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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Busoon. “To visible consumables from invisible human: Gloria, a satire on the contemporary 

worl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2 (2020): 91-109. This study focuses on how a 

main character, Gloria becomes visible consumables from invisible human in Gloria written by Branden 

Jacobs-Jenkins. This play is the story of Gloria, who has worked for a magazine for 15 years, and who 

one day kills her colleagues and kills herself in a shooting rampage. That is because Gloria was treated 

as an invisible human by her colleagues. Crucially, she invited them to her housewarming party, but 

only Dean came and the rest of the colleagues didn't come. Gloria realized her own existence and 

committed this great crime. Survivors create another Gloria that is not real to make money from the 

shocking incident. Regardless of the fact, many books about Gloria were published and even Nan's book 

about Gloria will be made into a movie. Gloria was always alone when she was alive, but she became 

famous in the mass media after her death. In other words, Gloria has become visible consumables from 

invisible human. This is a satire on the present global world, especially American socie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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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지구촌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들은 아마도 문명의 이기에서 오는 소

외, 소통의 부재, 트라우마, 약육강식의 사회구조, 인종차별, 상하관계,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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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동성애, 그리고 학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 존재 하는 인

간의 본성을 민낯으로 보여주는 극작가를 꼽으라면 단연코 제이콥스-젠킨스

(Branden Jacobs-Jenkins)일 것이다. 그는 1984년 워싱턴에서 태어나, 프린스

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인류학 학사와 뉴욕 대학의 티쉬 예술 학교

(Tisch School of the Arts)에서 공연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두 대학에서 극작

수업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그의 경험은 2014년 30세의 어린 나이에 �적절한�

(Appropriate)과 �옥토룬�(An Octoroon)으로 오비상을 거머쥐는 토대가 되었

다. 2016년에는 맥아더 “천재”상(MacArthur “genius” grant)뿐만 아니라 �글로

리아�(Gloria)가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2018년에는 �모두다�(Everybody)가 또 

한 번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름으로써 그는 영미문화권에서 주목받는 극작가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이콥스-젠킨스가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스포트라이트

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영향력은 물론 그의 준비된 극작수업과 인간에 

관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할레웨이(Lynette Holloway)가 “뉴욕시 극작가인 제이콥스-젠킨스는 인종, 

정체성, 가족, 계급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동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다양한 연극 장르를 폭넓게 끌어들인다”(“Newsone”)라고 설명하듯, 그는 흑인

의 정체성 이외에도 사람들의 내면은 물론 그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하버드 

법대 출신의 흑인 어머니와 치과의사였던 아버지가 계셨으나 할머니와 보낸 어

린 시절의 삶, “내 아버지는 믿기 어려울 만큼 병적인 사람이에요”(Witchel, 

“The New York Times”)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죽음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모습, 압박마비유전신경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과의 

삶속에서 그가 인간관계에 몰입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실제로 

제이콥스-젠킨스는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고자 집중했어요. …

이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그들이 행복한지, 슬픈지, 또는 왜 후회를 하

는지에 관한 내면의 풍경에 집착”(Witchel, “The New York Times”)하는 것이 

삶의 일부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의 이러한 내면의식과 3년 동안 “뉴욕에 있

는 칸막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Weiner, “Goodman 

Theater”)이 �글로리아�를 탄생시킨 것이다. 

주인공인 글로리아(Gloria)는 뉴욕의 한 잡지사 편집부에서 15년 동안 인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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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 왔다. 임시직이나 단순 관리직을 무시하는 현대사회의 풍토를 반영이라

도 하듯,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침

묵으로 자신을 지키며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다. 자축하기 

위해 그녀는 편집부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다. 그러나 부서가 다른 리디아(Lydia)

와 편집부의 딘(Dean)만이 유일하게 참석한다. 그것도 리디아는 잠시 들른 상황

이고, 딘은 잘못알고 왔을 뿐이다. 다음날, 글로리아는 사무실에 총을 난사하여 

동료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한다. 18명의 부상자와 10명의 사망자를 낸 대 

참사였다.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적인 직장과 사회가 평범한 글로리아를 괴물

로 만든 것이다. 물질지상주의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하락되어 버린 미국사회,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의 한 단면을 작가는 평범한 글로리아를 통해 시사하고 있

음을 다음 대사에서 엿볼 수 있다. 

