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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긴즈버그의 시에 나타난 퀴어성과 반미학

                                                    심진호(신라대학교)

Ⅰ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1926-1997)는 1950년대 미국에 만연했던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마약, 자유연애 및 동성애를 추구하며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강한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주지하듯 긴즈버그를 비롯하여 
잭 캐루악(Jack Keruac), 윌리엄 버로스(William Burroughs) 등 선구적인 비트세대 작가들
(the Beats)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물질
주의의 허상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억압적인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강한 저
항의식을 보여준다. 비트 작가들은 기존의 인습에 의해 사회의 추악함으로 간주된 광인, 부랑
자, 마약중독자, 동성애자 등을 그들 작품의 중심 모티프로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가치와 체제
를 전복하고자 한 반문화(counter-culture)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비트세대 문학의 선언
문(manifesto)으로 평가받고 있는 긴즈버그의 장시 「울부짖음」(“Howl”)은 이런 반문화적 특성
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아낸다. “나는 내 세대 최고의 정신들이 광기로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허기와 신경증으로 헐벗은 채”(I saw the best minds of my generation destroyed by 
madness, starving hysterical naked)(CP 126)라는 시인의 언급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긴즈버그의 시에는 노골적인 동성애적 이미지
가 넘쳐난다. 실제로 시인은 1943년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할 때인 17세의 나이에 이미 “산
더미 같은 동성애”(mountains of homosexuality)(Russell 328 재인용)를 느꼈다고 고백했
다. 나아가 시인은 「울부짖음」을 쓰는데 영감을 준 동료 캐시디(Neal Cassady)는 물론 소설
가 버로스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과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스(Catherine 
Davies)는 “긴즈버그의 동성애는 시적 전통에 대한 그의 심사숙고이자 정치적으로 선동적인 
그의 동성애자 지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촉매제로서 역할”(108)을 하고 있음을 간
파한다. 1954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긴즈버그는 일평생 동성 연인이었던 피터 오를로브스
키(Peter Orlovsky)를 만나기 전에 쉴라 바우처(Sheila Williams Boucher)라는 여성을 만나 
함께 동거하기도 했지만 그의 타고난 동성애 성향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울부짖음」에서 볼 수 있듯 초기 시부터 긴즈버그의 시에 재현된 사랑은 대개 이성애 중심
의 에로티시즘을 넘어 금기와 위반의 섹슈얼리티, 즉 퀴어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
는 “그들 성자 같은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항문에 박아대도록 내버려 둔 채 환희의 비명을 
지르던 자들, / 그들 인간 세라핌인 선원들과 오럴 섹스를 나눈 자들, 대서양과 카리브해식 
사랑의 애무”(who let themselves be fucked in the ass by saintly motorcyclists, and 
screamed with joy, / who blew and were blown by those human seraphim, the 
sailors, / caresses of Atlantic and Caribbean love)(CP 128)라는 구절에서 단적으로 드
러난다. 나아가 「마법 시편」(“Magic Psalm”)라는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섹스로 내 몸을 
침범하라, . . . 나를 순수한 감각이 있는 초월의 점액질 벌레로 변모시켜라”(invade my 
body with the sex of God, . . . transfigure me to slimy worms of pure sen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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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ency)(CP 255)라며 이성애 규범에서 벗어난 역겹고 신성 모독적이며 그로테스크한 
일탈적 성적 욕망을 드러낸다. 
  「울부짖음」과 「마법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성애 중심의 시각에서 금기시되는 변태
적이고 도착적인 성적 일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긴즈버그의 ‘퀴어한’ 시각과 욕망은 그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런 점에서 긴즈버그의 성 정체성은 단순히 게이 마조히
스트(gay masochist)라는 범주를 넘어 “다양한 성소수자들, 즉 섹스―젠더—섹슈얼리티에 대
한 기존에 정립되었던 이분법적 틀을 보다 복잡하고 예기치 못하게 교란시키는 경계적 존재들
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사용”(전혜은 52)되고 있는 ‘퀴어’라는 용어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이
런 점에서 “생물학적인 성,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규범적인 배열”을 교란하는 것이 곧 
‘퀴어’(26)라고 정의한 폰스(Martin Joseph Ponce)의 견해는 긴즈버그의 성 정체성에 더욱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퀴어 시인으로서 긴즈버그의 시는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과도한 성적 방종
은 물론 금기와 위반의 변태적 외설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성애 규범성을 전복시
키고 있다. 그의 시는 남성/이성애 중심주의의 시각을 지닌 독자들에게 추하고 혐오스러우며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깨끗함/더러움, 추/미, 성/속의 경계를 흐리게 하
는 새로운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이에 발표자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는 긴즈버그의 퀴어성과 그의 시에 충만한 반미학적 표현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야말로 그의 작품세계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는 핵심적 과제라는 사실을 조명할 것이다. 

