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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휘트먼의 시학이 지닌 정치, 사회적 함의와 미국 민주주의와의 불가분한 친연
성은 휘트먼 연구의 중요한 주제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휘트먼의 동성애는
그의 정치시학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휘트먼 연구의 중요한,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겨져 왔다. 물론 휘트먼의 정치시학과 성을 함께 아우르려는 많은 시
도들이 있어왔지만 태반은 본격적인 동성애 연구에 미흡한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연구 자체도 일정한 시각적 한계를 노출하며 휘트먼 텍스트의 특질을 드러내
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가리고 축소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휘트먼
이 동성애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전기적 접근들이라든지 그의 동성애를
드러내는 경우에도 이를 성애(sexuality)란 큰 범주 속에서 양성애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그 특수성을 가리는 접근들이 그 예이며,1 많은 비평들은 동성애를 성
기중심적 성적 행동으로 축소하여 누구와 성교하느냐라는 협소한 틀 속에서 동
성애 텍스트의 정치, 문화적 파급력을 가리는 한계를 드러냈다.2 그러나 휘트먼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RF-2011-327-A00607).
1
휘트먼의 성을 가리고 지우고 억압하는 이성애자 전기작가들의 왜곡된 해석들은 슈
미드걸(Gary Schmidgall)의 비평서 Walt Whitman: A Gay Life (New York: Dutton,
1997) 2장에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휘트먼의 동성애에 대한 비평가들의 뿌리 깊
은 거부감은 대표적인 문화연구가인 레이놀즈(David S. Reynolds)가 잘 보여주는데, 그
s America: A Cultural
는 10년 간격을 두고 출판된 두 권의 비평서(Walt Whitman’
Biography (New York: Knopf, 1995); Walt Whitman (Oxford: Oxford UP, 2005))에
서 일관되게 육체적 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동성 간의 애정이 휘트먼 당대 흔한 관행이었
음을 주장하면서 휘트먼의 동성애를 육체가 제거된 중성적인 것으로 변형, 왜곡시킨다.
2
세쥐윅(Eve Kosofsky Sedgwick)이 말하는 대로‘성애’
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일련
의 행위, 기대, 서사, 쾌락, 정체성 형성, 그리고 지식들을 일컫는데, 이는 생식기 감각
주변에 가장 밀도 높게 모이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것만으로 합당하게 정의되지는
않는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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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인식할 때조차 자신을 미국과 동일시하며, 남북전쟁 전
후 노예제나 영토확장 등을 둘러싼 국가적 분열의 위기를 의식하면서 새로운 미
국 건설의 프로젝트 속에 자신의 성애를 겹쳐놓는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동성
애는 정치적 담론과 불가분하게 엉켜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기존 사회 조직과 상
호작용의 양식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런 면에서 휘트먼의 시가 협의의 동성
애 논의를 보다 넓은 정치,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성정치학의 유용한 텍
스트라고 보고, 휘트먼이 어떻게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동성애 문제와 연결시
키며, 소위 유토피아 담론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사회의 전망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동성애를 기입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성애는 전통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종교적, 지적, 사회적, 경제적 합의
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공동체에 긍정적 요소라기보다는 억압되거나 제거해야
하는 사회적 악으로 간주되어왔다(Ingling 138). 지금도 많은 애국주의적 수사
속에서 동성애는 국가 조직에 위협적 실천이자 병적인 징후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유토피아 담론 속에 동성애가 낄 자리는 없었다. 잉링(Thomas E.
Ingling)은 미국의 유토피아 담론들이 지배 문화와 차별하기 위해 성과 성애에
관한 견해를 개진하나 실지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유로
운 성적 관행 자체에 억압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138). 성적 억압을 동반
한 유토피아니즘은 미국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는 미국문학이 많은 경우 미
국이 어떠해야하며 어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어떠할 수 있는지’
가반
드시 이상주의적 전망을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성과 성애는 억압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반적
3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는 미국이란 이름 자체가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정치지
리학적 이름들과는 다른 함의를 지닌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미국에서만 국가주의
가 신성스러운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다. 모든 국가의 칭호 중에서 오직 미국만이 종말론
과 열광적 애국주의의 결합된 힘을 지닌다. . . . 모든 정체성의 상징 중에서‘미국’
만이
국가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며, 시민적이면서도 영적인 자아를, 세속적이면서도 구원적인
역사를, 국가의 과거와 미래의 천국을 하나의 종합적 이상 속에서 통일시킨다.”(Only
in the United States has nationalism carried with it the Christian meaning of the
sacred. Only America, of all national designations, has assumed the combined
force of eschatology and chauvinism. . . . Of all the symbols of identity, only
America has united nationality and universality, civic and spiritual selfhood,
secular and redemptive history, the country’
s past and paradise to be, in a single
synthetic idea.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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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국문학의 특성과는 상치되게 동성애와 유토피아를 연결시키려는 일련의
흐름이 존재하며, 그 시발에 미국시의 아버지 휘트먼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휘트먼에 의해서 동성애 유토피아가 재현된 이래 미국시에서의 동성애는 배
척받기보다는 현상태와는 다른 세계, 동성애자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
운 정치, 사회, 경제적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연결된다. 물론 이것이 동성애 예
술가가 항상 유토피아적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 시
인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그들의 시학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 독특하다. 휘트먼의 뒤를 잇는 크레인(Hart Crane)이나 긴즈버그(Allen
Ginsberg)가 휘트먼과 동일하게 동성애를 유토피아적 충동 속에 구현하려던 것
이 이를 증명하며, 이들은 저마다 특수한 사회·역사적 환경 속에서 동성애적
비전이 어떻게 미국의 유토피아적 전망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이들의
텍스트 속에서‘미국’
은 모든 유토피아 담론에서 그러하듯 가상적 실체로서 아
직 언어화되고 쓰여지지 않은 무제한의 가능성이자 하나의 수사로 기능하는 기
호이며, 이는 동성애가 유예된 상태에 대한 기호이자 정치적이고도 수사적인 구
성물이라는 점과 유사하다. 이들에게서 미국과 동성애는 텍스트상의 유토피아
적 효과 외에는 어떠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런 면에서 이들
은 동일하게 수사적이며 또 동일하게 정치적이다.
사실 휘트먼에게서 동성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가 푸코(Michel
Foucault)가 지적하는 대로 동성애가 성적 관계의 유형에서 특정한 성적 감수
성, 특정한 성의 전도로 정의되면서 하나의 종(species)으로 등장하던(43) 이전
시기의 시인이라는 점에서 그 적절성 여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휘트
먼에게서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면 이는 동성애 자체의 정치성 때문이 아니라 그
가 동성애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없는 것을 재현했다는 점 때문인 것이
다. 물론 휘트먼의『풀잎』(Leaves of Grass)4이 나오기 20, 30년 전부터 미국사
회는 전통적으로 남/녀 각각의 성적 공동체 속에서 노동과 여가를 해결하던 강
력한 동성사회적 체제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그러한 관계들을 금지하고
문제시하는 동성공포적 경향이 농후해지며 다량의 성담론들이 유포되었던 것이

