로 호칭하면서 생태여성주의적 상상력에 근거한 부족의 재생과 영적 진화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그려낸다. 본고는 모라가의 희곡 �영웅들과 성자들�(1992)이 

시/산문집 �마지막 세대�(1993)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착안

14 �전시에 사랑하기� 서문의 첫 단락은 “아즈텍 전통에서, 달은 전사-여동생이다 전쟁의 남성 신에 

의해 사지가 훼손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추방된, 그것은 당신이 아닌가, 여동생 전사, 돌아온 코욜샤우

키, 대지의 그 여인, 조각조각 부서진 채”(ⅲ)라는 설명으로 시작된다. 
  15 모라가에게 레즈비어니즘은 전쟁의 시대를 통과하는 사랑법이며 �전시에 사랑하기�에서 스물일

곱에 레즈비어니즘을 받아들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마침내 내 레즈비어니즘으로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내 엄마와의 심오한 연결이 내 안에서 다시 깨어났다. 내가 내 자신의 레즈비어

니즘을 내 살 속에서 인지하고 직면했을 때 내 엄마의 억압—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치카나임에

서 기인하는—에 대한 내 진심어린 정체성과 공감을 깨달았다. 나의 레즈비어니즘은 침묵과 억압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던 도로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는 나에 대한 가장 

촉각적인(tactile) 암시가 되어왔다.”(44)
16 �전시에 사랑하기�에는 저항적 치카나 교수로서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르치는 것은 

권한을 주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의 연장으로 그들 자신의 언어 속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반란사태를 창조(혹은 와족의 경우, 지탱하게 하는)하는 것이다. 여전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직업. 우리는 봉기의 선생이 되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믿고 

싶다 우리의 교육학 그리고 저항의 예술적 행위들이 유럽-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성장하는 의식을 위한 어떤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치카노/나 민족을 내 자신의 언어로 가르친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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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작품의 내용적, 논리적 연결성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마지막 세대�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뉴멕시코의 고백

(“New Mexican Confession”)과 2장 전쟁의 함성 (“War Cry”)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전시의 고통에 대해 쓰고 있다면 4장 두 문화 속에서 자란 마음의 붕괴

(“The Breakdown of the Bicultural Mind”)와 5장 마지막 세대 (“The Last 

Generation”)는 부족의 재생에 대한 비전을 그려낸다. 1장에서 5장까지, 고통에

서 치유에 이르는 작품 구성 속 가교 역할을 하는 3장이 여성의 힘 (“La 

Fuerza Femenina”)이며 그 중심에 코욜샤우키가 놓여있다는 점은 �경계지대�

의 1장에서 7장까지의 구성 중 그 핵심적 상징인 4장의 “코아틀리케 상태”를 통

과하여 치유의 약속에 도달하는 구조를 떠오르게 한다. 모라가는 여성의 힘 에

서 아즈텍 신화 속 태양과 전쟁의 신인 위칠리로포츠틀리에게 훼손된 여신 코욜

샤우키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녀를 메치카나(Mechicana)17가 추구하는 여성신

이라고 단언한다. 

코아틀리케, 이미 나이를 먹고, 곧 그녀가 임신을 했음을 알게된다.

코아틀리케의 딸, 코욜샤우키,는 그녀의 어머니가 전쟁의 신, 위칠로포츠틀리,를 

막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격분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매들, 400개 별들,과 함

께, 그녀는 전쟁이 왕이 되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코아틀리케를 죽이기로 공

모한다.

위츨리포츠틀리는 허밍버드에게 이것을 경고 받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지키겠

다고 맹세한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는 코욜샤우키를 살해한다, 그녀의 머리를 

잘라내면서 그리고 완전히 그녀의 몸을 훼손하면서. 

가슴은 흉부로부터 분리된다 엉덩이로부터 분리된다 허벅지로부터 분리된다 무릎

으로부터 팔과 다리로부터. 코욜샤우키는 어둠 속으로 추방되었다 그리고 달이 되

17 모라가가 창안한 용어인 치카나 페미니스트를 의미하는 “메치카나(Mechicana)”는 “Mexica(메소

아메리카의 고대부족, 아즈텍 제국 이전의 조상들. 멕시코의 국명이 여기서 유래함)”와 Chicana의 합성

어이다. 메치카나는 카스틸로가 창안한 치카나 페미니스트인 “치카니스타(Xicanista)”를 떠오르게 만

든다. 치카니스타는 "Xicana"(Chicana와 같은 발음이며 “ch”대신에 고대 나우아족의 언어에서 가져온 

“x”를 철자화시킴)와 Feminista(페미니스트)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메치카나와 치카니스타는 가부

장제 이전과 서구 정복 이전의 멕시코적 가치의 이상화된 비전 속에 기반한 정치학”이다. 이렇게 “자서

전적 글쓰기 속에 이런 식민정복 이전의 틀을 차용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탈식민화하도

록 만든다.”(Bost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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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달의 여신. 

내 자신의 예술 속에서, 나는 그 상처를 쓰고 있다.

. . . 

위츨리포츠틀리는 내 신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어머니, 코아틀리케, 죽음과 

생명의 신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그 딸, 반역의 여인에게 기도한다. 추방되어 온 그녀, 그녀 자신을 달로 변화시키는 

훼손된 누이. 그녀는 여성의 힘이다. 우리의 절단된 여성성의 조각들을 그러모으고 

우리 자신을 재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 그녀는 치카나 작가의 언어, 치카나 화가

들의 캔버스, 치카나 무용수들의 스텝이다. 그녀는 다시 주장된 모성이고 명예로운 

자매애이다. 그녀는 우리의 작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 신, “타락”이전의 메치

카나이다. 

Coatlicue, already advanced in age, soon discovers that she is pregnant.

when her daughter, Coyolxauhqui, learns that her mother is about to give 

birth to Huitzilopotchli, God of War, she is incensed. And, along with her 

siblings, the Four Hundred Stars, she conspires to kill Coatlicue rather 

than submit to a world where War would become God.

Huitzilopotchli is warned of this by a hummingbird and vows to defend his 

mother. At the moment of birth, he murdered Coyolxauhqui, cutting off her 

head and completely dismembering her body.

Breast splits from chest splits from hip splits from thigh from knee from 

arm and foot. Coyolxauhqui is banished to the darkness and becomes the 

moon, la diosa de la luna.

In my own art, I am writing that wound. 

. . . 

