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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unjoo. “Characters and Space in Alison’s Hous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2 (2020): 129-149. This paper examines aspects of characters and space in Alison’s House by Susan 

Glaspell. Alison’s house signifies a family steeped in traditions and cultivated aspirations. The play 

consists of 3 Acts, where the space of 1st and 2nd Act is the library of the house, and the one of 3rd 

Act is Alison’s room. All the characters of the play reminisces and recollects Alison who died 18 years 

ago. Even though she does not exist on stage, she is always with other people on the stage. On behalf 

of Alison, there is continual reflection from other characters. Thus, Alison’s house works as heterotopia, 

where present and past coexist on stage. The library, the main space for Stanhope, patriarch, plays the 

role of Power container. The space controls and makes people conform to its power and ‘habitus’, which 

is ingrained habits, skills, and dispositions. Alison, who loved a married man, had to give up this love 

and follow Stanhope’s order because of the family’s reputation. Love with a married man would have 

been disgraceful for the Stanhope family’s honour. This was habitus in 19th century and it was controlled 

by the space, the family house. Alison secluded herself in her room, but she endured and sublimated her 

agony and love in poems. She makes her room ‘chora space’, which is designated as pregnant and 

productive space for women. (Sungky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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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수잔 글래스펠(Susan Glaspell, 1876-1948)의 마지막 3막극인 �앨리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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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on’s House)은 1930년 뉴욕 시빅 레퍼토리 극장(Civic Repertory Theater)

에서 초연되었다. 에바 르 갈리엔(Eva Le Gallienne)에 의해 연출된 이 극은 

1931년 퓰리처(Pulitzer)상을 수상하였다. 그 당시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퓰리처상 수상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페미니스트의 연구 외에는 오랫동안 제대

로 평가받지 못했던 글래스펠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다시 조명을 받으며 

그녀의 여러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수잔 

글래스펠 학회(Susan Glaspell Society)가 창립되어 페미니즘에 국한된 평가에

서 벗어나 미국 연극의 대표적 모더니즘 작가로서 그녀의 작품들이 새롭게 조망

되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2000년 뉴욕의 민트 극단(The Mint Theater 

Company)과 2009년 오렌지 트리 극단(Orange Tree Theatre) 등 많은 극단에 

의해 �앨리슨의 집�의 공연이 관객의 호평 속에 재개되었다. 

글래스펠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표작인 �사소한 것들�(Trifles)에 주로 국한되

어 있고 마지막 장막극인 �앨리슨의 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김양순은 글래스펠을 여성 작가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과 연관시켜 그

녀가 디킨슨을 해설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홍유미는 무대 위에 등

장하지 않는 여주인공 앨리슨 스탠호프(Alison Stanhope)를 통해 부재의 미학을 

강조하며 부재를 통하여 극 속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 대해 연

구하였다. 노애경은 디킨슨의 삶과의 연관성이나 조지 그램 쿡(George Cram 

Cook)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제와 형식을 지닌 여성 작가 글래스펠의 

위상과 권위에 관해 연구하였다.   

글래스펠은 앨리슨의 집이란 공간을 통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

대의 실상을 극으로 묘사하였다. 19세기를 주로 살아 온 구세대의 미스 애거서

(Miss Agatha)와 스탠호프(Stanhope)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20세기의 주역으로 

살아갈 신세대의 엘사(Elsa), 에벤(Eben), 테드(Ted) 그리고 앤 레슬리(Ann 

Leslie)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극명한 차이를 띤다. 전통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의 기성세대와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보적으로 나아가려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과 수용

의 단계들이 극에 잘 표현되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살고 살았던 장소인 스탠호프가 저택에 대한 느낌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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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하며 그들의 생각과 함께 저택의 여러 공간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

다. 작가 자신도 유부남이었던 쿡과의 부적절한 애정관계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극에서 앨리슨의 비도덕적인 사랑으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디킨슨과의 연관

성에 있어 디킨슨 역시 알려지지 않은 상대와의 슬픈 사랑의 상처로 인해 아버지

의 집에 칩거하여 은둔의 세월을 보낸 현실에서 동떨어진 낭만적인 존재로 서술

된다(Ferlazzo 14-15). 앨리슨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은둔의 삶을 

살았던 스탠호프가 저택은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배경이다. 그녀가 사랑을 포기

한 이후의 모든 경험과 사건들이 그 집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녀의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그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앨리슨의 집�이란 극 제목에서 제시되었듯이 집이라는 공간은 이 극의 핵심

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글래스펠이 앨리슨의 집을 극의 무대로 삼아 극을 

전개한 것은 그만큼 작품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며 앨리슨의 삶을 

그리고자 함이다. 따라서 공간과 연관하여 극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리

라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앨리슨의 집으로 지칭되는 스탠호프가 저택의 등장인

물들과 앨리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집의 공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

구를 위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원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스탠호프가 저

택 내에 존재하는 여러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그 공간들이 각각의 여러 시간대 별

로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지며 또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

토피아(Heterotopia)로 작용하는지 알아본다.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공간과 연관

지어 주인공 앨리슨을 추억하고 그녀의 의미를 평가하는지를 조사한다. 스탠호

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서재가 극의 인물들에게 어떤 권력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또한 여성의 공간인 그녀의 방을 플라톤(Plato)이 처음 주장하고 깁슨 

그레엄(J. K. Gibson-Graham)이 더욱 발전시킨 코라(Chora) 공간과 연관시켜 

해석해 보려 한다. 

