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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 방화」: 기능장애 가정에서의 사티의 성장
김 미 나
(전주대학교)

I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헛간 방화」(“Barn Burning”)는 1939년 『하퍼지』(Harper’s
Magazine)에 발표되기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출판이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Volpe
232). 그러나 그해 최고의 단편으로 오 헨리 문학상(O. Henry Memorial Award)까지 받은 이
단편은 원래 포크너가 스놉스 삼부작(Snopes Trilogy)의 첫 번째 작품, 『촌락』(The Hamlet)의
첫 장으로 사용하려고 쓴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복잡하면서도 탄탄하게 짜여진 작품이다. 이에
한스 스케이(Hans H. Skei)는 이 작품을 “기교적으로 뛰어나고 주제는 충격적이지만 설득력이
있는 걸작”(58)이라고 평가하고, 마릴린 포드(Marilyn Claire Ford) 또한 “엄청난 힘과 통렬함을
가진 작품”(537)이라고 말한다. 에드먼드 볼프(Edmond Volpe)는 “포크너의 최고의 단편소설 중
하나이며, 그의 가장 심오한 작품 중 하나”(232)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헛간 방화」는 가난한 백인 소작농인 애브너 스놉스(Abner Snopes)가 이웃 자영농 혹은 지주
계급과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고, 이를 지켜보던 과정에서 그의 아들 사티(Sarty)가 의식의 변화
를 갖게 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버지와 아들 사
티의 대립, 그리고 사티 마음의 갈등을 만들어 내지만, 이 외에도 계급 간,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인종 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강력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비
평은 사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애브너의 폭력적인 태도에 주목하여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필리스 프랭클린(Phyllis Franklin)에 따르면 초기 비평은 애브너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사티의 중요성은 깎아내리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애브너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비평 경향
에 대해 프랭클린은 사티가 주요 인물이며,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년의 성장(a boy’s
coming of age)”(192)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크너가 이야기를 사티의 인식에 고정시키고
그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조금 앞서 마이클 밀케이트
(Michael Millgate)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아버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혐오감
사이에서 사티의 마음속에 생긴 끔찍한 갈등이 이 작품의 중심 문제(66)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비평의 초점이 아들 사티에게로 옮겨지면서 게일 윌슨(Gayle E. Wilson)은 사티가 집안과 절연
하게 되는 상황을 상충하는 문화양식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고(280), 제인 하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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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Hiles) 역시 사티가 혈연이라는 결정론과 결국 가족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자유의지 사
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한다(329). 볼프도 「헛간 방화」는 계급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티의 정서적 딜레마”(233)라고 단언함으로써 사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비평과 함께 이 작
품이 사티에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필자 또한 포크너의 소설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
목하고, 본 논문에서 사티가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
의 비평들이 사티의 성장을 남부의 서로 다른 문화, 또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대결과 같은 보다
큰 테두리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논문은 인간이 속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며 사회의 가장 작
은 집단이지만 개인 성장발달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성장에 초점
을 맞출 것이다. 특히 사티의 가정은 개인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과 사회화 과정이
라는 가정에 부여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기능장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사
티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조명할 것이다. 이 분석에서 머레이 보
웬(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중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분화’와 ‘삼각관계’ 개념
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사티가 가족을 떠나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가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의 성장의 의미와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이야기는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상점에서 시작한다. 상
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치즈 냄새와 어린 사티가 상상으로 맡는 밀봉된 통조림 속의 고기 냄새,
그리고 그의 “절망과 슬픔으로 인한 두려움”(3)의 냄새는 사티의 굶주림과 박탈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사나운 핏줄의 당김(the old fierce pull of blood)”(3)으로 인한 그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준다.
이 재판은 이웃 해리스(Harris)가 자신의 헛간 방화범으로 애브너를 고소함으로써 열린 것으
로, 해리스가 설명하는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애브너의 돼지가 해리스의 옥수수 밭에 수차례 들
어와서 해리스는 애브너에게 돼지우리를 수리할 철사까지 주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화가 난 해리스는 애브너에게 돼지를 돌려받으려면 일 달러의 보관료를
내라고 요구한다. 그날 저녁 흑인 하나가 일 달러를 건네주면서 “목재와 건초는 불에 탈 수 있다
고 전하래요.”(4)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헛간에 불이 나서 소실되자
해리스는 애브너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그를 고소한 것이다.
판사가 보이지 않는 가게 뒤편에 앉은 사티는 재판에 연루되는 걸 원치 않지만 갑자기 증인석
에 서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리스는 사라진 낯선 흑인 대신 사티를 증인으로 지목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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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는 마지못해 험상궂은 표정의 사람들이 비켜 주는 길로 끌려 나가듯 앞으로 걸어 나간다.
사티는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다시금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 여기 ‘슬픔과 절망’이란 두 단어는 어린 사티의 심
리를 단적으로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아버지와 연관된 감정이
다. 남의 헛간에 불을 지르고 어린 아들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애브너는 결코 긍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자기로 인해 잔뜩 위축된 아이에게 따뜻
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오히려 치안 판사는 열 살의 어린 사티에게 심문하는 것을 주저하
고, 해리스는 화는 나지만 “빌어먹을! 저 아이를 여기서 내보내요!”(5)라며 사티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다.
사티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러지 않는다. 아버지가 ‘슬픔과 절망’의 근원임
에도 사티는 거짓말로 그의 범죄를 덮어주려 하고 심지어 피해자인 해리스를 자신의 적으로 인
식한다. 사티에게 그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
볼프는 사티의 이런 갈등을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동일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234)이라고
주장한다. 보웬의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개념은 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
급했듯이,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는데, 이는 개인의 정서적 기능이
가족 구성원들과 지극히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유아기에는 특히 부모나 양육자에 의존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어린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성장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 ‘분화되지 않은 가족자아 집합체(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로부터 개인의
지적, 정서적 기능을 분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아이는 성숙하면서 가족과의 정서적 애착에서 벗
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개인이 책임감 있게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족
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자아분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분화’는 ‘정체
성’에 상응하는 말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숙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이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자아의 상실 또는 감정적 융합을 겪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친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인정에 크게 의존하고, 스트
레스 요인에 취약하며, 정서장애의 문제를 갖게 된다(Bowen 108-10).
보통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가족정
서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강한 애착이 자녀의 정서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티 가
족의 경우, 어머니 레니(Lennie)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억눌려서 발언권도 존재감도
거의 없고, 아버지가 전권을 행사한다. 이웃과의 불화로 수없이 이사를 다니지만 애브너 외에 레
니는 물론 가족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묻지도 않는다. 볼프는 레니가 “의지 없는
비참한 인물”(236)로 오히려 애브너의 의지력을 상징하며 그를 돋보이게 한다고 말한다. 레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티에게 손도끼를 선물하며 애정을 보이지만, 강력한 애브너에 맞서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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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사티의 삶에서 주변적 인물이 되고 있다. 사티가 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할 때조차도 그녀는 애브너의 “앉아 있어”(6)라는 단호한 한 마디에 마차
에서 내려오지도 못한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 애브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사티는 이런 아버지
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어린 사티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개별성을 희생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말에 재빨리 순응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
앞선 재판에서 보듯 애브너에게 사회의 도덕이나 법과 같은 가치기준들은 안중에 없다. 자신
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마을을 떠나라는 판사의 충고에 “이 따위 사람들 사
이에서 살 생각은 없다”(5)며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킨 애브너는 그 불안과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울 가족의 일치감을 요구한다. 보웬도
불안이 가족 안으로 확산 될 때 가족의 일치감이 확연해지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
과 똑같은 감정을 갖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일치감은 사랑, 혈연관계 및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고, 일치감이 확산되면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은 떨어지게 된다(남순현 91-92).
그날 밤, 마을을 떠나 숲 속에서 야영을 하던 중 애브너는 사티를 밖으로 불러내어 “넌 그들에
게 말할 작정이었어. [심문을 했다면] 그에게 말했을 거야”(8)라며 그를 구타하고, 금속처럼 매섭
고 차가운 목소리로 혈연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 사실 사티는 갈등을 느끼며 마지못해 법정에
들어갔어도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애브너는 사티의 곤혹스러워하는 태도를 자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연민이나 따뜻함이 없이 마치 노새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방식
으로 사티를 대한다. 젠더(Karl F. Zender)는 비록 애브너가 공격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는
그가 아들의 애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아가 아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들
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로서의 그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2). 그러나 교사로서
의 애브너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훈육방법
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티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브너의 가르침이 옮고 그름을 떠나
그의 윽박과 폭력은 오히려 사티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만 동의하는 사티는 결국 애브너와 소통을 포기하고 가족과 등지게 된다.
애브너가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의 태도
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애브너에게는 사랑이 없고, 가족의 응집력을 강요하면서
도 가족을 소유물 이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과 영
혼”(9)을 소유하는 것에 저항하고 또 소유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작 그 자신
은 자기 가족을 소유하는 모순을 보인다. 가부장적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애브너의 요구
에 레니와 처제는 침묵하고, 큰아들은 애브너를 닮아가고 사티는 갈등한다. 이 상황을 올리버 빌
링스리(Oliver Billingslea)는 애브너가 결국 큰아들의 영혼을 소유했으며, 사티의 영혼은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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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안되면 그를 몰아낼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처제의 영혼은 “징징거림”으로
약화되었고, 두 딸은 그 어떤 영혼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293-94).
이날 밤 사티는 애브너의 습관적인 폭력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20년쯤 뒤 사티의 독백을 통해 그때 그가 하고 싶었던 말, “그 사람들은 다만 진실을, 정
의를 원했을 뿐 . . . .”(8)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셉 리드(Joseph W. Reed)도 포크너가 전지적 작가시점과 내적 독백과 회
상하는 듯한 목소리를 능숙하게 혼합하여 사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한다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44).
사티가 아버지와의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 성숙의 단계로 올라서도록 촉진하는 계기는 드 스
페인 대령(Colonel de Spain)과의 만남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소작지
의 주인인 드 스페인에게 인사차 애브너는 사티를 데리고 그의 저택을 방문한다. 가난한 시골만
전전하던 사티는 길게 뻗은 진입로 너머로 나타난 드 스페인 저택의 웅장함에 압도당한다. 그리
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에 휩싸인다.
사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사티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었을 것이
다. 사티는 그동안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아버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있었다. 그런 그가 정의를 실현하는 법정만큼 큰 드
스페인 저택을 마주하고, 막연하지만 저택이 의미하는 큰 세력이 아버지의 비행을 저지할 수 있
으리라는 기대로 솟구치는 ‘평화와 기쁨’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저택 자체가 ‘슬픔과
절망’의 근원인 아버지와 대척점에 있는 강력한 하나의 실체로서 ‘평화와 기쁨’의 원천이 된다.
하웰은 어린 사티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을 대신해서 드 스페인 저택이 아름다움과 질
서, 전통의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접한 사티는 아버지와 드 스페인 사이에
서 갈등을 겪으며 그의 최종적인 윤리적 결정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19).
여기서 드 스페인의 등장과 사티가 아버지와 드 스페인 사이에서 겪는 갈등은 보웬이 말하는
‘삼각관계(triangles)’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각관계는 3인 체계의 역동적인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삼각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안이다. 보통의 이자관계는 긴장이나 불
안이 초래될 때 불안정해진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불안수준이 낮은 동안에는 그 관계가
평온하고 편안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불안이 발생하여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둘
중 불안으로 인해 긴장감을 더 많이 느끼는 한쪽이 자동적으로 외부의 제3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제3자는 두 사람의 긴장상태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삼각관
계의 형성은 이자 간의 확산된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문
제해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웬은 보고 있다(남순현 98). 이 개념에 따르면 사티는 이제
“두 아버지, 복수의 아버지와 ‘평화와 위엄’(10)의 아버지”(Billingslea 298)라는 삼각관계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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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놓인 것이다.
사티는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어리다는 치명적인 약점”(9)
으로 인해 이 세계를 벗어날 수도 그렇다고 변화시킬 힘도 없었다. 이제 강력한 드 스페인과 새
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순간 사티는 아버지와 절망과 공포를 잊어버리고”(10), “아마 저 사
람도 느끼게 될 거야. 아마도 이것이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그의 성격을 이제 변하게 할 거야”
(11)라고 희망을 갖게 된다.
애브너는 “그저 발걸음만 바꾸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금방 싼 말똥 더미”(10)를 일부러 정확
하게 밟고 지나가 그대로 저택으로 들어선다. 그리고는 기계와 같은 신중함으로 발자국을 찍어
백 달러짜리 양탄자를 더럽혀 놓는다. 애브너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도발은 그의 “탐욕스럽고
질투에 찬 분노”(11)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드 스페인은 더럽혀진 양탄자를 가져와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애브너는 오히려 돌멩이로 문질러 더 망가뜨린다. 분노한 드
스페인은 훼손한 대가로 20부셸의 옥수수로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애브너는
도리어 드 스페인을 고소한다.
다행히 치안판사는 애브너의 처지를 감안하여 10부셸로 감해 주는 판결을 내리는데, 사티는
이마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사티는 애브너에게 “그 사람은 10부셸도 받지 못할 거예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 . . .”(19)라고 말하는데, 이는 처음 20부셸을 요구받았을 때 “아
버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어요.”(16)라며 절대로 20부셸을 못 가져가게 자기가 다 숨기
겠다고 하던 사티의 태도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처음 법정에서부터 드 스페인 저택을 마주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갈등과 변화는 어떻게 된 것일까? 아버지의 위세에 눌려 성장이
멈춘 것일까? 사티의 내면의 소리는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사티
는 애브너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20부셸을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돈이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대가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며, 그 돈
을 지불하고서라도 공포와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볼프의 지적처럼 또 다시 헛간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237). 즉
애브너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그의 과장된 반응은 신영헌의 주장처럼 “일종의 립 서비스”로, “아
버지의 사회 · 경제적 교육을 내면화한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를 달래서 방화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9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티의 결정적 순간은 그의 어머니 레니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으로 시작한다. 법원의 결정이 내
려진 날 밤, 방화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애브너는 “초라한 의식적인 폭력(shabby and ceremonial
violence)”을 위해 모자와 코트를 걸친 모습이다. “애브너! 안 돼요! 안돼! . . . 애브너!”(20)라며
애원하는 레니를 밀쳐내고, 애브너는 사티에게 헛간에서 기름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사티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오래된 핏줄”(21)의 끌림에 반응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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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고 싶다. “나는 달리고 또 달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도록 말이야. 단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어.”(21)라며 사티의 갈등은 절
정을 향한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방화범의 방
조자가 되고 다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야 하는 스놉스 집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안주해야
할지의 기로에 선 것이다.
기름통을 가지고 돌아온 사티는 드디어 “검둥이마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는 적어도 검
둥이는 보냈었잖아요!”(21)라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아버지에게 해리스 집에
보냈던 흑인을 상기시키는 사티는 이제 아버지에게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성숙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감히 아버지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한 사티는 포로로 잡
히고 만다(Volpe 238). 그가 핏줄과 가족 그리고 아버지마저 배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애브너가
그의 멱살을 잡아 레니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인계했기 때문이다.
사티는 이내 몸부림을 치며 레니에게서 빠져나와 드 스페인 저택으로 달려가서 방화의 위험을
알려준다. 그리곤 다시 아버지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내달리던 사티는 연이은 세 발의 총소
리를 들으며 “아빠! 아빠!(Pap! Pap!)”(24)라고 울부짖는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
렸다는 생각으로 슬프기는 했지만, 사티는 곧 애브너가 남북전쟁 당시 용감한 군인으로 사토리스
대령(Colonel Sartoris) 휘하에서 싸운 것을 기억하고[비록 그 기억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버지
는 용감하셨어!”(24)라며 무사할 것이라고 자위한다.
애브너가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사티에게 애브너는
정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드 스페인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사티는 아버지 이외의 제3자를 받
아들인 것이며, 아버지의 가치관 대신 드 스페인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이
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을 위협하던 치명적인 세력을 제거한 사티에게서 마침내 두려움
과 공포는 사라졌다(Volpe 238). 그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은 포드가 지적한 것처럼 애브너를 부르는 그의 호칭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슬퍼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애정 어린 호칭인 “아빠! 아빠!”로 부르다가 잠시 후에는 공식적인 “아버지! 아버지!”란
호칭으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의 재정립을 보여준다(538).

III
지금까지 포크너의 단편 「헛간 방화」를 사티의 성장소설로 보고 그가 어떤 내적 갈등을 겪으
면서 성숙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티의 가정은 포크너가 그
리는 대부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소통이 없고, 아이들의 성장에 적절한 양육이 주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능장애 가정이다.
｢헛간 방화｣: 기능장애 가정에서의 사티의 성장 ( 김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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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의 아버지 애브너는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 하며 오로지 가
족과 혈연에 충성할 것을 사티에게 명령한다. 사티의 어머니 레니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애브
너의 위세에 눌려 거의 눈에 띄지도 소리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티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영향
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린 사티는 애브너와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관계를 보이며
자아분화수준이 낮다. 그는 애브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먹질도 하고 애브너와 다른 자신의 생
각은 숨겨보기도 하지만, 위증까지 강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압제적 태도에 갈등이 생
긴다.
사티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갈등은 “오래된 사나운 피”와 “정의와 진실”(3) 사이의 딜레
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티는 평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드 스페인을 제3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서서히 아버지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애브너가 드 스페인의
헛간 방화를 계획한 날, “두 팀의 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끌리던”(17) 사티는 마
침내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혈연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떠난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결정론적인 언어나 사티가 아버지를 배반한 점을 이유로 일부 평자는
사티가 아버지의 패턴을 반복할 운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Hiles 330). 하지만 사티의 행동은
애브너와 달리 보복성이 아니며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티는 오랜 갈등 끝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아버지와 다른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과 연민은 포크너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아주 명쾌하게 단언한 인
간 마음의 오래된 진리이다. 또한 작가에게 이야기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인간 삶의 유동성을
포착하여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멈춰 있어야 한다”(University 239)는
포크너의 말을 상기할 때, 「헛간 방화」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티의 삶에 초점을 맞춘 멋진
양가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8

2019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탈진실시대와 문학: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를 중심으로
정 신 희
(한남대학교)

I . 들어가며
『나를 버리지마』(Never Let Me go 2010)는 2017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카즈오 이시구로의 장
편소설이다. 카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1954~ )는 일본계 영국인으로 1960년에 부모를 따
라 영국으로 이주하여 1983년이후에 영국시민권을 얻었다. 그의 몇몇 작품들은 이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독자들에게 익숙하다. 그리하여 에서 선행연구를 소개했듯이, 2014년부터 그의 작품
들에 대한 다수의 학술논문들이 발행되기 시작한다. 그 중 그의 몇몇 작품으로는, 『남아있는 나
날들』(The Remains of the Day 1989)은 출판된 해에 부커상1)을 수상작품이며, 노령사회로 접어
든 21세기에 이 작품은 집사 스티븐슨이 기억기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독자들의 공감
을 끌어낸다. 그리고 『녹턴 ― 음악과 황혼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Nocturnes: Five Stories of
Music and Nightfall 2009)은 이시구로의 첫 단편집이며,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1986)은 이시구로의 역사장편소설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룰 『나를
보내지마』(Never Let Me Go 2005)는 영화로 소개된 작품이며 2015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100
개의 최고의 영어소설에 등극하였다.
『나를 보내지마』는 장기기증을 위해 태어나야만 했던 복재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선행연구로는 2015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논문 및 발표로 여덟여 편이 있다. 주로 다룬 주제는
복제인간, 과학기술에 따른 포스트 휴머니즘, 문학교육의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 주목받게 되었으며 수업으로도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는 작품이
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나를 보내지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리 맥킨
타이어(Lee C. Mcintyre)의 『탈진실』(Post-Truth 2018)의 이론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 탈진실의 시대와 문학의 역할
탈진실 즉 Post-Truth라는 용어는 1950년부터 이미 존재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
1) 맨부커상(Man Booker Prize for Fiction)은 그 해 최고 영국소설을 가려내는 영국의 문학상이지만, 전세
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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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것은 최근으로 2017부터 2018년 또는 현재까지 우리는 가짜뉴스(일명 페이크 뉴스 fake
news)를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들었고 듣고 있다. 그리하여 옥스퍼드 사전에 그 해의 영어단어
로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등록되기에 이른다. 탈진실은 옥스퍼드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
‘in this era of post-truth politics, it’s easy to cherry-pick data and come to whatever
conclusion you desire’
‘some commentators have observed that we are living in a post-truth age’2)
The Oxford Dictionaries define “post-truth” as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 In this, they underline that the prefix “post” is meant to
indicate not so much the idea that we are “past” truth in a temporal sense (as in
“postwar”) but in the sense that truth has been eclipsed―that it is irrelevant.
(Mcintyre 5)

맥킨타이어는 “과연 우리는 탈진실을 단순히 거짓 또는 가짜로 번역해야하는가?”라고 의문을 제
기하면서, 그는 그의 저서 Post-Truth에서 탈진실은 거짓으로 정의하지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뉴스는 자기 자신의 이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데, 한 개
인이 어떠한 내용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묵인함으
로써 다른 이들의 저항을 일축시킨다. 그리하여 탈진실이 거짓이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맥
킨타이어는 오류를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그것은 거짓이 아니며 그냥 지나침이라
고 지적한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복잡한 탈진실의 시대에서 문학의 역할은 크다. 문학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한편으로는 계몽적이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의 주요요소로 다루는 포스트휴머니즘은
단순히 로봇이 아닌 복제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4차산업혁명시대 이전에도 복제양으로 복제는
이미 행해졌지만, 유인원인 원숭이의 복제로 윤리성문제가 대두되었다. 주요 윤리성 이슈로는 유
전자변형을 들 수 있다. 유전자변형은 유전병을 지닌 사람들의 오래된 결점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획기적인 연구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예측은 아무도 장담하기에 어렵기에 획기적인 과학발달에
따른 두려움을 동시에 지닌다.
『나를 보내지 마』에 등장하는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복제된 어린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르
지만 공통성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인간을 복제했기에 인간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영혼이
2)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post-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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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그렇다. 그들의 장기는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했을지 모르지만 영혼 또는 정신은 복제되지
않은 채 독립적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그들은 희망을 하나 씩 버리게 되
는데 가디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희망고문에 대한 희생양이 된다.
“Is it the case, then, that deferrals don’t exist? There’s nothing you can do?”
She shook her head slowly from side to side. “There’s no truth in the rumour. I’m
sorry. I truly am.”
Suddenly Tommy asked: “Was it true once though? Before Hailsham closed?”
Miss Emily went on shaking her head. “It was never true. Even before the
Morningdale scandal, even back when Haisham was considered a shining beacon, an
example of how we might move to a more humane and better way of doing things,
even then, it wasn’t true. ... (NLMG 258)
“Your stories this eveing, they touched me too.” She looked now to Tommy, then
back at me. “Poor creatures. I wish I could help you. But now you’re by yourselves.”
(NLMG 272)

희망적인 삶을 추구하는 클론들은 루머를 듣고 추측하고 믿는 과정에서 가디언들은 진실을 말하
지 않고 묵인할 뿐이다. 물론 진실을 밝히려하면 그들과 격리당하여 결국 그들은 성인이 되어 희
망을 찾아 나서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절망과 맞닥뜨린다. 가디언들의 말은 클론들의 희망
을 제거해야할 이유가 없었다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는 복제
인간의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잃어야하는 데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또한 현대인이 현실
사회에서 탈진실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연상시켜서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 본다.

