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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레이 벨코트의 �이 상처가 세계이다� 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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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Min Seok. “Politics of Body: A Reading of Billy-Ray Belcourt’s This Wound is a Worl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3 (2021): 55-76. This paper analyzes Billy-Ray Belcourt’s text 

focusing on the concept of “politics of body”. This concept is borrowed from Michel Foucault as 

Belcourt’s problematic deeply concerns the body on/in which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is engraved. 

For Belcourt race and gender issue is not the conceptual but physical one which affects the living bodies. 

Foucault’s ‘politics of body’ exactly refers to the ways in which discourse-power is exercised on the 

living bodies. Belcourt defies any kind of categorization or appropriation of the indigeneity and the queer 

by white and hetero-sexual discourses. His poetic strategy is to deconstruct the fixed body of the 

indigenous and queer by the white-straight discourses. He continuously unbodies the body. But this 

doesn’t mean the extinction of the body. His deconstruction of the body is to make it something else 

evading and denying the normative gaze of the white. He is on the endless line of flight like a nomadic 

subject. His text is an embodied intersectional narratives of the indigeneity and the queer armed with 

postmodern, postcolonial, queer and post-structuralist paradigms and strategies. (Da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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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빌리-레이 벨코트(Billy-Ray Belcourt)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대 캐

  * 이 논문은 2020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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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원주민 작가이다. 그의 데뷔작 �이 상처가 세계이다�(This Wound is a 

World)1(2017)는 캐나다 국영방송 CBS가 뽑은 2017년 최고의 시집으로 선정되

었고, 그는 같은 작품으로 2018년에 역대 최연소로 캐나다 최고의 시문학상 중

의 하나인 ‘그리핀 시문학상(Griffin Poetry Prize)’과, ‘로버트 크로취 에드먼튼 

시 북 프라이즈(Robert Kroetsch City of Edmonton Book Prize)’를 수상하였

으며, ‘거버너 제너럴 시문학상(Governor General’s Literary Award for 

Poetry)’, ‘제럴드 램퍼트 기념 상(Gerald Lampert Memorial Award)’, ‘레이먼

드 소스터 상(Raymond Souster Award)’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여세를 몰아 그

는 2019, 2020년에 연이어 문제작들을 내놓았으며, 2019년에 나온 두 번째 시

집 �아메리칸 인디언식 대응의 기제들: 들판에서의 노트 NDN Coping 

Mechanisms: Notes from the Field�로 2020년 ‘람브다 문학상(Lambda 

Literary Award)’ 등 여러 유력 문학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스테펀슨 시문

학상(Stephan G. Stephansson Award for Poetry)’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짧은 

시기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2020년 캐나다 알버타 대학(University of 

Alberta)에서 박사과정을 끝내자마자 브리티쉬 콜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문예창작학부의 조교수가 되었다. 

각종 문학상의 수상 여부가 작가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잣대는 아니

지만, 벨코트가 이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북미 원주민 출신의 작가이면서 

동시에 퀴어(queer) 정체성을 전면에 들고나왔으며, 이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을 지나온 21세기 세계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는 상식과 통념과 공리를 마구 조롱하며, 고통스럽고도 자유롭게 인종과 성적 모

순의 논제들을 건드린다. 당연한 것으로 간주 되어온 일상의 현상들은 그의 글쓰

기 앞에서 늘 질문과 회의의 대상이 된다. 그가 볼 때 일상은 중립성의 비(非)가

치적 집합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 배제와 폭력의 생생한 끈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다. 그 촘촘한 끈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없다. 일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적인 힘들 사이의 길항(拮抗)으로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그 안에서 지배

  1 Billy-Ray Belcourt, This Wound is a World (Frontenac House: Calgary, 2017) 이하 이 작품

에서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에 시 제목과 면수만 기록하며, 본문에서 이 책의 제목을 언급할 때에는 

�이 상처�로 요약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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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백인/이성애 주류 담론이고, 종속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유색인종(원주민)/성적 소수자 담론이다. 전자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함

으로써 항상 정상적(normal)인 것으로, 후자는 비정상적(abnormal)인 것으로 간

주 된다. 후자에게 있어서 삶이란 매 순간 억압과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하위주체(subaltern)들은 자신의 정체

성을 감추고 페르소나 뒤에 숨는다. 이런 점에서 “흰 가면”을 쓴 “검은 피부”는 

“문화적 상황의 산물”(Frantz Fanon 152)이다. 벨코트는 이런 가면을 집어 던지

고 자신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가 가면을 벗을 때 “문화적 상황의 

산물”로서의 원주민의 지위와 퀴어의 정체성이 환하게 드러난다. 벨코트는 퀴어 

담론과 원주민 언어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문화적 상황이 만든 가면들을 찢는다. 

그 파열의 지점에서 벨코트의 텍스트들이 생성된다. 