Huitzilopotchli is not my god. And although I revere his mother, Coatlicue, 

Diosa de La Muerte y La vida, I do not pray to her. I pray to the daughter, 

La Hija Rebelde. She who has been banished, the mutilated sister who 

transforms herself into the moon. She is la fuerza femenina, our attempt 

to pick up the fragments of our dismembered womanhood and reconstitute 

ourselves. She is the Chicana writer’s words, the Chicana painter’s 

canvas, the Chicana dancer’s step. She is motherhood reclaimed and 

sisterhood honored. She is the female god we seek in our work,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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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icana before the “fall.” (73-4) 

모라가는 치카나의 모태 여신으로서의 코아틀리케를 숭배하지만 자신의 신은 

그 딸인 손상되고 추방된 코욜샤우키라고 단언한다. 또한 자신의 문학은 어둠을 

품은 채 유동적으로 모습을 바꾸며 재생하는 훼손된 달의 여신 코욜샤우키의 상

처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라가에게 코욜샤우키는 새로운 

세기 메치카나 예술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시에 사랑하기�와 �마지막 

세대�는 전쟁과 태양의 시대를 통과하는 전사-달의 여신 코욜샤우키의 상징으로 

긴밀하게 연결18되어있다. 본고는 모라가의 희곡 �영웅들과 성자들�19에서 미국

과 멕시코 경계지대의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결과로 사지가 없이 머

리만으로 태어난 치카나 세레지타(Cerezita)20를 달의 여신 코욜샤우키의 상징

으로 설정한다. 또한 세레지타가 상처 입은 자아의 조각들을 그러모아 영적 액티

비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안잘두아의 “코욜샤우키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레지타에 대한 인물 설명은 그녀가 “치카나의 여성적 성스러

18 �전시에 사랑하기� 서문에 이어지는 도입부에 작가가 사랑하는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꿈에서 만난 

일화는 다음과 같다. “내 할머니가 교회 바깥에 나타나셨다—미사 후 그녀가 그러했듯 앞에 서서. 나는 

그렇게 놀랐다 그녀가 다시금 밖에 나오는 것이 매우 충분한 것이, 옷을 입은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녀를 보고 마냥 행복하다. 내가 내 삶에서 다시금 그녀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 그녀는, 

그러나, 거대한 고통 중에 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다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수술 중이었다. 

그 상처는 그녀의 종아리 속 거대한 구멍과도 같다— 딱딱한 껍질이 있고, 벌어져있으며, 크게 갈라진 

구멍. 나는 그토록 위태롭게 그녀의 고통을 느낀다.”(Ⅹ) 그러므로�전시에 사랑하기� 서문의 훼손된 

코욜샤우키로서의 자각과 도입부의 원주민인 할머니의 수술 중인 거대한 구멍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세대�의 핵심부에 존재하는 코욜샤우키의 신화는 상처와 고통이라는 질료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19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978년에서 1988년에 이르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맥팔랜드

(McFarland)의 농약 요염 사건을 소재로 하여 오염된 토양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극화”(김영덕 

77)하고 있다. 세레지타는 엄마가 8개월까지 들판에서 일했기에 실제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다섯 살 치카

노 소년에게서 영감을 받아 창조된 인물이며 “맥팔랜드의 가장 비극적인 경우들 가운데 하나”(Heroes 

and Saints 93)라고 할 수 있다. 
20 Cerezita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작은 체리”로 번역된다, “이는 대지의 과일로서의 그녀를 묘사

한다; 그녀의 몸 없는 머리는 오염된 대지의 과일이다. 따라서, Cerezita의 이름은 농업과 풍작의 고대 

로마의 여신, 케레스(Ceres)와 연결될 수 있다”(Duran 68). 여성의 몸과 대지를 연결시키는 생태여성

주의적 관점은 �마지막 세대�의 두드러진 문제의식이며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땅이 

어떻게 자유롭겠는가?”(how will our lands be free if our bodies aren’t? 173)라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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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Mitchell 214)과 연결된 인물임을 암시한다. 

세레지타는 인간 규모의 머리, 그러나 당당한 몸가짐과 고전적인 원주민의 아름다

움을 소유한 머리 그녀는 가끔은, 거의 종교적 위상을 띠고 있다. (신대륙 발견 이

전의 문화 올맥족21의 거대한 두상 인물들과 비교될 수 있을 듯하다.) 이 이미지는, 

그러나, 일상적 기능의 층위에서 그녀가 드러내는 매우 실제적인 “인간임”과 대조

되어야한다. 

CEREZITA is a head of human dimension, but one who posses such 

dignity of bearing and classical Indian beauty she can, at times, assume 

nearly religious proportions. (The huge head figures of the pre-Columbian 

Olmecas are an apt comparison.) This image, however, should be 

contrasted with the very real “humanness” she exhibits on a daily 

functioning level. (90)

“모라가는 세레지타를 자신의 희곡에서 가장 예지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묘사한다. 사지가 없는 머리로 존재하면서, 첫 장면에서 곧바로 인간을 넘어선 

‘신화시적인 모습’(mythopoetical persona)으로서 정체화된다”(Perez 64), “빛 

속에서 경건하고 두드러진”(“awesome and striking in the light, Heroes and 

Saints 92) 모습으로서. 극의 첫 장면부터 지배문화 속 최악의 일탈인 ‘비

체’(abject)로서의 세레지타의 몸이 메소아메리카 원주민의 맥락 속에서는 종교

적 후광이 드리운 “비범한 몸”으로 암시되면서 지배문화의 서열체계를 교란한

다. 이는 세레지타가 두 살 때 신문에 알려지면서 대중매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지배문화에서의 세레지타의 몸은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했던 “기형인간쇼”(freak show)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상하게 

만든다. 기형인간쇼는 외관상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유표된”(marked) 

몸들을 뭉뚱그려 신체적, 문화적 무질서와 야만으로 타자화하면서 역으로 미국

의 이상적인 자아상인 “무표된”(unmarked) ‘규범적’인 몸을 인위적으로 형성하

21 올맥족은 멕시코 만 주변에 살았던 고대 민족이며 �마지막 세대�는 “우리의 올맥족 제3의 눈은/ 

빛나기 시작한다/ 서서히/ 떠오르는/ 빛 속에서”(Our Olmeca third eye/ begins to glisten/ in the 

slowly/ rising/ light 192)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마무리 된다. 



130 이  승  례

고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톰슨 122-133). 세레지타에 대한 언론

의 과도한 관심은 기형인간쇼를 관람하며 흥미와 동정, 안정감을 동시에 경험하

는 관객의 시선을 닮아있다. 