4

이하 본 글은 휘트먼의 Complete Poetry and Collected Prose (New York:
Library of America, 1982)를 주된 텍스트로 삼고 약자 CP와 함께 인용된 시의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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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Moon 10). 그러나 이들 성담론들은 산업·상업 자본주의의 팽창과 함
께 전통적 제도와 체제에서 벗어난 남성 인력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자위반대 운동이나 순결 운동 등에 집중되어 있었지 특별히 동성애를 겨
냥하던 것은 아니었다(Moon 25). 휘트먼의 시적 작업은 동성애 의식이 형성되
기 이전에 이뤄졌고, 물론 이 시기에도 동성애 경험은 존재했지만 이를 설명해
주는 어떠한 사회·정치 의식이나 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 미국에서 의
학이나 법적인 텍스트조차도 동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동성애’
라
는 용어는 19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등장한다(Killingsworth 2000, 122). 동성애
가 하나의 수사적 전략과 언어적 관행으로 인정받기 이전, 그것은 사회적 의식
의 경계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에 불과했고, 휘트먼은 기존 담론과의 관
계, 특히 유토피아 담론 속에서 새로이 동성애 수사를 구성하며 그 형성과정을
자신의 텍스트에 기입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사실 동성애는 담론의 문제이
며 다른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이라고 봐야
한다. 비버(Harold Beaver)가 말하는 대로 동성애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새로이 이를 계발시키는 언어망의 문제인 것이며(101), 휘트먼의
독특성은 바로 유토피아 담론과 동성애를 연결하는 새로운 언어망을 계발해낸
것에 있다.
휘트먼은 젊은 시절 과격한 민주당원이자 노동자 정치학의 기수였으며‘자유
의 땅 운동’
(Free Soil movement. 멕시코 전쟁 후 새로 편입된 미국 영토에서
노예제 실시를 반대하는 운동)의 언론 대변인이었다. 전기작가들은 1850년대 휘
트먼이『풀잎』집필과 함께 정치적 행동주의에서 떠난 것을 문학 창작을 위한
정치적 추구의 포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휘트먼에게서 정치와 문학은 복잡한 방
식으로 함께 공존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휘트먼 이해에 있어서는 그의
텍스트를 정치적 실천의 연장선 속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며, 동성애 역시 마찬
가지로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더 의미있는’민주주의 주제로 대체
되거나 환치될 수 있는 가치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전망을 잉태하고 양산하는
모태이자 유토피아 비전 속에 녹아있는 근본적 충동으로 함께 아우르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럼 동성애가 가능케하는 유토피아적 전망은 어떤 면에서 기존 유토피아 담
론과 차별되며, 또 휘트먼은 어떻게 이를 그의 텍스트 속에 구현하는가. 본 연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의 대표적인 동성애 텍스트『창포』(Calam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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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휘트먼이 그려낸 동성애 유토피아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미국
시 전통 속에 그의 동성애 유토피아가 지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성과 육체, 그리고 휘트먼
휘트먼은 말년에 트로벨(Horace Traubel)과의 대화에서“성이 그 모든 것의
뿌리라네(sex is the root of it all)”(Traubel 452-53)라고 하면서 한편으론
1884년 카핀터(Edward Carpenter)에게는“덮고 감싸야만 하는 진실들이 있다
(there are truths which it is necessary to envelop or wrap up)”(Carpenter
43)고 밝힘으로써 적어도 성에 관한 한 노출과 은닉의 이중적 접근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휘트먼은 카핀터에게『풀잎』을 쓸 때 암탉이 알을 숨기는 것
처럼 느꼈다고 말하는데(43), 이는 휘트먼 자신이 인간의 욕망과 성애에 대한
급진적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십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캐디
(Joseph Cady)는 휘트먼의 주된 문제가“그의 독서 대중이 언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적 문화가 전혀 우호적이지 않는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었다고 말한다(6). 휘트먼은 19세기 미국에서 성
에 관한 진실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전면화시켜 성을 재현한 후 다른 이들의 육체와 욕망, 성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풀잎』초판 첫 장에 제시한 도발적인 휘트먼의 초상은 시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하고 매력적이며 도전적인 젊은 남성의 육체를 전면에 배치
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문화적 긴장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교란시키려는 의도를
가시화한다. 또 최근 평단을 달구고 있는 휘트먼 말년의 7장의 전라 사진 역시
그의 과감한 실험성의 연장선에서 나온 산물이라 볼 수 있다.5
5