북미 원주민의 인종모순은 크게 ‘내적 식민지(internal colon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적 식민지란 “한 민족(인종)에 의한 다른 민족(인종)에 대한 

식민화의 역사가 영속화되면서, 하나의 국가·영토·사회 내부에서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식민 세력(인종)에 의해 피식민 세력(인종)이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억

압당하는 현상과 공간”(오민석 21)을 가리킨다. 북미 원주민들은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며 그 유배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피식민자들과 구별된다. 기존의 식민/피식민 구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사

라졌지만, 내적 식민지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영속적인 피식민자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탈식민화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게다가 벨코

트가 기존의 원주민 출신 작가들과도 다른 점은, 그가 인종모순만이 아니라 젠더 

모순까지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원주민 출신이자 퀴어임

을 밝히며, 백인/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원주민/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의 

의미를 추적한다. 말하자면 그는 원주민으로서의 인종모순과 퀴어로서의 젠더 

모순이 환유적으로 겹쳐진 상태를 자기 문학의 질료로 삼는다. 그에게 있어서 인

종모순과 젠더 모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순의 두 얼굴이다. 

그의 또 다른 특징은 인종/젠더 모순을 개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현실로 다루

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 현실이란 다름 아닌 ‘몸’이다. 그의 몸

은 인종모순과 젠더 모순이 각인되는 자리이다. 그에게 있어서 몸은 인종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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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성적 소수의 상처가 그려지는 공간이며, 그의 시집 제목대로 “이 상처가 

세계이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추적하며, 그 상처가 백인/이성애

적 타자들이 규정하고 정의하고 전유한 문화적 지도임을 인지한다. 그의 탈식민

/탈젠더 작업은 일차적으로 그의 몸에 정치적·문화적으로 범주화되고 규정되고 

각인된 상처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는 고체화된 몸-주체를 액체화하고, 더 나아

가 상처의 기록장인 몸 자체를 해체(de-bodying)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글쓰

기는 타자에 의한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몸을 지우고, 해체하고, 흘려보내는 작

업이다. 

벨코트의 작품은 이렇게 인종모순/젠더 모순을 동시에 교차적으로 건드리는 

‘유효한’ 텍스트이며, 사회적 모순을 대하는 “문학 정치”(Lancière 4)의 새로운 

모델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글은 벨코트의 텍스트 안에서 ‘몸의 정치학’이 가

동되는 방식을 추적하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탈식민 문학 혹은 소수 문학

(minor literature)의 새로운 가능성을 궁구해보고자 한다. 

II. 몸의 정치학: 이 상처가 세계이다

푸코(Michel Foucaullt) 철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거대 서사를 설정한 후 그

것에 역사의 세부들을 짜 맞추지 않고, 역으로 구체적인 장치(dispositif)들을 통

해 권력이 가동되는 미시적인 통로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마르

크스나 헤겔의 그것과 비교할 때, 반(反)이론적이고, 미시적이며, 전략적이다. 그

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권력-지식이 가동되는 미시적인 길들을 추적하고, 시대

에 따라 권력-지식 체계가 실현되는 이질적인 관계망들을 읽어낸다. 그가 거대

한 장치의 메카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실

천 사이의 접합점들을 찾아낸 다음이다. 푸코가 말하는 ‘몸의 정치학(politics of 

body)’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푸코가 볼 때, 권력에 의한 통치와 지배, 관

리와 조작은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몸의 정치학’을 “인간의 몸을 지식의 대상으로 변환하여 인간의 몸에 권력

과 지식의 관계들을 투여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무기들, 연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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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루트들로 활용되는 물질적인 요소들과 기술들의 집합”(Foucault 1986 

175-76)이라고 정의한다. 후기 철학에서 푸코는 ‘몸의 정치학’을 “생명 정치

(biopolitics)”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인구를 구성

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집합의 특징적 현상들인 건강, 위생, 출생률, 기대 수명 

등에 의한 통치 실행에 제기된 문제들을 합리화하려는 시도”(Foucault 2004 

317)로 정의된다. 이런 점에서 푸코의 “생명 정치”는 정확히 말해 ‘생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는 정치’의 의미를 갖는다. 통치/지배의 문제와 관

련된 푸코의 효과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실, 살아있는 생명체의 관리

와 통제, 조작에 대한 미시적인 관찰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상처�의 첫 번째 시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몸’에 관한 것이다. 벨코트는 

몸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통해 이 텍스트를 연다. 

크리 말로 나와 같은 몸을 위사기차크라 부르지. 노인들은 이런 종류의 형태 변화

에 대해 알고 있어. 마침내 내 뼈가 내 살아있는 방 안의 카펫 위에 물처럼 녹아내

려 새로운 생 앞에 오는 물처럼 될 때까지, 나는 때로 땀을 흘리고 흘려.