두상만으로 존재하는 예속된 올맥족 신상처럼 열여덟의 세레지타는 “원주민

의 아름다움과” 신성의 비전을 소유했으나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모든 것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충분한 차원으로 허락되지 않은 젊은 치카나” 

(Michell 214-5)인 ‘현대의 코욜샤우키-치카나’를 상징한다. 기형아에 대한 타

인의 시선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 돌로레스(Dolores)의 과보호의 결

과로 세레지타가 세상을 경험하는 통로는 주로 독서와 은밀한 창밖 응시 정도에 

불과하다. 세레지타는 절망과 혼돈, 피해자로서의 깊은 심연의 동굴인 집 안에서

의 코아틀리케 상태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후안 신부(Father Huan)의 은밀한 욕

망에 대한 상담자가 되면서 세레지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지하고, 미혼모 언니 

욜란다(Yolanda)의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젖을 빨아 고통을 덜어주는 돌보미가 

되고, 창밖을 통해 “정치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22의 현장을 응시하기도 

하면서 “파편화에서 복잡한 전일성으로 움직이려는 내적 충동 혹은 갈망, 복잡한 

치유의 과정”(Anzaldua 2015b, 243)인 “코욜샤우키 명령”(Coyolxauhqui 

imperative)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 바뀌자 에서 안잘두아는 “코욜샤

우키의 빛은 당신을 슬픔의 구덩이로부터 이끌어낸다. . . . 당신의 마비를 부순

다.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 탈출하는 것. 당신이 깊음 속 

은유의 다리로 떨어졌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을 던지는 

달의 여신을 향해 올라간다. 그 활기찬 빛을 관통하여 거른다. 당신은 치유되기

를 원한다; 당신은 변화되기를 원한다”(553-4)라고 설명하며 코욜샤우기 명령이 

22 �마지막 세대�에는 세레지타가 지켜본 정치 시위의 구체적 설명이 등장한다. “대지는 여성. 원주

민들과 더불어, 대지를 옹호하고 있는 주요 풀뿌리 액티비스트들이 모든 인종과 문화의 여성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위 서구 ‘문명’의 ‘선진화’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연장자

들을 위한 주요한 돌보미, 양육자 그리고 제공자로 남아있다. 이들은 동부 로스앤젤레스의, 맥팔랜드의, 

그리고 케틀맨시티의 어머니들이다, 유독성 쓰레기들과, 지역 소각로와 농약 중독과 싸우고 있는, 그들

의 바로 자궁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형과 죽음 속에서 대지의 오염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173) 

위에 언급된 맥팔랜드가 �영웅들과 성자들�의 실제 배경이 되고 있으며 세레지타와 그녀의 죽은 조카는 

농약 중독으로 오염된 자궁의 실제적 피해자들인 것이다. 극중 세레지타의 대모인 암파로(Amparo)는 

정치 시위의 주체인 치카나 풀뿌리 액티비스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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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치유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코아틀리케 상태&코욜샤우키 명령23

은 변화를 위한 상징적 죽음과 재생의 압축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코욜샤우키 명령의 종결지점에 이르러 세레지타가 집 밖으로 나가면서 마침내 

스페인의 성모 마리아와 원주민 여신의 완벽한 습합이며 멕시코 영성의 불멸의 

상징인 여신 과달루페의 후광이 드리운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암으로 죽은 열 번

째 아이인 자신의 조카 장례식이자 종교집회에서 푸에블로(EL PUEBLO) 군중

들을 향하여 세레지타는 영적 액티비스트로서 “기적의 민족”인 원주민 부족과 

어머니 대지의 재생의 비전-코노시미엔토를 열정적으로 연설한다. 

광휘가 방으로 들어와 세레지타를 비춘다. 그녀는 과달루페 성모의 푸른 별이 새겨

진 망토를 두르고 있다. 머리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졌고 성모의 고전적 표정 

속에서 눈은 아래를 향한다.

A brilliant beam of light has entered the room and washes over CEREZITA. 

She is draped in the blue-starred veil of La Virgin de Guadalupe. Her head 

is tilted slightly toward the right, her eyes downcast in the Virgin’s classic 

expression. (144)

여러분의 손을 내 상처 속에 넣어보세요. 내 상처의 골짜기에는 한 민족이 있습니

다. 기적의 민족입니다. 민족이 사는 골짜기인 푸에블로. . . 여러분이 바로 과테말

라, 엘살바도르입니다. 여러분이 구나족이며 타라후마라족입니다 여러분은 역시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들처럼 같은 피가 우리의 혈관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기에. 

여러분의 죽음이 충격과 애도가 아니라, 공경과 찬양이었던 시간의 같은 기억. 오

늘 여러분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 붉은 기억이 여러분 안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용기와 더불어 흐를 것이기에. 그리고 여러분은 해방될 것입니다. 이 

땅을 어머니 24라고 부르며 자유롭게. 어머니 대지. 어머니. 성스러운 어머니. 어머

  23 코아틀리케 상태와 코욜샤우키 과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잘두아는 코욜샤우키 

의식은 깨어있는 세상의, 태양의, 빛의 의식이 아니라 어둠의, 지하세계의 우울의 의식이기에 사람들

이 심지어 알아채지도 못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당신이 문제가 있다, 당신은 자러 간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신은 그것을 풀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풀었는가? 혹은 어떻게? 그것은 너의 코욜사우키 의식

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코욜샤우키 의식은 잠재의식, 무의식, 집단 무의식과 매우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Lara 45-6)
24 �마지막 세대�에서 모라가는 다음과 같은 생태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대지는 여성. 신화,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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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 . . 해방된. 광휘의 붉은 어머니 . . . 솟아오릅니다. 

Put your hand inside my wound. Inside the valley of my wound, there is a 

people. A miracle people. In this pueblito where the valley people live. . . 

. You are Guatemala, El Salvador. You are the Kuna y Tarahumara. You 

are the miracle people too, for like them the same blood runs through 

your veins. The same memory of a time when your deaths were cause for 

reverence and celebration, not shock and mourning. You are the miracle 

people because today, this way, that red memory will spill out from inside 

you and flood this valley con coraje. And you will be free. Free to name 

this land Madre. Madre Tierra. Madre Sagrada. Madre . . . Libertad. The 

radiant red mother . . . rising. (148)

코욜샤우키로서의 세레지타가 극의 마지막에 이르러 과달루페 성모로 수렴되는 

것에 대해 파라는 이 작품이 “영적 결말이라기보다는 더욱 정치적25인 결말”(119)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본고는 이를 코욜샤우키 명령을 수행한 세레지타의 영적 

액티비스트로서의 성장으로 평가한다. 마침내 푸에블로 공동체와의 호흡 속에서 

과달루페의 형상으로 힘 있는 연설을 하는 세레지타는 집 안에서의 무력하고 외로

운 그리고 지배체제 속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 

극중 푸에블로는 주로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모라가는 �마지막 세대�에서 “미래로의 길은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길”임을 강조하

면서 원주민 공동체는 “원주민 미국인들의 전통적 모델에 근거한 ‘부족’,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구조”(165-7)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실용적 대답”26이라고 설명한