III . 나가며
본고에서는 탈진실의 시대에 문학의 역할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여 바른 사고와 행동으
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해 보았다. 맥킨타이어는 “탈진실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과학
에 일어난 일에 의해 전조가 되었다(Post-truth was foreshadowed by what has happened to
scienc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17))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아는 오늘날 탈진실시
대에서 이용하는 전략은 과학적 합의에 격론을 벌여 승리하고자하는 초기 진실거부자들의 운동
에서 습득(Mcintyre 34)되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AI(Artficial Intelligence)시대에 로봇과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이야기로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삶의 변화를 겪고 있고 미래의 삶도 예측해
보지만 복제인간은 너무 비약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탈진실시대와 문학: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를 중심으로 ( 정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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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복제양이 탄생했다는 뉴스로 충격을 받았지만 인간이 아니기에 안심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뇌질환의 실험으로 예측하고 있는 세계 최초 원숭이가 복제되어 놀라움은 더욱
크다. 그리하여 복제인간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유전자편집아
이의 탄생은 과학자들조차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과 걱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독자는 문학을 통하여 그 우려가 얼마나 엄청
난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겪게 됨으로써 방어를 할 수 있다. 탈진실 시대에 문학의 역할은 그 만
큼 중요하다.

IV.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버리지마』의 선행연구자료 목록
백지연. 「영화감상을 활용한 문학교육 사례 연구」. 2018.
목현정.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휴머니즘」. 2016.
손나경. 「『프랑켄슈타인』과 『나를 보내지 마』의 인간 창조와 과학적 상상력」. 2017 (발표논문집).
. 「과학적 진보와 문학의 과학적 상상력 사이의 대화 : 『프랑켄슈타인』, 『모로 박사의 섬』,
『나를 보내지 마』를 대상으로 The Dialogue between Scientific Progress and the
Scientific Imagination of Literature : in Cases of Frankenstein, The Island」. 2017.
. 「『나를 보내지 마』를 활용한 과학소설의 학제간 교육 사례연구」. 2018.
이경란. 「기술과학적 포스트휴먼 조건과 추론소설(sf) :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윌리엄 깁슨의 『패턴 인식』」. 2015.
이정화. 「The Limits of Empathy and Human Rights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2018.
정신희. 「Human’s Dream and Frustration in Never let me go」.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국제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2018.
한광택. 「동감과 교육에 관한 소설로 『나를 보내지마』 가르치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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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에어』의 영화 각색과 여성의 욕망
김 진 옥
(한밭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최근 문학 작품의 이해에 그것을 각색한 영화 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원작 이해를 도
와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화 비평은 원작과 영화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
며 원작이 영화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최근 각색 비평가들은 영화가 원작의 이해에
보조 수단을 넘어서서 원작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색 비평가인 엘
리엇(Kamilla Elliott)은 각색이 원작에 반드시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는 큰 비판의 대상이며, 각
색이 원작 내용의 잘못된 부분까지 바로잡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고전 원작과 영화
각색 사이에 무언가 연결되는 소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색이 지닌 여섯 가지 특징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이 중에서도 각색에 나타난 “복화술 개념(ventriloquist concept of adaptation)”과 “영
화의 우위 개념(trumping concept of adaptation)”이 가장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복화술
이란 주로 인형극에서 사용되며, 사람이 소리를 내지만 인형의 입을 움직여서 인형이 내는 소리
라고 착각하게 하여 효과를 높이는 기법을 말한다. 엘리엇은 각색이 원작에다가 복화술을 도입한
다고 말하는데, 이는 원작의 작가 정신을 비우고 거기에 영화의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엘리엇은 영화가 원작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즉 영화가 소설의 잘못
되거나 억압된 정신을 물질적 지원을 통해 바로잡고 복구시키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는 소
설을 쓴 시대적 상황에 의해, 특히 빅토리아 시대에 억압된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고 표현하는 특
징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엘리엇의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1847)
를 각색한 영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1)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영화 각색 개념을 이용하여 <제
인 에어>의 원작이나 영화에 담겨 있는 섹슈얼리티란 주제와 연결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각색의 특징적인 면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의 검열 구조로서 설명될 수 없는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엇의 이론을 빌자면 1944년의 <제인 에어>는 원작의 내용을 비우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운
복화술 각색 개념에 충실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과 여성의 독립이 묘

1) 카밀라 엘리엇의 이론을 통한 『워더링 하이츠』의 영화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현대영어영문학』 61.2
(2017): 27-46 졸고 참조. 본고에서는 그의 각색 이론을 이용해 『제인 에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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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지만, 1944년의 각색에서는 이런 원작의 내용을 비우고 2차 세계 대전에서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수동적인 여성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보는, 즉 멋진 신사와 예쁜 여성의 순수한 로맨
스로 채운 복화술 기법을 사용했다. 반면에 프랑코 제프릴리(Franco Zeffirelli)가 감독한 1996년
의 <제인 에어>는 영화를 우위에 두는 각색 개념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9년
영화 검열법 완화 이후 제작된 1970년의 <제인 에어>(Delbert Mann 감독)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의 표출과 더불어, 1996년의 각색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다 더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
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브론테가 단초를 제공했지만 풍부하게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1996
년 영화에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만나면서 원작에서 억압된 문제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복화술 개념과 영화가 우위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1944년과 1996년도에 제작된
두 편의 <제인 에어>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의 이슈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1944년 각색: 복화술로서의 각색과 로맨스
1944년 영화는 엘리엇이 주장했듯이 작가의 정신이나 원작의 기호를 몽땅 비우고 이 영화는
그 자리에 영화의 정신에 충실한 작품이다(엘리엇 208-209). “소설의 내용(이 경우 이데올로기
곧 주체)을 비우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채운”(208) 복화술 개념에 충실한 작품이다. 1944년의
영화(로버트 스티븐슨 Robert Stevenson 감독)는 제작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날 무렵 남성
들이 유럽 각지의 전쟁터에서 미국 집으로 돌아오자 사회 일터에 있던 여성을 다시 집안으로 복
귀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강조했다(Ellis and Kaplan 195).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영화는
원작에서 말한 가정교사로서의 제인의 내면적인 고통이나 로체스터와의 경쟁적인 대사와 같은
페미니즘적 발언을 제거하고, 가정의 평안과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
이 연약한 여성을 구해 주는 낭만적인 로맨스를 주제로 삼는다. 영화는 그것의 주제이자 “정신”
이 되는 감성적인 로맨스를 강조했기 때문에 원작에서 억압했다고 볼 수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
티 같은 이슈는 덜 나타난다.

(사진1) 어둠과 밝음의 대조적인 고딕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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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브로클허스트에게 벌받는 제인

1944년 영화는 누아르 필름(noir film)의 흑백 대비를 강조하고, 공포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고
딕적인 색채를 사용했다(사진1). 전체적으로 카메라 앵글은 사람이 죽은 붉은 방과 미친 여성이
사는 다락방과 브로클허스트의 새디즘적 쾌락 등의 고딕적인 공포를 잘 살려내고 있다. 영화는
리드 외숙모(Mrs Reed)와 브로클허스트(Mr Brocklehurst)를 크게, 제인의 왜소한 모습을 대조적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흑·백과 대 ․ 소의 대조는 나약하고 외로운 제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사진2).
어린 시절 제인은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손필드 대저택의 주인인 로체스터의 등장과 더
불어 제인은 매우 수동적이 된다. 즉 조안 폰테인(Joan Fontaine)이 패기 가너(Peggy Garner)로
대치되는 손필드에서의 그녀는 수동적인 반면에 로체스터가 주도적인 인물이며 응시의 주체가
된다. 이와는 달리 이 영화의 특징에 주목한 엘리스와 카플란은 여기서 제인이 욕망과 응시의 주
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제인]의 응시는 로체스터를 응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 보통 영화에
서 남성이 여성을 응시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그녀의 응시는 섹슈얼리트의 응시이다(197).” 엘
리스와 카플란이 언급하듯이 제인의 응시에는 섹슈얼리티의 의미가 담겨있긴 하지만,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그 당시 관습인 계급과 젠더의 차별의 힘을 능가하지 못한다(사진3). 이것은 몸집이
큰 오손 웰즈(Orson Welles)의 로체스터는 항상 롱쇼트로 잡히고 화면을 전체로 가득 채우고 그
녀의 왜소한 몸이 강조되는 데서 명확해진다(사진4). 제인의 응시는 로체스터의 통제적인 응시에
의해 지배당하며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응시 대상이 된다는 로라 멀비(Laura Mulvey)2)의 주장
이 적용된다.

(사진3) 로체스터의 주도적인 응시

(사진4) 순응적인 제인

이 영화는 템플 선생 대신에 존 리버스 의사(Dr. John Rivers)인 남성을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그 당시 가부장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앳킨즈(Elizabeth Atkins)는 여성 대신에 남성으로
바꾸는 젠더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 영화가 페미니즘적 요소를 삭제했다고 보았다(57). 엣킨즈
의 주장처럼 복화술 개념에 충실한 이 영화는 그 당시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이 가정에서 주도
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 로라 멀비(Laura Mulvey)는 영화에서 남성의 응시는 여성을 시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남성주체적
관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고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설명한다(Wright 118-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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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과 1996년의 영화에서 제인과 로체스터의 첫 만남의 설정이 다르다. 로체스터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이다. 1944년 영화는 로체스터의 권위적인 행동과 제인의 수동적인 행위를 강조한
다면, 후자의 영화는 제인의 주도적 역할을 암시한다. 1944년 영화에서는 제인이 안개가 자욱하
고 달려오는 로체스터의 개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부딪쳐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녀는 당황해
한다. 반면 그는 혼자 힘으로 말위에 당당히 올라탄다(사진5). 후에 로체스터는 이런 제인의 행
동에 대해 “다음부터 말을 탄 남자 앞에 다가가지 마시오”라고 그녀에게 명령조로 타이른다. 이
런 식으로 1944년 영화는 어른 제인 에어의 페미니즘적 요소를 없애고 안개 속에서의 남녀의 만
남을 다룬 고딕적 로맨스 장면만 강조한다. 반면에 소설과 1996년 영화는 제인이 로체스터의 말
이 얼음에 미끄러져 그가 떨어지자 그녀는 그를 부축해서 말 있는 곳으로 간다. 이는 앞으로 그
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다(사진6).

(사진5) 1944년 제인과 로체스터 첫 만남

(사진6) 1996년 제인과 로체스터 첫 만남

1944년에서 제인의 수동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로체스터가 곧 잉그램(Blanche Ingram)
양과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며 그동안 제인과의 관계의 발전을 부인할 때 그녀가 당황해하
는 장면이다. 원작에서는 ”저는 지금 관습이나 인습을 통해서 또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등하기는 하지만요“(281)라며 제인은 주종의 관계를
깨고 동등함을 부르짖으며, 1996년 각색도 “저는 짓밟혀 살기도 원치 않고 동등하게 대접받고 살
길 원해요.”라고 주장한다(사진8). 이와는 달리 1944년 영화의 장면에서 “동등하기는”이란 대사조
차 없으며 눈물을 흘리며 애절함만 표한다(사진7). 이는 그 당시 시대가 여성의 수동성을 필요로
했던 복화술적 특징을 잘 드러낸 장면이다.

(사진7) 1944년 로체스터의 이별 선언에 대한 제인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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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1996년 로체스터의 이별 선언에 대한 제인의 반응

이 영화는 원작에서 가능했던 제인의 경제적인 면을 제거하고 손필드에서 파혼이 된 후 갈 곳
이 없어 다시 게이츠헤드로 돌아오고 브로클허스트 이사장에게 직장을 부탁해야 하는 여성의 의
존적 위치를 강조하는 장면을 택했다. 복화술 각색에 치중한 1944년의 영화에서는 제인에게 다
양한 기회를 주기 보다는 남편의 곁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역할에 충실한 여성으로 각색한
것이다. 1944년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자들에게 여성들은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복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제에 맞추어 재구성된
것이다. 즉 제인이 로체스터를 다시 찾아 왔을 때 그에게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묘사는 없고 그
의 먼 눈이 결혼 후 곧 회복되는 아름다운 로맨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화술 기법을 이용한 이
영화는 원작의 제인의 저항과 분노를 담은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비어내고, 제인과 로체스터의
재결합과 행복에만 초점을 맞춘 그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서 필요로 한 내용으로만 가득 채운 것
이다.

III. 1996년 각색과 영화가 우위라는 개념
1969년 영화 검열법이 완화된 이후 제작된 1970년의 델버트 만(Delbert Mann)감독의 영화에
나타난 남녀 섹슈얼리티 표출과 더불어, 1996년의 영화는 로체스터보다 제인의 섹슈얼리티의 표
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로체스터의 방에 화재가 난 후 그녀가 그의 방에서 나가기 전,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을 서서히 클로즈업하면
서 서로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사진9).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욕망 중에 제인의 욕망이
더 강렬하고 애절하게 나타난다. 로체스터에 대한 제인의 욕망이 더 강하게 표출되며,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관객에게 호소하는 듯하다(사진10). 브론테의 소설이 의도했지만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 억압했던 여성의 욕망을 영화는 표출해 주고 있다. 엘리스와 카플란도 “로체스터가 그녀의
손을 만질 때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포착하는데, 이는 그녀가 성적 욕망의 주체”(204)임을 보
여준다고 말한다. 이어 제인이 자신의 방에 돌아가서 침대에 뒹굴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초췌한
모습 역시 로체스터에 대한 그녀의 욕망의 표시가 된다. 이 영화의 카메라는 제인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며, 관객은 욕망과 억압 사이 갈등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주목하게 된다. 가정교사 신분으
로서 그녀가 주인인 로체스터를 흠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잉그램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억압할 수 없는 갈등에 사로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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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클로즈업으로 처리된 제인과 로체스터의 욕망

(사진10) 익스트림 클로즈업의 제인과 로체스터의 욕망

로체스터에 대한 제인의 섹슈얼리티 감정은 사회의 구조나 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즉
이것들을 뛰어넘는 라깡의 충동(drive)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충동(drive)은 욕망(desire)과
달리 사회적인 상징계를 넘어선 감정이자,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다. 충동은 “욕망
의 법을 거부하는”(É 311) 것이다. 욕망이 상징계의 법 안에 있다면, 충동은 이런 상징계의 질서
를 넘어선 향유를 지향하는 것이다.3) 충동은 욕망의 금지된 법을 넘어서서 “충동을 만족시킬 때
생기는 향유”(S VII 209)이며, “고통스런 쾌락”(S VII 184)이다. 라깡에게 있어 “향유(주이상스)
란 오르가즘을 포함해 쾌락원칙을 너머서는 즐거움과 같은 것“(É 315)이다. 욕망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한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이동”(É 155) 하지만, “충동은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 억압 없이 이뤄지는 만족이다”(S XI 166). 충동에서는 주체가 추구하는 오브제 아(objet a)4)
는 얻을 수 없으나 그 주위를 선회하면서 얻게 되는 성적이고 정서적인 즐거움을 뜻한다.
제인이 로체스터에 대한 강한 욕망을 느낌과 동시에 3층 다락방에서 유령의 목소리를 듣게 된
다. “그레이스 풀의 독특한 악마와 같은 웃음소리인 아! 하! 같은 소리를 듣는다”(208). 이런 웃
음 소리와 함께 제인은 로체스터에 대한 자신의 은밀한 욕망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다. 화
재에 대해 그레이스 풀을 의심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자, 제인은 로체스터와 그레이스 풀이
사랑에 빠졌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의심은 로체스터에 대한 제인 자신의
억압할 수 없는 사랑과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유령의 목소리가 제인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
로체스터에 대한 충동을 가세하게 만든다.
제인에게 청각 충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오브제 아는 로체스터의 목소리다. 로체스터가
“제인, 제인, 제인”이라고 부르는 소리는 원작에서는 독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목소리로 묘사되지
만, 제프릴리 영화에서는 더욱 현실감있게 표출된다. 원작에서 제인은 사랑 없는 세인트 존(St.
John)의 청혼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나는 어디에선가 소리쳐 부

3) 라깡에게 있어 욕망은 무한대인 사랑의 요구에서 생물학적 욕구를 빼고 남은 것이다(É 276). 욕구가 충
족된 후에도 사랑의 요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인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불만족의 성질을
지닌다.
4) 라깡은 오브제 아를 욕망의 대상이자 충동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후기에 실재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
동의 대상으로서 오브제 아를 강조했다.

18

2019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제인! 제인! 제인!’ 그 뿐이었다. ‘오오, 하느님! 저게 뭐죠?’ 나는 숨
을 헐떡이었다”(419). 영화에서는 세인트 존과의 청혼 내용이 없고 존 에어로부터 유산상속을 받
게 되었다는 소식만 전해준다.5) 영화의 포스터가 말하듯이,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었다(사진11). 제인은 유산상속의 소식을 듣고 난 후 기억에 잠겨 있는 사이 로체스터의 부
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제인의 기억(무의식)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던 로체스터를 향한 충동, 즉
섹슈얼리티 감정이 작동한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장면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았지만,
몇몇 비평가들은 이미 원작에서도 이 장면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에젤(Ruth Bernad Yeazell)은 “로체스터의 신비한 소리는 실제보다 더 사실에 가
깝다”며 제인의 “독립심과 사랑의 비전에서 나온 것이라”(129)고 하는가 하면, 윌리엄즈(Carolyn
Williams)는 제인 자신의 욕망이 외형적으로 드러난(241)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비평가의 지적
처럼 1996년의 로체스터의 부르는 소리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인은 초자연적인 로체스터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한 너머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실제 들은 것이다(사진12).

(사진11) 1996년 영화 포스터

(사진12) 기억속에서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는 제인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인의 청각 충동이 작동된 것이다. “제인! 제인! 제인!”이란 외
마디 절규가 제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한 것이다. 제인이 들은 이 목소리는 의미를 갖지 않는 라
깡이 말한 목소리, 즉 “의미를 벗어나 있는 나머지”(Miller 141)이다. 그것은 “말(speech)과도 관
계가 없고 말하기(speaking)하고도 관계가 없으며 […] 어조(intonation)하고도 관계가 없다”
(Miller 142). 이것은 “의미 밖에”(Miller 141)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로도 해석되기를 거
부한다. 어떤 기의에 고정될 수 있는 기표가 아니며 이는 과잉의 향유와 연관된다. “충동은 심리
적인 것 속에 성욕의 원인을 재현한다. 충동을 통한 재현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성욕
과 우리의 경험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된다”(Shepherdson 141)는 지적에서처럼, 로체스터의
목소리는 제인의 기억 속에 잔존해 있어서 “무의식의 현실, 그것이 성적 현실”(S XI 150)이 됨을
보여준다.
5) 원작과 달리 제프릴리의 영화에서는 세인트 존은 제인이 손필드를 떠나 잠시 머문 집주인으로 나오며
제인과 어떤 혈연관계로 설정되지 않는다.
제인 에어의 영화 각색과 여성의 욕망 ( 김진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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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영화에서는 1944년 영화에서보다 여성간의 우애와 여성의 욕망이 강조됨을 볼 수 있
다. 제인과 헬렌, 탬플 선생님과의 유대가 강조된다. 그리고 자애로운 모습의 페어팩스 부인과
사촌 메리 리버스와의 정서적인 교감이 강조된다. 특이한 것은 원작소설과 1944년 영화와는 달
리 1996년 영화에서는 제인과 버사와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다. 원작이나 1944년 영화에서는
버사를 “훕혈귀”에 비유하며 광기로 보고 그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사진13). 1970년의 영
화에서는 버사가 로체스터에게 공격적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성적 욕망이 드러나기도 한다(사진
14). 1996년의 버사는 예쁜 마리아 슈나이더(Maria Schneider)가 맡으며 그녀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다(사진15).

(사진13) 1944년 버사

(사진14) 1970년 버사

(사진15) 1996년 버사

지금까지 많은 비평가들이 제인과 버사의 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1970년대 페미니즘 비평은
버사가 제인의 억압된 욕망을 대신 표출해 주는 분신으로 해석했다. 1979년의 길버트와 구바
(Gilbert and Gubar)의 『다락방의 광녀』에서 제인이 사회적 제약 때문에 표현할 수 없었던 분노
와 욕망을 버사가 대신 표출해 내는 식으로 해석했다. 즉 버사를 제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분
신 역할로서만 평가해왔다. 이런 해석은 버사의 희생이 담보된 것이다. 다른 한편 버사의 인종성
을 간과한 채 이 소설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주장이 있었다. 진 리스(Jean Rhys)가 버사
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드넓은 사가소 바다』(1966)의 영향으로 이 소설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
서 다시 조명했고, 이런 관점에서 원작을 영화나 연극으로 많이 각색했다. 패치 스톤먼(Patsy
Stoneman)은 “『제인 에어』 읽기와 재생산에 있어 『드넓은 사가소 바다』의 영향은 매우 크다
(194)6)고 지적했다. 스피박(Gayatri Spivak)은 「세 여성의 텍스트」“Three Women’s Texts”(1985)
에서 제국주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제국주의 횡포가 버사를 광인으로
만든 것이라며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조명했으며, 특히 프랑스 서구 페미니즘이 제국
주의의 공리를 재현하려는 경향을 비판한다. 즉 버사는 식민지의 타자를 대표하여 개인성과 삶이

6) 스톤먼은 진 리스의 작품 이전에도 버사를 동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923년 영화
도 심지어 제인과 버사의 동일시를 강조했으며, 그 이전 1929년의 연극도 버사를 동정적으로 묘사했으
며, 1950년대에도 관객들이 버사와 제인에게 동일하게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동정심에 불과했고, 버사의 본격적인 해방은 『드넓은 사가소 바다』에서 가능했다”(48)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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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이라는 서구 여성의 개인주의적 삶의 추구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제프릴리의 영화는 원작과 달리 버사가 제인의 시선으로 걸러지지 않고 로체스터에 의해 설명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에 언급한 스피박과 같은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비평가의 관점이 들어
간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버사는 원작의 검은 형체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가엾은 여인이며, 영
화는 로체스터를 사이에 두고 제인과 버사가 각각 단독 쇼트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사진15).
제인과 버사는 서로 마주 보는데, 버사의 시선이 제인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동질감을 암시한다.
원작에서는 “그녀는 광기어린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로 말하지만, 영화에서는 버사의 표정이 카
메라에 단독으로 클로즈업된다. 전자는 응시의 주체가 제인이고, 즉 버사는 제인의 시선에 의해
걸러지지만, 후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응시의 주체이며 따라서 버사는 제인의 시선에 의해 걸러
질 필요가 없다.
제프릴리는 시선의 처리에서뿐만 아니라 제인과 버사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서
로간의 유대감과 동시에 그들 각각을 독립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 원작에서는 제인과
버사 사이 유대감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했으나 실마리는 제공했다. 즉 제인이 로체스터 아버지의
정략적인 결혼에 대한 로체스터의 분노를 묘사하지만, 버사의 불운에 대해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 원작에서 제인과 버사간의 친밀감에 대한 실마리는 여러 곳에 제시했으나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을 제프릴리는 자신의 영화 기법으로 표출해내고 있다. 이는 버사가 탈출하여 로체스터의
방에 불을 지르거나 리차드 메이슨을 공격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제인의 형상이 거울에 나타나
는 모습으로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제인이 로체스터의 곁을 떠나는 동시에 버사가 제인의 웨딩드
레스에 불을 지른다(사진16. 사진17). 손필드로부터 도망가는 제인과 손필드를 불지르는 버사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유대감은 두
여성이 독립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사진16) 버사의 방화

(사진17) 버사의 방화와 동시에 떠난 제인

제프릴리는 제인과 버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버사와 그 집의 하인인 그레이스 풀(Grace
Poole)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회적 위치나 계급을 넘어서서, 동등한 개체로서 또한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의 중요함을 묘사하고 있다. 버사는 하인인 그레이스 풀과 운명을 같이 한다. 즉 버사는
자신의 방화로 인해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그레이스 풀의 눈동자를 마주 쳐다보며 자신도 뛰어
제인 에어의 영화 각색과 여성의 욕망 ( 김진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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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사진18. 사진19). 이 영화는 여성간의 유대 내지 공동체적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
면은 버사가 광기로 인해 불에 타 죽는 원작의 내용과 달리 버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
다. 즉 이 영화는 버사의 죽음이 제인을 통해 설명되고, 버사의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원작소설
과 달리 버사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사진18) 그레이스 풀의 죽음

(사진19) 투신하기 직전 그레이스 풀의 죽음을 대면한 버사

1996년 각색은 제인과 버사의 욕망과 계급과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서서 동등한 여성간의 관계
를 묘사함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의해 원작에서 억압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주체성 같은 이슈를
잘 살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시대의 상에 따라 원작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작업을 수행한
각색이라고 볼 수 있다.