글을 쓰고 있을 즈음 계속 뉴스에서 보았던 몇몇 사건들을 나 또한 쓰고 있다고 언

급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들은 여전히 나타나는 사건들이며—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자주 나타날 것 같은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It’s also worth mentioning that I was also drawing on some events I kept 

seeing in the news over and over again around the time that I was writing. 

Events that still show up—and seem to be showing up with even more 

frequency. (Weiner, “Goodman Theater”)

제이콥스-젠킨스가 뉴스에서 보았던 총기난사 사건과 “전진에만 중독되어 인

생을 살아가는”(Weiner, “Goodman Theater”) 야심가들의 이야기가 �글로리아�

의 주요내용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평범한 글로리아가 왜 

상상을 초월한 범죄자가 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물질과 성공만을 꿈꾸는 편집

부 직원들의 행태와 이들을 부추기는 미디어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이 논

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통의 부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살았

던 글로리아가 어떻게 보이는 소모품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지 등장인물들의 삶

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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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2.1. 보이지 않는 인간: 소통의 부재

인간이란 사전적 의미는 “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

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다”(https://dic.daum.net). 그리고 아리스토

텔레스(Aristoteles)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문구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

져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타인

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대사회에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사고를 확립하지 못한 채, 기계와 매체에 의존하

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의 정보를 맹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이 훼손됨으로써 지구촌 사회에 많은 위기현상을 초래하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간들의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전쟁, 폭력과 테러, 자살, 

노동의 소외, 그리고 따돌림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의 근본원인은 아마도 소통의 부재라 하겠다.

21세기의 혁명적 사건은 정보의 혁명이 아니라 소통의 혁명이다. 즉 메시지의 문

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복잡한 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의 생성과 분배가 아니

라, 정보 발신자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수백만의 다양한 수신자에 의한 정보의 

수용과 거부의 문제다. 정보의 최종 목적지인 수신자들은 소통을 복잡하게 만든다. 

정보는 타자의 얼굴에 몰아친다. 우리는 지구촌을 꿈꿨지만 혼돈스러운 바벨탑을 

발견한다. (불통 17)

많은 사람들이 SNS와 같은 매체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타인과 함께 하며, 클

릭 한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21세기 디

지털 혁명시대에 하루 온종일 커뮤니케이션 도구들과 함께 한다고 소통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뜻이 통하

여 서로 오해가 없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소통이란 정보만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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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의 양상들로는 언어, 몸짓, 화상, 그리고 기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1일 것

이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혼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타인

과의 관계없이는 누구도 의식적 삶을 영위할 수도,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 수도 

없다”(문성훈 18 재인용)고 한 것처럼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따라서 대화

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호흡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대화의 부재는 단순히 개인의 소외감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 더 나아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프롬(Erich Pinchas Fromm) 또한 소외된 인간이 자신의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아를 소멸”(132)하는 것이며, “고립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 이들에게는 “자살에 대한 공상이 

마지막 희망이 된다”(130)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글로리아는 자아 포기이자 최

후의 희망인 자기 부정의 방법으로 동료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선택한 것이

다. 따라서 글로리아의 참혹한 사건 원인을 소외감, 즉 그녀를 왕따시킨 동료들

의 삶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글로리아는 야망과 커피가 지배하는 뉴욕의 한 잡지사에 근무한다. 잡지사의 

위계질서를 상징이라도 하듯 사무실의 구조는 편집부를 중심으로 위쪽은 반투명 

유리로 둘려 쌓인 상사의 사무실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글로리아의 책상이 놓여

있다. 중간부분은 인턴사원 마일즈(Miles), 편집부 보조원들인 에니(Ani), 딘, 그

리고 켄드라(Kendra)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와 편집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플롯의 설정자체에서 글로리아의 소외감을 짐작할 수 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직장 내부의 풍경이다. 칸막이

  1 의사소통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언어적 요소란 잘 된 언어 사용, 즉 전

하려는 바를 적절한 단어를 골라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와 관련된 요소이다. 비언어적 요소란 제스처, 

