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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궤도의 굴절 그리고 VUCA

이제는 SF영화의 고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매트릭스>(Matrix, 1999)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영화의 첫 장면은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초록색 숫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며 시작되고, 카메라가 모니터 화면으로 들어가면서 관객들은 영화 속 현실 세계

로 진입하게 된다. 주인공 앤더슨은 그가 실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가상이며 실제로는 기

계에 의해 인간이 배양되고 있다는 사실, 기계의 동력을 얻기 위해 인간의 에너지를 착취하

고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앤더슨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20세기 후반은 사실 매트

릭스라는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의 일부’로 존재할 뿐, 그를 포함한 인류는 사실 2199년

에 가까운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기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앤더슨은 매트릭스 저항운동의 수장인 모피어스가 내민

‘빨간 약’을 먹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식 변화의 강을 건넌다. 기계의 지배하에 있는

<매트릭스>의 시공간적 배경은 2199년이지만 2022년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

아 보인다. 영화에서처럼 기계 시스템에 의한 통제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은 아니지만 현

대인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

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2)

디지털 시대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새삼 인식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날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간다. 어쩌면 우리 자체가 디지털 인간이라고 해도 될지 모

른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

이 다시 한 번 그 원론적인 개념을 짚어 보자면 “일상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 방식

으로 전환함으로써 생겨난 새로운 정보 및 의사소통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시대”(신승

환 169)를 디지털 시대로 정의한다. 이미 우리 시대가 진입했다고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혁명적 변화 또한 20세기 중반부터 일어난 디지털 혁명, 즉 3차 산업

혁명으로부터 출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

이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릴 이 변화를 통해 인류는 그 규모나 범위 그리고 복잡성 면에서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3)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이 제안하는 미래는 일견 장밋빛이었다. 유례없는 속도와 용량 그

리고 기능으로 무장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연결된 인간 세상은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기기의 차원을 넘어 서비스를 비롯해 자본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

역, 심지어 생명공학과 같은 분야에도 폭넓게 적용되었다. 이것은 기계를 통해 기술에 접근

1) 본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생명공학 디스토피아 시대의 인간 조건 재고: 마가렛 애트우드

의 매드아담 삼부작 연구』(2020)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2) 물론 기계에 의한 지배인지 혹은 기술에 의한 지배인지 따져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3) 슈밥 회장의 기고문 원문은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

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를 참고.



하기 쉬운 소비자일수록 가능성에 더 활짝 열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러한 유례없는 변화와 혁신이 견인하는 성장과 부의 증대는 정보경제학자인 에릭 브린졸프

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가 지적하듯 노동과 부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위기의 징후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발

현하고 있다. 슈밥 역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고급화와

SNS의 확산이 오히려 정보의 과잉 혹은 배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밥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예견한 것이 2016년이었으니 2022년 현재,

햇수로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는 알파고가 인간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

하는 광경을 충격 속에 목도했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

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범람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이 시대는 개인들에게 더 신속한 변화를,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시다발적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유연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다. 견고해보이던 근대성이 유동성을 지니게

되면서 사상적으로나 현실적인 지지기반이 불확실해진현실을 사는 현대 개인들의 불안을 날

카롭게 포착한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 요컨대 생

활방식, 질서와 가치 그리고 문제 징후에 대한 해결 방식이 그 실효를 다 한 이 시대를 불

확실성의 유동적인 세계로 보았다. 새로운 조합어인 뷰카(VUCA)는 바우만의 유동적 세계

를 보다 명확히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일 것이다. 본래 미군 육군 대학원(U.S. Army War

College)에서 1990년대에 고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뷰카는 변동성(volatile), 불확실

성(uncertain), 복잡성(complex), 모호성(ambiguous)을 각각 의미하는 조합어이지만, 4차 산

업혁명 그리고 최근의 CoVid-19와 기후 위기 문제까지,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을 직면한 우리 시대를 포착하는 유용한 단어로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

다.

Ⅱ. 생명공학, 질병, 자본, 소비주의

마가렛 애트우드는 매드아담 삼부작을 통해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기술과 자본의 결탁

이 초래하는 동시대의 문제 상황에 주목하면서 대중의 나르시시즘 그리고 탐욕을 자본화하

는 능력을 지닌 생명공학 기업에 의한 디스토피아를 구현해낸다. 삼부작의 두 번째 작품인

『홍수의 해』는 『오릭스와 크레이크』(Oryx and Crake)와 시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애트우드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전작의 후속편

이 아닌 한 작품의 두 번째 장(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오

릭스와 크레이크』에서는 기술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조합(Compounds)에 거주하는 중・상
류층의 시선으로 디스토피아를 그렸다면, 『홍수의 해』에서는 인구 과잉과 높은 범죄율로

얼룩진 도시의 낙후 지역인 평민촌(Pleeblands)의 인물인 토비(Toby)와 렌(Ren)이 서사를

이끌어간다.