나는 달빛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 태어났지. 다시 말해 나는 항상 희생에 익숙해 있

어. …… 위사기차크 때가 되면 젠더는 마술을 부려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

지를 잊어버렸고, 내 사타구니는 홍수가 자꾸 나며 여자들처럼 그곳을 씻으려 하

고, 나도 부서진 소년들로 새장들을 지은 남자들에게 독소적인 존재가 되지.

…… 할머니는 나에게 위사기차크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것을 “슬픔은 그의 눈물

이 뒤에 남기는 시체야.”라고 번역했지.

the cree word for a body lime mine is weesageechak. the old ones know of 

this kind of shape-shifting: sometimes I sweat and sweat until my bones 

puddle on the carpet in my living room and I am like the water that comes 

before new life.

i was born during a falling leaves moon; which is to say that i have always 

been good at sacrifice. … there are weesageechak days when gender is a 

magic trick i forgot how to perform and my groin floods and floods try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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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e itself like the women and i too become toxic for men who have built 

cages out of broken boys. 

… she gives me the cree name weesageechak and translates it to “sadness 

is a carcass his tears leave behind.” (“The Cree word for a body like mine 

is weesageechak” 9)

이 작품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벨코트가 대문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이 시뿐만 아니라 �이 상처�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작품의 본문에서 

대문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문자 진리 혹은 대문자 진리 담론에 대한 

벨코트의 의도적 거부로 읽어도 된다. 물론 그가 저항하는 것은 인종과 젠더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변하지 않는 통념들이지만, 널리 보아 그는 그 어떤 대문자 

진리(Truth)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철저하게 

포스트모던적이고 해체론적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원주민(크리)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이 시집의 문을 연다. 이

것은 그의 몸이 백인/이성애 담론이 규정하는 “몸(body)”이 아니라 크리 원주민 

언어가 지칭하는 “위사기차크”라는, 일종의 ‘자기 선언’이다. 그에게는 몸이야말

로 인종과 젠더 서사들이 기록되는 치명적인 공간이다. “위사기차크

(weesageechak)”는 캐나다 원주민 크리(Cree) 부족의 민담이나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인 ‘트릭스터(trickster)’를 지칭하는 말로 “Weesack-kachack”, 

“Wisagatcak”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많은 원주민 신화에 의하면 트릭스터는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며, 무엇

보다 수시로 외모를 바꾸는 변화무쌍한 존재이다. 트릭스터는 코요테와 더불어 

다른 현대 캐나다 원주민 작가들의 텍스트들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식민주의 담

론에 쉽게 포획되지 않고, 백인 주류 담론을 조롱하며 끝없이 탈주하는 원주민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벨코트는 캐나다 원주민 문학의 

유구한 전통 속에 있다. 

이 작품에서도 위사기차크는 ‘젠더 마술’을 부려서 성애(sexuality)와 관련된 

정형화된 규정과 전유, 대상화를 거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첫 번째 연에서 

“나”의 뼈가 녹아내려 물이 되는 모습은 정형이 무정형으로, 고체가 액체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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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이 변용의 무한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벨코트에게 있어서 원주민/

퀴어 주체는 백인/이성애 담론에 포획되지 않는 잠재성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정

상/비정상, 중심/주변의 이분법으로 대상을 위계화하고 차별화하는 담론의 투망

을 물처럼 빠져나간다. 그것은 정주(定住)하지 않으며 끝없는 탈주선 위에서 ‘무

엇 되기’의 과정에 있는 트릭스터이다.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new life)”은 

늘 이러한 변화와 생성 이후에 온다. 

사타구니에서 자꾸 홍수가 난다는 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규정을 거부하는 

의미론적 풍요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원주민/퀴어 정체성은 

트릭스터처럼 정상/비정상의 범주화를 끝없이 거부하며 무한 변용의 탈주선 위

에 있다. “부서진 소년들(broken boys)”은 백인/이성애 담론에 의해 규정되고 

왜곡된 존재들이다. 백인/이성애 담론은 규정 불가능한 “위사기차크”를 자신의 

“새장(cages)”에 가둔다. 따라서 그들에게 위 시의 화자는 “독소적인(toxic)” 존

재가 된다. 

화자는 자신이 “희생에 익숙”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부서진 

소년”들은 백인/이성애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파괴당해온 원주민 혹은 퀴어 

주체들이거나, 원주민이면서 동시에 퀴어인 주체들이다. 위 작품은 화자의 할머

니를 끌어들이고, 할머니를 통해 “위사기차크”라는 크리 이름을 부여받고(주체

의 탄생), 그 이름에 부여된 “슬픔”(눈물이 남긴 시체)의 의미를 기술함으로써, 

원주민 주체가 오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덧보태고 있다. 

