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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헨리 필딩이 『샤멜라』와 『조셉 앤드류스』등의 작품을 통해 
리처드슨의 서사방식과 도덕률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소설 모델을 제시
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필딩은 리처드슨이 현실을 생생하게 모사한다는 명목
으로 내세운 “순간을 기록하는”(writing to the moment) 서술방식이 개연성이 
없다고 여겼다. 또한, 필딩이 보기에 “젊은 남녀의 마음에 미덕과 종교의 원리
를 함양하기 위해” 쓰였다는 리처드슨의 작품은 여성의 성적 순결만을 강조한
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작품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론 1장은 필딩이 『샤멜라』에서 리처드슨의 여주인공
이 지닌 미덕의 허위를 꿰뚫고 작품의 서사방식을 지적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
어 그가 『파멜라』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가한 방식을 분석한다. 리처드슨의 
작품에서 미덕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파멜라는 필딩의 작품에 와서 미덕을 하나
의 장사수단으로 활용하는 샤멜라가 된다. 또한, 파멜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묘사
하기 위해 리처드슨이 채택한 현재시제로 된 편지형식은 B 씨와 저비스 부인 
사이에 누워 눈 감고 자는 척하면서도 그 찰나에 어느새 앉아서 편지를 쓴 것
으로 묘사되는 샤멜라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조롱받는다. 심지어는 파멜라의 
편지를 직접 공수해서 발간했다는 편집자의 발언 역시도, 편지의 원본이 무엇인
지 아는 올리버 목사에 의해 거짓말임이 탄로 난다.
     본론 2장은 『조셉 앤드류스』에서 필딩이 여전히 『파멜라』의 모티프를 
활용하되 주인공의 성별을 바꿈으로써 젠더와 미덕을 함께 문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셉 앤드류스』에서 필딩은 여성의 순결만을 중시하는 당대 사회



ii

의 협소한 도덕률을 꼬집기 위해 남성 등장인물 조셉이 작품 내 수많은 여성 
등장인물들에 의해 성적으로 박해받는 모습을 그린다. 레이디 부비는 하인인 조
셉을 침대로 불러들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를 취하도록 종용하고, 슬립슬롭
은 조셉에게 유혹의 눈길을 끊임없이 보내지만 자신의 시도가 먹히지 않자 배
고픈 암호랑이처럼 조셉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조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
랑하는 여인 패니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자신의 정절을 수호한다. 그
는 순결을 지키는 대가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육체를 사수하고 패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본론의 2장은 이처럼 필딩이 중시하는 미덕이 리처드슨의 그것처럼 여
성의 처녀성을 우선시하는 협소한 미덕이 아니라, 남성의 정절에도 가치를 두는 
보다 포괄적인 미덕이며, 개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실행으로 옮겨지는 자발
적이고 실체적인 미덕임을 피력한다.
     본론 3장은 작품이 밀실에 갇힌 개개인의 내밀한 미덕에 초점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된 미덕을 제시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필딩은 자신의 
등장인물들이 실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리를 거닐게 함으로써 다양한 인간상
을 마주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목도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보다 
허영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순결 및 정절에
만 치중된 미덕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미덕을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특히 작품의 두 주인공 조셉과 아담스가 보여주는 미덕은 단지 개인적
인 성적 순결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공감, 박애, 자선 등 이타적인 
미덕으로, 이는 작품의 대주제인 확장된 미덕을 계시하는 기능을 한다.
     헨리 필딩의 작품은 18세기 영국 소설의 큰 흐름 가운데에서 리처드슨과
는 완전히 다른 계보를 보여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리처드슨이 서간체 소설
을 재발견했다면, 필딩은 희극적인 동시에 풍자적인 리얼리즘 형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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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처드슨의 작품이 대체적으로 한 인간의 내면에 몰입한 반면, 필딩의 작
품은 당대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단면을 그려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필
딩은 『조셉 앤드류스』의 서문에서 자신의 작품을 “산문으로 쓴 희극적 서사
시”(comic Epic-Poem in Prose)라고 천명한 바 있다. 즉 그는 리처드슨의 심리
적 리얼리즘과도 다르고 과거 이상적 로맨스와도 다른, 사실적이고 사회적인 새
로운 소설 양식을 개척하는 한편, 자신의 작품을 고전 문학의 전통 안에 안착시
키고자 한 것이다.

주요어 : 사뮤엘 리처드슨, 헨리 필딩, 『파멜라』, 『샤멜라』, 『조셉 
앤드류스』, 젠더, 미덕, 정절, 소설

학   번 : 2014-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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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다니엘 디포(Daniel Defoe), 사무엘 리처드
슨(Samuel Richardson)과 더불어 18세기 영소설의 창시자로 지목되는 작가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많은 평자들은 리처드슨과 필딩 작품의 유기적 관련성에 주
목하여 이 둘의 작품을 비교하곤 해왔다. 필딩의 몇몇 작품에서 리처드슨 작품
의 소재가 차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명시적으로 리처드슨 작품의 등장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극작가였던 필딩이 소설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에는 물론 검열법(The Licensing Act)1)으로 인해 더 이상 극을 공연할 
수 없게 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리처드슨의 작품이 내
세우는 편협한 도덕률이 타고난 기질에서부터 자유분방했던 필딩의 비위를 거
슬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리처드슨이 『파멜라』(Pamela)의 타이틀 페이지
에서 “젊은 남녀의 마음에 미덕과 종교의 원리를 함양하기 위해”(In order to 
Cultivate the Principles of Virtue and Religion in the Minds of the Youth of 
Both Sexes; title page) 작품을 썼음을 강조했지만, 필딩이 보기에는 리처드슨
이 중시하는 미덕이, 『파멜라』의 부제 “보상받은 미덕”(Virtue Rewarded)이 
암시하듯이, 사실은 보상받기 위한 미덕─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필딩은 “미덕과 종교의 원리를 함양하기 위한” 거창
한 도덕적 목적을 내세우는 리처드슨의 미덕이 실은 성적 순결과만 동일시된다

1) 연극을 통해 영국 정부에 대해서 풍자하는 것을 통제하고 검열하기 위해 1737년에 만들어진 법. 

필딩은 1730년대부터 쓰고 있었던 소극과 풍자극으로 당대 수상으로 장기 집권하던 로버트 월폴

(Robert Walpole)을 비판했으나 1737년 6월 검열법의 통과로 인해 더 이상 정치 풍자극을 공연할 

수 없게 되자, 극작가로서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다(조유정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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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의 허위와 위선을 꿰뚫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간다.
     필딩은 『샤멜라』(Shamela)를 필두로 하여 『조셉 앤드류스』(Joseph 
Andrews)와 『탐 존스』(Tom Jones)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거의 모든 작품에
서 ‘정절’이라는 미덕을 소재로 설정하여 작품을 진행시킨다. 먼저 그는 리처드
슨의 『파멜라』에 대한 풍자작(作) 『샤멜라』를 집필하여 정절이 손상될 위
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여성 등장인물을 도리어 손상되길 바라는 여성으
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리처드슨식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는, 이후 『조셉 앤
드류스』에서 주인에 의해 순결을 잃을 위험에 처한 하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
는 등 여전히 『파멜라』 스토리의 큰 틀을 유지하되, 주인공의 성별을 바꾸어 
리처드슨 및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성(性)이데올로기의 전복을 꾀한다. 뿐만 
아니라 『탐 존스』를 통해서는 비록 성적으로는 문란하지만 이타의 덕성에 있
어서는 작품 속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남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 진정
한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처럼 필딩의 여러 
작품에서는 ‘곤경에 빠진 정절’이라는 테마가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필딩이 단
순히 리처드슨을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독자들로 하여금 젠더, 계급, 사회 이데
올로기, 미덕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골자이다.
     ‘미덕’의 문제는 사실 영국 ‘소설’ 발생의 이념적 토대 가운데 하나이다. 
맥키언(Michael McKeon)은 자신의 에세이 ⌜장르적 변동과 사회적 변화: 소설
의 발생에 대한 재고⌟(“Generic Transformation and Social Change: Rethinking 
the Rise of the Novel”)에서 “범주의 불안정성에 대한 두 가지 큰 예”(two great 
instances of categorial instability; 383)가 소설의 발생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장르적 범주”(generic categories)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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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어떻게 서사 내에서 진실을 말할 것인지”(how to tell the truth in 
narrative; 383)에 대한 인식론적인 위기와 관련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 범
주”(social categories)의 불안정성으로 “어떻게 외적인 사회적 질서가 그 구성
원들의 내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와 관련되는지”(how the external social order is 
related to the internal, moral state of its members; 383)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
기와 연결된다.
     맥키언은 편의상 첫 번째 장르적 범주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은 인식론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진실의 문제”(questions of truth)로 일컬으며, 두 번째 
사회적 범주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도덕적 위기를 “미덕의 문제”(questions of 
virtue)로 일컫는데, 이 중 첫 번째 범주인 “진실의 문제”를 “‘역사’와 ‘문학’, ‘사
실’과 ‘소설’ 사이를 지속적으로 구분 지으려는 의지”(will to distinguish 
consistently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fact” and “fiction” 384-85)와 
관련된다고 본다. 18세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위나 선험적인 전통
에 의존”(a dependence on received authorities and a priori traditions; 383)하던 
“로맨스 이상주의”(romance idealism)로 인해 역사와 문학, 사실과 소설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후 과학 혁명(the scientific revolution)과 
인쇄술의 발달(the typographical revolution), 종교 개혁(Protestant 
Reformation) 등의 문화적 움직임에 따라 “순진한 경험주의”(naïve empiricism)
가 태동하게 된다. 풀어 설명하자면,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과학 혁
명의 발발, 수집될 수 있고, 카테고리화 될 수 있으며, 분석될 수 있고, 교정될 
수 있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인쇄술의 발달2), 신앙을 통해 신자 개개인이 직접

2) 과학처럼 인쇄술 역시 객관적인 리서치 개념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별개의,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물에 맞는 판단의 기준을 지지한다. 또한, 인쇄술은 “사물이나 사건을 정확히 복제”(the 

exact replication of objects or events)한다는 점에서 사실성‧진실성(veracity)의 시금석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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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과 연결됨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3)의 대두 등이, 개인의 경험을 
‘충실히’ 보고한다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순진한 경험주의”를 낳은 것이
다. 그에 따라, 18세기 이전에 유럽에서 성행했던 로맨스 장르가 실제적 삶과 
동떨어진 사건들을 다루면서 말 그대로 ‘이상적’인 등장인물들과 ‘이상적’인 엔
딩을 설계코자 한 일종의 허구 장르였다면,4) 이에 대해 반기를 든 서사 양식 
및 장르가 “순진한 경험주의”에 의해 싹트게 된다. “순진한 경험주의”를 잘 보여
주는 문학적인 예로는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를 들 수 있
는데, 여기서 화자는 자기 고백적인 일기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글을 쓰고 있는 크루소 자신이 진짜 실존하는 사람이며, 본인의 글이 실제 사건
을 바탕으로 한 여행기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작품 내에서 명시적으로 기
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날짜나, 특정한 인물, 혹은 세부적인 사물 묘사 등은 “순
진한 경험주의”가 표방하는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이다. 리처드슨의 『파
멜라』 역시도 서간체 형식을 통해 여주인공이 겪은 경험이 장소, 요일, 시간대
를 포함하여 생생히 기록되는 모양새를 띤다는 점에서 순진한 경험주의의 또 
다른 예가 된다.

한다(McKeon, “Generic” 386).

3)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인을 고양시키며, 전통의 선험적인 발언보다는 그 개인에 의해 행해진 경험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성서만을 믿는 일종의 “책의 종

교”(the religion of the Book)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게 경전의 진실을 ‘진짜 역사’의 진실로 

승격시키는 경향이 있다(McKeon, “Generic” 387).

