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사학회 제53회 전국학술대회
The 53rd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American History

“젠더와 미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Old Challenges and New Horizons
in Gender Studies and American History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16일(토)
장소 :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주

최: 한국미국사학회(Korean Society of American History)

공동주관: 전북대학교 사학과, 동남아연구소, 고려인연구센터

< 목 차 >

발표 1 : “여성살해에 감춰진 계급과 젠더인식: 1836년 헬렌 주윗(Helen Jewett)사건을 중심으로”
<김인선>.......................................................................................................... 1

발표 2 : “여공은 무엇으로 사는가”: 1830년대와 40년대, 로웰 여공들.
<최재인>.......................................................................................................... 15

발표 3 : “‘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황혜성>.......................................................................................................... 29

발표 4 : “내 책을 말한다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 (푸른역사, 2018)”
<김진희>.......................................................................................................... 43

발표 5: “니켈로디언 시대(1907~1915)의 여성관객”
<홍종규>...........................................................................................................45

발표 6: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따른 해상교통망의 형성과 19세기 중엽 미국의 제국주의”
<이민용>..........................................................................................................51

<이 발표논문집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의 학술대회 재정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학술대회 진행순서
2월 15일 첫째 날 일정

13:30 - 13:50 접 수
13:50 - 14:00 인사말 : 장준갑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개회사 : 김덕호 (한국미국사학회장 / 한국기술교육대)

주제발표 1

사 회 : 신지혜 (연세대)

14:00 - 14:50 발표 1 : 여성살해에 감춰진 계급과 젠더 인식: 1836년 헬렌 주윗(Helen
Jewett)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인선 (부산대)

토론자 : 이영효 (전남대)

14:50 - 15:40 발표 2 : “여공은 무엇으로 사는가”: 1830년대와 40년대, 로웰 여공들.
발표자 : 최재인 (서울대)

토론자 : 배인성 (전북대)

15:40 - 16:00 휴 식

16:00 - 16:50 발표 3 : ‘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발표자 : 황혜성 (한성대)

토론자 : 이춘입 (동아대)

16:50 - 17:00 휴 식

17:00 - 18:00 내 책을 말한다: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 (푸른역사, 2018)
발표자 :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18:00 -

저녁식사

2월 16일 둘째 날 일정

주제발표 2 & 일반발표

사회 : 김용태 (강원대)

10:00 - 11:00 발표 4 : 니켈로디언 시대(1907~1915)의 여성관객
발표자 : 홍종규 (광운대)

토론자: 김상민 (명지대)

11:00 - 12:00 일반발표 1 :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따른 해상교통망의 형성과 19세기 중엽
미국의 제국주의
발표자 : 이민용 (서울대)

12:00 - 임시 총회 및 폐회 선언

토론자: 허현 (충남대)

<주제발표: 발표 1>

여성살해에 감춰진 계급과 젠더 인식:
1836년 헬렌 주윗(Helen Jewett)사건을 중심으로
김인선(부산대학교)

Ⅰ
1836년 4월 10일 새벽 3시경 뉴욕 시 토마스 41번가 시티 호텔(City Hotel)에서 살인사
건이 발생했다. 23세의 매춘여성 헬렌 주윗(Helen Jewett)이 자기 방 침대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채 발견되었다. 이마에는 6센티 가량의 깊은 상처가 있었다. 살인자는 범행을 은폐
하려고 시체에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신고자는 매춘업소 주인 로지나 타운센드
(Rosina Townsend)였다. 새벽녘 2층을 돌아보던 그녀는 주윗의 방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려다 살해된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오전 7시 경 19세의 포목점 직원 리처드 로빈슨(Richard Robinson)을 살인 용의
자로 체포했다. 사건 현장 뒤뜰에서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망토와 피 묻은 도끼가
결정적 단서였다. 게다가 사건 전날 밤 그가 헬렌 주윗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정황상의 증거가 모두 리처드 로빈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는 범행 사
실을 완강히 거부했다.
매춘부의 죽음이 대단한 뉴스일 리 없지만 주윗 사건은 달랐다. 우선 고급 매춘부가 끔찍
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대중의 호기심을 한껏 고조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데다 지성까지 겸비한 여성이었다. 아름다운 매춘부의 미스터리한 죽음
이라는 소재 외에도 이 사건이 큰 인기를 끈 데에는 리처드 로빈슨에 대한 관심이 한몫했
다. 살해 용의자가 난폭한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유약해 보이는 앳된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이 준수한 청년이 정치명문가의 자제라는 배경 또한 세간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가
여성을 도끼로 살해할 끔찍한 살인마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이례적인” 관심이 집중된 헬렌 주윗 사건은 당시 20여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는 물론 10여
권의 단행본이 출판될 정도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1) 게다가 신문보도, 법정기록은 물론 피해
자와 주변 인물들이 주고받은 서한, 관련 인물의 일기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료를 남겼다.2) 이
1)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한 대표적 언론은 National Police Gazette; New York Herald; New York Sun; New
York Transcript이다. 대표적인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An Authentic Biography of the Late Helen Jewett,
A Girl of the Town by a Gentleman Fully Acquainted with Her History (New York, 1836); Murder
Most Foul: A Synopsis of the Speeches on the Trial of Robinson (New York, 1836); Sketch of the
Life of Miss Ellen Jewett (Boston, 1836); The Life of Ellen Jewett: Illustrative of Her Adventures

with Very Important Incidents, from her Seduction to the Period of her Murder, Together with
Various Extracts fom Her Journal, Correspondence, and Poetical Effusions (New York, 1836); The
Thomas Street Tragedy: The Murder of Ellen Jewett and Trial of Robinson (New York, 1836); The
Trial of Richard P. Robinson (New York, 1836); Joseph Holt Ingraham, Frank Rivers, Or The
Dangers of the Town (Boston, 1843; New York, several editions, 1844); Harrison Gray Buchaanan,
Asmodeus: or Legends of New York (New York, 1848); George Wilkes, The Lives of Helen Jewett
and Richard P Robinson (New York, 1849); Manuel Komroff, A New York Tempest (New York:
Coward-McCan, Inc. 1932); Gore Vidal, Burr (New York: Ballantine, 1973); Raymond Paul, The
Thomas Street Horror: An Historical Novel of Murder (New York: Ballantin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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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역사적 사료가 대단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패트리샤 코헨(Patricia Cline
Cohen)의 분석이 유일하다. 코헨은 세 편의 논문과 한 권의 단행본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내놓
았다.3) 뉴욕공립도서관의 사료들을 샅샅이 파헤친 결과 본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물
론 1830년대 뉴욕에 거주한 청년들의 생생한 하위문화를 드러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코헨이
여성살해에 이면에 감춰진 젠더와 계급의 연관성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1836년 매춘부 헬렌 주윗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란과 당시 반응을 살펴
봄으로써 19세기 전반 뉴욕 사회의 젠더 및 계급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인은 헬렌 주윗 살
해 이면에 극단적인 여성혐오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4) 근대화와 급격한 도시 팽창의 길목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 사건은 뉴욕시민들에게 “성적인 여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극
단적인 예시가 되었다.
실상 도시는 오랫동안 공적 공간이자 남성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섹슈얼리티의 역사에서 주윗
같은 직업여성은 성을 무기삼아 금녀의 공간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가받았다. 도시의 여자가
되는 순간 독립과 자유를 얻은 대가로 이들은 진정한 여성임을 포기해야 했다. 재생산을 위한
성이 아닌 쾌락을 위한 성의 상징으로서 도시의 밤이 안겨주는 에로틱함과 기쁨을 전하며 숭배
자를 거느렸지만, 동시에 도덕적 악의 상징이자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혔다. 그 결과 남성의 통제
라는 허울을 가장한 여성혐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들을 상대로 한 혐오스럽고 잔혹한
폭력은 일상적 유희와 오락거리로 둔갑했고, 심지어 죽음은 합당한 징벌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혐오적인 문화 현상에 담긴 가혹한 폭력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까? 발표자는 한 매춘부의 죽음을 둘러싼 당대의 반응이 이 문제를 이해할 단초가 될 것이라 생
각한다. 그리고 지금껏 역사 속에 거의 드러나지 않은 가장 소외된 주변부 여성의 삶을 엿볼 소
중한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Ⅱ
사후에 놀라운 유명세를 치룬 헬렌 주윗은 이렇다 할 것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1813년 메인 주 할로웰(Hallowell)에서 가난한 구두공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모친을 여윈
후 하녀가 되었다. 오거스타(Augusta)의 명망 있는 판사 나단 웨스턴(Nathan Weston) 가
2) 재판 필사본과 변호인단의 최후진술이 각각 출판되었다. The Trial of Richard P Robinson (New York,
1836); Murder Most Foul: A Synopsis of the Speeches on the Trial of Robinson (New York, 1836).
또 로빈슨이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쓴 편지들이 행정당국에 압수된 후 신문에 공개되었다. New York
Transcript (July 13 and 14, 1836) 참조. 이처럼 1830년대 발간된 헬렌 주윗 사건 관련 텍스트는 총 6개인
데, 이 가운데 4권은 16~50쪽에 달하는 팸플릿 수준이다. 1840년대 출판된 2개의 텍스트 또한 60쪽 내외의
분량이기에 이 텍스트들을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당시 섹슈얼리티 및 성에 대한 담론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작업은 새로운 논문에서 가능할 것이다.
3) Patricia Cline Cohen, “The Helen Jewett Murder: violence, Gender, and Sexual Licentiousness in
Antebellum America,” NWSA Journal 2:3 (Summer 1990), 374~389; “Unregulated Youth: Masculinity
and Murder in the 1830s City,” Radical History Review 52 (1992), 33~52; “The Mystery of Helen
Jewett: Romantic Fiction and the Eroticization of Violence,” Legal Studies Forum 2 (1993), 133~148;
The Murder of Helen Jewett (New York: Alfred A. Knopf, 1998).
4) ‘여성혐오’란 용어에 대한 학자들이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통일된 개념은 아직 없다. 본 개념의 이해
를 돕고자 몇몇 학자의 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의 저자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을 남
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성을 향한 타자화, 객체화’라고 설명한다. 사회학자 앨런 존슨
은 “성차별적 편견과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자 여성억압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정의하며 이는
농담, 음란물, 폭력부터 신체에 대한 혐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여성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 여성의 사물화, 상품화’를 여성혐오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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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그녀를 수양딸처럼 돌봤다. 두 딸들과 함께 여학교를 다녔고 연합교회 활동을 통해 엄
격한 규율을 배웠다. 어린 헬렌은 총명했고 가족 서재 이용을 허락받을 정도로 가족들의 두
터운 신뢰를 얻었다. 1827년 이 집을 방문한 작가 앤 로얄(Anne Royal)이 그녀를 판사의
딸이라고 착각했을 정도였다. 앤은 그녀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아름다운 처자였고 숙녀다
운 몸가짐과 규율을 완벽히 체득했다고 회상했다.5)
그런데 1830년 가을 돌연 헬렌은 웨스턴 가를 나왔다. 그녀는 왜 태생적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를 뿌리친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단 웨스턴 판사가 언론
사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12세였던 1826년 봄 이 집에 왔던
그녀가 1830년 성적 추문으로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후 헬렌의 행보에 대해 실
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사가 패트리샤 코헨은 웨스턴 판사가 언론
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목을 전한다. 판사의 첫딸이 1833년 이혼했는데, 이
유는 1830년 남편의 간통 때문이었다. 첫딸은 20세인 1830년 신혼이었고 헬렌이 추문으로
집을 나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그녀가 사건 당사자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공교롭
게도 동시 발생한 이 사건들의 연관성을 의심할 법하다.6)
17세부터 헬렌은 소위 “도시의 소녀girl on the town”라 불리던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
시절 십대 소년들이 경력을 쌓고 상거래 업무를 배우고자 집을 떠난 것처럼 소녀들 또한 도
시로 향했다. 하층계급 소녀들은 대개 공장노동자나 가정부로 취직하거나 대도시를 떠돌며
매춘업에 종사했다. 1836년 1월 한 성직자는 이리 운하로 이동하면서 “성적 타락”을 전파
하는 소녀들이 700명에서 1,0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7) 이 여성들은 메인 포틀랜드,
뉴욕 버팔로, 매사추세츠 보스턴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했다. 판사의 집을 나온 주윗 또한
포틀랜드와 보스턴을 거쳐 뉴욕으로 이주했고, 1833년 이후 맨해튼 아랫동네 고급 매춘업
소에 정착했다.
변호사 스트롱(George Templeton Strong)이 1830년대 뉴욕을 ‘매춘왕국whorearchy’이
라 칭할 정도로 상업화된 성은 날로 번창했다. 역사가 티모시 길포일(Timothy J. Gilfoyle)
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부터 항구도시 뉴욕에서 융성했던 매춘사업은 1820~1850년 ‘교외
화’되면서 도시의 주택 지구까지 침투했다. 19세기 중반 “도시의 모퉁이들마다 …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에 이르기까지” 매춘 업소가 팽창했다. 1830년이 되면 뉴욕
주민이든 외지인이든 집이나 숙소에서 10~15분만 걸으면 매춘부를 만날 정도였다. 도시 슬
럼가의 싸구려 하인숙부터 고급 주택 지구의 대저택까지 매춘업소가 들어서면서 뉴욕주민들
은 성을 판매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주거 공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8)
5) 헬렌 살해사건 이후 그녀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웨스턴 가문에 대한 횡횡한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포틀랜드 Courier은 주윗이 오거스타의 판사 가족에게 입양되었지만 도덕 교육
에 문제가 있어 그녀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뉴욕 해럴드는 헬렌이 판사의 아들들에게 능욕
당한 뒤 버림받아 매춘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나단 판사는 헬렌과 자기 집안의 인연을 공개하기로 결
심했다. 그의 공개서한은 메인 지역신문에 실렸다가 일주일 뒤 뉴욕 헤럴드에 다시 공개되었다. Portland
Eastern Argus, April 22, 1836; New York Herald, April 28, 1836.
6) Patricia Cline Cohen, “The Helen Jewett Murder,” 386.
7) “Address on Moral Reform,” Journal of Public Morals 1:6 (1 October 1836), 1.
8) Allan Nevins and Thomas Milton Halsey, eds., The Diary of George Templeton Strong, 5 vols. (New
York, 1952), I. 260. 뉴욕에서 성 산업이 번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인구 성장 탓이다. 1820
년 도시 인구는 1800년에 비해 205% 증가해 10만이 되더니, 1850년 417% 증가해 미국 최초로 50만을 넘
는다. 주요한 것은 이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층이며 독신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컸
는데, 특히 20~30대 여성의 부족이 심각했다. 가령 1840년 남녀의 비율은 100 대 127로 치솟더니 1860년
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둘째, 여성 노동계급의 심각한 빈곤 탓이다. 시장의 심각한 성차별적 고용으로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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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은 특별 고객만 받는 고급 매춘업소에서 근무했다. 주 고객은 크게 두 부류였다. 먼
저, 뉴욕 주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이들은 필라델피아나 몬트리얼 같은 근교부터 조지아 애
틀랜타나 메인 사코처럼 먼 고장의 상인들이었다. 주로 상품을 주문하거나 신용을 보장받고
자 뉴욕을 방문했는데, 거래 은행이나 점포들이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이들에게 매춘업소
향응을 제공하곤 했다.
성 접대는 남성끼리 긴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해 사업상 유대를 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방
편으로 인식되었다. 뉴욕시의 남성 기독교 교화 단체 제7계명회(Seventh Commandment
Society)가 발행한 Journal of Public Morals는 이런 관행을 혐오스런 매어두기라 표현했
다. 시골 상인들은 “샴페인 파티”나 “극장”에 초대받는데 “비용 전액”을 거래처가 부담하겠
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접대는 거래를 묶어두려는 미끼다. 접대에 지출한 돈은
추후 상품 대금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9) 성 접대가 사업의 필수 항목이
돼버린 현실에 일침을 가하는 비판이었다. 헬렌 주윗이 살해된 날, 시티 호텔에서 밤을 보
낸 손님은 7명이었다. 이 중 셋은 뉴욕주민이었지만 나머지는 타지 출신일 가능성이 컸다.
여하튼 일단 헬렌의 고객이 되면, 외지의 방문자들도 서신을 주고받는 범위에 속했다.
또 다른 주고객은 미국 최대 규모의 도시 뉴욕에 입성한 전도유망한 청년들이었다. 경찰
이 헬렌의 화장대와 트렁크 속에서 찾아낸 90여 통의 편지들은 대다수 이들이 보낸 것이었
다. 이것은 그녀가 받은 편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윗은 뉴욕 우체국으로부터 하루 평균 3~8통의 편지를 받았다. 게다가 맨해튼 아랫동네
짐꾼들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10) 발견된 편지 중 다수는 로
빈슨과 헬렌이 주고받은 것이었다.11)
편지를 통해 우리는 헬렌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극장은 청년들이
매춘여성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파크(Park)나 보워리(Bowary) 극장 발코니에
헬렌은 다른 매춘부들과 앉아 있었다. 많은 청년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의 피해 용케 극장을
드나들었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이 주는 짜릿한 전율을 즐겼던 듯 하다. 헬렌의 고객들은
헬렌과 브로드웨이에서 만나 책이나 편지를 교환하거나 사랑의 표식을 주고받았다. 남자 고
객들은 그녀에게 목걸이나 브로치를 선물했고 그녀는 답례로 반지를 주었다. 사실 반지 같
은 징표는 미혼의 청년이 갖고 있다면 주위의 호기심을 자아낼 법한 물건이다. 하지만 그럼
에도 이들은 매춘여성과 애정의 징표를 교환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보란 듯이 연애를
금에 혹사당하던 여성에게 경제적 곤궁을 돌파할 길이 좀처럼 없었다. 여성 노동에 대한 턱없이 부당한 처우,
사회적 관심의 결여, 여성 노동계급의 빈곤은 매춘에 대한 유혹을 키웠다. 셋째, 단기체류 남성들이 도시를 지
속적으로 드나든 탓이다. 1835년 대략 22,000의 외양선 선원이 뉴욕을 거쳐 갔고, 1860년 3배가 되었다. 또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이민자 중 거의 70%가 뉴욕시를 경유했다. 이런 유동계층은 매춘 수요를 상시적으로
창출했다. 끝으로 시 당국의 매춘 정책 탓이다. 1860년 이전 뉴욕은 매춘을 통제하기보다 관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경찰의 단속이나 법적 처벌 의지가 부족했고 관련 규율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Timothy J. Gilfoyle, “The Urban Geography of Commercial Sex: Prostitution in New York City,
1790~1860,” Journal of Urban History 13:4 (August 1987), 371~393 참조.
9) Journal of Public Morals 1:6 (1 October 1836).
10) New York Herald, 12 April 1836; The Trial of Richard P. Robinson (New York, 1836), 10-11.
11) 헬렌이 로빈슨에게 보낸 편지가 43통이었고, 로빈슨이 보낸 편지가 15통이었다. 두 사람은 1835년 6월 처
음 만났고 열정적인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차례 편지가 오갔던 듯 보이는데, 두 사
람이 만나지 못할 때 편지가 그 빈자리를 메웠다. 또 다른 12통은 매사추세츠 뉴베리포트 출신의 조지 마슨
(George P. Marston)이 보낸 것이었다. 판사의 자제였던 17세의 마슨은 펄 가 문구상 점원으로 뉴욕에 온지
1년이 채 안된 상황이었다. 1835년 9~10월 경 헬렌과 교제를 시작한 마슨은 로빈슨만큼 그녀와 친밀한 관계
를 유지했다. 나머지 편지는 십 수 명의 청년들과 헬렌의 여자친구들이 보낸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Patricia C. Cohen, “Love Letters and Lives,” The Murder of Helen Jewett, 218~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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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했다.12)
때로 헬렌은 조각보 퀼트나 바늘꽂이를 손수 만들어 고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중간계
급 숙녀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섭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지 마슨은 한
편지에서 헬렌이 만들어 준 바늘꽂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하숙집 주인 모리슨 부인이
바늘꽂이를 만든 숙녀의 조신한 솜씨를 아주 칭찬했다고 전한다. 헬렌은 고객들의 바느질을
하거나 옷을 세탁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13)
놀랍게도 헬렌 주윗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매춘부의 삶과 다르다. 그녀는 질병이나
낙태, 폭력에 시달리거나 몸을 판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나 질시를 당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또래 하층계급 여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요롭고 윤택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는 멋진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건 당일 시티 호텔을 취재한 헤럴드 기자 제임스 고든 베넷(James Gordon Bennett)
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사에 따르면 실내는 “거울, 화려한 그림, 의자, 탁자, 아주 값비
싼 가구들로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주윗의 방에 들어간 그는 값비싼 옷들과 보석에
다시 한번 놀란다. 그리고 책들로 가득 찬 “작은 서재”를 발견한다. 최신 문학 경향을 반영
하는 여러 작가들의 책들은 물론 수준 높은 문학 월간지 니코보코, 격주로 발행되는 문예
지 뉴욕 미러와 알비온까지 방주인은 여러 종류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협탁에 놓
인 펜, 잉크, 값비싼 종이 또한 그의 시선을 끌었다. 헬렌이 쓴 시들과 문학작품의 구절을
옮겨 써 보관한 스크랩북도 발견되었다. 게다가 평판 또한 훌륭했다. 술을 즐기지 않아 술
취한 적이 없었고 주위의 누구와도 다툼이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동료들과 하녀 새라
(Sara Dunscom)는 증언한다.14)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갈구하는 청년들이 구구절절한 편지들을 보냈다. “맹세합니다. 당
신은 밤낮 내 머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절반만큼만 당신이 내 생각을 한다면 더없이 행복
할 겁니다.” “당신이 보낸 아름다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신만큼 좋아하게 될 다
른 사람이 내게 곧 생길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시죠. 하지만 말도 안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
다. 사랑하는 헬렌, 당신은 나를 가졌습니다.” 중간계급 남녀들의 로맨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발신자들은 주윗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달콤한 아부의 말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그녀를 걱정
하는 청년도 있었다. “알바니의 헨리”라는 한 발신자는 헬렌이 하룻밤 5달러의 화대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자신을 너무 쉽게 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5달러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 정
말 믿기 어렵습니다.” 푼돈으로 누구든 헬렌 주윗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15)

12) Claudia D. Johnson, “That Guilty Third Tier: Prostitution in Nineteenth-Century American
Theaters,” American Quarterly 27 (Dec. 1975), 575~84; Patricia Cline Cohen, “Unregulated Youth,”
40~41.
13) National Police Gazette (12 May 1849).
14) A Sketch of the Life of Francis P. Robinson, the Alleged Murderer of Helen Jewett, containing
Copious Extracts from his Journal (New York 1839) 참고. 초판에서 로빈슨의 이름은 프란시스로 표기되
었지만 재판에서는 리처드 로빈슨으로 정정되었다.
15) 헬렌의 방에서 발견된 90통의 편지를 1848~9년 National Police Gazette 편집인 George Wilks가 입수했
다. 독자들의 빗발치는 요청에 따라 그는 1849년 4월부터 6월까지 신문에 편지들을 연재했다. 윌크스가 편지
의 내용을 조작했는지 원본 그대로 실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패트리샤 코헨은 원본이라고 판단한다.
Patricia C. Cohen, “Love Letters and Lives,” The Murder of Helen Jewett, 218~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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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헬렌에게는 고객을 고를 선택권이 있었다.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파이브 포인츠
지역의 거리 매춘이나 조금 사정이 나은 맨해튼 동·서편 소규모 매춘구역 여성들과 달리 토
마스 가에 위치한 고급 매춘업소는 형편이 달랐다. 시티 호텔의 경우 10명의 매춘여성이 거
주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통상 80~100명의 손님을 받았다. 한 여성이 하루 1.4명 미만의
고객을 상대하는 셈이었다. 이 여성들은 예약한 고객을 상대했다. 때로 고객이 만남을 원하
더라도 여성들이 원치 않을 경우 매춘업소 마담은 고객의 입장을 금지했다.16) 헨리의 증언
처럼 고객이 저녁시간이나 하룻밤을 사는 비용은 5달러였지만 이것은 당시 기준에서 결코
푼돈이 아니었다. 2년의 기간 동안 2천 명의 뉴욕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한 윌리엄 생어
(William Sanger) 박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의 주급이 3달러 미만이었
다. 주급 1달러 미만을 받는 여성 또한 534명이었다.17) 일당 5달러는 실로 엄청난 급료였
다. 헬렌 주윗의 죽음은 가려진 커튼 뒤편에서 드러나지 않던 고급 매춘부의 생활을 공개했
고 대중의 호기심을 한껏 충족시켰다.