혹은 기억이건 간에, 그녀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어머니’로 불린다. 어머니 대지. 여성처럼, 어머

니 대지는 강간당했고, 그녀의 자원들을 착취당했고, 기력이 없고, 수동적이며, 말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지진, 해일, 허리케인, 화산 폭발 속에서 분명해진 그녀의 울부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지지 않는

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주목한다 그리고 여성들도 주목한다,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여성들.”(172) 
25 �경계지대�에서 안잘두아는 과달루페 성모가 상징하는 정치적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과달루페 그녀자신이 지배받고 억압당했던 원주민들의 심리적 육체적 유린과 싸웠기에, 그녀는 

우리의 영적, 정치적, 심리적 상징이다. 희망과 믿음의 상징으로서, 그녀는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보증한다. 극도의 절망, 고통 그리고 거의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살아남았다. 경계 양쪽에 

사는 멕시코인들에게, 과달루페는 부자, 중상류층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상징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원주민들에 대한 그들의 정복에 맞서는.”(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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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중의 푸에블로 공동체는 �마지막 세대�의 핵심개념이면서 작가가 꿈꾸는 대

안적 공동체의 청사진이기도 한 “퀴어 아스틀란”(Queer Aztlan)을 떠오르게 한다. 

원주민 공동체의 평등적인 모델로부터 이끌어낸 퀴어 아스틀란은 치카노/나의 상

상의 영적 조국인 아스틀란을 구체화한 개념이며 “인종적 다양성,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표현에 대한 충만한 범주를 포함하는 강력한 나라”이며 편견과 처벌 없이 

문화적 표현을 요구할 수 있는 문화, “괴짜”나 “누군가의 손가락이 지목하는 ‘타자’

들도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164) 여기서의 퀴어(queer)는 “이상한, 기묘한”이라

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정상’이라는 범주로 묶어낼 수 없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실존27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폭력적인 이분법을 거부하는 정치학이

자 액티비즘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원주민과 대지에 대한 유린의 역사적 증언인 코욜샤우키-세레지타는 “퀴어 

아스틀란”과의 만남을 통해 여신으로서의 위엄을 회복하며 지배문화에 균열을 

내는 대항신화를 완성한다. 아픈 역사가 새겨진 훼손된 그녀의 몸은 메소아메리

카적 우주관에서 신탁의 증거가 된다. 모라가가 “연약함의 힘”을 그려낼 때 상흔

을 손쉽게 봉합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으며28 상흔이 아름다움과 겹쳐지는 순간

을 포착한다. 엉겅퀴 (“THISTLE”)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간의 빛과 생명력에 

관한 시이다. 

26 모라가는 또한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원주민과 치카노의 연정”, 공동의 상흔과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주민 보호구역은 원주민 미국인들에게 토착적이지 않다; 이는 원주민들의 

권력을 빼앗도록 고안된 식민적 모델이다. 알콜리즘의 비율, 자살, 그리고 가정 폭력은 그 시스템의 

유효함에 대한 증거이다. 미국 바리오의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는, 치카노들은 같은 상흔을 갖고 있다: 

에이즈, 약, 갈색에 대한 갈색의 살인, 가난, 그리고 환경오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가치들과 

미국을 관통하는 전통적 원주민 공동체의 조직화된 투쟁은 이 대륙 위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의 

빠르게 가속화하는 층위를 멈추기 위한 진정한 희망을 제시한다.”(167)
27 안잘두아는 �경계지대�에서 “경계지대는 부자연스러운 경계의 감정적 잔여물로 만들어진 희미하

고 미결의 장소. 그것은 변화의 한결같은 상태 속에 있다. 금지되고 제한된 사람들이 그 거주민들이다. 

잡종들이 여기에 산다: 사팔뜨기들, 성도착자들, 퀴어들, 골칫거리들, 잡종개들, 뮬라토들, 혼혈아들, 

반쯤 죽은 사람들; 요컨대, 횡단하는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 ‘정상’에 국한된 것들을 통과해낸 사람

들”(25)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모라가의 “퀴어 아스틀란”의 주민들을 떠오르게 하는 지점이다. 
28 민치는 “모라가의 이미지들은 몸의 완전함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여신의 상처를 보이

게 남겨놓는다. 정말, 코욜샤우키가 모라가의 고유한 상징은 아니지만,(여신은 치카나 페미니스트 도상

학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모라가는 손상된 상태 속 여신의 한결같은 재현에 주목할 만하다”(67)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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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겅퀴

그녀는 나에게 말한다

엉겅퀴와 함께 그들은 일깨운다 

그 마음을

살아있는 몸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그것이 보랏빛으로 만개하는 것을 본다

피어오르는 멍처럼

여기

그리고 여기. 

thistle

she tells me

with thistle they awaken

the mind back

into the living body

I see it bloom purple

like flowering bruises

here

and here. (Loving in the War Years 169)

IV. 아나 카스틸로: 상처의 공동체와 쿠란데라 되기의 통과의례 

카스틸로의 소설 �신으로부터 그토록 먼�은 뉴멕시코(New Mexico)의 작은 마

을 톰(Tome)에 살고 있는 여성가장 소피(Sofi)의 네 딸인 에스페란자(Esperanza, 

hope), 페(Fe, faith), 캐리닫(Caridad, charity), 라로까(La Loca, crazy)의 미국 

남서부 경계지대 속 고통스러운 삶의 행로와 전통적 치유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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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설의 배경인 뉴멕시코는 푸에블로족의 최대 거주지로서 진한 원주민 문화와 

세계관을 환기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남성인물의 

부재와 전통과 자연에 뿌리박은 여성적 미덕이 이끌어가는 가모장제(matriarchy)

는 치카나 문학 속 주요한 전경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피의 네 딸들은, 통찰력 있는 

원주민 문학 비평가이자 시인인 알렌(Paula Gunn Allen)이 �신성한 고리�(The 

Sacred Hoop)에서 대지의 방향과 공기의 기류를 제시하고 있는 숫자 4는 아메리

카 원주민의 우주관 속에서 “가장 깨어있는, 가장 신성한 숫자”(72)라고 설명한 

지점을 떠오르게 한다. 