이 시집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몸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보여준다. 벨코트는 

그 무수한 미로에서 타자의 몸을 식민화하고 비정상화하는 ‘진리 체계(regime 

of truth)’(푸코)를 드러낸다. 여기에서의 ‘체계’란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통치

(government)’를 의미한다. 

4. 때로 몸은 항상 몸이 아니라 상처로 느껴진다.

5. 그는 나에게 바늘을 들고 가장 두꺼운 실로 우리의 몸을 함께 꿰매겠다고 말했다.

6. 식민주의의 정의: 몸을 그 누구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장으로 변환하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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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metimes bodies don’t always feel like bodies but like wounds.

5. he told me he’d take a needle and stitch our bodies together with the 

thickest thread.

6. colonialism. definition: turning bodies into cages that no one has the keys 

for. (“Colonialism: a love story” 27)

둘째 행의 “그”는 식민 주체(colonial subject)이다. “가장 두꺼운 실”은 차이

를 부정하는 대문자 단일자(the One)의 통치 담론 혹은 통치 장치이다. 식민 담

론은 피식민 주체의 ‘몸’을 가장 거친 실로 꿰매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새장”

으로 만든다. 피식민자의 몸이 “몸이 아니라 상처”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다. 벨코트는 이러한 식민주의를 폭력적 “러브 스토리”라 칭함으로써, 식민 지

배와 몸의 욕망학을 연결시킨다. 이러한 등치는 이성애 담론을 몸의 식민주의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고안하

고 패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 서마 빌게(Sirma Bilge) 등이 발

전시킨 “교차성(intersextionality)”의 개념과 연결된다. 콜린스와 빌게에 의하

면, 교차성이란 “세계와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경험 안에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

고 분석하는 한 방법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과 자아의 사건들과 조건들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는 거의 이해될 수 없다. 그것들은 일반

적으로 다양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들 안에서 많은 요인에 의해 형성된

다. 사회적 불평등에 관해 말하자면, 사람들의 삶과 주어진 사회에서의 권력의 

조직화는, 인종이든, 젠더든, 계급이든, 사회적 분할의 단일한 축에 의해서가 아

니라, 함께 작동하고 영향을 주는 많은 축에 의해 더 잘 이해된다.”(Collins & 

Bilge. Pluckrose & Lindsay. 127에서 재인용) 교차성 이론에 의하면, 권력과 

불평등의 다양한 기제는 고립된 축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고 중첩된 다양한 축에

서 ‘동시적으로’ 가동된다. 식민주의는 인종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젠더, 계급의 

영역에도 교차적으로 걸쳐 있다. 인종모순, 성적 모순, 그리고 계급모순은 따로 

놀지 않고 인접해 있으며 겹쳐 있다. 따라서 벨코트에게 있어서 탈식민화 과정은 

인종모순만이 아니라 (이성애 담론에 의해 “새장”에 갇힌) 젠더 모순과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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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싸움이다. 

나는 하늘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있어

그 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

……

내 사촌의 남자친구는 

벽에 구멍을 뚫었어

그래서 나는 그 속에 숨었지

그리고 몇 초 동안 생각해보았는데

아마도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나는 세상의 모서리를 넘어

또 다른 세계로 달려갔어

그리고 거기에선 모두가

적어도 약간은 게이였지.

I need to cut a hole in the sky

to world inside

…

my cousin’s boyfriend punched

a hole in the wall

so i hid inside it

and for a few seconds i thought

maybe this is what heaven looks like.

i ran off the edge of the world

and there everyone

was at least a little gay. (“Notes from a public washroom” 12)

벨코트의 이상향은 항상 “벽” 너머, “세상의 모서리” 너머에 있다. 그는 그곳

에 이르기 위하여 이성애 담론의 청동 지붕에 구멍을 뚫는 자이다. 완고한 청동 

지붕은 원주민/퀴어 주체의 감옥이기 때문이다. 벽을 뚫고 넘어갔을 때, 그는 거

기에서 모든 사람이 “약간은 게이”인 세계를 만난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약간

은 게이”일 때, 젠더 담론의 무거운 철창이 조금 헐거워진다. 인종/젠더 담론에

서 벨코트가 보여주는 탈식민화 전략은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숨구멍’을 열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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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는 �카프카: 소수 

문학을 향하여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에서 “소수 문학”을 “소수 

민족의 언어로 쓴 문학이 아니라 주류 언어 내에서 소수 집단이 구축하는 문

학”(Deleuze & Guattari 16)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백인 주류의 내적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원주민 문학에도 잘 적용되는 개념이다. 들뢰즈에 의하면, 

소수 문학의 작가들은 마치 “구멍을 파는 개처럼, 굴을 파는 쥐처럼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또한 주류 언어라는 큰 덩어리에 구멍을 내기 위해 소수 

문학의 작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땅 밑 세계, 사투리, 자신만의 제3세계, 사막을 

찾아내야 한다.”(Deleuze & Guattari 18)고 말한다. 벨코트는 이런 점에서 백인

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백인/이성애 담론에 끊임없이 구멍을 내고, 그 공간에 인

종적, 성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위계와 차별과 편견에 저항

하는 소수 문학 작가이다. 