Ⅲ
헬렌 주윗 이전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본 사건은 “이례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언론은 알 권리로 포장한 채 포르노그래피를 방불케 할 정도의 노골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살인, 욕정, 폭력을 버무린 적나라한 방식의 성적 판타지를 부추겼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나 독자를 향한 일말의 양해도 없이 고통당한 신체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언론의
뒤를 이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날조된 이야기들이 논픽션을 가장해 쏟아져 나왔다. 희생자 주
변인물의 고백 형식을 빌거나 사건 관계자 간 대화 형식을 차용한 책들은 성과 폭력 사이의 관
음증적인 호기심을 극대화하며 선정성을 끝없이 끌어올렸다.
이 가운데서도 헬렌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특히 여성혐오를 조장했다. 사건
현장을 방문했던 해럴드의 베넷은 상업적으로 다분히 계산된 기사를 쏟아냈다. 살해 현장
의 모습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독자들에게 선정적 이미지를 한껏 상상하게 했다. 4월 10일
사체를 관찰한 후 그가 쓴 기사를 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 카펫 위에서 나는 부주의하게 덮여 있는 린넨 천을 보았다.
“여기” 경찰관이 말했다. “여기 가엾은 이가 있지.” 그는 사체를 덮고 있는 천을 반쯤 열
었다. 나는 2~3초 동안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내 생애 본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다. 다
시 그런 것을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어쩌면 조각상 같
지! 시체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혈관이 보이지 않았다. 시체는 순백
이었고 풍만했고 가장 순도 높은 대리석처럼 반짝였다… 표정은 평안하고 침착했다. 얼
굴에는 단 한조각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 팔은 가슴 위에 놓여 있었고 다른 쪽
팔은 머리 뒤에 놓여 있었다. 불이 붙었던 허리 아래 왼편은 마치 조각상처럼 그을려 있
었다. 잠깐 나는 정신이 혼미했다. 가장 훌륭한 고대 조각상을 능가하는 이 특별한 광경

16) 로지나 타운센드의 증언, Trial of Richard P. Robinson, 4.
17) William W. Sanger, The History of Prostitute (New York, 1858), 529. 주급의 액수에 대한 질문에 답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수

1달러
534

2달러
336

3
230

4
127

5
6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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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8
5

20
1

50
1

무응답
663

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18)

살해당한 시체를 목전에 둔 기자 베넷은 고인에 대한 애도나 공포가 아닌 기쁨과 경탄을
감추지 못한다. 실로 비현실적인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가 신중하게 선택했을 “아름
다운”, “특별한”, “숭배”와 같은 단어는 기이하다. 경탄을 뛰어넘어 에로틱한 감정을 독자에
게 최대한 전하고자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손도끼로 가격해 두개골이 쪼개질
만큼 잔인하게 살해된 후 불타버린 시체를 앞에 두고 “순백의” “대리석”처럼 “반짝인다”는
묘사로 에로틱한 죽음을 연출한 것이다. 노골적인 시체숭배라 할 수밖에 없는 성적 묘사는
알 권리를 빙자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시신이 완벽한 “고대 조각상”을 감상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대목에 가면 정녕 그의 분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 베넷과 동행한 화가는 호피(Alfred M. Hoffy)였다. 사건 현장을 묘사한 그의 삽화
는 사건 현장 전달보다 오히려 선정적 장면의 시각화에 몰두했다. 죽은 헬렌의 모습은 인기
핀업 모델처럼 4월 16일부터 거리 가판대를 장식했다. 호피가 그린 “Ellen Jewett”이란 제
목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극적인 효과를 내고자 작가는 헬렌의
방을 채운 책들, 그림, 가구와 같은 모든 소품을 모조리 지웠다. 화면 가득 침대에 누운 아
름다운 여인의 나신만이 부각된다. 경찰에 따르면 화마가 이불과 옷을 집어삼켜 시신의 일
부를 태웠다고 하지만, 그림 속에서는 불길이 오히려 주윗의 가슴 한쪽을 훤히 드러내는 장
치가 되었다. 머리를 어깨 쪽으로 기울인 관능적인 미녀는 곤히 잠든 듯 보인다. 그녀의 엉
덩이선이 얇은 이불 아래 실루엣으로 드러나 성적 상상을 배가한다. 베넷의 기사와 완벽한
쌍을 이룬 이 삽화는 살해된 여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했다.
이후 각종 단행본들이 창안한 피해자에 대한 묘사는 성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인 정치의 결과
물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헬렌을 애도하며 그녀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설정했지만 실상 철저
히 대상화했다. 캐런 홀터넨(Karen Halttunen)의 연구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기 미국의 애도 문
화는 정교한 의례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19) 하지만 주윗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판이하게 달
랐다. 망자의 시신을 가리고 존중하는 전통적인 의례는 온데간데없이 사체를 노골적으로 공개하
고 전시했다. 만일 헬렌 주윗이 하층계급 출신이 아니었다면, 아니 남성이었다면 고인에 대한 이
런 모욕이 가능했을까? 그녀의 인생, 죽음, 심지어 사체에 대해 쏟아졌던 갖가지 묘사들은 재현
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장한 범죄나 다름없었다.
4월 12일자 베넷의 기사에는 더 강력한 여성혐오가 깔려 있었다. “헬렌을 알았던 사람들
에 따르면 그녀가 매혹적이며 지성과 교양으로 충만한 여성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그녀가 동시에 아주 사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남성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부류”였다고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헬렌의 방에서 발견된 많은 책들, 잡지, 편지들이 뭔가
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지성과 교양은 남성을 유혹하려는 도구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자
신을 타락시킨 남성에게 복수하려는 악녀라는 설정만이 빼어난 미모와 더불어 수준 높은 교
18) New York Herald (11 April, 1836). 헬렌 주윗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언론이었다. 특히 해럴드는 4월 11
일과 12일 헬렌 주윗 특종기사를 내보내면서 판매부수가 급증했다. 일일 판매 부수가 5천부에서 1만 내지 1
만 5천부까지 증가할 정도였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언론의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었다. 선정적인 주
윗 기사를 쏟아내 판매부수를 늘린 것은 뉴욕 선, 트랜스크립트, 보스턴 데일리 타임스, 필라델피아 퍼블릭 레
저 같은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다. 신문 발행부수의 수치에 대한 논의는 Willard Grosvenor Blever, Man
Currents in the History of American Journalism (Cambridge, Mass: Houghton-Mifflin, 1927), 154~184
참조.
19) Karen Halttunen, Murder Most Foul. The Killer and the American Gothic Imagin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7 -

한국미국사학회 제53회 전국학술대회

양과 지성을 겸비한 매춘부의 존재를 설명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런 터
무니없는 억측에 일부 남성 독자들은 큰 공감을 표했다. 그 결과 이후 여론은 주윗을 복수
에 불타 남자를 유혹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악녀라고 규정해 버렸다. 이들의 사고로는 지성
과 교양을 정상적인 여성이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성 특권 상실에 대한 불안이 여성
혐오로 표현된 것이다.20)
폭력은 헬렌의 사후 언론이나 단행본의 지면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었다. 생전에도 그녀
는 하층계급 남성들의 물리적 폭력을 상대해야 했다. 이들은 그녀의 고객이 아니라 폭력배
들이었다. 뉴욕시 경찰 기록은 거리의 갱들이 고급 매춘업소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들
을 기록한다. 1833년부터 1836년까지 헬렌 주윗이 머문 시티 호텔에서는 10여건의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배가 직업여성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한 것
이다. 마담 타운센드는 공갈폭행죄로 이들을 고소했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었다. 거의 정기
적으로 이런 폭력 사태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21)
그렇다면 왜 갱단은 매춘업소를 습격했을까? 역사가 티모시 길포일은 1830~50년대 뉴욕
의 매춘업소에서 발생한 폭력이 “성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을 향한 여성혐오”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직업여성을 향한 남성의 분노와 이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작동한 결과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22)
그러나 고급 매춘업소 공격에는 단순한 젠더적 요인뿐 아니라 계급적 요인까지 연관되어
있다. 시티 호텔 같은 매춘업소는 고액의 지출을 요할 뿐 아니라 은밀히 영업하는 곳이어서
통상 예약제로 운영되었다. 이 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특권층임을 의
미했다. 고객이 원한다면 마음에 드는 매춘부와 하룻밤을 통째로 보낼 수 있었기에 아름다
운 여성과 진짜 연애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업소의 이용은 결국 계급과 남성
성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출입 능력은 곧 육체노동을 하는 천한 신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
미였다. 이처럼 하층계급 남성의 입장에서 고급 매춘여성은 접근 금지 대상이었고, 이들에
대한 공격은 곧 이곳을 이용하는 특정 남성들을 향한 상징적 의미의 공격이었다. 이들은 여
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고급 매춘부와 자유롭게 어울리는 상류계급 남성을 향한 분
노를 표출한 것이다. 싸구려 식당이나 선술집이 아니라 굴 요리점이나 와인바를 출입하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계급적 비판이 취약한 하층계급 여성들을 향한 셈이었다. 이런 의미에
서 고급 매춘업소 폭동은 남성 계급 간 투쟁의 표현이었다.
하층계급 남성의 계급적 적대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다. 이들의 잦은 폭력행사는 절망적
인 하층민의 삶에 대한 극단적 폭발이었다. 역사가 엘리엇 곤(Elliot Gorn)은 1850년대 노
동계급 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뉴욕의 하층계급 남성들이 질병, 경제적 곤궁으로 폭력의 악
순환을 끊기 어려웠다고 진단한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남성들은 피를 보는 일에 전율
을 느꼈다. 높은 치사율, 끔찍한 사고, 가난의 유령이 이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허세가 빛을
20) New York Herald (12 April, 1836). 싸구려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으로 소비되던 헬렌은 급기야 의과대학의
실습 도구가 된다. 의대생들이 무덤에서 그녀의 시신을 꺼내 해부한 뒤 병원 진열장에 전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1830년대 말 희대의 살인마와 그 피해자를 전시한 왁스 작품전에 헬렌 주윗의 모형
이 등장한 것이다. 실크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실물 사이즈의 헬렌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맞았다. 이
전시를 소개한 한 기사는 로빈슨과 주윗의 완벽한 재현에 감탄하며 관객들에게 악마의 얼굴과 인간 마음 속
깊은 곳의 역겨움과 괴기스러움을 들여다보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헬렌 주윗의 존재는 “경계를 넘은 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설명한다.
21) Patricia Cline Cohen, “Unregulated Youth,” 43.
22) Timothy J. Gilfoyle, “Strumpets and Misogynists: Brothel ”Riots“ and the Transformation of
Prostitution in Antebellum New York City,” New York History 68 (1987), 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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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도록 조장했다.”23) 대표적으로 치체스터(Chichester) 갱단은 나이 많은 매춘부의 얼굴
에 뜨거운 석탄을 끼얹고 그녀를 구하러 나선 남성을 죽도록 두들겨 팼다. 매춘업소의 창문
을 깨고 가구를 모조리 부셔버리는 난동을 부렸다.
때로 여성들은 거리에서 난데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1832년 저녁 윌리엄 노스워시
(William Nosworthy)는 길 가던 매춘부를 붙잡아 옷을 들추고 행인들에게 속살을 드러냈
다. 일부 남성은 눈에 띄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때로 화려한 차림의 여성들을 공격함으로
써 억눌린 남성의 불만을 표출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인 매춘부를 공격함으로써 이
들은 마치 영웅이 된 행동했지만 이러한 난동은 사회의 가장 약자인 매춘부를 희생시켜 남
성의 특권 및 우월주의를 과시하는 것이었고, 결국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여성혐오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듯 매춘여성들은 최하층계급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의 이유로 욕구 불만 남성
들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부 남성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익명성 속에 숨어 남성들 간 동료애를 즐기는 오락이기도 하면서 남성다
움을 입증하고 남성의 특권을 행사하는 방편이기도 했다.24)
그러다가 1835년 2월에는 주윗이 직접 폭력에 연루된 일이 생겼다. 지역 갱단 치체스터
파의 일원인 존 보이드(John Boyd)가 헬렌을 공격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보이
드는 이발사이고 아내는 매춘부의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사였다. 사건 당일 화가 나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그는 막무가내로 헬렌의 업소로 들이닥쳤다. 그 사이 아내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지만 현장에 있던 애꿎은 헬렌이 그의 분풀이 대상이 된 듯 하다. 보이드는 헬렌에
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고 그녀의 옷을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갱단의 폭력 앞에 침묵하
지 않았다. 대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존 보이드를 공갈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주윗은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했다. 폭력을 휘두른 자를
징벌할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신변과 재산,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
았다. 19세기 초 뉴욕에서 매춘부는 착취당하는 주변부 집단임이 확실했지만, 일부는 협박
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법적 보상을 청구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띤다. 브로드웨이를 산책하
던 중 강제로 키스하려하한 취객을 기소한 여성, 다른 고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을 고소한 윌리엄스의 기사는 이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해 자기 권리를 행사했음을 보여준다.25)
역사가 크리스틴 스탠셀(Christine Stansell)나 주디스 워코위츠(Judith R. Walkowitz)는
19세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매춘이 노동계급 여성에게 생계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을
설명한다. 이들은 당시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매춘이 임시적인 생존 및 정착 수단으로 용인
되었다고 해석한다. 이런 연유로 동료 여성들은 이들을 따돌리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었
다.26) 매춘부는 “신세를 망친 여자”가 아니었고, 폭력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로 침묵하지 않
았던 것이다. 뉴욕의 매춘부들은 시 정부를 권익 보호의 대행인이자 보호자로 만들었고, 법
정에서 폭도들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낼 만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였다.

23) Elliott J. Gorn, “‘Good-Bye Boys, I Die a True American’: Homicide, Nativism, and Working-Class
Culture in Antebellum New York Cit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4 (Sep. 1987), 409.
24) Timothy J. Gilfoyle, “Strumpets and Misogynists,” 46.
25) Patricia Cline Cohen, “Unregulated Youth,” 43~45.
26) Christine Stansell, City of Women: Sex and Class in New York 1789~1860 (New York, 1986),
169~92; Judith R. Wlakowitz,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 Woman, Class and the State
(Cambridge, 198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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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처드 로빈슨 재판에서 지배계급의 여성혐오는 실로 놀라웠다. 젠더와 계급에 대한 이들
의 편견과 차별은 5일 간의 재판 동안 총체적으로 입증되었다. 6월 2일 재판 첫날 아침 일
찍부터 6천명에 달하는 방청객이 몰려들 정도로 재판의 열기는 뜨거웠다. 재판은 판사 에드
워드(Ogden Edwards)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피의자 로빈슨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부친이 코네티컷 더햄(Durham) 출신의 8선 주하원의원을 지낸 대단한 재력가인데다 로빈
슨이 8번째로 얻은 귀하디귀한 첫아들이었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총5
인의 노련한 변호사들은 법정 분위기를 압도했다. 로빈슨의 고용주 조셉 혹시(Joseph
Hoxie) 역시 재판 내내 그의 옆을 떠나지 않고 굳건한 지지를 과시했다.
첫날 재판을 방청한 작가 필립 혼(Philip Hone)은 일기에 법정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로빈
슨에게 호의적이었다고 썼다. “나는 로빈슨처럼 점원이 분명한 그 또래 청년들에게 둘러싸
여” 있었다. “방청객들은 동료의식을 드러냈다.” 로지나 타운센드나 다른 매춘부이 증언할
때 이들은 야유나 조롱을 일삼았고 로빈슨 측 증인들에게는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 청년
들은 “증언을 위해 출두한 불쌍한 매춘 여성들과 안면이 있었고” 엄숙한 재판정에서 부적절
한 “농을 주고받으며” 떠들었다.27) 작가 필립의 말처럼 재판장 안팎에서 로빈슨 또래 청년
들의 매춘여성을 향한 적의와 분노는 어마어마했다. 이들은 로빈슨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표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다.28)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은 명료했다.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와 여러 혐의가 제출될 때마다
로빈슨의 출신 계급과 배경을 내세워 모든 의혹을 모조리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이 정황상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부르주아 청년은 매춘 여성에 비해 월등히 가치 있는 존재였
다. 이들은 전도 유명한 청년이 매춘부 따위를 살해해 교수형에 처할 위험을 감수할리 만무
하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로빈슨은 “무고한 소년”으로 형상화되었다. 변호인측은 로빈슨이
잠깐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는 이 청년이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신사임을 호소했다. 나아가 상류계급 출신은 이런 야만적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전과자처럼 집으로 걸어 들어가 살인을 저지르고 불을 지를 사람처
럼 보입니까? 그가 범인이라면 손도끼와 망토를 남겨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한 걸까요?
그가 헬렌의 보석을 탐했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범죄 동기가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다.29)
하지만 모든 증거는 리처드 로빈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핵심 증인들은 헬렌의 동료들이
었다. 네 명의 여성들이 사건 당일 밤 9~10시 경 헬렌을 찾아온 남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하면서 사람들의 눈의 피하고자 망토를 끌어올려 얼굴을 숨겼지만 목소리, 신장,
생김새로 리처드 로빈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일주일에 2~3번 헬렌 주윗을 방
문했기 때문이다. 마담 타운센드는 이들의 증언에 쐐기를 박았다. 밤 11시경 헬렌이 샴페인
을 부탁해 유리잔 두 개와 함께 샴페인 병을 그녀의 방으로 배달했다. 그 때 방 안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뭔가를 읽고 있는 리처드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하녀 새라 던스콤(Sara

27) Allan Nevins, ed. The Diary of Philip Hone, 1828~1851 (New York: Dodd, Mead & Co., 1936),
210~11.
28) 헬렌 주윗 사건 이후 로빈슨 또래 점원들은 ‘로빈슨 결사대Robinsonian Juntos’를 결성해 움직였다. 이들은
로빈슨이 평소 즐겨하던 옷차림을 한 채 무리지어 다니며 그를 영웅화했다.
29) Murder Most Foul: A Synopsis of the Speeches on the Trial of Robinson (New York, 18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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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scombe) 또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매일 오전 8~9시와 오후 5~7경 헬렌의 방을 방
문해 물과 땔감을 준비하고 침대를 정돈하는 한편 주윗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돕는 것이 그
녀의 업무였다. 사건 전날 금요일 아침 방을 청소하던 새라는 헬렌의 팬던트를 화장대 서랍
장에 넣었었다. 로빈슨의 초상화가 들어 있는 팬던트였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리처드 로빈
슨 체포 후 그의 소지품에서 문제의 팬던트가 발견되었다. 그가 헬렌의 방을 방문했다는 확
실한 증거였다.30)
마담 로지나에 따르면 범행 이후 범인은 대담하게도 그녀에게 현관문 열쇠를 요구했다.
잠결에 그녀는 “당신 아가씨에게 열어달라고 하세요”라고 말했고, 잠긴 현관문을 열 수 없
던 범인은 울타리가 높이 쳐진 뒤뜰을 통해 업소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던 듯 하다. 도주 전 침대에 불을 놓음으로써 주윗의 시체는 물론 매춘업
소 전체를 태워버릴 계획이었다. 불과 4달 전 1835년 12월 뉴욕 시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해 건물들과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기에 크게 의심받지 않을 것이었다. 매춘업소는 물
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완전범죄가 가능했다. 그래서 범인은 대담하게도
마담 로지나를 깨울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일요일 새벽 3시 엘리자베스 살터(Elizabeth Salters)
의 고객 제임스 애쉴리(James Ashely)가 방문을 사전에 예약해 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애쉴리에게 문을 열어준 로지나는 업소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한 예감에 집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주윗이 살해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헬렌 동료들의 법정 증언을 모조리 신뢰할 수 없다는 전략을 썼다. 하
층계급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가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타운센드의 천한 신분을 보
세요. 그녀의 발언은 미덥지 못합니다. 그녀는 범죄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녀의
영혼을 살해했고 비탄에 빠진 부모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범죄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
는 법원이 왜 타운센드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만일 주윗의 살인자가 이 법정 안에
있다면 로지나 타운센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증인이 순식간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 기
이한 논리적 비약에 놀랍게도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가 쏟아졌다.31)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화재보험사 직원은 마담 타운센드가 저택의 화재보험을 최근
3,500달러로 올렸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살해 동기를 화재 보험금 수령으로 몰고 간 것
이다. 그리고 급기야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변호사 호프만은 로빈슨을 “교수대에 세우려 꾸
민 것은 로지나다. … 이 음모에 업소 전체가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살터스는 질투와 경쟁
심에 눈이 멀었고 하녀 던스콤 또한 타운센드에게 속아 넘어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매도
했다. 이렇게 배심원단에게 매춘여성들 증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시하도록 설득했다.
재판 내내 변호인단은 리처드 로빈슨을 “흠 잡을 데 없는” “무고한 소년”으로, 증인으로 출
석한 매춘부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타락한 존재로 몰아붙였고, 재판에 제시된 결정적 증거들
을 모조리 부인하는 전략을 썼다.32)
신문은 변호인 측 논조에 철저히 부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토록
야만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리처드는 존경받는 가문에서 자랐다. 하지만 토마스
거리의 여성들을 보라. 이 여성들은 순진한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악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30)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tricia C. Cohen, “Trial in June,” The Murder of Helen Jewett, 291~320
참조.
31) Murder Most Foul, 12~17.
32) Ibid,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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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없는 비천한 신분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악독하다. 사적인 이득을 위해 이들이 살
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지대하다. 헬렌 주윗은 상당한 돈과 보석을 소유했다. 그녀의 돈이
나 보석을 빌린 여성, 그녀와 갈등 관계에 있던 동료, 혹은 경쟁상대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매춘여성이 있지 않을까? 여성의 복수나 질투가 이 살인과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크다.
시티 호텔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도끼로 피해자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을 수 있다
는 논조였다.
뉴욕 선은 ‘진리Veritas’라는 익명의 남성이 보낸 편지를 실었는데, 발신자는 살해된 주
윗을 부도덕하고 추한 존재로 매도하면서 그 죽음을 “이 도시의 거대한 불명예를 없애는
일”로 칭송했다. 매춘여성은 죽어 마땅하다는 논리가 언론 지면에 버젓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어린 소년이 이 일에 희생양이 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알바니 신문
마이크로스코프 또한 “로빈슨이 이 도시에 산다면 그리고 여분의 도끼가 있다면 우리 이
웃의 오염을 정화하라고 그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33) 매춘부 살해가 공익적 가치로 둔갑한 것이다.34)
로지나 타운센드는 협박편지에 시달렸다. 로빈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 “주윗에게 닥
친 운명과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위협이었다. 또 재판 3일 이내에 살해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증언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로지나와 매춘여성들에게 군중들의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다. 검사측 첫 번째 증인으로 로지나가 증인석에 섰을 때 방청객은 엄청난 적
의를 표출했고, 살인 사건 당일 리처드 로빈슨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하자 반발하는 항의
가 빗발쳤다.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엄중한 경고가 나올 지경이었다.
대반전은 로버트 퍼롱(Robert Furlong)이 증인으로 깜짝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작은 잡
화점 주인인 그는 헬렌의 동료들이 시티호텔에서 로빈슨을 봤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각, 로
빈슨이 자신의 가게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용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알리바이가 생
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웠다. 체포 당시 왜 로빈슨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 로빈슨이 사건 당일 퍼롱의 가게에 있었다는 주장이
왜 사건 발생 두 달 뒤에야 뒤늦게 제기된 것인지 미심쩍기 짝이 없었다.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남겨둔 채 판사 에드워드는 배심원들에게 최종지침을 하달했다. 그
는 증언의 ‘진위’가 아니라 증인들의 ‘인격’에 중점을 두어 판결하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
의 증언에 의해 매춘부의 증언이 뒷받침 된 것이 아니라면” 이 증언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
고 못 박았다. “매춘부들의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35) 부적절한
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이의 증언을 참고하라고 조언하며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무고한 피해
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비장하게 덧붙였다. 이것은 사실상 리처드 로빈슨이 범행 당일
밤 주윗을 찾아왔다는 증언은 무시하고 그가 잡화점에 머물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노
골적인 주문이었다. 12명 전원이 부르주아지 백인 남성이었던 배심원은 불과 15분만에 무
죄를 선고했다.36)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재판 일주일 뒤 로빈슨이 재판에
서 이긴 이유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유머가 뉴욕에 파다했다. 5명의 일급 변
33) New York Sun (Apr. 19, 1836); Albany Microscope의 기사는 입수하지 못했다. Philadelphia Public
Ledger (June 14, 1836)에서 재인용.
34) 이런 여성혐오적 논리는 반세기 후인 1888년 런던의 잭 더 리퍼 사건에서 동일하게 되풀이된다.
35) Trial of Richard P. Robinson, 22; Murder Most Foul, 12~17.
36) 배심원은 상인 4명, 석탄 판매상, 잡화점상 2명, 보험회사 서기, 의류상, 장신구점 직원, 제화공, 약국주인으
로 리처드 로빈슨과 같은 계급 출신이었다. 대다수 상거래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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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외에 또 한사람, 바로 에드워드 판사가 승리의 일등 공신이라는 뼈있는 농담이었다.37)
희생자 주윗에게는 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막을 치고 명예를 지켜줄 든든한 가문이나
연줄, 로빈슨 같은 쟁쟁한 변호인단이 없었다. 게다가 기자부터 법률가, 신문 구독자나 법정
방청객까지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반응하는 이들이 모조리 남성들이었다.