얼굴표정, 눈 맞춤, 물리적 거리, 억양 및 어조 등으로 언어내용 그 자체는 아니나 소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다. 심리학자 메러비안(Albert Mehrabian)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 (곽금주, “서울신문” 재인용)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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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일

즈는 이어폰을 꽂은 채 어떤 일인가에 열중해 있고, 에니는 인쇄를 하고, 지각한 

딘은 밤새 숙취로 시달린 듯한 표정을 띠며 나타난다. 이 때 에니가 걸려온 전화

를 딘에게 건네자 그는 켄드라보다 일찍 출근했다고 우쭐해한다. 늦었지만 미안

한 기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보다 먼저 왔음을 어필

하는 딘의 모습은 직장 내 서열을 의미하는 단적인 예다. 그것도 켄드라가 “당신

의 운명은 결국 당신의 상사에 달려있어”(8)라고 딘에게 던지는 말에서 유추하

듯 능력별 서열이 아닌, 줄서기 경쟁이 뉴욕 한복판의 잡지사에서 얼마만큼 중요

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을 지키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에니와 마일즈가 무시되고, 성공을 

향한 기회주의자들인 켄드라와 딘이 목소리를 내는 이와 같은 공간에서 이들의 

진정한 소통은 물론 진실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단지 적당

한 거리에서 영혼 없는 말을 서로에게 던지며 그저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다. 진

정성 없는 선배들의 말을 배척하듯 이어폰을 끼고 있는 마일즈의 태도와 글로리

아의 집들이 파티에 딘만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나

마 참석했던 딘마저 “글로리아의 집에 올 수 있어요?”(6)라는 에니의 의미 없는 

문자에 다 같이 가는 줄 알고 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녁 내내 술을 

마셨다고 불만을 늘어놓는다. 

잡담이 한참 오가던 11시 즈음, 켄드라가 몇잔의 스타벅스 음료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상사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늦게 온 

것이다. 적반하장 격으로 그녀는 마일즈를 향해 “넌 우리 모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8)라고 비꼰다. 월급도 없는 인턴 사원이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다

는 것이다. 켄드라는 인턴 사원인 마일즈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

을 합리화하고 포장하기 위해 상대를 비하한다. 

딘 또한 하버드대학 출신이며 중국인 부자 아버지의 후광 속에서 상대를 배려

하지 않는 켄드라를 못마땅해 한다. 그러던 찰나에 딘은 그녀에게 “너만 나쁜 사

람으로 만들지”(8)라며 비아냥거린다. 이에 질세라 켄드라는 딘의 모습을 보고 

“딘, 무슨 일이야? 왜 당신은 강간당한 사람처럼 보이죠?”(8)라며 되받아친다. 

이들은 이와 같이 서로를 비난하며 견제하는 대사를 뿜어댄다. 글로리아의 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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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켄드라는 그 누구도 업무 외에 “사무실의 괴

물”(office freak)(10)과 어울리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녀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한 사람을 매도하는 시끌벅적한 사무실에 글로리아는 평소보다 더 

암울하고 스산한 표정으로 짧게 세 번 등장하여, “딘 어딨어요?”(11), “에니와 

켄드라는 어디 갔나요?”(21), 그리고 “켄드라는 어디 갔어요?”(28)라며 뭔가 불

안한 태도로 동료를 찾을 뿐이다. 글로리아는 어젯밤에 왜 오지 않았는지 동료들

에게 전혀 묻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동료들의 있음과 없음, 즉 존재여부만을 침

울한 표정으로 확인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글로리아가 저지를 살인을 암시하듯 

“그녀의 에너지는 섬뜩하다”(11). 

어떤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강렬한 분위기는 글로리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에니를 노려보고, 예의상 집들이가 즐거웠다고 말해주는 딘을 응시할 

때 더욱 고조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에니와 켄드라에게 오늘 따라 더 “악의

적인”, 그리고 “미친”(11)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심지어 켄드라는 상사 낸(Nan)

이 머리가 반이라도 있다면 글로리아에게 줄 월급을 재활시설에 넣을 것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근거 없이 내뱉기도 한다. 독자는 왜 글로리아가 이렇게 동료들

에게 비하와 수치스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고자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질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원인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동료 로린(Lorin)의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리아가 실제로 책도 많이 읽고, 

음식도 동료와 나누는 따뜻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는 알게 될 뿐이다. 