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열린 공간 속으로 떨어지네

그리고 그것을 가능성의 조건이라 부르지.

……

비통(悲痛)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이름이야.

나는 그것을 침대 속에 새겨넣어.

나는 환영(幻影)이야.

……

나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이지.

그것은 유령의 도시야.

……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어.

거의란 내가 하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걸 말해.

하늘은 벌레 구멍이지.

나는 다른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처음 그것을 찾았어. 

i fall into the opening between subject and object

and call it a condition of pos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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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eve is the name i give to myself.

I carve it into the bed frame.

i am make-believe.

……

i am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iction.

it is a ghost town.

……

i want to almost not exist.

almost is the closest i can get to the sky.

heaven is a workhole.

i first found it in another man’s armpit. (“Gay incantations” 11)

벨코트가 찾는 탈식민화의 공간은 이항 대립물 사이의 ‘틈새(in-between)’이

다. 틈새는 대립물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지워져 구분이 어려운 ‘혼종성

(hybridity)’의 공간이다. 벨코트가 볼 때, 퀴어는 주체도 대상도 아니며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열린 공간”에 존재한다. 주체를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 주체에게 새

로운 “가능성의 조건”이 생성된다. 위 시에서 화자는 자신을 “환영(幻影)”, 즉 

“현실과 허구의 경계”라 정의한다. 벨코트는 존재를 이렇게 “유령의 도시”로 만

듦으로써 백인/이성애 담론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규정, 훈육, 전유, 통치를 불가

능하게 만든다. 주류 담론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려면 주체는 자신의 존재를 “거

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주체도 대상도 아니고, 현실도 허구도 

아닌 존재는 규정 불가능한 의미론적 유연성(semiotic flexibility)을 갖게 된다. 

흐려진 존재, 무정형의 존재는 거꾸로 무엇이든지 될 가능성과 잠재성으로 충만

하다. 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하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

한다. 그에게 하늘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을 “벌

레 구멍”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 출구를 “다른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찾았다고 

고백한다. 그에게 있어서 퀴어적 몸(queer body)은 일종의 해방구이다. 그는 이

처럼 한편으로는 원주민 정체성을 앞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퀴어적 몸을 내세

우면서 인종적/성적 식민주의에 대하여 교차론적 싸움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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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는 트랜스야

그리고 지구는 심리 실험실이어서

우리가 몸을 오로지 범죄의 장면으로

더욱 낡은 범죄의 장면들의 산물로

얼마나 잽싸게 오해하고 있는가를 밝혀내지.

거기에 천국이 있고

그것은 게이라는 불리는 장소이지.

……

어느 날 나는 내 몸을 활짝 열어

내가 내 안의 새장에 가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the creator is trans

and the earth is a psychology experiment

to determine how quickly

we mistake a body for anything

but a crime scene

the product of older crime scenes.

there is a heaven

and it is a place called gay.

…

one day i will open up my body

to free all of the people i’ve caged inside me. (“The creator is trans” 24) 

신은 분명히 인디언이야, 그가 말했어

왜나하면 너희들은 모두 하늘처럼 말하잖아.

아마도 나는 말하는 사람이야.

아마도 내 몸은 우리 모두가 관여하고 있는 내면의 농담이야.

이제 은유의 시간이야.

내게 젠더를 줘,

그러나 그것이 촛불처럼 밤을 지키는 것일 때만 말이야.

기억해. 비통(悲痛)은 세상에 대해 뭔가를 주장하는 방식이지.

god must be an indian, he said

for so many of you speak like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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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i am a figure of speech. 

maybe my body is an inside joke that we’re all in on.

now is a time for metaphor.

give me a gender,

but only if it is something like a candlelight vigil.

remember: grief is a way of making claim to the world. (“God must be an 

Indian” 38) 

유사한 형식으로 짝을 이루는 위의 두 작품에서 벨코트는 신(조물주)을 “트랜

스”, 그리고 “인디언”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은유”이긴 하지만, 퀴어/인디언으

로 절대자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이 시집의 핵심 

화두가 퀴어/인디언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적/성적 식민주의는 이 

두 개의 항목을 가로지르며(교차하며) 이들을 범죄시하고, 새장에 가두며, 이들

에게 “비통”을 안겨준다. 벨코트의 신은 그의 유토피아 욕망을 나타내는 기표이

고, 그 기표 안에서 그는 “천국”과 “하늘”을 본다. 화자는 자신의 퀴어-몸

(queer-body)을 “활짝 열어” 자기 안의 “새장에 가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

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백인/이성애 지배의 현실 속에서 원주민/퀴어의 해방 

담론은 “비통”의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범죄”의 혐의 속에서 고통

으로 “밤을 지키는” 젠더이며, 비통의 소리로 “말을 하는 사람”이다. 