Ⅴ
여성혐오는 여성이 주어진 성별역할을 위반하고 보호받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대가라고
인식되지만, 실상 그 기저에는 남성의 특권에 대한 침해와 성별 경계를 흐린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1836년 헬렌 주윗 살해 사건은 이런 여성혐오를 낱낱이 드러낸다. 특
히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고인에 대한 비난은 범죄를 방불케 할 만큼 폭력적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건 보도가 천편일률적으로 살해 용의자 리처드 로빈슨이 아니라 피해자 헬
렌의 타락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지면이든 법정이든 그 어디서도 이 사건에
관련된 청년들에 관한 언급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의 존재는 깨끗이 지워졌다.
특히 용의자 로빈슨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놀랍기 그지없다. 희생자 주윗에 대한
성적 묘사, 음란한 사생활에 대한 기사는 과잉이었지만 타락한 성의 세계에 빠진 로빈슨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제기된 바 없었다. 리처드 로빈슨은 시종일관 “흠 잡을 데
없는” “무고한” “어린애”로 그려졌다. 여성혐오의 극단적 예시였다.
더불어 헬렌 주윗 사건은 젠더 이면에 감춰진 계급에 대한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하층
계급 출신 여성들은 번창하는 대도시의 타락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지
만, 실상 이들은 가장 손쉬운 착취 대상이었다. 더구나 이들의 노동과 성적 서비스는 자본축적의
필수적 요소였다.
주윗 사건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류사회가 하층계급 여성을 도시의 위험요소로 어떻게 정형화
하는지 드러난다. 도시의 여자들은 욕망의 숨기지 않고 엄격한 전통과 기존 가치를 무시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바로 동일한 그 이유로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도시 부르
주아지에게 이들은 철저히 양가적 대상이었다. 사후의 헬렌 주윗은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생전의 그녀는 부르주아지 남성들의 구애와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스탤리브래스(Peter
Stallybrass)와 화이트(Allon White)의 연구에 따르면 혐오한다는 것은 동시에 원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매혹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부르주아 주체는 ‘저열한 것’, 즉 더럽고 혐오스
럽고 시끄럽고 전염성 있는 것으로 낙인찍은 것을 배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 하지만 혐오는 이들의 욕망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38)

이처럼 주류 사회의 본 사

건에 대한 반응은 여성과 계급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끝으로 헬렌 주윗 사건은 1830년대 대도시 뉴욕에서 표류한 청년들의 자유와 불안을 반영
한다. 이들 규제받지 않는 청년들의 성적 일탈 속에는 가부장제로부터의 자유와 억압된 성
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다. 현실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성 윤리, 가부장적 질
서의 강요가 여성살해로 표출된 극단적 여성혐오였고 이는 곧 로빈슨 같은 괴물의 창조였
다. 실상 특권이 보장된 전도유망한 청년들은 가부장제의 수혜자인 동시에 희생자였고 가해
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던 셈이다.
37) “A Reason for the Acquittal of Robinson,” New York Transcript (June 15, 1836).
38) Peter Stallybrass and Allon White, Politics and Poetics of Transgress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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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발표 2>

“여공은 무엇으로 사는가”: 1830년대와 40년대, 로웰 여공들.
최재인(서울대학교)

공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 다 알 듯이 고되게 일하지만,
우리는 결코 남에게 기대지 않으리, 물레를 돌릴 수 있는 한.

로웰 여공들이 펴낸 정기간행물인 『로웰오퍼링(Lowell Offering)』(1841년 4월호)에 실
린 “실 잣는 이들의 노래”의 한 구절이다.1) 고된 노동에 몸은 고달프지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표현되어 있다. 이 가사는 악보와 함께 소개되었다.
여공들이 보며 부를 수 있도록, 혹은 연주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당시 여공 기숙사
들 중에는 공동출자로 구입한 피아노를 비치해 놓은 곳이 많았다.2) 19세기 중반 피아노와
독서, 그리고 글쓰기는 주로 교양 있는 중산층 여성의 상징이었지만, 로웰에서는 여공의 여
가활동이 되었다. 여공들은 중산층이나 지식인이 독점해왔던 수단들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
과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보스턴에서 북동부 방향으로 50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 로웰은 1822년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공업 도시이다. 이 도시의 이름은 사업가 프랜시스 로웰Francis Cabot
Lowell(1775-1817)을 기념한 것이다. 하버드 출신으로 기계에 박식했던 로웰은 1810년 영
국 면직물 공장주들이 주최한 기계 박람회에 참석하여, 밖으로 특히 외국으로는 내돌리지
않는 새로 출시된 기계의 디자인을 암기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카트라이트 동력 방
직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로웰은 동업자와 투자자들을 조직하여 보스턴 근교에 있는
월섬에 면직물공장인 보스턴 제조회사(Bostob Manufacturing Company)를 세워 운영했다.
목화 원료 공급에서부터 방적, 방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직물 상품 생산까지가 한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사업이었다. 1817년 로웰이 사망한 뒤, 동업자들은 좀 더 큰
규모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수력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모색했다. 1822년
그들은 메리맥강, 콩코드강, 그리고 당시 새로 건설된 포터킷 운하Pawtucket Canal가 만나
는, 당시 지명으로는 이스트첼름스퍼드(East Chelmsford)에 매리맥 매뉴팩처링 회사를 시
작으로, 19개의 5층으로 된 공장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렇게 건립된 도시를 로웰이라고 명
명했다. 1823년부터 로웰에서 면직물 생산이 시작되었다.3)
이 도시 건설을 계획한 이들이 우려했던 것은 공업도시에 거주하게 될 노동자들이 악명
높았던 영국 맨체스터의 노동자들처럼 구제불능의 비참한 이들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이를
1) “Song of Spinners”, Lowell Offering, I, p. 32(1841년 4월호).;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b199953;view=1up;seq=42;
http://americanantiquarian.org/millgirls/items/show/46;
https://www.youtube.com/watch?v=HAGrhP0EVoc (검색일 2019년 2월 6일).
2) 1842년 미국을 여행한 뒤 발간한 여행기에서 찰스 디킨스는 여공 기숙사에 비치된 피아노, 여공들의 독서카
드, 그리고 『로웰오퍼링』에 감탄한다. 찰스 디킨스 지음, 이미경 옮김, 『아메리칸 노트: 찰스 디킨스 미국
여행기』 (B612북스, 2018), 111.
3) 로웰을 비롯해 이 시기 뉴잉글랜드 지역에 직물공장 단지를 조성했던 사업가들에 대해서는 Robert F.
Dalzell, Jr., Enterprising Elite: The Boston Association and the World They Ma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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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공단을 기획했던 사업가들은 공장노동자로 주변 뉴잉글랜드 지역의 농가에서 미
혼의 여성들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장 바로 옆에 기숙사를 세웠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숙소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건실한 농가의 딸들이 여공으로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1830년대 중반까지 로웰의 여공들은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4) 당시 여공들의 주급은 미화 1.85-3.00 달러였다(이 중 기숙사비로
1.25 달러 정도를 지급해야 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혀 직물기를 다루는 직공의 경우 도
급제였기 때문에 기술과 속도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었다. 그래도 공장주들은 노동력의 80
퍼센트 내외를 여성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당시
남성 공장노동자는 로웰에서만 보더라도 여성의 평균 두 배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공
이 공장 노동을 하며 도시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4년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로웰로 들어오
는 행렬은 19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졌다.
1840년대까지 첫 20여 년 동안 로웰의 여공들은 공장주들의 자랑이었다. 고용주들은 세
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뛰어난 직공들”이며, “교육수준도 높고 품성도 좋은 노동 자원”이
라고 말하곤 했다. 로웰 면제품 라벨에는 두건을 쓴 단정한 차림새의 젊은 여성이 방직기
앞에 서 있는 그림이 실려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여공이 제품의 질과 세련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용된 것이다.5)
로웰 여공들은 미국의 자랑이 되기도 했다. 1833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로웰을 방문하
여 여공 2천 5백여 명의 사열을 받았다. 당시 여공들은 흰색 면 원피스에 파란색 띠를 둘렀
고, 연두색 파라솔을 들었다. 행렬은 약 3킬로미터(2마일)에 달했다. 제일 앞에는 가장 오래
된 공장의 직공들이 섰다. 여공들은 공장 별로, 한 공장 내에서는 부서별로 행진을 했다. 부
원들 제일 앞에 부서장이 서서 지휘봉을 흔들어 질서정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각 공장은 제
일 앞에 기수를 두어 비단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도록 했다. 한 면에는 공장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 면에는 독수리가 리본을 물고 있는 그림에 “미국 산업에 보호를(Protection to
American Industry)”이라고 쓰인 구호가 있었다.6) 이 행진을 기획한 것은 공장주들이었다.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미국 제조업 보호정책을 호소하기 위해 젊은 여공들
을 동원한 것이다. 어쨌든 이런 커다란 행사의 중심에 서곤 하면서 로웰 여공들은 미국 산
업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노동조건이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830년대와
40년대를 경과하면서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어났다. 실질임금도 줄었
다. 그러면서 미국 태생의 노동자가 감소했고, 그 자리를 외국 태생의 이민자가 채웠다. 고
용주들은 더 이상 여공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다. 이미 1845년이 되면, 기업가들이
경계했던 영국의 맨체스터보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
19세기 초반 로웰의 여공은 미국사에서 특수한 경험을 했던 이들이다. 여성의 영역을 가

4) 여성 교사들이 방학 동안 로웰로 와서 일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아직 공립학교 제도가 공고히 자리잡기 전이
어서, 교사는 일년 중 몇 달만 근무할 수 있었다. 여성 교사의 임금은 남성 교사에 비해 절반 정도였다. 그러
다보니 공장에서 일 년 일해서 버는 임금이 여교사 연봉의 6-7배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초반 가사노동자의
경우, 일주일에 숙식비 빼고 50센트 정도 받았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Benita Eisler,
ed., The Lowell Offering (New York: Norton, 1977), 16.
5) Eisler, ed., Lowell Offering, pp. 19-21.
6) Hannah Josephson, The Golden Threads: New England’s Mill Girls and Magnates (New York: Duels,
Sloan and Pearce, 1949),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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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숭배”가 본격화되었던 시대에, 이 여성
들은 공장제에 기초한 새로운 임노동 세계로 진출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열어 임금을 저축할 수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독립적 존재라고 느꼈고 또 그런 모습을 주
변에 과시할 수도 있었다. 당시 여공들은 이런 글을 남겼다.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 주머니
에 은화가 댕그랑 거릴 때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처음 경험하는 느낌, 하늘을 나는 느낌이
었다.” “두 주 간의 노동으로 4달러를 벌었다. 내가 일을 더 빨리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 이다.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다시 봉급날이 돌아왔다. 나는 14.5달러를 받았다. 기숙사비를 제
하면 9.5달러가 남는다. 내가 어울리는 이들은 정말 일류이다. ... 나는 모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내가 내 생계를 알아서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다
는 느낌이 든다.”7)
당시 여공들을 자랑했던 기업가나 지역 사회의 언론이나 성직자들은 여공들이 부친의 부
채와 대학을 다니는 형제의 학비 등을 위해 일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헌신적인 이들임을 강
조했다. 그러나 더블린(Thomas Dublin)에 따르면, 여공들의 임금이 주로 가족을 위해서만
소비된 것은 아니었다. 여공들 부친의 재산세 납부기록을 추적해보면 평균보다 조금 낮지
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분포에 있어, 최상층이나 최하층이 적고 중간층이
많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가난에 쫓겨 공장에 취직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8) 당시 이들의 편지를 보면 모은 돈을 갖고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었
고,9) 드물기는 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고,10) 고향집에 있는 홀
어머니에게 송금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소비가 많아져서 평상시만큼 보내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는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11) 여공들이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희생하는 것은 아니었
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공장제와 함께 젊은 여성이 임노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여공에게
독립과 자유의 기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족이 여전히 경제단위로 존속하는 조건에서 여성
의 전통적인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놓고 전개된 논의에서, 스
콧과 틸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통해 후자에 무게를 둔 바 있다.12) 미국 여공 사이에서
도 부친이나 형제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했던 사례가 적지는 않았겠지만, 더블린의 연구와
여공들이 남긴 기록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로웰 여공들은 유럽에 비해, 그리고 1850년
대 이후 가족단위로 거주하며 공장에 다녔던 이민자 여공들에 비해 자신의 임금에 대한 권
리를 좀 더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웰 첫 세대 여공들이 선보인 당당한 태도와 교양을 보여주는 정기간행물의 발간은 당대
부터 국제적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1845년에 『로웰오퍼링』에 실렸던 글들
중 일부를 모아 책으로 선집을 발간했다. 훗날 프랑스 대통령이 된 젊은 정치인 티에르
Adolphe Thiers는 1840년대 국민회의(chamber of deputies)에서 로웰 여공들을 소개하면
7) Eisler, ed., Lowell Offering, p. 19.
8) Thomas Dublin, Transforming Women’s Work: New England Live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90
9) Ibid, p. 101.
10) Helena Wright, “Sarah G. Bagley: A Biographical Note”, Labor History 20(3), June 1979, 398-413.
11) Thomas Dublin, ed., Farm to Factory: Women’s Le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98-99.
12) 조앤 스콧과 루이스 A. 틸리 지음, 장경선 외 옮김, 『여성 노동 가족(Women, Work and Family)』 (후마
니타스, 2008).

- 17 -

한국미국사학회 제53회 전국학술대회

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딸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1840년대에 여러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로웰을 방문했다.
로웰 여공들에 보내는 이런 멀리서의 찬사에 대해 비해, 현지의 뉴잉글랜드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뉴잉글랜드인들은 여공들이 밝고 당당하며, 책을 읽고 책을 발간해
낸다고 하는 점에 대해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로웰 주민이자 시인이며, 『로웰오퍼링』 초
기에 편집위원으로 힘을 보태기도 했던 위티어John Greenleaf Whittier는 그런 찬사 뒤에
숨겨진 공장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어떻게 여공들
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고 놀라는 모습이 역겹다.”13)
그러나 로웰 여공들에 대한 감탄의 배경에는 그런 편견 뿐 아니라, 산업화가 노동자도 지
적 문화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1842년
로웰을 방문했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실용적이면서도 가볍게 멋을 내고 다니는 여공들의 모
습을 보며, 자신은 이렇게 평민들이 차려 입은 모습이 참 좋다고 했다. 영국의 “다수 독자
층”은 로웰 여공들을 보며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자신은
신분이란 무엇이냐고 묻겠다고 했다.14) 노동자들이 누리는 지적 문화적 수준이 그 사회의
많은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로웰 여공들은 큰 희망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로웰에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로웰 여공들이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수그러들었다. 로웰 첫 세대 여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은 1890년대였다. 1889년과 1898년 라콤Lucy Larcom과 로빈슨Harriet
Hanson Robinson은 각각 회고록을 발간했고, 이는 잠시나마 19세기 초반 로웰 여공들의
삶이 조명 받는 계기가 되었다.15) 두 사람의 책은 지금까지도 출판되면서 로웰 첫 세대 여
공들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회고록들은 그곳에서 여공생활을 했던 사람
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두 권 모두 그 시절을 참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로빈슨에 따르면, 10살부터 공장노동을 했다. 그런데 거의 힘든 줄
몰랐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이들에게 공장은 학교와 같았다. 친구
를 사귀고, 규율을 배우는 공간이었다. 라콤은 여공들이 책 페이지를 뜯어서 창문이나 방직
기 틀에 붙여 놓고 읽곤 했다며, 그 모습을 시로 표현했다.
비어있는 벽에 종이를 붙이는 것을 아무도 금할 수 없었다. ....
우리 양키 소녀들이 숨 쉬는 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읽지 않고는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다.

이 시는 여공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훗날 그 시절을 회고하며 쓴 시이다. 책을 좋아했던
라콤은 공장에서 이렇게 책을 읽은 경험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고는 아름답게 기억하
고 싶은 순간을 과장하게 마련이다. 다른 자료들에 비추어보면 공장일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다. 직공들은 서너 개의 직물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라콤은 직물방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드레스방이 좀 더 여유가 있
13) Eisler, ed., Lowell Offering, pp. 35-6.
14) 트웨인, 『아메리카 노트』, p. 111.
15) Lucy Larcom, A New England Girlhood, Outlined from Memory, 1889.
http://www.gutenberg.org/ebooks/2293 (검색일 2019년 2월 6일); Harriet Hanson Robinson, Loom and
Spindle (New York: Thomas Crowell & Company,1898; London: Forgotten Book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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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서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스방을 선택했다고 쓰기도 했다.
이 회고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쓴 것이 아니라 노년에 10대 시절을 돌
아보며 쓴 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두 저자 모두 모친이 기
숙사 관리인이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살아야 했던 80퍼센트 내외의 로웰 여공들과 달리,
두 저자는 모친과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다. 이들이 그 시절을 그렇게 즐겁고 보람찬 시기
로 묘사한 데에는 회고록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늘 모친이 든든한 배경으로 있
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애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36년 여공들이 파업을 벌
였을 때, 로빈슨이 앞장을 섰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녀 뿐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까지 일자
리를 잃을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16)
로빈슨은 훗날 결혼을 한 뒤에도 프리랜서 언론인이자 여성참정권 운동가로 살았다. 라콤
은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시인이 되었고, 평생을 교사로 살면서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갔다. 대다수 여성의 생활 반경이 가정에 묶여 있던 시절에 이 두 사람은 공공의 가
치를 추구하며 살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이들이 전하는 로웰의 이야
기를 역사연구에 끌어올 때에는 5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와 여공시절과는 달라진 저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로웰 여공 첫 세대에 대한 본격적인 초기 연구서로는 조셉슨의 『금실: 뉴잉글랜드의 여
공들과 거부들』(1949)을 꼽을 수 있다.17) 부제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로웰에
공단을 조성한 사업가들과 여공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학창시절부터 기계에 관심
이 많았던 프랜시스 로웰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사추세츠에서 당대 사업가의 이
름을 딴 또 다른 도시 로렌스의 한 공장에서 1860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으로 마무리
한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면서, 노동력을 공동체의 일원이기 보다는 생산비용으로 보았던
태도가 그런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로웰 여공의 노동과 생활
을, 사업가들의 의도나 정책과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여공들이 놓여 있던 상황을 좀 더 넓
은 시야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초기 로웰에 대해 이 책이후 이렇게 총괄적인 서술을 시도
한 연구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노동사와 여성사 등 사회사가 발전하면서 여공의 역사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학자는 더블린Thomas Dublin이다. 그는 『일하는 여성Women
at Work』(1979)에서 로웰의 해밀턴 공장 기록과 비롯해 세금관련 자료와 인구 통계, 그리
고 여공들의 편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여공들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머물렀고, 이후 어
떤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큰 윤곽을 제시해준다.18) 그리고 『여성노동
의 변화Transforming Women’s Work』에서는 연구대상을 19세기 뉴잉글랜드 전반의 여
성 임노동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로웰 여공 첫 세대의 경험을 미국 자본주의 발전과정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19)
로웰 여공들이 남긴 기록들을 발군의 학자들이 추려 내놓은 선집들도 단행본으로 나와 있
어, 관심 있는 이들은 여공들의 목소리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20) 최근에는 1840년대
16) Robinson, Loom and Spindle, 85.
17) Hannah Josephson, The Golden Threads: New England’s Mill Girls and Magnates (New York: Duels,
Sloan and Pearce, 1949).
18) Thomas Dublin, Women at Work: The Transformation of Work and Community in Lowell,
Massachusetts, 1826-18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19) Thomas Dublin, Transforming Women’s Work: New England Live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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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에서 발간되었던 『로웰오퍼링Lowell Offering』과 『산업의 소리The Voice of
Industry』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21)
당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웰 첫 세대 여공을 바로 보는 시선은 다양했지만, 로
웰 여공들이 어떤 특별한 생각과 주장을 남겼는지를 전하는 글들은 많지 않다. 로웰 여공이
누렸던 독립성과 자유는 경제적 물리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과 떨어
져 기숙사에서 또래 동료와 거주하면서 고유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나름의 노동자의식 혹
은 여성의식들을 발전시켰다. 이는 성실과 독립성,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를 특징으로 하는
청교도 사회의 유리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고, 집단적 공장노동과정과 기숙사를 통한 여성공
동체 생활 경험을 통해 새로 발전시켜 낸 것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로웰 여공들이 남긴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구축해낸 정체성과 사회의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공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였다.