소설은 막내인 세 살의 라로까가 발작 후 사망하여 자신의 장례미사 도중에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 몸을 일으켜 교회 지붕 위에 날아올라가는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이 작품이 서구적 사실주의 소설의 맥락을 거부하는 중남미 문학

의 주요한 특성인 “마술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의 토양에서 형성된 작품임

을 암시한다. 죽은 후의 긴 여행에서 “지옥, 연옥, 천국의 세 곳을 방문”(So far 

from God 24, 이하 소설의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인간의 

냄새를 피하면서 평생 가족과 동물들 외에 누구와의 접촉도 허락하지 않는 “정신 

장애”(mental illness 29)를 갖게 되고 종국에는 원인불명의 AIDS 바이러스에 감

염되어 사망하는 라로까. 네 딸들 중 유일하게 대학교육을 받았으며 연인과의 결별 

후 액티비스트 종군기자로서 중동의 걸프전에 참전했으나 피랍 후 사망한 에스페

란자. 첫사랑 연인의 잦은 외도와 가출로 상처받고 쾌락에 탐닉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여성을 혐오하는 신원불명의 남자들에게 폭행당한 후 유두가 잘린 채 거의 죽은 

채 발견되고,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병원 도우미 생활을 정리한 후 공동체의 민간 

치유사가 되었으나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절벽에서 투신하는 캐리닫. 모든 

것을 걸었던 약혼자와의 결혼이 실패한 후 수달 간 영혼을 상실한 채 오직 소리 

지르며 울다 성대 결절이 생긴 후 다니던 은행에서 해고당하고 재취업한 무기제조 

공장에서 납중독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페. 표층적으로만 본다면 네 딸들의 삶과 

죽음은 경계지대에 거주하는 여인들의 “신으로부터 그토록 먼” 다양한 불운의 변

주곡 정도로 보일 수 있겠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소설의 중심에는 치카나 ‘상처의 공동체’의 미학과 캐리닫의 

치유의 영적 여정이 존재한다. 카스틸로가 그려내는 ‘상처의 공동체’는 소피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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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뿐 아니라 자녀를 모두 잃고 마을의 쿠란데라가 된 후 캐리닫에게 쿠란데리시모

를 전수하는 땅주인 도나 펠리시아(Dona Felicia), 라로까와 캐리닫의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 51)였던 동물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사망한 장녀 에스페란자

의 “심령체로서의 귀환”(ectoplasmic return 150)29 등을 포함하는 매우 ‘투과적’

이며 유연한 경계를 갖고 있다. 모두 상처받고 얼마간 부서진 이들의 공동체는 안

잘두아의 “왼손잡이의 세계”(EL Mundo Zurdo)를 떠오르게 한다. “왼손잡이의 세

계”가 “유색인, 퀴어, 무산자, 여성과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연

합”이라는 점에서 장애 공동체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McMaster 105, 재인용). 

안잘두아는 “오직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힘이 될 수 있다. 나는 우리를 친적-영혼

의 그물망,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본다. . . .우리 모두가 같은 억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의 억압과 더불어 공명하고 동일시한다.”(2015a 

209)라고 설명한바 있다. 

�신으로부터 그토록 먼�에서 ‘상처의 공동체’인 “왼손잡이의 세계”의 구성원들

을 이어주는 고리는 사랑과 돌봄의 여성적 원리이다. “돌본다는 것은 약하고 겁먹

고 손상된 것의 잔여물을-전혀 경멸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것을 뜻하며, 생존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켜 내고 응원함을 뜻하며, 차이를 

서로 함께 탐색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을 뜻한다.”(로드 334-5) 소피는 딸들을 보살

피고, 라로까는 바쁜 엄마를 도와 요리를 하고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한 동물

들을 돌보는가 하면, 다친 캐리닫과 수달 간 집에서 비명 지르며 울고 있는 페를 

정성스럽게 돌본다. 도나 펠리시아는 캐리닫을 돌보며 전통 의술인 쿠란데리시모

를 전승하고 라로까를 치료하기도 한다. 캐리닫은 쿠란데라 견습생으로서 심령체

인 에스페란자와 긴 대화를 나누고 마을 공동체를 치유하는 여인으로 성장한다. 

29 소설 속에서 죽은 후 심령체로 가족들에게 돌아온 에스페란자는 쿠란데라인 캐리닫과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으며 늘 라로까의 근처에 머물러있고 소피와 도나 펠리시아의 꿈속에 종종 나타나며 

“공기보다 무겁게”(heavier than air 170) 가족들 주변에 머무른다. 아메리카 원주민 소설에서 조상으

로 등장하는 심령체와의 대화는 낯설지 않은 전략이며 이는 에르네스토 콘트레라스(Ernesto 

Contreras) 감독의 영화 <나는 다른 언어로 꿈을 꾼다 I Dream in Another Language, 2017>에 등장

하는 멕시코 원주민 후손들의 대화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살아있는 며느리가 죽은 시어머니에게 숲속에

서 부족의 언어로 인사하며 대화하는 장면은 메소아메리카적 우주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계지

대�에서 안잘두아는 원주민들에게 “상상의 세계-혼의 세계-그리고 영의 세계를 말하는 마음의 신비한 

참여는 물리적 현실에 육박한다”(59)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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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돌봄으로 연결된 소설 속 ‘상처의 공동체’는 알렌의 저서 제목이기도한 원

주민 공동체의 “신성한 고리(the Sacred Hoop)”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만든다. 이

는 각각의 개체들이 고리처럼 평등하게 연결되어 거대한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기

에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기 힘든, 원주민 문화 속 존재의 미학을 상징한다. 

카스틸로는 산문집 �꿈꾸는 자들의 몰살�(Massacre of the Dreamers)에서 치

유의 여인인 쿠란데라를 “살아있는 영성”(a lived spirituality 153)이라고 명명한

다. 고대의 뿌리가 있는 메소아메리카 원주민의 관습인 쿠란데리시모는 미국 내 

라티노 공동체와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 치유

의 의술이다. “쿠란데리시모는 치카나의 영적, 문화적 전통을 재발견하고 ‘종교성’

을 표현하기 위한 카스틸로의 스토리텔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30(Ikue 

104). “전문화된 치유사인 쿠란데라”는 “마사지를 해주는 여인, 뼈를 맞추는 여인, 

약초 처방하는 여인, 아이를 낳는데 관여하는 산파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Castillo 2014, 156). �신으로부터 그토록 먼�에서 쿠란데라의 역할을 수행하

는 인물은 라로까와 캐리닫이다. 라로까는 캐리닫이 부정한 연인 메모(Memo)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세 번이나 직접 낙태를 시행하고 치료해 줄만큼 여성의 몸을 

잘 알고 있었으며, 페가 오랫동안 누워서 비명을 지를 때 욕창이 걸리지 않도록 

마사지로 헌신적으로 보살핀다.31 라로까의 쿠란데라로서의 재능은 선천적으로 획

득되었으며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캐리닫은 길고 고통스러운 치

유의 영적 여정을 직접 통과하며 공동체의 쿠란데라로 성장한다. 