1. 내 몸은 길을 잃은 탄환. 나는 집중포화로 만들어졌어. 사랑은 그녀의 마지막 

휴양지였어. 그의 입, 리볼버. 나는 사백 년 된 아무도 살지 않는 나라 출신이야.

2. “내 겨드랑이 냄새를 다시 맡아봐 / 난 네가 그 짓을 할 때 그게 그리워.”

……

4. 오늘날 원주민의 삶의 조건 중의 하나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5. 2016년 7월 1일, 조물주가 하늘 문을 열어 #흑인들의삶도중요하다

(blacklivesmatter)는 시위에 참여해. 거기에서 그녀는 위사기차크와 마주치는

데 그에게 경고해. 만일 경찰들이 흑인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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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홍수에 빠뜨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메리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오로

지 비탄하는 엄마들만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그녀는 말하지, 이게 세상

이 끝나고 이번에 다시 지어지는 방법이라고.

6. 젠더는 유령처럼 출몰해. 젠더는 공포 이야기의 다른 말이야.

1. my body is a stray bullet. i was made from crossfire. love was her last 

resort. his mouth, a revolver. i come from four hundred no man’s lands.

2. “smell my armpit again / i miss it when you do that.”

…

4. one of the conditions of native life today is survivor’s guilt.

5. it is July 2016 and the creator opens up the sky to attend a 

#blacklivesmatter protest. there, she bumps into weesageechak and 

warns him that if policemen don’t stop killing black men she will flood 

america and it will become a lost country only grieving mothers will 

know how to find. this, she says, is how the world will end and be built 

this time. 

6. haunting is a gender. gender is another word for horror story. (“Grief 

after grief after grief after grief” 23)

원주민/퀴어 주체는 무수한 폭력(“집중포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런 폭력을 

당한 “몸”은 “길을 잃은 탄환”이다. 그것은 총알받이가 되었으나 같은 방식으로 

적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그것의 유일한 출구는 “사랑” 밖에 없다. 북미 원주민

들에겐 나라가 없다(“아무도 살지 않는 나라 출신”). “원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화자는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들

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신을 끌어들인다. 신은 시위 현장에서 캐나다 원주민과 

마주친다. 미국의 유색인종과 캐나다의 원주민은 이렇게 연대한다. 젠더는 위사

기차크처럼 무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성애 담론이 범주화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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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이므로 “유령” 같다. 19세기에 유럽을 떠돌던 공산주의라는 유령(마르크

스)처럼, 이성애 담론에게 있어서 퀴어 담론은 “공포 이야기”이다. 앞에서 이야

기했지만, 벨코트는 대문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신도, 원주

민도, 흑인도, 아메리카도 모두 공평하게 소문자로 표기되어있다. 이런 맥락 속

에서 소문자로 표기된 “아메리카”는 ‘낯설게 하기’의 풍자 효과를 갖는다. 그러

나 아메리카만 소문자로 표기된 것이 아니고 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소문자로 

표기되었으니 벨코트의 보편적 평등주의를 아무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만일 몸을 가진다면, 그것을 슬픈 시집(詩集)이 되게 해. 바로 그 말이야. 원

주민성이 몸을 “갖는다”는 생각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식

으로든, 기적적으로 몸을 갖는다면 그때 내 피부는 사랑과 산산조각이 난 자아들에 

대한 명상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if i have a body, let it be a book of sad poems. i mean it. indigeneity 

troubles the idea of “having” a body, so if i am somehow, miraculously, 

bodied then my skin is a collage of meditations on love and shatterd selves. 

(“If I have a body, let it be a book of sad poems” 22)

앞에서 인용한 작품들에서도 드러나지만, 벨코트에게 있어서 모든 사건들은 

‘몸’에서 벌어진다. 그에게 있어서 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각축장

(arena)이다. 몸은 증오와 차별의 대상이고, 슬픔과 죽음의 기표이며, 수치심과 

희열의 우물이고, 유일한 출구인 ‘사랑’의 마당이기도 하다. 그는 고통스럽게 몸

에 대해 사유(“명상”)하며, 몸을 갖는 것과 몸을 버리는 것 사이에서 자신을 고문

한다. 몸을 갖는 순간 원주민/퀴어 주체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존재에서 보이

는(visible) 존재가 되며, “집중포화”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몸이 없으면 유일한 

출구인 ‘사랑’도 불가능해진다. 이 끝없는 길항(拮抗)과 갈등의 길에서 그의 자아

는 “산산조각”이 나 있다. 이제 그가 비난과 편견과 차별의 시선에 대하여 어떤 

‘몸의 전략’을 구사하는지 물을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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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식민화된 몸을 해체하기

벨코트의 사유는 온통 ‘몸’으로 집중되어 있다. 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에게 출구는 없다. 그는 몸과 끝없이 씨름하며 몸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간다. 