사진작가 이킨즈(Thomas Eakins) 사후에 발견된 7장의 사진은 전라로 서 있는 노인
의 앞, 옆, 뒤에서 촬영되었는데, 다른 사진들이 모델 이름을 밝힌 것과는 달리‘노인’
(Old Man)이라는 제목만 붙어있고 모델의 얼굴 역시 뿌옇게 처리하여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진 속의 노인이 휘트먼을 많이 닮아있으며, 이킨즈
자신이 나체를 찬양한다는 점에서 휘트먼의 이념적 동지이자 추종자이며 친구였다는 점,
휘트먼의 남자 친구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누드만을 찍었던 이킨즈가 유일하게 남긴 노
인의 사진이라는 점, 또 실제로 휘트먼의 누드 사진이 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 등은 이 사진을 휘트먼의 것으로 추정할 근거가 된다. 사실 휘트먼이 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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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먼은 무엇보다 육체적 삶 일반을 유토피아 정치학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즉 그의 이상적인 민주 공동체에서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 필요조
건인 것이다. 1855년 집필된『아담의 아이들』(Children of Adam)의 시「나는
전율하는 몸을 노래한다」
“I
( Sing the Body Electric”CP 250-58)는 그의 성정
치학의 내용을 잘 드러내주는 예로서, 이 시에는 경매에 부쳐진 남,녀 몸에 대
한 묘사가 나오고 휘트먼은 여기에서 각각 노예제와 매춘을 육체에 대한 영혼의
우위를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체계의 산물로 바라본다. 즉 육체를 타락한 것으로
다루는 사회는 인간의 구체적이고도 물질적인 삶을 억압하면서 사회 자체를 타
락시키며 노예제나 매춘은 바로 그러한 왜곡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몸을 영혼과 동등한 위치, 심지어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존재
에 대한 평등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며 차별과 지배가 사라진 유토피아의 초석
이 된다. 휘트먼의 육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출
판사에 의해 원본이 훼손된다거나 당대 비평가들의 다양한 삭제와 내용 변경 요
구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인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뷰커넌
(Robert Buchanan)이 거듭『아담의 아이들』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유명한 일화는(Mullins 174) 휘트먼에게 있어서 성과 육체가 얼마
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개념인지를 보여준다.
『풀잎』에 나타난 휘트먼의 성애는 크게 이성애와 동성애로 구별될 수 있고
『아담의 아이들』과『창포』가 각각을 대표하는 텍스트이다. 캐비취(David
Cavitch)는 휘트먼이“신세계 자연의 풍요함 속에서 팽창하는 사회의 개인적
자유를 반영하는 이상적 성을 정의하고 싶어 했다”고 말하며 휘트먼이 특별히
성에“사회적으로 진보적이며 공적인 유용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115). 실제
로『풀잎』에는 신대륙의 풍요로운 가능성과 팽창하는 미국에 대한 낙관적 믿음,
또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들에 의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리라는 유토
피아적 전망이 이성애와 동성애 양자를 포괄하는 욕망과 성에 대한 전폭적 긍정
과 수용 속에서 진행된다. 마틴(Robert K. Martin)은 휘트먼이『풀잎』에서“일
반적인 관찰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준으로 이성애와 동성애의 공존을 제안한
다”고 지적한다(xvii).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마저 넘나드는 탄력과 변형력은
성, 성애와 정체성에 대해 지니고 있던 전복적 문제의식을 고려한다면 이 사진은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은 폴섬(Ed Folsom)의
글 21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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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먼의 힘이자 개성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양자를 많은 비평들이 그러하듯
‘성애’
라는 커다란 범주로 뭉뚱그리기 보다는 그가 그려낸 성애 속에 이성애와
동성애가 어떻게 다른 내용을 가지며 특히 그의 동성애가 유토피아 구상 속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다.
휘트먼의 유토피아 담론에서 이성애는 여성의 동등한 법적·정치적 권리 주
장과 모성애 예찬, 그리고 진정한 여성(Real Woman)에 의한 새로운 세대와 공
화국 형성에 대한 논의들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이성애는 건강한 번식력을 지닌
여성과 또 그녀로 인해 창조되는 새로운 세대의 도래와 연결되면서 무한한 미국
의 가능성을 노래하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다(Mullins 176).「한 여자가
날 기다리네」
“A
(
Woman Waits for Me”CP 258)에서도 드러나듯 휘트먼은
여성의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며 여성의 모든 활동, 심지어 노젓고 씨
름하고 사냥하는 남성적인 활동마저도‘진정한 여성’
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여성
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평등권을 전적으로 긍정한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휘트먼의 여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언급은 피상
적이며 남녀 간의 성관계는 다음 세대를 양산해낸다는 생식의 사회적 기능을 넘
어서는 구체적 욕망이나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휘트먼의
이성애 재현은 유토피아 실현에 필수적이기는 하나 실체로서의 내용은 빈약한
기능적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정하며, 오히려 성애적 욕망과 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동성애 관계를 통해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하 본 논문은『창포』
에 수록된 시들을 읽어보면서 그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제시된 동성애 유
토피아의 전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동성애자의 유토피아
『창포』의 동성애 텍스트로서의 특징은 그 근간이 되고 있는「이끼 덮힌 살아
있는 떡갈나무」
“Live
(
Oak with Moss”) 시편들에서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
낸다. 휘트먼은 1859년 봄 12부로 나눠진「이끼 덮힌 살아있는 떡갈나무」를 쓴
후 그 해 여름부터 창작한 다른 시편들을 함께 모아 1860년 45편으로 구성된
『창포』를 완성한다.「이끼 덮힌 살아있는 떡갈나무」는 남자를 사랑하는 한 남성
화자의 서정시 연작인데, 화자가 연인에게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버림받고 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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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침묵하게 되는 플롯을 지니며, 동성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혼란과 고통,
공포의 심리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한다. 휘트먼은 특별히 이 시가“지금 기억하
고 과거에도 기억한(Remember now─/ Remember then)”내용이라고 노트
에 적고 있는데, 이는 이 시가 자서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Helms 186). 휘트먼은 평생「이끼 덮힌 살아있는 떡갈나무」를 출판하지 않고
또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창포』를 완성하면서 이 시의 12부 순서를 흩뜨려
배열함으로써 원래 이 시가 지니고 있던 동성애적 내용을 감추고 희석시킨다.6
그러나 과격한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동성애의 내용과 형식적 특수성은
『창포』전반에 스며들어 있으며, 특히 45편으로 확대되면서 휘트먼의 유토피아
적 전망은 더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양상을 띤다.
휘트먼은 1840년대와 1850년대에 동성애를 개념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골상학
(phrenology)에서 사용하는‘점착성’
(adhesiveness)이라는 용어를 차용한다. 골
상학에서의 점착성은 동성 간의 우정을 의미하며 양성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호색성’
(amativeness)과 대조를 이룬다. 마틴의 지적대로 휘트먼은‘점착성’
의
원래의 의미에 동성 간의 헌신, 충실성, 나눔, 접촉 등의 의미를 더하여 포괄적
인 동성애 용어로 변형시킨다(Martin 35).『창포』의 시들은 바로 휘트먼이 개념
화한‘점착성’
의 구체적 예들인데, 여기에서야 비로소 휘트먼은 사랑의 다양한
감정들─행복, 만족, 완성감, 상처, 분노, 질투, 소외감 등을 전폭적으로 재현
하며, 은밀하고 사적인 만남에서만 가능한 깊은 정서적 연관과 어렵고도 소모적
이며 만족스럽지만 동시에 가슴을 찢는 격렬한 애착과 절망을 표현한다.
방울들 떨어지네! 내 푸른 정맥을 떠나!
오, 나의 방울들! 떨어져, 천천히 방울지며,
나로부터 솔직하게 흘러, 뚝뚝 떨어지는, 피 흘리는 방울들,
갇힌 곳에서 널 자유케 하기 위한 상처에서 나와,
내 얼굴에서, 내 이마와 입술에서 나와,
내 가슴에서, 감춰진 내부에서 밀고 나오는 빨간 방울들, 고백의 방울들,
모든 페이지를 적시고, 내가 부르는 모든 노래, 말하는 모든 언어를 물들이는 핏
빛 방울들,
6