II. 헤테로토피아: 스탠호프가 저택 

아이오와 주 미시시피 강가에 위치한 스탠호프가 저택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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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래가 뒤엉켜 있다. 오랜 전통을 간직하던 스탠호프가 저택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 하숙집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오랜 세월 스탠호프 가족들의 추억과 

삶이 깃든 저택은 모든 가족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특히 18년 전 세상

을 떠난 앨리슨은 이제 이 집에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이에게 가장 커다란 의미

로 존재하며 과거이지만 현재에도 실존하는 것 이상의 존재감이 있다. 그녀가 생

전에 썼던 시들은 여동생 애거서와 오빠 스탠호프에 의해 출간되어 인기를 끌었

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유명한 시인의 생가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앨리슨의 삶은 현재의 스탠호프 가족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사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그들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앨리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과거를 불러낼 때마다 

따라 나와 이 집에 현재에도 존재하는 느낌이다. 과거의 그녀는 현재의 가족 구

성원에게 각각 다른 영향과 의미를 띠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애거서와 스탠

호프에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면모를 더욱 강화시킨다. 다음 세대인 조카 엘

사와 에벤에게는 좀 더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스탠호프의 비

서인 앤에게도 자유분방한 영향을 미친다. 

앨리슨의 집이라 일컬어 질 수 있는 스탠호프가의 저택은 과거와 현재가 혼재

하며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려 시도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는 이러한 추억이 혼재하는 공간을 넘어 대학생들을 위한 하숙집이라는 전혀 다

른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녀의 집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

래가 혼재하는 복합적이고 헤테로크로니아(Heterochronia)1적이고 헤테로토피

아적인 공간이라 판단된다. 푸코는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조화롭지 않은, 즉 “‘정

상성’을 벗어나는 공간 배치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를 헤테로토피아로,”(12) 있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를 헤테로크로니아로 규정하였다. 헤

테로토피아는 “시간을 어떤 특권화된 공간에 무한히 누적시킨다는 발상,” “모든 

시간, 모든 시대, 모든 형태와 모든 취향을 하나의 장소에 가두어놓으려는 의

지,”(푸코 20) 등이 발현되는 곳이다. 

스탠호프가 집은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방”이며 “전통과 교양이 

  1 ‘heteros’(다른)와 ‘chronos’(시간)의 합성어‘heterochronie’는 ‘헤테로크로니아’로 표기하며 ‘다

른 시간’ 즉 “일상의 리듬을 벗어나 특이하게 분할된 이질적 시간”을 의미한다(푸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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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문을 나타낸다”(312)2. 1막과 2막의 무대는 스탠호프가 저택의 서재로서 

부유하고 명망있는 집안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임을 암시한다. 서재에는 과거 조

상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가구의 장식은 연조(年條)가 깊은 것들이다. 이 곳은 

공간을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하며 오래된 서류와 도서들이 배치되어 

과거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다. 19세기 마지막 날인 1899

년 12월 31일이 시간 배경인데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세기로 넘어가며 이 집은 

헐리게 된다. 스탠호프가 사람들은 20세기로 바뀌는 첫날에 이사를 가기 위해 

바쁘게 준비한다. 가족들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책과 서류들을 정리

하며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한다. 

서재에 모이는 극의 등장인물은 내일의 이사 준비를 돕기 위해 나타나지만 그

들은 모두 18년 전에 죽은 앨리슨에 대해 언급한다. 집이 헐리기 전에 집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기자 리처드 놀즈(Richard Knowles)는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에 관한 어떤 것도 다 살아 있어요. 그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죠”(313)라고 

언급하며 이 집 곳곳에 앨리슨이 존재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그들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앨리슨을 통해 과거를 환기하며 과거 속으로 들어간다. 외부에서 온 놀즈

는 앨리슨의 영향이 모두에게 미치고 있음을 감지하고 “당신네 가족 모두가 앨

리슨 스탠호프의 영혼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335)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무언가가 여기에, 모두 안에, 다른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것 같다”(335)고 말한

다. 이 집은 스탠호프나 애거서의 집이 아니라 앨리슨의 집이라 일컬어질 만큼 

그녀의 체취가 가득한 공간이다. 이 집에 같이 있지만 가족은 아닌 스탠호프의 

비서인 앤도 이사 가기 전 날인 12월 31일에 죽은 애거서에 대해 “그녀는 너무 

멀쩡한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죽은 것 같고, 앨리슨은 죽은 지 18년이나 됐는데 

여기 있어요”(342)라고 말한다. 애거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집에서 지내왔지만 

존재감이 없고 앨리슨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존재하는 듯

하다. 애거서와 앨리슨은 서로 입장이 상반되며 애거서는 현재의 인물임에도 과

거의 인물같고 앨리슨은 분명 과거의 인물이지만 누구보다도 현재에 실존하는 

듯 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극에서 앨리슨은 죽은 인물이고 단 한 줄도 그녀의 대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