Ⅱ

  1950년대 비트세대 작가들은 가정의 규칙성이라는 여성적 영향에서 기인한 구속에서의 탈
피를 그들이 지향하는 글쓰기의 목표로 삼았다. 이성애자/동성애자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
고자 한 비트세대 작가들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이 동
성애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한 “동지의 남성적 사랑”(manly love of comrades)과 “점착
성”(adhesive)을 추종하려 했다. 이와 관련해 스팀프슨(Catharine Stimpson)은 비트세대 작
가들 중 긴즈버그와 버로스만이 활발히 활동한 동성애자였지만 그들 대부분은 “구속받지 않고 
검열 받지 않은 섹슈얼리티 그 자체를 훌륭한 것으로 간주했고 정말로 그들은 동성애를 자유
를 억압하는 반항아로 만들 수 있었다”(374-75)라고 지적한다.
  “동지의 남성적 사랑”과 “점착성”을 주제로 채택한 휘트먼의 시집 캘러머스(Calamus)의 
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긴즈버그의 호모에로티시즘을 드러내는 시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도발적인 양상은 시인 자신의 나체를 스스럼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긴즈버그의 나체 
충동은 휘트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Merrill 134)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즈버그
에게 몸을 가리는 옷은 가장(disguise)과 부정(dishonesty)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가 추구한 
사회의식의 개혁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자아의 벌거벗은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긴즈버그의 시에 넘쳐나는 섹슈얼리티는 휘트먼과 동시대 시인들보다 더욱 과감하고 노골적이
다. 이는 그의 습작기였던 23세에 발표한 시 「수의를 입은 이방인」(“The Shrouded 
Stranger”)이라는 시에서 뚜렷이 묘사되고 있다. 시인은 시의 첫 구절에서부터 “맨살은 나의 
주름 잡힌 봉지다 / 뜨거운 아폴로가 내 뒤에서 박아댈 때 / 서리가 이 누더기 속에 있는 나
를 붙잡을 때 / 나는 마대로 나의 다리를 감싼다”(Bare skin is my wrinkled sack / When 
hot Apollo humps my back / When Jack Frost grabs me in these rags / I wrap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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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s with burlap bags)(CP 26)라며 옷을 벗어버린 나체로서 “맨살”을 강조한다. 더욱이 시
인은 로마 신화의 태양신 “아폴로”에 의해 겁탈당하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환기시키
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게이 마조히스트로서의 욕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의를 입은 이방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긴즈버그는 자신의 시에서 일관되게 “규범성
과 순응성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에 대항하기 위해 나체를 사용”(Frontain 83)하고 있다. 이는 
「아메리카」(“America”)라는 초기 시에서 “아메리카 언제 우리가 인류의 전쟁을 끝낼 거지? . 
. . 아메리카 언제 좀 천사가 될 거지? / 아메리카 언제 그 옷을 벗어버릴 거야?”(America 
when will we end the human war? . . . America when will you be angelic? / When 
will you take off your clothes?)(CP 146)라는 표현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메리카」에서 긴즈버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언급하는 데 있어 ‘퀴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결론에서 “아메리카 나도 퀴어로서 있는 힘을 다하
고 있다”(America I’m putting my queer shoulder to the wheel)(CP 148)라는 시인의 커
밍아웃은 동성애 혐오가 만연했던 1950년대 중반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담한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1959년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의 시에 왜 그
렇게 동성애가 많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시인은 “내가 퀴어이기 때문이죠. 나는 남성들 및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 . . 내 이름은 앨런 긴즈버그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와도 
관계를 가집니다”(Stephanie Barron, et al. 224 재인용)라고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이성애 규범성을 전복시키는 긴즈버그의 퀴어한 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비트세대 작가들이 
존경한 선배 시인 휘트먼과 깊은 친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1955년 발표한 「캘리포니아 슈퍼
마켓」(“A Supermarket in California”)을 통해 뚜렷이 살펴볼 수 있다. 이 시는 비트세대를 
대표하는 퀴어 시인으로서 긴즈버그가 열망했던 문학계보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긴
즈버그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퀴어로서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인들, 즉 휘트먼과 
더불어 스페인 시인 로르카(Garcia Lorca)를 언급하며 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
관성을 역설한다. 