「이끼 덮힌 살아있는 떡갈나무」가『창포』로 확대 발전되는 와중에 휘트먼은 독자를
좀 더 명료하게 상정하게 되고, 문화적 금기를 더 예리하게 의식하게 되며, 이에 따른 긴
장과 갈등 역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Helm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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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울들이 너의 자줏빛 열기를 알게 하고, 빛나게 하고,
온통 창피하게 젖어있는 네가 배어나게 하고,
내가 쓰거나 쓸 모든 것 위에 빛나게 하라, 피흘리는 방울들이여,
너의 빛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라, 부끄러운 방울들이여.
Trickle drops! my blue veins leaving!
O drops of me! trickle, slow drops,
Candid from me falling, drip, bleeding drops,
From wounds made to free you whence you were prison’
d,
From my face, from my forehead and lips,
From my breast, from within where I was conceal’
d, press forth red
drops, confession drops,
Stain every page, stain every song I sing, every word I say, bloody drops,
Let them know your scarlet heat, let them glisten,
Saturate them with yourself all ashamed and wet,
Glow upon all I have written or shall write, bleeding drops,
Let it all be seen in your light, blushing drops.
(CP 278)

「방울져 떨어지네」
“Trickle
(
Drops”)라는 제목의 이 시는 피 흘리며 죽어가
는 화자의 이미지를 통해 강렬한 욕망이 수반하는 극도의 고통을 재현한다. 킬
링즈워스(M. Jimmie Killingsworth)의 지적대로 시인은 자신을 예수와 같은
순교자로 형상화하는데(1989, 123), 예수가 그러하듯 화자의 상처에서 나오는
핏방울은 죽음이자 재생이며 고통이자 치유인 역설적 의미를 띤다. 방울들은 화
자의 푸른 정맥과 얼굴, 이마, 입술, 가슴 등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그가 쓰는
“모든”시와 노래를 적시며 텍스트 위에서“부끄럽게”빛난다. 그의 몸에서 나
온 방울들은“온통 창피하게 젖어있는”
“고백”이 되어 금기와 터부 속에 놓인
동성애를 재현하며, 그가 쓴, 또 앞으로 쓸 모든 작품을 물들이는 것이다.
이 시의“방울들”은 일차적으로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일컫지만, 화자의 이마
에서 나는 땀방울이나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 혹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정
액일 수도 있다. 휘트먼은 7행에서부터 마지막 행까지“every”와“all”을 6번에
걸쳐 반복하면서“방울들”을“모든 것”을 환기시키는 환유로 만드는데, 이러한
환유적 기법은 동성애 텍스트로서『창포』가 지니는 특징 중 하나이다. 킬링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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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창포』가 여타 휘트먼의 텍스트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첫째, 자연과의 은유적 동일시가 아닌 환유적 연상을 시도한다는 점, 둘째, 기
존 문학적 관습에 대한 거부가 아닌 이에 대한 전유와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
셋째, 완전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감추면서 드러내는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보여준다는 점이다(2000, 123).『아담의 아이들』시편이나「나의 노래」
“Song
(
of Myself”) 등 일련의 시 속에서 휘트먼은 자신의 리비도를 자연 속에
서의 유사물과 일치시키면서 육체와 욕망을‘자연스럽게’보이도록 만드는 전략
을 구사했다. 그러나『창포』에서 휘트먼은 자연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
기 시작하며「나는 루이지애나에서 살아있는 떡갈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았지」
“I
( Saw in Louisiana a Live–Oak Growing”)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나는 루이지애나에서 살아있는 떡갈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았지.
가지마다 이끼를 늘어뜨린 채 마냥 외롭게 서서
친구도 없이 짙은 녹색의 잎들로 기쁘게 소리내며 자라나
거칠고도, 고집 센, 건장한 모양새로 나 자신을 생각나게 했었지.
곁에 친구도 없이 홀로 서서 어떻게 기쁜 잎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난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잎사귀 몇 개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약간의 이끼로 둘러 감아
내 방에 가지고 와 눈에 띄는 곳에 두었지, . . .
그것은 내겐 흥미로운 증거물, 남성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네. . . .
I saw in Louisiana a live–oak growing,
All alone stood it and the moss hung down from the branches,
Without any companion it grew there uttering joyous leaves of dark
green,
And its look, rude, unbending, lusty, made me think of myself,
But I wonder’
d how it could utter joyous leaves standing alone there
without its friend near, for I knew I could not,
And I broke off a twig with a certain number of leaves upon it, and
twined around it a little moss,
And brought it away, and I have placed it in sight in my room, . . .
Yet, it remains to me a curious token, it makes me think of manly
love; . . .
(CP 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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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더 이상 자신을 자연물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물론 화자는 사랑할 사람 없이 외롭게 홀로 서 있는 떡갈나무에서 자신과의 유
사성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이끼로 덮인 떡갈나무 가지를“남성의 사랑”을 떠오
르게 하는“흥미로운 증거물”로서만 바라보지 자신과 전적으로 일치시키지는
않는다. 이성애가 생식과 관련되어 자연의 생성의 원리와 조화롭게 일치되는데
비해 동성애를 노래하는 시인은 자연과의 일체감보다는 거리감을 경험하며,
「나의 노래」의 시인이 자신의 시가“모든 시대와 모든 땅, 모든 사람의 생각”
(the thoughts of all men in all ages and lands CP 204)을 대변한다고 믿는
것에 비해『창포』의 시인은 그러한 자신감과 확실성을 상실한다. 물론 많은『창
포』의 시가 사랑하는 이와의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로 자연을 택하
나 화자는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은유적 동일시를 시도하지 않으며,『창포』에서
의 자연은 하나의 배경이자 환유적 혹은 연상적 수사의 대상이 된다.
『창포』에서 나타나는 기존 문학적 관습에 대한 전유와 전복은 휘트먼이 존재
하지 않던‘동성애’
라는 개념을 새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기존 담론과의 관계
속에 역사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휘
트먼은 1855년『풀잎』서문에서 위대한 시인은 시적 전통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주장하는데(10, 26)7『창포』는 휘트먼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엘리자베스 소네
트(sonnet)에서부터 시작되는 세속적 사랑의 서정시 전통이나 낭만주의적 비가
(elegy)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휘트먼의 시학 전반과
차이가 난다.『창포』에서 휘트먼은 자신만의 시학을 주장하기보다 성애를 표현
하던 기존 문학적 관습들을 전유하고 그 이성애적 전제를 전복하면서 전통적 형
식들을 재정의한다. 그는 동성애에 관한 한 기존 담론들의 내용을 미결정적이고
도 유동적으로 만들어 그 안에 잠복된 전복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차용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고 없던 것을 형성해가며 말할 수 없는 것에 이름
붙여야하는 동성애 시인의 자구적 노력과 실험성의 결과이자 휘트먼에게서 동
성애가 얼마나 자신의 시학과 배리되면서까지 재현하고자 했던 절박한 내용이
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문(Michael Moon)은 휘트먼이 동성애 재현의 어려움을 환유적 대체와 미결