먼저 토비는 조합의 횡포로 인해 가족이 몰락한 후 평민촌으로 흘러들어 폭력배 집단이

운영하는 햄버거 체인점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곳의 매니저인 블랑코(Blanco)라는 인물에

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던 토비는 급진적 채식주의 종교집단인 신의정원사들(God’s

Gardenders)에 의해 구출되어 그들의 거주지인 에덴절벽 옥상정원(Edencliff Roortop

Garden)에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토비를 굴욕스럽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찬 블랑코는 이후 계속해서 토비를 추적하고, 결국 토비는 옥상정원을 떠나 조합원

들을 위한 고급 스파인 새론당신(AnooYoo)로 거처를 옮긴다. 토비는 신의정원사들의 교리

에 따라 ‘물 없는 홍수’(Waterless Floods)가 닥치자 홀로 스파에 남아 정원의 식물들을 식



량으로 가꾸며 홀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또다른 주인공인 렌은 조합에서 태어났

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신의정원사들 중 핵심 인물인 젭(Zeb)과 사랑에 빠지면서 어머니와

함께 조합을 떠나 신의정원사들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렌은 시간이 흘러 신의정원사들 중

에서도 주요인물이 된 토비로부터 신의정원사들의 교리와 생활 방식을 배워 나간다. 렌은

평민촌 거리의 부랑아들 중 하나였던 아만다 페인(Amanda Paine)과 절친한 사이가 되고 아

만다 또한 정원사들 무리에 들어온다. 그러나 렌의 어머니가 젭과 헤어지게 되고 렌은 다시

조합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무책임한 어머니에게 버림받게 된다. 렌은 대학 졸업과 함께 조

합의 상류층을 상대하는 클럽인 비늘꼬리클럽(Scales and Tails)에 전문 댄서로 취직한다.

‘물 없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클럽의 안전격리구역에서 보호 치료를 받고 있던 렌은 그곳

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이후 렌은 자신을 구하러 온 아만다와 정원사 시절 함께 했던 친

구들과 극적으로 재회하지만 최악의 감옥인 고통공 경기장(Painball Arena)에서 탈출한 죄

수들에 의해 납치되고 만다. 가까스로 탈출한 렌은 새론당신 스파에 은신하고 있던 토비와

재회하게 되고 두 사람은 죄수들에게 포로로 붙잡힌 아만다를 구하기 위해 스파를 떠나 해

안가로 이동한다. 『홍수의 해』에서는 『오릭스와 크레이크』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지미(Jimmy)가 목격한 세 명의 생존자 인간이 고통공 죄수들과 아만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고통공 죄수들을 제압하는 데에 성공한 토비와 렌이 아만다와 함께 모닥불 앞에 둘러 앉아

있는 동안 서른 명 남짓의 하이브리드인간인 크레이커들(Crakers)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

에게 다가오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기술과 자본을 소유하고 안전 또한 보장 받은 조합 내부의 특권층과 이 조건들로부터 소

외된 조합 외부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분리된 애트우드의 근미래 세계에서 주목할 점은 빈부

격차와 사회의 분리가 견고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조합은 평민

촌으로부터의 어떠한 유입도 허락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의 무분별한

실험 대상으로 평민촌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평민촌에 조합의 상품들을 유통 및 소비시켜 자

본을 벌어들인다.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글렌(Glenn)의 표현에 따르면 평민촌 사람들

의 “지저분한 생활방식”(OC 196)은 병균이 저절로 퍼지게 해주었고 사고 파는 행위 이외에

어떠한 “정신적인 삶”(OC 196)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촌의 사람들은 조합의 제품

들과 조합이 고의로 퍼뜨린 질병에 대한 실험 대상으로 이용된다. 또한 『오릭스와 크레이

크』에서는 시체보안회사(CorpSeCorps)가 시대의 헤게모니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모습을

그렸다면 『홍수의 해』에서는 시체보안회사가 조합의 사설 보안회사에서 시작해 지역의 공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점차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때 질병

은 기업이 장악한 권력의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질병과 죽음이 자연발

생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기획되고 조작된다는 사실은 주인공

인 토비가 신의정원사 무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녀의 스승이 된 필라(Pilar)와 나누는 대화

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과거에 건강현인 조합(the HelthWyzer Compound)에서 식물학을 연