  2 본문은 Susan Glaspell: The Complete Plays(2010)로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페이지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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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명백히 부재하지만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로 여러 형태로 무대 위에 재현된 것이다. 극을 통해 그녀는 여느 다른 등장인물

보다도 잘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녀를 이야기하고 그녀

를 설명하며 그녀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과거의 존재이지

만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 올 것처럼”(314) 생생한 현재의 존재이기도 하

다. 그녀가 머물렀던 방에는 그녀가 원고를 썼던 책상과 앉았던 의자 등 사용하

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엘사가 그녀의 방을 들어갈 때 “마치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듯이”(341) 잠시 문 밖에서 기다리며, 앨리슨이 쓰던 책상과 의자

에 앉기를 주저한다. 다른 사람들은 앨리슨이 마치 유령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듯이 행동한다. 마치 앨리슨의 방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앨리슨의 책상

과 의자를 비워둔 채 스탠호프는 난로 앞 의자에 앉으며 에벤은 책상 옆에 앉는

다. 엘사는 “앨리슨 고모!(Alison!)”(348)라고 외치며 앨리슨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느낀다. 앨리슨은 그 자리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공감하며 다양한 목소리

로 자신을 재현하고 있다. 앨리슨이 남긴 원고와 함께 그녀는 과거와 현재 사이

를 오가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자신의 방에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앨리슨의 방

은 실존했던 과거의 앨리슨과 유령의 형태로 현재에 출현하는 앨리슨이 함께 존

재하는 헤테로토피아이다. 

스탠호프가 저택은 유명시인 앨리슨을 기념할 수 있는 박물관과 같은 곳이다. 

19세기의 마지막 날에 서재의 내부 장식은 한 세기가 더 오래된 과거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지나고 20세기가 되면 이곳은 지난 19세기를 추억

할 수 있는 과거의 상징적 건물이 된다. 이 집은 과거를 나타내는  가구들과 서

재를 장식하는 오래된 도서들, 그리고 외부 건물이 어우러져 19세기를 대표하는 

건물이 된다. 주택의 내부는 앨리슨 가족들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집 구석구

석에 등장인물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옛날이야기와 그리운 감정들이 쌓여 있

다. 서재는 스탠호프가 애장하는 많은 책과 서류들이 쌓여서 과거의 경험과 역사

를 상기시킨다. 스탠호프는 책과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그의 과거와 대면하게 된

다. 이층의 앨리슨 방은 그녀가 소중히 사용하던 침대와 책상, 의자 등이 존재하

며 그녀의 출몰을 상상케 한다. 스탠호프가 저택은 각 공간에 과거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존재하며 그 공간의 주인들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의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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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한다. 특히 과거의 앨리슨은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재소환됨으로써 마치 사라지지 않는 유령처럼 이 공간을 가득 메운다. 따라서 스

탠호프가 저택은 헤테로크로니아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 

  

III. 권력용기의 공간

공간은 인간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대상이 아

니다. 공간은 사회적 행위를 통해 생산되기도 하고 역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

기도 한다. 20세기 사회학자들은 인간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과 인

간의 “사회적 조작을 통해 형성되는”(슈뢰르 50) 상대적 공간개념을 모두 차용

하며 다양한 공간에 대한 담론을 생성시켰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

외(Pierre Bourdieu)는 “공간 혹은 거주지를 만드는 것은 아비투스(habitus, 습

속)”이라고 주장하였다(311). 영국의 사회학자 엔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는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고유한 자신만의 지리학을 

만든다”(Constitution 363)고 생각하였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에 따

라 공간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반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자연화 하는 물리적 공간은 구조적 힘을 지니며 

인간의 행위와 위치를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 공간이 요구하는 아비투스를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공간에 의해 아비투스가 형성된다는 의미이며 권력관계를 말해 주는 물리적 공

간이 인간의 위치와 행위를 규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회 집단은 특정한 시점에 

자신이 위치한 특정 공간을 토대로 가능한 재화와 실천의 제공에 대한 거리를 부

여받는다. 그리하여 공간은 특정 집단의 아비투스 뿐 아니라 그 위치를 고정시키

는 권력의 거점이 된다. 지배적인 권력관계를 가시화하는 사회적 공간에서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이 공간 내 질서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

은 희박하며 반면 공간은 행위자인 인간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부

르디외 231-33). 기든스 역시 “권력용기(Power container)”(Nation 172)로서

의 절대적 공간개념을 주장하며 외부에 대해 닫혀 있는 학교를 예로 들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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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용기로서의 공간은 그 내부의 행위자들을 통제하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학

교는 내부 공간의 규칙에 따라 행위자를 통제하게 된다. 