7

비취(Christopher Beach)는 휘트먼의 이러한 입장을 강력한 독립성 주장을 통해 문
화적으로 자신을 차별하려는 휘트먼의 문화정치적 전략이라고 해석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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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고 지적하면서 1876년판『풀잎』서문을 그 예로 든
다(9). 여기에서 휘트먼은『풀잎』을“살아있고 숨 쉬는 사랑과 우정의 끝없는 흐
름”(endless streams of living, pulsating love and friendship CP 1010-11)을 고
무시키기 위해 내놓는다고 하면서“사랑과 우정”이란 표현을“갈망,”
“공감,”
“동
지애,”
“점착성”등으로 다섯 번에 걸쳐 고쳐 말한다(“this terrible, irrepressible
yearning,”“this never-satisfied appetite for sympathy,”“this boundless
offering of sympathy,”
“this universal democratic comradeship,”
“this old,
eternal, yet ever–new interchange of adhesiveness, so fitly emblematic of
America”CP 1011). 지속적으로 동성애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 지시 대상을 미결정적인 의미의 그물망 속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동성애에 대한 금기와 터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휘트먼이‘감추면서
드러내는’방식으로서 환유적 대체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휘트먼이 말하
는“사랑과 우정”은 계몽주의 수사의 온건하고도 이성적인 사회적 쾌락이 아니
며, 휘트먼의 어린 시절 미국을 지배한 행복한 가정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
이상화시킨 것도 아니다. 이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러나 용인되지 않은 강렬한
욕망이면서, 언어화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두려운 정서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
러한 욕망과 정서를“가장하지 않고 선언적으로”(undisguisedly, declaredly
CP 1011) 표현하겠다는 서문에서의 휘트먼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사실상 이것
이 가장과 부인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휘트먼은 이렇듯 억압과 고통, 소외를 동반한 자신의 동성애 경험을 성적소수
자의 주변성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토대로 전복적 유토피아를 구상
한다. 즉 그는 인간의 몸과 성애를 지배하는 권력과 정치·역사적 상황들을 비
판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치와 시학이 결합된 급진적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하
는 것이다. 문의 지적대로 1855년에서부터 1867년에 걸친『풀잎』의 지속적인 개
정은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전쟁을 끼고 급격하게 변화
하던 이 시기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의 시학을 현실에 맞춰 재조정하기
위해서라고 봐야한다.8 즉 휘트먼의 유토피아는 안일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8
이 시기 그의 급진적 시학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는데, 첫째, 점점 사
적이 되가면서 금기의 영역으로 이관되는 몸과 성애에 대한 공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확
대시키는 것, 둘째, 몸과 성애를 문학 작품을 포함한 글쓰기 일반을 위한 주제로 강력하
게 인식시키는 것이 그것이다(Mo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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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되고 재조정된 구상이며, 여기에는 기존
의 성적 욕망과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적 코드들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지배문
화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대안적 성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휘
트먼 연구자들은 그의 유토피아 구상을 현실성과 구체성을 결여한 단순한 이상
주의로 폄하하는데, 이들은 휘트먼이 자신의 자아를 국가같은 집단적 실체와 동
일시하면서 현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차이와 긴장을 배
제하고 있다는 점, 또 휘트먼의 자아가 백인 남성이라는 특수한 개인을 추상화
시켜 보편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주로 비판한다. 예컨대 심슨(David
Simpson)은 휘트먼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민 시인이 되려는 야망 속에서“차
이에 대한 유익한 인식”(177)을 회피했으며, 그의 시에서 노예제나 빈곤 등 사회
문제가 언급되거나 계급, 인종, 성에 따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는해도 이
들이 상호작용하는 실질적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182). 그는 또한 국
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쟁적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이해가 휘트먼
에게는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디모크(Wai Chee Dimock) 역시
심슨과 비슷한 입장에서 휘트먼이 칸트(Emmanuel Kant)처럼 도덕성을 담보
할 보편적 기준을 위해 구체적 개별성과 우연성(contingency)을 억압했다고 지
적한다. 디모크는 휘트먼의 시가 어떠한 우연성도 허락하지 않는,“인간 생활의
밀도와 결”(9)이 결여된 텍스트이며, 형식상으로만 민주적이지 공적 영역과 갈
등·긴장 관계에 있는 개별적 차이들에 대한 의식은 빈약하다고 말한다(11720).9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휘트먼의 유토피아는 안일한 이상주의나 비현실적
정치적 몽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비판받고 있는 그의 보편화의
욕구나 팽창적 자아의 양상이 정말로 어떠한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9