IV. 나가는 말
1944년 각색은 제인과 로체스터의 욕망을 묘사하는 대신 19세기 사회에서 기대되는 로맨스로
구성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소설의 내용(이 경우 이데올로기, 곧 주체)을 비우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채운”(208)다는 각색 개념에 충실하였다. 1944년 영화는 관객에게 전쟁에서 가정으로 돌
아온 남편에서 잘 순응하며 수동적인 여성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따라서 남녀의
사랑을 섹슈얼리티로 표현하기보다 1940년대 관객들이 기대하는 로맨스를 만들었다. 1996년 각
색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여성간의 유대감 등 다양한 페미니즘 이슈뿐만 아니라 버사를 제인의
분신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 설정한 점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제인
에어』 원작에서 브론테의 직관적인 사고가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1996년 영화는 새로
운 시대 상황과 만나면서 억압된 섹슈얼리티나 여성의 주체성 같은 이슈가 더욱 생생하게 묘사
되었다는 점에서 영화가 원작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는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만한 지적이다. 영화
에서 복화술 개념을 적용해 원작의 내용을 버리고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관점과, 또한 영화가 섹슈얼리티 표출의 통로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원작보
다 영화가 한 수 우위라는 관점에 토대한 분석은 앞으로 <제인 에어>의 다른 각색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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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전 작품의 영화 각색 분석에도 널리 활용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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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 and Frustration: Focusing on the Upper and Middle
Class Women and Vocations in Middlemarch
Kim, Min-Kyung
(Keimyung University)

I . Introduction
In the 19th century, British society underwent a significant change. During this era of
transition, George Eliot (1819–1880) focused o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made a
remarkable intellectual achievement as a writer, moving beyond the limits of gender. In her
works, she provides an in-depth demonstration of a person’s moral growth and embodies a
feminist vision, emphasizing women’s issues and female protagonists’ own experiences. “After
Adam Bede, all the novels, except Silas Marner,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heroine
instead of the hero.” (Hardy 47). However, heroines in Middlemarch (1872) fail to overcome
the 19th-century limitations on women. Kate Millet criticizes Eliot by stating that although
Eliot lived a successful life as a writer, she failed to show women’s social achievements in
her works (196-97). Zelda Austen agrees that although Eliot’s marital life was revolutionary
given that she lived in a society that did not allow divorce for women, she did not permit
the heroines to follow their own passion. (549-61)
Despite such criticism, Eliot successfully describes the desires and frustrations of women in
a realistic way to highlight the vocational limitations on women at that time. In particular,
Eliot’s letters “show that she focused on women’s issue more than anything else” (Haight,
Letters 58). Eliot also “supported Harriet Martineau, a feminist activist, when she built a
house in 1852” (Haight, A Biography 124). In 1856, she participated in a signature-seeking
campaign that demanded working women’s legal right on their income (Haight, Letters 225).
In 1867, in an invitation letter sent to Emily Davies who wanted to find a women’s
university, she proposed an effective way to educate women (Haight, Letters 399).
Eliot has written many essays that emphasize women’s artistic and intellectual abilities that
often fail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s and has focused on the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Eliot, who realizes the harsh reality for women, describes the heroines’
desires and frustration in a realistic way to highlight the limitations o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her works. Eliot describes heroines who adapt to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tim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Eliot’s female protagonists are not the ones who
completely adapt to the social norms but the ones who want to realize their own desires,
displaying partial resistance and adaption. Accordingly, her works describe women as

25

progressive and independent agents. One might think that Eliot’s heroines achieved only a
few jobs or desires even though they endeavored a lot, but Eliot’s female protagonists fail
to realize their aspirations freely because “the society permits few jobs for them” (Basch 94).
This paper focuses on education and class when analyzing ideals and jobs aspired by
middle- and upper-class female protagonists of Middlemarch. For example, Dorothea Brook
and Rosamond Vincy experience failure in marriage because of the lack of education. In
addi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female protagonists’ class and
social limitations and their failure to achieve their desires or jobs. After Dorothea
experiences failure in her first marriage, she remarries Will Ladislaw and gives up the
inheritance of Edward Casaubon, a patriarchal figure. This describes Dorothea’s vocational
achievement since she achieved true independence and showed her activeness.

II. Frustration of Independent Women: Case of Dorothea
Middlemarch is “Eliot’s work that explores how social pressures affect an individual’s desire
through the story of people in Middlemarch, who live in the community with different
desires, social status and vocations” (Daiches 7). Through Dorothea, an upper-middle class
woman, and Rosamond, a middle-class woman, Eliot indicates how women lack practical
education and social experiences. Dorothea has a strong intellectual desire and chooses to
marry as she finds it difficult to get a job as a woman. She tries to make vocational
achievement through marriage but fails to realize her desire. The reason is linked to the
reality that does not permit education and vocations for women. Furthermore, Rosamond, a
typical 19th-century woman with perfect etiquette and refinement, experiences a failure in
marriage because of the lack of female education. Eliot describes Dorothea’s strong
intellectual desire like that “What could she do, what ought she to do?” (Eliot 50)
Dorothea, who came from a decent family, acquired education only from her personal
tutor, which was inadequate as explained in the novel. She had a strong desire for knowledge
and was not content with “the shallows of ladies’ school literature” (Eliot 47) and “toy-box
history of the world adapted to young ladies” (Eliot 112). Unlike other ladies at that time
who focused on “domestic music and feminine fine art” (Eliot 89), she desired to do
meaningful work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Dorothea’s desire is shared by all the heroines of Eliot’s works, and the most part of
Middlemarch is about “Dorothea’s journey to achieve her desire for self-realization” (Woolf
41). Thus, the issue of jobs in this novel is “very creative because in her work, Eliot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marital life and jobs” (Mintz 57). Because of Dorothea’s social and
class limitations, the society does not permit her to work at the public sphere. Her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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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s the real barrier not because of lack of jobs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but because
she lives in a society that has norms and practices that do not permit upper-middle class
woman to work.
Traditionally, “Marriage makes a woman get vicarious satisfaction through her husband’s
achievements and set a higher goal” (Mintz 110). Marriage is a form of vocation that the
women in the era can pursue. Through marriage with Casaubon, Dorothea believes that “[it
is her] duty to study that [she] might help him the better in his great works” (Eliot 51).
She believes that marriage is a way to help her make a vocational achievement. She tries
to “substitute for his intellectual achievements that are impossible due to social constraints”
(Han 256). However, she falls into despair after the marriage. Casaubon is least concerned
with designing farm houses and does not want Dorothea to interfere in his study. After
finding that Casaubon’s study is useless, Dorothea is disappointed with her husband who fails
to meet her expectations.
Casaubon, who represents the male-dominant ideology, does not allow Dorothea to help
him write the book. For him, his wife is not a companion but a secretary or a nurse.
Dorothea wants to actively engage in her husband’s work, but Casaubon regards her as “a
spy watching everything with a malign power of inference” (Eliot 232). As her marriage is
filled with endless, repetitive, and trivial activities, Dorothea because of the increasing social
pressures” (Blake 287). “She lived a boring life and [Her energy and passion were] gradually
disappearing as if a filter gets rid of them” (Christoff 141). Dorothea fails to realize the true
nature of her husband not because he deceives her but because she considers him as a prop
to help her achieve her desire to get more knowledge and have a job. She fails due to a
lack of education that hinders her from identifying the true nature of a person and the
limitations of her class.

III. Marriage, a Realization of One’s Desire: Case of Rosamond
Dorothea and Rosamond want to realize their desire through men. Unlike Dorothea, Eliot
describes Rosamond as a selfish person. She wants to marry Mr. Lydgate because she found
hi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ttractive. Rosamond is a typical 19th-century woman who
acquired all the education that a middle-class lady could achieve. The education she got from
Mrs. Lemon’s prestigious school shows the reality of education for upper-and middle-class
women. Rosamond is a model student recognized by the teachers and a source of aspiration
form any men in Middlemarch. However, the sophisticated education she got from the
school only makes her pursue shallow things. This is because the school focuses on essential
lady’s etiquettes for marriage rather than focusing one motional development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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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nature or studies that help people develop their rationality.
Because of the education she received, Rosamond hides her desire for better social status
and selfishness. Like an actor, she is always aware of “the audience in her subconsciousness”
(Eliot 196) and acts as if she is a cultured woman. For Rosamond, Lydgate is an ideal person
who has a respectable appearance and has relatives who will help him to have a successful
career. She wants to marry him because he has a descent family, and she can raise her social
status through marriage. To serve the role of a better wife and mother, women “need to get
more practical education, rather than educated that focuses on lady’s etiquettes” (Grey 20).
Lydgate thinks that selfish Rosamond is a well-educated woman who can help him achieve
emotional stability and further his works. Jeannette King stated that although Lydgate has
a good value as a doctor, he sticks to traditional values when selecting a spouse (41).
Furthermore, Patricia Beer thinks that Rosamond thinks of Lydgate as a tool to get benefits
by owning him through marriage (467). She does not view Lydgate as a marriage partner
whom she loves. Rosamond lacks a financial sense, and she lives an extravagant life; this
financially ruins her.
When Mary Wollstonecraft warns that a wrongly educated woman can show her dangerous
power (195), she indicates the impact of a selfish and ignorant woman like Rosamond on
men. As indicated by Gillian Beer, unlike her husband, Rosamond who got discriminatory
education becomes excluded from her husband (158). Through this character, Eliot shows the
flaws of female education. The conjugal relationship of this couple is not based on
complementary companionship but on conflicts and distrust. “Although [Eliot] emphasized
the necessity to improve female education, she did not want a woman who is idealistic and
has a lot of fantasies like Dorothea” (Leavis 89-95) nor a selfish woman like Rosamond. She
believes that an improved education would help women hone their skills and talents and get
a good job.
Rosamond tries to think about what to do and how to fill up the time but there was
nothing she could do. Therefore, “one cannot blame her impromptu and selfish plans”
(Patricia Beer, 188-89). Lydgate’s cynical question, “What else women pay attention to
except home and furniture?” (Eliot 709) shows the problem of Rosamond and Lydgate.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experience failure in marriage is that men are ignorant of women’s
desires and ideals. Lydgate did not know that his wife should also have a job like him, and
he is gradually becoming the task for Rosamond.
Dorothea and Rosamond want to find a job, but they cannot escape from their family and
social limitations. Dorothea regards marriage as the only job that she can have and considers
her husband to be a part of her job. Laurence Lerner assumes that “If Dorothea was able
to become a doctor or a teacher, she would never want to marry Casaubon” (266-68). For
Dorothea, marriage is not to achieve her love but the only job she can have to achiev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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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articipation. Thus, this marriage did not go beyond the confines of social custom; her
marriage is a failure, an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failure in her job. The fact that the
only option that upper- and middle-class women can choose is marriage shows limitations
that women face in terms of class and gender.

IV. Independent Choices or Surrender: Dorothea’s Second Marriage
Dorothea considers marriage as her duty and does her best to fulfill her duty. This shows
a contrast with Rosamond who ends up with a failed marriage because of her selfish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Eliot describes Dorothea as a woman who wants to live harmoniously with other people
and not be excluded from the society while aspiring her great desire. As a job is “a means
of living and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elf-realization” (Mintz 6), in a patriarchal society,
woman like Dorothea is deprived of the opportunity for self-realization through a job.
As mentioned above, a job serves as a means of living and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elf-realization. In addition, “it decreases the pain that one can suffer in his or her life.
Moreover, it provides a way out from the pain” (Hardy 51).
This shows that in that era, middle- and upper-class women who could not work
independently are deprived of opportunities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chieve
self-realization, and find a way out from mental hardships. When Dorothea suffers from pain
and frustration, she uses her parents’ inheritance and not Casaubon’s inheritance to give
practical help to the people around her. She adds fund to Lydgate so that he can build a
hospital and helps Rosamond during a financial hardship. Dorothea tries to use inheritance
for social welfare and improvement. This shows a woman character who contributes to
society. Casaubon wrote in his testament that if she marries Will, she will lose all the
inheritance. However, she gives up her social status and assets, chooses to marry Will, and
never regrets her choice. As Dorothea chooses her own life path by giving up her financial
comfort and social status with her own will, one can argue that Dorothea is a subversive
female character who challenges the society’s norms and orders.
Feminist critics express dissatisfaction toward Middlemarch. Unlike Eliot, who challenged
social norms, Dorothea marries Will and lives a normal life, giving up her own desires
(Ringler 57). However, “the ending of Middlemarch, which is far from revolutionary, is a
modernist achievement of Eliot” (Barrett 124). Eliot describes a woman who is demanded
by the era “in a realistic way, and this reveals the author’s intention to show her feminist
view to rise against the society.” (Barrett 310)
Dorothea, a remarkable woman, is not content with her limitations and seeks to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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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ociety, but her aspiration ends up in failure, facing harsh reality. Eliot does not
provide opportunities to female characters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because she realizes
tha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ociety in the 19th century and not because
she holds a conservative view toward women rights movement.
For existing feminists’ critics, the remarriage between Dorothea and Will is interpreted as
a typical ending. To counter their argument, this paper highlights the link between
Dorothea’s second marriage and her vocational desire.
First, her remarriage is not one of a “love affair between a teacher and a lover,” (Menon
159) of a master and servant, or a father and a daughter. Rather, it is one where a man
and woman stand equally in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Dorothea considers Will to
be a “person who understands the minds of all and lessens their torment” (Eliot 539) and
as a person of equal standing who can be engaged in emotional exchange and mutual
interest. This can be considered as a more advanced relationship as it bears both affection
and matured cognition toward the other.
Second, one can commend the marriage to Will, which is carried out by one’s own accord
in opposition to society’s wishes. Dorothea does not follow the romantic structures of “being
rescued through affection” (Hardy 28) through her marriage with Will. Dorothea’s marriage
with Will is not on where one gains social standing and financial benefits. It is quite the
opposite where one is subjected to social misperceptions and scandals. The marriage is rather
one that comes from the mental maturity between Dorothea and Will. The foundation of
this marriage is Dorothea’s choice to marry a man who has low social standing and no fixed
occupation at the expense of Casaubon’s estate, which symbolizes the patriarchy. This bears
the mark of a subversion of society at the time.
Third, Dorothea, after her marriage to Will, achieves her desires for social contribution
by assisting Will’s social life. She has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married life with
Casaubon was not a reality that fits her ideals. At the same time, she acknowledges the fate
of an upper-middle class woman who cannot pursue the profession she seeks, leading to
further mental maturation. Dorothea, “by marrying Will, is able to contribute to society in
ways a woman cannot do alone” (Greene 39). Dorothea tries to do good in her given
situations and seeks to be a wiser person. Even if her desires are realized through a man,
one can argue that she has achieved a degree of professional achievement by being able to
do what she has sought to do.
It is rather disappointing that Dorothea does not live up to the standards of feminist critics
because she is happy supporting her husband and seeking satisfaction through him. However,
at the time, there was little she could do and nobody could tell her what she needed to
do. Kathleen Blake considers Dorothea’s second marriage a product of the lack of opportunity
rather than one of compatibility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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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an argue that Eliot wrote Middlemarch to “resist the irrational reality for women
in that society” (Harvey 134). As the causes that lead to the failures of Rosamond and
Dorothea’s marriages, she points to unrealistic, conceptual, negative, and selfish personalities.
Besides their personal flaws, one can point to the superficial education that was provided for
women at the time and the limited life of an upper-middle class woman who had inadequate
opportunities to partake in social activities. In other words, Eliot displays her insight into
women’s issues by choosing marriage, which was the only alternative to a job that a woman
could choose at the time, and describing its realities.
Eliot sympathizes with Dorothea who fights young and noble impulses and who recognizes
a desire for an occupational plan. However she acknowledges the lack of vocat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an imperfect society and realizes this problem (Weber 528).

V. Conclusion
In Middlemarch, Eliot describes female characters who have a strong desire to achieve
their ideals but fail to overcome the reality and become frustrated. In the patriarchal and
male-dominant society, they lack practical education and face limitations of their class.
Furthermore, they are forced to act as a typical woman. These factors lead them to fail to
achieve their desire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or to experience failure in their marriage.
Women who lack economic capacity and fail to get an appropriate education fail to achieve
their desired goals. Despite the poor environment for women, if they were able to get a job
to realize their ideals and participate in the society, they would be able to make more
progressive achievement. Jobs, which enable women to have economic power so that they
can achieve independence, can provide women a way out from the suffering and oppression.
Eliot knew that there was a lack of opportunity for women to serve a role in the public
sphere but did not propose concrete solution to this problem. In her works, Eliot shows
women who fail to realize their ideals or get a job. She describes the tragic end of these
women who fail to achieve their goals. However, in Middlemarch, although Eliot describes
the female characters whose desire was not realized, she also describes the heroine who
adapts to the reality and lives harmoniously within the community. The female characters
are gradually realizing their desires and just like them, Eliot also gradually develops her
feminist perceptions. Eliot made an ending that female characters fail to realize their desire
and adapt to the institution of marriage. However, Eliot describes women who partly achieve
self-realization while reflecting themselves. This shows that Eliot has an advanced view
within the paradigm of ideology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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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ar Allan Poe의 단편소설에서 풍자와 유머의 의미
민 경 택
(충남대학교)

I. 서 론
미국문학은 유럽의 문학에 비해 비록 역사는 짧지만 유머와 풍자는 오랜 전통의 유럽문학에
못지않게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미국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의 『스케치 북』(The Sketch Book by Geoffrey Crayon)과 『니커보커의 뉴
욕의 역사』(A Knickerbocker’s History of New York)와 같은 작품에서도 유머와 해학은 풍자와 결
합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유머와 풍자는 에드거 앨런 포우(Edgar
Allan Poe), 마크 트웨인(Mark Twain), 제임스 써버(James Thurber), 도로씨 파커(Dorothy
Parker), 로버트 벤칠리(Robert Charles Benchley), 스티븐 킹(Stephen King) 등 많은 미국 작가
들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미국인의 의식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문학에서도 비
극적인 비전과 함께 희극적인 요소가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미국문학에서도 희극적인 비전은 비
극적인 비전만큼 중요한 오랜 전통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우의 단편소설은 ‘신비와 공포(mystery and horror),’ ‘유머와 풍자(humor and
satire),’ ‘비행과 환상(flights and fantasies),’ ‘공상과학’(science-fiction), ‘추리와 탐정(ratiocinative
and detective)’의 이야기 등 다양한 하위 장르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작 포우는 장르의 구분보다
는 독자들의 취향과 시장성에 더 민감하였다고 알려지며 때로는 독자들의 선호에 맞추어 공포,
신비, 추리, 환상, 풍자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합함으로써 장르의 융합이나 타협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우의 작품에 대한 선입견은 공포나 환상 그리고 정신분열증의 강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포우의 많은 작품에서 특히 소설부분에서 희극적 요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포우의 뛰어난 다양한 균형적인
재능의 주요한 일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Introduction,
Galloway 22).
“타고난 유머작가”(Royot 57)로 불리기도 하는 포우의 작품 중에서 유머와 풍자에 해당되는
작품이 몇 편인지는 하위그룹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할 수는 없지만
데이비드 갤러웨이(David Galloway)는 자신이 편집한 『에드거 앨런 포우: 희극과 풍자』(Edgar
Allan Poe: Comedies and Satires)에서 19편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콜먼(William
Coleman)은 포우가 쓴 전체 80여 편의 작품 중에서 단지 21편만이 공포에 관련된 것이지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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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와 풍자 그리고 패러디에 관한 것은 25편으로 포우 작품의 대표적인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
포관련 작품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주장한다(Introduction, Coleman 4). 따라서 포우의 작품에서
유머와 풍자와 같은 희극적인 요소는 다른 특징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포우의 유머와 풍자에 관련된 작품들
중에서 「비즈니스맨」(“The Business Man” 1840)과 「정확한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기술」
(“Diddling Considered as One of the Exact Sciences” 1843)의 두 작품을 분석하여 포우가 보여
주려는 풍자와 유머의 의미의 일면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 본 론
포우는 「비즈니스맨」에서 유머와 풍자의 기법을 통하여 물질추구에 경도된 인간과 사회에 대
한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서두에서 일인칭 화자는 자신을 비즈니
스맨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사람이며 “결국 방식이 본질이다”(100) 라
고 강조한다. 그는 정상적이지 않는 방식을 따르는 유별난 천재들을 혐오하며 천재들은 바보들이
고 천재들은 비즈니스맨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화자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필요이상으로 소란
을 피우다가 유모에 의해 침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머리 전두부에 혹이 생겨났으며
이 사건으로 체계와 규칙을 선호하는 습성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자신을 현재의 저명한 비즈니스
맨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상인이나 제조업자로서 자립하거나 면화나 담배무역업을 시작
하거나 또는 엉뚱한 일을 추구하려는 자와 직물류 거래상, 비누제조업자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보통과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나 대장장이 또는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천재이며
동시에 바보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은 천재가 아니며 정확성과 시간을 잘 지키는 보통의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한다.
Now I am not in any respect a genius, but a regular business man. My Day-book
and Ledger will evince this in a minute. They are well kept, though I say it myself;
and, in my general habits of accuracy and punctuality, I am not to be beat by a clock.
Moreover, my occupations have been always made to chime in with the ordinary
habitudes of my fellowmen. Not that I feel the least indebted, upon this score, to my
exceedingly weak-minded parents, who, beyond doubt, would have made an arrant
genius of me at last, if my guardian angel had not come, in good time, to the rescue.
In biography the truth is every thing, and in autobiography it is especially so ― yet I
scarcely hope to be believed when I state, however solemnly, that my poor father put
me, when I was about fifteen years of age, into the counting-house of what be termed
“a respectable hardware and commission merchant doing a capital bit of business!” A
capital bit of fiddlestick! However, the consequence of this folly was, that in two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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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ays, I had to be sent home to my button-headed family in a high state of fever,
and with a most violent and dangerous pain in the sinciput, all around about my
organ of order. It was nearly a gone case with me then ― just touch-and-go for six
weeks ― the physicians giving me up and all that sort of thing. But, although I suffered
much, I was a thankful boy in the main. I was saved from being a “respectable
hardware and commission merchant, doing a capital bit of business,” and I felt grateful
to the protuberance which had been the means of my salvation, as well as to the
kindhearted female who had originally put these means within my reach. (101)