로린: 그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녀는 항상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작은 타파웨

어 용기에 담아 왔어요. 그녀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면 언제나 맛있는 냄

새가 났어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뭐

냐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먹어보라고 일부를 주곤 했어요. 그녀는 가을에는 뜨개질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난 그녀가 솜씨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양말에 대해 묻자 그녀는 내게 양말 한 켤레를 떠 주었어요. … 그 양말은 오래가

고 정말 따뜻했어요. 그녀는 빨간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좋아했

어요. 그녀는 평범했어요. 

Lorin: She read a lot. She always made her own lunch and brought it to 

work in these little Tupperware containers and the lunches always sm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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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when she reheated them in the microwave and they seemed like they 

took a lot of time to prepare. And she always offered you some if you 

asked about them. She spent a lot of time in the fall knitting, so I guess she 

was crafty. She once knit me a pair of socks when I asked her, too. … they 

lasted a long time and they were really warm. She wore a lot of red. She 

liked television. She was normal. (55)

이와 같이 글로리아는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동료를 위해 한 땀 한 땀 뜨개질 

솜씨를 발휘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자신의 집들이 다음 날 

동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만 했을까? 좋은 학벌, 번지르르한 말주변, 성과 

위주의 사회적 잣대에 길들여진 직원들의 야망과 소통의 부재가 글로리아를 살

인자로 내몬 것이다. 오로지 남들보다 먼저 특종기사를 쓰고, 자신만의 책을 써

서 돈을 벌고자 열망하는 편집부 직원들에게는 타인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치

일 뿐이다. 이들은 인턴사원 마일즈에게 음료수를 부탁하는 등의 개인적인 심부

름을 시키지만 정작 그의 계약 종료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

지만 “그녀는 늘 혼자였어”(55)라는 로린의 말이 증명하듯, 글로리아는 동료들로

부터 소외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리아의 삶은 리스먼(David Riesman)의 

타인 지향형2의 삶에 비유될 수 있다. 

산업사회 속 현대인은 자기 주위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는 다른 내면적 고립감과 충돌로 번민하

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독하다. (79)

  2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 )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기 다른 인간유형이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인간유형을 적응형, 아노미형, 자율형이라는 

세 부류로 나누었다. 적응형은 전통지향형, 내적지향형 그리고 타인지향형으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의 요구에 잘 순응하는 자들이고, 아노미형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따를 능력이 없는 범죄자

와 같은 인간형을 말한다. 그리고 자율형은 사회의 행동규범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적응형 중에서 전통지향형은 전통과 과거를 행위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

간형으로 가족에 의해 학습된 도덕과 가치관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타인지향형은 동료나 이웃 등

의 생각과 관심에 민감한 자들로서,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61-84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제이

콥스-젠킨스는 글로리아를 현대인의 자화상으로 투영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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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지향형’으로서 동료들을 의식했던 글로리아는 그들의 무관심에 소외감과 불

안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편집부 직원들이 잡담으로 시끌벅적하던 차에 옆방

에 있던 로린이 와서 “너희들 이야기하는 것 다 들려. 이어폰을 껴도 다 들린다

고!”(25)라는 말을 감안해 볼 때 글로리아는 그동안에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하하는지 다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자신을 지

켜왔던 글로리아는 “만약 글로리아가 이전에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알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알 거야”(11)라고 켄드라가 말하듯 ‘집들이’ 때 다

시 한 번 자신의 존재감 없음을 절감한 후, 의도된 살인을 감행한 것이다. 

존재감을 훼손당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슬픔, 억울함, 분노와 같은 감정과 트라

우마가 남겨져 있듯이, 글로리아 또한 동료들의 비수가 트라우마로 쌓였을 것이

다. 반 데어 콜크(Bessel van der Kolk)가 “트라우마는 암호화되어 몸에 남는

다”(388)고 말하듯, 글로리아의 트라우마는 몸에 새겨져 불안과 공포를 생성하

여 급기야 폭발한 것이다. 