4) 맥키언에 따르면, 17세기 말 무렵부터 ‘로맨스’의 의미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훨씬 더 경멸

적인(pejorative) 것이 되었다고 한다. 로맨스는 점차 거짓말(lying)과 허구화(fictionalizing)를 무

차별적으로 포함하는 기만(deceit)의 한 종류를 상징하게 되었고, 따라서 로맨스와 가장 반대되는 

카테고리는 “소설”(the novel)이 아니라 “진짜 역사”(true history)로 간주되었다(McKeon, 

“Generic”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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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순진한 경험주의” 역시도 “극단적 회의주의”(extreme skepticism)
에 의해 전복된다. “극단적 회의주의”는 “순진한 경험주의”와 마찬가지로 로맨스
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경험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이중부정”(double 
negation)의 입장을 취한다. 즉 로맨스의 허구와 경험주의의 허구 두 가지 모두
를 지적하는 것이 극단적 회의주의인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
적 예는 필딩의 『샤멜라』이다. 『파멜라』의 편집자가 자신이 파멜라의 편지
를 ‘실제’로 공수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것을 출판하고, 파멜라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현재시제를 써가며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소상히 기록
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하려 할 때, 『샤멜라』의 편집자는 그 편지가 사실은 
고용된 사람에 의해 ‘각색’된 것임을 폭로하고, 샤멜라는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 등의 말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함
으로써 개인의 경험을 사사건건 충실히 기록하는 본새의 허점 및 허구를 보여
주는데, 이는 순진한 경험주의가 메우지 못한, 혹은 메울 수 없는 틈을 보여준
다. 극단적 회의주의는 경험한 것을 충직히 나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만이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 믿는 ‘순진한’ 경험주의의가 단지 “과거 로맨스
류(類)를 새롭고 교묘하게 현대화시킨 것에 불과하다”(nothing more than a new, 
and artfully modernized, species of the old romance; McKeon, “Generic” 388)는 
점을 패러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회의주의 또한 그 반대의 것만큼이나 안정적이지 못하다. 
맥키언의 지적처럼 극단적 회의주의의 “사실성에 대한 주장이 로맨스 이상주의
의 부정[순진한 경험주의]의 부정으로 단순히 상정된다면, 이는 로맨스와도 다
르고, 순진한 경험주의의 너무나 자신만만한 사실성과도 다른, 이중 부정의 메
타 비평에 의해 규정된 진실의 비밀스러운 피난처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반증
하기 때문이다(389). 쉽게 말해, 극단적 회의주의가 로맨스 이상주의를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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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로맨스 이상주의를 비판하는 순진한 경험주의 역시도 비판한다면, 이
중 부정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었던 극단적 회의주의가 설 자리 역시 
필연적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맥키언은 비록 순진한 경험주
의와 극단적 회의주의가 이처럼 각각 그 자체만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이것들이 
“그들 스스로 안에서가 아니라, 서로 서로에게서, 즉 그들의 변증법적 관계 안
에서, 서사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방법에 관한 두 개의 경쟁하는 버전으로서 안
정성을 달성한다”(they attain stability not in themselves but in each other, in 
their dialectical relationship, as two competing versions of how to tell the truth 
in narrative; 389)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두 인식론이 변증법적 갈등
을 통해서 소설의 발생의 한 축을 지탱하게 되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실의 문제”가 소설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범주 중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남은 한 가지 범주는 바로 (본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미덕의 문제”이다. 맥키언은 “미덕의 문제” 역시 “귀족적 이데올로
기”(aristocratic ideology)와 “진보적 이데올로기”(progressive ideology), 그리
고 “보수적 이데올로기”(conservative ideology)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전통적인 “귀족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힘, 
부, 명예로운 지위, 태생, 계급 등은 그 자체만으로 개인적 장점이나 미덕을 암
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짙었지만(390), 이후 중산층의 대두로 말미암
은 계급 및 지위의 불안정성은 태생이라는 것이 “단지 ‘로맨스’”(a mere 
‘romance’)와 같은 허구이며, ‘진짜’ 명예는 계급이 담보하던 명예가 아니라 개
개인의 미덕에 달려있다는 견해가 성행하게끔 인도한다. 이로 인해 태동한 것이 
바로 “진보적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진보적 이데올로기” 역시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순진한 경험
주의”가 “극단적 회의주의”에 의해 전복되었듯이) 그와 정반대항에 있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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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체된다.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명예를 개인적인 미덕
에 달려있는 민주적인 가치인 양 정의하려 했지만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사실
은 그것이 “단순히 귀족적 명예의 세속화일 뿐”(only a secularization of 
aristocratic honor; 392)이라는 비판의식에서 나타난 것이다. 거칠게 말해, 자본
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중산층은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
히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미덕을 강조했지만, 그들 역시도 자본을 이용해 작위
를 삼으로써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합법화하는 “진보적인 건방진 놈
들”(progressive upstarts)이라는 인식을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또 다시 『파멜라』와 『샤멜라』를 비교해보자. 
먼저 작품 『파멜라』가 한낱 하녀에 불과했던 소녀가 B 씨에 의해 순결이 훼
손될 뻔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정절을 외침으로써 그를 감화시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리하여 신분이 상승하게 된다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
다면, 『샤멜라』에서 필딩은 오직 돈을 위해 순결이 자신이 지닌 미덕인 양 가
장하여 높은 계급의 주인과 결혼하게 되는 파/샤멜라의 실체를 역으로 그려내 
보임으로써 개인적 미덕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현시한다. 
부, 태생, 신분, 계급 등이 미덕을 상징하던 “귀족적 이데올로기”와 견주어 보았
을 때, 그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일개 하녀가 자신의 덕성을 발판 삼아 주인
과 결혼함으로써 높은 지위에 오르는 플롯은 다른 무엇보다 개인적 미덕이 중
요하다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지만, “보수적 이데올로기”
는 그 개인적 미덕이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냉소
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다. 맥키언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변천 과정 속에서 “어
떻게 미덕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서사의 중심”(The 
question of how virtue is signified has an inherently narrative focus; 393)이 됨
을 다시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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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키언의 주장에 따라 미덕이 소설의 서사 안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미덕이 근원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 파악하는 일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선
행되어야 함은 분명해진다. 원래 ‘미덕’(virtue)의 어원은 ‘남자’라는 의미의 라
틴어 ‘vir’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대의 정치 담론에서 미덕은 특수집단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 좋은 집안에 재산이 있고 땅을 가진 사람들
만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덕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당대에 성행했던 관점이었다. 즉 돈이 없고 남에게 예속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
야 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미덕을 가질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후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가 도래했을 때도 미덕은 고대의 정치담
론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포콕(Pocock)에 따르면 “미덕은 공공의 
선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It could signify a devotion to the public good; 41)했
으며, “통치하는 일과 통치 받는 일에 참여하는 시민들 사이의 평등 관계의 실
행 혹은 실행의 전제조건”(the practice, or the preconditions of the practice, of 
relations of equality between citizens engaged in ruling and being ruled; 41)으
로 기능했다. 즉 미덕은 땅을 가진 시민들이 공공의 선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했
던 ‘정치적’인 자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덕이 이처럼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다른 
집단들의 이익 및 목적에 맞게 전유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내포한다. 실제로 
미덕은 자본주의(capitalism) 및 상업주의(commercialism)가 발전함에 따라 점
차 새롭게 부상한 부르주아지(bourgeoisie)들이 귀족과 땅을 가진 젠트리
(gentry) 집단에 맞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르주아지들은 귀족 및 땅을 가진 젠트리 집단과의 권력 싸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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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
는 집단으로 표상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를 ‘덕이 있
는’(virtuous) 무리로 일컫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들은 귀족 및 젠트리 집단이 
부를 통해 방탕과 부패를 일삼는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그들처럼 세습된 재
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를 축적한 
‘덕 있는’ 집단으로 상징화했던 것이다. 이 같은 미덕을 위시한 각 계층의 자기 
정당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덕’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현대인들이 생각하
는 것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이데올로기가 녹아있는 하나의 장(場)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장 안에서 미덕은 
여러 이데올로기가 치고 박는 동안 문자 그대로 ‘곤경에 빠지게’ 된다.
     브리센덴(R. F. Brissenden)의 『곤경에 빠진 미덕』(Virtue in Distress)은 
이처럼 점차 급격하게 변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미덕’이 표상
되었는지, 또한 왜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된다. 브리센덴은 “곤경에 빠진 미덕이라는 주제의 출현은 넓은 의미에서 도덕
적 이상주의와 실제적인 행동의 세계를 갈라놓는 거리감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
된”(The emergence of the theme of virtue in distress in the widest sense grew 
out of an awareness of the distance which separated moral idealism and the 
world of practical action; Brissenden 77) 것이라 정의 내린다. 그러나 그는 “순
수함이 세상에 의해 부패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험의 결과가 쓰라릴 수 있
다는 것”(That innocence may be corrupted by the world, and that the fruits of 
experience can be bitter; Brissenden 127), 즉 실제적인 행동의 세계 안에서 
‘곤경에 빠진 미덕’이 18세기에 ‘막’ 도래한 관념이 아니라는 것 역시 분명히 한
다. 그에 따르면 ‘곤경에 빠진 미덕’이라는 주제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늘 기
본적인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와서 소설가와 독자들이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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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적”(hysterical)으로 그 주제에 반응한 데에는 “18세기의 미덕의 개념이 너
무나 야심찼다”(the eighteenth century’s conception of virtue was too ambitious. 
Brissenden 127)는 데에 있다. 18세기 정통의 사회적, 종교적, 철학적인 이론에 
따르면 미덕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받아야 마땅한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었다. 가령, ‘이론상’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거나 성공한다는 식으로 
표상된다거나, 모든 사람은 이성적이라 선과 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
에 누구든지 고결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미덕에 상응하는 보답을 즐길 가치
가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성행했던 “정통적”(orthodox)인 입장이었다(127). 하
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은 늘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그 시대가 지닌 이상적
인 전망은 “합리적”(rational)이고, “진보적”(liberal)이며 “인간적”(humane)인 종
류의 것이었지만, 앞에서도 짧게 살펴보았다시피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맥락은 
전망이 절대 그처럼 낙관적일 수는 없음을 암시할 뿐이었다. 브리센덴에 의하면, 
이로 인해 당대 사람들은 “용이한 냉소주의와 비관주의로 후퇴할 유
혹”(temptation to retreat into pessimism or an easy cynicism)을 느끼며 세상과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감상적인 태도”(sentimental attitude)를 취하게 되었다
고 한다.
     문학에서, 특히 시 장르에서는 이러한 “감상적인 태도”가 현실도피
(escapism)적인 스토리로 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덕성(morality)과 극
기(stoicism)를 강조하는 필딩이나 존슨(Samuel Johnson)과 같은 작가들도 드
물게 존재하기는 했지만, 18세기의 대다수 작품에서는 미덕이 점점 더 “유약하
고 섬세한 것”(something frail and delicate),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쉽게 부패
되기 쉬운 것”(something essentially passive and easily corrupted), “무엇보다도 
보호가 필요한 어떤 것”(something, above all, which needed protection)으로 간
주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에 따라 ‘감상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쓰인 ‘감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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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세상에 대해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태도
를 취하기가 쉬웠고, 이는 당대 세태를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한 것이었다.
     리처드슨의 『파멜라』는 이러한 시대상을 잘 드러내는 작품들 중 하나이
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덕은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적에 맞게 정의되어 그 
의미와 내용이 한정되고 틀어지곤”(송윤혜 81) 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
진 리처드슨은 부르주아지나 귀족 및 땅을 가진 젠트리 집단이 아닌 일개 하녀
가 자신이 지닌 미덕을 발판 삼아 성공을 하는 내용을 작품 속에 담음으로써 
미덕을 보다 민주적인 가치로 재정의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의 ‘미덕’은 이타심이나 도덕심 혹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울 줄 아는 동정심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의 미덕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만 특히 요구
되었던 ‘순결을 지키고자하는 곧은 절개’, 즉 ‘정절’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5)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필딩은 자신의 작품 활동
을 통해 리처드슨의 편협한 도덕률에 비난의 화살을 가한다.
     맥(Maynard Mack)이 주장하듯이, 필딩에게 있어 도덕적 모범의 사례로 
제시된 리처드슨의 『파멜라』(Pamela)는 “꽤 저속한 부르주아 성공 이야기”(a 
rather vulgar bourgeoise success story; Mack 52)였을 뿐이며, 미덕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파멜라는 “미덕을 거래하는 중산층 기업가”(a middle-class 
entrepreneur of virtue; Mack 52)로 비춰졌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파멜라의 
정절은 “보상받은 미덕”이라는 부제가 설명해주듯, 그녀가 신사와 결혼함으로써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하나의 매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맥키언의 표현에 의거,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파멜라』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이튼(Eton) 학교와 레이던(Leiden) 대학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보수적’

5) 본론 1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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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귀족 출신 필딩에게 있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저속한’ 글로 인식된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실제로 리처드슨은 런던의 식자공으로서 중산계
급에 속했고, 따라서 자연스레 그의 글에는 중산층이 표상하는 미덕이 녹기 마
련이었는데, 필딩은 이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자의 세속적인 미덕으
로 간주했던 것이다.6) 와트(Ian Watt)에 의하면, 당대 중산층은 자신들의 도덕
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귀족 및 젠트리 집단의 성적 방종을 문제시 했는
데, 그 과정에서 엄격한 성(性) 도덕성, 즉 미덕을 성적 순결과 동일시하는 태
도가 중산층 내에서 불문율처럼 자리하게 된다(Watt 155-57). 『파멜라』는 
이러한 중산층의 청교도적 성 도덕성을 표방(까지는 아니라면 적어도 분명히 
제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젠트리의 일원인 필딩이 이 글을 편협한 미덕을 내
세우는 글,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계급을 공격하는 글로 읽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
다.7)

     이러한 연유로 필딩은 작품 『샤멜라』와 『조셉 앤드류스』 등의 일련의 
작품을 집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타산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읽혀질 
여지가 있는 리처드슨 내지는 그의 작품의 도덕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정

6) 『파멜라』가 개인의 미덕을 무기로 지주이자 귀족인 B 씨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와 결혼하는 하녀 

파멜라를 통해 신분 및 계급을 무마시키는 평등주의적이고 진보적‧민주적인 정신을 내세웠지만, 필

딩은 『조셉 앤드류스』에서 신분이 상승한 이후의 파멜라의 모습을 완전히 체제 순응적이고 젠트리 

계층의 기준을 내면화한 인물로 역전시킴으로써 중산층이 표방하는 가치의 허구성과 한계를 제시

한다.