스탠호프가 저택은 권력용기라는 절대적 공간이다. 스탠호프가 저택은 가문을 

중시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집안의 터전이며 그 구성원들의 행태를 규정한

다. 시대를 거스르며 당시의 윤리적 기준을 어길 수 없도록 공간의 거주자들을 

통제한다. 특히 가족의 중심 공간인 서재는 가부장인 스탠호프의 공간이며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서재의 주인이자 의사결정권자인 스탠호프

는 가족과 전통을 중시하며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다. 누이 애거서와 앨리슨을 보

호하려고 애쓰며 집안의 권위와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가장이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며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가족의 명예와 평판

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인물이다. 그는 가장의 무게가 버겁다고 여기지만 스스로

를 억제하며 오로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오랜 저택이 담고 있는 보수적인 분

위기를 대변한다. 그는 서재의 분위기를 좌우하며 외부에서 오는 가족에 대한 사

생활 침해를 막으려 애쓰며 두 누이를 보호한다. 반면 그는 가부장으로 누이를 

보호하는 명목 하에 그들을 통제하며 집안의 평판을 유지하려 가족에게 누가 되

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속한다. 

19세기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시점에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며 서재에 모인 가족

들은 18년 전에 죽은 앨리슨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평생 시를 쓰며 여동생 애거

서와 오빠 스탠호프 식구와 함께 이 저택에서 살았었다. 그녀는 유명한 시인으로 

사후에도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애거서와 스탠호프는 그녀가 

세상의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을 몹시 꺼리며 외부의 관심을 차단하려 한다. 스

탠호프의 차남 테드가 “우리가 앨리슨 고모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318)라

며 불만을 표출하듯이 앨리슨은 외부와 단절된 채 소위 감옥이라 칭해질 수 있는 

자신 만의 세계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다. 애거서는 “이 곳은 그녀가 있고 싶어 

했던 곳”(318)이라며 항변하며 앨리슨은 우리한테 속한 사람이며 이 집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애거서는 앨리슨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이 집을 그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긴다. 그녀가 앨리슨

을 지키고 싶어 한 것은 시인의 명예와 평판 그리고 스탠호프 가문의 위상 때문

이다. 그녀와 스탠호프는 앨리슨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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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극구 만류했다. 앨리슨의 연인이 그녀를 데리러 집으로 왔을 때 스탠호프

는 앨리슨에게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다. 스탠호프의 부탁은 단지 부탁이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는 습속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 이 후 앨리슨은 못 

이룬 사랑에 절망하며 감옥과 같은 이 집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 

이 집은 19세기 당시의 점잖은 가문의 규수로서 유부남과 사랑을 하는 것 자

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간이다. 스탠호프는 앨리슨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감행함으로써 스탠호프 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가족들이 수치와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집

안의 가장인 스탠호프는 가족을 위해 앨리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러한 결정에 한 치의 후회도 여한도 없었다. 자신 역시 앤의 어머니를 마음에 두

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문과 자식들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명망 있는 

가문의 스탠호프가 저택은 19세기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며 자신의 감정

이나 사랑보다는 전통과 평판을 더 중요시하는 커다란 테두리이자 보호막과 같

은 것이다. 교양과 책임과 의무가 흐르며 그러한 아비투스가 저택의 하비타스

(habitat, 거주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거대한 권력과 같은 것이며 모든 사람

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 저택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인 서재는 마치 권력용기처럼 그 안에 존재하는 

구성원을 통제하고 억제시킨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는 제어력이 이 공간에 흐르는 것이다. 이 공간에 속한 자는 이에 순응해

야 하며 이를 거스르려 하면 다른 구성원의 제재와 방해가 뒤따른다. 애거서와 

스탠호프는 앨리슨의 분출하려는 욕구를 억누르려고 노력하였고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시로서 표출하려 했던 앨리슨의 결과물이 발견되자 애거서는 이를 끝

까지 숨기려고 노력하였다. 스탠호프는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

하지 않던 시대의 사람”(351)이라고 언급하며 19세기 뼈대 있는 집안들이 처신

해야하는 법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탠호프는 비도덕적인 사랑은 실현될 수 없으며 그냥 가슴 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의 소유자이다. “이 작은 마을이 우리의 삶”(352)이라 말하며 삶의 

터전인 마을의 아비투스가 곧 이 집의 아비투스이며 이 마을의 일부로서 이 집의 

공간을 인정하며 마을의 규율과 불문율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도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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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과 생각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 곳을 벗어나

려는 영혼을 집이라는 울타리에 감금시켜서라도 이 규율에 복종하고 굴복하도록 

유도한다. 그 자신도 앤의 어머니와의 사랑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식들과 

자식의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므로 그 마을과 집에 내재된 아비투스(습속)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또한 그 마을이나 공간을 지배하는 아비투스를 매우 중시하며 이를 철저히 준

수하는 인물 중에는 젊은 세대인 루이스(Louise)가 있다. 그녀는 스탠호프의 며

느리이자 에벤의 아내인데 젊은 세대 중 유일하게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고

를 지니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가문의 위상을 굉장

히 중요시하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저항적이고 독특한 성격의 앨리슨은 타인들

에게 절대 노출되어선 안 되는 요주의 인물이고 특히 불륜으로 집안에 수치심을 

안겨준 시누이 엘사는 절대 이 저택에 돌아와서는 안 되는 금기의 인물이다. 그

녀는 집안과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자신이 이 집안의 핵심적인 사람이며 자

신의 영향력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며 매사에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 

한다. 때로는 가장인 스탠호프에 맞서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강요하거나 설득

하려 한다. 그녀는 권력용기로서 스탠호프가 저택이란 공간에 흐르는 아비투스

를 체화한 인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휘두르며 판단을 강요하

는 인물이다.   