글로리아가 마일즈와 에니를 차례로 총을 쏜 다음 얼어있는 딘을 캐비넷 안에 

숨기며 “난 당신을 쏘진 않을 거야,” “당신은 항상 나에게 잘해 줬어,”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29)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자신의 머리를 쏜다. 많은 심리학자들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 소통이 된다’고 하듯이 글로리아는 최소한 자신의 존

재 자체를 인정해준 딘은 살려줌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글로리아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해”(35)

라는 켄드라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

신의 존재감을 찾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글로리아는 하루의 삼분의 일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원했던 것

이다. 그러나 대화마저 단절된 채 동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인간 취급을 당하자 

결국 그녀는 살인자인 동시에 자살자가 된 것이다. 

2.2. 보이는 소모품: 대중매체에 존재하는 글로리아

  �글로리아�라는 작품의 제목, 주인공의 이름, 중요한 순간에 연주되는 바흐의 

B단조 미사곡 (Bach’s Mass in B Minor),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영광이라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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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생각할 때, 글로리아의 역할은 이 작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않다. 단지 그녀는 1막에서 짧게 세 번 등장한 후 총기난사로 동

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글로리아의 선택은 이 극

의 등장인물들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현대인들에게는 소통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2막에서 글로리아의 이야기는 뉴스, 책, 영화 등과 같은 매체에서 대

중의 관심을 받으며 보이는 소모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모품이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지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https://dict.naver.com)이다. 이 말과 “죽음이 사람들을 흥미 있게 만드

는”(26) 세상이라는 로린의 말을 감안할 때 대중은 글로리아의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릴 것이 분명하다.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미디

어는 메시지다”(23)라고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찾아 다

양한 미디어를 항해하기 때문이다. 사건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딘과의 논쟁에서 

내뱉는 켄드라의 대사는 이와 같은 미국의 모습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대

표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켄드라: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글로리아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매주 또 다른 비극―또 다른 총상이 있어요. 매주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영화관, 유치원, 쇼핑센터, 혹은 병원에서 살육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

의 총을 관통하는 총알이 있을 때마다, 글로리아는 점점 더 기억 속으로 희미해져, 

미국 폭력의 연대기에서 더 짧게 언급되는 거죠.

Kendra: You are aware that the rest of the world has moved on from Gloria, 

correct? Every other week there’s been another tragedy―another shooting. 

Every other week there’s been a disgruntled somebody mowing down a 

movie theater or a kindergarten or a shopping mall or a doctor’s office. 

With every bullet that’s passed through their guns, Gloria has receded 

farther and farther into memory, becomes a shorter and shorter sentence in 

the annals of American violence. (39)

글로리아의 사건이 증명하듯 총기의 규제가 없는 미국사회에서 끔찍한 참극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도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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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지구상 유일한 선진국입니다”(임

화섭, “연합뉴스 TV” 재인용)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

성상, 8개월이 지난 지금쯤은 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내는 대규모 총격사건으

로 인해 글로리아의 사건은 잊혔을 거라는 게 켄드라의 견해다. 

이와 같은 빠른 변화에 부합한 특종기사를 써서 누구보다도 먼저 성공하는 것

이 켄드라를 비롯한 편집부 직원들의 꿈이다. 이들이야말로 대중이 원하는 기사, 

순간의 판타지를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여론은 당시의 

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에 직결된다. “수입은 미국인들이 사회적 지위

를 고려할 때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Coleman 220)에서 보듯 미국사회에서 

성공의 여부는 수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경향을 가장 빨리 지각하고 대중의 호감을 얻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편집부 

직원들의 야망은 대중매체의 속성과 흡사하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미명하에 매체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문화의 질적인 면을 고려

하지 않는 측면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라 트위드

(Sarah Tweed)의 죽음에 대한 묘사이며 이는 동시에 글로리아의 사건을 다루는 

모체가 된다. 가상의 가수 사라 트위드는 대중에게 잊혀가던 시점에 자살을 함으

로써 다시 이슈화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마일즈가 사라 트위드를 모른다

고 하자 켄드라와 에니는 사라 트위드의 노래, 빛나는 마녀 (“Glitter Witch”)를 

들려주며 함께 부르기도 한다. 에니는 “평생 이 앨범에 사로잡혀 있었다”(12)고 

설명하고, 켄드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도중에 “이 파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야!”(12)라며 각자 사라 트위드를 회상한다. 이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라 트위드의 부분적인 모습이 마일즈에게는 전체가 되는 것이다. 글로리아도 