     오늘밤 당신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요. 월트 휘트먼, 나무가 우거진 골목길을 걸
으며 두통에 자의식에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피로하고 허기진 채 이미지 쇼핑도 할 겸 네온이 켜진 청과물 코너안으로 들어
갔죠, 당신의 그 카탈로그를 상상하면서! 
     복숭아들과 어스름한 그림자들! 한밤중에 쇼핑하는 가족 전체! 남편들로 가득 
찬 통로들! 부인들은 아보카도들 속에, 아기들은 토마토들 속에! 그리고 당신, 가르시
아 로르카, 거기서 뭘 하고 있던 거죠, 수박 옆에서?

     What thoughts I have of you tonight, Walt Whitman, for I walked 
down the sidestreets under the trees with a headache self-conscious 
looking at the full moon.
     In my hungry fatigue, and shopping for images, I went into the neon 
fruit supermarket, dreaming of your enumerations!
     What peaches and what penumbras! Whole families shopping at night! 
Aisles full of husbands! Wives in the avocados, babies in the tomatoes!—
and you, Garcia Lorca, what were you doing down by the watermelons?
                                                                    (C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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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긴즈버그가 생을 마감하던 해인 1997년 루찌(Tony Leuzzi)와의 인터뷰에서 긴
즈버그는 자신을 “게이/퀴어/동성애자”이자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을 지닌 인
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I'm a Beat poet, I'm a Jew, I'm an academic, I'm a Columbia graduate, I'm 
a Buddhist, I'm a Russian (since my mother's Russian), and I'm a professor 
at Brooklyn College. I am also gay/queer/homosexual. I have so many 
identities. Why should I limit myself to one? . . . I have, like all humans, 
multiple identities, and they are all an important part of me. (n.p.)

  요컨대 긴즈버그의 성 정체성은 전통적인 남성/이성애 중심주의의 시각을 초월하고 있다. 
이는 1954년에 발표한 초기 시 「휘트먼의 주제에 의한 사랑시」(“Love Poem on Theme by 
Whitman”)에서부터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시는 당대 미국 화가 로버트 라빈(Robert 
LaVigne)의 그림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긴즈버그 시 전집』(Collected Poems, 1947-1980)
에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나 소리 없이 침실로 들어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우리라,
천상에서 떨어진 그 몸뚱이들은 쭉 뻗은 채 알몸으로 뒤척이고 있고,
어둠 속에서 팔을 눈 위에 얹고 있으니,
내 그들의 어깨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살 냄새 들이쉬며,
툭툭 치고 입 맞추고 목과 입술 그리고 등을 활짝 드러내어 살펴보리라,
굽힌 채 들어 올린 다리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어둠 속의 음경은 돌진해
     통렬히 공격해대니
구멍부터 간질간질한 머리까지 흥분이 깨어난다 
벌거벗은 몸들이 떨며 부둥켜안고, 뜨거워진 둔부와 엉덩이들이 서로의 안으로 
     얽혀들고
눈, 매혹적으로 반짝이던 눈들이 커지며 지켜보다 체념한다
뒤이어 신음 섞인 움직임들, 목소리들, 허공의 손들, 허벅지 사이의 손들 . . . 