반면 앨리슨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견디기 힘든 세월을 고독과 고통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가족 공간인 집은 하나의 감옥으로 작용하

며 그녀를 억누르는 권력의 용기로 작용하였다. 그 공간을 벗어나 자유로운 새처

럼 날아가고 싶지만 날개 잃은 새처럼 집에 갇혀서 그 공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순응하며 끝없는 번민의 나날을 지내야만 하였다. 부르디외가 언급

한 것처럼 앨리슨은 이 공간이 요구하는 아비투스를 준봉(遵奉)하여야 했다. 그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녀의 집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

람을 포기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으나 다른 가족을 위해 사회의 규율에 굴복

하며 그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 공간의 윤리적 규율은 하나의 커다란 권

력이 되어 공간을 지배하며 그 공간에 속한 개인은 무거운 속박과 힘을 무시하지 

못하고 굴복하며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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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호프와 루이스는 가족이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며 집안의 

품격과 자긍심을 위해 다른 개인의 욕망과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

긴다. 스탠호프 가족이 모이는 서재는 스탠호프가 통제하는 권력용기의 공간으

로 작용하며 그 공간의 권력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앨리슨을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성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V. 코라 공간

코라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Timaios)에서 나오는 공간 개념이다. 플라톤

은 세계를 구성하는 부류를 존재, 생성, 공간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세 부류는 

“생성되는 것, 그리고 이 생성되는 것이 생성하게 되는 곳인 것, 그리고 생성되

는 것이 태어남으로 닮게 되는 대상”(141)이다. 생성되는 것은 태어난 자식에, 

생성되는 것이 생성하게 되는 곳을 어머니에, 그리고 닮게 되는 대상을 아버지에 

비유한다(플라톤 141). 플라톤은 생성되는 것이 생성하게 되는 곳을 코라라고 지

칭하며 이를 “일체 생성의 수용자”(136)이며 생성된 것의 어머니 혹은 “유모” 

등에 비유한다. 코라는 헬라어로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는 공간 또는 장소”(플라

톤 145)를 의미하며 다양한 물체들을 수용하는 “새김바탕”(140)이다. 코라는 자

신의 소멸은 허용하지 않지만 물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수없이 변화시

킨다(플라톤 147). 코라는 운동하고 변화시키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147)

로 가득 차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무규정, 무질서, 불균형의 기원이 된다. 코라 

공간은 이데아를 닮은 질서, 혹은 지배적 구조의 공간의 힘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내부의 무규정적인 힘을 통해 이를 뒤흔들기도 한다. 코라는 이분법적 위계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정치경제 지리학자 깁슨 그레엄은 코라 공간 개념에 관심을 지니며 코라

의 개념으로 여성의 공간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녀는 코라를 존 레히테(John 

Lechte)를 인용하여 “위상학적 공간의 형식파괴”에 근접한 “질서가 부여 되지 

않은 공간”(깁슨-그레엄 170, 재인용)으로 “존재와 되기 사이”(깁슨-그레엄 

170)의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그녀는 코라 공간을 “내재적 생산성”과 본연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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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영향력을 지닌 “가임의 공간, 공기의 공간, 가능성과 중층결정의 공

간”(171)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가임의”라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삶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여성 공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녀

는 여성 공간이 단지 기존의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을 

산출하는 가임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하였다.

�앨리슨의 집�의 공간 구성은 세 부분인데 1막과 2막은 저택의 서재이고 3막

은 앨리슨의 방이다. ≪시카고 레코드 헤럴드≫(the Chicago Record Herald) 

신문의 기자인 놀즈는 스탠호프가를 방문하며 “미스 앨리슨 스탠호프가 썼던 

방”(313)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앨리슨이 시를 창작하며 썼던 그 방의 책상과 

그녀가 바라보았던 창문 등이 있는 그녀의 방을 구경하고자 하였다. 놀즈는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이 집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앨리슨의 가족은 집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외부인들을 차단하려

고 애쓰지만 놀즈는 가족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앨리슨의 가치를 더욱 발굴하려 

한다. 그는 특히 앨리슨의 방에 감추어진 어떠한 비밀이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

이 있는지 궁금해 하며 앨리슨이 머물던 공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앨리슨의 방은 그녀 생전에 머물며 시를 창작하던 공간으로 사후 18년이 지난 

현재도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마치 그녀가 현재도 머물며 기거하는 공

간인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앨리슨의 조카이자 스탠호프의 딸인 엘사가 그

녀의 비공개 창작물을 앨리슨의 서랍에 보관하면서 3막이 시작된다. 애거서는 

앨리슨의 미공개 시들을 평생 간직하다 죽기 직전에 엘사에게 넘겨준다. 앨리슨

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으므로 사랑을 이루지 못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집안의 평판과 다른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 그녀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다. 스탠호프가 저

택은 그녀를 감금하고 통제하는 공간으로 작용하였지만 그녀의 방은 오로지 그

녀의 공간이었다. 사랑의 그리움과 외로움에 지친 그녀를 위로하고 고통에서 벗

어나도록 안식을 제공하는 그녀의 방은 저택의 다른 공간에 대비하여 새로운 의

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세상의 비난을 피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부남

과의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는 자신의 방에 칩거하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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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불후의 사랑을 위해 새로운 

별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불멸의 작품을 쓴 것이다. 