1834년과 36년 로웰 여

공들은 임금 하락에 맞서 대규모 파업을 전개했다. 1834년 파업은 임금 삭감에서 비롯되었
다. 당시 로웰의 여러 공장들 사이에서 시장을 둘러싼 경쟁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 기업가
들은 원료구입에서부터 임금이나 완제품 가격까지를 담합을 통해 결정했다. 그런 관례에 따
라 1834년 초 보스톤에서 현장책임자들과 경영진이 모여 직물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 등의
위기를 직공의 도급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1834년 3월 1일부터
도급 단가를 낮춘다는 결정문을 모든 로웰 직물 공장 입구에 게시했다. 직공들은 이런 조치
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임금이 삭감되면 집단퇴사를 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경영진은 이 운동을 주도했던 한 직공을 해고했다. 그러자 동료들이
집단으로 항의했고, 파업으로 이어졌다. 곧 8백 명이 거리 집회에 참여했다. 당시 로웰 여공
의 8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혁명시대)우리 조상들은 (영국의)종속으로
부터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후손에게 독립을 보장해 주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했
다. 그런데 오늘날 사악한 압제의 손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 우리 숙녀들은 가
난한 이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도움받기 보다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 자유인의 딸로 살아남을 것이다.”22)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혁명가들의 후손임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들이 뉴잉글랜드 청교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미국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주장하는 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블린은 여공들이 미국혁명의 전통에 서 있음을 주장한 것을 놓고 “전산업화 시대의 가
치와 전통이 이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에
서 권리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이 독립선언 전통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1848년 세네카
폴즈 선언문과 1963년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문 등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미국 시민사회의 전통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임금하락
에 집단행동으로 맞섰던 로웰 여공들은 미래 여성운동과 아프리카계의 민권 운동 흐름의 선
20) Thomas Dublin, ed., Farm to Factory: Women’s Le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Philip Foner, ed., Factory Girls (Chicago: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7; Benita Eisler, ed.,
The Lowell Offering (New York: Norton, 1977).
21) The Lowell Offering,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011570066 (검색일 2019년 2월 6일); The
Voice of Industry, http://industrialrevolution.org/complete-issues.html (검색일 2019년 2월 6일)
22) Dublin, Women at Work,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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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섰던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제 인적으로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1836년에 파업에 참여했던 로빈슨은 훗날 여성참정권 운동의 일원이 되었다. 또한 로웰여
공들은 노예제폐지운동에도 집단적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했다.
1840년대 로웰에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루 10시간 노동제 운동이 전개되었다.
1842년 폴리버의 직공들이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처음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자극받은 로웰
노동자들은 1843년에 1천 6백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40년
대 내내 매년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절정에 달했던 1846년 청원서에는 매사추세츠 주민 약
1만 명이 서명했는데, 그 중 4천 명이 로웰 주민이었다. 여공들은 1844년 로웰여성노동개
혁협회(Lowell Female Labor Reform Association, LFLRA)를 조직했고, 사라 베글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1845년

뉴잉글랜드노동자협회(New

England

Workingmen’s

Association)에 로웰 여공을 대표해 참석했던 베글리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지난 50년 동안 공중 앞에서 연설자로 나서는 것은 여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
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입법자들에게 이를 호소해도 소용이 없
다. 그렇다면 인민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23)

이는 여공들이 더 이상 “여성의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며, 사회가 “여성의 영
역”이라고 부르는 틀을 넘어서서 활동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베글리의 연설은 1837년
뉴잉글랜드 여러 도시에서 여성연설가의 길을 닦은 노예제폐지운동가인 그림케 자매의 뒤를
잇는 행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848년 여성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 “세네카폴즈 대회”를 예시해주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베글리는 『산업의 소리』라는 노동자 신문에서 편집위원 중 한 명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그 신문에 여성면을 따로 구성하여, 여성의 의견과 입장이 담긴 글들을 실었다. 베글리는
따로 여성면을 구성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여성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 지면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놓인
물리적 환경적 변화도 추구할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면은 여성의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를 다룰 것이다.24)

더블린에 따르면, 베글리가 이렇게 ‘여성’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된 것은 10시
간 노동제 운동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대응하면서였다. 1845년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여공들
이 중심이 되어 제출된 청원서에 대해 “직공들이 입법과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고용주의 선
의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성노동자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시위나 법적 절
차를 강구하기 보다는 공장주의 자비로운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에 호소하라는 말
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 노동자는 『산업의 소리』에 다음과 같이 공개편지를 보냈
다.
많은 여공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보호책을 내놓지 않다면 상
23) Voice of Industry, June 5, 1845. http://industrialrevolution.org/original-issues/1845/1845-06-05.pdf
(검색일 2019년 2월 6일); Dublin, Women at Work, p. 116에서 재인용.
24) Dublin, Women at Work,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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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마침내 교훈을 얻고 있
다. 지금까지 ‘타고난 보호자’로 자칭하는 이들에게서 여공은 필요한 도움을 찾을 수 없
었다.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중에서 강하고 단호한 이들로부터였
다.25)

1830년대 파업과정에서 여공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고 호소했다. 당시 여공들에게 자유란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다.
그러나 10년 뒤인 1840년대에 나온 위 글에서는 자신들이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
편임을 인정하겠지만, 과연 공장주를 비롯한 사회의 기성세력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냐고 물으며, 기존 사회에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신 여성들 사이
에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에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1846년 3
월 6일자 『산업의 소리』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왜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보
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 도덕적 지적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모색하면 안 되는가? 그런 갈망
과 노력이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장제로 제일 먼저 진출해 첨
단 문물을 익히고, 각종 야간강좌를 통해 지적 문화적 자원을 향유했던 로웰 여공들은 이후
로도 계속 시대의 발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해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
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금기에 직면하
면서 이들의 절망과 고민은 깊어졌다. 이들은 여성의 영역이 가정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가
정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어느 로웰 여공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결혼은 성공할 기회가 별로 없는 비즈니스와 거의 유사하다. 결혼 생활 속에서 대다수
여성은 너무 왜소해지고 약해진다. 그들은 옷 입고, 요리하고, 사랑하는 것이 ...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여성에게도 권리를 주었다. 여성이 옷과 푸딩과 화장
에만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 여성은 강하다.26)

대다수의 로웰 여공이 여성에 대해,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로웰오퍼링』의 공동편집자 중 한 명이었던 해리엇 팔리는 로웰 여공의 정체성에 대해 이
렇게 서술했다.
조용한 농촌 가정 출신의 여공들은 필그림 자손들과 덕망있는 부모의 엄격한 가르침 아
래서 자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고 지적인 뉴잉글랜드 농부의 아내가 될 사람
들이고, 미래 공화국 시민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다.27)

위 글은 여공을 비하하고, 공장 경험이 낙인이 되어 여공들은 제대로 된 결혼을 하기 힘

25) Voice of Industry, March 13, 1846.
http://industrialrevolution.org/original-issues/1846/1846-03-13.pdf (검색일 2019년 2월 6일); Dublin,
Women at Work, p. 125에서 재인용.
26) Voice of Industry, March 13, 1846.
http://industrialrevolution.org/original-issues/1846/1846-03-13.pdf (검색일 2019년 2월 6일); Dublin,
Women at Work, p. 126에서 재인용.
27) "Factory Girls," Lowell Offering. Dec. 1840: pp. 17-18, 인용은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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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에 맞서 작성된 글이다. 팔리는 여공이 힘든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해서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여공의 인권이 농가의 귀한 딸이자
미래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
다. 이는 10시간 노동제 운동을 했던 이들이 모색했던 정체성과는 차이가 있다.
당대에 『로웰오퍼링』은 베글리와 같은 노동운동가들로부터 “기업의 대변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28) 실제 『로웰오퍼링』은 재정의 일부를 공장주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
다.29) 『로웰오퍼링』은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초기부터 갖고 있
었다. 베글리에 따르면, 편집자 팔리는 “『로웰오퍼링』을 회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매
체로 전락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로웰오퍼링』이 공장 생활의 밝은 면만 다룬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 편집자 팔리와 커티스는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
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공을 모르는 타인들이 만들어낸 여공에 대한 오해들” 때
문이라고 했다. “만약 (여공에 대한) 오도된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광범하게 펴져있지 않았
다면, 우리는 제조업 체제의 문제점과 악덕을 상세히 파헤쳤을 것이다.”30)
그러나 『로웰오퍼링』이 여공들의 글로 구성된 잡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장생활의 애
환이 담기지 않을 수 없었다. 경영진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나 직접적인 실천을 호소하는
글들은 실리지 않았지만,31) 『로웰오퍼링』에는 고달픈 일상이 담담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발이 많이 붓고 아팠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야. 아마 곧 이런 환경에 적응하겠지. 소
녀들은 일을 할 때에는 낡은 신발을 신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은 너도 알겠지.
그러나 이곳 일은 그런 상상을 훨씬 넘어선단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 공장에서
1-2년 일하고 나면 신발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야. 직공들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크기 때문
에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 직물기를 움직이고 멈추기 위해 하루 종일 오른손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이지. 그러나 손과 발을 제외하면 공장 일을 한다고 해서 외모가 변화하
는 것은 없단다.32)

이런 구체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들 덕분에 『로웰오퍼링』은 당대에 비판을 받으면서도 널
리 인정받았고, 지금도 로웰 여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보고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로웰오퍼링』의 편집자 팔리와 커티스는 로웰이 직면하고 있던 큰 정치적 사회적 이슈
들을 정면으로 다루기 보다는, 노동, 결혼, 가족 등 좀 더 일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섬세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화나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로웰오퍼링』의 입장은 당시 노
동운동가 베글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미
국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로웰오퍼링』의 글들을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정을
28) Josephson, Golden Thread, p. 202.
29) Dalzell, Enterprising Elite, p. 67.
30) Ella(Harriet Farley의 필명), “Conclusion of the Volume,” Lowell Offering, 1841, pp. 375-78.
31) 베글리가 『로웰오퍼링』을 비난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기고한 글을 몇 차례나 퇴짜를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베글리는 『로웰오퍼링』에 실린 여러 기고문의 필자였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베글리 글을 편집자들
이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편집자 팔리는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 Josephson, Golden Thread,
p. 201-3.
32) Eisler, ed., Lowell Offering, p. 52.

- 23 -

한국미국사학회 제53회 전국학술대회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여공들의 삶 자체가 당시 사회가 규범으로 삼았던 여성성
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와 비참한 노동조건 때문에 여공들이 받았던 따가
운 시선을 고려해서 편집자 팔리는 여공들이 고향 농가와 갖고 있는 유대를 강조하기도 했
다.
그러나 여공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던 독립적이
고 자유로운 정신은 어떤 식으로든 글 속에 표현되기 마련이었다. 1843년 팔리는 여공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로웰 소녀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매우 집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면 먼저 청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연히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33)
여공들은 낯선 공장을 향해 고향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앉아서 남
의 호의를 기다리기 보다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했을 수
있다. 물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일일 것이다. 그래
도 19세기의 여성들이 먼저 구애나 결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위신을 꽤 중시했
던 『로웰오퍼링』이 그런 내용을 지면에 썼다는 점은 꽤 흥미롭다. 당시 로웰 여공들의 기
상과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 호에 팔리는 이런 글을 쓰기도 했다. “많은 로웰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34) 팔리가 “많은 로웰 여성”이라고 썼지만, 아마도 이는 동료 편집자인 해
리엇 커티스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일 것이다. 커티스는 결혼제도에 깔린 계산적이고 남성중
심적인 경향을 지적하는 글을 많이 썼다. 커티스가 『로웰오퍼링』에 쓴 “여성의 영향력”이
라는 글은 권위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친 여성이 우여곡절 끝에 로웰로 와서 여공이 되어 독
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35) 이 이야기는 달라진 남편과
역시 달라진 아내가 다시 결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속에서 커티스는 기존 결혼제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한 비판을 내 놓는다.
모든 남편은 가정에서 자신이 주인master임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 아내가 남편의 잘
못을 바로 잡기는 힘들다. 슬퍼해도, 화를 내도, 신중하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결
혼을 하면 여성은 정체성을 상실한다.36)

커티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그녀와 친했던 동료 로빈슨에 따르면, 커티스는 “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커티스에게 구애했던 남성은 많았지만 커
티스가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끌리는 상대는 없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커티스는 결혼이 마치 사업처럼 경제적 계약의 성격을 갖는 세태에 비판적이었다.37)
그녀는 『로웰오퍼링』외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글을 쓰거나 편집자로 일했고, 소설책 두 권
과 에세이집 한 권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했다. 그녀의 글 속에는 17세부터 임노동자로 일하
기 시작하여,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지적 문화적 자산을 풍성하게 가꾸어낸 경험이 녹
33) “Editorial,” Lowell Offering, March 1843, p. 143.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nyp.;view=1up;seq=155 (검색일 2019년 2월 6일)
34) “Editorial commentary,” Lowell Offering, April 1843, p. 164.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nyp.;view=1up;seq=176 (검색일 2019년 2월 6일)
35) 『로웰오퍼링』의 여러 글에서 로웰은 곤경에 처한 여성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게 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36) “Woman’s Influence,” Lowell Offering, July 1843, pp. 217-25, 인용문은 p. 220.
37) Robinson, Loom and Spindle,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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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미국문학 연구자 란타Judith A. Ranta는 커티스가 여성주의 저작을 읽은 적이 없
거나 여성권리대회에 참석하지는 않는 일반 여성독자들에게 구애와 결혼에 내재한 억압적
측면을 드러내는 글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38)
커티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로웰 여공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유되었는지, 혹은 공감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더블린에 따르면, 19세기 로웰 여공 출신 중 독신으로 지낸
비율은 14.6%인데, 이는 뉴잉글랜드 전체 여성의 통계와 일치한다.39) 공장 생활 경험이 결
혼 비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로웰 여공들
사이에 광범하게 읽혔던 잡지에 결혼과 가족제도를 낭만화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자주 실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로웰 여공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록을 남길 정
도로 지도적 역할을 했던 로웰 여공들의 글을 보면 이들은 여성, 결혼, 가족, 사회에 대한
미국 사회의 통념에 도전했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깊이 있는 문제제기를
해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어머니의 역할에 묶어두고, 또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만 여성을 인정해주는 지배담론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0시간 노동제 운동
을 했던 이들도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공화주의적 어머니 담론을 동원하기도
했다. 베글리가 편집했던 『산업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미국의 자유로운 제도들이 미국인의 지성과 덕성에 기초한 것이
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 미국인을 키워내는 것은 지성과 덕성을 갖춘 어머니의 영향력이
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어머니인 우리는 꽉 막힌 공장에서 매일 12-14시간을 일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성과 덕성을 키울 수 있겠는가?40)

이는 여공들이 공화주의적 어머니상을 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여공들
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훈계했던 기성 사회가 그럴 여건은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성을 독립된 혹은 독립할 존재로
보기 보다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통해 가치를 인정해주는 풍토에서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배적 통념과 언어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고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임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첫 세대 로웰 여공들이 독립과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은 홀로 고향을 떠나면서
였을 것이다. 산업화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의 기간산업이 농업이었던 시대에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를 보유한 자영농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그런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그 시대 젊은 여성에게 자유와 독립은 집을 떠나 일자리를 확
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임금이 삭감되면서 여공들은 이것이 곧 자
38) 커티스는 1850년대 중반,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귀향한 뒤로는 글을 출판하지 않았다. 여공출신 작가들이
짦은 활동기간 뒤에 긴 침묵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19세기에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 이를 놓고 란타는 빈곤,
여성의 사회활동을 혐오하는 분위기, 그리고 공장노동의 장기적 결과인 신체적 쇠약함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
라고 설명한다.
Judith A. Ranta, “Harriet F. Curtis: Worker, Author, Editor,”
ATQ(American
Transcendental Quraterly), 22(1), March 2008.
39) Thomas Dublin, Transforming Women’s Work, p. 111.
40) “The Ten Hour System and Its Advocates,” Voice of Industry, Jan. 16, 1846.
http://industrialrevolution.org/original-issues/1846/1846-01-16.pdf (검색일 2019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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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저임금은 노예처럼 무시할만한 존재라는 낙
인이 되었다. 여공에게 독립과 자유는 임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여공들은 1830년대에는 파업을 통해 기업가들에게 맞섰지만, 1840년대에는 10시간 노동
제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사추세츠 차원에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로웰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공장 노동 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출신 여성의 공장 취업률은 1840년대와 5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격히 감소
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민 노동자가 대신했다. 이들은 주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면서 이 이민노동자들은 자기 계발과 자기표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유를 갖
기가 훨씬 힘들게 되었다.
일 세대 여공의 공장 임노동 기간은 평균 4년을 넘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장일은 평생 직
업이 아니라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중간층 여
성이 임노동에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다. 교사나 전신원 등 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
라 일자리에서 젊은 여성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중
간층 여성이 임노동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여성임노동자는 극빈층을 상징하게 되었다. 불쌍
하게 여겨졌고,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뉴잉글랜드 출신의 작가 허먼 멜빌이 1856년에 펴낸 단편집에 실린 ‘총각들의 천국과 처
녀들의 지옥’이라는 소설에는 험한 산을 넘어 큰물이 흐르는 오지에 자리한 공장에서 일하
는 창백하고 다소곳한 소녀들이 나온다. 멜빌은 그곳의 여공들을 “기계의 부속품인 톱니바
퀴라기보다는 차라리 톱니바퀴의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묘사한다.41) 이는 영국
작가 디킨슨이 1842년에 쓴 여행기에서 로웰의 여공들을 보고 멋있고 건강하다고 감탄했던
것과 대조된다. 사실 디킨슨도 로웰 전반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디킨슨이 공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로웰을 둘러보긴 했지만, 그는 그곳 시설이 전반적으로 겉만 번지
르르한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거대한 포장상자”같고, 벽과 기둥이
너무 얄팍하여, “꼭 카드로 지어진 듯한 외관”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곳 여공들의 모
습만이 다른 어느 곳의 노동자보다 생기가 있다고 느꼈다.
디킨스가 보았던 모습과 멜빌이 소설에서 묘사한 여공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까? 두 작가의 차이, 여공들이 속했던 가정의 계급적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 여공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의 차이를 짚고자 한다. 1820년대에 로웰에 공
장을 세우면서 여공을 모집하러 다닐 때, 보스턴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은 공장제라는 새 생
산체제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여론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 공동
체의 구성원을, 혹은 구성원의 딸들을 노동자로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공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사회에서 기업가들의 부와 권력은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제 이들은 공장제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
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질임금을 낮추었고, 노동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여공은 공공자산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외부자로 간
주되었다. 초기 로웰 여공들이 이룬 성취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인생
을 발전시켜내고자 했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 배경에는 여공들을 사
회 구성원의 일부로 여기고 이들의 복지를 챙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공장제에 대한 감
시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로웰 여공들은 자매애와 여성의식을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당시 역량으로는 이를 집단적
41) 허먼 멜빌 지음, 김훈 옮김, 『허먼 멜빌: 선원, 빌리 버드 외 6편』, 현대문학, 2015,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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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속시켜낼 수 없었다. 일 세대 여공들 중 몇몇은 작가로, 교육가로, 미술가로, 여성참
정권운동의 활동가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대다수는
임노동 세계에서 나와 가정에서 부불노동을 하며 살았다. 이들의 이런 행보는 남녀의 영역
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빅토리아 시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결과이자,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로웰 여공 첫 세대는 여성에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주어졌던 기회를 처음
만났던 이들이기도 했다.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만 보장해 주어도, 여공들은 자신
의 능력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좀 더 독립성과 자유를 구가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여성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공장노동
자로 동원한 기업가나 기성 세력이 여성을 보조적 혹은 종속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태도에
는 별 변화가 없었다. 20세기에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에 일정 규모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비롯해 몇 차례 있었다. 이때에도 여성노동자들
은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절박한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받곤
했다. 로웰 첫 세대 여공들의 특별했던 경험은 사실 이후 20세기에도 오래 동안 몇 차례 반
복되어 온 양상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료>
“실 잣는 이들의 노래”
하루가 끝나면, 힘든 일도 끝나고 물레 돌리는 일도 끝난다
낮의 소란이 물러가고 밤의 정적이 몰려온다
이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직녀들의 노래를 부른다
노동 덕분에 휴식은 꿀맛. 게으른 자들은 모르지
우리는 하루 종일 물레를 돌린다. 그리고 취하는 휴식의 시간
달콤한 평화가 온다. 유쾌하고 반가운 손님
공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 다 알 듯이 고되게 일하지만,
우리는 결코 남에게 기대지 않으리, 물레를 돌릴 수 있는 한.
“Song of Spinners”
The day is o’er, no longer we toil and spin
For ev’ning’s hush withdraws from the daily din,
And now we sing with gladsome hearts, The theme of the spinner’s song,
That labor to leisure a zest imparts, Unknown to the idle throng.
We spin all day, and then, in the tine for rest,
Sweet peace is found, a joyous and welcome guest.
Despite of toil we all agree, or out of the Mills, or in,
Dependence on Others we ne’er will be, So long as we’re able spin.
(출처: “Song of Spinners,” Lowell Offering, I, April 1841;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b199953;view=1up;seq=42;
http://americanantiquarian.org/millgirls/items/show/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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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발표 3>

‘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황혜성(한성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어떤 공공정책도 [로 대 웨이드 판결처럼] 미국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갈라놓은 적이 없다, 낙
태는 미국의 두 번째 civil war이다.” (Wall STreet Journal editor, 2013 )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킨 판결을 내렸
다.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 할 수 없다는 수정
조항 14조의 ‘사생활권(the right to privacy)’에 근거하여, 임신 3개월 내에 개인의 임신중
절(낙태) 선택은 사생활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낙태
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낙태권 옹호자들에게는
여성의 선택권과 출산 자율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로 판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태어
나지 않은 생명에게 가하는 폭력일 뿐 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아버지, 남편, 자식)에 대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의무의 파기를 의미했다.1)
<로 대 웨이드> 판결이후 ‘로’는 수많은 변주곡으로 재생산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는 소위 ‘낙태 전쟁(Abortion War)'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로 판결 이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형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자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생명권옹호