최근 비평가들은 국가라는 거대 개념 대신 계급, 성, 인종 등의 세분화된 범주를 대
안으로 제시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대체적 범주들 역시 국가 개념과 마찬가지로 재현과
함께 다른 층위를 억압하기 시작하며, 이런 면에서 모든 상상적 동일시를 의심하는 해체
작업 외에는 현대 비평이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계급, 성, 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적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 또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자아의 복합적 운동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분적
시각이자 제한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알티어리(Charles Altieri)가 전체주
의적이면서도 추상화된 억압적 층위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들에게 고통 분담
의 책임감을 공유케하고 더 큰 지평에서 정체성과 자아 의식을 부여하는 순기능적 국가
개념을 제안한 것(296)은 휘트먼 연구의 진일보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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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먼의 자아는 육체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며“내 자신의 몸이 확장
된 것”(the spread of my own body CP 211)으로 다른 존재를 느끼면서 그 친
근성을 열정적 언어를 통해 공적 영역으로 전이시키는 활동 속에 나타난다. 여
기에서 시인은 자아 예찬 속에서도 자신과 타자의 차이 속에 드러나는 공통의
심리적 연대나 일치감을 인지하거나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즉 휘트먼의 보
편적 자아란 추상화된 관념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살아있는 인식과 구체적 세계
에 대한 생생한 접촉에 의해 매개되며, 휘트먼의 타자 역시 대상화되지 않은 채
주체와의 육체적 교류를 통해 일시나마 역사적 압력을 넘어 차이나 갈등을 극복
한 황홀경 속에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국가나 공동체의 비전은 우연성과 특수
성을 사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기반하며, 타자에게 자신과 동일한 물질
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조건 속의 존재를 접촉하고 느끼면서 성취되는 비전이다.
이는 또한 각 개인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우리’
라는 공통의 접점을 만
드는 조건이라는 역설적 인식이기도 하다.
틈새로 얼핏 본 모습,
늦은 겨울 밤, 술집 난로 주위 노동자와 운전사 무리에 끼어,
한 모퉁이 눈에 띄지 않게 자리 잡은 나,
날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젊은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기 위해 가까이에 앉아,
사람들이 드나들고 술 마시고 욕설하고 음란한 농담의 아우성 속에서 한동안,
거기에 우리 둘은, 거의 말 없이, 아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같이 있음에 만족하며 행복했었지.
A Glimpse through an interstice caught,
Of a crowd of workmen and drivers in a bar–room around the stove
late of a winter night, and I unremark’
d seated in a corner,
Of a youth who loves me and whom I love, silently approaching and
seating himself near, that he may hold me by the hand,
A long while amid the noises of coming and going, of drinking and oath
and smutty jest,
There we two, content, happy in being together, speaking little, perhaps
not a word.
“
( A Glimpse”C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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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화자가 얼핏“틈새”를 통해서 본 비전을 담고 있는데, 이는“노동자
와 운전사 무리”사이에 화자가“눈에 띄지 않게”참여자이자 관찰자로 가담하
고 있는 구체적 장면을 묘사한다. 화자는 음주와 욕설로 시끄러운 배경 속에서
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충만한 순간을 보낸다. 동성애자의 사랑의 순간을 포
착한 이 장면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급진적인데, 흥미로운 것은 휘트먼이 이
를 특별한 기교 없이 자연스러운 실제 삶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것인 양 제시한
다는 점이다(Martin 80). 휘트먼은 노동자나 운전사들과 같이 권력에서 소외된
주변적 위치와 친근하게 밀착하며, 거리낌없는 신체적 접촉과 심리적 공감 속에
“만족하며 행복해”한다. 로우(John Rowe)는 휘트먼의 유토피아가 시인이나 일
반 노동자를 육체 활동이란 기준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정신을 우위
에 놓는 에머슨이나 쏘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이상주의보다 진일보한
민주주의 비전이라고 평가한다(147). 휘트먼의 자아는 손쉽고 자연스럽게 계급
적, 성적, 인종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타자와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느끼며 그 황
홀경을 노래한다. 이는 단지 사랑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노예나 창녀를 비롯한
다수의 소외된 타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깊고 넓은 교감의 시도이자 사회와 권력
이 구획해놓은 온갖 경계들의 결정력을 아무렇지 않게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전
복의 힘이기도 하다.
포운(Byrne Fone)은 휘트먼이 강렬한 동성 사랑을 표현할 때 흔히 언어가 아
닌 침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164), 이는 휘트먼 특유의 광범위하면서도 장황한
목록(catalogue)과는 정반대의 절제되고 압축적인 형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
례적이다. 위의 시를 비롯한『창포』의 많은 시들의 차분한 어조나 부드럽고도
내성적인 음율, 한 순간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 전개 방식 등에선「나의 노래」에
서 드러나던 미대륙과 세계, 우주를 말하던 거대한 자아가 아니라 타자와 공존
하며 친밀성 속에 녹아든 수용적 자아가 나타난다. 잉링은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창포』가 제시하는 유토피아의 순간, 즉 기존 질서를 대치하며 들어서는 놀라운
현재적 실천으로서의 유토피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144). 휘트먼의 유토피아
는 완벽한 미래의 상이나 특정 장소의 정치지리학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일련의
전복의 순간들이자 현재적 실천의 영구적 움직임 속에서 찾아진다. 자신을 독특
한 개체이자 보편적 존재로 느끼는 휘트먼의 자아는 구체성에 천착하면서도 인
간의 연대를 지향하고, 어떠한 목적 없이 스스로의 물질성을 향유하면서도 다양
한 차이를 가능케하는 열린 유대를 모색한다. 그리고 이 지치지 않는 운동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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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휘트먼은 지금, 이곳에서 실천 가능한 동성애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것이다.
많은 휘트먼 연구자들은『창포』시편이 소외나 절망감 등 휘트먼 시 중에서도
보기 드문 정서적 폭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기에 임상적 모델에 입각해 그가‘비
자연적인’동성애에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죄
의식, 불안, 후회 등을 표현한다고 말한다.10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부분적 해
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휘트먼이『창포』에서 죄의식, 불안, 후회 등의 정
서를 주변성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시키면서 보편적 연대감으로 승화시키는 차
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성애로 인해 자연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나
절망, 불안을 경험하긴 하지만 휘트먼은 단순히 여기에 머무르기보다는 이를 적
극적 의미에서 새로운 유토피아 비전으로 승화시킨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안주와 펜실베니아 사람들까지,
북쪽 캐나다와 내가 사랑하는 남부사람까지,
모든 남성들에게 싹이 있기에 완벽한 믿음으로 당신을 나로 그려낸다,
이 나라의 주된 목적은 여태 알려지지 않았던 고귀하고 당당한 우정을 정초하는 것,
왜냐면 이는 모든 남성들에게 잠재되어 항상 기다려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To the East and to the West,
To the man of the Seaside State and of Pennsylvania,
To the Kanadian of the north, to the Southerner I love,
These with perfect trust to depict you as myself, the germs are in all
men,
I believe the main purport of these States is to found a superb friendship,
exaltè, previously unknown,
Because I perceive it waits, and has been always waiting, latent in all
men.

10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비평은 다음과 같다. Stephen A. Black, Whitman’
s
Journey into Chaos: A Psychoanalytic Study of the Poetic Process (Princeton:
Princeton UP, 1975); Clark Griffith, “Sex and Death: The Significance of
Whitman’
s‘Calamus’Themes”Philological Quarterly 29 (1960): 18-38; Edwin
s Poetry: A Psychological Journal (New York:
Haviland Miller, Walt Whitman’
NYUP, 1968).

동성애와 유토피아─휘트먼의『창포』를 중심으로

59

“
( To the East and to the West”CP 285)