�이 상처가�는 처음부터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몸에 대한 사유와 기표들로 가득 

차 있다. 시집의 표지에도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양팔을 뒤로 넘긴 젊은 남성의 

발가벗은 상반신 사진이 들어가 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고통에 찌들어 있

다. 사진 위에 새겨진 시집 제목을 함께 보면 “이 상처가 세계이다”라고 그가 말

할 때의 “상처”가 바로 그의 몸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내 몸은 열린 관(棺)이야:

나는 죽은 것들로 만들어졌어

젊은, 늙은, 그리고 늙지 않는.

나는 모든 백인에게 키스를 해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내가 갈라진 틈에서 분열되고 있다는 듯이.

난 그들에게 나를 어제라 불러달라고 해

그들에게 그들이 유령과 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짓을 했고

지금도 나에게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유령일 때

모든 시간은 살지 않은 시간이지.

뭔가 하면

시간이 당신 속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지.

살지 않은 시간은 장례식의 시간이야

어린 시절을 놔버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나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키스해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내가 갈라진 틈에서 분열되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들에게 나를 찢겨진 자라 불러달라고 해

왜냐하면 찢는다는 것은

산산조각 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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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고 자르고 쪼개서

다시 또 찢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찢는다는 것은 

존재하게 하거나 무언가 되게 하는 것이니까:

현현(顯現)의 미학이라고나 할까.

my body is an open casket:

i am made up of dead things

young, old, and ageless.

i kiss every white man

who looks at me

like i am splitting at the seams.

i tell them to call me yesterday

to remind them that they are fucking a ghost

and that they did this

and are doing this to me.

when you are a ghost

all time is unlived time.

which is to say

that time uninhabits you.

unlived time is funeral time

is how long it takes to let go of a childhood.

i kiss every native man

who looks at me

like i am splitting at the seams.

i tell them to call me rendered

since to rend

is to tear into pieces

is to rip and sever and split

such that one can be rendered again.

since to render

is to cause to be or to become:

an aesthetics of incarnation. (“Time contra tim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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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혐의가 되는 세상에서 벨코트가 취하는 전략은 몸을 탈중심화 혹은 해체

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기 몸의 구성물을 “죽은 것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몸의 감

옥에서 벗어난다.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백인들에게 그는 자신을 “어제”라고 불러

달라고 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시간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관계하는 백인들은 ‘없는 것’, 즉 “유령”과 관계하는 셈이 된다. 그들은 

‘헛것’ 혹은 ‘부재’와 관계하므로 차별과 편견의 표적으로 삼을 몸을 잃게 된다. 

그들은 “죽은 시간”, “장례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자신과 관계를 맺

는 원주민들에게 화자는 자신을 “찢겨진 자”라 불러달라고 한다. “찢겨진 자”는 

분열된 주체 혹은 복수적 주체(plural subject)이고, 계속 찢겨 역설적이게도 무

엇인가가 ‘되고 있는’ 존재이다. 들뢰즈의 ‘되기’의 개념을 연상시키는 이런 주체

는 주체를 계속 탈중심화함으로서 그 어떤 편견이나 이념의 틀로도 규정할 수 없

게 된다. 그는 몸 혹은 몸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새로운 탈식민적 주체를 탄생시

킨다. 몸과 몸의 경계를 지우는 것은 몸을 식민주의적 범주화 혹은 전유의 대상

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그는 식민화된 몸을 죽이고 몸을 찢어 새로운 탈식민의 

몸을 만든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현현의 미학”이다. 

2.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해: 사랑과 절망이 몸을 함께 채우고 우리는 그것을 인디

언이라고 부르지. 

……

5. 이 몸을 가져 그리고 산산조각이 난 유리 더미 말고 다른 것을 보았다고 말하

지 마.

6.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세상을 떠받치는 잔혹한 행위들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

지는 날들.

2. it’s ironic, i think: that love and despair can fill out a body together and 

we call it ind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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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ke this body and do not say you see anything but a pile of shattered 

glass.

6. there are days when being in life feels like consenting to the cruelties 

that hold up the world. (“Something like love” 41)

이 작품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이 난 유리 더미”라고 묘사한다. 

식민화된 몸은 “세상을 떠받치는 잔혹한 행위들”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의 완성된 형태(gestalt)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인디언”의 몸은 “사랑

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수적 주체이다. 

1. 나는 아빠에게 자라서 무지개가 되고 싶다고 말해. 내 몸은 햇빛 속에서 모양을 

바꾸는 어머니의 눈물단지야. 