7) 이를 감지한 로슨(Claude Rawson)은 필딩 작품에는 “계급 적대성”(class-antagonism)적 요소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때때로 서투르고 무거운 중산층의 조심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덜 제약받는, 더 자유로운 귀족적 기질이 느끼는 불쾌감”(the distaste of a freer, less 

constrained, ‘aristocratic’ temperament for a sometimes awkward, heavy, middle-class 

caution; Rawson, HF 3)으로 풀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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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의 미덕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에 대한 결과로써 
맥킬롭(Alan D. McKillop)이나 미치(Allen Michie)와 같은 평자들은 필딩과 리
처드슨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그들에 대한 상반된 비평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
을 읽어내려 하였고, 그 밖의 상당수의 비평가들은 필딩이 작품을 통해 현시하
고자 하는 ‘미덕’ 내지는 ‘도덕률’에 더욱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해
석해왔다. 먼저, 맥킬롭은 리처드슨과 필딩 사이의 관계가 지금껏 많은 평자들
이나 독자들이 대개 생각하듯이 그저 앙숙 관계만은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예로써 필딩이 리처드슨의 『클라리사』(Clarissa)를 “가장 위대한 부르주
아 드라마”(the greatest of bourgeois dramas; McKillop 426)로 극찬했으며, 리
처드슨 역시도 그의 칭찬에 고무되어 무어(Edward Moore)에게 쓴 편지에서 필
딩을 언급할 때 우호적인 필치로 묘사한 바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맥킬롭은 
이후 “필딩의 성공에 대해 리처드슨이 질투”(Richardson’s jealousy of Fielding’s 
success)가 나서 『탐 존스』를 맹렬히 비판했으며(429), 그에 대한 반격으로
써 필딩 역시도 리처드슨의 자아도취적인 글 쓰는 스타일을 비난(431)했다는 
데에 주목하여, 이 둘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음을 시사한다. 맥킬롭의 시대로
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1990년대까지도 리처드슨과 필딩의 관계는 많은 평자
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미치는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리처드슨과 필딩 사
이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조심스럽거나 균형적인 논평이 제시되지 못해왔다
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영국 문학 비평의 모든 부분에서 어
떻게 이 (리처드슨과 필딩 사이의) 경쟁구도가 가장 확고부동한 진리 중 하나
로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to demonstrate the history of how 
this rivalry came to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most unshakable “truisms” in 
all of English literary criticism; Michie 14) 것이 자신의 의도라 밝히며, 이 둘 
사이에 대한 논쟁이 영국 소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14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높여주는바,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독자들
에 의해 리처드슨과 필딩에게 투영된 “반복되는 이분법”(recurring dichotomies)
을 살펴봄으로써 둘 사이의 경쟁 구도가 보여주는 역학관계(dynamics)를 조명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리처드슨과 필딩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비평을 한 입장이 있다
면, 필딩 작품이 보여주는 도덕률에 주안점을 두는 부류도 있다. 이 부류의 연
구는 주로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특히’ 집약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먼
저, 워크(James A. Work)는 자신의 에세이 ⌜헨리 필딩, 크리스천 검열관⌟
(“Henry Fielding, Christian Censor”)에서 필딩이 작품을 통해 “선량함과 순수함
을 권고하고”(recommend goodness and innocence) “미덕의 명분을 고취하고
자”(promote the cause of virtue) 했음을 피력하면서 필딩이 “그의 세대에서 가
장 중요한 크리스천 도덕주의자”(the most important Christian moralist of his 
generation)라 평가한 바 있다(140-48). 또한 스필카(Mark Spilka) 역시도 필
딩이 작품 활동을 통해 “미덕이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항상 시도했음”(Fielding always attempted to show that virtue can be a 
successful way of life)을 지적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모든 
도덕률을 압도함”(warmheartedness prevails over all morality)을 보여주는 작품
으로 『조셉 앤드류스』를 읽어낸다(66). 뿐만 아니라, 와트는 작품 『샤멜라』
를 분석하는 에세이 ⌜샤멜라⌟(“Shamela”)에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미덕들
을 강조하는 것이 필딩의 전형”(emphasis on the social and moral virtues is 
typical of Fielding)이라며 필딩의 도덕주의자적인 면모를 강조했으며(49), 마찬
가지로 셰즈그린(Sean Shesgreen)은 필딩이 “근본적으로 도덕주의
자”(fundamentally a moralist)이며, “가르침이야말로 그의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
이다”(instruction is the ultimate purpose behind his work)고 주장한다(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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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데이치스(David Daiches)는 필딩이 작품을 통해 전도하고자 하는 도덕
성은 (『파멜라』에서 현시되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미덕이라기보다 마음의 
선함”(goodness of heart rather than technical virtue)을 중시하는 도덕성이며, 
이는 “육신의 죄를 감정의 관대함에 대항하는 죄에 비해 훨씬 가볍게 간
주”(sins of the flesh [are] regarded much more lightly than sins against 
generosity of feeling)하는 미덕임에 주목한다(719).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보
다 세부적으로 바테스틴(Martin Battestin)은 『조셉 앤드류스』의 두 주인공 
조셉과 아담스가 각기 ‘정절’(Chastity)과 ‘자선’(Charity)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고 설명하면서, 필딩의 작품 내에서 현시되는 미덕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한다
(26). 필딩 작품에 대한 전기비평을 한 다우니(J. A. Downie) 역시 필딩이 광교
회파(Latitudinarianism)에 속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그의 작품들 중 특히 『조
셉 앤드류스』와 『탐 존스』에서 착한 천성(good nature)을 강조하는 광교회
주의적8) 가르침이 잘 녹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8).
     그러나 버틀러(Gerald J. Butler)는 바테스틴을 비롯, 필딩의 소설을 그의 
“이상적인 의도”(idealistic intentions)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는 시각에 반대한
다. 그는 필딩의 예술을 루치아누스적인(Lucianic), 키케로적인(Ciceronian), 혹
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Aristotelian), 스토아주의의(Stoic), 혹은 감상적인
(sentimental), 광교파(latitudinarian)의 기반을 둔 작품 등으로 라벨을 붙여 읽
어내려는 “낡은 학문”(the old scholarship)은 현대 독자들에게 심어진 법과 질

8) 뮐러(Patrick Müller)는 필딩과 스턴(Laurence Sterne), 그리고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의 

작품에 녹아있는 도덕 신학을 연구하는 자신의 저서 『18세기 문학에서의 광교회주의와 교훈주의』

(Latitudinarianism and Didacticism in Eighteenth-Century Literature)에서 필딩의 광교회주의

를 베이커(Sheridan Baker)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선행으로 감미된, 고전적으로 스토아적인 유신

론”(a classically stoic theism, sweetened with benevolence, LDECL 230, 재인용)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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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law and order)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신에 필
딩 작품 속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people of flesh and blood)을 마음속에 그리
면서(envisioning) 가상 세계에서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 느끼는 것에 주목해
야 한다고 피력한다(85-86).
     이와 같이 필딩의 작품을 어떤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주의적 관점과 맥이 
닿는다. 배리(Simon Varey)는 필딩의 작품을 일종의 역사로 일컬으며 그의 작
품은 18세기 당대에 대한 필딩의 견해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에 
따르면, 필딩의 작품은 성(sex), 폭력(violence), 도덕성(morality), 인간의 위
선(hypocrisy)과 허영(vanity), 돈(money), 계층(class)의 문제 등 당시 사회의 
전반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일종의 역사라는 것이다(Varey, ASMT 18-19).
     한편 『조셉 앤드류스』에서의 “문제는 계급갈등이었다”(The issue was 
class conflict; McCrea 485)고 읽는 비평적 견해도 있다. 말하자면, 18세기 당
시 귀족계급과 중산계급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및 갈등이 필딩의 작품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케틀(Arnold Kettle)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17세기 글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리얼리즘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계급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리얼리즘에 대한 요구는 떠오르는 도
시민들과 자본주의자 농부들의 근본적인 요구와 일치했는데, 이러한 요구는 봉
건 질서를 영속화하기 위한 시도와 연관되는 신비화를 일소하는 것이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growth of realism in almost all aspects of 
seventeenth-century writing was to a great extent a class matter. The 
demand for realism tallied with the underlying demand of the up-and-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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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hers and capitalist farmers for a sweeping away of the mystifications 
which they associated with attempts to perpetuate the feudal order. (Kettle 
120)

다시 말해,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리얼리즘 소설은 기존의 봉건질
서의 영속화를 가능케 했던 신비화를 제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므로 리얼
리즘 소설의 성장은 계급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케틀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리히터(David H. Richter)는 위와 같은 필딩 작품에 대한 이데올로
기적인 읽기(ideological readings) 및 비평(ideological criticism)에 회의적인 시
각을 보낸다(3-12). 그는 크로프(Carl R. Kropt), 스팩스(Patricia Ann Meyer 
Spacks), 리케티(John Richetti) 등이 젠더나 계급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서 필딩 작품을 읽는 것에 주목하고는, 필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
적”(ideologically neutral)이며, 만약 그의 작품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읽어낼 여
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이유”(formal reasons)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적 선택”(artistic choices)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딩 작
품에서 인상적인 몇몇 구절만을 뽑아내어 맑시스트(Marxist) 혹은 페미니스트
(Feminist) 관점에서 비평을 할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반에 더욱 조응하는 독
해”(a reading more responsive to the text as a whole; Richter 11)를 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비평과 형식적 비평이 나란히 설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그의 입
장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역사주의 비평도 존재한다. 그 중, 헌터(J. Paul Hunter)
의 에세이는 필딩 작품을 그것이 쓰인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필딩이 “반동적인 개척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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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ary pioneer)로서 시골과 도시적 삶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오래된 가치에서부터 매우 새로운 가치에 이르는 길을 텄고, “국가의 문학
적 에너지”(nation’s literary energies)를 “드라마의 공적인 양식”(the public 
modes of drama)으로부터 “사색적인 소설의 사적인 양식”(private ones of 
reflexive fiction)으로 돌리게끔 공헌했으며, “현대적 관심”(modern concerns)인 
시대(eras), 장르(genres), 수사적 양식(rhetorical modes) 사이에서 열심히 씨
름한 인물이니만큼, 자신의 에세이는 필딩의 “의식의 기록을 탐험하기 위한 역
사적인 세부사항”(historical detail to explore the record of one consciousness)
에 초점을 둔다고 공언한다(xii).
     그 밖에 고드윈(William Godwin), 머드포드(William Mudford), 엘리엇
(George Eliot), 스티븐(Leslie Stephen), 밀러(Henry Knight Miller), 햇필드
(Glenn W. Hatfield), 밀(John Stuart Mill) 등을 위시한 언어 비평(Linguistic 
Criticism)도 적잖이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햇필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
면 필딩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세련됨으로는 명성을 얻지 못해왔
다”(Fielding has not, . . . , in the traditional view, been credited with much 
sophistication at all in matters of language; Hatfield 2)고 하면서, 필딩의 언어
를 “부주의하고”(careless), “저속하며”(Meanness), “부자연스럽다”(unnatural)고 
칭했던 비평가들을 예로 든다. 비록 그 반면에서 필딩의 찬양자들이 그의 언어
를 두고 “활기차고”(vigor) “편한”(easy) 스타일이라며 칭찬한 것 역시 햇필드는 
놓치지 않고 담아내지만, 그런 표면적인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작가와 독자 사
이의 그리고 등장인물과 등장인물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자각”(the 
consciousness of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character and 
character and between author and reader; 3), 혹은 “언어에 대한 순전한 민감
성”(the sheer sensitivity to language) 등을 여러 비평가들은 놓치고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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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면서, 자신은 “그 시대의 언어적 타락에 대한 필딩의 민감성”(Fielding’s 
sensitivity to the linguistic prostitutions of his age)에 주목하고, 필딩이 진정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9)을 일평생 탐구”(his lifetime search for a means . . 
. of expressing the truths of sincerity)한 것에 초점을 둘 것을 선언한다(2-6).
     또 다른 비평적 입장은 필딩의 작품을 서사시나 희극 로맨스 전통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하며, 그것이 지닌 효과를 분석하는 갈래이다. 먼저, 비셀
(Frederick Olds Bissell)은 『조셉 앤드류스』의 서문(Preface)에 주목하여, 로
맨스에 대한 필딩의 경멸은 그것의 지나침(extravagances) 때문이며, “산문형식
이든 시형식이든, 서사시적인 내용이 로맨스는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 세계를 보
여준다”(the epic, in prose or verse, presents real life, while the romance does 
not; Bissell 27)는 것을 필딩이 작품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0) 또한, 
파워(Henry Power)는 필딩의 작품이, 그것의 타이틀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
이, “세르반테스의 매너를 모방하여 쓰여진”(Written in Imitation of the Manner 
of Cervantes) 것이며, 주제적으로는 리처드슨의 『파멜라』와 분명한 연결고리
가 있지만, 필딩이 작품의 초반에 자신의 ‘새로운 종류의 글쓰기’(new Species 
of writing)를 ‘서사시’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느니만큼, 그의 글 안에는 
고전 텍스트(ancient text)와의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에 주목한

9) 햇필드에 따르면, 필딩에게 있어 부패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방식은 풍자(satire)와 아이러니

(irony)였다고 한다.