(Pro-Life)’와 ‘선택권 옹호(Pro-Choice)’ 두 진영으로 양극화 되어 더욱 치열해 졌고 아직
도 진행되고 있다.2) 하지만 로 판결이 낙태전쟁을 촉발 시켰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진행
되어 온 낙태를 둘러싼 논쟁을 더 격화 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판결 이후에 집중되었고, 주로 생명권
옹호운동과 선택권 옹호운동간의 격렬한 싸움, 두 진영 간의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의 차이,
로의 변주곡들, 그리고 낙태문제의 정치화에 초점을 두었다. 낙태가 범죄화 되었던 19세기
중반기 이후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전자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다. 반면 로 판결 이전의
낙태정책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주역들, 그들의 선택과 전략 연구는 역사
가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로 판결로 가는 행보에는 페미니스트들은 물론, 정치인, 의사,
종교인, 법조인, 정부관리, 리포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다.3) 그들 중 실제로
낙태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의사와 법개혁자들이었다.4)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낙태를 반대하고 때로는 낙태 합법화에 앞장섰다.
1) N. E. H. Hull & Peter Charles Hoffer, Roe v. Wade: The Abortion Rights Controversy in American
History, 2nd ed.,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4.
2) Mary Ziegler, After Roe: The Lost History of the Abortion Deb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kindle ed., 141~170/8637.
3) 이들 중에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신념 때문에, 또는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위해 관여하는 등 동기가
다양했고, 이해관계에 따라 대부분 집단적으로 행동했다. Drew Halfman, Doctors and Demonstrato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Shape Abor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Cana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kindle ed., 226-250/8329.
4) Leslie J. Reagan, When Abortion Was A Crime: Women, Medicine, and Law in the United States,
1867-197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kindle ed.,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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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는 로 판결로 향하는 역사적 행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의사와 법개혁자들
에 초점을 두고 여성사의 관점에서 그 행보를 추적한다.
피임과 낙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과거에는 낙태는 사적인 영역에서 일
어나는 일이었다. 임신한 여성은 스스로 또는 집안이나 마을의 연장자나 산파의 지혜를 빌
어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낙태를 했다.5) 마을의 산파들은 다양한 낙태방법을 알고 있었고,
여성들은 민간요법을 공유하여 왔고 대대로 전승되었다.6)
따라서 낙태는 19세기에 접어들 때 까지 피임의 보편적인 한 방법이었고,7) 공인된 규범
에서 벗어난 부도덕한 행위라기 보다는 여성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여러 선
택 중 하나였으며, 사적인 행위에 속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태동 때부터 하나님이 태아에게
영혼을 심어주었다고 믿는 기독교 전통을 따라 태동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했다.8) 단지
일각에서 사회의 부도덕함에 반대하는 선구자들이 무절제한 성을 규제하고, 낙태에 대한 정
보나 약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파와 낙태시술자
들(providers)과 경쟁하던 “정규(regular)" 개업의들은 경제적 동기로 낙태반대 입장을 취했
다.9)
낙태를 규제하는 법규들이 1820년대와 30년대에 등장했는데 이는 종종 여성들이 스스로
낙태를 하려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1821년 처음으로 낙태를 법으로
규제한 코네티컷 낙태법도 내부적으로 범죄에 관한 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목
적은 낙태시술자들을 고소 할 수 있는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1827년 일리
노이 법령에서는 낙태용품 공급을 금지하면서 이법을 “독극물” 취급법 목록 하에 기재했다.
이후 1828~1829년 사이에 미주리, 일리노이, 뉴욕에서도 이 같은 법이 채택되었다.10)
이 시기 낙태법들은 태동 이전의 낙태시행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낙태를 한 여
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낙태시술 중 여성이 죽거나 중태에 빠졌을
경우에만 고소되었다.11) 따라서 주가 처음에 낙태법령들을 제정한 이유는 형법을 재정비 하
는 가운데 낙태시술자들의 위법행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낙태를 원하는 여
성은 법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더욱이 태동 이전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 법령들은 여전히 태동이 느껴진 후에야 태아를 한 ‘인간(person)’으로 간주 할 수 있다
5) 서구에서 피임이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토마스 맬더스(Thomas Malthus)의 인구
론(1789) 발표 이후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공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궁
핍과 빈곤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구론은 성적 자제와 만혼을 장려하는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여전히
인위적인 피임은 공론화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성숙, 『여성사란 무엇인가』 (이젠미디어, 2917), 163.
6) 오랫동안 피임과 낙태는 혼용되어 왔으나 1886년 미국 내과의사 푸트(E. B. Foote)가 피임(contraception)이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낙태와 구분하였다. 산아제한(birth control) 용어는 1914년 미국 간호사
마거릿 생어 (Margaret Sanger)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녀는 피임을 여성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공론화 한 페미니스트로 평가 받고 있다.
7) 육아를 원하지 않거나, 가족 수가 너무 많아 생계가 어렵거나, 결혼 전에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 했다.
낙태 방법도 매우 당양했다. 회향풀 액즙, 박하류 식물을 이용하거나 아카시아 검을 사용하는 민간요법이 사
용되었다.
8) 성경에서는 낙태를 행하는 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낙태 중에 여성이 죽으면 죽음으로 벌을 받았다. 중세 유
럽의 의술 기록에도 임신 초기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두꺼비’ 또는 ‘기생생물’로 기록되었지만 태동 이후의
낙태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범죄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태동이 느껴지기 이전의 태아는 생명을 지니지 않았
다고 믿었다.
9) Reagan, When Abortion was a Crime, 138-142, 223-260; Mary Ziegler, After Roe, 2/367.
10) Reagan, ibid.,, 9/388; James C, Mohr, Abortion in America: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National
Policy, 1800-19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20-25.
11) 가정에서 낙태에 유효한 식물을 키우거나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처방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
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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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에 근거했고, 낙태 시술 중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다면 낙태를 범죄로 여기지
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 낙태법령들은 가부장적인 가치관 하에 여성보호라는 명목으로
남성이 제정한 법령이었다.12)
이처럼 19세기 중반기까지 낙태와 피임은 사적인 행위였고, 낙태 비지니스는 성업을 이루
었다. 낙태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개업을
하였다. 신문에서는 피임기구, 낙태시술 개업을 선전하였고, 상당수의 도시에서 여성전문 클
리닉이 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우편을 통한 피임기구 판매가 늘어났고, 거의 모든 타운
과 마을에 낙태시술소가 있었다. 낙태률은 점차 증가했고,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옹호했다.13)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반 세기동안 낙태를 반대하고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주의회,
주법원 및 연방의회까지 확산되었다. 즉, 19세기 중반 이후 낙태와 같은 사적인 행위가 공
론화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법제화하고 정책화 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1870년경에 이르면
거의 모든 주가 낙태법을 시행하며 낙태 자체를 범죄화했고 단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누가 사적 행위인 낙태를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였는가? 어떤 행로를
통해 국가가 여성의 ‘몸’에 개입하였는가? 어떻게 ‘로’가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
는가? 왜 로 판결이후 소위 생명옹호자와 선택권옹호자 간의 열띤 공방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채 같은 프레임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로 판결 이후 여성의 낙태는 더 자유로
와졌는가?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로 판
결 이전 낙태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따라서 로 판결을
향한 역사적 행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고찰함과 동시에 각 시기에 낙태논쟁을 이끈 주역들
을 살펴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Roe’ 가 여성사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19세기 중반 이후: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1901년 연방의회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
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세기
중반이후 반세기 동안 사적영역에 속했던 낙태가 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고, 여성을 보호한
다는 법령들이 여성의 자율권을 앗아갔다.14) 하지만 이시기의 낙태규제법과 정책 대부분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결정하기 보다는 자발적 개인들과 집단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15)
낙태는 기본적으로 의술행위이다. 일찍이 주 정부는 낙태법을 만들 때부터 낙태규제를 의
학계에 위임했다. 1828년 뉴욕의 낙태법에서 두 명의 의사가 임산부 생명이 위험하여 낙태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첨부되었고, 이후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뉴욕 법령과 유사한 법들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시피, 아칸소,
매인 등지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주가 낙태를 법으로 규제하는데에는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12) Reagan, When Abortin was a Crime, 9; Hull & Hoffer, Roe v. Wade, 20-22.
13)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사라 체이스(Sarah B. Chase) 등의 페미니스트들은 “개
화된 모성, 건강하고 행복한 산모에 대해 강연하였고, 공공연하게 피임을 주장했다.
14)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산업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보수
적인 사람과, 종교단체들, 혁신주의 운동과 사회정화 운동 등. 이 중 여성의 사회적 지휘향상과 역할의 변화에
불안한 사람들은 낙태를 이런 변화의 상징으로 보면서 반대하였다.
15) Halfmann, Doctors and Demonstrators, 203/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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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다. 의사들은 소위 ‘낙태감시인(abortion gatekeeper)’으로 낙태 시술자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16)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낙태를 범죄화하는데 일조한 것은 아니다. 의사집단도 ‘비정규’ 개
업의(irregular provider)/ ‘정규’ 개업의(regular physician)/ 전문의(specialist)로 구분되
며, 낙태에 관하여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누가 낙태를 시행하며 어떤 환
경에서 시행하는가, 즉 설비를 갖춘 종합병원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가 아니면 개인 진료소
에서도 허용하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여기에 조직화된 의료체계와의 관
계 또한 복잡하며 권력관계 하에 놓여 있었다.17)
미국은 오랫동안 종합병원이 아니라 독립된 진료소에서 낙태를 시술하고 환자가 돈을 지
불하는 제도(fee-for-service system)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진료의 자율권
을 지니고 상당한 부와 권한을 누릴 수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의사들은 정부와 투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낙태와 관련하여서도 의사들은 ‘낙태 감시인’으로 정부 대리인 역할
을 수행했다.18)
코네티컷 법령을 비롯해 새로 제정 된 낙태법 하에 ‘태동’은 낙태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기준이었다. 이는 의사들이 판단했고,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음을 의
미한다. 의사들은 일종의 감시자로서 낙태결정 여부를 관장했고 ‘정규’ 개업의들은 자신들의
경쟁자, 특히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산파와 면허 없는 시술자를 규제하고 의술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낙태반대 캠페인을 벌여나갔다.1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40년대 북동부 지역의 한 무리의 젊은 전문의들이 낙태 반
대 캠페인을 선도했다. 면허 없는 시술자들에 의한 낙태가 점차 증가하고 그 만큼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많아지자 이들은 자격이 있는 전문의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
은 임산부 뿐 만 아니라 태아도 자신들의 환자임을 강조하며 낙태에 반대하는 더 엄격한 법
령을 요구했다. 특히 1847년 전문의들이 모여 조직한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20)는 의료업계에 의사 면허제도를 확립하고, 면허증 없는 비정규 개
업의 들을 의료계에서 추출하기위한 의술 전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전국 전문의들이
임신기간 중 어느 때에도 낙태를 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학협회>는 주차
원에서 낙태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전문의들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범죄로 다스리
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의 견해를 각인시
키는데 성공했다. 도덕적 우월감과 의료기술로 장전된 엘리트 의사들의 낙태반대 운동은 보
건위생 담당관리들, 개업의들과 합세하여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21)
1840년대 말부터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의료계의 낙태반대 진영은 교회와 주정부에서
잠정적인 정치적 연대를 발견했다. 남북전쟁 후 낙태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진저리쳐지는
범죄”라고 언급하며 낙태를 노예제도나 남북전쟁 자체보다 더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악이라
고 설교했다. 의사와 목사들은 주와 연방 법률 제조자들에게 호소하였고, 1840년대 말부터
Reagan, When Abortion was a Crime, 3/388.
Halfman, Doctors and Demonstrators, 129-274/8329
ibid., 441-480/8329
Reagan,, When Abortion was a Crime. 10; Norman Gevitz, ed., Other Healers: Unorthodox Medicine
in America (Baltimi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20) 미국의학협회는 1847년 네이던 데이비스(Nathan Smith Davis)가 중심이 되어 전국전문의들이 조직한 단체
로 의사들의 윤리강령제정, 의료지원금정책, 의료사고법에 관여, 기후변화와 관련 총기류규제 지원 등 정부정
책에 깊이 관여해 오고 있다.
21) Halfman, Doctors, 814/8329.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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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범죄시하는 법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45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어떤 시기에서
든 낙태시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며 1년에서 7년의 수감과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제
정되었다. 일련의 낙태반대 법령이 통과되는 가운데 1857년 텍사스가 어떠한 낙태 시도도
중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만약 낙태시술 도중에 임산부가 죽으면 살인죄가 부과되었다.22)
의사들의 낙태반대 운동은 매사추세츠와 텍사스 외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860년 코네티컷과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낙태를 하려는 여성이나 낙태시술자를

중죄로 다스리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령들도 여전히 가부정적인 관념, 즉 여성이
자신의 인격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했다. 여기에 더해 낙태에 대한
지식을 배포하거나 선전하는 것도 벌금이 부과되었다. 남북전쟁 후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북부 주들은 낙태기구의 선전이나 판매를 금지했고, 의사 지시 없이 낙태약을 복용한 기혼
여성은 3개월 감옥형을 받아야 했다. 1870년대에 이르면 모든 주와 준주에서 모든 낙태 시
도, 모든 낙태 시술자,

모든 낙태장비와 설비 공급자와 선전자 모두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낙태허용 기준으로 태동 이전과 이후의 구분도 사라졌고, 여성의 보
호 보다 태아의 보호가 더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 1880년대와 90년대에는 낙태에 대한 정

보제공이나 자문까지도 처벌대상이 되었다.
낙태 반대자들은 연방의회에서도 자신들의 지원자를 발견했다. 1873년 3월 연방의회는
소위 콤스턱 법(Comstock)으로 불리는 미풍양속법을 통과시켰다. 도덕 개혁가인 앤서니 콤
스턱(Nathony Constock)이 의회에 제안한 이법은 피임기구의 수입, 책, 팜플렛 등을 포함
한 어떤 피임에 대한 광고나 글, 진술의 인쇄, 구입도 1년에서 10년의 감옥형과 100달러에
서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20세기 중반에서야 철폐되었다. 이 법은 오늘 날
까지도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가장 심하게 개입한 법으로 남아있다. 비록 국가의 도덕성
을 고양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피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포르노그라피 범주
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방법의 제정은 주법으로 대량생산되었다. 콤스턱 법 제정
후 10년 내에 24개 주에서 피임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금하는 법들이 제정되었고,
뉴저지와 뉴욕 등 14개 주는 연방법을 넘어서서 피임 방법에 대해 사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범죄로 다루었다. 이제 산아제한, 피임, 낙태에 대한 언급조차 터부시 되었고 이들은 매우
비밀스럽게 속삭여졌다.
이 처럼 낙태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과정 이면에는 여성의 출산자율권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이 자리하고 있었다. 앵글로 색슨 족의 우월함을 강조하며 열등한 인종은 우월한 제도
와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인종주의가 작동하는 가운데 몸의 자율권을 주장하면서 양육을 거
부하는 여성은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
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생각을 공유했고, 여성은 다시 좋은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해야
만 했다.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남편과 나라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아이를 낳아야 했다.23)
이제 낙태는 다시금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비밀스러운 행위가 되었다. 하지만 이
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미래의 국가자원이기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가 여성의 몸에 개입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새로운 페미니즘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통제권
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22) Hull & Hoffer, Roe v. Wade, 31-33.
23) 19세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합의된 생각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본래부터 다르며 여성은 본성적으
로 나약하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보호받아야 했다. 심지어 여성의 두되는 지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으
며, 여성이 period 기간에는 피가 두뇌로부터 많이 빠져나가서 더 멍청해 진다는 사이비 과학적 설명까지 나
돌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은 다음세대를 낳는 여왕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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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라는 범죄와 연결시킴으로써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고자 했다.24)
낙태금지 운동은 페미니즘이 미국 문화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할 때에 더욱
거세졌다. 수전 앤서니(Susan B. Anthony), 루크레티아 모트(Lucretia Mott), 엘리자베스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등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허용되는 행동의 범주
를 확장시켰고, 19세기 말에 이르면 대학에 가는 여성 수도 늘어났고, 교사, 사서, 비서, 간
호사, 사회개혁가등 전문직 여성의 수도 증가했다. 금주운동, 노동운동, 선거권 운동 등 사
회, 정치 운동에도 열렬히 참여했다. 남자들은 이러한 세태에 불안해 졌다.
특히 의학계에서는 남자 정규 개업의들이 여성의 의과대학, 의학계, 병원 진출을 달가와
하지 않았고 여성 개업의를 산파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낙태를 시술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여성의 낙태시술을 부도덕하며, 비여성적이고, 반애국적이라고 공격했다. 의사와 법제정자들
은 여성이 그러한 위험을 행하지 않도록 주정부가 중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낙태
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규 일반의들의 주장은 법제정으로 이어졌다.25)
낙태의 범죄화는 전반적으로 법의 젠더화와도 궤를 같이했다. 19세기 말 산업화 사회에서
법과 변호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조계는 여성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았다. 변호사로 훈련받거나 개업한 여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성이 추구하는 법 개혁
은 남성에 의해 빅토리아적 온정주의 언어로 표현될 수 밖에 없었고, 남성 법률제정자들은
여성은 본성적으로 유약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가졌을 때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
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시기 제정된 주 낙태법들은 태동에 대한 성문법적 해석
을 폐기했고 임신 기간 중 어느 시기에서도 낙태를 금지했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도 포함했다.26) 1900년대 초에 이르면 남성이 만들고 지배한 후기 빅
토리아 법 패러다임 속에서 낙태금지법은 이미 거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었고, 낙태권 개혁
추구는 물론이고 낙태를 언급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시기 제정 된 낙태법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허용되었다. 즉 정규 일반의가 임신
과 태아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 한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었다. 일반의들은 낙
태를 범죄화하는데 성공하면서 낙태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었다. 즉 그들은 낙
태반대 운동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정의 내리는 의학적 권한을 지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주정부와 손을 잡고 출산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얻었다. 반면 여성은 자신에게 허용되어
왔던 출산의 자율권을 잃어갔다.27)
이제 낙태법을 공격하려면 젠더화 된 법 패러다임을 공격해야 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법 패러다임 하에서는 낙태법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노선을 먼저 건드려야 했
다. 그리고 피임기구와 피임약 판매 및 유통을 합법화하려는 산아제한운동은 낙태법 개혁가
들이 필요로 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3. 1900~1965년, 산아제한운동의 성공과 낙태논쟁의 가열화
20세기 초 복잡한 가족계획 운동이 피임과 낙태에 대한 법령들을 바꾸는 투쟁에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산아제한운동가들과 연대했다.
두 진영은 같은 이해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즉 더

24)
25)
26)
27)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 기혼녀,

Hull & Hoffer, Roe v. Wade, 38-47.
Reagan, When Abortion was a Crime, 11-12; Hull & Hoffer, ibid., 47-48.
Reagan, ibid., 12; Mohr, Abortion in America, 200-225.
Reagan, ibid., 13; Mohr, ibid., 29-30; Halfmann, Doctors and Demonstrators, 2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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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피하고픈 미혼녀, 아이를 더 낳기에는 가난한 여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의
아이를 양육 할 수 없는 여자 등을 같은 고객으로 하였다.
여성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랫동안 낙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그럼으로써 출산의
자율권을 주장해왔다. 이제 그녀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으로 움직였다. 앰마 골드
먼(Emma Goldman),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와 메리 데넷(Mary Ware Dennett)등
의 여성운동가들은 피임이 여성에게 자유와 자존감을 주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동시에 빈곤과 다산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산아제한운동이 주장하는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아직 낙태권리를 공연히 말 할 수 없었던 그들은 피임이 초기 낙태의 한 형태라는 논의를
격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낙태를 비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8)
특히 피임금지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은 두 여성, 엠마 골드먼과 마가렛 생어로부터
시작되었다. 간호사와 산파로서의 경력을 지닌 페미니스트 골드먼은 강연을 통해 여성의 평
등, 작업장 개선, 자유로운 언론, 자유연애를 주장하였고, 피임을 강연하다가 잡혀간 연사들
이 감옥에 가면 기금을 모아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교사였던 생어는 산아제한 클리닉을 열

었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풀려났다. 그녀는 뉴욕주 입법부에 로비활동을 통해 콤스턱 법을
수정하여 “의사 만” 피임에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며 <미국산아제한연맹(ABCL:
American Birth Control League)>을 창설했다. 1930년대 초 피임기구의 수입을 금하는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국적으로 55개의 피임클리닉을 열었고, 1938년에는 500개
가 넘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29)
산아제한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는 평판이 좋은 남자 의사와 명망있는 재단과 손을 잡음
으로써 남성을 이 운동의 후원자로 두었다. 아직 여성의 힘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웠
기 때문이다. 생어는 의료업계의 거물들을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었다. <미국의학협회> 회
장, 윌리엄 앨런 퍼시(William Allen Pusey)는 산아제한운동을 옹호함으로써 의료업계에서
남성의 온정적 역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제 세간의 운동이 아니라 의사
들의 전문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상당수의 의사들이 산아제한옹호 진영에 가담했고 그
들은 피임금지 철회에 있어서 19세기 중반기 선임 의사들이 1873년 콤스턱 법안을 통과시
켰을 때 끼친 영향력 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쳤다.30)
의사들이 산아제한 운동과 피임을 옹호한데에는 대공황 시기의 낙태률의 급격한 증가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31) 당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법 밖의 방법으로 낙태를 해야했고,
낙태 시술자들은 남자들이었다.32) 대부분의 낙태여성은 기혼 여성이었고 시술비는 35달러
에 300달러 사이었고, 평균 75달러 정도였다. 의사들은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시술로 고통 받거나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문적 의술의 도움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과거 낙태금지 운동을 선도했던 <미국의학협회>가 다시금 의사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주에 ‘의사법령(doctors acts)’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33) 법정과 의회는 의

28) Ziegler, After Roe 2/376.
29) Hull & Hoffer, Roe v. Wade, 54-57.
30) ibid., 58-59.
31) 대공황 시기에 한해 20만 건에서 100만 건 까지 낙태가 시행 됐다고 사회과학자들은 추정하면서 1935년 한
해에 68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었다고 인용하고 있다.
32)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시몬 파커(Simon Parker), 오크랜드의 존 폴섬(John Folsom, 시에틀의 노먼 파워
wm(Norman Powers) 등을 들수 있다.
33) 의사법령에 따르면 모체 보호를 위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의사들에게 낙태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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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게 임신이 환자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었고,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 거의 모든 주에서 의사들에게 환자가 피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고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위험 할 경우에 수술이 필
요한지를 판단하여 낙태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허용하였다.34)
그리고 일반인들의 태아기형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면서 다시 피임과 산아제한이 논의
되고, 낙태법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졌다. 1961년 <전국기독교위원회(NCC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는 피임기구의 사용을 승인했고, 제임스 파일(James
Pile)목사는 피임은 아이를 부양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적극적인 의무”라고 까지 말했다. 피
임 클리닉 수가 점차 늘어났고, 오직 코네티컷 주 만이 거의 100년 되어가는 콤스턱 법 하
에 모든 종류의 피임기구 사용, 의사와 클리닉의 피임정보 제공, 피임기구 판매를 금하고
있었다. <코네티컷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League of Connecticut)>은 이에
대항해 싸우고 있었고, 이는 전국의 가족계획옹호진영의 주목을 끌었다. 예일대 법대교수이
며 진보적 대의를 옹호해온 파울러 하퍼(Fowler Harper)와 <가족계획연맹> 고문 캐서린
로라백(Catherine Roraback)은 피임을 금지하는 법에 도전하기 위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
으려고 노력했다.
파울러 하퍼(Fowler Harper)는

법이 “정상적인 결혼관례를 유지 할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자신들의 침대에서 “개인적 자유 또는 특권을 행사할
권리”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하퍼는 여기서 ‘사생활 문제(privacy issue)’를 제기했다. 그는
“법의 권력이 침실에까지 미쳐 부부 간의 가장 신성한 관계까지 관장한다면 이는 가도 너무
간 거다”, 사생활권은 자유의 가장 기본권한이므로 수정조항 14조에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
도 헌법 어디엔가 는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1960년 대법원은 Poe et al. v. Ullman,
그리고 Buxton v. Ullman 심리에서 피임을 합법화 했다. 그리고 피임의 합법화는 낙태의
합법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35)
피임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끝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여성의 권리가 아직 답보되지 않았
다.

출산의 자유는 출산하지 않을 자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자유는 1950년대 화학적 피

임약 개발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이미 여성들이 누리고 있었고, 1960년대에는 알
약의 상업적 생산에 돌입한 상태였다. 당시 미국여성의 1/5 정도가 피임약을 복용하였다.
피임약과 피임기구는 여성에게 더 많은 성적 자유를 가져다주었고 ‘선택’이라는 새로운 의
식을 깊이 심어주었다.

36)

하지만 억압적인 ‘여성의 신비’에서 ‘자율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향하는 길이 직선적
이지도 않았고, 모든 여성 또는 남성이 추구한 바도 아니었다. 피임약은 종종 성적 문란과
연결되었고, ‘인종집단학살(genocide)’ 기구라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가족계획과 합법적
인 낙태 프로그램을 ‘집단학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들의 귀를 위한 남성들의 수사학”
이라는 맞대응도 나왔다. 물론 여전히 50년대의 전통적 가정 중심의 가치관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비난하였지만 산아제한운동의 성공은 빅토리아적 여성관에 대한 의
무감을 크게 둔화시켰다.37)
34) 1950년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에 따르면 오직 루이지애나와 위스콘신 만 ‘의사법령’을 따르지 않
고 있었다.)
35) Hull & Hoffer, Roe v. Wade, 76-80.
36) 1966년 600만명의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중이었다. 당시 집계에 따르면 1960년~70년 사이 피임약 사용은
급증하여 80%의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했다. 1960년대에 산아제한과 성적행동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었
다. 1972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혼 여성 중 거의 절반이 19세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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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이 개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룹은 <미국법학연구소(ALI:
American Law Institute)> 였다.

1923년 엘리트 법학교수, 개업의, 판사들이 조직한 <미

국법학연구소>는 진보적인 법개혁 단체였다. 이 단체는 1952년부터 형사법을 연구하여
1962년에 『표준형법전(The Model Penal Code)』을 출간했다. 이는 형법을 표준화하는
문서로 다양한 진보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단체는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비밀리 행해지는 낙태시술로 생명이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제해야한다는 생
각으로 낙태법 개혁을 제안했다. 그들의 제안에 따르면 낙태는 두 사람의 의사가 임산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임을 보증할 경우, 태어날 아이가 기형인 경우, 강간이나 근
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런 낙태법 개혁의 모티브는 여성
의 사생활권, 자율권이 아니라 잘못 된 시술이 범죄로 구분되는 범죄법 제도의 효율성을 보
호하기 위해서였다.38)
『표준형법전』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1962년 출판 후 미국 주의 절반 이상이 이 제
안을 받아들였고, 판사들은 이를 형사범죄 책임에 대한 원칙과 규범으로 사용하였다. 1960
년대 초 잘못된 낙태로 사망한 여성 수가 임산부 사망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중위생 운동가들도 임산부의 사망률을 낮추고자 했고 낙태의 합법화에 동참했다. 특
히 1965년 봄 풍진 전염병으로 낙태를 요구하는 임산부의 수가 급증했지만 기존의 주 법
하에서는 태아가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허용할 근거가 없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시 병원들이 비밀리에 풍진에 걸린 임산부에게 낙태를 시행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나돌았다.39) 이런 상황에서 몇몇 주 의원들은『표준형법전』조항의 상당내용을
제안했고, 1965년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로 결실을 거
두기 시작했다. 그리스월드 판결에서 윌리엄 더글러스(William Douglas) 판사는 헌법에는
사생활권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결혼한 부부의 신성한 침실을 단속하는 정책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부부간의 사생활을 억압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결혼 한 부부의 피임을 금지한 코네티컷 법을 사생활권에 근거하여서 무효화 했
다.40)
그리스월드 판결에 고무된 낙태법 개혁가들은 의회와 더불어 법정으로 의제를 가져가는
전략을 전개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가장 먼저 개혁의 문으로 향했고 몇 몇 주들이
낙태법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낙태가 헌법수정조항 14조의 “합법적 절차” 조항
이 보증하는 사생활권과 결부되었다.

하지만 주들이 제시한 『표준형법전』 타입의 개혁안

에는 여성의 귄리 신장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부재했다. 대신 병원당국의 감시 하에 의사들
이 낙태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또 조지아 주 경우에는 낙태하기
전 조지아 주에 4 개월 이상의 거주요건과 장비가 아주 잘 갖춰진 병원에서 만 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실제로는 낙태가 어려웠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법학연구소>의『표준형법전』을 기반으로 한 법률제정과 몇 몇
판사들의 의견이 낙태법개혁을 이끌었지만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낙태법 개혁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과 결정권이 더 핵심이었다. <미국법학연구소>도 여성과 법에
37) Hull & Hoffer, Roe v. Wade, 91.
38) Markas D. Dubber, An Introduction to the Model Penal Code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참조
39) 낙태논쟁에서 풍진이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이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Laurren H. Tribe, Abortion and
the Clash of Absolutes (New York: W. W. Norton, 1992) 37-42; Kristin Luker, Abortion and the
Politics of Motherhood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80-90 참조.
40) Ziegler, After Roe,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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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제 낙태법 논의를 여성의 권리로 방향을 바
꾸고 법지형을 크게 변화 시킬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4. 패러다임의 변화: 의사들의 결정권에서 사생활권으로
낙태법 논쟁이 사생활권 논의로 방향을 전환한는데 있어서는 두 명의 젊은 프리렌서,로이
루카스(Roy Lucas)와 윌리엄 버드(William Baird)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낙
태법 개혁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고자 했다. 루카스는 갓 법대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청년
으로 연방대법원과 헌법이 여성에게 더 많은 낙태권한을 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는 한해에 200만 건의 불법 낙태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비해 합법적인 낙태는
8000~9000건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19세기에 낙태를 범죄화 한 것은 의사가 불행한
여성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덕적 규범을 강요하는 사회의 관심”때문
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주가 낙태를 개인 선택에 의한 사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범
죄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런 규범은 종교적으로 고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낙태 반대자들은
태아는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주는 이를 보호해 왔다. 그는 임신
을 중단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여성의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 인종적 차별을 받지 않
을 권리 등과 같이 이미 대법원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지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글은 의사들 면허 문제나 낙태법 개혁과
정에서 야기되는 감정적 소동 없이 낙태를 바로 헌법상의 권리로 연결시켰고, 낙태법 개혁
가들은 의사와 병원을 고소하지 않으면서도 낙태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 갈 수 있는 전략을
얻었다.41)
윌리엄 버드는 롱 아일랜드의 의대생으로 산아제한 운동의 선구자였고, 보스턴 대학 집회
에서 피임기구 샘플을 넘겨주다가 매사추세츠 법을 어겨 잡혀갔다. 그의 사건은 주 법원에
서 제1 항소법원으로 넘겨졌고, 1972년 연방대법원에서 <버드 대 아이젠스타트(Baird v.