캐리닫은 집을 떠나, 모든 것을 걸었던 연인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한 후 그와 

30 카스틸로의 자전적 비네트(vignette)인 ｢비범한 여인｣(“Extraordinarily Woman”)은 쿠란데라였

던 작가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 역시, 가난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을 뻔했으나 할머니의 

치료로 살아났던 작가자신, 장애아로 태어났기에 부모에게 버려졌으나 할머니의 사랑으로 치유된 할머

니 외손자,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중 할머니와 함께하며 영혼의 소생을 경험

한 사촌언니 등 ‘상처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또한 작가가 열 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

의 쿠란데리시모 견습생으로 살았던 자전적 경험도 나타나 있다. 
31 라로까는 가족 외의 사람들과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는 심리적 질병을 갖고 있지만, “직관력 있

는”(intuitive 164) 동물조련사, 탁월한 요리사이며, 타고난 쿠란데라로서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라

로까는 “비정상은 그녀의 혹은 그의 타고난 비범한 재능 때문에 지불해야만 했던 댓가”라는 안잘두아의 

전언을 떠오르게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라로까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disabled)이라는 

호칭 대신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선호된 “다른 능력이 있는(differently-abled) 

사람”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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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남자들과 성적으로 탐닉하는 등 디코노시미엔토의 중력에 이끌린 채 살아간

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원미상의 남자들에게 폭행당한 후 유두가 잘리고 목이 

찔려 거의 죽은 채 도로가에 버려지는 사고를 당한다. 이렇게 코노시미엔토에 이르

는 여정의 첫 단계이며 통과의례의 시작32지점에서 캐리닫은 “면도칼같이 날카로

운 가장자리”에 던져진다. 그렇게 어머니의 집으로 귀환한 캐리닫은 가족과 공동

체의 기도와 치유로 며칠 만에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다.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캐리닫을 폭행한 남자들의 단서조자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태리닫의 손상이 

영적 여정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신화적 악령인 “순전한 힘”(pure force) 혹은 

“Malogra”33(77)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캐리닫은 몸의 회복 후 쿠란데라 견습

생이 되기 위해 소피의 집을 떠나 도나 펠리시아의 이동식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게 

된다. 캐리닫은 쿠란데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뼈 맞추는 방법과 약초 

처방법 등을 자세히 배우면서 “천리안”(clairvoyance 43)을 보이는가하면 “라로

까처럼, 개처럼 사람의 살 냄새에 민감”(75)해지고 여전히 다치던 밤의 악몽을 반

복해서 꾸는 등 “내적 교착상태”이자 “변동의 지점”인 “네판틀라”의 길을 통과하

는 중이다. 캐리닫은 도나 펠리시아의 권유로 떠난 치마요(Chimayo)의 영적 순례

에서 다른 연인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에스메랄다(Esmeralda)를 보고 첫눈에 사랑

에 빠진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완전한 절망감”(in total despair 

78) 속에서 정처 없이 그녀를 찾아 헤매며 네판틀라 속 혼란은 극에 달한다. 도나 

펠리시아는 캐리닫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오조 온천(Ojo Caliente) 방문을 권하고 

캐리닫이 온천에 가는 도중 실종되어 일 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은 온 마을

의 이슈가 된다.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는 캐리닫의 “그림자-짐승”(the 

Shadow-Beast)이라고 할 수 있다. 안잘두아는 �경계지대�에서 이를 “외부의 권

위로부터 온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아의 일부. 그것은 내 의식적인 의지

32 시몬느 비에른느는 �통과제의와 문학�에서 이 첫 단계에 대해 “몸을 해체시키는 이런 고문...을 

극복함으로써 그는 신령으로부터 새로운 육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접근하게 될 것이

다”(40)라고 설명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샤먼 후보의 필수적인 단계임을 강조한다. 소설 속에서 

캐리닫은 육체적 손상으로 이 단계에 입문하고 쿠란데라로 성장했지만, 라로까는 세 살 때 죽었다가 

살아난 실제 경험을 통해 쿠란데라의 능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33 멕시코 전통 신화 속 “십자로 혹은 다른 장소에 밤의 어둠 속 근처에서 방황하는 악령”(Alarcon 

145)을 의미한다. “카스틸로의 malogra는 은유적으로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여성에 대한 수치감을 

조장하는 제도화된 가부장적 관계를 묘사한다.”(Michael 13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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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온 명령을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내 통치권의 독립을 위협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속박도 미워하는 내안의 부분이다. 심지어 스스로가 부과한 

것일지라도”(38) 라고 설명한다. “그림자-짐승”은 의식의 영역에서 통제할 수 없

는, 존재의 근원과 닿아있는 무의식적 열망이며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야성 혹은 

치카나의 원주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는 캐리닫의 그림자-짐

승을 깨우는 촉매가 되며 그럼자-짐승에게 이끌리어 네판틀라의 길을 통과하여 

다다른 곳은 숲 속의 동굴(a cave)이다. 

“코아틀리케 상태”로서의 동굴은 캐리닫의 치유의 영적 여정을 수행하는 성소

이면서 어머니 대지의 자궁의 신표이기도 하다34.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의 밀폐된 

용기”와 같은 캐리닫의 동굴에서의 일 년은 침잠의 “코아틀리케 상태와”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을 다시 배열하는 “코욜샤우키 의식”이 공존하는 시간이다35. 일 년

째 되던 즈음 프란시스코 수사(Francisco el Penitente)와 두 명의 남자들이 우연

히 산에서 캐리닫을 발견한 후 그녀가 실종된, 소문 속 주인공임을 알고 마을로 

데려가기 위해 동굴 입구로 찾아온다. 그러나 가녀린 체격의 캐리닫은 남자 셋의 

힘으로도 강제로 말에 태우지 못하는 저항의 괴력을 발휘하며 동굴에서 나가기를 

거부한다. 이전과 다른 이 당황스러운 괴력을 안잘두아 식으로 설명한다면 네판틀

라-코아틀리케-코욜샤우키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구알라”(Naguala)로서 “라 

파굴타드”(La Facultad)를 획득한 것이다. 메소아메리카 톨텍족(Toltec)의 영적 

전통 속 “나구알라36”는 “동물 혹은 누군가의 수호자의 영혼으로 모습을 바꾸는 

34 “구석기시대부터 동굴은 거주지이자 성소였다. 형태적 유사성에다 특유의 내밀한 비경과 에너지 

때문에 동굴은 여신의 자궁으로 여겨졌다. 그곳은 죽은 자를 재생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공간이었

다.”(김신명숙 136) 
35 안잘두아는 샤먼 후보자가 거쳐야만 하는 코욜샤우키의 과정에 대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허물어지는 과정(코욜샤우키 과정), 상처 속에 있는, 은 괴로움에게 영적이며 혼으로 충만한 가

치를 부여하는 샤먼적 초기의 절단과 같은 것이다. 샤먼의 초기의 시련은 황홀경의 여정 동안 죽음 

혹은 훼손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너지고 재축조 되면서, 샤먼은 치유의 힘을 획득

하고 공동체를 돕기 위해 돌아간다.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는 손상되어야만 한다, 허물어져야만 한다. 