10) 그러는 한편, 비셀은 “필딩의 소설이 이러한 문학적 전신 없이 쓰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

는 것은 잘못”(wrong . . . in assuming that Fielding’s novels could have been written without 

these literary predecessors)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딩은 “이전에 언급된 문학적 원천에 너무나 정

통해있기 때문에 그의 예술이 대부분 독창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so familiar with the 

literary sources previously discussed that it seems erroneous to assume that his art is 

predominantly original) 것이라 못 박는다(Bissel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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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21). 골드버그(Homer Goldberg) 역시도 필딩의 ‘새로운 종류의 글쓰
기’에 주목하면서, 필딩이 첫 소설에서 착수한 서사 양식은 그가 감탄하며 바라
봤던 다른 문학─가령, 세르반테스(Cervantes), 스카롱(Scarron), 르 사즈(Le 
Sage), 마리보(Marivaux)의 작품들─에서 차용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이어 골
드버그는 이러한 문학적 전신들에서 필딩이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그 특정 소
재들과 장치들을 채택 및 개조했는지”(adopted and reshaped particular 
materials and devices), 나아가 “그의 선조들의 관행과 필딩의 관행을 비
교”(comparing his practices with those of his predecessors)하는 작업이 자신의 
우선 과제임을 표명한다(ix-xi). 뿐만 아니라, 메이스(Nancy A. Mace)는, 와트
의 『소설의 발생』(The Rise of the Novel) 출간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와트의 
논지를 따라 필딩의 소설을 두고 중산계급 독자들(middle-class readers)의 구
미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고는 필딩이 고전 문학을 사용한 것을 단지 
“박식한 비평가들을 달래기 위해 고안된 장신구”(ornament designed to appease 
his learned critics; Mace 11)로 치부하며 그의 작품을 로맨스 내지는 다른 ‘모
던한’ 장르와 연관 지으려고 했던 것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셰이(Bernard 
Shea)를 비롯하여 고드(Caroline Goad)나 나이트(Charles Knight) 등은 필딩이 
그의 작품 내에서 고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다른 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유
용한 조사(useful surveys)를 했으나, 이들마저도 독자들의 고전에 관한 학식
(classical learning)을 고려하지 않거나, 왜 필딩이 특정 작가들을 끌어냈고, 어
떻게 그것이 필딩 작품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광범위하
게 탐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하리라 언명한다
(12-13).
     다음은 희극 전통 아래에 필딩의 작품이 놓여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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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인간의 행동을 유쾌하게, 심지어 때때로는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도덕
성을 이상적인 것으로 다루는 놀랄 만큼 이로운 동기를 갖고 있다. 상냥함은 
그 자체로도 고귀한 미덕이고 웃음은 담론의 깊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고
로, 코미디는 삶에 대한 해독제이자 동시에 위안이 되며, 대안이자 확장이 된
다. 『조셉 앤드류스』와 『탐 존스』에서처럼 코미디가 적절히 실현되면, 이
는 단지 삶보다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된다.
Art has the wonderfully beneficent motive of idealizing morality by making the 
actions of men into arrangements that are amusing and sometimes even 
beautiful. Amiability itself is an ennobling virtue, laughter is integral to the 
seriousness of discourse; comedy is at once antidote and consolation, 
alternative and extension. When as in Joseph Andrews and Tom Jones, it is 
adequately realized, it becomes not merely better than life, it becomes life 
itself. (Wright 30-31)

라이트(Andrew Wright)에 따르면, 『조셉 앤드류스』나 『탐 존스』 등의 필딩 
작품에서의 희극적 요소는 퍽퍽한 현실에 유쾌함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해독제”
로 기능하며, 작가 필딩은 이를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도덕성을 고취할 수 있
게 된다. 존슨(Maurice Johnson) 역시도 “산문픽션으로 쓰여진 코믹 로맨스의 
본질이 『조셉 앤드류스』의 서문이 가지는 주된 관심들 중 하나이며, 이는 소
설 형식에 관한 여러 진술들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기념비”(The nature of 
comic romance in prose fiction is one of the main concerns of the Preface to 
Joseph Andrews, a milestone among statements on the novel form; Johnson 58)
라 단언하면서 필딩 작품을 코믹 로맨스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고자 한
다. 그러는 한편 존슨은 전통 로맨스와 『조셉 앤드류스』의 코믹 로맨스를 (필
딩이 서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분명히 구분 짓는데, 전자가 “장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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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grave action)과 “명문 태생의 등장인물들”(high-born characters), 그리고 
“숭고를 지향하는 감성과 용어”(sentiments and diction meant to be sublime)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우화와 행동, 낮은 계층의 등장인
물들, 삶을 익살맞게 묘사하도록 의도된 감성과 용어”(fable and action that are 
light and ridiculous, characters of low rank, and sentiments and diction intended 
to depict life ludicrously; 58)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존슨은 이 희극 로맨스
적 요소를 통해 필딩이 “있는 그대로의 삶”(life as it really is)을 묘사하려 했으
며, 그것이 실제로 작품 내에서 여실히 드러남을 강조한다.
     지금껏 살펴보았다시피, 필딩 작품에 대한 비평적 맥락은 1)리처드슨과 
연관하여 도덕적인 작품으로 읽어내는 입장, 2)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입장, 3)계급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 4)서사시 혹은 희극 로맨스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입장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
다. 이 가운데, 리처드슨과 연계시켜 작품을 분석하는 입장은 1930년대 맥킬롭
(Alan D. McKillop)이 활동했던 시대부터 1990년대 미치(Allen Michie)가 활동
했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게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온 고전
적인 비평이고, 필딩의 작품을 그의 도덕적인 면모 혹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
으로 읽어내는 비평은 40년대 워크(James A. Work)를 기점으로 하여 60년대에 
집약적으로 바테스틴(Martin Battestin), 스필카(Mark Spilka), 와트(Ian Watt), 
데이치스(David Daiches) 등등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50년대에는 필딩
에 대한 비평이 잠깐 주춤한 시기인데, 그나마 필딩 작품 내에 스며들어 있는 
고전 문학이나 서사시/로맨스 전통에 천착한 메이스(Nancy A. Mace)가 존재하
기도 한다. 그 명맥은 특히 1960년에 중‧후반에 다시 반짝하고 꽃을 피워 라이
트(Andrew Wright), 골드버그(Homer Goldberg)나 비셀(Frederick Olds 
Bissell), 그리고 존슨(Maurice Johnson)과 같은 평자들에 의해 다시금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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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왔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에도 파
워(Henry Power)와 같은 비평가가 필딩 작품 속의 서사시 전통이나 고전 텍스
트를 재조명한 것을 고려하면, 필딩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고전 문학을 
파악하는 것이 유용함은 분명한 듯하다.11) 70년대에는 60년대에 봇물 터지듯
이 성행한 도덕적 비평의 여파로 셰즈그린(Sean Shesgreen)이 필딩의 도덕적 
가르침을 작품 속에서 읽어낸 한편, 그와 정반대편에서는 헌터(J. Paul Hunter)
를 비롯한 일군의 비평가들이 역사 비평을 개시했다. 80년대에는 배리(Simon 
Varey)가 견지하고 있는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나아가, 그 관점이 당대 사회의 
계급을 무시하지 못하느니만큼 계급과 관련한 논의들이 맥크레이(Brian McCrea)
와 케틀(Arnold Kettle)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90년대에는 작품 외적인 요소가 
아닌 텍스트 자체 혹은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을 중시하는 
흐름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버틀러(Gerald J. Butler)와 리히터(David H. 
Richter)가 있으며, 21세기에 와서는 다우니(J. A. Downie)를 위시한 전기 비평
이 널리 퍼졌다.
     물론 이러한 거대한 비평적 맥락 바깥에는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와 아
이덴티티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을 필딩의 작품에서 도출하고 있는 캠벨(Jill 
Campbell)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다른 비평적 맥락처럼 하나의 집단 내지는 
부류로 묶기는 어렵다. 캠벨만이 ‘거의’ 유일하게 필딩의 작품을 섹스(sex)와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아이덴티티(identity)의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남성’의 정절을 주요 소재 및 주제로 다루고 있는 
『조셉 앤드류스』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평가들이 섹스나 젠더에 관

11) 그러나 필자는 본고의 주제, ‘성’과 ‘미덕’만을 보다 중점적으로 논하느라, 작품의 장르적·형식적 

측면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자리에 빌려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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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깊이 있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작품 분석이 진행된 글
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캠벨의 『자연적 가면극』(Natural Masques)을 통해, 
필딩의 작품 속 세상에서 일종의 가면극을 행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더욱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을 인도받았으며, ‘가면극’이라는 단어가 이미 암시하듯이, 
이들이 섹스와 젠더를 가로질러 또 다른 페르소나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있음을 배웠다. 특히, 조셉이라는 남성 등장인물의 경우, 캠벨이 ‘남자 파멜
라’로 지칭하듯, 남성이면서 여성 파멜라의 특색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고
가 정절 및 순결이라는 미덕을 조명하느니만큼, 이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닌 의
미와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캠벨의 논의는 남성성(masculinity), 여성성(femininity), 정체성
(identity), 성 역할(sex role) 등에만 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필딩의 작품 
『조셉 앤드류스』가 현시하는 여러 미덕을 포괄해서 보여주지는 못하는 한계 
역시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젠더와 섹스, 그리하여 순결 및 정절이라는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미덕에 관해서는 캠벨의 논의에 빚을 지지만, 그 밖의 요
소에 관해서는 다른 방편을 취하고자 한다.
     맥키언에 의거, 소설이 탄생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
가’의 문제와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미덕을 가르치려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바, 사실주의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에서 작품을 읽어내는 과정 
역시 필수불가결하게 동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필자의 비평적 정체성은 아마 캠
벨과 와트, 바테스틴 사이 그 어디쯤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바테
스틴 역시도 필딩의 작품을 단지 작가의 ‘광교회주의적 도덕률’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만 접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딩 작품은 그러한 
광교회주의적 종교 혹은 도덕률과 위반되는 인간의 위선과 이기심이 그 반대의 
것만큼 자주 제시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대 부패한 인간상 혹은 사회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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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이미 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맥키언에게 또 다른 채무를 지게 될지
도 모르겠다. 하지만 맥키언이 자신이 설정한 이데올로기나 주의(主義, ism)를 
작품 내에서 찾아내려는 연역적 논증 방식을 취했다면, 필자는 그와는 다르게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필딩의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일반적 진리를 도출하는 
귀납적 논증 방식을 취한다는 차이가 있겠다.
     한편, 와트의 접근 또한, 18세기 사회‧경제적 맥락 안에서 필딩 작품이 지
닌 의의와 작가의 위상 등을 잘 조명한다는 점에서 필자에게 도움이 적지 않게 
되었지만, 정작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셉 앤드류스』에 대해서는 이렇
다 할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소설
이 사실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안 와트의 논지를, 미덕을 가르치는 방
식에 대해서는 바테스틴의 논지를 끌어오되, 필딩 작품 자체에 더욱 천착하여 
그들 논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것들을 캠벨의 논지와 함께 수용하여 ‘성’과 
‘미덕’, 그리고 ‘현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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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순결’하지 않은 순결

     본격적으로 『조셉 앤드류스』를 제대로 분석하기에 앞서 통과의례처럼 
읽어야하는 작품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파멜라』와 『샤멜라』이다. 전자의 
경우는, 『조셉 앤드류스』 내에서 파멜라와 B 씨 등 『파멜라』의 등장인물들
이 직접 등장한다는 점과, 『파멜라』에서 중요시 된 정절이라는 미덕이 재차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후자의 경우는, 필딩이 『파멜라』의 어떤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것과는 (여러모로) 상이하게 다른 『조셉 앤드류스』를 탄
생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8세기 영국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딩의 첫 번째 산문 소
설(Prose Fiction) 『샤멜라』가 리처드슨의 『파멜라』의 모방작임을 쉬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제목에서부터 『파멜라』를 연상시키는 『샤멜라』는, 덕스
러운 소녀 파멜라의 이름을 ‘가짜/사기꾼/가식’(sham) 혹은 ‘수치심’(shame)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데서 이미 암시되듯이, 『파멜라』를 풍
자적으로, 그것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패러디 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필딩은 왜, 
그리고 어떻게 『파멜라』를 풍자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작 『파멜라』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1740년에 처음 발간된 『파멜라』는 15살의 어린 하녀 파멜라가 ‘정절’을 
부르짖으며 주인의 성적 접근에 맞서 온갖 시련을 겪다가 종국에는 그녀가 지
니고 있는 미덕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아내로 신분이 상승한다는 플롯을 취한다. 
파멜라가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한 일련의 과정들은 편지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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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해 그녀의 손에서 ‘직접’ 묘사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
대 수많은 독자들은 그것이 생생한 현실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작품 『파멜
라』에 열광했다. 더욱이 미천한 신분의 하녀가 자신이 지닌 미덕으로 지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여성독자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이었다. 실로 그 인기는 어마어마하여 속편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나온 지 반년도 채 되기 전에 새로운 판본이 거듭 생산되었으며, 국경을 넘어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번역본과 후속편이 발간되었다. 심지어 몇몇 
교회에서는 『파멜라』의 일부를 설교문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 대중들은 이 
작품을 정숙한 몸가짐의 표본으로 간주하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인기에 상응하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점차 거세진 것도 
사실인데, 그 예가 바로 앞으로 다룰 『샤멜라』가 되겠다.12)

     『샤멜라』의 저자 필딩은 『파멜라』의 작가가 리처드슨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작품을 집필했다. 그는 1741년 초, 빚으로 인해 채무자 구류소
(sponging house)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파멜라』
를 접하고는 『샤멜라』의 원고를 휘갈겨 쓴 것이다. 혹자는 필딩이 『파멜라』
12) 『파멜라』에 대항하여 쓰인 작품은 비단 『샤멜라』 뿐만이 아니다. 필딩을 제외하고도 많은 작가들

이 리처드슨의 『파멜라』가 ‘지나치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여주인공의 외견상 순수함이 진정한 

의미의 ‘순수’가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들 중 단연 돋보

이는 인물은 바로 일라이저 헤이우드(Eliza Haywood)인데, 그녀는 『파멜라』가 발간된 지 얼마 지

나지 않은 1741년에 『안티-파멜라』(Anti-Pamela; or, Feign’d Innocence Detached)를 집필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헤이우드의 『안티-파멜라』는 『파멜라』에 대한 ‘여성’ 작가의 패러디라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녀였던 파멜라가 주인과 결혼해 신분이 상승한다는 내용상, 남성들이 