화자는 자신이 비즈니스맨이면서도 다른 비즈니스맨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보통
의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사업하려는 다른 사업가들을 비난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특히 화
자가 비난하는 사업가들 중에 담배무역상은 포우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존 앨런(John Allan)을
연상하게 하며 전기와 자서전에서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에서 자수성가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자서전으로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을 우회적으로 비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자는 15세 때 가난하고 심약한 부모님이 자신을 철재 설비 중개상의 회
계사무실에 보낸 일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철재상의 회계업무를 ‘훌륭
한 허드렛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난 혹에 열이 나서 그런 존경할만한
일에서 구제 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 따라서 퍼선(Leland S. Person)이 “포우는 「비즈니스맨」에
서 더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즈니스맨의 정신을 패러디하였다”(Person, 158)고 말한
것처럼 포우는 이 작품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적인 성공에만 집착
하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소시민적인 직업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자수성가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집을 나온다. 그는 16세
때 자신을 청과물상인으로 키우려는 어머니의 계획을 엿듣고 집을 나와 대규모의 이윤이 좋은
‘양복점의 도보광고 사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후 그는
꼼꼼한 방법에 의존하면서 8번이나 사업 분야를 바꿔가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한다. 그는 자신을 만들고 결정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돈을 버는 방법에 철두철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비난했던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양복점의 도보광고 사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사업주인 ‘자르기 그리고 다시와 씨’(Messrs. Cut & Comeagain)의 회사와
임금마찰로 결별하는데 그가 제시한 청구서에 화자 자신의 이름인 피터 프로피트(Peter Proffit)
가 독자에게 노출된다. 포우는 화자의 이름을 ‘peter’(금고의 숨은 의미)와 ‘Proffit’(pun 또는
anagram으로 이익을 패러디)라고 명명함으로써 화자가 돈과 물질에 아주 민감한 인물이라는 것
을 유머와 풍자적인 수법으로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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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두 번째 ‘눈엣가시 사업’(Eye-Sore line)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소위 부동산 ‘알박기’ 행태의 일종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한 원가의 500배 이
상의 위로금을 받는 초고가의 수익사업의 제의에 의견 마찰로 결별한다. 세 번째 사업은 ‘기습공
격과 구타 사업’(Assault-and-Battery Business)인데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
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좋지만 건강을 헤쳐서 사업을 중단한다. 그는 네 번
째 ‘진흙 튀기기’(Mud-Dabbling) 사업에서 다른 많은 경쟁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연구한 체계와
방식을 활용하여 수입을 많이 올렸지만 은행들의 사기로 인하여 비슷한 유형의 다섯 번째 사업
인 ‘잡종개-흙탕물 튀기기’(Cur-Spattering)사업으로 전환한다. 화자는 사람이 아닌 폼페이
(Pompey)1)라는 개와 파트너로 사업을 한다는 유머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욕심이 없
는데 개가 더 욕심을 부려서 이익배분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고 말한다.
I was making money at this business when, in an evil moment, I was induced to
merge it in the Cur-Spattering ― a somewhat analogous, but, by no means, so
respectable a profession. My location, to be sure, was an excellent one, being central,
and I had capital blacking and brushes. My little dog, too, was quite fat and up to all
varieties of snuff. He had been in the trade a long time, and, I may say, understood it.
Our general routine was this: ― Pompey, having rolled himself well in the mud, sat
upon end at the shop door, until he observed a dandy approaching in bright boots. He
then proceeded to meet him, and gave the Wellingtons a rub or two with his wool.
Then the dandy swore very much, and looked about for a boot-black. There I was, full
in his view, with blacking and brushes. It was only a minute’s work, and then came a
sixpence. This did moderately well for a time; ― in fact, I was not avaricious, but my
dog was. I allowed him a third of the profit, but he was advised to insist upon half.
This I couldn’t stand ― so we quarrelled and parted. (106-107)

다음에 화자는 여섯 번째 사업인 ‘오르간 연주하기’(Organ-Grinding)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
은 등에 악기를 메고 다니며 고의적으로 고장을 낸 악기로 시끄럽게 연주하여 돈을 던져주면 연
주를 멈추는 파렴치한 수법으로 인하여 독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사업
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진흙탕의 거리, 군중들의 방해, 장난치는 아이들과 원숭이도 없는 불리
한 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일곱 번째로 ‘모조 우편물’(Sham-Post)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가짜 우편물을 배달하여 배달료를 받아 가로채는 위법

1) Pompey는 노예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포우 외에도 폴딩(Paulding), 버드(Robert Bird), 디킨즈
(Charles Dickens) 등의 글에서도 언급된다. 포우는 「지쳐버린 사람」(“The Man That Was Used Up”
1839)에서 흑인 시종의 이름으로 그리고 「곤경」(A Predicament 1838)에서도 난쟁이 흑인 하인의 이름
을 Pompey라고 명명한다. 포우가 흑인 하인을 Pompey라고 명명한 것은 관용적인 인종차별적인 노예들
의 호칭에 따른 것이지만 당시 흑인 노예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에 대한 비판과 이미지 반전의 의도
가 나타나고 있다(Goddu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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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사기적인 방식의 돈벌이 사업인데 결국 “심각한 양심의 가책”(108)을 느껴서 손을 뗀다.
그는 마지막 여덟 번째로 ‘고양이 기르기’(Cat-Growing) 사업에 종사하는데 이것은 고양이의 수
를 줄이려는 정부가 고양이 꼬리를 가져오면 돈을 주기 때문에 고양이를 사육하여 고양이 꼬리
를 1년에 세 번씩 잘라서 돈을 쉽게 버는 사업이라고 묘사한다. 화자는 이 마지막 사업의 설명
에서 고양이 꼬리를 자르고 머리용 마카사르(Macassar) 기름을 발라주면 고양이 꼬리가 다시 자
라게 되고 고양이는 그것에 빨리 적응한다고 태연하게 말함으로써 냉소적인 블랙 유머(black
humor)를 보여준다.
화자는 작품의 서두에서 자신이 사업에서 방식을 중요시하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지만 그의
사업방식은 자신만의 왜곡된 것이며 단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방법과 수
단으로 벌이는 파렴치한 악덕 사기행위일 뿐이다. 화자는 마지막에 자신이 돈을 많이 번 ‘자수성
가한 사람’(a made man)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퍼선
이 “이 이야기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품성을 효과적으로 해체한다”(Person 158)고 주장하듯이
포우는 화자의 비열한 사업방식을 통하여 단지 돈 버는 목적만을 위한 비즈니스맨들이 보여주는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사업방식을 유머와 풍자로 날카롭게 비판하며 물질적으로 자수성가한 사
람들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포우의 또 다른 유머와 풍자가 뛰어난 작품이 「정확한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기술」이다.
포우는 작품의 서문격인 첫 문단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두 명의 제러미(Jeremy)라는 이름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조롱조로 설명한다. 그 중에 한 명은 포우와 동시대 인물로 영국의 유명한 공
리주의자인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인데 그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사기를 당
하므로 금융회사의 합법적인 고리대금 사업을 제한하지말자고 주장하며 고리대금업에 대해 슬픈
이야기를 썼다며 그는 소규모 방식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냉소적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또 다
른 한 명은 영국의 극작가인 제임스 케니(James Kenney)가 쓴 소극 『바람 일으키기』(Raising the
Wind 1803)에 나오는 허구적 인물인 제러미 디들러(Jeremy Diddler)인데 그는 가장 중요한 ‘정
확한 과학’(즉 사기술)에 이름을 부여한 사람으로 아주 대규모 방식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
하며 사기꾼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사기술은 인간에게 태생적인 것으로 역사가 오래된 본성적인 특징이며 “아
담이 최초의 사기꾼”(152)이라고 강조하여 “인간만이 사기 치는 유일한 동물이며 인간 외에는
사기 치는 동물은 없다”(150)라고 말한다. 심지어 사기 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운명이며 인간
은 슬픔보다도 사기 치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사기의 본질은 9가지 성분의 합성물이라고
주장한다.
What constitutes the essence, the nare, the principle of diddling is, in fact, peculiar to
the class of creatures that wear coats and pantaloons. A crow thieves; a fox chea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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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sel outwits; a man diddles. To diddle is his destiny. “Man was made to mourn,” says
the poet. But not so: ― he was made to diddle. This is his aim ― his object ― his end.
And for this reason when a man’s diddled we say he’s “done.” Diddling, rightly
considered, is a compound, of which the ingredients are minuteness, interest,
perseverance, ingenuity, audacity, nonchalance, originality, impertinence, and grin.
(150-51. 이탤릭체 저자강조)

화자는 사기술의 9가지 본질인 ‘섬세함, 흥미, 인내, 발명의 재간, 대담함, 초연함, 독창성, 건방
짐, 씩 웃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화자는 사기술이 계속 발전했으며 현대인들은 옛날
선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더 정교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전형적인 사기
행각의 실례를 보여준다. 화자가 예로 보여주는 사기술은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 몇몇은 현재의 우리 삶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는 여러 가지 사기술
을 경험상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며 심지어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정확한 반응이
변함없이 나타나는 “작지만 과학적인 사기”(156)의 예를 소개하기도 한다. 그는 사기술을 하나의
정확한 과학이라고 말하며 사기술에는 다양한 분화와 변형적인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But as there is really no end to diddling, so there would be none to this essay, were
I even to hint at half the variations, or inflections, of which this science is susceptible.
I must bring this paper, perforce, to a conclusion, and this I cannot do better than by
a summary notice of a very decent, but rather elaborate diddle, of which our own city
was made the theatre, not very long ago, and which was subsequently repeated with
success, in other still more verdant localities of the Union. [ . . . ]
“WANTED. ― The advertisers, being about to commence extensive business operations
in this city, will require the services of three or four intelligent and competent clerks,
to whom a liberal salary will be paid. The very best recommendations, not so much for
capacity, as for integrity, will be expected. Indeed, as the duties to be performed
involve high responsibilities, and large amounts of money must necessarily pass through
the hands of those engaged, it is deemed advisable to demand a deposit of fifty dollars
from each clerk employed. No person need apply, therefore, who is not prepared to
leave this sum in the possession of the advertisers, and who cannot furnish the most
satisfactory testimonials of morality. Young gentlemen piously inclined will be preferred.
Applica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hours of ten and eleven, a. m., and four and
five, p.m., of Messrs.
Bogs, Hogs, Logs, Frogs, & Co.
No. 110 Dog Street (158-59)

사기술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복적으
로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효과가 있었던 매우 고상하고 정교한 신문 광고를 통한 사기술을 소개
한다. 화자는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이름을 ‘Bogs’(습지, 화장실), ‘Hog’(돼지, 욕심꾸러기),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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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바보), Frogs(개구리, 불쾌한 녀석), 등의 단어와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거리 이름을
‘Dog Street’(개의 거리)라는 ‘og’가 들어가는 단어로만 명명해서 시적 운율과 유머를 자극하고
있다. 화자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기술은 영원할 수밖에 없으며 사기술의 종류도 너무 많고 계
속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기술」은 작품 전체적으로
유머와 풍자의 기법이 잘 드러나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약점과 단점을 풍자함으로써 「비즈니스
맨」처럼 ‘블랙 유머’의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고 볼 수 있다.
포우는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주류의 시대적인 가치관이나 문명적인 흐름에 대해 항상 대립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대립적인 시각을 뛰어난 풍자적인 산문에 표출시키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대극’과 ‘의도된 장난’처럼 유머와 풍자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뿐만 아니라
‘공포,’ ‘미스터리,’ ‘로맨스’ 등 다른 하위 그룹의 장르에 속하는 그의 다른 많은 작품들을 ‘풍자’
또는 ‘블랙 유머’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Tally 22-23). 포우의 유머와 풍자는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를 써서 18세기 초 영국의 정치, 사회, 종교는 물론 인간의 본성까지도
유머러스하지만 반어적 역설로 신랄하게 풍자한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을 써서 19세기 미국사회와 종교 그리고 미국문
명 전체를 비판적 시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진단한 마크 트웨인(Mark Twain)에 비견된다고
볼 수 있다.

III . 결 론
포우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머와 풍자는 포우 자신의 자전적인 문제와 많이 결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포우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남부 리치몬드에서
담배 무역상이었던 존 앨런 가문에 입양되었으며 버지니아 대학에 다닐 때 술과 도박 등의 문제
로 양부와 큰 갈등을 겪음으로써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포우가 전업 작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창작과 잡지
사 편집일로 생계를 유지했던 포우는 출판시장과 독자들의 인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작품
출판을 위해 출판사와 계속 협상을 벌이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포우는 작품 속에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출판사들과의 갈등을 때로는 상징적으로 암시하거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포우는 유머와 패러디의 기법으로 자신의 출판제의를 수용하지 않는 출판계를 패러디
하고 비난하지만 그런 “희극적인 글쓰기는 잠재적인 치유적인 기능”(Introduction, Galloway 20)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우는 「비즈니스맨」과 「정확한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기술」에서 유머와 풍자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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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포우는 “「비즈니스맨」에서는 오늘날의 독자들이 불편할 정도로 현대적이라고 생
각할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익의 동기를 분석”(Coleman 11)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기술」에서 화자는 사기술은 정확한 과학이므로 방법이 중요하며 사기
행위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사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사기는 사라지지도 않으며
사기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화할 뿐이라고 말한다. 케네디(J. Gerald Kennedy)는 “포우
는 「비즈니스맨」과 「정확한 과학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기술」과 같은 풍자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거칠고 탐욕스런 본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의 소유주이며 출판업자들과 자신과 같은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경쟁관계의 완고한 적대적인 본질을 인식하였
다”(Introduction, Kennedy, 8)고 주장한다. 즉 포우는 두 작품에서 유머와 풍자의 문학적인 예리
한 필치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헌
Coleman, Wim, Introduction. “The Poe We All Know vs. The Poe You Don’t Know.” The Poe You
Don’t Know: Humor & Speculation by Edgar Allan Poe. Ed. Wim Coleman. Ohio: Madeira,
2010. 1-9.
Galloway, David. Introduction. Comedies and Satires. Ed. David Galloway. London: Penguin, 1987.
7-22.
Goddu, Teresa A. “Poe, Sensationalism, and Slavery.” The Cambridge Companion to Edgar Allan Poe.
Ed. Kevin J. Hayes. Cambridge: Cambridge UP, 2002. 92-112.
Kennedy, J. Gerald. Introduction. A Historical Guide to Edgar Allan Poe. Ed. Kennedy. New York,
NY: Oxford UP, 2001. 3-17.
Person, Leland S. “Poe and Nineteenth-Century Gender Constructions.” A Historical Guide to Edgar
Allan Poe. Ed. J. Gerald Kennedy. New York, NY: Oxford UP, 2001. 129-65.
Poe, Edgar Allan. “The Business Man.” Comedies and Satires. Ed. David Galloway. London: Penguin,
1987. 100-108.
. “Diddling Considered as One of the Exact Sciences.” Comedies and Satires. Ed. David
Galloway. London: Penguin, 1987. 150-60.
Royot, Daniel. “Poe’s Humor.” The Cambridge Companion to Edgar Allan Poe. Ed. Kevin J. Hayes.
Cambridge: Cambridge UP, 2002. 57-71.
Tally, Robert T. Poe and the Subversion of American literature: Satire, Fantasy, Critique. New york:
Bloomsbury, 2015.

40

2019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Women’s Traumas and Healing Process in
The Kitchen G od’s Wife
Yuan Hen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
The Kitchen God’s Wife, Amy Tan’s second work, is considered as “somewhat altered and
broadened version of the story of Suyuan Woo from her first novel The Joy Luck Club”
(Izgarjan 239). It is true that the two novels share the similarity of women-centered
mother-daughter stories. However,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ovels.
Just as Hsiao points out that “The Kitchen God’s Wife does not make great strides so far as
the daughter’s action is concerned” (222). The most of the narrations in the novel are
composed of the mother Winnie’s narrations of “individual psychic tragedies” (Shear 193).
“Based on Winnie’s painful experiences in China,” the whole novel tells Winnie’s traumas
of “unspeakable experience and repressed memories” of her past (Yuan 294).
In the novel, at first Winnie experiences the sudden disappearance of her mother, and
then she is abandoned and sent to her uncle’s home by her father. Living at her uncle’s
home, she is neglected by her uncle and his two wives. After getting married, Winnie suffers
the sexual abuse, domestic violence, and rape from her sadistic husband, Wen Fu. It is
apparent that Winnie’s live in China is full of traumas. Carrying her past traumas, Winnie
migrates to America. In America, Winnie and her multiple sclerosis daughter Pearl both
“keep their ‘sick’ experiences secret for years” to each other on account of the
mother-daughter gap (Adams 76). Therefore, there emerges a disconnection between Winnie
and Pearl. Influenced by the destructive and everlasting aftermath of the past traumas,
Winnie’s normal life in America is seriously disturbed.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auma is an important theme in The Kitchen God’s Wife.
Furthermore, in Where the Past Begins: A Writer’s Memoir, Tan confides that “I traced my
origins as a writer to some mysterious confluence of my unknown innate abilities with early
life experiences, especially trauma, which had led to the kinds of stories I am drawn to write”
(WPB 30). Trauma is significant component and ingredient in Amy Tan’s works. In addition,
Tan’s The Kitchen God’s Wife has prominent autobiographical elements, and Amy Tan puts
her mother’s trauma into the novel. Therefore, it is interesting and meaningful to explore
and interpret Tan’s psychological world and insights of trauma. This paper tries to analyze
women’s traumas and healing process in The Kitchen God’s Wife, and explore the author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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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s stance towards trauma and its healing.

II
Tan’s The Kitchen God’s Wife is composed of twenty six chapters in total. However, only
the first two chapters are narrated by the daughter, Pearl Louie. The rest twenty four chapters
are mainly narrated by the mother, Winnie Louie. Through Winnie’s narrative, Tan vividly
delineates Winnie’s traumatic experiences in China. From childhood, Winnie begins to
experiences a series of traumatic events. As a young girl, Winnie lives a very happy life at
the very first. However, the abrupt leaving of her mother results in huge trauma to Winnie.
Winnie confides her feeling towards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her mother as that “it
is the same pain I have had for many years. It come from keeping everything inside, waiting
until it is too late” (KGW 88). Contrast to the dynamics and fluidity of ordinary memories,
“traumatic memories are fixed and static” (Levine 7). On account of the unchangeability of
trauma, it is just like the same pain which she has had for many years in Winnie’s eyes. “I
think my mother gave me this fault, the same kind of pain” (KGW 88). Seeing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her mother as pain, Winnie is traumatized by this abrupt event.
After her mother’s sudden disappearance, Winnie is sent to live with her uncle’s family.
In her uncle’s home, Winnie is neglected by her uncle and his two wives. Winnie reveals
that “of course, I hurt. Remembering this now, I hurt” (KGW 112). Receiving their neglects,
there is no doubt that Winnie is traumatized as an outsider. Living a traumatic life, Winnie
desires a happier life. “I would be so glad to leave my old life. I dreamt of living in a happy
household where nobody ever complained” (KGW 138). Therefore, she is obedient to her
uncle’s and aunts’ orders of marrying Wen Fu. However, before marriage, Winnie hears a sex
story that a newly wedded man is killed by his wife when they are having sex. Lacking of
education of what sex is, Winnie believes this story is true. As a result, the sex story leaves
indelible shadows to Winnie. “Two nights later, on my wedding night, I was scared. When
my husband took off his clothes, I screamed” (KGW 162). Living in the Confucianist and
patriarchal society, Chinese woman’s sexuality is constrained and oppressed. Women have no
idea about what sex is. When facing with the sexual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Winnie
is driven by a feeling of horror and fear.
More seriously, her husband’s sexual abuse widens Winnie’s trauma. “And then he
whispered to me to say dirty words, words for a woman’s body parts ― not any woman’s parts,
a saltwater whore’s, the kind who would give her body to foreign sailors” (KGW 167).
Winnie refuses to say these words, and then “he pulled me back up, dragged me toward the
door like a bag of rice. He open the door, then pushed me outside into the corrido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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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stery, where anyone passing by could have seen me, naked like that (KGW 169). The
dehumanized treatment and sexual abuse result in Winnie’s trauma. In addition, Winnie also
suffers from her husband’s domestic violence. The bad-tempered Wen Fu slaps and humiliates
Winnie despite of other people’s presence. “Wen Fu […] reached over and slapped me, and
gave me a real big slap in front of all those people” (KGW 252). When Winnie is slapped
by Wen Fu, no one comes to her rescue. The indifferent attitude of other people intensifies
Winnie’s helplessness, and leaves everlasting traumatic imprint into Winnie’s mind. “I still
can’t forget: What she [Helen] did, what others did ― it was wrong” (KGW 253). Before
coming to America, Winnie is raped by Wen Fu, and results in her pregnancy. Though “rape,
incest, and battery were for a long time not considered traumatic events,”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se violences can result in huge traumas to women (Ibrahim 253). Suffering
from sexual abuse, domestic violence, and rape, Winnie is deeply and seriously traumatized.
In the novel, Winnie’s daughter also has trauma in some ways. As an American-born
daughter, Pearl is educated with the American culture and tradition. Therefore, Pearl cannot
understand her Chinese immigrant mother. There is a gap between Pearl and her mother.
Due to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Pearl and Winnie collide with each other very
much. In the process of conflicting with each other, Pearl is traumatized by her mother. At
the funeral, Pearl does not cry for her father’s death. This behavior is considered as impious
by her mother. According to the Chinese tradition and custom, the offspring should cry on
the funeral. However, the American-born Pearl has no idea about this custom and tradition.
As a Chinese immigrant mother, Winnie cannot understand Pearl’s heart for her father. The
different cultures and traditions result in Winnie’s slapping Pearl. Winnie’s behavior harts
Pearl’s heart, and leaves indelible trauma to Pearl.