I'll go into the bedroom silently and lie down between the bridegroom and
     the bride,
those bodies fallen from heaven stretched out waiting naked and restless,
arms resting over their eyes in the darkness,
bury my face in their shoulders and breasts, breathing their skin,
and stroke and kiss neck and mouth and make back be open and known,
legs raised up crook'd to receive, cock in the darkness driven tormented   
     and attacking
roused up from hole to itching head 
bodies locked shuddering naked, hot hips and bottocks screwed into 
     each other
and eyes, eyes glinting and charming, widening into looks and abandon,
moans of movement, voices, hands in air, hands between thighs . . . 
                                                                    (C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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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구는 이성애 중심주의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성도덕을 지향했던 당대 미국인들은 물론 현
대인들에게조차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시킨다. 시적 화자는 
신혼부부의 육체적 사랑행위를 훔쳐보는 단순한 관음증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뛰어들어 감각적
인 유희를 함께 나누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살 냄새”와 더불어 “툭툭 치고 입 맞추고”라는 
관능적 구절은 시각은 물론 후각과 촉각 등 공감각을 강하게 유발시킨다. 특히 신부와 신랑과 
함께 난교를 벌이는 장면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서 “돌진해 통렬히 공격해대”는 남근에 의해 
깨어나는 성적 희열을 “구멍부터 간질간질한 머리까지 흥분이 깨어난다”라고 말함으로써 퇴폐
적이고 외설행위를 더욱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일견 이 시는 포르노그래피를 강하게 떠올리게 하지만 시인은 결론에 이르러 단순한 음란물
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자의식과 거듭남으로 변모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나 이제 충만해져 
침대에서 일어난 뒤 마지막 친근한 몸짓과 작별의 입맞춤을 보낸다 / 모든 것은 정신이 깨어
나기 전, 어둠이 내린 집안의 그림자와 닫힌 문 뒤에서”(and I rise up from the bed 
replenished with last intimate gestures and kisses of farewell— / all before the 
mind wakes, behind shades and closed doors in a darkened house)(CP 115). “충만해
지다”라는 단어와 더불어 “어둠”과 “그림자”와 병치되는 “정신이 깨어나다”라는 표현은 시인
의 적나라한 외설행위가 영적인 차원으로 고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긴즈버그에게 
“사랑의 육체적 행위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인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Kotze 154) 어떤 
것, 즉 추악함을 넘어 숭고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긴즈버그의 언어의 효과는 마음
을 더욱 육체적이고 본능적으로 만들면서 ‘마음’의 개념을 성적화하는 것이자 동시에 몸을 영
적화하는 것이다”(7)라는 브레슬린(Paul Breslin)의 견해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Ⅲ

  긴즈버그는 초기 시에서부터 퀴어로서 성 정체성을 드러내며 동성애자의 섹슈얼리티에서 강
조되는 배, 엉덩이, 생식기, 항문 등 육체적 하부를 하나하나 자세히 열거한다. 특히 시인은 
자신의 동성 뮤즈인 캐시디와의 동성애적 체험을 시의 모티프로 삼아 호모에로티시즘을 전면
에 등장시킨다. 이는 1956년에 발표한 「많은 사랑들」(“Many Loves”)이라는 시에서 뚜렷이 
살펴 볼 수 있다. “닐 캐시디는 나의 동물이었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다”(Neal Cassady was 
my animal: he brought me to my knees)(CP 156)라는 시의 첫 구절은 전통적인 성윤리
를 무너뜨리는 시인과 캐시디 사이의 게이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적 관계를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 

내가 떨고 있는 동안 나를 뜨겁게 데우는 그의 불타는 듯한 탄탄한 배—
주먹과 굶주림의 그의 배, 천 명의 소녀들이 콜로라도에서 키스했던 그의 배 
. . . 