B 씨(Mr. B)의 입장에 자신들을 대입하여 파멜라를 요부로 보기 쉬운 것처럼, 여성들은 파멜라의 

입장에 자신들을 대입하여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

가 헤이우드가 『안티-파멜라』를 쓰게 된 원인에는 작품 『파멜라』와 등장인물 파멜라가 보여주(고

자 시도하)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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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간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둔 것에 자극을 받아서, 혹은 리처드슨에 대한 개
인적인 감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13)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크로스(Wilber L. Cross)는 “『샤멜라』의 저자[필딩]가 자신이 솔즈베리 코트
의 무명 인쇄업자[리처드슨]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the author of “Shamela” seems to have been unaware that he was 
hurting the feelings of an obscure printer in Salisbury Court. Cross 309)고 하
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써 실제로 『파멜라』가 익명으로 출판되었음을 강조한
다. 『파멜라』의 속편이 나오고 나서야 리처드슨이 저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
지만 그마저도 논쟁의 씨앗이 될 정도였다니, 필딩이 리처드슨에 대한 반감을 
갖고 『샤멜라』를 썼다는 추측은 억측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필딩이 『샤멜
라』를 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크로스에 따르면 『파멜라』는 필딩에게 있어 당시에 발간된 다른 많은 
소설들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단지 “가식적인 스타일과 형식적인 도덕성, 그리
고 등장인물들의 비현실성 때문에 조롱의 소지가 있는 익명의 작품”(but an 
anonymous production open to ridicule because of its affected style, formal 
morality, and the unreality of its characters. Cross 309)이었다. 풀어 설명하자
면, 바로 이 “가식적인 스타일”과 “형식적인 도덕성”,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비

13) 당대 몇몇 사람들은 필딩이 『샤멜라』의 지은이 이름을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콜리 시버(Colley 

Cibber)와 코니어스 미들턴(Conyers Middleton)의 이름을 따와 코니 키버(Conny Keyber)로 설정

함으로써 이 둘을 동시에 풍자한 것을 염두에 두고는 (시버는 극작가이자 배우로서 필딩의 첫 희

곡에 출연도 했지만 이후 연극 검열법 계정에 찬성하여 필딩의 극장 생활이 끝나게 되는 데에 일

조하였고, 미들턴은 필딩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월폴(Robert Walpole) 내각의 충신 허비(John 

Hervey)에게 아첨의 글을 헌정하여 필딩의 비위를 거스름) 『파멜라』의 작가 리처드슨에게도 개인

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그를 비판하기 위해 『샤멜라』를 집필한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일삼았다. 

하지만 필딩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리처드슨이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Cross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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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필딩으로 하여금 『샤멜라』를 집필하게 이끌었다는 것이다.14) 이 
중에서도 특히 필딩이 『샤멜라』를 통해 조롱하고 있는 것은 원작의 비현실적
인 서사 방식과 겉치레뿐인 도덕성인데, 이는 자신의 작품이 등장인물과 그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자부했던 리처드슨의 새로운 글쓰기 ‘방식’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이 무수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닌 미덕으로 말미
암아 값진 보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 모두의 근간을 뒤흔든다. 맥키언의 지적처
럼 18세기 초기 영국 소설이 천착했던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미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였는데, 필딩의 눈에는 이 두 가지 모
두에 있어서 리처드슨의 소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필딩은 왜 리처드슨의 작품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혹은 ‘잘못’ 해결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 자신은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폭로하려 했던 것일까?
     필딩은 무려 2권에 달하는 리처드슨의 서간체 소설을 단 40여장의 분량으
로 압축시키면서도 그 내용과 서사방식을 ‘철저히’ 모방했다. 먼저 필딩이 문제
시 삼고 있는 리처드슨의 서사방식을 살펴보자.15) 리처드슨은 파멜라의 편지로 

14) 이안 와트 역시도 필딩의 『샤멜라』가 “미덕과 종교의 명분을 촉진할 것만 같은 책으로 『파멜라』

를 잔뜩 부풀려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자, 여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리처드슨의 해석에 대

한 공격”(the attack on those who had puffed Pamela as a book likely to promote the cause of 

virtue and religion, and the attack on Richardson’s interpretation of his heroine’s 

character. Watt, “Shamela” 49)이라 지적하면서 크로스의 견해에 힘을 싣고 있다.

15) 비록 본고의 본론 1장은 『샤멜라』에 대한 파트이지만 『샤멜라』는 『파멜라』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패러디한 작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작 『파멜라』를 『샤멜라』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많이 언

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 필자는 『샤멜라』가 단순히 『파멜라』의 일부를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하는 작품이니만큼, 대

상이 되는 작품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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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편집자의 서문(PREFACE BY THE EDITOR)
과 익명의 독자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 두 통을 작품의 서두에 싣는다. 그리고
는 자신을 『파멜라』라는 ‘허구’ 소설의 ‘작가’가 아니라, 단지 파멜라의 편지
를 ‘실제’로 공수해서 한 데 묶은 ‘편집자’의 위치에 안착시킨다. 이어 그는 “우
리는 편집자가 작가의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갖기 어려운 공명정대함을 가
지고 중립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판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다(an 
Editor may reasonably be supposed to judge with an Impartiality which is 
rarely to be met with in an Author towards his own Works. Pamela 4)고 하면서 
자신이 엮은 이 편지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편지에 대한 편집자로서의 자
기 자신의 태도도 ‘객관적’인 것임을 확실히 한다.16) 뿐만 아니라, 리처드슨은 
파멜라의 편지를 찬양하는 한 독자의 편지와, 하루바삐 파멜라의 편지를 출판해
주기를 촉구하는 또 다른 독자의 편지를 실음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뭇사람들에
게 도덕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편집자를 향한 
독자들의 편지가 온통 칭찬 일색이라는 점, 게다가 그 편지를 홀로 읽고 넘기지 
않고 편집자 스스로가 손수 엮어서 파멜라의 편지와 함께 출판했다는 점은 비
단 필딩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처드슨의 예찬자들의 비위마저도 거스르게 된다
(McKillop 425).
     ‘자화자찬’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파멜라』의 서론에 대해 필딩이 못마땅
해 했다는 사실은 『샤멜라』의 서두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작품 『샤
멜라』는, 등장인물 샤멜라의 편지로 수놓아지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의

16) 물론 작품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강조하는 식의 서사방식은 초기 영소설이 흔히 취했던 외

양이었다. 맥키언의 지적처럼 당시에는 ‘사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가 큰 화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딩 역시도 『조셉 앤드류스』나 『탐 존스』와 같은 작품에서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글이 

‘사실’임을 여러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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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사항들을 적잖이 제시한다. 『파멜라』의 서론을 읽지 않고 편지만을 
읽은 독자들이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만 집중하여 작가의 과시적인 도덕성
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샤멜라』의 서론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 독자들은 그 작품을 집필하게 된 필딩의 의도 내지는 입장을 간과
하기 쉽다. 그도 그럴 것이, 『샤멜라』의 3분의 1가량에 달하는 지면이 본론이
라고 할 수 있는 샤멜라의 편지가 아니라, 편집자의 이야기나 두 목사들 간의 
서신 등 어찌 보면 곁가지라고 할 만한 내용들에 할애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
들 중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편집자가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인데, 이는 작
품의 서론에 칭찬일색인 독자의 편지를 첨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공적)을 치
켜세우는 리처드슨을 비꼬기 위해 필딩이 흉내 낸 서사적 장치이다.

편집자님.
당신이 어떻게 그 훌륭한 <샤멜라>17)의 원고를 구했던지 간에, 두려움이나 
윗선의 호의 없이 헌정사와 모든 것을 갖추어 그대로 출판하십시오. 그 작품은 
여러 판으로 출판될 것이며,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와 전 시대를 아울
러 읽혀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담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성직자18)가 세상에 
끼친 해보다는 더욱 이득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님,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편집자 자신이 씀.19)

17) 샤멜라의 편지의 원고 자체는, 편집자의 서문─헌정사, 편집자에게 보내온 편지들, 목사들 간의 

서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엄연히 말해 작품 『샤멜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필

자는 위 인용구의 번역에서 꺽쇠 표시를 하지 않고 세모 괄호를 사용했음을 이 지면을 빌려 밝힌

다.

18) 『조셉 앤드류스』의 주석을 보면, “C───y”가 성직자(Clergy)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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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SIR
HOWEVER you came by the excellent Shamela, out with it, without Fear or 
Favour, Dedication and all; believe me, it will go through many Editions, be 
translated into all Languages, read in all Nations and Ages, and to say a bold 
Word, it will do more good than the C───y* have done harm in the World.

I am, Sir,
                                    Sincerely your Well-wisher,

  Yourself. (Shamela 309)

위의 인용문은 『파멜라』의 서두 중, 한 독자가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파멜라의 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 극찬하며 출판을 촉구하는 
대목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그 편지의 발
신인이 덕스러운 파멜라가 아니라, 위선적인 샤멜라라는 사실에서 분명 큰 차이
점을 지닌다. 필딩은 서론에서 리처드슨의 ‘편집자에게 보내온 편지’의 외관을 
똑같이 취하면서도 타인이 아닌 편집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보낸다는 역발상을 
일궈냄으로써, 나아가 내용상으로도 편지의 주인공을 칭찬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서도 리처드슨의 주인공과는 성품이 굉장히 상이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써 리처드슨의 ‘보여주기 식’ 도덕성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20)

19)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 『샤멜라』와 『조셉 앤드류스』의 번역은 김성균 역본을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한 것이다.

20) 이를 의식한 것인지 리처드슨은 『파멜라』의 제8판에서는 작품의 서두를 수놓던 독자들의 칭찬으

로 가득 찬 편지를 빼버린다. 이를 두고 맥킬롭(McKillop)은 “1742년에 발간된 『파멜라』 8판에서 

칭찬하는 편지가 사라진 것은 『샤멜라』에서 그 편지들이 강력하게 패러디되었기 때문”(the 

withdrawal of the commendatory letters from the octavo edition of Pamela published in 1742 

was due to the telling parody of those letters in Shamela. McKillop 425)이라고 파악하는데 이

는 옳은 해석인 것 같다. 실제로 리처드슨이 주변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보면 그가 필딩을 



33

     비슷한 맥락에서 필딩은 등장인물의 내면과 그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
로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서간체 형식을 차용한 리처드슨의 우행을 비
꼬기 위해서, 자신 역시도 똑같이 편지를 사용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지니
고 있는 모순을 폭로하면서 『샤멜라』를 진행시킨다. 특히 리처드슨이 『찰스 
그랜디슨 경의 이야기』(The History of Sir Charles Grandison)의 서문에서 서
간체 형식의 장점이라며 자부한 바 있는 “순간을 기록하는”(writing to the 
moment) 행위는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샤멜라에 의해 행해질 때 리처드슨을 조
롱하는 동시에 서간체 형식 자체에 도사리고 있는 허위 혹은 이중성을 누설하
는 장치로 변모한다. 리처드슨의 작품에서 파멜라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 B 씨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 소상
히 전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정절이 훼손되기 
직전에도 손에서 편지와 펜을 놓지 않으면서까지 말이다. 필딩은 바로 그 “순간
을 기록하는” 행위가 사실상 현실을 제대로 모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예리하
게 포착하여 자신의 작품 『샤멜라』에 녹여낸다. 가령, 필딩은 샤멜라가 엄마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머나! 지금 막 문에서 그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려. 
엄마가 알다시피 나는 지금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데 윌리엄 목사가 이런 걸 
현재 시제라고 했어. 아, 지금 그가 나와 저비스 부인 사이에 누워있고 우리 둘
은 자는 척 하고 있어.”(Odsbobs! I hear him just coming in at the Door. You 
see I write in the present Tense, as Parson Williams says. Well, he is in Bed 
between us, we both shamming a Sleep; Shamela 318)라고 말하는 모습을 나타
내 보이는데, 이는 기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눈 감고 자는 척’

포함한 독자들의 평가를 많이 의식했던 인물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애나 래티시

아 바볼드(Anna Laetitia Barbauld)가 편집한 『리처드슨의 서신』(The Correspondence of 
Samuel Richards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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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지 쓰는 행위’는 결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록벽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 순간순간을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록하는 파멜라의 이야기가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필딩은 이처럼 자는 척
하고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고 있는 샤멜라의 모습을 통해 리처드슨의 등장인물
을, 그의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나아가 리처드슨이라는 작가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필딩을 연구한 로슨(Claude Rawson)도 리처드슨에 대한 필딩의 반감이 
그가 진실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기인했다고 해석한다.