Eisenstadt)>판결로 이어졌다. “개인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정부의 부
당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은 1965년의 그리스월드 판
결을 미혼여성에게까지 확장시켰다.42)

여기에 캘리포니아의 리온 벨로우(Leon Belous)와

밀란 버치(Milan Vuith) 사건에서 주가 낙태와 같은 문제를 관장할 권한이 있지만 여성의
자유와 사생활권은 “성 문제”까지 포함하며, 임신 초기라면 여성이 임신을 중단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공식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선례 없는 내용이었다. 이제 주 의회는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기존의 주 낙태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진해서 낙태법 개
혁에 박차를 가했다.43)
이제 로 판결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다.
로 판결은 미국 여성사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1960년대를 맞으며 여성
운동이 미국사회의 젠더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44) 새로운 여성상이 형성되었고, 페미니스
41) Halfman, Doctors, 1158
42) Ziegler, After Roe, 10.
43) 낙태법을 철회하는 주들에 관해 Jerry M. Flint, "Abortion Backers Hopeful Gains," New York Times,
Oct. 9, 1972, 9; "Bill to Legalize Ablrtion Clears Hawaii Legislature," New York Times Feb. 25,
1970, 1 참조.
44) 1960년대 말 거의 40%의 여성이 직장을 다녔고,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항거하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힘을
합했고, 주부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 가정의 문화와 구조를 바꿔 나갔다. 여성 잡지는 ‘모성의 신비’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장 여성’을 찬양하는 글들을 실었다. 초산 평균 연령도 30대 초반으로 늦춰졌다. 여기에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에 기반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했다. 이제 연방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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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은 이러한 변화를 섹슈얼리티, 섹스와 평등한 시민권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락
으로 활용했다. 1세대와 달리 2세대 페미니스트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여성들을 포괄하였
고, 미국사회 전반의 의식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집단적 저항 운동을 시도했다.45) 베티 프리
단과 같은 여성운동 지도부에서는 낙태를 새로운 여성관의 중심의제로 놓고 여성의 선택권
과 출산의 자율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논리를 구상하였다.46) 페미니스트들은 안전하고 합법
적인 낙태는 선택의 문제이며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여성이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제 ‘선택’은 ‘사생활권’과 짝을 이루며 낙태 논쟁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했다.47)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 병원 테크니션인 페트리
샤 메기니스(Patricia Maginnis)는 일반의의 심사제도(review system)에 반대하며 낙태는
환자와 의사간의 사적인 일로 다른 수술과 똑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녀는
1962년에 <SHA(the Society for Humane Abortion)>을 조직하여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낙태법 철폐를 요구했다. 그녀는 낙태에 관한 담론을 급진화 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녀의 견해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채택되면서 미국여성단체가 낙태문제를 여성의 권리문
제로 재구성했다. 베티 프리단은 1967년 NOW 회의에서 메기니스의 뜻에 동조했고 1969년
<전국낙태법철폐연합(NARAL: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peal of Abortion Laws)>
설립으로 이어졌다. 창립 기념 연설에서 프리단은 여성운동은 여성의 출산 자율권, 다시 말
해서 임신할지 또는 아이를 언제 가질지를 선택할 권한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선언했
다.48)
페미니스트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천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전략으로 개인의 사적경험을
말하는 “speak out” 운동을 전개했다. 이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떳떳하게 자신들의 경
험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Abortion Speak Out” 모임, “전 세계 여성들이여 단결하라; 여
성이 잃을 것은 옷걸이 밖에 없다” 라고 쓰인 현수막, 저널의 기사들, 예를 들어서 뉴욕 매
거진에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기고한 "아무도 낙태법을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를 원한다”, 클라우디아 드레푸스(Claudia Dreifus)의 “낙
태. 이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낙태가 살인이어서가 아니라 불법 낙태를 시인하는 것은
범죄자임을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등의 기사가 나돌았다. 이런 전략은 낙태를 한 개
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로 만들었고, 여성간의 강한 유대의식을 형성시켰다.
페미니스트의 낙태법개혁운동은 1970년 8월 26일 최고조에 달했다. 수천명의 여성들이 뉴
욕시 5번가를 행진하며 뉴욕의 낙태법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49)
에서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법적 평등을 보호하고자 했다.
45) Ziegler, After Roe, 5; Barbara Epstein,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Feminism, 119-120)
46) 1966년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은 “지금 바로(now) 미국 주류사회에 여성을 온전히 참여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소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미여성연합(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이 창설되었다. NOW의 사적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자는 프로그램은 공적영역에서
의 여성평등과 결부되었다. 이 조직은 구조적 억압과 폭력에 대한 집합적 저항운동을 전개했고, 캠페인, 로비,
퍼레이드, 피켓팅, 법 초안 작성, 소송 등 정치적, 법적 방식에 의존했다. Reagan, When Abortion, 190,
223-234.
47) 어떤 페미니스트는 원하지 않은 임신 경우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 들어온 “침입자(intruder)"이며, 여성은 이
에 대해 방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신 중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 즉 400배 이상 증가하
는 호르몬의 양, 빨라지는 맥박 수 등의 변화를 인용하면서 임신은 침공(invasion)과 유사하다고 주장했
다.(Hull, 4, 재인용)
48) Reagan, When Abortion was a Crime, 221; Betty Friedan, "Abortion: A Woman's Civil Right:
Keynote Speech begore the 1st NARAL" (Feb. 4, 1969).

- 39 -

한국미국사학회 제53회 전국학술대회

놀랍게도 뉴욕주가 낙태법을 폐지하고 가장 진보적인 법으로 대체했다. 임신 후 6개월 동
안에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코네티컷에서도 뉴욕 낙태법
폐지에 고무 된 여성들이 법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월드 소송시 <가족계획연맹>
의 고문이었던 캐서린 로라백(Catherine Roraback)은 여성 원고를 구하여 팀을 꾸리려고
노력했다. 여성의 사적인 경험을 여성 자신이 이야기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
이었다. 코네티컷에서도 뉴욕에서처럼 낙태권 옹호자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자신의 목소리로 법에 직접 말하도록 고무했다.50)
법조계에 있는 여성들은 1970년 캐더린 밀맨(Kathryn Millman)이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에서 “이제 여성 문제에 관하여 모래에 묻힌 미국을 파헤쳐내 구해
야 할 때이고 그 출발점은 낙태법이다”고 결론 내렸듯이 ‘speak-out’ 방식의 중요성을 충분
히 이해했다. 그녀들은 낙태법의 사회적 문화적 기원을 “도덕적 행위를 법제화한 빅토리아
적 풍조”에서 찾았으며, Roe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텍사스의 두 법조인, 린다 커피(Linda Coffee)와 사라 웨딩턴( Sarah Weddington)은 텍
사스 법조계가 남자들 손에 달려있는 한 여성은 2등 시민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녀들은 이전의 낙태법 개혁은 단지 낙태금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의사들의 재량
권을 더 강화시킬 뿐 여성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오래된 패러다임에 도전 할 길을 찾고 있었고, 법적 소송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것도 여성만의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
다. 두 사람은 택사스주 낙태법에 도전할 원고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1970년 2월 달라스
의 한 피자집에서 3명의 여인이 만났다. 바로 린다 커피, 사라 웨딩턴, 노마 멕코비(Norma
McCorvey)였다.
1969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22세의 노마 맥코비가 강간으로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낙태수술을 요청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낙태 이외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의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
을 제기했다. 린다 커피와 사라 웨딩턴은 그녀의 사례를 낙태권 확보를 위한 위헌 소송으로
끌고 갔다. 노마 맥코비는 신변보호를 위해 제인 로(Jane Roe) 가명을 사용했고 피고소인으
로는 댈러스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선정되었다.
이 위헌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 판사 9명이 7:2로 위
헌판결을 내렸다. 미국 헌법에 ‘사람(person)'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출산이후를 ’사
람‘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헌법 정신
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신 3개월까지의 낙태 결정은 여
성의 사생활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침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거한 날 Roe 판결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뉴욕 타임즈는 존슨대통령 서거와 함께 “High Court Rules Abortions

Legal the First 3 Months” 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낙태는 합법적인 행위가 되었고 커피와 웨딩턴은 ‘로’를

모든 여성

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이제 낙태를 임산부 생명이 위험할 때만 허용 해오던 42개주는 주법
을 무효화 하고 연방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로 판결 이후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후
생명권 옹호 진영과 선택권 옹호 진영 간의 싸움은 더욱 격화되었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까지 이어졌다. 살해자에 대해 의사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
49) Hull & Hoffer, Roe v. Wade, 96-110.
50) ibid.,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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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옹호하고, 소수의 극단적인 옹호자들은 살해자를 태어나기 전의 수 천명의 아이
들을 구해 낸 영웅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여성에게 출산의 자율권을 돌려준 판결이 이
제 법정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 문화에까지 거대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로가 대법원으로 가기 전 이미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양극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1970
년 초 4개의 주에서 낙태법을 철회했고, 그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가 일어났다. 낙태법 철회 반대자들은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운 카톨릭 교회와 연합하
여 강력한 반대를 외쳤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970년대 초 공화당이 고의적으로 낙태논쟁
을 가열시켰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리차드 닉슨은 낙태문제를 카톨릭교도, 남부인들 등 전
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공화당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유리한 쟁점으로 여겼
다.51) 이미 팽팽한 논쟁으로 가열된 낙태논쟁에 공화당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낙태문제가 양 정당간의 문제로 진입하지는 않았다.
로는 양 정당의 치열한 정치싸움의 핵심에 놓이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낙태전
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에 보수성향이 뚜렷한 브
랫 M. 캐노보 판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공식 트위터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
태를 범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52)

5. 나가는 글
<로 대 웨이드> 판결후 40년이 지난 2013년 1월 타임(Time)지는 “40년 전 낙태권 옹호
자들이 영웅적 승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표제로 글을 싫
었다.53) 그 표제가 말하듯 ‘로’는 생명권 옹호와의 투쟁에서 점차 대의를 잃어가고 있다. 로
판결 후 주 마다 연방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낙태 시기와 장소, 환경을 명문화하
거나 규제하는 가운데 ‘로의 변주곡’을 만들고 있다. (마치 slave code가 폐지되자 주 마다
black code를 제정한 것처럼.) 낙태에 대한 공공기금을 삭감하여 낙태비용을 부담하기 어렵
게 하거나, 미성년 경우 반드시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낙태 전 숙려기간을 갖아야
하거나, 의사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거나 등등의 규제를 명문화하고 있다.54)
여기에 더해 노마 맥코비는 1997년에 여권운동가들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양심선언 후 180도 전환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에
는 1973년의 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청구를 주 법원에 제출했다. ‘로’를 향한 역사적 행보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여성사의 관점에서 보면 로의 역사적 행보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
이었다. 오랫동안 법과 정체제도는 남성들의 영역이었고, 따라서 낙태 문제를 결정하는 주
체는 남성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며

남성들이 낙태금지법을 만들었고, 범죄화했으

며 여성의 합법적 낙태에 이르는 진입로를 통제해 왔다. 특히 의료계와 법조계는 자신들의
51) Rick Perstein, Nixonland, The Rise of a President and the Fracturing of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8), 528, 745.
52) 조선일보 (2018. 7. 12.)
53) Kate Pickert, "What Choice?: Abortion-rights activists won an epic victory in Roe v. Wade. They've
been losing ever since," Time (Jan. 14, 2013), 38-46
54) 2019년 1월 현재 42개 주가 면허증 없는 의사의 낙태를 금지하고, 12개 주가 오직 종합병원에서만 임신 후
특정기간 이전에만 낙태를 시행 할 수 있으며, 19개 주가 임신 특정기간 이후에 주치의 외에 다른 의사의 의
견을 구해야 한다, 18개 주에서는 낙태 전에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낙태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는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개 주는 낙태를 주 예산으로만 지원하도록 하며 33개주는 주 예산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27개주가 상담을 받은 후 시술받기 전에 숙려기간을 갖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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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낙태를 비방했고 그리고 다시 합법화 하
는데 앞장섰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낙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 시켰다. 그리고 낙태반대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이 변화하고 페미니즘이 미국 문화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할 때에 더욱 거세
졌다.
19세기 후반부터 로 판결까지의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이해관계가 다른 세 그룹, 즉 여
성, 의사, 법개혁자들이 펼친 한편의 드라마로 다가온다. 그런데 만약 남자들이 임신을 한다
면 이 낙태를 둘러싼 드라마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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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을 말한다>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푸른역사, 2018)
김진희(경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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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발표 4>

니켈로디언 시대(1907~1915)의 여성관객
홍종규(광운대학교)

1. 들어가며
미국에서 19세기 말 등장한 영화산업은 1905년 피츠버그에서 상설영화관, 니켈로디언
(Nickelodeon)이 처음 등장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니켈로디언이 등장하기 이전 영화
는 주로 보드빌 극장이나, 놀이동산 등을 중심으로 여러 공연과 함께 상영되는 여러 공연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했으나, 이제 니켈로디언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중심인 영화만을 상영
하는 공간이 등장한 것이다.
니켈로디언은 대체로 거리에 상점 입구를 면한 소규모 점포(storefront)를 영화상영을 위
한 극장으로 개조한 것이었고, 비교적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고 있었
다.1)
5센트 혹은 10센트라는 니켈로디언은 이후 빠르게 발전하여, 1907년 초 2,500여 개,
1908년 7월 약 8,000여 개의 니켈로디언이 등장하였고, 1910년에 이르면 약 1만여 곳이
운영되고 있었다.2) 이러한 니켈로디언의 폭발적인 성장은 니켈로디언에 출입하는 관객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 시기 미국인의 여가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1910년 약 2천6백만의 미국인이 매주 니켈로디언으로 향했으며,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3)
따라서, 이 시기 니켈로디언의 관객을 분석하는 것은 20세기 초 미국인의 생활을 이해하
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니켈로디언 시대의 관객에 관한 연구는 영화사
연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오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니켈로디언 시대의 관객은 주로 이
민자, 노동계층 등이 중심이었고, 니켈로디언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되는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니켈로디언의 관객은 이민자, 노동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또한 니켈로디언의 주요한 관객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주로
사회계층, 노동계층 혹은 이민자와 중산층이라는 이분법적 시작으로 관객을 분석하였기 때
문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을 충분히 그려내지 못하였다.
본 발표는 니켈로디언의 관객을 형성한 행위자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을 중심으
로 니켈로디언의 관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니켈로디언 시대의 관객
1894년 4월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를 통해 처음 미국에 동영상이 대중에
게 공개된 이후, 동영상의 내용은 주로 남성 관객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성적인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을 다루어 남성 관객을 유인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1) David Robinson, From Peep Show to Palace: The Birth of American Film(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96), 90.
2) Eileen Bowser, The Transformation of Cinema 1907-1915(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4-6.
3) Russell Merritt, “Nickelodeon Theaters, 1905-1914: Building an Audience for the Movies,” ed. Tino
Balio, The American Film Industry(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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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키네토스코프의 개인적인 특성, “훔쳐보기” 혹은 “몰래 보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늘날 다수가 하나의 동영상을 보는 영사기와 달리 키네토스코프는 핍쇼(peep show) 형
태였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주제는 남성 관객은 불러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였
다. 여성 안무가는 종종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으며,4) 체조선수, 권투 선수, 닭싸움과 테리
어가 쥐를 사냥하는 영상, 바넘과 베일리(Barnum and Bailey)의 서커스나 버팔로 빌의 와
일드 웨스트 쇼와 특히 프라이즈 파이트 등이 키네토스코프 영상으로 제작되었다.5)
하지만 키네토스코프는 점차 시장에서 사라지고, 영사기와 스크린으로 대체되었다. 미국
에서 스크린을 통해 다수가 하나의 동영상을 동시에 보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영화는
1896년 4월 뉴욕의 한 보드빌 극장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이후 영화는 전국에 걸쳐 보드빌
극장, 놀이공원, 유랑 상영업자와 강연, 정통 극장 등을 통해 여러 곳에서 상영되었다. 특히
보드빌 극장은 영화상영의 중심이 되었다.6) 보드빌에서 영화는 여러 공연 가운데 하나로
상연되었고 비중은 크지 않았다.
비록 보드빌 극장주는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관객과 이민자를 극장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보드빌의 관객은 대부분 성인 남성, 특히 사업가들이었다. 공연 중 일부에서 세미
누드의 여성이 춤을 추는 보드빌은 가족 관객과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고, 영어에 익숙
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주로 유원지로 향했다.7) 특히 장시간의 공연시간과 비싼 입장료는
소득이 적은 노동계층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8) 하지만, 1900년에 이르면 영
화는 공연과 공연 사이의 빈 시간을 채우는 역할로 축소되었고, 영화상영의 중심은 니켈로
디언으로 이동하였다.
1905년 피츠버그의 사업가 해리 데이비스(Harry Davis)와 존 해리스(John P. Harris)가
거리에 상점 입구를 면한 점포(storefront)를 개조하여 상설영화관을 문을 연 뒤, 이를 “니
켈로디언”으로 칭하면서 시작된 니켈로디언은 이후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 나아갔다. 1908
년 약 8,000여 곳, 1910년에 이르면 약 1만여 곳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주 2천 6백만 명의
미국인이 니켈로디언을 출입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약 30%가 매주 영화를 보았음
을 의미한다. 니켈로디언의 규모는 50석~200석, 대부분은 100석 미만으로 규모가 작았으
나, 입장료가 5센트에서 10센트로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미국인이 니켈로디언을 향하였고,
점차 미국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장소로 발전하였다.9)
더불어 영화의 내용 변화도 뒤따랐다. 1894년 처음 상업적인 영화가 등장한 이후 1906
년부터 1908년, 니켈로디언 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영화를 흔히 “원시/초기”(primitive)
영화라 부른다. 원시/초기영화는 주로 간단한 코미디, 멜로드라마, 이국적 풍경, 트릭 효과
나 움직임을 포착한 놀라움을 통해 관객을 영화로 이끌었다. 단순히 움직이는 사진/동영상
에 대한 신기함을 중심으로 일상의 모습을 담음 논픽션 필름이 압도적이었으나, 1906년과
4) Charles Musser, The Emergence of Cinema: The American Screen to 1907(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78.
5) David Robinson, From Peep Show to Palace, 43-44.
6) Richard Butsch, The Making of American Audiences: From Stage to Television,
1750-199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40; 홍종규, ｢미국의 초기 영화관 니켈로디
언 고찰｣, 전북사학 31, 2007, 228.
7) LeRoy Ashby, With Amusement for All(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6), 107;
Richard Butsch, The Making of American Audience, 115.
8) John Belton, American Cinema/American Culture(1994), 이형식 옮김, 미국영화 미국문화(경문사, 2003),
10.
9) 홍종규, ｢미국의 초기 영화관 니켈로디언 고찰｣,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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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을 지나면서 커다란 변화가 등장하였다. 허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이다(“고전”classical 영화).10) “보여주기”에서 “이야기하기”로 영화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니켈로디언의 등장과 함께한 것이다.11)
초기 영화사가 테리 람세이(Terry Ramsaye)는 니켈로디언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를 중
심으로 처음 발전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거대한 도시, 특히 처음 니켈
로디언이 등장한 피츠버그는 석탄과 철의 중심지였고, 따라서 거대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흡수하였고 서로 다른 다양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방인에게 미국의 극장과
예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호소력이 없었다. 오락은 비쌌고 임금은 낮았다. 반면
에 스크린에 보이는 이야기는 외국 출신의 미국인과 비슷하였고 요금은 쌌다. 따라서 니켈
로디언은 거대한 도시 외국출신 노동자 지역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
다.12) 이와 같은 시선은 니켈로디언이 성장할 당시의 기록의 연장선에 있다. 존 콜리어
(John Collier)는 니켈로디언은 가족 극장이고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었고 건강하고 “값싼
오락”이라고 설명하였다.13) 즉 니켈로디언은 “가난한 자의 오락”이었다. 같은 이유로 로버
트 스크라(Robert Sklar)는 이 시기 영화는 노동계급의 요구와 욕망과 일치하였고, 니켈로
디언은 하층민 이민자들과 흑인들 사이의 인종적 대립에서 자유로운 곳이었다고 설명하였
다.14) 또한 러셀 메리트(Russell Merrit)는 당대의 기사를 분석하여 니켈로디언은 “민주주
의/평등의 극장”(Democracy’s Theatre)이라 불렀다. 러셀 메리트는 당시의 기사를 인용하
며 뉴욕 관객의 78%가 노동계층이었으며, 영화는 이민자, 노동자, 아이들과 실업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15) 즉 니켈로디언은 중산층이 아닌 노동계층의 문화였다고 보았다.
한편 로버트 C. 앨런(Robert C. Allen)과 더글라스 고메리(Douglas Gomery)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적인 관객 분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대도시 맨해튼과 노스캐롤라
이나 소도시 더럼에 있는 니켈로디언의 지리적 위치를 분석하여 관객을 분석하였다. 맨해튼
에서 니켈로디언은 노동자들이 사는 구역뿐 아니라 중산층이 사는 구역에도 집중적으로 위
치하였고, 따라서 니켈로디언은 노동자 · 이민자 계층뿐 아니라 중산계층 또한 널리 이용하
였다고 말하였다. 소도시 더럼은 오히려 상업 중심지에 니켈로디언이 위치했고 노동자 거주
구역에는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더럼에서는 처음부터 중산층을 겨냥하여 극장이 세
워졌다고 보았다.16)
벤 싱어(Ben Singer)는 맨해튼 지역의 인구밀도를 조사하여 상업 지구와 같이 잠재적 고
객이 많은 지역에 니켈로디언이 위치했으며, 동네 니켈로디언(neighbor nickelodeon)은 주
거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니켈로디언이 적은 모습을 보였다. 벤 싱어는 이와 같은 결과를 중산층이 하

10) David Bordwell, Janet Staiger, and Kristin Thompson, The Classical Hollywood Cinema: Film Style
& Mode of Production to 1960(London: Routledge, 1985), 115-116, 157-159.
11) John Belton, American Cinema/American Culture, 11.
12) Terry Ramsaye, A million and One Night: A History of the Motion Picture through 1925(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4[1926]), 430-431.
13) John Collier, “Cheap Amusement,” Charities and the Commons 20, April 1908, 73-76.
14) Robert Sklar, Movie-Made America: A Cultural History of American Movies(New York: Vintage
Books, 1994[1975]), 16.
15) Russell Merritt, “Nickelodeon Theaters, 1905-1914: Building an Audience for the Movies,” ed. Tino
Balio, The American Film Industry(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84-85.
16) Robert C. Allen, Douglas Gomery, Film History: Theory and Practice(1985), 유지나, 김혜련 옮김, 영
화의 역사: 이론과 실제(까치, 1998), 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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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층을 멀리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니켈
로디언이 위치한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니켈로디언이 위치한 것을
미루어 니켈로디언은 계층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았다.17)
하지만 리처드 버치(Richard Butsch)가 말한 것처럼, 다양한 당대의 기록은 니켈로디언의
주 고객이 노동계층과 이민자였음을 말해준다. 니켈로디언은 노동계급 이민자에게 알맞은
얼마 되지 않는 값싼 오락이었고, 무성영화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어떠한 장
벽도 되지 않았으며,18) 매우 적은 비용으로 어머니가 옷을 차려입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였다.19) 또한, 하위계층이나 노동자는 동네 니켈로디언의 에너지,
예측 불가능성 및 동지애를 즐겼으며, 소외된 그룹이 연대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
였다.20)