구하는 과학자였던 필라는 토비 어머니의 불행한 죽음이 사실 그녀가 건강현인의 실험 대상

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가정을 한다. “조합이 만든 그 약들은 죽은 사람들의 양식”(YF

188)이라는 끔찍한 표현은 필라 자신이 생명윤리를 저버린 조합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

는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조합이 질병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치료제를 배포해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홍수의 해』에서 토

비 가족의 몰락, 나아가서는 토비가 개인/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

평민촌의 오물늪(the Sewage Lagoon)에서 토비가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자신이 속

한 사회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면들, 다시 말해 극단적이고도 비윤리적인 소비지향 사회

의 모습들과 연결되어 있다. 토비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도망쳐 숨어든 오물늪의 한 건물에

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고급 의류 매장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죽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장에서 직접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긴 동물의 사체는

설익힌 고기를 판매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팔려 나간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곳과 분리

된 식당의 연회장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요리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 불법 거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비밀 판매를 하는 이유는 멸종 위

기 동물 요리가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었고 이는 시체보안회사의 묵인이 있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다. 경제적 논리에 충실하게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시체보안회사는 평민촌의

오물늪에 사는 불법 체류자들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다. 평민촌에서는 햄버거 패티에 실제로 어떤 고기가 쓰이는지 그 출처를 확실히 아는 사람

이 없는 시크릿버거(SecretBurgers)라는 체인점이 있다. 평민촌의 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이

사업체는 고기 분쇄기에 동물들뿐 아니라 이식용 장기를 빼낸 사람의 시체를 넣고 처리한다

는 악소문까지 나돌았는데 이것은 모두 폭력배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각들을 시체보

안회사가 묵인하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인류의 가장 저열한 욕망과 소망이 상품화되고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평민촌의 극단적인

모습은 비늘꼬리클럽(Scales and Tales)의 댄서인 렌(Ren)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전달된다.

유약하고 어린 렌은 이익에 충실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한

인물이다. 클럽의 댄서인 렌은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도 훌륭한 곡예를 펼치기

위해 식단을 관리해 몸매를 유지하고 늘준비된 몸, 즉 상품성을 잃지 않는 몸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중 보건과 여자들의 안전을 명목으로 시체보안회사의 관리 아래

섹스마트(SeksMart)로 매춘 산업을 통합하자 모디스(Mordis)라는 인물은 재능 있는 댄서들

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고급 클럽인 비늘꼬리클럽을 연다. 그곳의 아가씨들은 “가장 청결

한 더티걸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합의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한다. 모디스는 아가씨들을

전문 댄서로 각별히 대우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회상의 상품가치를 유지할 때에

한해서이다. 아가씨들은 늘 체형 관리를 해야 하고 손님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불필요한 감

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받는다. 반면 섹스마트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거리의 여자들은 “유

해 폐기물”(YF 22) 취급을 받는다. 또한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계층이 나뉘어

있는데 고통공 죄수들(Painballers)을 상대하는 것은 일회용으로 사용한 후 처분해버릴 임시

직 여성들이다. 깃털과 반짝이로 현란하게 치장한 이곳의 아가씨들은 인간이라기보다 기교

를 부려 손님들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든 후 돈을 쓰게 만드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손님

들도 이들을 유희의 수단으로 볼 뿐 인간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신경쓰지

않고 조합의 기밀들을 쉽게 발설한다. 렌을 포함해 비늘꼬리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몸은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반짝이들로 뒤덮여 있거나 새처럼 화려한 깃털들로 장식되어 있다.

토비가 평민촌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인공 가죽을 뒤집어

써야 하는 일이었다. 마일스 위퍼(Miles eafer)4)가 날카롭게 지적하듯 이 희생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결국 동물과 동일시된다(67). 애트우드의 근미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Ⅲ. 신의 정원사들: 관념과 구원 사이

오물늪 지역에는 절망한 이들에게 가짜 구원을 설파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많았는

4) 마일스 위퍼는 애트우드가 『생존』(Survival, 1972)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네 가지 지위’(4 Victim

Position)를 분석틀로 『홍수의 해』의 주요 여성인물들인 토비와 렌 그리고 아만다를 분석한다. 애

트우드가 제시하는 네 가지 피해자 지위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임을 부정함 2) 피해자임을

인식하나 그 근원을 잘못 이해함 3) 피해의 근원을 인식하고 자신이 피해자로서의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대면함 4) “창의적 비-피해자”가 되어 피해자임을 극복함.