III
Normally, putting the traumatic memories into words has had a healing effect on trauma
patients. According to Schönfelder, “(repeated) confrontation with the trauma is vital
recovery” (82). Through re-confrontation with the traumatic experiences, patients’ feelings of
horror and fear can be lessened. In addition, “their retelling is never simply the exact
teplication of the traumatic events but rather reflects their selection and interpretations”
(Young 41). In the process, the trauma patients “put their experiences into context, that is,
to integrate them into autobiographical memory, into their life-stories” (Schönfelder 83). As
a result, the purpose of healing trauma can be fulfilled in some ways.
Though it is a tough work for Winnie to uncover her traumatic past, she begins to confide
her traumas to her daughter Pearl under Helen’s strong request. Through struggl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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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elf for many time, Winnie decides to call her daughter to come to her home, and tells
her traumatic experiences to her daughter. “I will call her, long, long distance. Cost doesn’t
matter, I will say” (KGW 86). Winnie’s positive stance greatly avails the healing of her past
traumas. She carefully thinks about how to tell her trauma to her daughter. What Winnie
thinks is not one replication of her traumatic experiences, but “why it happened, how it
could not be any other way”(KGW 86). By doing so, Winnie’s telling will “generate and
render new readings” of her traumatic experiences (Young 41). As a result, Winnie’s trauma
narratives can become her “life-story around the trauma” (Schönfelder 83).
Generally, the narrative strategy used by Amy Tan is called by story-telling by some
scholars. In reality, Tan’s narrative strategy in novel coheres with the Chinese tradition of
talk-story. “The tradition of passing family anecdotes, subjective narratives, testimonies,
morality tales, and fables from parent to child tends to focus on warnings, confessions of bad
conduct and poor applications of logic, and the therapeutic dramatization of important life
lessons” (Snodgrass 164). Talk-story is an intimate and close convers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Furthermore, Adams Bella points out that “talk-story is a unique kind of semiotic
system exemplifying different levels of female existence” (27). Through talk-story, Winnie
can realize the purpose of healing her traumas.
In addition, Winnie also mends the tens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nd builds up a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her daughter Pearl. Due to the disconnection caused by
trauma, “recovery [healing] can take place only with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 it cannot
occur in isolation” (Herman 133). In the process of healing trauma, the traumatized people
should build up a totally new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especially the intimate one,
such as family member, a lover, or a friend, the traumatized person can lessen their feelings
of horror and fear. By doing so, a sense of safety can be obtained by the victims. Through
telling her traumatic experiences, Winnie expresses her love to her daughter Pearl, and
eliminates their misunderstanding to each other. “I love you the most, more than Samuel,
more than all the children I had before you” (KGW 86). In the Sino-Japanese war time era
of China, Winnie had lost two children. Though she knows that Pearl is Wen Fu’s daughter,
Winnie cherished Pearl very much. In the innermost heart, Winnie loves Pearl over her son
Samuel. By listening to her mother’s traumatic stories, Pearl also gets to know her mother
clearly. When Winnie worries whether Pearl will think she is a bad mother, Pearl replies that
“I never though you were a bad mother” (KGW 398). Afterwards, Pearl uncovers her secret
that she suffers from the pain of multiple sclerosis. When hearing this, Winnie worries Pearl’s
illness, and begins to look for the cure method in hurry. However, Pearl does not quarrel
with Winnie anymore. “I didn’t want her to stop. I was relieved in a strange way” (KGW
401).
Most of Amy Tan’s works has strong autobiographical elements, it is especially obviou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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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tchen God’s Wife. In reality, Tan’s mother Daisy Tan is the archetype of Winnie. After
publishing The Joy Luck Club, Tan muses that “Why not base the next novel more on her
[Daisy’s] life? What better gift could she give me but her truth? What better could I give
her than to be her witness and sympathetic companion to the past?” (WPB 128). Afterwards,
Tan asked her mother to retell her traumatic stories, and rewrite these traumatic experiences
in The Kitchen God’s Wife. Tan says that “my fiction had become the conduit for her [Daisy’s]
woes” (WPB 128). Through writing her mother’s traumatic experiences, the repressed
traumatic memories of Daisy can be cleansed. “Together we come upon a tomb of memories.
We open it and release what has been buried for too long ― the terrible despair, the
destructive rage” (OF 104). In this process, Amy Tan “attempts to understand and
renegotiate with both her mother’s and her tumultuous past” (Young 116).
As for the healing of trauma, some scholars hold negative and suspicious attitudes. Laurie
Vickroy argues that “trauma texts’ characters achieve some healing, but not perfect
wholeness” (5). Similar to Vickroy’s opinion, Judith Herman asserts that “the reconstruction
of the trauma is never entirely completed” (195). However, Tan and her mother pose a
positive stance for the healing of trauma. When one relative scolds why Daisy tells her
daughter these stories, Daisy replies that “I tell her, so she can tell everyone, tell the whole
world. That’s how it can be changed” (OF 103). When coping with trauma, it is necessary
to face with it positively and boldly expose the traumatic experience to others and the public,
so that a change can be made.
Through The Kitchen God’s Wife, Amy Tan provides insightful ideas and notions about
trauma, healing of trauma, and trauma literature. In the novel, Tan boldly reveals and
exposes her family trauma to the readers. As for the healing of trauma, Tan also poses a
positive stances in spite of the prevailed skeptical attitude toward the healing of trauma.
When coping with trauma, it is necessary to reveal and expose personal traumas to intimate
people, and even the public. In the process of doing so, there would be a change and a hope,
and trauma could be healed on da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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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 맥베스>: 문화적 변용과 각색이론
류 현 주
(부산외국어대학교)

I
이 연구는 영국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비극 『맥베스』(Macbeth)를
우리나라의 음악극으로 바꾼 <조선왕, 맥베스>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셰익스피어가 그
린 스코틀랜드 이야기가 한국의 조선왕을 다룬 이야기로 재탄생된 것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의 주안점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변용과 각색을 탐색하는 것이다. 셰익스피
어 작품 각색 논의는 그 동안 국내외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진 분야였고 우리나라에
서는 주로 그의 작품을 근간으로 한 영화와의 상호 비교가 많았으나 우리나라 무대에서 상연된
셰익스피어 작품 공연은 거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조선왕, 맥베
스>는 외국의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나라 배우들이 공연한 것인데다 여기에 우
리의 것, 즉 전통을 덧입힌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조선왕, 맥베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으로 제작되어 2016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기획 의도는 “서양 고전과 우리 전통예술의 만남을 통
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부산문화』 37) 것이었
다. 맥베스를 우리의 조선왕으로 설정한 음악극 제목과 기획 의도를 볼 때 서양 고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언어 번역에 우리 전통을 가미한 문화적 변용이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어떤 작품이 또 다른 작품으로 재현되는 ‘각색’(adaptation) 이론에서 “어떻게 해당 작품이
새로운 사회적 맥락 혹은 관객에게 맞추어지는가(adapt) 하는 해석적”(Elliott 4) 입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각색과 변용(appropriation)의 용어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변용을 각
색의 큰 범주 안에 넣어 다루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이 연구에서는 무대 상연 연극에서 서로 다
른 문화를 의식하고 반영하는 문화적 변용과 희곡을 연극으로 옮기는 각색 문제를 연계하여 살
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론적 틀로는 포괄적 각색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이에 셰익스피어 작품의
각색 문제를 연동하여 사용할 것이다.

II
1. 셰익스피어 각색과 문화
셰익스피어는 영미권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극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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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수)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고(Kennedy 2) 지금까지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 중 하나이며
그의 작품은 가장 자주(공연 빈도) 공연되어 왔다(Delabastita 226). 물론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Kennedy 290), 나라와 언어,
그리고 시대를 넘나들며 현재까지도 그의 작품은 책으로 읽히고, 연극으로 공연되며, 영화로도
상영되는 작가라는 점에서 셰익스피어는 “세계적 대문호”라고 칭해질 만하다. 우리나라 작가가
아님에도 국내 극단 이름에 특정 외국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들어 있는 극단이 둘이나(극단 셰
익스피어,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의 인지도와 명성을 잘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셰익스피어가 발표한 희곡들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모습의 연극과 영화로 재탄생하
게 된다.
세계 각 지역(혹은 국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외국의 셰익스피어”
(Foreign Shakespeare) 혹은 “세계적/국제적 셰익스피어”(International/Global Shakespeare)라고
불리며 셰익스피어 연구의 한 분야로 부상했다. 데니스 케네디(Dennis Kennedy)는 그의 저서
『외국의 셰익스피어』(Foreign Shakespeare)에서 집필 당시 셰익스피어 학술적 연구가 서양, 즉 영
미 국가들과 유럽에만 국한시켜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공연된 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을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2), 영어이외 다른 언어로 외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셰익스피어 연극들
을 화두로 삼았다. 연구 결과 케네디는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아시아임을 강조하면
서 이 지역에서 공연되는 작품들(Asian Shakespeare)이 공연 국가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맞추
는(naturalization) 한편 그 이면에는 일본의 사무라이 전통 극처럼 영미, 유럽 관객에게 불편할
정도로 자주 원작에서 멀어져 생경할(alienation)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290-91).
셰익스피어 각색 작품과 연구가 증가할수록 원 작품 텍스트 자체보다 다른 문화권 텍스트와
의 관계로 야기되는 상호텍스트성, 상호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므로 그의 작품은 여러 문화적 성
격을 포괄하는 다문화적 성격을 띠게 된다. “다문화적 셰익스피어”(Multicultural Shakespeare)
작품들은 이문화적 성격(interculturalism, interculturality)을 가지고 문화와 문화를 넘나든다
(cross-culture). ‘크로스컬쳐’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들 끼리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비교하는 것
과 함께 문화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에서 “교차로”(a cross-roads)에 비유된다
(Sawyer and Panjwani 9).
교차로는 서로 다른 길들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가 다시 또 다른 길로 나뉘듯이 셰익스피어각
색 과정에서 원작과 각색 연극이 일치하는 부분과 달라지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셰익스피어
의 중요성을 문화적 함의에서 찾는 이유도 셰익스피어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고 향유되는 과정에
서 그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 정체성, 이데올로기, 언어학적, 문학적 전통 구축에 영향
을 주기 때문이다(Delabastita 222). 앞의 두 가지, 문화적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는 셰익스피어 원
작 작품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고 수용(독자, 관객) 문화권에서 어떻게 재현되는 가로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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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뒤의 두 가지는 학문적 전통, 예를 들어 영어, (영)문학, 희곡, 연극/영화 연구 흐름에 작가와
작품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셰익스피어 작품은 영국 작가가 작품에서
무엇을 나타내는가하는 영국 (문화) 맥락의 문학 작품과 공연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문
화적 재료와 정체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덧붙여 결합된 형태, 이를테면, 혼성(pastiche), 콜라주
(collage), 브리콜라주(bricolage)를 이룬다(Hodgdon 81).
결국, 한 텍스트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다른 텍스트는, 그것이 같은 매체든 혹은 다른 매체든,
또는 언어의 문제든 장르의 문제든, 상호 비교 관점이 충실도(fidelity)의 잣대로서만 평가될 수
없기에 각색에 대한 관점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은 보편적 각색 이론과 셰익스피어 작품
각색이 만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바탕이 된 원작과 그것에서 비롯된 각색 작품을 비교하
며 가치를 평가하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이 각색 작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일 수는 있으나
이것에만 함몰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색 이론의 발전은 이
충실성 담론에 대한 논쟁의 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색의 성공 여부가 원작과의 유사성
거리, 다시 말해, 원작과 가까운가(close), 먼가(loose), 혹은 중간 정도(intermediate)인가의 문제
(Desmond and Hawkes 3)로 보거나, 또는 원작 텍스트를 그대로 옮겼는가(literal), 전통적 방식
을 따르는 선에서 옮겼는가(traditional), 아니면 극단적(radical) 텍스트로 변했는가의 정도로 보
든(Cahir 17), 이는 두 텍스트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충실성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
며 나름대로의 각색 이론을 펼친 학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두 텍스트의 비교 표현이 가치
평가 용어(evaluative term)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기술 용어(descriptive term)라는데 의견을 같
이 한다(Desmond and Hawkes 3). 케네디 역시 외국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치면서 공연 작품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연구 의도가 아니라고 서두에서 분명히 밝
힌 바 있다(xvii).

2. 한국의 셰익스피어 <조선왕, 맥베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다문화적 셰익스피어 접근을 견지하기에 <조선왕, 맥베스>의
각색이 잘 되었는가, 과연 이 음악극이 성공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이 작품의 문화
적 각색을 탐구하려고 한다. 이 음악극은 위에서 설명한 셰익스피어 각색과 문화적 함의에 관한
선행 담론의 예들을 잘 보여 준다.
매년 국내에서도 무용, 연극(아동극 포함), 뮤지컬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셰익스피어
작품이 재해석, 재탄생되어 또 다른 이름의 작품들로 선보이고 있다. 이를 증빙할 공식적 통계
수치 자료는 발표된 것이 없으나 공연과 셰익스피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최소 한, 두 번쯤 그의 연극 공연 소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셰익스피어

<조선왕, 맥베스>: 문화적 변용과 각색이론 ( 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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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계적 셰익스피어 맥락에서 아시아의 셰익스피어 범주에 상응하는 한
국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이하 ‘한국의 셰익스피어,’ Korean Shakespeare)인 것이다.
외국 극단과 함께 작업하는 공동 제작을 제외하고 한국의 셰익스피어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
극본과 연출을 담당하면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공
연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극을 할 뿐, 무대 배경, 의상 등 전반적 무대
재현(mise-en-scène)은 셰익스피어 원작과 같은 스코틀랜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 준다는 점
이다. 물론 이러한 ‘정통 셰익스피어’에 대해 ‘현대적 재해석’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시대적 배경과
의상 그리고 의미는 현대의 그것이 되겠으나 ‘정통 셰익스피어’에서 ‘정통’은 원작에 나타난 영국
의 해석과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 맥베스>는 이런 점에서 비교된다. 이 음악극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시리즈 일환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2018년 상반기에는 시리즈 I 작품이었던 <정조와 햄릿>이 공연되었고, <조선
왕, 맥베스>는 하반기 시리즈 II 작품으로 공연되었다. 이 시리즈가 기존의 공연 작품들과 성격
을 달리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말로, 우리문화를 반영하여 무대에 옮기는 것에 추가
적으로 우리의 옛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음악극은 우선 공연되는 한국어만 보더라도 “주상전하,” “조정,” “시중” 등 현대에서 사용하
지 않은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과거 시대극임이 드러난다. 극 제목만 보면 외국인 이름이 분명한
‘맥베스’를 우리나라 ‘조선왕’으로 지칭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첫 인상 때문에 연극이 부자연스러
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 연출, 배우들의 연기, 음악과
무용 등 종합적 연극 요소들은 이 부정적 인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1시간 30분 공연 시간 동
안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조선왕, 맥베스> 안내 프로그램 책자(이하 ‘프로그램’)에는 관객의 이
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이야기 줄거리 요약이 들어 있고 제목처럼 무대에서 재현되는 이야기의
배경은 한국의 조선에 맞추어져 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맥베스 장군이라 불려도 관객은 주인공을 스코틀랜드 장군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조선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극에 집중한다. 연극 각색의 목적이 비평가를 위한 것이 아
니라 관객을 위한 것임으로, 관람의 목적이 원작과 각색 둘을 의도적으로 비교, 평가, 분석하면
서 오점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관객들은 우리 조선의 이야기로 작품을 즐기게 된다.
조선왕이 될 것이라고 마녀와 부인이 맥베스를 현혹하는 장면 이외에 맥베스는 “장군께서”라고
칭할 뿐 고유명사 ‘맥베스’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 용포를 입은 주인공과
조선왕은 오히려 스코틀랜드 왕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다만, 외국인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에서 펼쳐지는 내용과 모니터에 제시된 영어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서 내용
이해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또 전통 문화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연극 감상 몰입에 방해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논외로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기에 본 연구의 주제인 텍스트 각색의 문제로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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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을 것이다.
극 주관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므로 이들이 제작하는 극 무대 배경에는 우리나라 옛
건축물(궁궐, 궁정)이 나오고, 마녀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며, 우리 전통
공연 ‘풍물’과 전통 가요인 ‘정가’가 창작 음악으로 등장한다. 서양 고전을 빌어 우리의 것에 관심
을 상기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극 소개에 뮤지컬 대신 ‘음악극’이라 명칭을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획한 의도가 보여 주었듯이 이 음악극은 일반 연극 공연은 물론 우리 전통을 알리는 국제 행
사의 일환으로 공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7년 <조선왕, 맥베스>는 세계 음악인들의 행사인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선보였고, 2018년에는 ‘세계 인문학 포럼’(World Humanities Forum) 부
대 행사로 Macbeth, King of Joseon 이란 이름으로 공연되기도 했다. 외국인 관객을 위해 공연장
관객 석 제일 앞에 큰 모니터 화면 두 개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서 이 화면에
이야기 내용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풍물 및 정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음악과 무용 창작자와
공연자 이름이 영어로 제공되었다.
<조선왕, 맥베스>의 기본 이야기 줄거리와 등장인물은 셰익스피어 원작과 같다. 11세기 스코틀
랜드 장군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과 아내의 부추김으로 왕이 되려는 야망에 쫓겨 왕을 죽이고 드
디어 왕위에 오르지만 맥베스 부부 모두 죄의식과 불안에 시달리다 맥베스 아내는 자살을 하고
그는 맥더프(Macduff)에게 죽임을 당해 둘 모두 탐욕의 노예가 된 대가로 비극적 삶을 마감한다.
원작은 총 5막(Act)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선왕, 맥베스>는 이를 총 4장(Scene)으로 압축하
였다. 프로그램에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별로 간단한 이야기 줄거리 내용을 적어 놓았
다. 1장의 제목은 “맥베스, 마녀의 예언에 홀리다,” 2장은 “맥베스, 미래의 예언이 맥베스를 죄짓
게 하다,” 3장은 “맥베스, 죄의식에 빠지다,” “4장은 맥베스, 모든 것을 얻고도 모든 것을 잃다”
이다. 장의 제목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이야기는 주인공 맥베스의 시점으로 전개되고 무대 위 등장
하는 주요 인물은 맥베스, 맥베스 부인, 던컨(Duncan) 왕, 뱅쿠오(Banquo), 맥더프 장군, 마녀들,
무사 뱅쿠오의 아들 폴리언스(Fleance)이다. 원작에 마녀의 수는 세 명이지만 이 음악극에서는
두 명이 나온다.
이 음악극은 “연극과 미디어아트, 현대무용, 창작국악이 만드는 새로운 맥베스로서 셰익스피어
의 맥베스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선 보였는데(프로그램) 음악은 전통 악기, 기타와 드럼으로
함께 연주되었다. 특별한 무대세트는 없고 관객 좌석에서 보면 무대 뒤 정면 전체에 미디어 아트
가 펼쳐지는 큰 화면이 있고 그 앞에 음악 연주자들이 자리를 했다. 이 큰 화면에 궁궐 안팎 모
습, 전투 장면이 이미지로 제시되며 작품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 화면은 왕에 이어 뱅쿠오마저
죽인 후 맥베스가 뱅쿠오의 망령에 시달릴 때 죽은 그의 얼굴이 큰 화면 가득히 갑자기 나타나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맥베스 내면의 고뇌를 재현하는 장치로도 쓰였다. 또한 맥베스 부인의
야망과 내적 고뇌는 여성 무용수의 현대 무용으로 부인의 대사와 함께 표현되었고 왕을 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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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면은 피를 연상시키듯 선명하게 붉은 옷을 입은 여성 무용수의 독무로 표현되었다.
마녀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의 의상은 확연하게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녀
들의 머리와 의상은 한국적인 것만이 아닌 일본, 중국의 것을 연상시켰다. 머리 모양은 옛 동양
왕후들의 올린 머리처럼 매우 컸지만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올린 머리는 아니었고 의상은 옛
전통의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태 ― 소매 폭과 옷 전체 품이 매우 큰 긴 비단 옷 ― 이었다.
이들이 무대 뒷면에 서 있을 때는 상반신만 보이고, 무대 전면으로 등장 할 때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마녀라는 캐릭터가 한국 고유의 것은 아니기에 어느 특정 아시아 국가의 문화 캐릭
터로 만들기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맥베스가 왕을
살해한 이후부터 마녀는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홀연히 무대 뒤에서 무대
정면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유유히 사라질 때 초자연적 느낌을 잘 살려 내었다. 맥베스와 부인
이 불안과 죄의식에 환영, 환청으로 시달릴 때 이들 앞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마녀의 발 부분
은 큰 의상에 가려져 사실 관객 맨 앞쪽 좌석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킥보드가 보이지 않기 때
문에 무대를 마녀가 떠다니는 듯 보이는 효과가 있어 더욱 신비롭고 모호한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프로그램에도 홍보되었듯이 <조선왕, 맥베스>가 많은 ‘볼거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케네
디(6)가 아시아에서 공연되는 셰익스피어 연극의 두드러지는 특성을 시각성에 둔 것과 일치한다.
그는 영미 연극에 비해 아시아 연극은 무대 연출과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적 형태(scenographic
and physical modes)가 더 개방적이라고 보았다, 이 말은 아시아 셰익스피어 극이 창의적으로 융
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더 많음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두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각색
이론 담론에서도 II-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원작과의 관계를 매우 찾기 힘들다거나(loose) 혹은
각색 작업이 매우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것(radical)이라도 그것을 각색의 성공, 실패로 해석할 것
이 아니라 해당 작품을 문화적으로 관객이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음악극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적절한 사용 또한 맥베스 이야기에서 극적 효과를 연
출하였다. 한국의 셰익스피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관객에게 한국적인 것의 범위는 시대와
세대마다 차이가 있다. 풍물과 정가, 이 중에서도 특히 정가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연극을 통해 우리나라 관객들도 한국 전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 모니터가
설명해 주었듯이 풍물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나가는 무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기 위해
연주되었고 또 실제 공연 중에도 그런 효과를 냈다. 가사가 있는 정악은 전문적인 우리의 전통
성악(가곡)인데 가사 내용을 모르더라도 단조로운 음의 흐름과 발성 연주만으로도 처연함과 기
이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 역시 혼돈과 고뇌, 죽은 자의 망령, 몽유병 등 맥베스와 부인의 내적
심리 불안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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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을 각색한 우리나라의 <조선왕, 맥베스>를 분석해 보았다. 글로 된
텍스트가 무대 공연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등장인물의 수는 축소되었지만 이 극의 기본
적 이야기는 원작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 극 각색 작업에서 이야기가 응축됨과 동시에 종합
무대 예술로서 배우들의 연기에 음악, 무용, 미디어 아트가 극적 효과를 연출했고 우리나라와 외
국 관객 모두에게 우리의 옛 전통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반드시 ‘한국적인 것’만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전통 의상을 입은 우리나라 배우가 외국 사람 이름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을 연기하고,
영국 작가가 쓴 스코틀랜드의 이야기가 조선의 이야기로 각색되었음을 인지하지만 관객은 무대
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여기에 몰입한다. 프로그램 표지에 용포를 입은 조
선왕 맥베스가 나오고 뒤 배경에는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온 영어 단어들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극 제목과 함께 극의 내용이 조선의 이야기와 외국의 이야기가 서로 융합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관객은 여기서 한국의 문화와 영국(혹은 스코틀랜드 문화)문화 사
이의 이질감을 의식하기보다 단지 연극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공연을 기다린다.
셰익스피어가 공연되는 지리적 경계로 세계, 아시아, 한국이란 구분을 편의상 하지만 문화의
교류와 확산 및 융합 현상을 보면 이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 배경으로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말로 외국 작품의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
은 것처럼 각색 작품의 문화적 변용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왕, 맥
베스>가 보여 주었듯이 단지 그 반대 현상, 즉 외국의 작품을 우리의 전통으로 풀어낸 것에 노
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각색 작품에 대해 어색하다는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
인지 모른다.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전통’은 ‘현대’에 견주어 낯선 문화인 경우가 많다. 같은 문화권에서
도 세대마다 문화는 다르다. <조선왕, 맥베스>의 경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 풍
물과 정악을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전통이란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한국 관객들도 있다.
또한 전통을 알린다는 이 극에서 무용은 고전 무용이 아니라 현대 무용을 사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우리나라 무용이 아니므로 한국 셰익스피어 공연에 적절하지 않은 연출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특정 국
가와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여러 문화가 융합된 다문화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문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희곡을 연극으로 각색할 때부터 내용에 대한 해석과 재
현의 문제는 발생하므로 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원작에 일치한다거나 충실하다는 미명으로 획일
화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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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작가 셰익스피어가 그린 맥베스도 이미 영국과 스코틀랜드 두 국가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며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문학 작품 희곡을 무대 연극으로 공연할 때부터 문화
적 변용은 시작된다. 따라서 각색에서 원작의 보존과 훼손은 평가자마다 다른 추상적, 주관적 가
치 판단이 될 수 있다. 각색 작품 평가에서 원작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기준을원작과의
근접성만을 문제 삼는 것은 논쟁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원작의 주인공과 시점, 배경을 달리한
경우나 내용 해석을 달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원작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 각색에서는 의도하든, 우연이든 문화적 변용이 불가피하게 되고, 각색 작품은 어떤 한 특정
문화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융합되어 셰익스피어 작품은 다문화적 요소를 갖는다. 해마
다 셰익스피어 각색 작품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출신 국가와 문화가 다른 극단과 배우들의 합작
공연 제작이 증가하고, 외국 극단의 내한 공연과 함께 아시아 극단의 비아시아권 국가 공연도 증
가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좋은 반증이다. 제작과 공연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양만의 문제가 아
니라 그만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야기의 보편적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것이 곧 각색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의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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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의 유아성욕의 관점에서 본 『에드워드 2세』
조 재 희
(경북대학교)