그녀의 죽음 이후 매체에서 보도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만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글로리아의 사건을 이용해 돈

과 승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부여잡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듯 글로리아가 저지른 총기난사 현장에도 사망자와 생존자

를 낳는다. 마치 특종기사가 빛을 보고 구태의연한 기사는 버려지는 잡지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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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듯이 말이다. 직원들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위해 단지 

이곳에 있어”(28)라는 에니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22)라

는 마일즈는 살해되고, “변화를 위해 준비”(22)하는 딘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충분히 착취를 당했어”(9)라고 인식하며 성공해서 이 사무실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켄드라는 살아남는다. 등장인물의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인 뉴욕이라는 공간을 풍자한 작가의 의도라 볼 수 있다.

타인의 비극을 함부로 소비하는 생존자, 즉 딘과 켄드라는 그날의 아픔을 자

신의 출세를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 여념이 없다. 사건 8개월 후 이들은 자

본주의의 상징인 스타벅스라는 공간에서 만난다. 딘은 “글로리아와 대중매체에 

시달려서 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33)라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켄드라

와 낸도 그 사건 때문에 힘들었다고 각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만 가식처럼 들

릴 뿐이다. 딘은 자신의 회고록을 계약한 잡지사측의 제안서를 손에 쥐고 켄드라

에게 “비폭로 협정”(36)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켄드라가 쓴 책에서 딘

이 흑인인 마일즈를 차별했다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딘은 글로리아

가 살려준 사람, 모든 사건을 지켜본 사람, ‘글로리아’란 책의 저자로서 이미 뉴

스 또는 각종 매체에서 유명세를 탄 자신의 인기몰이가 하락될까봐 걱정하는 것

이다. 딘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36)라며 자신의 

제안서를 내민다. 잘못한 게 있다면 모두 용서해 달라는 사과와 함께 딘은 켄드

라와 거래를 시작하나 그녀는 거절한다. 켄드라는 “당신은 내가 무엇을 쓸지, 무

엇을 쓰지 말아야 할지를 말할 자격이 없어”(37)라며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이유

로 그 사건을 당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딘에게 항의한다. 그러자 딘은 

격분하여 자신의 본심을 토해낸다. 

딘: 넌 글로리아가 첫 번째 총알과 두 번째 총알 사이에서 낸 소리를 알아? 그 소

리가 널 밤새 잠 못 들게 해? 아니면 글로리아는 어쩌고? 넌 사람의 눈이 얼굴을 

쏘기 바로 전 어떤 표정인지 알아? 넌 몰라. 이것은 나의 생생한 경험. 실제 삶에 

관한 거야. 그래서 난 너의―너의―으로 그것을 변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켄드라: 내 뭘로?

딘: 너의 야망으로. 켄드라. 내 트라우마로 네가 ... 이득을 보게 할 순 없어. 

켄드라: 당신은 건물 밖에 서서 사람들이 시체를 자루에 넣어 버릴 때 누가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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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있고 누가 없을까 알지 못한 채 지켜보는 것이 어땠는지 알아?

Dean: Do you know the sound she mad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bullet? Does that sound keep you up at night? Or what about Gloria? Do you 

know what the look in a person eyes is like right before they shoot 

themselves in the face? No. But this is my lived experience, my actual life 

and I can’t have you tarnishing it with your―with your―

Kendra: With my What?

Dean: With your ambition, Kendra. I just can’t have you ... profiting from my 

trauma.

Kendra: Do you know what it was like to stand outside that building and 

watch them cart away body after body and not know who was inside a bag 

and who wasn’t? (37)

딘과 켄드라는 사망자들의 참혹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아픔이 더 크다고 주장

하며 글로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독점하기 위해 싸운다. 누구보다 출세욕이 강한 

켄드라가 딘의 회유책을 순순히 받아줄리 만무하다. 한 술 더 떠 켄드라는 흑인

이라는 이유로 마일즈를 차별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널 인종주의라고 부르진 않

아. 그러나 난 우리가 인종 중립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척 하지는 않을 거야” 

(38-9)라고 딘에게 말함으로써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인종문제까지도 지적한다. 