데, ‘신의정원사들’도 그 중 하나이다. 이들은 아담들과 이브들 그리고 일반 정원사들로 이루

어진 집단으로 그 중 아담1(Adam1)은 정원사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맡는다. 평민촌

에 위치한 에덴절벽 옥상정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비윤리적 기업과 소비주의적

세태 그리고 기술로 발생한 이익에 저항하는 종교 단체로 “과학적 결과물을 생명에 대한 신

성한 견해와 조화시키려는”(YF 424) 것이 목표이다. 신의정원사들은 조합의 유전자 조작 음

식과 비윤리적인 의약품을 거부하고 엄격한 채식주의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삼으며 곧 닥

쳐올 ‘물 없는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만의 피난처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며 대비

하고 있다. 신의정원사들은 생태주의에 기반해 조합과 기업의 근시안적이고 도구주의적인

시각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이 비록 디스토피아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디

스토피아 세계에서 군림하는 시체보안회사의 체제와 극단적 소비지향 사회에 반기를 든다는

의미만으로 적어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다고 보는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5)의 견

해에도 일리가 있다.

한편 『홍수의 해』의 주요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풍자라고 보는 폴 디 필리포(Paul

di Filippo)와 같은 비평가들은 신의정원사들이 고상한 가치들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여전히 복종과 절망, 고난과 좌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6) 신의 정원사들의 교리

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뿌리를 두며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이들의 화두이다. 『홍수의

해』는 정원 창조의 날을 맞아 창세기의 내용에 따른 아담1의 설교를 시작으로 13차례에 걸

친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하던 창조의 씨앗이 / 이 시대에는 얼마나 쪼그라들고 얼

마나 줄어들었던가. / 살해, 욕망, 탐욕으로 / 친목을 깨뜨린 인간.”(YF 32)라는 찬양집의 대

목은 오늘날 인간이 마주한 문제들이 오로지 인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의

정원사들은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아담1의 교리에

따라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고수한다. 육식은 기본적으로 살생을 의미하므로 생명과 조화롭

게 어울려 살기 위해 육식은 물론 벌레를 죽이는 일도 금기시 한다. 아담1의 교리는 인간이

라는 분류, 특권, 예외에 대해 회의적이며 비판적이다. 그는 반드시 다가올 멸망, 즉 ‘물 없

는 홍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임을 창세기 8장 21절을 언급하며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자연친화적이고 생명친화적인 듯 보이지만 인간에 대한 비하가 근저에 자리한다. 사

실 아담1 역시 과거에 조합에서 전염병을 연구하던 과학자였고 질병에 걸렸거나 죽어가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발에 차이는 조약돌 정도로 여긴 적이 있다. 그는 『오릭스와

크레이크』의 글렌과는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인물로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담1은 ‘물 없는 홍수’가 일어나기 15년 전에 “어둠의 천사들”(YF 166)의 도움으

로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설교하였는데, 어둠의 천사들이 환희이상(BlyssPluss) 알약7)을

개발하고 그 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삽입한 글렌과 필라 그리고 몇몇 정원사들과 아담1

자신을 의미하는 것임이 밝혀지면서 그가 ‘물 없는 홍수’를 기획한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유

추할 수 있다.

5) Winterson, Jeanette. “Strange New World.” The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20 September 2009.https://www.nytimes.com/2009/09/20/books/review/Win

terson-t.html 참조

6) https://www.barnesandnoble.com/review/the-year-of-the-flood 참조.

7) 약의 개발자인 글렌에 따르면 환희이상 알약을 통해 현재 지구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구 과잉

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알약을 복용하면 알려져 있는 모든 성

병으로부터 보호되며 동시에 성적충동과 능력 그리고 행복감을 최대치로 향상시켜 준다. 무엇보다

도 피임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구밀도를 감소시켜 준다.



Ⅳ. 저항과 생존

윈터슨은 『홍수의 해』에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에 잠식된 세계의 감정적 공허에 대항

하는 유일한 수단이 여성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갈등과 위기를 극복한 우

정이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애트우드가 작품의 말미에서 보여주는 것이

라고 평가하면서 토비와 렌 두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토비의 경우 ‘물 없는

홍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고자 했던 글렌과 아담1의 극단적이고 관념적인

의도나 무력행위를 통해 근본적인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했던 아담7(젭)보다는 균형 잡

힌 시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토비는 정원사 사람들과 교류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고립시키

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포스트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을 맡는다.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토비가 렌을 치료하고 위기에 처한 아만다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등 일종의 대모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토비가 신의정원사들의 일

원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물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고 적어도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사이

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신의정원사들 중에서 꿀과 버섯을 담당했

던 필라(이브6)로부터 꿀벌에 대해 배운 토비는 벌과 교감하며 자신을 포함한 생존자들의

상황을 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물 없는 홍수’가 닥친 후 “과거는 닫힌 문이고