필딩의 반감은 리처드슨 소설이 진실하다는 주장을 그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
에 부분적으로 비롯되었다.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에 등장인물이 그것을 하
고 있으면서도 순간을 서술하고 있다는 허위, 자초지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서사와 상당한 친밀감을 갖게끔 독자들을 밀어 넣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필
딩은 관음증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 같다.
Fielding’s antipathy was partly conditioned by a dislike of the veristic claims 
of Richardson’s novel: its pretense of “to the Moment” narration by a 
participant in the thick of the action; its particularity of specification; and its 
way of thrusting readers into an intimacy with the narrative, which Fielding 
seems to have regarded as voyeuristic. (Rawson, Cambridge 121)

사건이 ‘실제’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양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자주 활용하는 리처드슨의 서간체 형식은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박진감과 긴장감을 다소간 심어준다는 점에서 ‘일견’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텍스트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사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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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안 와트는 소설이 삶을 정황적으로 바라보는 시
각을 구현하는 서사 양식을 형식적 리얼리즘(formal realism)이라 일컬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설은 인간 경험에 대한 완전하고 진정한 보고서이며, 그러므로 관련 등장인
물들의 개성이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의 자초지종 같은 이야기의 상세 
설명, 다시 말해 다른 문학 형식에서보다 훨씬 더 지시적인 언어의 용법을 통
해 제시되는 상세 설명을 가지고 독자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The novel is a full and authentic report of human experience, and is therefore 
under an obligation to satisfy its reader with such details of the story as the 
individuality of the actors concerned, the particulars of the times and places of 
their actions, details which are presented through a more largely referential 
use of language than is common in other literary forms. (Watt 32)

와트의 설명처럼 소설은 인간의 “경험”을 보고하는 장르인지라 보다 “지시적인 
언어의 용법”과 “상세 설명”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경험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적어 내려가는 과정 혹은 그 ‘순간’ 자체에서도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돌이켜보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아니, 더 강하게 말하자면 돌이켜보면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러한 연유로 리처드슨이 자신의 등장인물로 하여금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서술하게끔 만들려했던 시도는 필딩의 비웃음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필딩 역시도 계속 현재시제를 고수할 수는 없었다. “겉으로만 그
럴싸한 생생함을 위해 터무니없이 현재시제를 강조함으로써 리처드슨의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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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롱”(by so absurdly emphasizing the present tense for a spurious 
immediacy, this passage sends up Richardson’s technique. Varey, HF 48)은 했
지만, 본인 작품의 사실성 내지는 리얼리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시제를 다
시 활용해야만했기 때문이다.
     필딩의 패러디는 이와 같은 서사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필딩은 파멜라
를 덕스러운 여성에서 약삭빠른 요부로 격하시키는 등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내
용에 있어서의 비판 역시 늦추지 않는다. 그는 샤멜라의 편지를 공공연히 제시
하기 전에 올리버 목사(Parson Oliver)의 입을 빌려 파멜라의 숨겨진 자아, 즉 
실체가 사실은 샤멜라임을 밝힌다. 필딩은 올리버 목사로 하여금, 『파멜라』를 
찬양하며 그에게 책을 전달해준 티클텍스트 목사(Parson Tickletext)에게 “파멜
라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그 책을 받기 오래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The 
History of Pamela I was acquainted with long before I received it from you; 
Shamela 312)으며 “사실 나는 그 젊은 여자가 자기가 얻은 행운에 만족하고 그
녀의 교묘한 술책은 잊혀져왔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했다”(Indeed I was in 
hopes that young Woman would have contented herself with the Good-fortune 
she hath attained, and rather suffered her little Arts to have been forgotten; 
Shamela 312-13)고 말하게 함으로써 그가 파멜라의 실체를 아는 인물임을 확
실히 한다. 게다가 파멜라가 “기억을 되살려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 전함으로써 
지금 그녀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했
다”([Pamela] have revived their Remembrance, and endeavoured by perverting 
and misrepresenting Facts to be thought to deserve what she now enjoys; 
Shamela 313)는 올리버 목사의 말을 통해 파멜라가 독자들이 생각해온 것처럼 
겉과 속이 투명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잔꾀를 부리는 인물임을 
알린다. 그리하여 『파멜라』라는 작품 내에서 그토록 덕스럽던 파멜라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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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 앞에 덧붙여진 ‘가짜/사기꾼/가식’(sham)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위선
적인 샤멜라로 격하된다. 필딩은 또 한 번 올리버 목사의 입을 빌려 앞으로 제
시될 샤멜라의 편지가 파멜라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줄 것이라 단언하며, 그 편
지가 세상에 주는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책이 하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가르침은 분명히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주인을 예의 주시하란 것입니다. 이는 그
들이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몸을 치
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주인이 바보가 아니면 그 하녀
들은 주인으로 인해 타락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 바보면 하녀들은 그와 결혼하
게 될 겁니다.
The Instruction which it conveys to Servant-Maids, is, I think, very plainly 
this. To look out for their Masters as sharp as they can. The Consequences of 
which will be, besides Neglect of their Business, and the using all manner of 
Means to come at Ornaments of their Persons, that if the Master is not a Fool, 
they will be debauched by him; and if he is a Fool, they will marry him. 
(Shamela 313)

이는 리처드슨이 『파멜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예상’한 교훈과는 
가히 상치되는 대목이다. 리처드슨이 덕망이 높은 파멜라의 편지가 “젊은 남녀
의 마음을 교육하고 향상시키며”(to Instruct, and Improve the Minds of the 
YOUTH of both Sexes; Pamela 3), “종교와 도덕성을 심어주는”(to inculcate 
Religion and Morality; Pamela 3)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확언한 것을 묘
하게 틀어서, 필딩은 파/샤멜라의 실체가 녹아있는 샤멜라의 편지가 『파멜라』
에서의 그것처럼 그 자체로 뭇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어 유용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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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좋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필딩이 파멜라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그녀가 종종 있음직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에 있다. 그는 파멜라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주목하여 파멜라의 두 자아─표상된 자아와 실체적 자아─사
이의 모순을 꼬집고자 했다. 『샤멜라』라는 패러디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기본 
전제가 샤멜라가 파멜라의 실체이자 그녀의 미덕이 사실은 순수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므로 우리 독자들은 작품 『파멜라』에서 등장인물 파멜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표상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어떠어떠한 지점에서 깨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링컨셔(Lincolnshire) 저택에서 B 씨가 자신의 침
실에 몰래 들어온 장면을 편지에 담는 파멜라의 모습을 보자. 독자들은 이 지점
에서 파멜라가 편지로 표상하고자 하는 자아와 그녀의 실체적 자아 간의 묘한 
긴장감을 포착할 수 있다. 파멜라는 갑작스레 자신을 덮치는 B 씨와 그를 돕는 
쥭스 부인(Mrs. Jewkes)에 의해 포위된다. 이후 B 씨가 파멜라의 가슴에 그의 
손을 넣자, 파멜라는 몸부림치고 몹시 놀라 두려움에 떨다가 “나는 완전히 의식
을 잃었어요”(I fainted away quite; Pamela 204)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 이상
은 기억하지 못해요”(remember no more than that; Pamela 204)라고 술회한다. 
과연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곧이어 파멜라는 그녀의 말에 대한 독자들의 믿음
에 균열을 가하는 말을 내뱉는다. 파멜라는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침대에 앉아 
있었고”(I sat up in my Bed), “내가 어떤 행색인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
다”(without any Regard to what Appearance I made)고 말하지만, 바로 직전 단
락에서 낸(Nan)으로 변장했던 B 씨가 어느새 “그 자신의 가운과 슬리퍼를 신
은”(in his Gown and Slippers) 상태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204). 기절하는 
바람에 자신이 어떤 몰골인지도 모른다던 파멜라가 어떻게 B 씨의 모습은 그토
록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 정말 기절한 건 맞는 것일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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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멜라는 부모님께 썼던 이전 편지에서 “우리 주인님이 저녁 식사를 마치는 시
간이 되면 제가 틀림없이 기절(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I thought I 
should faint when it comes to the Time my Master had dined; Pamela 33)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그녀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기절할 수 있는, 혹은 기절
하는 체 하는 인물일 수 있음을 독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은 파멜라의 숱한 기절은 그녀가 자신 스스로
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파멜라는 그녀 자신의 감정을 강력히 발휘함으로써 스스로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돈이나 강압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힘을 행사하려는 B 씨의 시
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한다. 그녀는 기절한다. 그리고는 이후 다시 의식을 되찾
고 그녀의 공격자가 “그는 조금도 점잖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내가 기절
하면서 취했던 끔찍한 태도에 너무 놀랐으며 그래서 그 강간시도를 그만뒀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내가 편안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청
했고, 내 곁을 곧장 떠나 그의 침대로 갈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을 듣는다.
Pamela successfully resists Mr. B’s attempts to exercise traditional forms of 
power─money and force─because she possesses herself through the 
exertions of her own emotions. She swoons. She returns to consciousness to 
hear her assailant vow “that he had not offered the least indecency; that he 
was frightened at the terrible manner I was taken with the fit; that he should 
desist from his attempt, and begged but to see me easy and quiet, and he 
would leave me directly, and go to his own bed.” (Armstrong 116)

필딩 역시도 암스트롱처럼 파/샤멜라가 기절을 함으로써 ‘자주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는 암스트롱과 조금 다르게 접근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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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멜라가 그 자주성을 순결한 ‘척’ 가장하는 도구 혹은 순결을 훼손할 기회를 
주는 도구로 사용함을 넌지시 알린다. 즉 필딩은 곤경에 빠진 파/샤멜라의 순결
/정절을 같은 장면을 활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샤멜라는 
주인이 그녀의 침대로 들어와 저비스 부인과 그녀 사이에 누워있을 때, 도망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대로 “자는 척 하고 있다가”(shamming a Sleep; Shamela 
318), 주인이 손을 자신의 가슴에 넣을 때, “잠결에 그러는 것처럼 손으로 자신
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as if in my Sleep, press close to me with mine; 
Shamela 318) 그러고는 이내 “잠에서 깬 척”(pretend to awake; 필자 강조)하고 
놀라 “기절한 척”(counterfeit a Swoon; 필자 강조)한다. 이에 놀란 주인이 더 
이상의 접촉을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자, 샤멜라는 “아! 수줍음 타는 풋내기란 
얼마나 어리석은지!”(O what a silly Fellow is a bashful young Lover! Shamela 
319, 원문 강조)라는 말을 내뱉는 등 무척 아쉬워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대
목 이외에도 주인이 샤멜라를 붙잡고 억지로 키스를 감행하려할 때, 저비스 부
인이 들어오자 샤멜라는 “운 나쁘게도”(Ill-Luck) 그녀 때문에 “하마터면 흥을 
깨트릴 뻔했다”(had like to have spoiled Sport; Shamela 315)고 말하는데, 이 
같은 예들을 통해 필딩은 파멜라의 덕성 및 미덕이 사실은 가장된 모습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덕성, 그 중에서도 특히 정절을 증명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어려
운 사항이다. 그런데도 “영국, 프랑스, 독일 내에서의 18세기 소설은 특히 한 
가지 사적인 진실에 집요하게 천착하곤 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진실, 또한 그 섹슈얼리티가 부계 지배질서에 순응했는지, 순응하지 않았
는지에 관한 진실이다”(Eighteenth-century novels in England, France, and 
Germany come back obsessively to one private truth in particular: the truth 
about female sexuality and its conformity (or lack thereof) to patrilin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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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ton 15). 앨리스턴의 지적처럼 “여성의 정절에 대한 불안과 그것에 상응하
는 남성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은 소설이 로맨스로부터 물려받은 집착”(The 
anxiety over woman’s virtue and its corollary, man’s legitimacy, is a 
preoccupation that the novel inherits from romance; Alliston 15)이지만 사실 정
절이라는 것은 증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사적인 정절과 
공적인 정절은 다를 수 있다. 가령, 내가 아무리 순결을 지켰다고 생각하더라도, 
파멜라가 주장하듯이 기절해버린 상황이라면, 그 사이 내 순결이 훼손되었는지
는 오리무중이다. 반대로 내가 나를 순결한 인물로 표상함으로써 타인을 그렇게 
믿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진짜’ 순결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을 건 순결밖에 없어요. 순결을 잃으면 제가 뭐가 되겠어
요”(I am a poor Girl, and have nothing but my Modesty to trust to. If I part 
with that, what will become of me; Shamela 324)라고 외치며 타인에게 자신이 
숫처녀(a pure Virgin)로 보이게끔 가장하지만 사실은 윌리엄스 목사(Parson 
Williams)의 아이를 낳은 전적이 있는 샤멜라의 예처럼, 정절 내지는 순결이라
는 것은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참으로 특이하게도 자신이 강간당할 시점 즈음에 자꾸만 기절했
다고 하는 파멜라의 모습은, 실제로 기절했었어도 그 사이에 강간당했을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기절한 ‘척’한 것이라면 파멜라의 덕성이 ‘가장된’ 덕
성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된다. 필딩은 위선적인 샤멜라를 통해 ‘정절’이
라는 미덕이 내포하고 있는 미묘한 간극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슨의 소설에서 파멜라의 실체 혹은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
른 예는 파멜라가 주인에게 겁탈을 당할 위험이 농후한 와중에서도 서둘러 부
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려하지 않고 수놓고 있던 조끼를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
는 장면이다(Pamela 44). 무어(Robert Etheridge Moore)는 이런 말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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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만약 파멜라가 자신이 강간당할 위험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주인의 조끼에 
수놓는 것을 끝마치기 위해서 B 씨의 집에 남아 있으려하는 거라면, 과연 그녀
의 정절이 그녀가 주장하는 것만큼 사심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녀는 자신의 방어가 막판에 가장 장엄했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는 대단한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닐지라도 어떻게 램블러21)

가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If Pamela, at the clear risk of being raped, is to remain in Mr. B’s house 
merely because she wants to finish embroidering his waistcoat, can her virtue 
be as disinterested as she claims? Certainly she has fierce self-confidence, 
doubtless knowing, . . . , that her defense was magnificent on her own 
one-yard line. How could the Rambler, of all people, let this pass? (Moore 
167)

물론 무어는 이 대목 바로 다음에, 리처드슨이 동시대인들에게 이미 “위대한 도
덕주의자”(a great moralist; 167)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니만큼 그의 작품의 등
장인물인 파멜라의 덕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18세기는 미덕을 지키
고자 고군분투하는 여주인공에 대해 우리만큼 비판적이지 않았다”(The 
eighteenth century was not so censorious as we of a heroine who struggles to 
preserve her virtue. 167)며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슬쩍 넘겨 버리려하지만, 
기실 그의 지적은 『샤멜라』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 파/샤멜라는 위의 인용문에서 제기하는 합리적인 추측처럼, 정절을 
21) 램블러는 사무엘 존슨에 의해 창간된 정기 간행물이다. 1750년부터 1752년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