나는 그의 바위 같은 엉덩이의 매끄러운 언덕을 처음 만졌는데, 부드럽고 
     혈기왕성하다, 동물적 섹스와 간호사들과 여학생들 위로 육체적 밤 
     속으로 맴돌았다,
오 훔친 차의 오랜 고독의 엉덩이, 그리고 도로변에서의 고독, 빈정거리며 사색하기,
천 번의 작별의 엉덩이, 젊음, 젊은 연인들의 엉덩이,
주유소의 천 번의 외로운 쓰레기의 엉덩이, 수년간 큰 고통스런 비밀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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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비로움과 밤의 엉덩이! 체육관과 근육질의 바지의 엉덩이!
     고등학교와 자위의 엉덩이, 유일한 기쁨의 엉덩이,
     인류의 엉덩이, 너무나 아름답고 공허한, 마음과 천사의 지참금,
영웅 닐 캐시디의 엉덩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손가락들은 그의 허벅지 
     맨 끝까지 굴곡을 더듬었다. . . . 

그리고 마침내 천사와 그리스인과 운동선수와 영웅과 형제와 내 꿈의 소년과 
     함께 벌거벗었다
나는 내 털을 그의 털과 섞었다, 그는 내게 “이제 뭘 할까?”라고 묻는다.

his fiery firm belly warming me while I trembled–
His belly of fists and starvation, his belly a thousand girls kissed 
     in Colorado . . . 

I first touched the smooth mount of his rock buttocks, silken in power,   
     rounded in animal fucking and bodily nights over nurses and
     schoolgirls, 
O ass of long solitudes in stolen cars, and solitudes on curbs, musing fist 
     in cheek, 
Ass of a thousand farewells, ass of youth, youth’s lovers, 
Ass of a thousand lonely craps in gas stations ass of great painful
     secrecies of the years 
O ass of mystery and night! Ass of gymnasiums and muscular pants 
     ass of high school and masturbation ass of lone delight, 
     ass of mankind, so beautiful and hollow, dowry of Minds and Angels, 
Ass of hero, Neal Cassady, I had at my hand: my fingers traced the curve
     to the bottom of his thighs. . . . 

and naked at long last with angel & greek & athlete & hero & brother and
     boy of my dreams 
I lay with my hair intermixed with his, he asking me “What shall we 
     do now?”  (CP 156-57)