시가 없었다면 외로움과 고통으로 서서히 소멸해 갔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자신의 공간에서 마음속으로부터 분출되는 무규

정의 혼돈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전시켰다. 그녀의 자유를 속박하고 지

배하는 저택의 서재공간은 그녀를 숨 막히게 하였고 속박된 몸은 그 공간의 규칙

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인 방에서 그녀는 편히 숨쉴 수 

있고 그녀의 정신은 자유롭게 노래하는 새처럼 시를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

다. 그녀의 방은 온 세상의 연인들이 공감하고 사랑할 시를 품으며 새가 알을 낳

듯 창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둥지와 같은 공간이 되었다. 앨리슨의 방은 깁슨 

그레엄이 언급한 가임의 공간인 코라의 공간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

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열광하게 하는 불후의 작품을 잉태한 곳이다. 

앨리슨의 시는 그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하며 느낀 감정을 적나라하

게 표현한 글이다. 그녀의 집은 감옥과 같은 공간으로 행동을 제약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도록 제어하는 공간이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의 사

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당대의 불문율이 그녀가 사는 저택에 관철된다. 19세기 

사회에서 가정 있는 남자를 유혹한 여성에게 가해질 비난은 상상 이상이며 명망

있는 가문의 규수로서 범해서는 안 될 제일 덕목이다. 앨리슨은 누구보다도 그러

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다른 가족들이 받을 비난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사랑

을 포기한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온몸으로 막으며 매일 사랑하는 사

람을 그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야 하는 앨리슨에게 그 저택은 그녀를 통제하

는 하나의 장치이자 그 사회의 축소판이다. 앨리슨은 자신의 방에 갇혀 방 앞의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그 새를 동경하며 마음을 시로 표출하였다. 

그녀를 제어하는 거대한 공간인 저택 안에서 소도(蘇塗)와도 같은 그녀의 방은 

시를 산출하는 생산의 공간이자 창조의 공간이다. 그녀의 방은 그녀처럼 사랑의 

감정을 소유한 모든 이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시를 잉태한 공간이다. 작은 방

에서 세상의 모든 연인들에게 공감받고 사랑받을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썼다. 사

랑은 죄가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절규하는 마음에서 시를 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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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음악에 맞춰 들보를 놓는다,

하나하나 음악에 맞춰,

태양 주위를 춤추는 

회오리치는 바람의 운율에 맞춰.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나 전쟁에 의해 

대치되지 않도록,

행복한 영혼의 사랑을 위해

새로운 별보다 오래 남도록.”

“She lays her beams in music, 

In music every one,

To the cadence of the whirling world

Which dances round the sun.

That so they shall not be displaced

By lapses or by wars,

But for the love of happy souls

Outlive the newest stars.” (338)

이는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집 (“The House”)이라는 시

인데 극에서는 앨리슨이 쓴 시로 언급된다. 이 시는 앨리슨의 심경을 그대로 표

출하고 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정신과 영혼은 어떠한 시간이나 외

적인 반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녀의 

바람이 시에서 느껴진다. 앨리슨의 방은 그녀만의 공간이므로 그 곳에서 그녀는 

어떠한 것도 꿈꿀 수 있었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다. 현실

과 장애에 구애되지 않고 영혼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녀의 혼이 담긴 시공을 초월

한 공간이다. 앨리슨의 방은 이미 18년 전에 죽어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임

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직도 그 곳에서 자고 집필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

다. 그녀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듯이 가족들은 그녀의 

존재를 의식한다. 따라서 그녀는 생전과 똑같이 남아있는 그녀의 방에서 계속 새

로운 의미를 생산하며 억눌린 사랑에 지치지 않고 영원과 불멸을 꿈꾸며 지속적

인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시대의 관습과 도덕에 지배를 받

았지만 내적으로는 이에 끊임없이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여성으로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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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를 시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녀의 방은 꿈틀거리는 

내부의 에너지를 배양하고 키우도록 도와준 공간으로 코라의 공간으로 작용하였

다.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사랑을 포

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후대의 여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앨리슨과 같은 세대를 살아온 동생 애거서는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시

들을 보관하였지만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불에 태워 존재를 지

우려 하였다. 그녀는 스탠호프와 마찬가지로 앨리슨을 사랑하였지만 그 무엇보

다도 가문과 앨리슨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 구세대의 인물이다. 애거서는 “그녀는 

우리에게 속했다고. 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킬거야”(318)라고 외치며 앨리슨

에 대한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앨리슨의 명예가 훼손

되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까봐 두려워하며 끝까지 앨리슨의 원고를 감추

려하였으나 죽음을 앞두고 엘사에게 원고를 준다. 