3. 니켈로디언 시대의 여성관객
니켈로디언은

한

편으로

여성이

극장에

출입하게

됨으로써

“남녀평등”(sexual

egalitarianism)의 장소가 되었다. 이민자의 부모는 그들의 딸들이 다른 오락을 즐기기보다
니켈로디언에 출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반겼다. 저임금의 노동계급의 여성들이 입장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은 낮았다. 니켈로디언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특히 여성과 아이들
의 구미에 맞음을 강조하였다.21) 1908년 한 기사에 따르면 니켈로디언에 출입한 관객은 다
양하나 대체로 아이들이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6세부터 30세 사이의 여성은
거의 드물고, 중장년의 여성이 꾸준한 단골이라고 보았고,22) 그 비중은 대략 75~80%라 보
았다.23) 초기 니켈로디언의 여성 관객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온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를 거치며 남성은 거리를 배회하고 원하는 오락에 자유롭게 참여하였으나, 여성은
집 안에 있을 것을 요구받았고, 밖을 나간다면 적절한 동료들의 에스코트가 필요하였다. 밤
거리를 홀로 걷는 여성은 종종 매춘부로 취급당하였고, 살롱이나 벌레스크 하우스 혹은 댄
스 홀을 출입하는 것은 “존경받는” 여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05년 이후 니
켈로디언이 급증하면서 도시의 거리를 번화한 레크리에이션의 거리로 바꾸어 공적 공간을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노동계급의 여성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동네 니켈로디언은
형제, 자매를 돌보는 어머니와 언니가 가사노동과 일상생활의 고된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가
까운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였다. 영화보기의 격식 없는 특성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잘 맞았다. 영화를 보기 위해 어머니는 옷을 차려입을 필요가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적은 비용으로 니켈로디언에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17) Ben Singer, “Manhattan Nickelodeons: New Data on Audiences and Exhibitors,” Cinema Journal
Vol.34, No. 3(Spring, 1995), 19-23.
18) Richard Butsch, The Making of American Audiences: From Stage to Television, 1750–
199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41.
19) Richard Butsch, “ The Imagined Audience in the Nickelodeon Era,” eds Cynthia Lucia, Roy
Grundmann, Art Simon, The Wiley‐Blackwell History of American Film(Oxford, U.K. and Maiden, MA:
Wiley-Blackwell, 2011), 144.
20) Desirée J. Garcia, “Subversive Sounds: Ethic Spectatorship and Boston’s Nickelodeon Theatres,
1907-1914,” Film History Vol 19(2007), 225.
21) Charles Musser, The Emergence of Cinema, 432.
22) Joseph Mendill Patterson, “The Nickelodeon,” The Moving Picture World(Jaunary 11, 1908) Vol 2,
No 2, 21.
23) “Picture Shows Championed,” The Moving Picture World(Jun 20)Vol 2, No 25,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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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상영자들은 공격적으로 바쁜 어머니가 그들이 아이를 떠날 수 있는 탁아소로 그들
의 극장을 광고하여 여성 단골을 유치하였다. 젊은 독신 남성과 여성의 경우 니켈로디언은
상사, 부모와 시끄러운 형제를 피하여 재미와 로맨스를 즐길 수 있는 장소였다. 집에서 지
내며 대부분의 수입을 부모에게 주는 한 여성 노동자는 영화가 흥미로운 기쁨의 자극과 사
회적 자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얼마 안 되는 값싼 엔터테인먼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였
다. 엄격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 영화는 보호자 없이 참석할 수 있는 드문 오
락 중 하나였다. 영화는 특히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남성은 댄스홀이나 보드빌
극장에 참석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니켈로디언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극장 안
의 어두움은 연애 중인 젊은 연인들에게 환영받았다.24)
이러한 니켈로디언 문화는 미국 사회에 두 가지 시각을 갖게 하였다. 하나는 영화를 통해
노동계층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죄악이 성행하는 곳이었다.
먼저, 제인 애덤스는 1907년 그의 동료들과 함께 헐 하우스(Hull House)에 300여 석 규
모의 영화 극장을 열고 교육적인 영화나 문학작품을 소재로한 영화 등을 상여하였으나 그다
지 성곡적이지는 못하였다. 1908년 존 록펠러(John D. Rockfeleller)의 후원받은 뉴욕 5번
가 침례교회(5th Avenue Baptist Church)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영화를 1센트에 상영하여
주변에 산재한 니켈로디언을 견제하려 하였다.25)
또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한 영화 또한 니켈로디언을 통해 상영되었다. 1912년 전미여
성참정권협회(National

American

Woman

Suffrage

Association)과

여성정치동맹

(Women’s Political Union)은 여성을 위한 투표(Vote for Women)를 제작하여 상영하였
다. 여성을 위한 투표의 성공에 고무받은 여성정치동맹은 1913년 8천만 여성이 원한다
-?(80 Million Women Want-?) 등을 제작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26)
그러나 대부분 프로테스탄트는 동네 곳곳에 등장한 니켈로디언에 사람들이 몰리자 큰 우
려를 보였다. 교회보다 극장을 더 많이 찾고 노동계층의 “향락적인” 모습을 보이자 영화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Chicago

Daily

Tribune)이 니켈로디언을 범죄 학교로 묘사하고 도시의 만연한 범죄를 조장한다고 공격하
며, 혁신주의자와 언론의 압력이 계속되자, 1907년 11월 4일 시카고 시의회는 영화검열조
례를 통과되고 11월 9일 발효되었다. 이 조례는 영화상영허가권을 경찰청장에게, 최종항소
권을 시장에게 부여하였다. 1908년 뉴욕시장 조지 맥클렌(George B. McClellan)은 니켈로
디언을 비도덕성을 키우는 장소이며 어두운 극장은 성적인 타락의 장소라고 비판하며 12월
500여 곳 이상 니켈로디언의 허가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뉴욕의 영화 배급업자의 모
임인 뉴욕배급자협회(New York Exhibitiors Association)는 영화에 대한 도덕성을 보증하
기 위해, 니켈로디언에 우호적이었던 인민협회(People’s Institute)에게 뉴욕에서 상용하는
모든 영화를 검열할 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인민협회의 주도로 영화검열위원회
(Board of Censorship of Motion Picture Shows)가 세워졌고, 여성자치연맹(Women’s
Municipal League), 공교육연합(Public Education Association), 교회연합(Federation of
Church), 그리고 정치교육연맹 (League for Political Education) 등이 구성단체로 참여하
였고, 뉴욕배급자연합이 대표가 되었다. 영화검열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이었으나, 카메라와
24) Steven J. Ross, Working-Class Hollywood: Silent Film and the Shaping of Class in America(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1-23.
25)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미국사연구 34, 2011, 148-149.
26) Kay Sloan, “Sexual Warfare in the Silent Cinema: Comedies and Melodramas of Woman Suffragism,”
American Quarterly Vol 33, No 4(Autumn, 1981), 42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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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영화회사의 연합인 영화특허회사(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MPPC)에 종속되었다. 다른 지역의 영화제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뉴욕의 광범
위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영화검열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영화검열위원회는 법
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영화제작사들은 그들의 영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영화검열위원회
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는 영화검열위원회에 영화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화가 도덕
적으로 깨끗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객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27)

4. 나오며
1905년 등장한 니켈로디언은 값싼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여 1910년에 이르게 되
면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주요 이용 관객은 처음 이민자나 노동계급 출신의 아이들과
그의 어머니에서 점차 확장하여 같은 출신의 남성과 젊은 여성으로 확장되어 나아갔다.
남성과 젊은 여성이 뒤늦게 니켈로디언에 합류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아이들과 중장년의 여
성은 당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오락에 머물면서 새롭게 등장한 니켈로디언을 먼저 발견하였
던 반면, 남성은 전통적인 오락, 즉 살롱이나 벌레스크 하우스, 댄스홀에 상당 시간 머물게
되면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은 오락에서 배제된 전통적인 여
성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니켈로디언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여성이 집 밖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그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당시 발간된 신
문과 잡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니켈로디언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계급과 이민자, 여성의 정체성이 형성
되어나가면서 이에 불안감을 가진 중산층과 상류계층에 대한 반발을 불러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영화제작자들은 점차 점증하는 영화에 대한 공격을 막고자 검열을 통해 중산층과 상류층
관객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영화 상영업자/니켈로디언 운영자는 환경의 개선을 통해 영화
에 대한 공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장편영화가 등장하고 이야기는 점차 복잡해져
나아갔다. 니켈로디언은 장편영화를 상여하기 위해 큰 극장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좀 더
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더 많은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1915년에 이르면 니켈로디
언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니켈로디언은 미국 영화시장을 만들고 영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니켈로디언을 통해 여성의 생활 공간을 집안에서 집 밖, 즉 거리로 확장
시켰고 미흡하나 여성만의 여가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니켈로디언의 관객을 분석하는데 있어 행위자는 단지 젠더적 측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젠더적 측면 이외에, 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는데 아직 연
구가 필요한 인종적 측면과 성인과 미성년, 계층적 분화와 지역적 특성 또한 이 시기를 온
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본 발표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한 계단이며, 향
후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27)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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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발표 1>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따른 해상교통망의 형성과
19세기 중엽 미국의 제국주의
이민용(서울대학교)

1. 서론
2.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발발과 해상 여객운송 항로의 부상
3. 19세기 중엽 미국인들의 파나마 여행기 속 인종·민족·제국
4. “이곳은 미국이 아니다”: 1856년 ‘수박전쟁’
5. 결론

1. 서론
1849년 1월, 파나마 항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증기선을 타기 위해 몰려든 수천 명의 미
국인들로 북적거렸다. 그중에는 미국-멕시코 전쟁 직후 캘리포니아 군정 책임자로 임명된
미 육군 태평양 사단 사령관 퍼시퍼 스미스(Persifor F. Smith)도 있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The 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의 증기선 캘리포니
아 호였다. 1848년 설립된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의 증기선 세 척 중 가장 먼저 정기 항
해를 나선 캘리포니아 호는 1848년 10월 뉴욕 항을 출발,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혼 곶
(Cape Horn)을 돌아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장량을 가늠할 수조
차 없을 만큼 풍부한 금광맥이 발견된 사실이 대통령의 연례 의회 연설로 확실해진 것은 캘
리포니아 호가 출항한 지 2개월가량 지난 뒤의 일이었다.1) 그러나 초기 증기선은 기술적
한계와 연료 문제로 예정보다 지연 운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캘리포니아 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까지 24일 만에 주파한 캘리포니아 호는 그후 남아메리
카 대륙을 우회하는 데 3개월가량을 소비한 끝에 1849년 1월 17일에야 파나마 항에 도착
했다. 그 무렵 금광 발견 소식을 듣고 급히 파나마 항으로 모여들어 캘리포니아 호에 승선
하려던 미국인들은 새 증기선이 이미 승객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의 금광 소식이 기존 교역로를 따라 급속히 전파된 탓에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항구에서
칠레와 페루 등지의 예비 광부들이 이미 탑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증기선
도 캘리포니아의 금도 자국만의 것으로 생각했던 파나마의 미국인들을 격분케 하기에 충분
했다. 파나마의 미국인들은 증기선 회사의 탐욕을 비난하고 칠레, 페루, 멕시코 등지에서 캘
리포니아로 향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집회를 열었고, 곧이어 캘리포니아
군정 책임자 스미스는 외국인의 캘리포니아 금 채굴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
다.2)
1) President James K. Polk Fourth Annual Message, 5 December 1848.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fourth-annual-message-6, 2018년 12월 3일 확인).
2) Sucheng Chan, “A People of Exceptional Character: Ethnic Diversity, Nativism, and Racis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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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러시 시기 캘리포니아에서 기승을 부린 미국의 토착주의와 자국민 중심주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대다수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땅에 발을 디디기도 전, 타국의 영토
인 파나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당시 미국인들이 파나마 지협을 캘리포니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였던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미국인들의 골드러시가 시작된 1849년부터 대륙
횡단철도가 건설되는 1869년까지, 파나마 지협을 경유하는 해상교통은 당시 미국 영토의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양안에서
증기선을 이용하고 파나마 지협에서 최단거리 육로를 횡단하는 이 이동 경로는, 범선을 이
용해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혼 곶을 우회해 가는 해상로와 북아메리카 대륙을 짐마차로 횡단
하는 육상로, 두 가지 다른 경로와 함께 골드러시 시기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미국인들의 수
송을 담당했다. 캘리포니아조차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던 19세기 중엽, 캘리
포니아의 급속한 미국화를 촉발한 골드러시가 동시에 전대미문의 미국인 유동인구를 파나마
지협에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증기선을 이용한 해상교통망은 미국의 서부 개척과 해외 팽창
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이제까지의 골드러시 연구는 미국 국내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치중하여 골드러시의 국제
적 성격을 축소하거나, 국제적 성격을 논의하더라도 이민자 집단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미국 국경 바깥에서 일어난 변화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3) 미국 대중문화 속 캘리포니
아 골드러시는 북아메리카 서부 개척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서, 붉은 셔츠와 ‘파나마
모자’를 쓴 청장년층 백인 남성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이러한 대중문화상의 재현에 비하면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골드러시 시기 캘리포니아의 비백인, 여성, 이민자들에 관해서도 꾸준
히 언급해 온 것은 사실이다. 골드러시 150주년을 맞이하여 199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연구들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멕시코계 캘리포니아인, 흑인, 칠레·페루·멕시코·프랑스 등지에
서 온 이민자 등 인종적 소수자 집단이 골드러시 시기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4) 그러나 새로운 조류 역시 캘리포니아 내의 사회적 다양성에 집중했을
뿐, 이 막대한 인구 이동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인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미국인 다수의
유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경유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미국 쪽 연구자
는 라틴아메리카 역사가 맥기네스(Aims McGuiness)가 유일하다. 2007년 출간된 『제국의
길: 파나마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Path of Empire: Panama and the California Gold
Rush)』에서 맥기네스는 골드러시가 파나마에서도 한 시대의 이정표가 될 정도로 큰 사건
이었음을 주장하며, 골드러시와 이후 파나마 운하 건설로 본격화될 미국의 제국주의를 연결
California Gold Rush,” California History 76: 2 (2000), 58. 이 포고령 자체는 스미스가 캘리포니아에 도
착한 후 흐지부지되었으나, 포고령이 담고 있는 토착주의는 이후로도 캘리포니아에서 맹위를 떨쳤다.
3)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Rodman Paul, California Gold: The Beginning of Mining
in the Far We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7); Malcolm Rohrbough, Days of Gold: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the American N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Brian Roberts, American Alchemy: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Middle-Class Cul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를 참조.
4) 이러한 전환을 이끈 대표적인 연구자 존슨(Susan Lee Johnson)은 19세기 중엽 금광으로의 이주 행렬에 참여
했던 사람들의 인종, 성별, 국적이 다양했음을 밝히고 이들이 이루어낸 다인종 사회의 역동성을 재조명한다.
Susan Lee Johnson, Roaring Camp: The Social World of the California Gold Rush (New York: W. W.
Norton, 2000). 특정 국적에 초점을 맞추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바라본 연구로
는 Jay Monaghan, Chile, Peru, and the California Gold Rush of 184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Malcolm Rohrbough, Rush to Gold: The French and the California Gold Rush,
1848-185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Elizabeth Sinn, Pacific Crossing: California
Gold, Chinese Migration, and the Making of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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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다.5) 다만 맥기네스 역시 금광을 향한 미국인들의 행렬이 좁게는 파나마, 넓게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면서 미국의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대전제로 놓을 뿐,
그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는 깊게 탐구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당시 파나마를 경유한 미국인 이민/여행자들이 남긴 일기와 편지, 수기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떠한 여파를 남겼는지 살펴봄으로써, 중
앙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제국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크게 기여하였
음을 주장한다. 특히 파나마에서 1850년대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1903년 미국의 원
조 하에 파나마 공화국이 독립하고 운하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제
국주의가 19세기 중엽에 이미 싹을 틔웠음을 보여준다. 골드러시로 인한 해상교통의 부상은
파나마의 경제구조를 미국 양안 경제의 연결을 담당하는 경유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6)
1851년 건설하기 시작해 1855년 완공된 파나마 철도는 미국 자본에 의한 파나마의 ‘미국
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이고도 실제적인 산물이었다. 자국 영토에서 자국 영토로 가기 위해
서 타국 영토를 지나야 한다는 흔치 않은 상황은, 멕시코와의 전쟁 직후 여전히 ‘명백한 운
명’과 같은 인종주의적 팽창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미국 백인 여행자들에게 추가적 영토 확
장을 상상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이 남긴 일기와 편지 등 기록은 북아메리카 대륙 서쪽
끝까지 달하는 영토를 획득한 후에도 식지 않았던 미국 사회 전반의 팽창주의적 욕망을 조
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여정 자체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관심을
새롭게 자극하였음을 드러낸다.

2.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발발과 해상 여객운송 항로의 부상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네바다 산맥 기슭에서 금광맥이 발견되었다. 미국멕시코 전쟁이 마무리되고 북아메리카 대륙 남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멕시코가 미국에 할양
하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이 1848년 2월에 조인되었으니,
공식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땅이 미국 소유가 되기도 전의 일이다. 미국의 남서부 영토 획득
과 맞물린 금광의 발견은 멕시코 북부 변경지대였던 캘리포니아를 2년 만에 미국의 한 주
로 편입시켰고, 태평양에 면한 외딴 포구에 불과했던 샌프란시스코를 거대한 국제항으로 변
모시켰다. 1848년 캘리포니아 전역의 유럽계 정착자 인구는 2만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
정되나, 고작 4년 뒤인 1852년 캘리포니아 주 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인구수는 3만여 명의
“길들여진 인디언들(Indians domesticated)”을 포함해 25만을 넘었다.7)
이렇게 많은 수의 급격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
진 해상로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 뉴잉글랜드에 거점을 둔 미국 상회들의 대(對)중국 무

5) Aims McGuiness, Path of Empire: Panama and the California Gold Rush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6) Michael L. Conniff, Panama and the United States: The End of Alliance, 3rd ed.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2), 24.
7) J. D. B. DeBow [Superintendent of the U.S. Census], The Sev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Robert Armstrong, Public Printer, 1853), 982. 1848년 이전의 캘리포니아 인구는 모
두 추정치이다. 멕시코 통치기 캘리포니아의 거상이자 미국 영사였던 토머스 라킨(Thomas Larkin)은 1847년
1월 즈음 캘리포니아에는 “16,000명에서 18,000명 사이의 백인”이 살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했으며, 이후 역
사가들 역시 1848년 이전 캘리포니아 역사를 논할 때 이 추정치를 인용해 왔다. T. O. Larkin to F. D.
Atherton, 19 Janurary 1849, G. D. P. Hammond (ed.), The Larkin Papers: Personal, Business, and