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넌 기생충인 거머리에 불과해”(38)라는 모욕적인 말

로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다. 

인종, 성별, 그리고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할퀸다. 결국 그들은 폭력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딘은 켄

드라의 얼굴을 때리고, 급기야 숀(Shawn)에 의해 그는 스타벅스 밖으로 내 쫓기

고 만다. 숀이 딘에 대해서 묻자 켄드라는 “아무도 아니에요. 단지 미친 사람이

에요”(40)라고 말한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꿈을 꾸며 함께 

했던 동료를 켄드라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순식간에 아무도 아닌 존재, 미친 존

재로 치부해 버린다. 이러한 사람이기에 그녀는 딘이 원래 구상했던 책의 제목을 

훔치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한 것이다. 

2막은 이러한 생존자들과 1막에서 사망한 등장인물이 또 다른 배역을 하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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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벅스와 영화/텔레비젼 제작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글로리아는 낸, 켄드라는 영화제작사의 사장인 제나(Jenna), 딘은 영화제작사의 

직원인 데빈(Devin), 마일즈는 영화제작사의 직원인 라샤드(Rashaad)와 스타벅

스 직원인 숀, 에니는 출판사의 편집자로 있는 샤샤(Sasha)와 영화제작사 직원인 

켈리(Callie)로 1인 2역 또는 3역을 한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또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그리고 비슷한 위치의 직위를 사는 이러한 등장인물의 모

습은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얼굴,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우성치는 인간 군상들을 연

상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인의 삶을 은유한 “�글로리아�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끊임없이 짐작케 하는 현대극의 보기 드문 예로, 쉽게 

잊혀 지지 않는 작품”(Scheck, “The Hollywood Reporter”)으로 읽어낼 수 있

다. 특히 글로리아와 낸의 1인 2역과 로린의 1인 역할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

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낸은 글로리아와 입사 동기였으나 “나는 그 여자를 거의 몰라”(42)라고 거리

낌 없이 말한다. 낸의 이와 같은 대사에서 보듯, 그녀는 글로리아의 존재조차 몰

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리아에 관한 책을 써서 영화까지 만드는 성공한 인물이

기 때문이다. 한편 유일하게 글로리아를 이해한 로린은 1막에서는 팩트 체커의 

장으로, 2막에서는 영화/텔레비젼 제작회사의 임시직 사원으로 등장한다. 기득권

자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알고 있는 자, 진실을 토해내는 자가 사회에서 주변

부로 몰리는 상황은 전혀 낯설지 않기에 더 씁쓰름하다. 이러한 사회이기에 글로

리아의 사건을 이슈거리가 아닌 존재자체로 언급하는 로린의 대사는 누구의 관

심도 끌지 못한다. 

로린: 그녀는 정상적인 일을 했어요, 왜냐면, 그녀는 직장에서 철저히 혼자였어요, 

직장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혹했어요. 어떤 면에서, 난 글로리

아가 한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그곳은 건전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있잖아

요, 우리들 중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Lorin: She did normal things, if anything, she was really just alone at her 

job, which is fucked up because the job was her life, and, in some ways,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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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urprised she did what she did. It wasn’t the healthiest environment—

Like, it could have been any of us. (55)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

을 거라는 로린의 대사는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다른 글로리아가 나올 수 있다는 

암시이기에 더 전율적이다. 이와 같은 소름 돋는 사건을 모티브로 글로리아와 희

생자들의 실제 삶은 왜곡된 채 다양한 형태로 전달된다. 