치유는, 자아의 유일한 권위로서의 에고의 강등 속에서, 발생한다. (2015b 29) 
36 안잘두아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한다. “나구알라(Naguala)는 나구알(Nagual)의 여성형이며, 

멕시코 원주민 샤먼으로서 갖고 있는 ‘모습 바꾸기’의 능력.-동물, 장소, 혹은 다른 존재가 되면서, 그들 

동물 동료들의 관점 속에서 바뀌거나 그 존재를 살면서. 나는 의식적 자아에 대한 미지의 자아의 양상을 

포함하기 위해 이 용어를 확대했다. 나구알리시모(Nagualismo)는 실천가가 영적 신호를 찾는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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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의미하며 “심리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경험”과 “분리 아래 놓인 더 깊은 

내적 연결” 그리고 변화의 영성을 상징한다(2015b 26-7). 건장한 남자 셋을 힘으

로 제압한 캐리닫의 변화는 그녀가 “라 파굴타드”를 체화한 공동체의 쿠란데라로 

변신했음을 의미한다. “라 파굴타드”는 스페인어로 “힘, 능력”의 뜻이 있으며 안잘

두아는 “표면의 현상 속에서 더 깊은 현실의 의미를 보는 능력”이며 “표면 아래의 

깊은 구조를 보는. 그것은 즉각적인 ‘감각하기’, 의식의 추론 없이 도달하는 기민한 

인식. 그것은 심리의 그 부분에 의해 명상되어진 예리한 앎”(2012 60)이라고 설명

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달되는 

감각이라고 설명한다. 즉, 라 파굴타드는 모든 박해받는 사람들의 방패이자 검으로

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험적으로 진화되는 직관과 통찰력 혹은 

본능적 영혼의 꿰뚫음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곧 수사들을 힘으로 제압한 캐리닫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캐리닫은 성녀로 

인식된다. 그녀에게 축복을 받고 질병을 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때로 캐리닫은 “은둔자의 실존”(recluse existence 90)을 유지하고자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과달루페 성모처럼 온몸 주변의 아름다운 

후광”(a beautiful halo radiate around her whole body, like the Virgen de 

Guadalupe 90)을 내뿜는 모습은 캐리닫이 치유의 영적 여정을 통한 코노시미엔토

의 빛을 체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동굴에 들어온지 일 년이 지난 후 캐리닫은 

동굴에서 나와 본래의 목적지였던 오조 온천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

고 있던 에스메랄다와 운명적으로 재회한다. 온천이라는 장소는 인간 존재의 근원

으로서의 물의 힘을 환기하는 측면이 있다. 원주민 여성 문학에서 물과 강의 이미

지는 사랑의 여정 속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카스틸로는 이를 레즈비언 섹슈

얼리티의 근원으로 그려낸다. 캐리닫은 에스메랄다의 사랑을 확인한 후 건강한 모

멕시코의 영적 지식 체계이다. 나는 영적 신호의 창조자를 ‘라 나구알라’, 깨어나는 의식보다 더 넓은 

연합과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꿈같은 창조적인 의식,이라고 부른다.”(2002 577) 또한 안잘두아는 “당신

이 괴로울 때, 코노시미엔토는 당신에게 깊은 숨을 쉬도록 한다, 고통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관심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인도를 위한 영혼과 라 나구알라와 같은, 당신의 에고보다 더 자유롭

고 더 깊은 힘을 호출한다”(2002 570)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구알라는 상처받은 치카나가 코노시

미엔토의 최종지점에서 대면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유동적 상이자 이후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의 인도자

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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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도나 펠리시아의 이동식 주택으로 돌아간다. 이후 캐리닫은 십수 년 만에 

잠시 집으로 돌아왔던 아버지 도밍고(Domingo)가 지어준 푸에블로족의 건축양식

인 어도비(adobe) 가옥으로 처소를 옮겨 본격적으로 공동체의 치유의 여인으로서 

쿠란데리시모-영적 액티비즘을 수행한다. “그녀는 종종 반의식의 황홀경에 빠지

기도 하고 의뢰인의 메세지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영혼의 수호자와 더불어 소통”37

(She often fell into semiconscious trances and communicated with spirit 

guides as a way of communicating messages to clients 119)하는 등 지난한 

통과의례를 완수하고 쿠란데라-나구알라로 거듭난다. 

한편 캐리닫을 향한 절망적인 사랑에 빠진 프란시스코 수사는 캐리닫을 스토킹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에스메랄다를 향한 캐리닫의 은밀한 사랑을 눈치 챈다. 

급기야는 수도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질투와 분노에 젖어 에스메랄다를 납치하고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즈음 두 여인은 에스메랄다의 할머니가 사는 원주민 

마을 아코마(Acoma)에 함께 여행을 가고 그곳에서 캐리닫은 에스메랄다가 당한 

강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다음 날 관광 중에 외부 관광객의 무리 사이에 숨어

있던 “크고, 호리호리하고, 외로운 코요테”38(a tall, lean, lonely coyote 210)-프

란시스코를 발견하고 캐리닫과 에스메랄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질주를 시작한다. 

마침내 막다른 절벽의 가장자리에 이르러 그녀들은 푸에블로 원주민의 창조주 여

신인 “치츠치내코(Tsichtinako)39”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

은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만 그녀들의 몸은 사라지고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37 안잘두아는 캐리닫이 보여주는 “샤먼적 여정”(shamanic journeying)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샤먼 혹은 나구알은 지하세계, 지상세계 혹은 다른 세계로의 ‘여정’(황홀경의 여정)을 취한다, 그녀 

혹은 그가 치유의 통찰을 얻고 그들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존재들을 데려오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2015b 32)
38 코요테는 나바호(Navajo)족 신화와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트릭스터(trickster)이며, 나바호 우

주의 완벽한 창조에 있어서의 훼방꾼의 상징이기도 하다.(Olmedo 14)
39 치츠치내코는  푸에블로족 원주민들의 창조주 여신이며 “사고의 여신”(Thought-Woman)이자 

“거미여인”(Spider-Woman)이다. 거미가 중심으로부터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그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주의 창조로 이어진다. 캐리닫과 에스메랄다를 호출하고 인도하는 창조주 여신이 하늘의 빛과 

높이가 아닌 대지의 어둠과 깊음 속에 깃들어 있다는 묘사는 카스틸로가 추구하는 원주민 영성의 지점

을 설명한다. 또한 소설 속 네 딸들의 어머니인 소피의 이름이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창조

주인 사고의 여신과의 맥락 속에서 공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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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아래, 저 아래에는, 바닥에 던져진 부서진 몸의 무서운 잔여물

들이 없다...심지어 평화롭게 누워있는  전체의 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없었다. 

