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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

다. 모두들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정신적 · 신체적으로 성숙

합니다. 제 성장기를 되돌아봤을 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의 걱정

거리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충격을 줄 만큼 큰 사건이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

하는 것 같습니다. <앵무새 죽이기>의 남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진 루이즈 핀치(스카웃)와 그녀의 오빠 젬 핀치는 메이콤이

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옆집에 

사는 부 래들리라는 인물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두 남

매는 집 밖에는 나오지 않고 은둔생활을 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

고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상처를 가진 그를 이해하고 먼저 살갑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린 남매의 아름다운 성장기만이 아니고, 당시 만

연해있던 차별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속

의 메이콤 마을에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만연합니다. 인종차별

이 대부분 사라진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심하게 보이지만, 등장인물

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 책에서 보이는 인종차별

의 요소들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흑

인들을 위한 교회와 백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존재했고(백인들은 

흑인교회에 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흑인들은 백인교회에 갈 수 없었

습니다), 흑인들은 백인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주인공 남매의 아빠인 애티커스 핀치가 변호를 맡게 된 톰 로빈슨 

사건도 인종차별이 주된 원인입니다. 흑인인 톰 로빈슨은 유얼 가문

의 딸인 메이얼드 유얼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 중 애티커

스 핀치의 증인 심문으로 인해 사실은 이와 반대로 메이얼드 유얼이 

톰 로빈슨을 유혹한 것으로 밝혀지지만 재판부는 결국 톰 로빈슨에

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톰 로빈슨은 그 후 탈옥을 시도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차별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남녀 성역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우리는 명절 때만 되면 가사분담에 대해 남녀가 첨예하게 대립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은 부엌에만 

있어야지” 따위의 얘기를 꺼낸다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이라며 여성

들의 대대적인 원성을 사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에는 가정 

내에서의 남녀의 성역할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랬듯 이때의 미국도 부엌일은 여자에게 

100% 일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주인공의 오빠 젬이 요리에 

관심을 보이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동네 어른들이 고개를 젓습

니다. 또 주인공인 스카웃이 치마 대신 멜빵바지를 즐겨 입자 모두

가 “아직 숙녀가 덜 되었다”면서 비웃는 장면에서는 ‘여자=치마’라는 

공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차별에 민감한 요즘으로서

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조개념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 보입니다. 

메이얼드 유얼의 아버지인 밥 유얼은 자신의 딸이 흑인과 뒤엉켜 있

는 모습을 보자 딸을 구타하고, 이때 생긴 구타의 흔적이 톰 로빈슨

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 진술합니다.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한 상황에서 딸에게 

먼저 손찌검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니 문득 주위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

었습니다.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생활하다보면 차별에 다소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는 할 수 없습니다. ‘평등한 선진병영’을 기치로 내걸고 변혁을 시도

하는 군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탈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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