I . 들어가는 글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e)(1564-1693)는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
(Edward II)의 생애를 왕의 등극시점인 1307년에서부터 살해 시점인 1327년까지의 약 20여년의
기간에 초점을 두고 이를 5막으로 압축해 재현했다. 극의 플롯은 에드워드가 개비스톤(Gaviston)
과 스펜서(Spencer)와 같은 총신들을 사랑하여 국정에 소홀하고, 여기에 반기를 두는 귀족들과
왕비 이사벨라(Isabella)의 반역으로 최후를 비참하게 마친다는 역사적 사건과는 별반 다르지 않
다. 말로는 20년이란 시간을 5막으로 압축하지만 역사를 각색한 부분도 있다. 이를 테면, 극의
정치적 갈등을 다양한 배경에서 새로이 재현했다든가 혹은 개비스톤과 스펜서를 비천한 가문의
출신 인물로 부각시킨 점, 에드워드 2세가 죽은 3년 후에 이루어진 모오티머(Mortimer)의 처형
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에드워드의 죽음 직후로 재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말로우의 『에드워드 2세』(Edward II)(대략 1592년으로 추정)는 다양한 연구의 주제를
이끌어냈다. 에드워드의 죽음을 두고선, 왕의 동성애로 빚어진 국정 무능력의 탓이라든가 타락한
군주의 타자화의 문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1) 언급된 이와 같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에 굶
주린 귀족들은 왕을 협박해 살해까지 한다. 전통적인 왕의 신성한 권리가 묵살되는 데 대해 말로
우는 왕의 두 몸에 대한 패러다임에 내재된 모순을 폭로한다. 많은 르네상스 극에서 함축된 왕의
자연스런 육체와는 분명히 다른 정치적인 몸에 대한 메타포도 제안한다.
왕의 신성한 몸, 신성한 권리, 상속된 권리, 및 법에 대한 튜더왕조의 신념들은 시험대에 오르
며 군주 에드워드 2세는 그의 신뢰할 수 없고 자멸적인 행위의 수사 스타일을 통해 어느 정도까
지 희화화된다. 에드워드의 연설은 일관성이 없고, 미숙한 짜증에서부터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설
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말로우는 왕의 두 몸에 대한 튜더의 개념에 대한 한계에다 우리의 관
심을 돌린다. 왕의 총신들인 개비스톤과 스펜서, 그리고 왕을 대적하는 모티머와 귀족들보다도
더 왕권의 신화를 탈신비화시키는 존재는 바로 에드워드 자신이다. 왕의 두 몸(King’s Two
Bodies)에서 언스트 칸토로위츠(Ernst H. Kantorowicz)가 에드먼드 플라우든(Edmund Plowden)의
보고서에서 인용하듯이, 왕은 “인간적인 몸”(Body natural)과 “정치적인 몸”(Body politic)을 지니

1) 강석주 「『에드워드 2세』 ― 동성애와 정치적 욕망」, 김성환 「『말로의 에드워드 2세』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 성, 계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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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존재이다(7). 하지만 에드워드는 인간적인 몸의 나약함만을 보여줄 뿐, 정치적 몸이 지
니는 신성한 권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에드워드의 통치에서는 그가 상징했던 집단을 희생시
켜 몇몇의 신하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왕으로서 결코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일
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2세의 저항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그의 무능력의 탓으로만 해석하지만 본고에
서는 프로이트가 설명한 유아의 항문 가학증 단계에서 에드워드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인간적
인 몸과 정치적인 몸의 관계와 함께 연관 짓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에드워드의 동성애를
이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인간으로서의 왕을 공감하는 데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 . 본 론
5막으로 압축된 극의 시간은 프로이트가 정의내린 유아의 항문 가학증 단계의 기간과 유사하
다. 이를 염두에 둔 존 서갈(Jon Surgal)은 에드워드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시점을 그의 상징적
출생으로 기준 삼아 에드워드를 항문 가학증 단계에 있는 원형으로 분석한다(182). 프로이트
(1908)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완전히 배설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배설을 하는 과
정에서 부수적인 쾌락과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들 경우 항문 성감대가 강하게 발
달하여 특이한 성적 체질을 형성한다. 주로 생식기, 입, 항문, 요도와 같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신체의 부위는 성감대로 불리지만 이곳이 일정하게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체의 일부
중 한 곳만 성생활로 사용되며, 나머지 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승화’라
부른다. 5세에서 약 11살까지의 시기를 성적 잠복기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수치심, 역겨움, 도
덕성과 같은 “반동 형성(reaction formations)”이나 저항심이 생기게 된다. 항문 성애가 바로 이
러한 저항심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항문 성애자는 깔끔함, 인색함, 완고함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다고 한다(167-75). 에드워드 2세가 바로 ‘완고함’의 반응특성에 적용된다고 본다. 프로이트는 대
부분의 동성애자들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성인이 된 후에도 항문 성감대를 유지하는 이들이 있지
만 눈에 띌 정도의 ‘항문성격’(anal character)은 찾아보긴 힘들다고 밝힌다(175). 이러한 맥락에
서 에드워드는 성인항문 성애자로서가 아니라 대변 배설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
는 항문 가학증 단계에 집착한 영원한 아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극에서 에드워드의 유지적인 측
면은 개비스톤을 향한 반항적 신의라든가 개비스톤의 사망 이후 스펜서를 대상으로 삼는 일에서
그리고 왕좌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일에서 그러한 성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외에도, 그는
왕비 이사벨라를 성적으로 거부하며 귀족들의 호의도 거부한다. 에드워드의 항문 가학증은 그에
게 부과되는 구속에 대한 저항의 행동으로 상징된다. 저항, 보유, 및 가학적(sadistic)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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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하는 항문성격에 초점을 맞춰 에드워드의 왕으로서의 두 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왕인 에드워드 1세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음으로써 에드워드 2세는 상징적인 출생을 맞이하게
된다. 23년 이라는 그의 재임 기간은 항문 가학증 단계의 시간으로 압축된다. 극에서 상징적 유
아로서의 왕은 부모와 사회적 억압적 힘에 대항해 초기의 독립과 자기주장을 확립하려 고군분투
한다. 개비스톤의 추방 명령을 내린 부왕과 교회 및 국가는 에드워드 2세와 극의 초반에서부터
대치하는 상황이다.
갓 왕이 된 에드워드 2세가 처음 한 일은 추방당한 개비스톤이 돌아오는 길에 집결한 군대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항문 가학증을 내보인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뜻대로 하고 말리라”(I’ll have my will 1.1. 77)라며 자신의 마음 다짐을 굳건히 한다. 이에
질세라 조카 모오티머는 “선왕께서 임종하실 때 그 자가 결코 이 왕국에/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
노라고 맹세를 하였나이다”(Were sworn onto your father at his death/That he should ne’er
return into the ralm; 1.1. 82-3)라며 기세등등하게 맞선다. “감히 짐에게 대적하겠다는 겐
가?”(Beseems it thee to contradict thy king? 1.1. 91)라며 에드워드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짐은 개비스톤을 곁에 둘 것이니라”(I will have Gaveston; 1.1. 95)며 계속 자신의 의지를 표명
한다. 마침내 “귀족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여야겠다,/이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개비스톤과 함께
살 것인지 결판을 내야겠다.”(I’ll bandy with the barons and the earls, / And either die or live
with Gaveston. 1.1. 136-7)는 최종적인 발언으로 이 대치의 상황은 정리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
는 에드워드 2세를 두고 개비스톤에 대한 애정에 매달림으로써 군주로서의 위상과 자격에 합당
하지 않은 인물로 제시된다(강석주 11)고 하는데 이 또한 그가 억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항문
가학증의 맥락에서 본다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에드워드는 개비스톤을 콘월 백작(Earle of Cornewall)이자 맨(Man)섬의 총독으로 임명하는데
이러한 개비스톤의 벼락출세에 귀족들은 불만을 갖게 된다. 말로우 극의 귀족들은 신하로서 군주
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의무에 입각한 애정과 복종에서 벗어나 오히려 군주에게 자신들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한다(Summers 224). 그러므로 에드워드 2세의 개비스톤에 대한 과분한 처사
는 귀족들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단계이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배설의 은유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즉 개비스톤에 대한 선의는 자신의 독립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상징의 행위인
셈이다.
에드워드는 이어 그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코벤트리(Coventry)주교를 런던탑으로 호송시키
는 명령을 내리는 극한의 행동을 감행한다. 에드워드의 강경한 행동에 못지않게 캔터베리
(Canterbury)대주교와 귀족들은 개비스톤을 체포한다. 여기에서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억압에 “자
모오티머, 경이 과인의 왕좌에 앉게. / 워릭과 랭카스터, 그대들이 관인의 왕관을 쓰도록 하게. / 일
찍이 국왕이란 자가 이같이 과인처럼 위압당한 적이 있었던가?”(Here, Mortimer, sit thou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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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s throne; / Warwick and Lancaster, wear you my crown. / Was ever king thus overruled
as I? 1.4. 36-8)라며 대항한다. 미탈리 패티(Mitali R. Pati)가 지적한 것처럼 에드워드는 법치 국
가에 대한 왕의 정치적 몸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159). 피셔와 주니(Rechard E. Fischer and
Samuel Juni)는 프로이트가 밝힌 항문성격에서의 특성 외에도 많은 징후가 항문발전단계에서 나
타난다고 한다(65-7). 이 중에서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s)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에드워드
에게 적용되는 듯하다. 이러한 증상은 에드워드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권위의 책임을 지
지 않도록 하는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징후의 맥락에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에드워드의 협박은 과장되고 실행불가
능하며 유아적 과대망상(Megalomania)이다. 즉 가학적 항문기를 앞서거나 이를 알리는 전지전능
함에 대한 아이의 환영을 뜻한다(Surgal 194). “사랑하는 개비스톤과 헤어지기 전에, / 이 섬은 대
양을 표류하다 / 인적이 드문 인도를 향해 흘러갈 것이오.”(Ere my sweet Gaveston shall part
from me, / This isle shall fleet upon the ocean / And wander to the unfrequented Inde. 1.4.
48-50)로 시작한 반감은 왕으로서 사제에게 왜 복종을 해야 하냐며 로마교황에게 반항하는 언사
에 이르기까지 서슴지 않고 나아간다(1.4. 98-101). 종교적 비난에서 사용된 에드워드의 수사적
표현은 과격하고 과장되는데 이 또한 유아적 과대망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에드워드의 가장 감동적인 애정 표현에서도 과장되고 고집스러운 면이 보인다. 그가 개비스톤
을 추방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을 때이다. 온 세상이 그토록 미워하는 자를 어찌하여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에드워드는 “그는 온 세상보다는 과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Because he
loves me more than all the world)(1.4. 77)이라고 대답하고 “잉크 대신 과인의 눈물로”(Instead
of ink, I’ll write it with my tears)(86)서명한다며 비통해한다. 사이먼 셰퍼드(Simon Shepherd)
의 지적처럼 “통치자가 동성에게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은 통치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기 때
문”(78)에 에드워드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아적 과대망상은 권위에 대한 책임감 없이 반항에 고집스럽게 바쳐진 왕의 삶의 이
상(비정상)을 해석하는 데에 또 다른 논쟁을 제공한다. 에드워드의 실행 불가능한 위협과 요구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과장된 평가이지만 모오티머는 권력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는 마키아벨리적 선택이라든가 여왕과의 계산된 관계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에드워드는 카섹시
스(cathexis)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성적 대상과 성적 목적을 동일시하는 행위이다. 성적 대상에
성적 감정이나 에너지를 집중하는 무의식적 상태이다. 그는 그의 총신들을 아끼는 인물이었다.
말로우의 극에서는 에드워드가 아끼는 개비스톤이나 영 스펜서와 같은 인물들을 과대평가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들을 향한 에드워드의 낭만적인 애정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적(narcissism)이
다. 자기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항문의 점막에다 성적 목적을 외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추방당한 후 돌아온 개비스톤이 에드워드에게 무릎을 꿇으며 인사를 하자 “내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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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지 모르겠나? / 바로 그대의 친구, 그대 자신, 개비스톤의 분신 아닌가!”(Knowest thou not
who I am? / Thy friend, thyself, another Gavestn! 1.1. 141-42)라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개
비스톤이 추방당하자, “짐은 그대 자신으로부터 추방되었네.”(I from myself am banished. 1.4.
118). 그리고 “개비스톤을 미워하는 자는 과인을 경애하지 않는 거다.”(they love me not that
hate my Gaveston. 2.2. 37)라며 자신과 개비스톤을 동일시하는 자기애에 탐닉한다.
개비스톤의 추방 문제를 왕비에게 부탁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권
위에 대한 귀족들의 공격은 개비스톤에 대한 염려보다 더 중요하게 표출되어 진다. 에드워드의
유아 과대망상은 비유적으로나 말 그대로 절정에 다다른다. “분노로 내 심장이 부풀어 올라 터지
겠도다! / 이 귀족들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했거니와, / ...에드워드, 그대의 앞발을 뻗쳐 / 그자들의
선혈로 그대의 굶주린 분노를 채워라.”(My swelling heart for very anger breaks! / How oft have
I been baited by these peers / ...Edward, unfold thy paws / And let their lives’ blood slake thy
fury’s hunger.”(2.2. 199-200, 203-206)며 자신의 분노를 극도로 표현한다. 또한 “저 완고한 귀족
들은 짐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니라.”(The head-strong Barons shall not limit me”(2.2. 259)며 간
결한 말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의 행동은 유아적 반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내 심장이
부풀어 올라’에서는 해부학적 이미저리가 암시되며 에드워드의 고통에 동기가 부여됨을 알 수 있
다. 반면 ‘완고한’(head strong)이라는 표현에서는 그의 욕구를 억압하려는 귀족들의 시도를 가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계에서의 국가와, 왕의 정치적인 몸의 해석에 도착성이 있음이 암시된
다. 즉 왕과 권위에 대한 반항에 맞서야하는 에드워드의 아이러닉한 지위를 생각나게 한다.
결국 워릭(Warwick)과 모오티머에 대한 내전은 발발하게 되며 에드워드는 전투에 당당히 임
한다. 하지만 반역한 귀족들이 개비스톤을 죽인 것을 알게 되며 “짐은 그를 위하여 놈들의 머리
와 목숨을 취할 것이다.”(I will have heads and lives for him 3.1. 132)라며 강경한 응징을 선포
한다. “어찌하여 퇴각 신호를 울리는가? 경들 놈들을 공격하라! / 오늘 과인은, 무장봉기하여 / 자
신들의 왕을 대적하는 저 오만한 역적들에게, / 칼로써 복수를 쏟아 부을 것이다.”(Why do we
sound retreat? Upon them, lords! / This day I shall pour vengeance with my sword / On those
proud rebels that are up in arms, / And do confront and countermand their king. 3.2. 1-5)에서
는 왕의 권위가 부당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설파한다. 하지만
모오티머에게 “아아, 모든 역적 놈들아! 이처럼 무시당하느니, / 잉글랜드의 문명화된 마을을 거대
한 돌 더미로 만들고 / 쟁기들이 짐의 궁정 성문을 갈아엎으리라.”(Ay, traitors all, rather than
thus be braved, / Make England’s civil towns huge heaps of stones / And plows to go about our
palace gates. 3.2. 30-33)라고 말한 부분은, 워릭의 “무모하고도 기이한 결심이로군”(A desperate
and unnatural resolution. 3.2. 34)의 반응에서처럼 군주로서의 에드워드의 무책임과 냉정함을 내
비친다. 결국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해있는 셈이다. 유아는 배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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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배변 시 항문 부위의 자극에서 나오는 성욕을 스스로 만족시키거나 나중
의 쾌락을 위해 고집스럽게 이를 참기도 한다. 항문 성애를 기반으로 한 행위에서는 자기애가 동
반된다는 것이다(Freud 1917). 그러므로 에드워드 행동 또한 이러한 자기애로의 몰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개비스톤이 잡혀 죽임을 당해 에드워드의 성적 대상이 사라졌다 해도 그의 항문 충동이 없어
진 것은 아니다. 에드워드는 개비스톤에 대해 애도는 하지만 곧 스펜서로 자신의 총신을 대체한
다. 에드워드는 항문 저항에 대한 그의 본능으로 개비스톤의 무리에게 유혹을 받고 그들을 동등
하게 대했다(Surgal 184). 그는 귀족에게 대항하기 위해 개비스톤의 목숨은 잃게 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관계를 위해 하나를 희생한 셈이다. 프로이트는 성적 대상이 궁극적으로 성적 목표와는
독립적이며, 이는 성적 대상의 부재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이를 보더라도 개비스톤의 죽음은 에드워드에게 명분을 남기지 않았다(Surgal
185). 명분은 에드워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반항적인 항문 가학증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사형을 명령내리지만 모어티모는 제외시켜 투옥시킨다. 모오티머와 여왕
이사벨라의 연합은 에드워드와 그의 아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억압적인 부모역할을 상징한다. 에
드워드는 그의 군의 승리를 억압에 대한 승리로 즐긴다. “그리하여, 수많은 격전의 위협을 겪은
후, / 잉글랜드의 국왕 에드워드는 동지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노라. / 과인과 동지들이 적의 억압에
서 벗어나 승리를 거둘 수 있길.”(Thus, after many threats of wrathful war, / Triumpheth
England’s Edward with his friends; / And triumph Edward with his friends uncontrolled. 4.3.
1-3) 주장하시만 이 승리의 기쁨은 잠시, 모오티모가 탈옥을 한 후 프랑스에서 여왕과 합세해 에
드워드를 패배시킨다.
체포당시 에드워드가 사용한 언어의 이미저리는 해부적이며 파괴적이다. “그렇다면 레스터가
이사벨라의 이름으로 과인에게서 / 내 목숨과, 내 일행을 앗아가려고 온 것인가? / 자, 이보게, 내
친구들을 구해주고 / 그 대신 이 헐떡이는 내 가슴을 갈라서, 내 심장을 가져가도록 하라! 4.7.
64-7). 에드워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한다. 나아가 “플루토가 과인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 마녀들이 카론 강가에서 내 죽음을 위해 울부짖게 하라,”(Let
pluto’s bells ring out my fatal knell / And hags howl for my death at Charon’s shore, 4.7.
89-90)며 예언적이고 음조를 갖춘 신화를 활용한다. 격렬하고 자기 파괴적인 언어는 에드워드의
과도한 감정에 기인한다.
결국 에드워드는 킬링워스(Killingworth)성에 투옥된다. 여기에서 에드워드는 “그러나 당당한
사자가 피를 흘리게 되면, / 분노한 사자는 상처 난 곳을 발톱으로 할퀴고 쥐어뜯고, / 미천한 대지
가 자기의 피를 마시는 걸 지극히 경명하면서 / 허공으로 뛰어 오른다네.”(But when the imp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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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flesh is gored, / He rends and tears it with his wrathful paw, / And highly scoring that
the lowly earth / Should drink his blood, mounts into the air. 5.1. 11-4)라며 왕의 분노만 보여
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항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왕좌(왕관) 쪽으로 자신의
보존 욕구를 향한다. 프로이트는 황금과 변 간의 심리적 신화적 및 언어적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
을 밝히고(1908, 172-5) 황금과 변을 동일시하는 항문 성애적 변형을 설명한다. 이를 테면 변과
돈, 재능, 아기나 남근이 즉흥적인 생각, 환상 및 징후와 같은 무의식의 결과물과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아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기술한다(1917, 128). 항문 성애의 예로 본 본능의 변형을 설
명한 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는 변을 자신의 첫 선물로 간주하며 이러한 변
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남근과 아이로 본능적인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의 심리적
대체물인 돈(황금)은 아이에게 보존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드가 왕관
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계속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부한다. “너희들은 왕의 분노가 두렵지 않느냐?”(What, fear
you not the fury of your king?(5.1. 75)라며 양위를 거부한다. 하지만 레스터(Leicester)가 “저들
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 세자께선 왕위 계승권을 상실하게 되옵니다”(For if they go, the prince
shall lose his right. 5.1. 92)라는 말을 하자 왕관을 넘겨준다. 하지만 퇴위하는 것이 억압에 대한
에드워드의 궁극적인 복종을 알리는 게 아니다. 모어티모와 이사벨라는 성적으로 결합되어 억압
적인 부모로서 에드워드 3세를 통제하기 위해 그의 항문 반항을 무효화시키려 한다. 그는 그들
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에드워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숨에 집착
하는 일이다. 에드워드에게 왕관의 착용은 그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대상의 선택을 빼앗
긴 에드워드는 “일차적 나르시시즘(primary narcissism)”(Freud 1940 150)의 상태가 된다. 어머니
에 대한 고착을 대체하는 첫 대상, 그리고 후속적인 선택들의 기본을 박탈당한 상태로 모든 즐거
움을 오롯이 자기 내부에 원천을 두고 있는 단계이다.
지하감옥에서의 에드워드의 한탄은 항의에 가깝다. 과도한 감정적 배설의 언어이다. 그런 탓에
관객들에게 동정을 유발하는 하는듯하지만 내면적 통찰이나 각성이 없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하 감옥 안에 잉글랜드의 왕인 과인이 감금되어서, / 영양실조로 인해 굶주리고 있다. / 과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가슴이 미어지는 흐느낌인데, / 그게 내 가슴 깊은 곳을 갈가리 찢어놓았
다.”(Within a dungeon England’s king is kept, / Where I am starved for want of sustenance. /
My daily diet is heartbreaking sobs, / That almost rents the closet of my heart. 5.3. 19-22)며
자기 파괴적인 언어에 몰입된다.
신세를 한탄하는 에드워드가 흙탕물로 세수를 받고 수염이 밀리는 과정에서 잠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그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목숨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 반역의 결과로 이르게 된
제단에서 친구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영혼을 빌어달라는 주문을 하게 된다(5.3.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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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는 모어티모와 여왕에게 수용되기를 거부한다. 마트레비스(Matrevis)의 표현 “거니, 왕
이 죽지 않는 게 놀랍군. / 오물이 무릎까지 차는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말일세. / 성의 하수가 다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 거기에서 습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데도 말이지. / 그 독기를 들이마시
면 누구라도 죽게 마련인데.”(Gurny, I wonder the King dies not, / Being in a vault up to the
knees in water, / To which the channels of the castle run, / From whence a damp continually
ariseth / That were enough to poison any man, 5.5. 1-6)의 말대로 에드워드는 그의 정신이나 건
강에 해로운 잔인한 감금 상태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육체는 “더러운 오물”(5.3. 26)범벅
의 상태이다. 그가 감금된 토굴은 성의 하수구이다. 에드워드의 삶은 자궁으로부터의 탈출을 상
징하는 왕위 계승에서 시작되어 자궁과 같은 성의 하수구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루 안드레아
살로메(Lou Andreas-Salome)가 밝히듯이, 어린이들은 신체의 배설장소와 음부를 구별하지 못하
며 아이들은 대변이 나오는 창자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주로 믿는다(Freud 1905 187). 더군다나
모어티모와 여왕은 에드워드의 배설물을 그의 코에 문지른다. 아이러닉하게 자신의 억압에 대한
저항 도구로 사용했던 에드워드의 배설물은 자신에게 역이용된다.
홀린쉐드(Raphael Holinshed)도 원전에서 에드워드의 최후를 설명해두었지만 그 어떤 작가도
말로우 만큼 경악스럽게 묘사한 이는 없다. 오티모는 에드워드 왕을 살해할 목적으로 라이트본
(Lightborn)을 고용한다. 라이트본은 은밀한 암살에서 자신이 자랑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꽃에
독을 발라서 독살하는 법, ...혹은 입에다 수은을 흘려 넣는 법”(how to poison flowers, / ...Or
open his mouth, and pour quicksilver down.(5.4. 29,35)을 배웠다며 청부살인에 자신감을 보이
는데 “하지만 소인에게 이런 방법들보다 더 멋진 살해 방법이 있사옵니다”(But I have a braver
way than these. 5.4. 36)라며 은밀한 운을 띄운다. 그 ‘braver way’에서 성적인 보복성의 뉘앙스
가 암시된다.
라이트본은 마트레비스에게 “쇠꼬챙이를 갖다 주시오, 벌겋게 불에 달궈서 말이오.”(And get
me a spit, and let it be red-hot. 5.5. 30)라고 한다. 그것 외에 “탁자와 깃털 침대.”(A table and
a featherbed. 5.5. 33)도 준비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라도 한 듯 에드워드는 슬픈척하는 라이
트본에게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5.5. 52-4). 여기에서도 에드워드의 과장된
언어의 수사적 표현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또한 라이트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의
미성숙함을 보여 줄 뿐이다. 에드워드는 살해를 직감한 듯 “마침내 과인이 목숨을 잃는 순간일지
라도, /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더 굳건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이다.”(That even then
when I shall lose my life, / My mind may be more steadfast on my God. 5.5. 76-7)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에드워드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의 자기애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자기애로 향한 집중은 에드워드가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가 소유한 마지막 선물인 보석으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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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어진다. “오, 만일 네가 과인을 살해할 생각을 품었거든, / 부디 이 선물이 네 마음을 바꾸게
하고, 네 영혼을 구해주길.”(O, if thou harbour’st murder in thy heart, / Let this gift change thy
mind, and save thy soul. 5.5. 86-7)부탁하면서 보석을 건네준다. 이러한 행동은 항문성격의 소유
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들은 항문이 다른 이들로부터 보석을 숨겨놓기에 적절한 장소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Surgal 190).
하지만 라이트본은 이미 준비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에드워드를 관통시켜 살해한다. 패트릭
체니(Patrick Cheney)는 이 장면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남색의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재
현으로 해석한다(85-86). 패티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함유한 팰릭적 상징은 결국 왕이 그의 과
도한 열정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고 한다(170). 에드워드는 “오 나를 죽이지 말
아다오, 그러지 않으려거든 단숨에 죽여다오!”(O spare me, or dispatch me in a trice! 5.5. 110)
라고 한 후 큰 비명과 함께 죽는다. 자신의 항문 반항을 고집하면서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듯하다.
『에드워드 2세』에서 말로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왕의 이러한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관객들의
동정심을 유발한 것이다. 에드워드는 동정적인 인물이다. 가학적 항문기에 있던 그는 자신의 초
기 사디즘과 맞먹을 정도의 잔악함을 고집스럽게 인내하는 내용이 담긴 자기학대(사디즘)의 요
인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최후 죽음의 형태는 마조히즘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
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마조히즘은 주체 자아로 되돌아간 사디즘의 연장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도 성적 대상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It can often be shown that masochism is nothing
more than an extension of sadism turned round upon the subject’s own self, which thus ...
takes the place of the sexual object)(1905, 158). 이러한 의미에서 에드워드는 항문 사디즘을
내면화한 인물이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충격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III . 결 론
왕은 인간적인 몸과 정치적인 몸이 일체를 이룬 소유자이다. 이러한 왕의 두 몸에 대한 이데
올로기는 왕을 신성한 존재로 상정할 뿐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파악하지 않았다. 특히 왕권
의 절대적 권력을 지향하던 튜터 왕가의 입장에서는 에드워드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 에드워드는
나약한 인간적인 몸을 소유했을 뿐, 정치적 몸은 신성한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행동은
유아적인 항문 반항의 인물에 어울릴만하다. 왕위를 계승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그는 상징적으로
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왕은 귀족들의 억압적인 힘에 대항해
초기의 독립과 자기주장을 펴는 데서 항문성격의 저항적인 특성, 보유 및 가학적인 면을 보게 된
다. 더 나아가, 자기애라든가 과대망상증, 피해망상과 같은 항문성애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무
프로이트의 유아성욕의 관점에서 본 에드워드 2세 ( 조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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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본능의 변형 징후도 더불어 보이게 된다. 말로우는 극을 통해 에드워드의 왕의 두 몸의
실현 불가능성을 재현한 듯하다. 튜더왕조의 기조와는 다른 왕의 사적인 성애적 특성으로 야기된
왕의 두 몸 간의 차이를 재현했으며, 신성한 왕권의 회복이라든가 정의의 회복이 아닌 왕권의 탈
신비화에 초점을 두었다. 왕권의 전통적 개념의 전복이라는 맥락에서 에드워드의 성적 정체성 또
한 전복적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빚어진 에드워드의 끔찍한 죽음을 지켜본 관객은 왕의 성적
정체성이나 그의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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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fessionalism
in Dialogues of Airline Cabin English Textbooks
Park, Youjin & Park, Yunjoo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mplaint-handling skills of pre- and
in-service cabin crew by analyzing the dialogues of airline cabin English textbooks and
suggesting new dialogues which can be used as learning materials. The reason for suggesting
the new ones in this study is there are two problems found in airline cabin English textbooks
on the market.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dialogues of the textbooks lack authentic
materials. In reality, cabin crew faces various kinds of complaints. But, a majority of types
of complaints in the dialogues are resolved readily without investing time and effort. A bigger
problem is lack of service professionalism. The crew in the dialogues just tries to manage only
a short-term situation where a complaint happens, which just requires simple and effortless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The airline cabin English textbooks have to be revised by
implementing professional complaint handling and recovery procedures into the textbooks.