휘트먼의 유토피아는 모든 남성들의 연대 가능성을 보면서 이를“고귀하고도
당당한 우정”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타자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그려내는 시적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 그의 유토피아는 지역성을 넘어서 보편적 연대를 지향하
며, 정치, 경제, 문화적 경계들을 가로 질러 어디서나 평등하게 작용하는 남성
간의 본능적 이끌림에 기반한다. 휘트먼의 동성애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습과 통제들을 전복시키며 미국적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서,『창포』의 일련의 시들(“For You O Democracy”CP 272,“This Moment
Yearning and Thoughtful”CP 280-81,“I Dream’
d in a Dream”CP 284)은
이러한 동성애적 유대로 맺어진 동지들과 연인들이 이룩할 이상 사회에 대한 믿
음을 표현한다. 동성애자의 급진적인 정치적 위치는「내가 날 저물 때 들었지」
“When
(
I Heard at the Close of the Day”CP 276-77)나「우리 두 소년이 함
께 붙어서」
“We
(
Two Boys Together Clinging”CP 282) 같은 시들에서처럼
자부심과 환희를 동반하는‘차이’
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한다. 사실『창포』의 리
얼리즘은 동성애와 연관된 다양한 감정들의 밝고 어두운 음영들을 가장 사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토피아 비전 속에 재현되는 공적 담론으로 승화시켜
간다는 데 있다.
당신은 내가 손에 든 펜으로 무엇을 기록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닻을 부풀리며 오늘 앞바다를 지나던, 완벽한 모양새의 위풍당당한 군함을?
지나간 한낮의 광채를? 아니면 날 감싸는 밤의 광채를?
아니면 주변에 펼쳐진 대도시의 자랑스러운 성장과 영광을?— 아니지,
오늘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부두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본 소박한 두 남자를,
남아있는 이는 상대의 목을 잡고 열렬히 키스하고,
떠나는 이는 상대를 품 속에 담으려 힘차게 껴안는 그 모습을 기록할 거지.
What think you I take my pen in hand to record?
The battle–ship, perfect–model’
d, majestic, that I saw pass the offing
to–day under full sail?
The splendors of the past day? or the splendor of the night that
envelops me?
Or the vaunted glory and growth of the great city spread arou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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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But merely of two simple men I saw to–day on the pier in the midst
of the crowd, parting the parting of dear friends,
The one to remain hung on the other’
s neck and passionately kiss’
d
him,
While the one to depart tightly prest the one to remain in his arms.
“
( What Think You I Take My Pen in Hand?”CP 284-85)

휘트먼은 공적 목소리를 취할 때나 권위 있는 시인의 퍼소나를 내세울 때에도
기존 권력을 이상화시키거나 강화시키지 않으며 담론상의 권력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휘트먼은 탈주관적 영역에서 거대한 성찰
적 기쁨을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의 분출된 쾌락은 많은 경우 기
존 질서나 관행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갈등의 최종 심급에서는 기존 이데올로기
가 아닌 개인의 사적 가치가 우선된다. 위의 시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는데, 여기에서 휘트먼은 군함이나 대도시로 상징되는 군사적, 정치적 권력과
거리를 두며, 심지어 자연 묘사라는 문학적 전통도 무시하면서,“소박한 두 남
자”의 사랑하는 모습을 재현 대상으로 삼겠노라 선언한다. 이 두 남자는 어떠한
사회적 중요성도 지니지 않은 보통 남자들로서 서사시의 남성들이 보여주는 전
쟁이나 기타 공동체 운명과 관련된 영웅주의와는 거리 먼 사람들이다. 두 남자
의 키스는 동성적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서 기존의 동성사회적 권력의 기반을
허물며, 이를 반영하는 서사시를 비롯한 고전적 장르의 전제 역시 허문다
(Martin 81). 군중들 속에서 거침없이 상대를 껴안고 키스를 나누는 두 명의 남
자는 휘트먼의 유토피아가 남성 간의 자유롭고도 공개적인 애정 교환을 지향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어떤 외재적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남성 간의
가장 친밀한 접촉이며, 언어와 텍스트, 독자 외에는 어떠한 것도 게재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비전이다. 이렇듯 가장 사적인 영역에 충실한 휘트먼의 비전은 세
속적 권력과 동성애를 대척점에 세우고 동성 간의 서정적 사랑을 어떤 정치적
역사적 문제보다 우선시한다. 휘트먼은 사적관계의 충일함을 성취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회적 전망도 의미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그의 텍스트의 급
진성은 동성애라는 억압적이면서도 금기적 경험을 권력과 위계, 착취에 근거하
지 않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가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의 시를 진정한 유토피아 텍스트로 보게 만드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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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제도를 파괴하려했다고 날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난 제도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정말로 내가 제도들과 공통분모가 있는가? 아니면 제도의 파괴와?)
난 단지 맨하튼과 미국의 내륙과 해안가의 모든 도시에,
또 들판과 숲에, 물자국을 남기는 크고 작은 모든 배의 용골 위에,
어떠한 체계나 규칙, 수탁기관이나 어떠한 입론들도 없이,
동지들의 귀중한 사랑이란 제도를 세우려 한다.
I hear it was charged against me that I sought to destroy institutions,
But really I am neither for nor against institutions,
(What indeed have I in common with them? or what with the destruction
of them?)
Only I will establish in the Mannahatta and in every city of these
States inland and seaboard,
And in the fields and woods, and above every keel little or large that
dents the water,
Without edifices or rules or trustees or any argument,
The institution of the dear love of comrades.
“
( I Hear It Was Charged against Me”CP 281)