딘과 켄드라가 쓴 ‘글로리아’란 책을 필두로 이미 벌써 20여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고, 현재는 낸이 쓴 글로리아의 책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다. 글로

리아를 잘 알지 못했던 낸이 실재와는 다른 글로리아를 탄생시키고 이 텍스트는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영화로 시각화되는 것이다. “기호는 부재인 현전을 지시할 

뿐이다”(Derrida 17)라는 말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글로리아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 현전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은 영화 속 글로리아를 실재로 

믿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글로리아는 조각조각 덧대어 얽어 놓은 콜라주처럼 

계속 변형되어 새로운 글로리아를 탄생시킨다. “아무도 진실을 위해 잡지를 읽진 

않아”(26)라는 로린의 말처럼 어떤 글로리아가 실재 글로리아인지 대중들은 관

심이 없다. 다만 그들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원하고 미디어는 이에 걸맞은 스펙

터클한 글로리아를 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모든 미디어는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기성 개념을 주입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기성 개념에 대한 잠재적인 자기도취를 거부함으로써만이 미디어의 성격을 예

측하고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맥루한 34) 

미디어는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건전한 

가치 판단을 약화시키고, 대중은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미디어의 메시지를 기계

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디어가 자본주의 조직에 의해 독점될 경

우, 정보의 제공자인 미디어가 여론의 형성자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한 칼럼니스트인 베이커(Russell Baker)가 “언론이 일단 매체로 변모하게 되면 

제국주의적 상태로 압축되는 것”(Billington, “The Guardian” 재인용)이라고 말

한 것처럼, 미디어는 실재를 파괴하고 줏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상을 쫓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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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기 때문이다. 글로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글로리아는 온데

간데없고 미친 괴물의 모습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존재할 뿐이다. 그것도 언제 대

중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모품으로서 말이다. 

III. 결론

이 작품은 거대한 세상을 1막에서는 잡지사 사무실이라는 비좁은 공간에, 2막

에서는 스타벅스와 영화/텔레비젼 제작사무실에서 그려냈지만, 미국 사회에 만

연하게 정착된 학벌 중심, 상하관계, 총기문제, 적자생존 그리고 인간소외의 문

제와 은연중에 드러나는 인종차별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모든 풍경을 담아낸

다. “작가 세대의 가장 지적인 극작가 중 한 명이며, 오비상 수상자”(Als, “The 

New Yorker”)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이콥스 젠킨스는 현대인이 직장에

서 직면하는 많은 사회문제를 글로리아와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심도 있게 보

여준다. 끔찍한 사건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으로 풀어낸 �글로리아�로 인

해 그는 “불편함을 야기하면서도 편안한 극작가”(Gibson, “The Washington 

Post”)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다. 

누군가에게 직장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선배에게는 귀여움을 후배에게

는 존중을 받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을 떠나야만 하는 여행지가 될 수도 있다. 적어도 글로리아에게 있어서 직장

은 후자였다. 그녀는 한 직장에서 15년을 일했지만, 늘 혼자였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그녀는 마침내 아파트를 장만하여 동료들을 

초대했으나, 편집부에서 유일하게 딘만 올 뿐이다. 딘마저 잘못 와서 괴롭다는 

인상을 준다. 많은 음식을 손수 준비하여 동료들과의 소통을 꿈꾸었으나 글로리

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없음을 절감

하게 된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리기 위해 총기사건을 일으킨 후 자살을 

한다. 제이콥스-젠킨스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만

한 무언가에 시간을 쏟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Jones, “The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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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une”)고 한 것처럼 글로리아의 죽음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

려는 최후의 몸부림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충격적인 사건은 사회의 이슈가 되어 대중매체는 물론 편집부 

동료들의 글감이 된다. 이들은 글로리아 사건을 독점하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글로리아와 희생자들은 이와 같은 생존자들의 돈벌이 수

단이자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실과는 다른 

글로리아를 책, 라디오, TV, 그리고 영화로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글로리아는 살

아있을 때는 늘 혼자였으나 죽음으로 인해 많은 대중매체와 그 매체를 소비하는 

대중과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글로리아는 실제로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인간으

로 살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보이는 소모품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글로리아의 총기사건, 그녀의 사건을 다루는 매체와 등장

인물들의 태도, 그리고 “저는 좀 더 존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58)라는 로린

의 고요한 외침을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내기

에 충분하다. 더불어 “난 그저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57)라는 로린의 말처럼, 제이콥스-젠킨

스는 소통가능한 직장의 분위기와 제2, 제3의 글로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펜을 향하고 있다. 인간보다 물질에 또는 인간과의 관계보다 기계에 더 몰

입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글로리아�는 서로의 차이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인

간 존엄성은 물론 ‘인간은 사유하고 소통하는 존재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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