II. Literature Review
2.1. Englihs for Flight Attendant Purposes
Park (2005) names airline cabin English as English for Flight Attendant Purposes (EFAP)
and divides EFAP into six learning factors. The following is ‘Table 1. Six Learning Factors
of EFAP’ where we added more examples to the original table from Park’s (2005) study.
Table 1. Six Learning Factors of EFAP
Learning Factors

Examples

Cabin Service

Duty-free sales, Meal and beverage service, Inflight entertainment

First-aid

Nature of sickness and injury suffered inflight, Treatment rendered inflight

Safety

Operation of safety equipment, Emergency evacuation

Ground Service

Customs, Transfer, Check-in and carry-on baggage, Quarantine

Public Address

Public announcement such as welcoming and farewell

Practical English

Small talk with passengers, Korean culture and tourist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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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irline Service
The components of airline service can be variously defined depending on points of view;
Tran, Kang, and Jeong (2017), based on Park’s (2006) study, sort the components into five
as Table 2 shows.
Table 2. Five Components of Airline Service
Components

Examples

Sales and check-in

Convenience of booking and ticketing, Job performance of staff in charge

Cabin crew

Service performance and kindness of cabin crew

Inflight service

Comfortable seats, Quantity and quality of food, Cabin hygiene

Flight operation

Safety operation, Waiting time for transfer, On time performance

Optional service

Affiliated service, Inflight entertainment, Service for children

2.3. Material Analysis
According to Tomlinson (2013), material analysis is totally different from material
evaluation; the differences are explained as the following Table 3 shows.
Table 3. Tomlinson(2013)’s Material Analysis and Evaluation
Material analysis

Material evaluation

Focus

The material itself

The users and effects of the materials

A point of view

Objective

Subjective

Questions and
answers

‘Yes’ or ‘No’

Clines between ‘Very unlikely’ and ‘Very
likely’

Outcomes

A description of the materials

The potential value of the materials

III. Method
3.1. Materials
Eight textbooks were selected to conduct this study, which provide chapters related with
‘Problems with cabin service.’ The following Table 4 is a list of the eight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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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books Providing Chapters Related to ‘Problems with Cabin Service’
Titles of textbooks
Practical English for Airline Service
Aircraft Cabin Service English
Airline Practical English
Airline Service English
Practical Airline Service English
English for Flight Attendants
Flight Attendant Cabin Service English
Practical English for Airline Service

Authors

Years

Yunji Park
Kyeonghee Choi & Sunjung Yun
Sohyeong Kim
Jungsun Yu
Si-eun Jung
Sujung Kim
Haeyoung Park
Geunjung Ma

2017
2016
2015
2013
2013
2012
2008
2017

3.2. Procedure
The eight textbooks provide a variety of dialogues regarding ‘Problems with cabin service.’
We selected 31 dialogues for analysis and categorized them into eight main topics and four
sub-topics, depending on types of complaints as shown in Table 5.
Table 5. Topics of Dialogues about ‘Problems with Cabin Service’
Topic1
Topic2
Topic3
Topic4

Main Topics
Transfer to a Seat with More Legroom
Inflight Entertainment Out of Order
Adjusting Temperature
Meal Service

Topic5
Topic6
Topic7
Topic8

Noisy Cabin
Unruly Children or Crying Babies
Not in Service
Delay

Sub-Topics
N/A
N/A
N/A
Topic 4-a
Topic 4-b
Topic 4-c
Topic 4-d
N/A
N/A
N/A
N/A

N/A
N/A
N/A
Special Meal Not Being Loaded
Drink Spills on Clothes
Foreign Objects in Meals
Lack of Meal Choices
N/A
N/A
N/A
N/A

3.3. Analysis Instrument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is an analysis instrument used to analyze
the dialogues. The analysis instrument was adapted from Barlow and Meller (2011) and
recreated by reflecting real cabin service environments.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are as follows:
⦁Step 1 Appreciation
⦁Step 2 Sympathy or Apology
⦁Step 3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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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Information or Suggestion
⦁Step 5 Satisfaction Check

IV. Results
In this chapter, the dialogue, ‘Topic 4. Meal Service – d. Lack of Meal Choices’ will be
taken as an example and introduced. The original dialogue will be introduced in the very
beginning, and then, the revised dialogue will be presented. The following ‘Figure 1. Dialogue
before Correction’ is about a situation where cabin crew runs out of strawberry ice creams
which a passenger wants; the crew has to offer other flavors to the passenger.

4.1. Dialogue before Correction
Figure 1. Dialogue before Correction
*P-Passenger, C-Cabin Crew
C: What can I get you, sir?
P: A vanilla ice cream, please.
C: Apology Oh, I’m sorry, sir, but we’ve run out of it. They’ve been very popular.
P: I don’t believe it. You always seem to run out.
C: Apology Once again, I do apologize.
Suggestion Would you like a strawberry ice cream, instead?
P: No, thank you.
C: Suggestion Then, may I offer you something else? We also have some biscuits and sandwiches.
(4. Meal Service – d. Lack of Meal Choices, p. 98)

The following Table 6 shows the frequencies of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revealed in the above dialogue.
Table 6. Frequencies of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Before Correction)

Frequency

Step1
Appreciation

Step2
Sympathy

Step2
Apology

Step3
Promise

Step4
Information
or Suggestion

Step5
Satisfaction Check

N/A

N/A

2

N/A

2

N/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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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ialogue after Correction
The following Figure 2 is the dialogue after correction.
Figure 2. Dialogue after Correction
*P-Passenger, C-Cabin Crew
C: What can I get you, sir?
P: A vanilla ice cream, please.
C: Promise Let me see. I don’t have it on my tray right now. I’ll double-check in the galley if
there is any extra for you. Just a moment, please.
(After a while)
C: Apology I’m sorry, sir, but we’ve run out of it.
Suggestion Why don’t you try other flavors? I have strawberry and chocolate, which are
tasty as well.
P: I don’t believe it. You always seem to run out.
C: Appreciation It seems like this is not the first time for you. Thank you for sharing your
previous flight experience with me.
Sympathy I feel bad for not serving the ice cream to you.
P: I’m wondering why it happens several times to me when I fly your airline company.
C: Sympathy I wish I could serve the ice cream to you.
But only three vanilla ice creams were loaded today, and I’ve run out of them as I gave
priority to some passengers who weren’t able to eat a meal they preferred. I would serve you
if I could. I’m sorry about that.
Suggestion Would you like a strawberry or chocolate ice cream, instead? Both are popular as
well.
P: I didn’t buy a business ticket to be treated like this.
No, thanks.
C: Suggestion Then, may I offer you something else? We also have some biscuits and
sandwiches. I’d like to recommend some biscuits with coffee. I’ll freshly brew one just for
you.
P: Okay...I’ll try them.
C: Promise I’ll be right back with your coffee and biscuits.
(After a while)
C: Information Excuse me. Here are your coffee and biscuits. Be careful. The coffee is hot.
P: Thanks.
(Approach the passenger to clean up the table.)
C: Check How was the coffee and biscuits?
P: They tasted goo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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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t’s a relief.
Appreciation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about your feedback. And also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pology I’m sorry about not being able to serve you what you wanted. I’ll serve you with
more meticulous care if I could see you next time.

The following Table 7 shows the frequencies of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revealed in the above dialogue.
Table 7. Frequencies of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After Correction)
Step1
Appreciation

Step2
Sympathy

Step2
Apology

Step3
Promise

Step4
Information
or Suggestion

Step5
Satisfaction Check

2

2

2

2

4

1

Frequency
Total

13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5.1. Conclusion
The following Table 8 is a summary of the overall findings of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utilized in the 11 dialogues before and after correction.
Table 8. Overall Findings of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s Recovery’
in 11 Dialogues before and after Correction
Step1
Appreciation
After
●

●

●

●

●

●

●

●

●

●

Topic3
Topic4-a
Topic4-b

●
●

●

After

●
●

Before

●

●

After

Step4
Information
or Suggestion
Before After
●

Step5
Satisfaction
Check
Before After

●

●

●

●

●

●

●

●

●

●

●

●

●

●

●

●

●

●

●

●

Topic4-c

●

●

Topic4-d

●

●

●

●

Topic5

●

●

●

●

●

●

●

●

●

●

●

●

●

●

●

●

Topic6
Topi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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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Step3
Promise

Before
Topic1
Topic2

Step2
Sympat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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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1
Appreciation
Before
Topic8
Total

After

Step2
Sympathy
Before

●
3

11

After

Step3
Promise
Before

●
1

11

After

Step4
Information
or Suggestion
Before After

●
4

10

Step5
Satisfaction
Check
Before After

●
6

11

●
0

11

5.2. Implications
What we would like to suggest in conclusion is a new airline cabin English textbook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developed. It was revealed by our study that the
textbooks on the market have shortcomings in terms of service professionalism and authentic
learning materials. When the flight attendants received complaints from the passengers in the
original dialogues, the service procedures for complaints recovery were not fully described,
and ‘Five Steps in Customer Complaint Recovery’ was not properly and effectively utilized.
Also, the dialogues did not reflect real work circumstances so that it was not enough to learn
English used in real work environments. If the new textbook remedying these two
shortcomings is developed, pre-service and in-service flight attendants will not only expand
their knowledge on professional service but also enhance their English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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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와 랩(힙합)의 운율 구조의 비교분석
하 연 희
(경북대학교)

Ⅰ
1. 연구의 배경 및 중요성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인디언 음악을 연구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인디언의
후손이기도 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그는 인디언의 노래를 그들 고유 부족어로 부를 때, 풍성한
유산을 가진 그 음악은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해 주는 판소리를 알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다. 판소리를 알
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언어학도로서 판소리를 음운적으로 통사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
는 의욕이 생겼다. 그러던 중, 흑인 미국인들의 정서를 예표하는 미국 랩를 통사적으로 음운적으
로 연구한 논문들을 접하면서 음악과 언어라는 두 학제를 융합시키면서 판소리와 랩이라는 두
장르 속에 있는 특징들을 언어학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 싶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나 여러
K-pop스타들로 인해 한국의 가요가 많이 알려진 바는 있으나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가 전
세계에 언어학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다.
1980년대 이래로 해외에서는 General Theory of Tonal Music(hereafter GTTM)의 영향으로
언어와 음악과의 상관성을 살피는 연구가 여러 형태의 음악 장르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다.
GTTM이 나올 당시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음악과 언어를 building block으로 비교함으로써 유
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언어적인 통사의 building block인 lexical items과 음악구조의
building block인 pitch-class and chord quality를 비교함으로써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
나 요즘 Jonah Katz의 여러 논문을 통해 영어의 랩과 음운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학문
간의 융합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판소리도 이러한
범주가운데 연구하여 한국의 고전 음악과 구전가사들이 음악과 언어라는 영역가운데 어떤 상관
성을 겪으며 음운 현상과 운율 그리고 통사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려한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판소리와 랩을 음악교육에 접목시켜 판소리의 대중화를 활성화시키려는 연구
와 음악 부문으로서 판소리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있어온 반면 음악의 이론과 언어적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는 분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보형의 통사적인 용어를 사용한 판소리의 이면
구조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통사구조와 운율구조의 연동성을 통한 연구는 전혀 보
여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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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언어의 구조성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Chomsky의 UG의 개념이
UG-M(Music)를 통해서 음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힙합과 째즈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코퍼스를 이용하여 음악과 언어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분야는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음악
과 언어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랩이나 판소리 둘
다 대중들의 정서와 삶을 반영한 음악이라는 면에서 함께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요즘 판랩(판소리+랩)이 등장하면서, 판소리로 랩을 시도하는 것들이 자주 접하게 된다. 판소리
의 자진모리나 휘모리가 랩의 리듬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한 가
지 이유이기도 하다. 이 두 음악의 상관성을 비교 연구하여 통사적, 음운론적으로 융합하여 연구
해 보는 것이 언어학적인 분야뿐 아니라 문화적인 분야의 연구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음악 장르들도 언어학적으로 연구해보는 시야를 마련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선행연구 검토
2.1.1. 판소리의 선행연구
판소리의 연구에 대한 논문을 찾아본 결과, 판소리 이면에 대한 연구들이 통사론적으로 연구
된 분야가 있지만 아직 운율과 음운, 음성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분야라
생각한다. 이보형의 ‘판소리 장단 리듬의 통사적 이면구조 성분 구성연구’에 따르면 전통음악인들
이 판소리나 산조에서 어떤 장단으로 된 대목에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장단 리듬 통사구조가 생
성되는데 그 기저에 한 가지 장단 리듬 통사구조가 깔려있어서 이것을 “장단 리듬 심층구조”라
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실제 음악에서 매 장단마다 생성되는 장단 리듬 구조를 통틀어 표면구조
라 일렀고 여러 표면구조 가운데 심층구조와 다르게 생성되는 장단 리듬 통사구조를 이면구조라
정의하였다. 이보형의 연구가 통사론적 관점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현상을 파악
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언어학적 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판소리 명창들이 음악적 체험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분 구성으로 된 판소리
이면구조들을 찾아내어 자연태 음악에 그 심층구조가 있는지 살펴 통사구조 유형을 추려내려 했
다. 이러한 심층구조에서 주기 변화 없이 성분 수치와 시가만 변환시켜 이면구조로 전이하는 것
이 용이한 방법이라고 봐서, 각 장단마다 심층구조와 같은 주기를 갖는 이면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명창들이 창을 할 때 변이시키는 이면구조에 따라 음도 달라지게 발음하는 현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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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이보형의 논문에서는 장단별로 나뉘어 심층구조와 이면구조를 표기하였고 쉼
(pause)이 나타나는 곳에 음의 변이 현상들도 함께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이보형(2001)에서 심
청가 화초타령에서 ‘이화노 / 화계관’의 운율구조가 ‘이와 / 노화’로 바뀌면서 phonetic alternation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2.1.2. 랩의 선행연구
Jonah Katz의 ‘Towards a Generative Theory of Hip-Hop’이라는 논문에서 악보에 가사를 붙
일 때에 이전에 Sonnet와 같이 rime을 맞추기 보다는 소리자체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beat을 이용해 유사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박자 때문에 line을
벗어나서 Rhyme을 맞추는 것을 힙합의 경우를 들어서 운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Keatsian hip-hop에서 내용상 line 1에 있어야 할 단어가 Rhyme을 맞추기 위해
line 2로 넘어가거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by these dusty blunted
cats) who rap like they don’t know)
that the fact is that they being hunted)

The Roots, Respond/React(1996)

I’ma go for mine)
You know the time)
Now that I’m older) I’m
gonna...

Del, Catch a Bad One(1993).

또한 박자 때문에 line과 Rhyme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e.e. cummings-ina hip-hop에서 나타
나고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판소리와 랩(힙합)의 운율 구조의 비교분석 ( 하연희 )

75

...is in the pocket like wallets)
I got the bounce like hydraulics)
they can’t call it)
I got to swerve like alcoholics) my freshman year...

Kanye West, Get’em High(2004)

이외에도 Line 사이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내부구조와 Rhyme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통
사구조를 사용하여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언어학의 통사구조를 연상시키면서 Rhythm
Domain이 없이 send up 부분에서 gap이 생기는 것을 보여준다.

3. 연구 방법
3.1. 음악과 언어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연구
3.1.1. GTTM(A generative theory of tonal music) 모델과 언어 모델과의 연관성 연구

Figure 1. <GTTM’s presentation of the model>

GTTM 모델의 네가지 구성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 음악의 표면구조를 분석하는데 기
여한다. GTTM은 이 네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Grouping structure, expresses the hierarchical segmentation of the piece into motives,
phrases, an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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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rical structure expresses the intuition that the events of the piece are related to a
regular alternation of strong and weak beats at a number of hierarchical levels.
3. “Time-span structure assigns to the pitches of the piece a hierarchy of “sturctural
importance” with respect to their position in grouping and metrical structure.
4. “Prolongation reduction assigns to the pitches a hierarchy that expresses harmonic and
melodic tension and relaxation, continuity and progression.”
(GTTM, 8-9)
음악의 Prolongational reduction는 언어의 통사구조와 음악의 Time span reduction(henceforth
TSR)은 언어의 운율구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음악의 prolongational reduction(henceforth
PR)과 언어의 통사구조의 merge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2. Language syntactic structure & Music structure

Figure 2에 나온 GTTM의 PR구조를 Figure 3의 음악구조로 단순화 시켜서 보게 되면 반복되는
merge를 보게 된다. 음악의 PR구조는 binary branching를 통해 merge가 이루어지고 strong
prolongation 과 weak prolongation이 만나면서 strong prolongation이 head가 되면서 비순환적인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통사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고전
음악과 언어의 통사구조를 비교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사구조의 형태가 고
전 음악뿐만 아니라 랩과 판소리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적용시켜보려고 한다. 운율
구조를 비교하기 전에 기본적인 통사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모든 경우 그렇지는 않지만 통
사적구조의 input에 대한 정보가 운율구조의 output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Nespor & Vogel
1986, Selkirk 1984, Haye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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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anguage prosodic structure & Time-span reduction

Figure 3은 Lerdahl & Jackendoff가 논의한 것처럼(GTTM, ch.12), GTTM의 TSR 표현이 많
은 부분에서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운율구조와 유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Lerdahl(2001)에서
TSR은 음악 노트의 가장 작은 리듬 그룹의 수준에서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
았다. 각 리듬 그룹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event를 뽑아서 다른 모든 것들
이 이것의 하위구조로 들어가게 한다. 가장 중요한 event는 head로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된다.
이 시스템은 언어이론의 headed prosodic tree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러한 구조를 판소리와 한국
어의 운율구조에 비교분석하여 위와 같은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연구해 볼 것이다.

3.2. 판소리와 랩의 운율구조가 음악과 언어의 공통점에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을 찾고 코퍼스를 통한 예시들을 통해 연구
3.2.1. 코퍼스를 통하여 판소리의 흥부가와 심청가 그리고 춘향전의 가사들에서 리듬과
장단에 관련된 rhythmic pair들을 찾아내고 연구한다.
코퍼스 기반으로 라임을 연구하기 위해 코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lines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런 후, 이 lines이 시조의 음수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임을 맞추고 있는지 이 논문
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2.2. 코퍼스를 통한 랩 안의 리듬의 pair와 운율의 변화를 연구한다.
힙합에 관한 논문에서 악보에 가사를 붙일 때에 이전에 Sonnet와 같이 rime을 맞추기 보다는
소리자체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beat을 이용해 유사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
시한 바 있다. 또한 박자 때문에 line을 벗어나서 Rhyme을 맞추는 것을 힙합의 경우를 들어서
운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통사적인 부분과 연관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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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성 이론을 활용한 음악과 언어의 운율 비교
언어와 비슷하게도 음악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선호 규칙이 배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은 head
영역에 배치에 관한 선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선호 규칙에 따른 제약들은 비교할 만하
다. Segmental markedness는 정해진 음조 안에서 선율 사이의 위계관계는 가지고 있다. Lerdahl
and Jackendoff는 언어의 운율구조와 음악의 timespan reduction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들
의 위계적인 관계들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Lerdahl and
Jackendoff(1983)의 GTTM에서 9개의 timespan reduction preference rules(TSRPS)를 제시하고
있다.