  긴즈버그는 캐시디의 “배”와 “엉덩이”를 생물과 무생물을 망라한 “차,” “젊은 연인,” “주유
소,” “체육관,” “고등학교,” “인류”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시인은 호모에로틱한 상상력을 발
현하여 근대 이래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반을 둔 이성애 규범성에 의해 억압되고 간과된 육체
적 하부인 “배”와 “엉덩이”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드러내며 “단일한 몸,” “닫힌 몸”으로 축소
된 전통적 성 규범을 전복시키고 있다. 흥미롭게도 긴즈버그의 이런 시각은 “근대 이래로 예
술, 문학, 예절바른 말이 갖고 있는 새로운 규범,” 즉 육체의 규범에서 “몸의 심원으로 이어지
는 모든 구멍들(orifices)이 폐쇄된다”(CP 320)라고 언급한 바흐친(Mikhail Bakhtin)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근대 예술에서 이상적인 신체는 남녀가 엄밀히 구분되는 일상적인 몸에 기인한 조화와 균형
의 미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바흐친은 “근대의 개별적인 몸 이미지에서 성생활, 음
식, 음료 및 배설물들의 의미는 협소해지고 일정해지며 사회적 삶 및 우주 전체와 가졌던 직
접적인 관계에서 멀어졌다”(CP 321)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남성/이성애 중심주의의 시각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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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키는 개방적이고 일탈적 섹슈얼리티의 발산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
단이 된다고 본다. 
  바흐친은 이상적인 몸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먹기, 마시기, 배설, 성교 등”을 망라한 “육체
적 드라마의 행위들”로 가득한 그로테스크한 몸이 표상하는 “생성하는 몸”(CP 317)의 중요성
을 역설한다. 그럼으로써 그로테스크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분은 코와 입을 포
함하여 대개 육체적 하부, 즉 “배, 생식기, 엉덩이”(CP 317)라고 주장한다. 바흐친이 역설하는 
그로테스크한 몸이 추구하는 삶의 핵심 요소로서 성 행위와 성적 표현은 개방되고 열린 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긴즈버그의 시에서 두드러진 마조히즘적이며 호모에로티시즘적인 이미지와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는 긴즈버그를 “바흐친적 카니발 그로테스크
의 원리를 구현하는 살아있는 화신”(91)으로 간주하는 프론테인(Raymond-Jean Frontain)의 
주장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많은 사랑들」의 결론에 이르러 시인은 캐시디와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하지만 
나는 처음에 실수를 했었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를 나의 주인으로 만들었다”(But I made my 
first mistake, and made him then and there my master)(CP 158)라는 언급을 통해 게
이 마조히스트로서 자신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처럼 「많은 사랑들」에 두드러지는 육체적 하부
와 노골적인 동성애 이미지는 남성/이성애 중심주의의에서 규정한 전통미학의 미적 범주를 벗
어나 있기에 전통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반미학적 경향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와 관련해 
반 엥겐(Dagmar Van Engen)은 “항문 에로티시즘”이야말로 “긴즈버그의 최고 형태의 찬양, 
해방, 석방”이라 주장하며 “많은 비평가들이 긴즈버그를 미국 게이 해방과 관련시키지 않지만 
시 낭독에서 긴즈버그가 자주 탈의하는 것과 새로운 범위의 주제에 대한 시에 대한 새로운 열
어젖힘”(4)에 주목한다.
  1961에 발표한 「캐디쉬」(“Kaddish”)라는 작품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머니 
나오미(Naomi)의 죽음에 대한 애가(elegy)로서 ‘캐디쉬’라는 제목은 유대식 장례 의식의 기도
문인 애도자의 캐디쉬(the Mourner’s Kaddish)에서 따온 것이다. 산문시 형식으로 엮어낸 
장시 「캐디쉬」에서 시인은 나오미의 유년기부터 1956년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녀의 삶의 자취를 면밀히 추적하고 기록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애가에서 볼 수 없는 나오미의 
몸, 특히 그녀의 나체와 더불어 “오줌,” “똥”과 같은 육체적 고통의 산물은 물론 성기와 항문
에 이르는 은밀한 신체부위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을 불쾌하고 당황하게 만든
다. 이는 「카디쉬」의 2부에 해당되는 「이야기」(“Narrative”)의 장면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어느 날 밤, 급작스러운 발작—화장실 안에서 나는 그녀의 신음—그녀의 영혼을 
게워내는 듯이 꺽꺽거리는—연이은 경련과 입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토사물—뒷구멍으
로 터져 나오는 설사물—변기 앞에 엎드려 주저앉아—다리 사이로 흐르는 오줌—그녀
의 검은 똥으로 얼룩진 타일 바닥에 메스꺼움을 남겼다—정신은 붙든 채—
     나이는 마흔에, 하지 정맥류를 얻고, 벌거벗고, 살찐 채로, 운이 다해, 엘리베이
터 근처의 아파트 문밖에 숨어 경찰을 부르는, 친구 로즈에게 소리 질러 도움을 청하
는 그녀—

     One night, sudden attack—her noise in the bathroom—like croaking up 
her soul—convulsions and red vomit coming out of her mouth—diarrhea 
water exploding from her behind—on all fours in front of the toilet—urine 
running between her legs—left retching on the tile floor smeared with her 
black feces—unfa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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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forty, varicosed, nude, fat, doomed, hiding outside the apartment 
door near the elevator calling Police, yelling for her girlfriend Rose to help
—(CP 218)