엘사는 이 극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이다. 그녀는 스탠호프의 딸로서 

앨리슨과는 달리 “가문과 공동체의 신념에 대한 저항을 택한 여성의 선택을 대

표하는”(Gainor 235) 인물로 등장한다. 엘사는 자식이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

져 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스탠호프를 비롯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사랑을 선택하여 가족을 저버린 셈이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스탠호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그녀는 조

건이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용감하게 선택하였다는 점

에서 앨리슨과 대조되는 인물이다. 반면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다는 공통점을 지

니고 있다. 가문의 수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엘사가 스탠호프가 저택

이 팔리기 전 날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앨리슨 고모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

이 다음 날이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소식에 집을 방문한 것이다. 그

녀는 애거서가 죽으면서 넘겨준 앨리슨의 미공개 시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시라

는 사실과 앨리슨도 자신처럼 유부남을 사랑하였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엘사는 애거서에게 받은 앨리슨의 미공개 시 원고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앨리슨의 방 서랍에 보관한다. 그녀는 앨리슨의 시를 읽는 순간 그것을 “앨리슨

의 심장”(350)이라 칭하며 그녀의 애정과 사랑이 절실히 녹아있는 시라는 사실

을 깨닫는다. 18년 전에 죽은 앨리슨의 방에서 엘사가 앨리슨의 분신과 같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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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간직하고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엘사가 앨리슨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

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엘사가 이루어 준 것에 대해 앨리슨은 기뻐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앨리슨은 자신의 방에서 금기되는 사랑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외로움 등을 시로 표현하며 모든 연인이 공감할 연애시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본

인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세대에 속하기에, “그 사랑을 가슴 깊숙이 

간직”(351)할 수 밖 에 없었지만 미래의 세대는 이를 극복하고 자신처럼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시로 쓴 것이다. 

그녀는 집안의 가풍과 규율에 순응해야만 하는 여성으로 가부장적 존재인 스탠

호프의 통제를 받을 수 밖 에 없었지만 그대로 순응하고 침묵하지 않았다. 자신

의 고통과 뜨거운 감정을 모두 시로 표출함으로 미래의 여성들이 이를 읽고 공감

하며 새로운 도전과 위로를 받기를 기도하였을 것이다. 앨리슨의 방은 침묵하고 

복종하는 고통의 방이었지만 앨리슨은 저항하고 도전하며 이 방을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발전시켰고 그 결과물로 작품을 배출하였다. 

이에 반해 스탠호프는 이 원고가 “앨리슨 만을 위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

게 그녀의 감정을 보여 줄 필요는 없는 것”(349)이라며 가문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앨리스의 원고를 없애기를 바라며 애거서

가 엘사에게 준 원고를 회수하여 자신이 처리하려 한다. 그녀는 이미 유명한 시

인인데 그녀의 금기의 사랑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서재에 모여 

있던 가족들이 이제 앨리슨 방에 모여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젊은 세대인 

엘사, 엘사 오빠 에벤, 남동생 테드, 여비서 앤은 모두 엘사와 같은 생각으로 그

녀의 시가 자신들을 위한 시라고 주장하며 시 원고가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고 말

한다. 앨리슨의 방에 모인 사람들은 스탠호프 만 제외하고 모두 앨리슨의 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죽어가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보며 만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기

를 바란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앤은 “앨리슨이 여성을 위해라고 말했으니”(352) 여

성을 대표하는 엘사에게 시를 줄 것을 스탠호프에게 간청한다. 엘사 역시 “앨리

슨이 날 위해 이런 시들을 쓴 것”(353) 같다고 고백한다. 이 시는 “사회가 여성

들에게 부과하는 도덕적 규약을 엄격히 준수할 때 일어나는 여성들의 욕망과 외

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Ozieblo and Dickey 55)이다. 특히 그녀의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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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사랑한 공통점을 지닌 엘사가 도덕적 규범보다는 사랑을 선택함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이해와 위로를 준다. 엘사는 앨리슨의 시가 사랑하

는 여성들의 적나라한 심경을 표현한 연애시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문의 수치와 앨리슨의 명예 실추를 두려워하는 스탠호프에 비해 자녀들과 

앤은 모두 같은 생각으로 앨리슨의 연애시를 공개하려 한다. 앨리슨은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과 절망, 그리고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다. 엘사는 오랜 시간

이 흐른 뒤 진실을 알게 되어 앨리슨을 해방시켜 주고 세상 밖으로 자유로이 보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앨리슨의 공간에 갇혀 있던 그녀의 분신과 같은 사랑

의 시들을 이제 세상 밖으로 새처럼 날려 보내기를 원한다. 앨리슨의 방에서 서

로 상반되고 다양한 주장들이 이어지지만 결국 스탠호프도 젊은 세대들의 의견

과 생각에 굴복하며 엘사에게 앨리슨의 시 원고를 넘긴다. 그는 “그녀의 세기에

서 너의 세기로”(353) 보내는 선물이라 칭하며 세월의 변화를 인정한다. 앨리슨

의 공간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앨리슨의 자유를 

선택하게 되는 중층 결정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녀의 방은 19세기가 끝나고 새

로운 세기의 태동을 알리는 공간이며 젊은 세대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임의 공간

이다. “바람에 꺾인 꽃처럼(353)” 억눌린 세월을 보낸 여성 시인의 삶을 부활시

키며 자유와 사랑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앨리슨의 작은 

방은 여성 코라의 공간이다. 