요일마다 기사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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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자신의 ‘미덕’이 속된 말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꽤 먹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순결이 곧 훼손될 위험
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처럼 느긋하게 자수를 놓고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일반 
독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결단코 해석이 되질 않는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편지가 B 씨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토록 상세하게 사건의 이모저모를 
서술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보
자니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를 비아냥거리기 위해 필딩은 자신의 여주인공 
샤멜라를, 주인이 자신의 신체에 손대기 쉽도록 저비스 부인과 작당하거나
(Shamela 318), “일부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종종 들통 나게끔 심혈을 기
울이고, 그 다음 눈을 돌리고는 부끄러운 척”([I] took care to be often caught 
looking at him, and then I always turn’d away my Eyes and pretended to be 
ashamed; Shamela 328)하는 요망한 계집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필딩이 ‘곤경에 빠진’ 파멜라의 정절을 ‘곤경에 빠지고자하는’ 샤멜
라의 정절로 치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선과 얄팍
한 도덕성, 그리고 그 누구도 타인을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 
문제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네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장 ‘있는 그대로’ 구현할 
것이라는 회의적이지만 정확한 세계관을 필딩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나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아니, 이 세상 전체의 왕이라도 그의 정부는 되
지 않을 거예요. 주인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내 바츄22)

가 더 소중해요”(I would not be Mistress to the greatest King, no nor Lord in 
the Universe. I value my Vartue more than I do any thing my Master can give 

22) ‘버츄’(virtue)를 샤멜라는 매우 저속하게 ‘바츄’(vartue)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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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Shamela 325)라 외치며 정절을 부르짖는 샤멜라의 ‘저의’가 사실은 “한 때
는 내 몸을 팔아서 돈 몇 푼 만져볼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젠 내 바츄를 지켜서 
한밑천 마련할 생각”(I thought once of making a little Fortune by my Person. I 
now intend to make a great one by my Vartue. Shamela 329-30)이란 점은 한 
인간의 표면과 내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보면, 『파멜라』의 결말부에서 제시되는 파멜라의 “보상받은 미덕”을 어떻
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23)가 자연스레 수반된다.
     파멜라의 ‘미덕’은 ‘여자’ 하녀 파멜라가 자신을 겁탈하려는 ‘남자’ 주인 B 
씨의 성적 접근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에 결국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리처드슨이 작품 『파멜라』의 말미에서 그녀로 하여금 ‘보상’받게 이끄
는 ‘미덕’을 오직 ‘여성’의 ‘정절’이라는 가치에만 국한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작품의 부제로 내걸 만치 중요한 미덕이 왜 ‘여성’
의 미덕만을 상정하고 있는가? B 씨가 보여준 부덕한 행위들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여성’ 파멜라가 작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
어 ‘남성’의 미덕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덕을 ‘순결’ 내지는 ‘정절’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작가 혹은 작품이 지닌 편협한 도덕성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는
다.
     파멜라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녀는 정절을 행하는가? 바꿔 말해 육체적
으로 순결한가? B 씨와 결혼한 파멜라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다. 파멜라의 무기

23) 플린트(Flint)는 “어떤 점에서 그녀의 보상은 처음에 자신을 희생시키던 시스템으로 기꺼이 스며

들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 전멸이다”(In some respects her reward is a kind of  

self-annihilation, a willed penetration into the system that victimized her in the first place, 

Flint 510)라고 표명함으로써 파멜라가 지녀온 미덕에 대한 ‘보상’이 긍정적인 ‘보상’이 아님을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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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순결이라는 미덕은 오직 결혼 전까지만 해당될 수 있는 ‘시한부’ 미덕이다. 
『파멜라』의 속편인 제 2부를 보자. 리처드슨은 이쯤에 와서 더 이상 파멜라
의 순결함 혹은 정숙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어떻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다. 물론 파멜라가 처녀성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아내의 미덕과 엄마됨의 가치는 
소중하다. 때문에 파멜라가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표상된다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이후 그녀의 삶이 주체적인 
한 개인의 삶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은 꽤나 문제적이다.
     물론 리처드슨은 당대 성행했던 여성의 미덕에 대한 통념24)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와트의 지적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으
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고, 결혼하여 ‘집 안의 천사’로 남는 것만이 그
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행할 수 있는 미덕이라는 
것도 남성들의 그것처럼 공적 임무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대
표되는 사적인 공간, 나아가 그것을 상징하는 여성의 몸 안에 전적으로 뿌리박
혀 있었다. 암스트롱은 『욕망과 가정소설』(Desire and Domestic Fiction) 중 
⌜가정적인 여성의 등장⌟(“The Rise of the Domestic Woman”)을 다루는 챕터
에서 당대 여성이 행해야 했던 기능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성을 가르치는 책과 품행지침서는 여성이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남성들로 하여금 특정한 성적 요소를 아내가 꼭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 . . 이러한 작품은 교육이 여성으로 하여금 성공한 남성이 원하는 것

24) 토드에 따르면, “18세기에는 성적 억제가 주로 여성적 미덕으로 받아들여졌다.”(In the eighteenth 

century sexual continence became a predominantly female virtue. To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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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여성다운 여성’이 되기를 바라도록 완벽히 만들어주었
다고 간주했다. 그러므로 여성은 결과적으로 남성적인 것이라 정의된 세속적인 
야망과 경쟁적인 욕망이 결핍되어야만 했다.
In their effort to make young women desirable to men of a good social 
position, countless conduct books and works of instruction for women 
represented a specific configuration of sexual features as those of the only 
appropriate woman for men at all levels of society to want as a wife. . . . This 
writing assumed that an education ideally made a woman desire to be what a 
prosperous man desires, which is above all else a female. She therefore had to 
lack the competitive desires and worldly ambitions that consequently belonged 
. . . to the male. (Armstrong 59, 필자 강조)

토드(Janet Todd) 역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영국 여성들의 일이라고 해봐
야 젊을 때는 교태부리기, 후년에 가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기껏해야 패션에 
관심 기울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English women, whose business was little 
more than coquetry in youth and motherhood or fashion in later years. Todd 17)
을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 안에서 여성의 ‘미덕’은 ‘정절’에 특히 응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5)

     그러나 이는 와트가 또 다른 지면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자연스러운 본
능을 억누르는 문제”(a matter of suppressing the natural instincts; Watt 156)를 

25) 집으로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는 파멜라가 걱정이 되어 파멜라를 찾아 나선 아버지 앤드류스 씨

(Mr. Andrews)가 B 씨를 보자마자 “우리 애 아직 정숙하오? 그 애 정절은 어떠오?”(Is she 

honest? Is she virtuous? Pamela 292)라고 물으며 파멜라가 여전히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를 재

차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B 씨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As the new-born Babe; Pamela 

292) 순결하다고 말하는 대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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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므로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미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파멜라가 자신의 순결이 위험에 처할 상황에 있을 때, 그녀가 바라보고 있던 황
소에 대한 묘사 장면(153)은 남성의 성욕에 관한 그녀의 비전을 선명하게 형상
화하는 동시에, 그녀 역시도 성적으로 이미 민감한 상태임을 반증한다. 또한, 
파멜라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했는데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고(O 
how my Heart flutters when he mentions this Subject so freely! Pamela 276), 
뺨이 터질 듯이 붉어지는데(O how I felt my Cheeks burn! Pamela 276), 이 장
면 역시 그녀가 지금껏 결혼을 꿈꿔왔지만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미덕상 그 
열망 및 본능을 절제해왔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파멜라
가 자주 기절을 하는 이유도 여성이 본정신으로는 드러내서는 안 되는 섹슈얼
리티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26)

     쥭스 부인이 샤멜라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인이 샤멜라의 
또 다른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른 채 “집어삼킬 듯이 샤멜라의 가슴 한쪽에 키
스를 하기”(fell a kissing one of my Breasts as if he would have devoured it; 
Shamela 328) 직전에, 샤멜라가 주인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의 인
기척을 못 들은 척”(pretended not to hear him; Shamela 328, 필자 강조)하며 
자는 ‘척’하다가, 실컷 키스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그 이후에 깨어나야만 했
다”(I was then forced to awake; Shamela 328)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다. 여성이 ‘의식적’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만끽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다. 샤멜라는 (실제로 처녀도 아니지만) 처녀성, 다시 말해 ‘순결’이라는 
미덕을 무기로 “한밑천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에 늘 자는 ‘척’하거나 기절한 

26) 와트는 파멜라의 기절하는 버릇(tendency to faint; Watt 161)을 두고 “사회 신체학적 속물근

성”(sociosomatic snobbery; Watt 162)이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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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해야)한다. 필딩이 『샤멜라』에서 샤멜라가 행하는 미덕을 ‘virtue’가 아니
라 ‘vartue’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샤멜라라는 인물
의 천박함과 그녀가 행하는 미덕의 저속성을 동시에 노출하고 싶었던 것이다. 
파/샤멜라의 ‘미덕’은 성적인 것에만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의미에서의 미덕이라고 할 수 없다. 파멜라가 ‘버츄’를 지켜서 신분이 상승하고, 
샤멜라가 “바츄를 지켜서 한밑천 마련”하게 된 것에서 증명되듯이, 필딩의 눈에
는 파멜라라는 ‘여성’의 ‘정절’은 일종의 거래 대상27)으로 전락한 것처럼 비춰졌
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파/샤멜라의 ‘일견’ 미덕처럼 보이는 행위들은 사실상 
‘vartue’ 즉 ‘비덕’(菲德)이라 일컬어져도 될 만큼 조야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테다. 필딩은 『샤멜라』를 통해 『파멜라』가 현시하는 편협한 모럴리티를 조
롱하는 동시에, ‘정절’이라는 미덕을 마치 재산인 양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당
대의 왜곡된 풍토 자체를 비판하려 했던 것이다.
     설령 파멜라의 말을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상 믿어지지는 않지만) 곧이
곧대로 믿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파멜라의 ‘정절’을 보상받아 마
땅한 종류의 것이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녀가 받은 그 ‘보상’이란 것이 
기실 ‘보상’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엿보인다. 물
론 하녀였던 파멜라가 수많은 영지를 가진 부유한 주인과 결혼하여 신분이 상
승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넓
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녀는 결혼 이후 B 씨의 모든 말에 ’순
종‘하고 ‘복종’한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까지 B 씨의 반경에서 
자유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파멜라는 단지 “모든 여성들의 달콤한 귀감”(a 

27)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파멜라의 ‘처녀성’(virginity) 자체가 결혼 지참금으로 기능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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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Exemplar for all my sex, Pamela 410)으로서, 바꿔 말하자면 하나의 자
유로운 객체가 아니라, ‘상징물’로서만 위치할 뿐이다.
     물론 파멜라가 B 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암
스트롱의 지적처럼, 파멜라는 글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재
현”(self-representation)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그녀는 한낱 하녀에서 
개인으로 거듭나며 일종의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Armstrong 
109-10). 파멜라를 향해 “너의 편지들은 나로 하여금 네 재치와 순결을 매우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다”(they gave me a very high Opinion of your Wit and 
Innocence; Pamela 229)고 고백하는 B 씨의 말에서 입증되듯이, 그녀의 편지는 
타인을 감화 및 교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28) 일전에 파멜라를 미워했
던 대버스 부인(Lady Davers)조차도 파멜라로 하여금 편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
하거나(Pamela 454-55), 파멜라의 편지를 읽은 후 그녀의 “찬미자
들”(Admirers)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묘사되는데(Pamela 499), 이는 파멜라가 
휘두르는 언어라는 무기에 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녹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역시도 B 씨 및 지역 사회 일원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B 씨가 파멜라의 (편지가 보여주
는) 덕성에 탄복한 이후부터는 강압적으로 파멜라를 대하지 않고, 그녀의 “의
지”(will)나 “동의”(consent)를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때때로 취함에도 불구하고, 
B 씨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기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종
용한다.29) 그에 대해 파멜라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겠

28) 프레스턴(John Preston)은 “그[리처스슨]의 소설들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편지쓰기를 통해 가둬

지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한다”(the characters in his novels are both imprisoned and protected 

by their letter-writing; Preston 500)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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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 will endeavour to conform myself, in all things, to your Will; Pamela 443)
고 다짐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범사에 “가냘픈 갈대처럼” 몸과 마음을 굽히며, 
B 씨가 제시한 “두려운 가르침으로부터 따라야 할 규칙들”(the Rules I am to 
observe from this awful Lecture; Pamela 448)을 되새긴다. 즉 파멜라는 B 씨가 
원하는 여성상의 범위 안에서만 그녀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다. B 씨가 이전에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한 것에 반해, 작품 
말미에 와서는 파멜라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일견 주체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부분적으로는 그렇기도 하다), 또한 그 점에서 파멜라가 그녀의 덕성
을 지역 사회 내에서 십분 발휘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녀의 
덕성은 남성들의 눈에 ‘바람직한’(desirable) 여성상이 되어야만 사실상 ‘덕성’으
로 일컬어진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리처드슨이 ‘보상받은 미덕’이라
고 작품 『파멜라』를 규정지었지만, 사실은 ‘제한된’ 미덕에 대한 ‘제한된’ 보
상인 것이다. 이는 그녀가 결혼 이전부터 외쳐오던 그녀의 자주성30)에 견주어 
보았을 때 상당히 허탈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리처드슨이 『파멜라』의 결말
을, 파멜라와 그녀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B 씨와의 결혼을 

29) But you must not suppose, whenever out of Humour, that, in opposing yourself to my 

Passion, you oppose a proper Butt to it; but when you are so good, like the slender Reed, to 

bend to the Hurricane, rather than, like the sturdy Oak, to resist it, you will always stand 

firm in my kind Opinion, while a contrary Conduct would uproot you, with all your 

Excellencies, from my Soul(Pamela 443).