오랜 정신착란 증상에서 기인하는 나오미의 육체적 증후에 대한 매우 사실적인 묘사는 우리에
게 애처로움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토사물,” “설사물,” “오줌,” “똥” 등 애브젝트
(abject)를 표상하는 분비물이 넘쳐나는 이 인용문은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하며 혐오, 경악, 
역겨움, 불쾌감 등을 강하게 유발시킨다. 반미학과 불가분적 연관성을 지닌 ‘애브젝트’는 크리
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하면 주체에게 더럽고 천하며 역겨움을 주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
는 개념으로 대표적 예는 쓰레기, 오물, 배설물, 엉켜 붙은 상처의 피고름, 썩은 음식물, 시체, 
어머니의 육체(3-4) 등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애브젝트는 주체에게 매혹과 혐오를 동시
에 가져다주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애브젝트의 신봉자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역시 
‘타자의 가장 내면 깊숙이’(innermost being)에서 흘러나오는 것 안에서 매력적이지만 공포스
럽고, 영양분을 주면서도 살인적이며, 매혹적이지만 애브젝트(비천)한 어머니의 육체의 내면을 
찾아 헤매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Kristeva 54). 
  긴즈버그가 「캐디쉬」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몸에 대한 혐오와 매혹이라는 양면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 정맥류를 얻고, 벌거벗고, 살찐 채로, 운이 다해”라는 구절은 
나오미가 40세부터 정신병의 악화에 수반하는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의 전조 증상을 의미
한다. 이처럼 병듦, 노화, 고통, 죽음을 환기시키면서 애브젝트로 넘쳐나는 나오미의 몸은 다
름 아닌 애브젝트의 육체적 징후라 할 수 있다. “애브젝트의 육체적 징후를 통해 우리에게 가
장 큰 혐오감과 괴로움을 주는 것은 육신의 취약함, 죽음과의 친밀성을 직접적으로 자세히 보
여주는 데 있다”(182)라는 이문정의 주장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긴즈버그는 정신병으로 인해 집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나오미를 자주 목격했는데, 그녀
의 나체를 마주한 순간에 금기의 욕망, 즉 근친상간의 욕망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나아가 시
인은 마치 환자의 몸을 관찰하는 의사처럼 그녀의 몸, 특히 육체적 하부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항문 냄새”까지 맡음으로써 “한기를 느꼈다”라고 말한다.

     언젠가 난 그녀가 나와 자려고 날 유혹한다고 생각했어—싱크대에서 홀로 교태 
부리며—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엉덩이 둘레에 드레
스를 걸치고, 무성한 털, 수술 자국, 췌장, 복부 흉터, 낙태, 맹장, 흉측하고 두꺼운 
지퍼처럼 살집을 내려 당기는 절개 봉합 자국—사타구니의 다 해진 긴 입술—아니, 
항문 냄새까지? 난 한기를 느꼈어—후엔 약간의 혐오감마저 들었지, 심하게는 아니지
만—한 번쯤 해보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아 보였어—태초의 자궁 괴물을 아는 것—
어쩌면—그렇게 말이야. 그녀가 신경이나 쓸까? 그녀는 연인이 필요한데.

     One time I thought she was trying to make me come lay her—flirting 
to herself at sink—lay back on huge bed that filled most of the room, 
dress up round her hips, big slash of hair, scars of operations, pancreas, 
belly wounds, abortions, appendix, stitching of incisions pulling down in the 
fat like hideous thick zippers—ragged long lips between her legs—What, 
even, smell of asshole? I was cold—later revolted a little, not much—
seemed perhaps a good idea to try—know the Monster of the Beginning 
Womb—Perhaps—that way. Would she care? She needs a lover. (C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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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쇠퇴해 가는 나오미의 몸에 새겨진 다
양한 훼손의 흔적은 섬뜩하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강하게 유발시킨다. 특히 그녀의 육체적 
하부에 있는 다양한 수술 자국과 흉터를 포함하여 “사타구니의 다 해진 긴 입술”로 형상화된 
성기와 악취를 풍기는 항문은 아름다움이 상실된 여성의 몸으로 추함, 혐오감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강력한 애브젝트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 인용문에서 가장 추하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미지는 “태초의 자궁 괴물”이다. 이와 관련해 
크리드(Barbara Creed)는 “여성괴물(monstrous-feminine)의 개념은 가부장적이고 남근중심
적인 이데올로기에서 구성된 것”이며 “모든 공포와의 만남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의미화 
관행에 의해서 비상징계적으로 구성되는 모성적 육체와의 조우”(166)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태초의 자궁 괴물”이라는 표현은 남성/이성애 중심주의의 정형화된 시각을 전복시키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긴즈버그의 퀴어적 시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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