미래는 전혀 볼 수 없”(YF 172)는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토비는 무기력함과 자살충동에 자

꾸만 잠식된다. 그럴 때마다 토비에게는 벌과 공유한 시간들이 유일하게 행복한 기억이며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자연물과의 교감이 “오점 하나 없는 행복”(YF 173)으로 기억되

면서 포스트아포칼립스 상황에서도 토비를 생존하게 한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홍수의 해』는 디스토피아 상황에 놓인 인간들보다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다. 토비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환경과 글렌이 탄생시킨 개

량인간 그리고 근본주의적 생태론자인 아담1의 강령과 실제 생존의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의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종교와 과학의 이상적인 결합을 지향하며 ‘물 없는 홍

수’를 통해 배타적인 구원을 희망하는 신의정원사들이 있는가 하면, 신념에만 몰두하는 것에

서 벗어나 시체보안회사로 대표되는 구조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바이오 생명체 저항

운동’으로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젭과 그의 무리들(MaddAddamites)이 존재하는 것이다.

애트우드는 신의정원사들 그리고 젭과 그의 무리들의 방식 모두에 결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작가가 근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정해진 답을 내놓지 않지

만 돌이킬 수 없고 유례 또한 없는 상황에 던져진 생존자들에게 자연물을 이해하고 교감하

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포용력을 갖게 된 토비를 희망을 가능성으로 제시

하고 있다. 『오릭스와 크레이크』의 글렌으로 대표될 극단적 과학기술중심주의와 『홍수의

해』의 아담1으로 대변될 근본주의적 생태중심주의 양 극단의 세계관에서 스스로 저항하고

생존 방식을 모색하는 토비의 모습은 이후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매드아담』을 통해 관

계의 확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애트우드가 매드아담 삼부작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핵심이다. 작가는 인간이 초래한 동시대의 문제적 상황들을 대면

한 인간이 과연 살아남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트우드 저작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생존』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8)

8) “Have we survived? / If so, what happens after Survival?” Margaret Atood, Survival: A
Thematic Guide to Canadian Literature(Toronto: Anansi, 1972), p. 246.



Ⅴ. 나가며

질 셰퍼드(Jill Shepherd)는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지식의 회전knowledge turnover 속도와

폭을 증가시키는 기술”9)로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정의한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굉장한 속도와 범위로 우리의 세계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디지털 시

대의 특성인 것이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슈왑의 예견처럼 “우리

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것”10)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

란 인간의 의식구조를 넘어 인간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도로 성장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연관된다. 특히 유전공학분야의 유전자 변형 기술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주목받던 것에서 나아가 인간

에게 그 기술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술, 즉 유전자가위

(CRISPR) 기술의 발전은 유전자 질환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을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재단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향하는 미래는 차츰 인간의 통제와 예상을 벗어

나 역설적으로 인간 삶에 곤경으로 등장할지 모른다. 이에 대해 슈왑은 “기술과 그에 수반

되는 혼란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힘”11)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기술이 인간

삶의 조건은 물론 인간 자체를 재편성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더불어 인류 공동의 가

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마가렛 애트우드의 매드아담(MaddAddam) 삼부작은 뷰카 시대의 곤경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 자본, 국가권력, 생명정치, 생명과학기술, 팬데믹, 인류세, 기후위기, 인구문제, 식량문

제 등 작품 전체에 오늘날의 문제적 징후들을 빼곡하게 담고 있다. 특히 『홍수의 해』에서

전경화하는 근미래의 생명공학 디스토피아 상황은 기술주의적 자본주의와 통제되지 않는 생

명의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본 발표에서는 인류의 가

장 저열한 욕망이 상품화되고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공간인 평민촌의 극단적인 모습 속에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착취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디스토

피아 세계의 인물들이 생존하는 방식을 종교와 과학의 이상적 결합을 지향하는 근본주의적

채식주의자들인 신의정원사들 그리고 그 집단에 몸담았으면서도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와 극단주의적 교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중간자적 인물인 토비를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애

트우드는 인간만이 독점한 것으로 여겨져 온 보편적이고 예외적인 지위를 문제시하면서 인

간과 비인간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적인 고찰을 요구하는 작가이다. 본 발표를 통해 작가의 이러한 시각이 뷰카 시대의 곤경을

헤쳐 나갈 해결 방안과 어떻게 공명하는지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9) Shepherd, Jill. "What is the Digital Era?."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the Digital
Era, edited by Georgios Doukidis, et al., IGI Global, 2004, pp. 1-18.

https://doi.org/10.4018/978-1-59140-158-2.ch001

10)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 n. pag. Web. 3. May 2022.

11)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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