이 시에서 화자는“제도를 파괴하려 했다”는 공격에 직면하여 이를 아이러닉
한 어조로 받아내면서 자신은 제도들을“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그보
다는 오히려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동지적 사랑을 제시하겠다고 말한다. 가상의
“비난”을 상상하며 자기변호를 하고 있는 모습은 휘트먼이 자신의 텍스트가 지
닌 전복성과 그것이 불러일으킬 사회적 반향을 얼마나 깊이 의식하고 있었는지
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동성애는 모든 제도들을 파괴시키는 제도이자“어떠한
체계나 규칙, 수탁기관이나 어떠한 입론들”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억압의 해체
속에 존재하는 특수한 존재 양태로 드러난다. 휘트먼은 미국의 모든 도시와 자
연을 아우르는“동지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데, 여
기에서 그의 유토피아는 특정 장소나 목적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 외에는 어떠한 법도 허용하지 않는, 욕망의 유동성 외에는 어떠한 기초도
갖지 않는 사회적 관계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기존 유토피아 담론과 차별된다.
휘트먼의 유토피아는 권력과 권위의 중심을 해체하면서 기존 질서를 동성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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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적 방식으로 새롭게 상상하는 것 속에서 얻어진다. 이는 지금 이곳에서 펼
칠 수 있는 현재적 의미와 구체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래로 유예되는 거창한
욕망의 투사물인 기존 유토피아 담론과 다시 한번 차별된다. 유토피아는 항상
그러했듯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 또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때, 휘트먼의 동성애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언어화하면서도
지금 이곳에서 실현가능한 현재적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더군
다나 그의 유토피아가 철저히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의 억압과 금기, 모순과 차
별을 가로질러 배치된다고 할 때, 그의 텍스트는 단순한 수사적 구성물을 넘어
서는 급진적 정치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지적대로“나”라는 것이 타자의 존재에 의
존하며 근본적으로 간주관적 성질을 지닌다고 할 때(79-80), 유적 연대나 넓은
차원에서의 정체성 추구는 불가피한 인간의 존재 조건일 수 있으며, 이런 면에
서 휘트먼이 제시하는 국가나 공동체 개념은 현실 속의 건강한 자아가 지니는
당연한 지향과 운동성이라 할 수 있다. 휘트먼의 텍스트, 특히 동성애 텍스트
『창포』는 최근 비평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즉 휘트먼의 자아가 얼마나 특수하
고 구체적인 개별성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또 그 자아가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
들면서 어떻게 통합적이고도 역동적인 자아의 현실태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구
체적 예이다. 사실 공적 영역이란 본질적으로 다양한 사적 영역들의 얽힘을 추
상화한 공존의 자리이자 주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최근 비평이 전제하는 사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의 구분은 단순한
이분법이란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휘트먼은 텍스트를 통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려하지 않으며 역사를
해석한다거나 현실적 대안을 찾지 않는다. 대신 그는 우연성과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의 움직임을 역사 형성의 근본적 힘으로 보면서 이들이 지향하는
넓은 정서적 연대와 보편적 합의의 근거들을 탐색한다. 휘트먼의 자아가 보여주
는 공동체와의 상상적 동일시는 단순한 추상화나 일반화가 아니라 자아 성찰에
기초한 자발적 연대에 대한 지향이며, 또 집단이 이미 동의한 가치들의 재확인
과정이 아니라 집단이 동의할만한 새로운 가치들을 한 개인으로부터 찾아가는
미래적 움직임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휘트먼의 동성애 텍스트는 욕망과 성, 쾌
락을 현실과의 대척점에 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할지 꿈
꾸게 만들며, 그“황홀하면서도 독특한 에로스”(Mullins 178)로써 제도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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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력을 철저히 사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상상의 정치를 가능케 한다. 가장 현
실적이면서도 급진적이며 구체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힘, 그 생생한 비전 속
에 휘트먼의 동성애 유토피아는 영원한 현재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IV. 휘트먼, 그 이후
휘트먼이 제시한 동성애 유토피아는 이후 크레인과 긴즈버그로 이어지며 명
확한 하나의 전통을 성립시킨다. 휘트먼은 후대 시인들의 유토피아 기획에 영감
과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지속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거나 이들의 작품 속에 구
체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대 시인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휘트먼에서
처럼 쓰여지지 않고 언어화되지 않은 유토피아의 기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지리적 실체가 되어 그 상상적 가능성을 상실하며, 따라서 이들의 시 속에서는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의 비전이 지배적이 된다. 이들은 휘트먼처럼 동성
애를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방적 비전으로 나가는 출발점으로 만들 수 없었으
며, 따라서 동성애의 정치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성기중심적 욕망으로 축소시
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긴즈버그의「캘리포니아의 슈퍼마켓」
“A
(
Supermarket in California”)같은 예를 보면, 긴즈버그가 휘트먼을“사랑하는
아버지”(dear father), “외롭고 늙은 용기의 스승”(lonely old courageteacher)이라고 호명하며 젊고 아름다운 미국 남성들의 세계인 캘리포니아 슈
퍼마켓을 휘트먼처럼 노래하고자하나, 이는 동성애자로서의 죄의식이나 두려
움, 소외의 느낌을 완화시키지 못한 채 미완의 예찬으로 끝나고 만다(Ginsberg
144). 후대 시인들은 휘트먼이 노래한 미국 삶에 대한 긍정을 공유할 수 없었으
며, 이보다는 오히려 고립과 외로움, 꿈의 좌절에 대한 분노가 주된 정서로 등
장하게 되고, 심지어 유토피아의 좌절이 수동적 성욕 속에 머물려는 퇴행적 정
서로 나타나기조차 한다.
휘트먼은 동성애가 개념화되기 이전, 자신의 텍스트 속에 하나의 유토피아 담
론으로 이를 기입한다. 휘트먼의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광범위한 연대를 가능케하는 잠재력으로, 또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등을 가
능케 할 사회적 가치로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그의 동성애 유토피아는 일차적으
로는 한 개인의 욕망의 투사이지만 한편으로는 급진적 현실 비판이자 구체적인
현재적 실천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바라보는 역사적 전망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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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텍스트『창포』는 휘트먼의 보편주의나 이상주의에 대
한 우리시대 비판이 얼마나 그의 자아나 텍스트의 특수성을 무시한 피상적 접근
에 불과한지 보여준다. 물론 19세기의 휘트먼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자본
의 질서가 공고하게 세계를 장악하고 위협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현대에 휘트먼
의 유토피아는 애당초 쉽사리 꿈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다. 더구나 미국
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신세계가 아니요 초강대 패권국가로서 그 이상적 내용을
소진한 21세기에는 휘트먼의 비전보다는 그 비전의 상실을 울부짖는 현대 시인
들의 노래가 더 현실적일 수 있으며, 휘트먼의 유토피아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
에나 가능했을법한 또 하나의 미국의 꿈의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
나 모든 유토피아 담론의 전제가 그러하듯, 현실을 상상하고 제도와 구조와 권
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현실에 책임 있게 다가서는
방식 중 하나라면, 가장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영역을 아우르며 유래 없이 독특
한 동성애 유토피아를 그려낸 휘트먼의 비전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새로
이 읽게 하고 확대된 지평에서 미래를 열어가게 만든다는 것에 그 현재적 의미
가 있다. 이런 면에서 휘트먼의 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유토피아이
자 해방의 공간으로, 또 언제나 새로이 해석되는 전복의 언어로 남을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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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sexuality and Utopia: A Reading of Whitman’s Calamus
Abstract

Hyesook Son (Sungkyunkwan U)

My essay aims at illustrating Whitman’s homosexual vision of utopia with
a close reading of his representative homosexual text, Calamus. His expansive self is based upon his intimate contact with the world and is almost
always drawn to a wider vision of community in which different individuals
share the locus of commonness and reach beyond their empirical boundaries.
While foregrounding the contingent and the singular, Whitman forges bonds
with other people through a series of ecstatic moments that carry us into the
public sphere and common interests. Contrary to the current Whitman studies,
his homosexual text doesn’t repress contingency in order to celebrate the universal, but fully develops the commensurability among diverse historical
agents. Whitman knows well the social taboos and inhibitions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and expansion, but keeps imagining the world where homosexuality plays a central and significant role in founding a democratic solidarity
and achieving a desirable social structure. His ideal of America is not a
deferred wish for the future, but a concrete vision that can be achieved here
and now, realized by the spontaneous bonding and instant attraction among
free men. Instead of interpreting history or suggesting practical alternatives,
he keeps questioning the dominant ideologies and the given orders of social
control, and suggests a free and open relationship among men where no exterior power or mediating other intervenes. His utopian vision is radical as well
as ideal, in that it rejects the interventions of the power structure and its institutions and courageously inscribes his homosexuality in the process of writing about and reading his contemporary America. As a predecessor of a
homosexual utopian vision of America, Whitman has inspired many later
poets, showing a possibility of infusing a homosexual identity into a radical
imaging of the nation and its future.
Key Words: Whitman, homosexuality, utopia, body, Calam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