Official Correspondence of Thomas Oliver Larkin, Merchant and United States Consul in California,
Vol. 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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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이용되던 소형 쾌속 범선(clippers)들은 1849년 초부터 젊은 미국인 남성들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싣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남아메리카를 빙 돌아 항해하는 범선은
빠르면 100일을 조금 넘겨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날씨와 해류, 식량
및 생필품 보급 등의 영향에 따라 항해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5개월
이상 걸렸다. 그에 반해 증기선을 이용하는 파나마 항로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론적으로는 1개월 내로 이동할 수 있었다. 뉴욕 또는 뉴올리언스에서 증기선을 탄 여행객들
은 대서양에 면한 차그레스(Chagres) 또는 철도가 건설되면서는 아스핀월(Aspinwall)에 내
려, 소형 보트나 카누를 타고 중간 지점인 고르고나(Gorgona) 또는 크루세스(Cruces)까지
강을 따라 이동한 후, 거기서부터 걷거나 나귀를 타고 파나마 항으로 향했다. 이 과정은 평
균 3-4일가량 소요되었다.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여행객들만으로는 쉽지 않은 여로였고,
따라서 1850년대 초반에는 파나마 현지인들과 서인도제도 출신 이민자들이 여행자들을 대
상으로 숙박, 요식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태평양 우편 증
기선 회사의 초반 운영 미숙으로 인해, 파나마 항에 도착해서 증기선을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다. 여행객들은 익숙지 않은 풍토에서 생소한 언어와 문화는 물론 본인
들이 열등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에 걸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 이 증기선 항로는 대륙 북서부 오레곤 영토의 미국인 정착지와 미국
본토 사이의 연락과 물자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누에바그라나다 정부의 지
도층 역시 파나마 지협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밑거름이라 여겨 미국의 철도 건
설 계획을 환영하였다.8) 16세기 이래 스페인 제국 마닐라 갤리온 무역의 중간기착지로 번
성하였던 파나마는 19세기 초 남아메리카 식민지들의 독립 후 누에바그라나다 공화국
(Repúblia de la Nueva Granada)의 일부가 되었으나, 마땅한 경제적 소득원 없이 쇠락해
가고 있었다. 누에바그라나다 공화국과 미국이 1846년 조인한 말랴리노-비들랙 조약(The
Mallarino- Bidlack Treaty)은, 미국이 누에바그라나다의 주권과 파나마 지협 영유권을 인
정하고 보장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파나마 지협의 통행권과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 의회에
이 조약의 승인을 요청하는 연설에서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뿐 아
니라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과의 소통이 가져올 막대한 상업적 이득”을 역설하였다.9) 이는
미국 건국 무렵부터 엘리트 계층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대(對)중국 무역을 향한 환상이
파나마를 향한 관심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금맥의 발견과 함께 이 증기선 항로는 곧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여객 운송 항로
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3. 19세기 중엽 미국인들의 파나마 여행기 속 인종·민족·제국
캘리포니아의 금광 발견이 야기한 급속한 인구 이동은 1850년대 캘리포니아 본토뿐 아니
라 파나마, 하와이 등 캘리포니아와 해상교통으로 이어진 지역의 사회와 경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골드러시의 열기가 그럭저럭 가라앉은 1860년 미국 전체 인구조사에서는 약
38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1%가 18세
에서 45세 사이의 백인 남성이었다.10) 10년이 지난 뒤의 인구 구성에서도 드러나듯 미국의
8) McGuiness, Path of Empire, pp.16-18; Conniff, Panama and the United States, 19, 35-36.
9) James K. Polk, “Special Message,” 10 February 1847.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pecial-message-3254, 2018년 12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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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러시 이민자 중에서는 젊은 백인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동일한 시기 미국에 편
입된 다른 지역에 비해 캘리포니아에서 앵글로계를 주축으로 한 백인 중심의 사회 계서제가
개인·국가적 폭력을 동반하여 급속히 자리 잡았던 데는 골드러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젊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미국인들의 체류는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경유한 라틴아메리카 각 항구도시의 현지인들에게 사회적 혼란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
에 야기했다. 갑작스러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위기의식은 특히 미국 팽창주의의 직접적
관심의 대상이던 중앙아메리카에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골드러시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야기한 것 이상으로, 당시 금광으로의 행렬에 참가한
이들이 막대한 양의 저작물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1850년대
는 골드러시라는 역사적 우연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적 확장을 주창하는 소수의 언론인·호사
가들만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들이 파나마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생산한 시기였다.
이때의 기록 중 일부는 골드러시라는 사건이 미국 사회 내에서 신화화되면서 후대에 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지만, 대다수는 서간이나 일기의 형태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읽히거나 지역
신문에 실리는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이 사적 저술들은 골드러시 발발 이후 새롭게 생겨난
서적 장르인 금광지대 가이드북 등과 함께 지협에 관한 정보를 미국 사회 내에 새로이 유통
하고 파나마 지협이라는 국외의 영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국적·
이질적이면서도 국내 이동 경로의 일부로 포섭된 가깝고 낯익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생
산해냈다.
이 시기 미국인 여행자들의 기록은 “제국의 시선(imperial gaze)”을 실천한 일종의 민족
지학적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11)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파나마는 국내와 국외의 경계선이
모호한 공간으로서, 이질적이고 열등한 사회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1848년 이
후에도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던 영토 확장의 욕망을 투사할 대상이 되었다. 다만 골드러시
이전까지 미국 사회에서 파나마에 대한 인식이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엘리트 계층 위주
의 추상적 관심에 머물렀다면, 1850년대 미국인 여행자들은 파나마 지협의 다인종 사회를
구성하는 현지인 주체들과 면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이 지협을 점유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곳의 현재 거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고려해야만 했다.
그에 따라 이 시기 미국인들의 여행기는 파나마 현지 사회의 인구 구성과 그 의미를 설명하
는 데 큰 비중을 할애했다.
백인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파나마 지협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인종적·성별적·계급적 규범
틀을 넘나드는 과정이었다. 골드러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에는 파나마 항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탓에, 여행자들과 현지 서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 항구에 부두가 없었으므로 증기선들은 해안에서 몇 마일씩 떨어진 위치
에 정박했고, 승객들은 그 증기선까지 조각배 또는 카누로 노를 저어 가야 했다. 미국인 여
행자들은 자신들의 배타적 인종관과 현실적 필요를 절충해야 했고, 그 타협점을 현지인들의
10) Joseph C. G. Kennedy [Superintendent of Census],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1860;
Compiled from the Original Returns of the Eighth Censu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4), iv. 1860년 전체 인구수 대비 18-45세 사이 백인 남성 혹은 “정남(丁男, fighting men)” 수
는 뉴욕 주 20.8%, 일리노이 주 22.1%, 텍사스 주 21.9%,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18.9% 등 타 주에 비해 캘
리포니아가 월등히 높다. 같은 책, xvii.
11) “제국의 시선”은 영문학자 프랫(Mary Louise Pratt)을 비롯한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들이 고안하여 대중화
한 이론 틀로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여행기 등이 제국주의적 전지구화 시대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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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구경거리 취급하는 데서 찾았다. 1852년 딸과 함께 파나마를 경유해 캘리포니아로
향했던 새러 브룩스(Sarah Brooks)는 파나마 항에서 벌어졌던 짧은 해프닝을 소개했다:
“경고 한 마디 없이, 누군가 나를 뒤에서 붙들었다. 까만 팔 하나가 내 허리를 잡았고, 다른
하나가 내 무릎을 받쳤고, 나는 그대로 들어올려져 물속으로 끌려들어갔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12) 흉악범죄를 고발하는 피해자 같은 언술이고 실제로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던 비백인 남성과의 신체 접촉 경험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파나마 지협이라는 공간이 미국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일
탈의 공간으로서 널리 용인되었음을 의미한다. 1853년 무사히 파나마에 도착했음을 아내에
게 알리는 편지에서, 토머스 일라이 뷰캐넌(Thomas Ely Buchanan)은 첫날 숙박에 관해
자신이 “인디언의 침대에서 잤지만, 인디언의 아내와 함께는 아니었다”라고 적었다.13) 단순
히 본인이 아내에게 충실했음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중앙아
메리카 혹은 열대지방 여성들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편견, 혹은 백인 여행자에 의한 원주
민 여성의 성적 착취가 실제로 만연했던 현실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만 이러한 문장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일상적으로 삽입된 것 역시, 이때 미국인 여행자
들의 인식 속에서 파나마가 타인종과 문화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전시장처럼 기능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관찰과 체험,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통하여, 골드러시 시기 미국인들은 통칭 ‘지협(the
Isthmus)’으로 불리던 파나마와 중앙아메리카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렇게 얻은 지식은 파나마 현지인들의 특성을 재단하고 지협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일부 여행자들은 파나마 자체를 무가치한 곳으로 묵살했다. 예컨대 1851년
한 미국인 여행자는 “파나마는 인간이 태어나 발 디딜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더럽고 끔찍
하고 역겨운 장소 중 하나”라고 불평하며, “신이 어째서 이런 곳을 존재하게 놓아두는지”
의문을 표했다.14) 또 다른 이들은 파나마의 자연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거주민들은
가망 없는 존재로 묘사했다. 인종간 혼혈과 성적 방종은 이 시기 중앙아메리카 여행기에 빈
번히 등장하는 대중적인 주제였다. 한 예로 존이라는 이름의 신원미상 미국인은 그의 “친애
하는 아주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협의 원주민들이 “인디언과 아프리카인종의 혼혈이고,
그 각각의 악습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며, 그들 모두가 “무지하고 게으른 반야만인”이라
고 적었다.15) 이는 물론 독자적인 인종 계서제가 존재하던 사회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40대 중반 여행자 헨리 카터(Henry Carter)는 미국
인들의 경유 인파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구성을 완전히 재
이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리라 예측했다. 현재의 거주민들을 대체하고 파나마를 차지할 인
종이 누구인지 카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새로 건설되는 철도
위로 첫 번째 열차가 도래할 무렵에는 [원주민들]도 눈을 떠야 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미루
12) Sarah Brooks, “Across the Isthmus to California in ‘52” (San Francisco, 1894); JoAnn Levy, They
Saw the Elephant: Women in the California Gold Rush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0), p.47에서 재인용.
13) Thomas Ely Buchanan to his wife, 29 April 1853, Thomas Ely Buchanan Letters, Western
Americana Collection, Beinecke Rare Books and Manuscripts Library,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이하 BRBM-YU).
14) A. Thorndike to Captain [I?] Snow, 13 July 1851, Beinecke Gold Rush Collection, Folder 28.
BRBM-YU.
15) “John,” letter to “My dear aunt,” 12 April 1850, mssHM 73059,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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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짐작할 수는 있다. 일기의 이 부분을 끝맺으면서 카터가 덧붙인 말은 흡사 인종 청소를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때때로… 타인에게 쓸모없고 본인에게 비참한 삶들은 종결되는 편
이 적절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16)
파나마 현지인들의 인종적 열등함은 단순히 아직 미개한 야만 상태가 아닌 한 문명의 몰
락으로, 따라서 더욱더 구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협의 거주민들이 ‘혼혈 인종’이
라는 사실은 이 지역이 스페인 제국의 전성기 이후로 꾸준히 쇠락의 길을 걸어온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상당수 미국인 여행자들이 한때 스페인 제국의 번영을 말해주는 유적지를 상
세히 묘사했다.17) 이들은 스페인-라틴 문명과 미국-앵글로 문명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
나마의 미래가 후자에 있음을 암시했다. ‘라틴 인종’의 무력함에 대한 확신은 그들의 군사적
무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고, 때로는 미국인들의 무력행사를 상상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도 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출신의 30대 청년 아이작 리드(Isaac Read)는 1851년
11월,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던 중 가툰(Gatun) 마을에 들른 뒤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곳에는 몇 명의 원주민 병사들이 머무르는 경비초소가 하나 있다. 제대로 무장한 양키
네 명이면 그들 50명쯤은 거뜬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18) 멕시코와의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지난 시점에도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인들을 향한 호전성을 드러내는 언사가 일상적으
로 사용되고 있음은 당시 미국에서 온 백인 남성들의 행동 양태를 대강이나마 추측할 수 있
게 해준다. 19세기 중엽 파나마에 도착한 미국인들은 이 ‘환승 지대(transit zone)’의 현재
를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이해하고, 누에바그라나다 공화국의 주권과 현지 경찰력을 무시하
는 언행을 일삼았다.
캘리포니아 금광으로 향하던 미국인 여행자들은 자신들의 파나마 체류 자체를 정체 상태
의 파나마를 변화시킬 문명의 도래로 이해하기도 했다. 뉴욕 주 올버니 출신의 치과의사 존
못-스미스(John Mott-Smith)는 파나마 지협에서 관찰한 미국인들의 캘리포니아행 움직임
을 “세상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문명의 강력한 행진”으로 평하며, “한 국가가 지성, 기술, 교
양, 심지어 사치품까지 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새로운 황무지로 일제히
향해 가는” 광경으로 묘사했다.19) 그 자신 역시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문명의 행진’의 일원
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당시 금광에서의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 행을 택하였던
미국인들이 미국 바깥의 영토를 지나는 자신들의 대량 이주를 단순히 개인적 이주를 넘어서
서 국민적 차원으로 사고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의식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인들의
이주가 파나마 지협에 문명과 진보를 불러왔다는 인식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850년, 샌프
란시스코 일간지 『알타 캘리포니아(Daily Alta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엄청
난 이민 행렬 덕분에 파나마 시와 지협의 주민들은 이제 번영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논
평했다.20) 파나마 지협 횡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의 설립자 윌리
엄 아스핀월(William H. Aspinwall)이 투자하여 건설하기 시작한 파나마 철도는 완공되기
16) Typescript of Henry Carter, “Voyage to California by way of Panama, 1849-1850,” p.2, BRBM-YU.
17) 대표적인 예로 P. V. Fox, Voyage to California by way of Panama [manuscript journal], BRBM-YU;
Augustus Campbell letter to his mother, 7 April 1849, reproduced in “Crossing the Isthmus of
Panama, 1849: The Letters of Dr. Augustus Campbell,” ed. by Colin Campbell, California History
78:4 (Winter 1999/2000), p.230 등을 참조.
18) George Willis Read, “The Chagres River Route to California in 1851,” California Historical Society
Quarterly 8:1 (1929), p.11에서 인용.
19) John Mott-Smith, Journal of Adventures to California [manuscript] 1849-1851. Edward E. Ayer
Manuscript Collection, Newberry Library, Chicago, IL.
20) Daily Alta California, 25 April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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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쇠락해 가는 파나마를 재생하는 (미국) 문명의 상징이 되었다. 1849년 『파나마 스
타(The Panama Star)』의 사설은 물었다. “이 평화로운 지협의 가무잡잡한 원주민들은 무
어라 말할 것인가, 연기와 증기를 뿜으며,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전광석화처럼 등장하는
그를 보면?”21) 이 수사적 질문의 ‘그’는 물론 파나마 철도의 열차를 의미했다. 사설은 뒤이
어 “이 지협처럼 형편없이 무너져 가는 지역에서” 문명의 후퇴를 막는 데는 “장대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인들이 철도 건설을 시작하자마자 벌써 “황폐해진 옛 도시 파
나마에 벌써 거미줄이 걷히고” 있다고 주장했다.22) 철도가 여성화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
하는 남성적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나, 이 경우 ‘철도’는 미국을 상징하고
‘자연’은 쇠락한 문명의 흔적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 대표된다는 점에서 파
나마 철도의 건설 과정 자체를 스페인 제국을 대체하는 미국의 문명화 작업으로 상정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단순히 인종주의에 기반한 무시와 경멸을 표출하는 언사를 넘어, 파나마의 주권을 실제로
침해하는 행동에 나서는 미국인들도 있었다. 모지스 바너드(Moses J. Barnard)는 매사추세
츠 주 낸터킷 출신으로 미국-멕시코 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이었다. 그는 1849년 캘리
포니아로 향하는 길에 자신이 파나마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가담했음을 기록으
로 남겼다.23) 그가 파나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누에바그라나다에서 독립하여 별개의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모의가 진행 중이었다. 새로운 공화국은 “스페인, 프랑스, 미국인들에
의해 잘 조직된 헌법 체계에 기반하여” 정부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바너드의 주장에 따르
면, 과거 시몬 볼리바르와 함께 싸웠던 전직 장성이나 전직 공화국 상원의원, 미국 백인들
에게도 잘 알려진 의사 등 파나마의 유력인사들이 다수 가담하였고, 영국 상선 선장에게서
무기를 조달받을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바너드는 파나마에서 증기선을 기다리는 동안 이
들 비밀결사의 청을 받고 실제 봉기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가 이끄는
무장대가 한밤중에 파나마의 요새를 공격해 제압하는 동안, 다른 모의자들은 정부 요인들의
집을 급습해 인질로 잡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나마에 주재하던 영국 영사가 이 음모
를 알아내 정부 측에 알렸고, 공모자들은 영사의 경고를 받은 영국 선장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 실행을 포기했다고 한다. 사건의 전말을 설명한 바너드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문장은
그저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도중 거쳤을 뿐인 파나마에서 한 미국인 남성이 자신의, 나아
가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상상하였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머지않은 장래, 캘리포니아의 황금빛 해안에서 혼 곶의 동토까지, 정복의 일성(a voice
of conquest)이 울려퍼질 것이다: ‘신은 이 지역에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무지몽매한 이들에게 우리가 문명의 로브를 입혀 주어야 한다.’24)

1849년 파나마에서 바너드가 언급한 것과 같은 음모가 정말로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미국의 대리대사로 보고타에 체류하던 토머스 푸트(Thomas M. Foote) 역시
워싱턴에 보내는 정기 보고에서 비슷한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1850년 4월, 당시 국무장
관 존 클레이튼(John Clayton)에게 쓴 서신에서 푸트는 파나마를 중심으로 중앙아메리카
21) “The Iron Horse,” The Panama Star, 4 August 1849.
22) Ibid.
23) Moses J. Barnard, “Voyage to California” [manuscript journal], Western Americana Collection,
BRBM-YU.
24) Ibid., [page unnumb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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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썼다. 푸트에 따
르면, 캘리포니아 금광으로 인한 상업 발전과 이민 물결이 파나마에 “새로운 자극”을 가한
결과, “미래의 번영과 위대함에 관한 모호하지만 장대한 발상”이 지역 전체에 퍼지고 있었
다.25)
당시 많은 미국인 예비광부들이 그러했듯이, 바너드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읽히려는 목적
으로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목격한 외국의 풍경과 사회상에 대한 논평을 담아 일기를 썼
고, 따라서 비록 손으로 쓴 미출간 여행기라 할지라도 다소 윤색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위의 인용문과 같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과 미국 또는 미국인들
에 의한 ‘정복’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바너드에게만 국한된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1850년
대 초 파나마에서 여관을 경영한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 메리 시콜(Mary Jane Seacole)
은 여관에 머물던 (백인 남성) 미국인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때 금을 찾으러 캘
리포니아로 갔던 남성들의 상당수가 “후일 쿠바와 니카라과 땅에 피를 뿌렸다”라고 덧붙였
다.26) 1850년대 전반에 걸쳐 쿠바와 니카라과 등지를 해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원정을 떠
났던 사적 군사조직(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미국인들 역시 바너드와 마찬가지로 문명의 진보
와 자유를 미국, 더 정확히는 앵글로색슨 인종의 지배와 등치시키는 형태의 제국주의적 사
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27) 반세기가 지나고 파나마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콜롬비아
중앙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뒤, 시어도어 루스벨트 역시 1846년부터 1903년까지 57년이라
는 세월에 걸쳐 파나마인들이 총 53번의 실패한 혁명을 경험했다고 여러 번 강조하며, 파나
마의 독립이 현지 인민의 오랜 소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28) 그러나 설령 파나마에
서 미국의 원조를 통해 독립이나 혁명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반대로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움직임 역시 일찌감치 움트고 있었다.

4.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1856년 수박전쟁(The Watermelon War)
미국인 여행자들의 공공연한 인종주의·제국주의적 언사와 파나마 철도로 인한 미국 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은 파나마 토박이와 서인도 제도 출신의 이민자로 이루어진 현지인
공동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스코틀랜드계 크
리올”로 파악하였던 시콜은 185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미국의 백인들이 피부색을 근거로
자신을 비롯한 현지의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무례하고 난폭하게 굴었으며, 그에 따라 대다수
누에바그라나다 공화국 시민들이 미국인들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있다고 적었다.29) 독일
에서 금광을 찾아왔다가 이후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찰스 그런스키(Charles Grunsky)는
1849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만반의 준
비를 갖춰야 했는지 묘사하며, 그처럼 대비해야 했던 이유를 미국인들이 일으킨 소요로 치
안이 불안정해진 탓으로 설명했다. 그런스키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이 파나마인들 역시
25) Thomas M. Foote to Secretary of State John Clayton, 12 April 1850; William R. Manning (ed.),
Diplomatic Correspondence of the United States: Inter-American Affairs, 1831-1860, Vol. 5 (1935),
pp.658-660에서 재인용.
26) Mary Seacole, Wonderful Adventures of Mrs. Seacole in Many Lands (Penguin Books, 2005), p.51.
27) Amy S. Greenberg, Manifest Manhood and the Antebellum American Empi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obert E. May, Manifest Destiny’s Underworld: Filibustering in Antebellum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2)를 참조.
28) Alexander Missal, Seaway to the Future: American Social Vision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Panama Canal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8), p.39.
29) Seacole, Wonderful Adventures,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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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대우했기 때문에, 파나마 현
지인들은 백인 여행자들에게 “정당한(well-deserved)”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30) 그런스키
가 골드러시 초기에 관찰한 이 적대관계는 1855년 철도가 완공됨에 따라 미국인 여행자들
의 육로 횡단을 돕던 현지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입원이 고갈되면서 더욱 악화하였다.
1856년 파나마에서 일어난 ‘수박 전쟁’은 이러한 갈등이 응집되어 분출한 사건이었다.
1856년 4월 15일 저녁, 파나마 항의 시장통을 돌아다니던 미국인 여행자 잭 올리버(Jack
Oliver)는 호세 마누엘 루나(José Manuel Luna)의 노점 매대에서 수박 한 조각을 집어 먹
다 버린 뒤 값을 치르지 않았다. 수박 값 1레알 지불을 요구하며 루나는 “우리가 있는 이곳
은 미국이 아니다(Here we’re not in the United States)”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올리버는 “총알로 지불해 주겠다”며 권총을 꺼내들었고, 루나는 칼을 빼드는 것으로 응수했
다. 이어진 시장통 싸움은 곧이어 미국인 여행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집단 갈등으로 번졌
고, 현지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미국인들이 머무는 호텔과 기차역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
다. 새벽까지 계속된 혼란 속에서 기차역과 선로를 비롯해 미국 자본이 운영하던 시설 대부
분이 파괴되었고, 열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당대 미국에서는 ‘파나마 폭동(The
Panama Riot)’으로 회자되었고 후대 역사가들은 ‘수박 폭동(Watermelon Riot),’ ‘수박 전쟁
(War of Watermelon),’ 또는 ‘수박 한 조각 사태(El Incidente de la Tajada del Sandía)’
로 명명한 이 사건의 여파는 오랫동안 이어졌다.31) 사건 직후 160명가량의 미 해군 부대가
파나마에 상륙하여 3일간 주둔했다. 그밖의 군사적 보복은 없었으나, 미 정부는 누에바그라
나다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한 밀고 당기기를 시작했다. 파나마 철도 측은 이
기회를 틈타 지협을 “세계의 해상강국들”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립보호국으로 만들기를 원
했고, 미 정부 일각에서는 지협의 소유권을 보상으로 받아오자는 움직임도 있었다.32) 논란
은 1857년 누에바그라나다 공화국이 미국 정부에 약 4,1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기
로 합의하며 간신히 마무리되었다.
사건의 소식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 모여든 백인 남
성들은 보복을 주장하며 파나마 원정을 부르짖었다. 5월 7일, 캘리포니아 북부 금광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 중 하나였던 『새크러멘토 데일리 유니언(Sacramento Daily Union)』은
“파나마 폭동 열병(Panama riot fever)”이 샌프란시스코에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다.33) 이
에 따르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무장한 캘리포니아 남성들이 증기선 골든게이트 호를
타고 파나마로 향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데일리 유니언』은 뒤이어
무장 집단이 해당 증기선에 탑승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전날인 5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실제로 “파나마를 지옥으로 날려버리
자”라거나 “지협의 소유권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등 공격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다.34) 물론

30) Charles E. Grunsky, “From Europe to California: Extracts from the Letters of Charles Grunsky and
His Wife Clotilde, 1844-1853,” The Quarterly of the Society of California Pioneers, Vol. X (1933),
p.12.
31) 데일리(Mercedes Chen Daley)는 이 사건을 E. P. 톰슨의 도덕경제 개념을 빌려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항한 파나마 민중의 봉기로 해석한다. Mercedes Chen Daley, “The Watermelon Riot:
Cultural Encounters in Panama City, April 15, 1856,”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0:1
(1990), pp.85-108. 맥기네스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골드러시 직후 미국인들의 경유를 돕는 서비스 경제의
발달로 호황을 누리던 파나마가 1855년 철도 완공 이후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누적된 파나마 인민의 분노
가 반제국주의적 봉기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McGuiness, Path of Empire, pp.159-163.
32) Manning, Diplomatic Correspondence, Vol. 5, p.399, p.403 n1; McGuiness, Path of Empire, p.157.
33) “Panama Riot Fever in San Francisco,” Sacramento Daily Union, 7 May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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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침략 행위에 동참하자는 부르짖음이었다기보다는 민족주의·인종주의적 분노가
보복을 위한 정복을 논하는 데까지 나아간 분풀이성 발언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시대 중앙
아메리카에서 자행되었던 미국인 필리버스터들의 주권 침해, 그리고 광산 지역에서 빈번히
벌어졌던 비백인 집단 탄압과 린치 등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이는 19세기 변경지대의 사적
폭력이 국경을 넘나들며 침략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의 미국인들이 직접 국경을 접한 멕시코도 아니고 해상으로 연결된 파나마를
대상으로 이 같은 원정을 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 동부와 서부를 잇는 증기선 항로의
경유지로서 파나마가 가지는 특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즉, 정규 증기선 항로의
존재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미국인들이 파나마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상상하게 되었음을 시사
한다. 파나마의 위치는 18세기 말부터 워싱턴 정가의 지정학적 고려 대상이었지만, 19세기
중엽 캘리포니아의 미국인들에게 미국 영토의 양안을 연결하는 파나마 경유 증기선 항로는
단순히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활권에 깊숙이
포섭되어 있는 주요 교통시설이었다. 파나마 현지인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지협을 자국의 영
향권 안에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는 현지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미국 국내 교통에 이처럼 밀접하게 결합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로 현지인들의 반발은 한층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미국이 지역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악순환을 불렀
다. 수박 봉기 이후 1903년까지, 미 해군이 개입을 목적으로 파나마 지협에 상륙한 횟수는
한 역사가의 계산에 따르면 총 열네 번에 달했다.35)
철도의 건설은 역설적으로 현지인 공동체와 미국인 여행자들의 면대면 접촉을 차츰 불필
요하게 만들었고, 파나마 지협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지역 사회의 존재를 궁극적
으로 소거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파나마 철도가 완공된 직후 사측의 의뢰로 철도를 이용해
지협을 여행한 로버트 톰(Robert Tome)은 철도 건설에 “지협은 어떤 자원도 제공하지 않
았다”라고 주장했다.36) 미국이 기획과 자본을 제공했고, 노동력은 모두 서인도제도에서 온
흑인 또는 인도에서 온 쿨리 노동자들이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지협을 아무 자원도
없는 곳, 오로지 미국의 기획과 주도하에 그 향방이 결정될 공간, 지도 위의 위치만이 중요
한 공간으로 그려내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을 고려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고방식은 이
후 파나마 운하의 건설까지 이어진다. 1869년 대륙횡단철도의 완공으로 미국 국내 여객 운
송은 대부분 그쪽으로 이전되었지만, 그보다 한발 앞서 파나마 경유 항로를 운영하던 태평
양 우편 증기선 회사가 1867년 태평양 횡단 정규 항로를 개설함으로써, 파나마 지협은 아
시아와 남북 아메리카를 잇는 미국의 광범위한 해상교통망 속에 편입되었다.

5. 결론
세계 곳곳에서 금광을 찾아온 이주민들과 광산업에서 파생된 물자 교역으로 성장한 샌프
란시스코는 1915년 만국박람회를 개최한다. 1914년 완공된 파나마 운하를 기념하여 파나
마-태평양 국제박람회로 명명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파나마 운하를 축소 복제한 미니
어처 ‘운하 지구(Canal Zone)’였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박람회 관객들은 미국 언론과
정부가 “헤라클레스의 열세 번째 과업”으로 자찬한 운하 건설의 과정부터 완공된 운하의 모
습과 작동 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진보한 미국 문명의 이미지를 소비했다.
34) Daily Alta California, 8 May 1856.
35) Conniff, Panama and the United States, p.34.
36) Robert Tome, Panama in 1855 (New York: Harper & Bros., 1855),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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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에서 파나마 운하는 현지 거주민의 존재가 삭제된, 정복당하고 정제된 자연 풍광과
지형지물로 재현되었다. 운하의 건설과 함께 19세기 중엽 파나마와 파나마인들이 상당수 미
국인들에게 근접한 공간이었던 과거의 기억은 설 자리를 잃었다. 19세기 중엽 파나마를 가
로지르는 미국인 여행자들의 중간기착지로 기능하던 마을 고르고나 역시 운하 건설 과정에
서 수몰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1850년대 많은 미국인 여행자들이 파나마 사회를 관찰하며
상상하였던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실현이었다. 현지의 비백인 거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필요
없이, 오직 교통요충지로서 파나마의 위치만을 미국이 점유하는 미래.
골드러시 시기 파나마는 미국의 호전적 영토 팽창주의와 자본주의적 전지구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미국 제국주의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는 1869년까지, 파
나마 지협을 경유하는 증기선 항로는 미국 영토의 양안을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캘리포니아와 파나마가 증기선으로 연결되고 그 증기선 항로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주요
이주 경로로 이용되면서, 명목상 누에바그라나다 공화국의 영토였던 파나마 지협과 미국 본
토와의 사이에는 상상된 지리적 연속성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지리적 연속성을 창조해낸
미국인 여행자들은 여행 중의 파나마에서 실질적 또는 상징적으로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고, 이는 현지 거주민들의 인종적 열등함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
었다. 그러나 파나마 지협을 육로로 횡단해야 했던 1850년대 전반, 파나마 경유 항로는 파
나마 현지 다인종 사회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인종간 교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 백인
여행자들의 인종주의와 미국 문명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은 이처럼 직접적 교류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현지의 다인종 사회와 갈등을 일으켰고, 이는 1856년의 ‘수박 전쟁’으로 가시
화되었다. 파나마를 자국이 차지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사고한 미국인 여행자들의 태도는
당시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한껏 과열된 영토 팽창욕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이주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파나마 철도 부설에도 영향을 받았다. 골드러시 열기가
사그라질 무렵 완공된 파나마 철도는 1850년대 전반 파나마에서 일어난 지속적이고 광범위
한 인종간 교류를 종식함과 동시에, 1849년부터 상당수의 미국인 여행자들이 꿈꾸었던 지
협의 미국화를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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