……

7. 자신에게 보내는 쪽지: 지금쯤 조물주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 심지어 나도 

알아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1. i tell my day i want to be a rainbow when i grow up. my body is a jar of 

my mother’s tears that shape-shifts in the sunlight.

…

7. note to self: shouldn’t the creator be angry by now? even ii know what 

it’s like to watch everything disappears into everything else. (“Sexual 

history” 39)

앞에서 인용했던 시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주민/퀴어 주체의 정동(affect)은 

주로 슬픔, 비통,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슬픔은 그러나 다른 힘을 가지고 있

다. “어머니의 눈물단지”는 그 자체 비통함과 슬픔의 덩어리이지만, “햇빛 속에

서 모양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벨코트는 �이 상처가�의 ‘에필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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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과 죽음을 떠올리지 않고 원주민성(indegeneity)에 대하여 말하거나 그것

을 존재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 가까

이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나쁜 정동(affect)의 약호들에 대해 재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병리학과 사적인 것의 비정치화된 새장으로부터 슬픔과 고통을 자

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Epilogue” 58)고 덧보탠다. 벨코트는 이렇게 슬픔을 

사적인 병리학에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재약호화(recoding)하며, ‘정치화

(politicization)’한다. 그리하여 “눈물단지”는 슬픔의 기표로 머물지 않고 “햇빛 

속에서 모양을 바꾸는”, 끝없이 ‘무엇-되기’의 과정이라는 기의를 갖는다. 그는  

�이 상처가�를 “슬픔의 잠재성에 바치는 헌사”(“Epilogue” 59)라고 한다. 그러

므로 그에게 있어서 몸을 해체하는 것은 해체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몸을 끝없이 

만드는 행위이다. 위의 작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으

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벨코트에게 있어서 해체는 존재를 부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존재로 탈중심화하는 것이다. 그는 몸에서 출발하여 “몸 없

음(unbodied)”(“If our bodies rust, we would be falling apart” 52)의 상태로 

몸을 해체하는데, 이 해체는 사실상 다른 몸을 끝없이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는 

“백인의 규범적 시선(the normative gaze of the white man)”(“Vii.” 49)이 포

획할 수 없도록 몸의 해체-구성-해체를 반복한다. 이 “몸-되기/몸-되지 않기(to 

become / and unbecome /a body)”(“The rubble of heartbreak” 54)의 마술

이야말로 벨코트의 탈식민화 전략이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벨코트는 백인/이성애 담론에 의해 단일강세화

(mono-accentualization)된 몸을 다강세화(multi-accentualization)한다. 그에 

의해 하나의 몸은 무한대로 분열되며 다성성(polyphony)의 공간이 된다. 아메바

의 위족(僞足)처럼 그의 몸은 끝없는 형태 변용(metamorphosis)을 수행한다. 이

런 점에서 그의 몸은 영원한 유목민의 상태에 있다. 그에게 있어서 몸은 차별의 

대상이자 슬픔으로 물든 덩어리이며, 고통의 정동을 재해석하는 공간이고, 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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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된 것을 정치화하는 장치이다. 그는 몸을 죽이고 몸을 다시 만든다. 그의 몸

에는 죽음과 생명의 방정식이 공존한다. 그의 몸은 감옥이자 동시에 해방구이다.

그는 또한 이론적으로 잘 무장된 시인이다. 그의 탈식민적 ‘퀴어 하기(to 

queer)’는 탈식민주의, 퀴어 이론,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교

차론,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의 지적 성과들을 횡단하며 수행된다. 그

의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글쓰기는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정동을 지적으로 재(再)

약호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그는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슬픔을 

노래하고, 좌절 속에서 정치적 해방구를 찾아낸다. 이런 점들이 그를 캐나다 현

대 원주민 작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작가로 만든다. 

그의 시가 끝없는 탈주선을 달리는 것은, 그가 또한 모든 위대한 작가가 그러

한 것처럼 ‘유토피안 욕망’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텅빈 기표

들(empty signifierss)”(“The Oxford journal” 46)로 만듦으로써 유한성을 거부

한다. 그는 채워지지 않는 잠재성 속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낸다. 그의 몸과 시는 

채움-비움-채움의 끝없는 리좀(rhyzome) 위에 흩뿌려진다. 그는 이렇게 “존재

론적 파열(ontological rupture)”(“The Oxford journal” 44)을 자처하며 자신을 

가능성과 잠재성의 극한으로 몰고 간다. 제임슨(Fredric Jameson)의 말대로, 유

토피아 충동을 담고 있는 문화적 산물들은 “성취된 가능성들의 실험실이자 동시

에 축제”(Jameson 150)이다. 벨코트의 문학은 퀴어, 탈식민, 포스트모던, 포스

트-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이 원주민/퀴어 주체의 시적 서사로 구현된 특이한 ‘실

험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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