3.3.1. 최적성 이론을 활용한 판소리와 랩의 운율구조 비교 분석한다.
3.3.2. 최적성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약들을 파악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최적성 이론을 활용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판소리와 랩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는 있지만 영어와 한국어라는 차이와 여러 가지 장단과 리듬의 차이들을 고려해 볼 때 실용적으
로 두 장르를 비교할 동일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한 제약들을 상정함으로서 판소리와 랩의 운율구조의 비교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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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in a College ESP Class
and Learners’ Perceptions: Focusing on Students’
Vocabulary Proficiency
김 민 경, 이 유 화
(계명문화대학교)

I. INTRODU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velopment of online
multimedia systems, there has recently been a growing interest in a learner-centered approach
that introduces the paradigm of future education. Looking back on past educational fields,
instructors mostly gave their lectures while they were busy writing on the board. That
traditional teaching environment led to the learners becoming passive in class, which had an
influence on thei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Kim, 2015). In order to decrease these
disadvantages inherent in traditional teaching method, an innova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s needed to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
to encourage the learners to participate in the class in an active and self-directed way (Song
and Im, 2017). Rather than memorization-oriented and teacher-centered education, a
learner-centered or a collaboration-centered teaching method is required.
Among the several learner-centered teaching approaches, the “flipped learning” method has
attracted interest in the educational fields as it coincides with current educational demands.
Flipped learning enables students to learn educational content through video prior to their
instruction; then the during instruction, the students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After the instruction, the students continue to
learn by reviewing the content (Jeon and Cho, 2017).
In fact, previous research on flipped learning at university level was limited to
English-major classes. Not many of the studies focused on the participants in junior colleges
which apply to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1) curriculum of reflecting job
demands in the industrial fields (Yim and Rha, 2017). By applying this flipped learning to
the college students whose studies follow the NCS curriculum, it gives an opportunity to
investigate meaningfully the educational impacts of flipped learning. In addition, most
previous studies were mainly about the suggestion of a flipped learning teaching model, the
learners’ perceptions, and the applicability of flipped learning (Yim and Han, 2016).
1) NCS curriculum is focused on cultivating and enhancing the essential competence in order to
conduct the task successfully in working areas. Most major departments of this college proceed to
this NCS curriculum as the preparation of the students’ future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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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in the teaching of English vocabulary for EFL junior college students in ESP classes.
Through listening to the learners’ voice about flipped learning-based lessons, it aims to
identify their perceptions of and their class satisfaction with flipped class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as flipped lear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acquisition of English vocabulary for junior
college students in ESP classes?
2) How do junior college students in ESP classes perceive the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and to what extent are the learners satisfied with the method?

II.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90 sophomore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in
junior college in D city.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classes each containing 30 students.
This department applied to the NCS curriculum for its course entitled “Police Business
English.” The students are meant to learn vocabulary and expressions related to police work
based on the NCS curriculum frame. This class was a 2-credit lesson, so the students had
a 2-hour class every week. This was the students’ last semester, so most of them were
preparing for the National Police Examination. In addition, all the students were
participating for the first time in flipped class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background
knowledge.
The flipped learning study was conduct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8. Six flipped
learning lessons were implemented during this period; three flipped classroom periods before
the mid-term exam and three flipped classroom periods after the mid-term exam before the
finals. The ‘Police’ textbook from Express Publishing, written by John Taylor and Jenny
Dooley, was used in this course. Class procedure was divided into three steps; online
watching, in-class task (activities), and post-reflection.
<Table 1> Lesson Comparison of a Flipped and a Non-Flipped Week
Flipped Week
1. Before
pre-class
2. Pre-class
(10-15 min.)

82

An instructor made a PowerPoint and
shot a video.
Students watched a video lecture
online at home. New words were
introduced, and then a vocabulary quiz
was given online.

2019년 신영어영문학회 겨울학술대회

Non-Flipped Week

New words were presented, but no
online materials were given, apart
from an announcement in the
previous class.
(No online)

3. In-class
(1) Vocabulary
lesson
(50 min.)
(2) Main lesson
(50 min.)

4. Post-class

5. Survey

-Answers for the quiz were checked
-The instructor explained the new
together, and additional explanations
words or expressions in the unit.
were given.
Students were asked to check the
-Collaborative pair or group work was
meaning of the English words and
implemented to consolidate students’
their pronunciation with the
vocabulary and key expression learning
textbook and worksheets. The
for each unit (montage drawing,
lecture was mainly led by the
drawing maps and giving directions,
instructor.
role-playing, making a basic police
equipment inventory, a use of force
continuum poster, etc.
Students were able to watch online
The instructor gave homework
again if necessary. They could post
related to word memorization.
Students can use the LMS for any
any questions about vocabulary
queries.
learning on the LMS.
-Pre-survey: Before the mid-term exam, students were asked their opinions,
including open-ended questionnaires straight after the three experiences of
flipped learning.
-Post-survey: Before the final exam, students were asked to assess their
opinions and their vocabulary effectiveness through flipped learning, This
also included open-ended questionnaires.

<Picture 1> Examples of Online Videos & Offline Activity for Flipped Learning

III. FINDINGS
Vocabulary tests were compared with flipped-week tests and the non-flipped week tests.
The result of t-test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se test results
are shown in Table 2.
<Table 2> The Results of the T-test on Vocabulary Tests
Test
Pre-test
Post-test

Week

M

SD

Non-flipped

9.45

5.317

Flipped

11.66

6.025

Non-flipped

14.22

5.423

Flipped

16.21

4.605

df

t

p

90

-1.975

.000

90

-1.98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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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Improvement Rate of Flipped Week and Non-flipped Week

This shows that this type of flipped vocabulary learning, including online and offline
components, seems to help participants internalize vocabulary knowledge successfully and
obtain positive outcomes. As Nation (2013) mentioned, the instructor’s visual materials,
through video explanation of unfamiliar vocabulary related to the Police major,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one’s vocabulary knowledge.
<Table 3> Positive Feedback of Open-ended Comments on FL
Themes
Helpful visual &
audial effect

Online

Repeatability&
Flexibility
Easy to
understand
Possible to
self-directed study
Enjoyable
participation
in group work

-

Offline
Peer cooperation

-

Reducing bore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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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Because of colorful images, I could understand words easily
and words remained in my memory longer.
Her voice was good to hear.
Videos with professor’s kind explanation were helpful for
remembering vocabulary well.
I could watch repeatedly until I can understand.
I could predict what I will study in class.
I can preview and review at home in my free time.
I could concentrate on videos, so I can understand easily.
It felt like my own 1:1 tutorial lecture, so very easy to
understand.
I could preview and review it for myself by online means.
It was possible to prepare exams by myself.
Group work was more fun, so I could easily participate in
class.
Activities like coloring were fun, so I felt I might return to
my childhood.
It was very happy to join the activities with friends and also
helped to study police-related difficult vocabulary easily.
I can talk with classmates and ask what I don’t know freely.
It was good to help each other.
I could listen to classmates’ various opinions and try to
cooperate well.
Group work woke me from my sleep and reduced my
boredom.
It was helpful to concentrate i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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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in Table 3, the majority of students perceived flipped learning class positively.
In terms of positive factors online, the themes were categorized into “helpful visual and audial
effects,” “repeatability and flexibility,” “easy to understand,” and “possible to self-directed
learning.”
<Table 4> Negative Feedback of Open-ended Comments of FL
Themes
A burden to
steady watching

- I was busy, so it was not easy to watch videos constantly.
- I had many things to do such as school work, part-time job,
so I had no time to watch.
- It felt like that I have another burden to do.

Hard to access

- It was hard to log in LMS on college website and it
took longer time to download videos.
- I have no computer at home.

Discomfort in
group

- I was not comfortable with classmates.
- It was good to do individually.

Online

Offline

Comments

Bothersome work

- Group work seemed to bother my time.
- I was not a cooperative person, so working together was sort
of bothersome work for me.

As shown in Table 4, the themes of negative views on flipped learning were categorized
into “a burden to steady watching” and “hard to access” for the online part and “discomfort
in group” and “bothersome work” for the offline part. Even if there were many positive points
about flipped learning, the 20% of students who had not watched online videos during the
semester should be considered. Also, the students who were not interested in watching videos
and found group work bothersome should be considered when lessons are being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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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The Grass Roof)에 나타난 문화 혼종과
디아스포라인의 정체성
김 향 숙
(계명대학교)

I
함경남도 홍원 출신인 강용흘1)은 3.1독립운동 참여로 2차례 투옥생활 후 1921년 미국으로 건
너 가 보스턴대학에서 의학을, 하버드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하고 뉴욕대학, 예일대학, 롱아일
랜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강의했다. 그의 첫 번째 소설 『초당』(The Grass Roof, 1931)
은 발표 당시 구겐하임(Guggenheim)상과 북 오브 더 센추리(Book of the Century)상을 받았고
프랑스어, 독일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 ․ 출판 될 만큼 세계인의 주의를 끌었다. 『초당』 출간 당
시 『뉴욕 헤럴드 트리』(New York Herald-Trib)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서구작가들이 무시해
온 ‘은자의 왕국’을 서구세계에 소개했다”하였고, 『뉴리퍼블』(The New Republic)은 “이 책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며, 한국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 잡는데 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울프(Thomas Wolfe)는 “한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 쓴 책”이라는 평을 받았다(김욱동 113). 이렇게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으나 정작 모국에서는 1948년에 이르기까지 국내 번역 ․ 출간이 되지 않았다.2) 한국인의 저작
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읽히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강용흘처럼 체류국의 언어로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는 독일어로 이미륵이 『압록강은 흐른다』
(1946), 김은국이 미국에서 영어로 『순교자』(1963), 『심판자』(1968)로 명성을 떨쳤고 국내에서도
이들의 작품은 널리 읽혀졌으며 『순교자』는 상당기간동안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위 두 작가의
작품에 비해 강용흘은 훨씬 이전세대 작가로서 최초 한국계 미국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미국을 방문한 현봉학3)은 당시 미국한인교포들 중에서 “가장 유명
1) 강용흘의 출생년도에 대해 김욱동 외는 1903-1972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초당』을 최초 한글로 완역
한 장문평의 주장(1898-1972)을 따르기로 한다.
2) 1948년 김성칠에 의해 처음 번역되었으나 총 2부로 구성된 『초당』의 1부만 번역 출판되어 미완성 번역
이었고 1975년 되어서야 작가 김문수 주간의 정한 출판사 편집부에서 문학전집 『세계문학속의 한국인』
시리즈에 장문평이 완역으로 처음 번역 ․ 출판했다.
3) 6.25 한국전쟁 시 어려웠던 흥남철수작전에서 유창한 영어로 군단장을 설득하여 10만 명의 피난민을 이
남으로 철수시켜 수많은 생명구출에 결정적인 공훈을 세웠다. 현봉학(1922-2004) 함경북도 성진 출생 ․
영생고보 및 세브란스의대 졸업 후 버지니아 리치몬드 주립의대 진학 당시인 1947년 롱아일랜드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강의한 강용흘을 일컬어 당시 한인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라
고 언급했다. 현봉학, 『현봉학과 흥남대탈출』 경학사, 1999,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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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우리에게 긍지를 심어준 인물”(137)을 강용흘이라고 언급했고 여류작가 펄벅(Pearl Buck)은
“가장 빛나는 동양의 지혜”, 토마스 울프(Thomas Wolfe)는 “자유롭고 생기 있는 타고난 시인”
(장문평 441 재인용)이라고 강용흘을 평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걸쳐 20여년의 유년기 및
청년기를 모국에서 보내고 그 후 미국에서 뒤 늦게 배운 영어로 식민지 조국의 전통과 정신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사한 측면은 작가 콘라드(Joseph Conrad, 1857-1924)와 비교 가능
할 것이다. 김욱동을 위시하여 박진임 외 소수 영문학자들이 강용흘의 작품에 대해 연구한 바 있
지만 1920년대에 미국 이민 후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발표된 자전적인 그의 소설들은 당대
의 시대상을 광범위하게 반영하므로 그의 문학텍스트들은 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문서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초당』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
째,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로서 서구의 제국주의적 욕망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을 증폭시키는 텍스
트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 한국계 미국문학으로서 다른 한인 미국문학 작가들의 작
품들과 대조 분석하는 연구이다. 셋째, 『초당』텍스트 내용 가운데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잘 알려
지지 않은 동양 시와 시조의 영문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당』이 1900-1920년까지 한국문화를 조감하는 중요한 텍스트로서 작용하
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문서인 당대의 문화와 문화변동의 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초당』텍스트에
서 드러나는 구한말의 전통문화가 일제에 의해 강제되는 서구문화와의 혼종과 나라를 잃고 방황
하는 주인공 한청파의 정체성을 연계시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바바(Homi K. Bhabha)에 의하면 식민지인의 문화정체성은 백지상태가 아닌 얼룩진 상처위에
서 구축된 ‘거듭 쓴 양피지(Palimpsest)’4)와 같다고 주장한다. 종주국은 식민국을 지배하기 위해
피 식민지인들이 종주국민을 모방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국 따라 하기와 구별 짓기라는 양가적 욕망이 작동함으로
써 피지배자는 ‘혼종’(hybridity)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바바는 식민지인의 흉내 내기(mimicry)가
저항 혹은 전복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어 흉내 내기를 통해 지배자의 권위를 위협하고 견
고한 믿음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본다. 비슷하게 애쉬크로프트(Bill Ashcroft)와 그리피스(Gareth
Griffiths)는 탈식민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로서 문화 혼종에 대해 “식민지화
에 의해서 만들어진 접전지대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식들

4) 종이가 없었던 시절 양피지에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써서 책을 만들던 고대의 글쓰기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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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118)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 『초당』은 1부에서 주인공 한청파의 가족관계와 제사, 풍수지리,
설날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고 2부에서는 한일합방
후 일제의 등장과 영향, 서양 선교사의 출현, 105인 사건과 제암리 화재, 마을 사람들의 만주로
의 이동, 신사참배 강요 그리고 조선인의 독립 열망과 3.1 독립운동 등 당대실제 사건과 관련성
과 더불어, 피 식민지인의 디아스포라로서 고뇌와 일본유학 그리고 식민지 조국에서 탈출하여 미
국행을 선택하는 과정을 1부의 연속선상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적으
로 벌어지는 와중에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구한말부터 한일합방 후 10년에 걸쳐 점차 변하여 사
라지는 조선의 전통문화를 안타까워하며 3.1운동의 참여 결과가 일제의 탄압만 가중될 뿐 조국
을 되찾을 희망을 잃고 방황하다 결국은 선교사에게 동행을 청원하여 미국으로 탈출한다.
한일합방 후 1911년 서울거리는 일제에 의해 벌써 변하여 시작했다. 1392년부터 수도로 정해
져 있던 서울의 8개의 성벽의 성문을 일본인들이 헐어내기 시작하여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
정을 관찰한 주인공 한청파는 다음과 같은 서울거리를 목도한다.
인력거와 자동차와 당나귀와 마차가 서로 밀치락 거리고 있었다. 자동차들은 희한한 구경
거리였다. 그것이 무슨 기이한 짐승 같아 보였으므로, 나는 이것 ― 이 짐승 ― 들만이 영혼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한국인들은 모
든 사물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자동차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전차선로를 보자 나는 서양기계에 한 번 타고 싶어졌다
(『초당』 242-43)

교통수단들이 혼성하고 있는 근대로의 길목에서 1부에서 보여주었던 전통문화는 2부에서 신식학
교, 곳곳에 들어선 일장기가 펄럭이는 2층 목조건물, 머리 깎기(단발), 일본 관립학교와 일본어로
만 소통 강요, 신사참배 강요, 일제의 향락과 퇴폐풍조 문화 조장 등이 혼재하면서 갑작스럽고도
서서히 변화한다.
이와 같이 『초당』텍스트에서 1부와 2부의 혼재하면서 일본식도 서구식도 조선적인 것도 아닌
제 3의 변화하는 일본의 식민지 문화가 조선사회에 노골적으로 때로는 슬그머니 정착하게 된다.
이 때 조선의 문화는 서구를 무조건 모방하는 일제에 의해 서구문화들이 강압적으로 조선에 침
투되고, 서구문화는 일제에 의해 굴절을 한 번 겪는데 더하여 기존 조선 문화와 섞이므로 인해
혼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변모를 거듭하게 된다. 더구나 주인공은 구한말에 출생하여 전통적인 조
선의 문화를 유년기부터 익히 보고 습득했고 성장하면서 한일합방 후 변해가는 식민지의 문화를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다. 서당에서 한자를 배웠던 주인공은 근대 서구 문명을 갈망하며 일본 동
경으로 유학을 가거나 서울로 가서 서양선교사가 세운 근대식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져가는 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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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전통적 사고와 근대식 사고의 중첩을 경험한다.
일제의 강압적인 문화침투와 더불어 조선사회에 진출한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 또한 조선의 정
신문화의 변화에 작용했다. 당시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전도사이기를 원하는” 서양 선교사에 대
해 한청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 학교의 한국인들이 서양의 성 심리학을 따르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언
제나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유교사회에서 남녀를 두 개의 다른 세계에 갈라놓는
동양의 윤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리스트교의 성 과학도 아니요 유교의 성
과학도 아닌, 종합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써 이편도 아닌 저편도 아닌 한국인 개종자를
만들어 내려 애쓰고 있었다. (382)

이와 같은 혼성된 환경에서 주인공은 조선인임을 철저히 숨기고 ‘하야시 야쿠로’ 라는 일본식이
름으로 일본어만 사용하면서 마치 일본인처럼 행동한다. 홀(Stuart Hall)이 “정체성은 고정된 자
아에 둘러싸인 통합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이하고 유동적인
것”(629)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한청파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을 시도할 때
하숙집 주인과 아들을 위시한 주변 사람들은 한청파를 일본인임 아님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한청파의 행동은 일본인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 이 흉내 내기는 3.1운동 때 길거리에
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재창에 동조할 때 일제에 대한 저항 혹은 전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고한 동포들에게 일제가 총칼과 고문을 더할 때 자칭 민족주의자인 주인
공은 독립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자 어린 시절부터 품어 왔던 박사
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탈출구로서 미국을 선택한다. 친일이 아닌 제
3의 세계인 미국을 선택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은 “연약하면서도 강한 끈”인 조선에 뿌리
를 두고 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철 들 무렵의 친구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방황하
고 있었다. 나의 짧은 18년 동안 나는 지상에서 일류 국가 중 하나가 붕괴하는 것을 목격
하였다. 눈에 보이는 이별의 끈은 이제 다 끊어졌다. 그러나 연약하면서도 강한 나의 끈
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눈에 보이는 끈도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끈은 그보다 더
아름다웠다. 배가 천천히 바다로 나아감에 따라 자꾸만 길게 풀어지는 저 눈에 보이는 끈
은 쓸쓸한 이별의 끈이지만 아아, 내 마음 속에 간직된 끈은....

조선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별의 끈에 불과하며 자신의 민족 정체성
은 변함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마음 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행으로의 선택은 전통적인 선비 가문의 장손으로 철저한 유교식 교육을 받았던 주인공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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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국의 가혹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상실한 채
더 이상 아무런 비전을 찾지 못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인에게 직면한 일종의 해결
방안 모색인 것이다.

III
미국문학계에서 한국계 미국작가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미국작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성장하였거나 출생이전부터
미국에서 체류한 부모를 둔 1.5세대나 혹은 2세대 작가들이다. 그러나 강용흘은 1921년 당시 동
양인의 이민과 귀화가 금지된 때에 미국에 와서 정착을 시작한 한국인이므로 현재 한인작가들과
강용흘의 문제의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함경도라는 특정지역 소년의 관점에서 격변기
조선사회의 단면을 묘사하는 『초당』은 1900년대 초반부터 1921년 사이의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문서로서 사라져가는 조선과 일본의 압제를 목도한 글 그대로를 작품 속에 담고 있어 당대의 문
화와 문화변동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동아일보』 12월 10일자에 이광수가 “ ‘근대 조선의 혼의 고민과 호소’가 주제이며 성공한 작
품”이라고 격찬했던 『초당』은 1부에서 주인공 한청파의 가족관계와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보
낸 어린 시절을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고 2부에서는 한일합방 후 일제의 등장과 영향 그리고
조선인의 독립 열망과 독립운동, 피 식민지인으로서 고뇌와 일본유학과 식민지 조국에서 탈출하
여 미국행을 선택하는 과정을 1부의 연속선상에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주인공의 조부와 조모
부친과 숙부, 고모 등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집안과 집성촌 마을의 분위기를 통해 옛
선비정신을 비롯한 한국인의 얼, 한국의 역사와 풍속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1부에서 그리고 있
다면 2부는 한일합방의 경위, 개화기 지식인의 고뇌, 3.1운동의 경위와 본질과 여파 속에 결국
조국을 잃은 식민지인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혼란과 좌절 그리고 위기의식에서의 탈출구 모색
등 디아스포라가 처한 입장을 상세히 서술했다.
모든 문화는 일방적일 수 없으며 쌍방향으로 서로 교류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에게 일제 문화의 획일성을 강요했다. 외래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반되는
문화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면서 문화혼종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통합되어 자리를 잡아갈
때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문화는 고정되었거나 폐쇄된 체계가 아니며 생성적
이고 역동적인 것이다. 『초당』에서 공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상세히 진술 할 때, 한국의 전통문화
의 상세한 설명과 한일합방 후 조선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공통적 감정 반응과 일제의 강압적인
탄압을 많은 대립 항들을 통해 식민주의와 근본주의의 문화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일
제에 의해 외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조선과 일본의 융합은 무의미한 폭력적인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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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뿐이며 식민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문화조장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공생 관계가 불가
능하고 힘 있는 쪽만이 약한 상대를 누르고 파괴하고 소멸시킬 뿐이다. 신사 참배, 창씨개명 등
일제는 하나로 통제된 이방의 문화를 조선에 강요하여 문화의 획일성을 강제했다. 강용흘은 일제
의 극단적인 입장을 경계하며 폭력성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세
계에 강한 연민을 호소했던 것이다.
1920년대에 미국 이민 후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발표된 자전적인 강용흘의 소설들은 당
대의 시대상을 광범위하게 반영한다. 『초당』에서 주인공 한청파의 유년시절과 일제 침략과 한일
합방 이후의 독립운동, 일본유학, 최종 미국 출발 행으로 종결이 되는 것에 반해 『동에서 서로
가다』는 미국에 도착하여 20여 년간 동양인 이주민으로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초당』에서 보여주는 문화혼종은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것으로 토착민 조선인으로서의 변화과정
을 목도하게 되는 입장이라면 『동에서 서로 가다』는 이주민으로서 서구라는 거대 조직에서 문화
에 적응하면서 생존해야 하는 이전과는 다른 입장에 처해있음으로 모국과는 또 다른 문화코드
적응으로 인한 문화혼종을 경험하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문화 간의 충돌과 대립이 발생
했고 일제가 조선의 전통과 생활양식과는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여 혼종성으로 식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때 디아스포라인은 지배국 친일이 아닌 제 3세계 미국으로 그 출구를 마련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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