바람 같은 목소리로 크게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의 신 치츠치내코, 두 여인을 아래로 

인도하고 있는, 태양의 광선으로부터가 아니라 혹은 구름 위로가 아닌, 에스메랄다와 

캐리닫이 안전하고 영원히 살아갈 부드럽고, 촉촉하고 어두운 대지 속 깊은 아래로.  

But much to all their surprise, there were no morbid remains of splintered 

bodies tossed to the ground, down, down...There weren’t even whole bodies 

lying peaceful. There was nothing.

Just the spirit deity Tsichtinako calling loudly with a voice like wind, guiding 

the two women back, not out toward the sun’s rays or up to the clouds but 

down, deep within the soft, moist dark earth where Esmeralda and Caridad 

would be safe and live forever. (211)

땅이 그녀들의 몸을 삼켜버린 듯한 ‘신비로운’ 죽음에 대한 묘사는 캐리닫이 훼

손된 “대지의 여신의 상징”(Pearce-Gonzales 7)이며 여전한 폭력과 위협의 현실 

속에서 종국에는 진정한 치유의 근원으로 복귀했음을 환기한다. “카스틸로는 캐리

닫과 그녀의 연인인 에스메랄다의 자살의 행위를 관통하여 ‘치유의 의식’(a 

healing ritual)을 창조한다.”(Lanza 94) 그러므로 �신으로부터 그토록 먼�에서 캐

리닫의 자살은 단순히 가부장적 폭력이나 동성애 혐오로부터의 수동적 탈출이 아

닌 “위계에 지배되지 않는 균형과 조화의 세계로의 도약”40(Michael 142)이 될 

수 있다. 캐리닫은 상처에서 치유로의 순환적 여정을 그려내면서 지배문학의 직선

적 내러티브에 저항하는 치카나적 신화의 여신으로 수렴된다. 

40 로드리게즈(ralph E. Rodriguez)는 “독자들은 이 구절에서 비극이 아니라, 대지와 재생에 이르는 

낭만적인 연결을 느낀다. 그녀들이 더 고귀한 영적 연합을 위해 그들을 던졌을 때, 깊은 영성의 감각이 

캐리닫과 에스메랄다의 삶의 종결을 채운다, 그들은 아코마의 창조 신화가 대지의 자궁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돌아갔다.”(77 재인용)라고 설명한다. 온천에서의 그녀들의 재회와 더불어 이 장면에서 특히 

퀴어 에코페미니즘적 상상력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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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며

치카나 예술가로서,... 우리 여성 예술가들은 또한 우리 작품 속에서 신을 찾는다. 

우리는 역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창조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신성함을 추구한다. 때

때로 그 아름다움은 색채 속 혹은 언어 속 손상의 초상화이다. 이는 프리다 칼로가 

이해했던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 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증오, 굴욕, 그리고 비

통과 함께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부서지게 되었는가? 

As Chicana artists,... We too ultimately seek the divine in the beauty we 

create. Sometimes that beauty is merely portrait of mutilation in color or 

language. This is something Frida Kahlo understood. For the road to the 

female god is wrought with hatred, humilation, and heartbreak.

How did we become so broken? (Moraga, The Last Generation 72)

이 지구는 그녀의 산-가슴에 파괴의 미사일이 심어진 까마귀 여인. 우리는 그것이 

치유되도록 상처를 열어야만 한다, 우리자신을 용설란의 가시로 찌르면서 정화해

야 한다. 이 태양은 고통 없이 지나가지 않으리! 

The planet is Crow Woman in whose mountain-breasts the missiles of 

destruction have been implanted. We must open the wound to make it 

heal, purify ourselves with the prick of Maguey thorns. This Sun will not 

pass away painlessly! (Moraga, The Last Generation 191-2)

Frida Kahlo—Broken Column(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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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 <부서진 기둥>에는 정복의 트라우마

와 식민화의 상흔이 새겨진 훼손된 여성의 몸과 “산-가슴에 파괴의 미사일이 심

어진” 대지의 여신이라는 중층적 상징성이 존재한다. 몸의 중앙을 관통하며 얼굴

을 겨누는 철제의 총구는 현재도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군

사적 위협과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의 시각적 재현처럼 보인다. 치카나 페미니

스트 모계선조인 글로리아 안잘두아, 체리에 모라가, 아나 카스틸로는 상처와 고

통, 장애를 품고 있는 손상된 치카나의 몸으로 돌아가 이를 메소아메리카 여신으

로서의 신탁의 증거로 제시하며 치유의 영적 여정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

한다. 평생 동안 극심한 홀몬 불균형과 만성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던 글로리아 

안잘두아는 고통의 파동 속에서 끌어올린 뱀의 여신 코아틀리케와의 일체감으로 

깨달음의 빛을 향한 자기-치유 과정인 “코노시미엔토로의 여정”을 밟아가며 2인

칭 자서전의 주인공이자 여신이 된다. 체리에 모라가는 가부장적 전쟁-태양의 

신에 의해 훼손된 전사-달의 여신 코욜샤우키와 세레지타의 일체감을 강조하면

서 그녀가 치유와 통합의 과정인 코욜샤우키 명령을 수행하며 영적 액티비스트

로서의 신화적 권능을 회복하는 여정을 그려낸다. 아나 카스틸로는 치카나의 여

성적 돌봄의 윤리에 기초한 ‘상처의 공동체’의 전경을 그려내며 공동체의 치유의 

여인이 되기 위한 치카나식 통과의례의 여정을 제시한다. 또한 원주민 대지의 여

신의 상징인 캐리닫을 통해 손상에서 치유에 이르는 새로운 전기적 신화를 축조

한다. 

안잘두아-모라가-카스틸로는 고통의 현실에 대한 치유의 근원이자 지배문화

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의 근원으로서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의 미학을 작품의 전

면에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세 작가의 문학적 여정의 핵심에는 상처가 아름

다움으로 빛나는 찰나, “손상의 초상화”에 대한 미학적 탐색이 놓여있다. 그 궁

극의 지점에는 “연약함의 힘”(the power of vulnerability)과 훼손된 여신의 신

성한 아우라가 존재한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서 못과 총대가 박힌 대지의 여신

-치카나의 의연한 표정 속 눈물은 보석처럼 빛난다. 세 작가의 문학은 식민지 조

국에서 태어나 상처와 고통이 문신처럼 새겨진 슬프고도 아름다운 여신들에게 

바치는 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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