“앨리슨이 엘사, 어머니,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말을 하도록”(352) 해 달라는 

앤의 부탁처럼 앨리슨의 방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며 앨리슨의 방에 보관된 앨

리슨의 분신인 시를 통해 여성의 마음을 전하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세상에 알

릴 수 있는 발판을 세우는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앨리슨은 불멸의 사랑

과 외로움, 사랑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고 이를 또 다른 자신의 분신

과 같은 존재인 엘사에게 물려줌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엘사는 

앨리슨과 공감하며 고통 받는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축복을 전하는 앨리슨의 마음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얻는다. 이제 앨리슨

의 방은 앨리슨의 공간에서 엘사의 공간으로 전환되며 이 방의 새로운 주인은 엘

사임을 선포하게 된다. 시에 대한 선택권이 엘사에게 주어짐에 따라 그녀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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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해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방은 침침하고 

외로운 암흑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과 광명의 공간으로 변화된다. 엘사의 공간은 

그녀가 위축되거나 망설이지 않고 코라의 공간, 즉 어머니와 같은 공간으로 여성

들의 생산적 발전과 새로운 탄생을 향하여 전진할 것임을 암시한다. 깁슨 그레엄

이 그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롭고 창조적인 삶의 형태를 품을 수 있는 가임

의 공간 즉 코라의 공간이 앨리슨의 방이자 엘사의 방에서 재현되었다. 

V. 나가며

�앨리슨의 집�이라는 극의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극의 초점은 스탠호프가의 다

른 등장인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는 앨리슨에 있으며 그

녀가 머물던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맞추어져 있다. 그녀가 살았던 공간인 앨리

슨의 집은 여러 각도로 연구되었고 각 공간과 시간별 다양한 의미가 제시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점에서 전개되는 이 극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제시된다. 과거는 죽은 앨리슨과 연관된 부분인데 앨리슨은 무대 위에 실재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위로 소환

된다. 무대 위의 등장인물들이 앨리슨의 이야기를 계속하며 관객들에게 마치 그

녀가 무대 위에 함께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과거의 죽은 

인물인 앨리슨을 끊임없이 불러들여 함께 한 추억을 되새기며 현재에서의 의미

를 찾으려 한다. 다른 사람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 앨리슨의 행동이 대행되며 재

현된다. 오늘이 스탠호프가 사람들이 사는 마지막 날이고 하루가 지나면 호지스 

부부가 이집을 하숙집으로 개조할 것이다. 호지스 부부는 자신들의 계획을 제시

하며 새롭게 탈바꿈할 미래의 스탠호프가의 집을 이야기한다. 무대 위의 시간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재현되는 헤테로토

피아의 양상을 띤다.

3막극인 �앨리슨의 집�에서 1막과 2막의 공간은 서재이다. 서재는 스탠호프

를 대표하는 공간이며 그는 서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지시한다. 스

탠호프는 집안의 가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가족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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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하는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다. 서재는 그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며 그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권력용기의 공간이다. 

가족들은 스탠호프의 암묵적 명령을 절대 순종해야 하며 거스르는 행동을 보여

서는 안 된다. 19세기의 인물인 앨리슨과 애거서는 오빠 스탠호프의 결정에 순

응하여야 한다. 앨리슨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 저택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공간을 지배하는 아비투스 때문이다. 집안의 중심인 서재에

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순응하며 절대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다.

앨리슨이 칩거하였던 그녀의 방은 집의 다른 공간과 차이점이 있다. 그 곳은 

여성의 공간이며 그녀의 고통과 사랑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생산적 

공간이다. 이는 새로운 것을 품을 수 있는 가임의 공간으로 코라 공간이다. 앨리

슨의 방은 좌절과 외로움으로 축소되고 사그라들어 가는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혼돈과 무규정의 힘을 품어 올리며 무언가 생성을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내적

으로 에너지를 쌓아가는 공간이다. 글래스펠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규제와 억압

의 희생자”(Ozieblo 240)인 디킨슨처럼 자신도 사회적 인습의 피해자로 인식하

였다. 여성 시인 앨리슨으로 대표되는 글래스펠은 자신의 고통스런 경험을 앨리

슨의 방을 통해 여성을 위한 코라 공간으로 승화시켰다. 글래스펠은 앨리슨의 방

을 여성 억압의 침울한 공간으로 끝내지 않고 그녀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내재적 생산성을 지닌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글래스펠은 여성의 억압된  삶을 극으로 표현하며 그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과 극복을 꿈꾸는 작가이다. 그녀는 앨리슨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억압된 

여성의 삶을 살펴보고 그 안의 또 다른 공간, 앨리슨의 방을 조명하여 은둔 속에

서 이루어낸 앨리슨의 성과와 열정을 재평가한다. 기존 남성작가들이 표현할 수 

없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이루어낸 독특한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페미니스

트 작가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한다. 또한 글래스펠은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평가하여 한 인간으로서

의 여성의 삶을 재조명하였다는 면에서 당시 현대 미국 연극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모더니즘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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