30) 파멜라가 쥭스부인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부인이 자신의 신체를 두고 타인에 의해 빼앗길 수 있

는 소유물에 버금가게 표현하자, 파멜라가 “제가 어쩌다가 그의 소유물이 되었지요? 주인님이 저

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How came I to be his Property? What Right has he in me? 

Pamela 126)라고 항변하는 대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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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식으로 애써 아름답게 봉합하려 할지라
도 그 기저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유쾌한 무게감이 그늘져 있다. 만에 하나 
작품 『파멜라』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데에 그 누구도 이론(異論)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해피 엔딩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리 희박하다는 점에
서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맞을 운명에 놓인다는 것31)은 명약관화이다.
     샤멜라 역시 ‘외견상’의 덕스러움으로 자기 주인의 아내로 자리매김하는 
등 파멜라와 마찬가지로 신분이 상승하지만, 그녀의 ‘미덕’은 순수한 종류의 것
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품의 결말부에 와서 B 씨에 의해 쫓겨나는 등 비참한 처
지에 놓인다. 그녀의 미덕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덕’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역시 (리처드슨식의 도덕관념에서 보자면) 차후 ‘보상’받아 마땅한 수
고─가령, 파멜라가 주인의 성적 접근을 피하기 위해 행한 처절한 노력들─를 
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보상받은 미덕’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딩은 ‘미덕’이 ‘보상받는’ 혹은 ‘보상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파멜라』의 협소한 도덕성을 『샤멜라』를 통해 폭로하고 있
는 것이다.
     필딩은 이처럼 『파멜라』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패
러디하는 『샤멜라』를 자신의 작품 활동의 서막이 되는 작품으로 설정함으로
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소설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 같은 견지에서 『조셉 앤
드류스』를 다루는 이후의 장에서는 필딩이 어떻게 리처드슨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나 자신만의 계급 및 젠더, 나아가 정절 이데올로기를 형성해나가는지 살펴

31) 맥키언은 “『파멜라』의 놀랍도록 행복한 엔딩이 리처드슨을 도덕성의 쟁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

스러움의 쟁점에서 취약하게 만들었다”(so the wonderfully happy ending of Pamela made 

Richardson feel vulnerable on the issue of naturalness as well as on that of morality. 

McKeon, OEN 413)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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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먼저, 본론 2장에서는 ‘여성’에게만 주로 요구되었던 ‘정절’이라는 미
덕이 ‘남성’에게 전치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산출되는지, 또한 필딩이 ‘남성’의 
‘정절’을 다루는 목적이 무엇일지를 모색해 본다. 이어 본론 3장에서는 ‘정절’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각계각층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무덕(無德) 혹
은 유덕(有德)한 모습을 탐색함으로써 ‘미덕’을 더욱 폭넓게 조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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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2. 눈물 흘리는 영웅

이 책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조셉 앤드루스 씨가 그 엄청난 유혹을 당하면서도 
동정을 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의 덕성이 보여준 그 놀라운 모범을 항
상 눈앞에 두고 따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남성이 순결을 지
킨다는 것도,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심할 바 없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대한 옹호자32)는 독자들에게 모범을 제시하는 데
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그 자신의 정절은 뽐내지 못했다.
Since it will appear that it was by keeping the excellent Pattern of his Sister’s 
Virtues before his Eyes, that Mr. Joseph Andrews was chiefly enabled to 
preserve his Purity in the midst of such great Temptations; I shall only add, 
that this Character of Male-Chastity, tho’ doubtless as desirable and 
becoming in one Part of the human Species, as in the other, is almost the only 
Virtue which the great Apologist hath not given himself for the sake of giving 
the Example to his Readers. (Joseph Andrews33) 16)

32) 인용문의 바로 윗 문단을 보면 “저 위대한 옹호자”가 콜리 시버(Colley Cibber)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시버는 『콜리 시버 씨의 생애를 위한 변호』(An Apology for the Life of Mr. Colley Cibber, 
Comedian, and Late Patentee of the Theatre-Royal)의 저자로서 필딩이 『샤멜라』에서 풍자한 

또 다른 인물이다. 필딩에 따르면 시버는 자서전을 통해 남성[작가 자신]의 덕성을 모범으로 내세

우고자 했다.

33) 이하 JA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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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앤드류스』의 제1권 1장에서 발췌한 위 인용문은 앞으로 독자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짧은 문단 안에서 필딩은 자신이 무엇을 모티프로 삼았고, 
그 모티프를 어떤 방식으로 변주할 것인지, 그리고 왜 다른 작가들의 도덕성을 
문제시 하고 있는지를 집약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필딩이 화자의 입을 빌려 
단언하다시피 여성의 정절만큼 남성의 정절도 중요한 덕목이건만, 리처드슨과 
시버(Colley Cibber)를 비롯한 당대 명망 있는 작가들은 미덕을 다룰 때 ‘여성’
의 ‘정절’만을 특히 강조하여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마뜩찮게 여긴 필
딩은 독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달하는 저 ‘위대한’ 작가들조차도 여러 미덕을 
논하면서 ‘남성’의 ‘정절’만은 논외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그들과는 
달리 ‘남성’의 정절을 다룰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이전에, 다시 말해, 작품의 본론을 읽기도 전에, 우리 독자
들은 제1장의 제목 ⌜전기를 쓰는 것과 특히 『파멜라』에 대하여. 더불어 콜
리 시버와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함⌟(“Of writing 
Lives in general, and particularly of Pamela; with a Word by the bye of Colley 
Cibber and others”)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리처드슨의 『파멜라』와 
무언가 또 다른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모종의 힌트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 상
관관계는 『샤멜라』처럼 단편적이고 간단한 일대일 대응식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층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예견되듯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여성의 정절이 아니라 남성의 정절을 주요 모티프로 삼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뒤에서 역시 다루겠지만, 이 작품에는 리처드슨에 대
한 풍자를 넘어서 필딩의 문학관, 결혼관, 남녀관, 인간관, 세계관 등 다양한 이
데올로기들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필딩이 자신의 주인공을 파멜라의 오빠로 설정했다는 것, 그리고 제1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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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부터 명시적으로 작품 『파멜라』를 언급한다는 점은 『파멜라』와 『조
셉 앤드류스』, 이 두 작품 간의 상응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조셉 앤드류스』의 화자는 작품의 초입에서 조셉이 엄청난 유혹이 주변에 횡
행한 와중에서도 ‘동생’의 덕성을 본보기 삼아 동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생은 말할 나위 없이 파멜라를 의미한다. 필딩은 리처드슨의 『파멜라』에
서 ‘여자’ 하인의 순결이 ‘남자’ 주인의 끊임없는 성적 접근으로 인해 위험에 빠
지게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남자’ 하인이 ‘여자’ 주인의 노골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리처드슨 내지는 
『파멜라』의 (여성에게만 국한된) 협소한 모럴리티를 벗어나 미덕을 다각도로 
조명하려는 속내를 내비친다.
     이 작품에서 ‘남자’ 하인 조셉이 귀부인 부비(Lady Booby)와 대화하는 장
면은 실로 파멜라가 B 씨의 유혹에 대항하여 맞서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그
것과는 사뭇 다른 효과를 자아낸다.

  
귀부인이 외쳤다. “도대체 세상에 남자의 정절이라는 걸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하거나 위엄 있는 남자가 자신이 정절을 지켰다고 주
장한 적이 있었을까! 음탕함에 대해서 벌주는 치안판사나 음탕해서는 안 된다
고 설교하는 목사가 막상 그런 짓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줄 아느
냐? 어린 애송이 주제에 정절에 대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하다니!” “마
님.” 조셉이 말했다. “그 어린놈이 바로 파멜라의 오빠입니다. 동생이 지켜온 우
리 가족의 순결이 저로 인해 얼룩지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겁
니다. 만약 마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남자들이 있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제 동생 파멜라의 편지를 꼼꼼히 읽
을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녀의 모범이 그들을 고쳐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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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es the Lady: ‘Did ever Mortal hear of a Man’s Virtue! Did ever the greatest, 
or the gravest Men pretend to any of this Kind! Will Magistrates who punish 
Lewdness, or Parsons, who preach against it, make any scruple of committing 
it? And can a Boy, a Stripling, have the Confidence to talk of his Virtue?’ 
‘Madam,’ says Joseph, ‘that Boy is the Brother of Pamela, and would be 
ashamed, that the Chastity of his Family, which is preserved in her, should be 
stained in him. If there are such Men as your Ladyship mentions, I am sorry 
for it, and I wish they had an Opportunity of reading over those Letters, which 
my Father hath sent me of my Sister Pamela’s nor do I doubt but such an 
Example would amend them.’ (JA 35)

여기서 조셉의 정절을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귀부인 부비는 파멜라의 정절을 
위협하던 주인 B 씨의 숙모로 등장한다. 귀부인 부비는 자신의 성적 접근에 맞
서 정절을 외치는 조셉을 향하여 남자들이 정절을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그에 대해 조셉은 순결을 잃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이라며 항변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조셉이 정절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이 다름 아닌 “파멜라의 오빠”라는 사실이다. 조셉은 파멜라라는 인물이 마치 
미덕의 화신이자 정절의 수호자인 양 치켜세우며, 파멜라의 오빠라는 사실 자체
가 자신의 정절을 담보할 것이라는, 혹은 담보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대해 캠벨(Jill Campbell)은 필딩이 우리로 하여금 “파멜라와의 가족간  
유사성이 남성에게도 전치될 수 있는지, 혹은 그녀의 성품이 여성적 역할에 전
적으로 내재된 것인지 상상하게끔”(imagine whether a family resemblance to 
Pamela can be transposed onto a man, or whether her character inheres 
entirely in feminine roles; Campbell 62) 인도한다고 주장하며 작품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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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의 위치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문제의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남성인 조셉이 파멜라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행한 것과 같
은 미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파멜
라의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미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지와 같은 질문이 
파생된다. 미덕에도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파멜라의 경우 
그녀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정절이 중요한 미덕으로 작용하는가?
     귀부인 부비에 대한 조셉의 저항은 리처드슨의 여주인공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조셉 스스로는 자신을 덕성 있는 “파멜라의 오빠”로 
정의하면서, 캠벨의 표현에 의거, “남자 파멜라”(male Pamela)가 되고자 애쓰지
만, 사실 조셉은 파멜라가 과감히 행했어야만 했지만 하지 못한 (혹은 하지 않
은) 실천력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파멜라와는 달리 “성적‧사
회적 욕망을 제어할”([he] masters both his sexual and his social appetites; 
McKeon, OEN 399) 힘을 가졌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 파멜라가 끊임없
이 자신의 순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도 편지를 쓴다거나 짐을 
꾸리면서 꾸물거린 것에 반해, 조셉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물론 귀부인 부비에 
의해 해고를 당해서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집을 나선다. 단지 파멜라의 오
빠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조셉이 정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둘은 너무 다르다.
     사실, 정절을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조셉의 덕스러운 모습은 파멜라의 오빠
라는 사실에서보다 그의 이름 자체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도 그럴 것이, 조셉의 이름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인인 보디
발(Potiphar)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친 성경 속 남성 인물 요셉을 상기시
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셉은 귀부인 부비의 성적 유혹에 대하여 파멜라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너의 모범을 본받고,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요셉의 모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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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유혹에 맞서 내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I hope I shall 
copy your Example, and that of Joseph, my Name’s sake, and maintain my 
Virtue against all Temptation; JA 40, 필자 강조)고 말하는데, 이는 필딩이 자
신의 주인공을 남성의 순결 및 정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공식화하기 위해 설정
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절에 대한 조셉의 진중하고 엄숙한 단언과 대담한 행동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결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본 독자들은 실소를 금치 못
하는데, 그 이유는 정절을 외치는 당사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에 있다. 필딩은 여
성과 남성의 정조에 대한 우리의 각기 다른 기대감을 이용하여 희극적 효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독자들의 뇌리에는 또 다른 몇 
가지 의문이 형성된다. 어느 성(性)에서는 미덕인 특질이 왜 다른 성(性)에 의
해 치켜세워질 때는 우스꽝스러워지는가? 그렇다면 미덕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
서나 인류 공통에 적용될 수 있는 덕성이 아니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성별
에 따라 달리 맞추어 쓰일 수 있는 가면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파멜라』에
서 드러나는 편협한 도덕성을 필딩이 『샤멜라』를 통해 문제 제기했음을 우리
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셉 앤드류스』에서는 그 밖에 무엇을 더 이
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조셉 앤드류스』에서 필딩은 더 이상 파멜라의 성(性)적 도덕성의 진실 
혹은 허위, 다시 말해 파멜라의 정절을 위한 노력들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리처드슨이 사용한 소재들은 『조셉 앤드류스』의 제
1권의 첫 10장까지만 차용되고 한동안 뜸하다가 결말부에 B 씨와 파멜라가 등
장했을 때 잠깐 가시화될 뿐이다. 필딩은 『샤멜라』를 통해 관음증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性)적인 것에 천착하고 있는 『파멜라』의 여주인공을,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신은 순수의 아이콘인 양 표상하고 있는 여주인공을,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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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공의 행동을 마치 미덕인 듯이 포장하고 있는 작가를 동시에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셉 앤드류스』의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남성이고 
이를 묘사하는 작가의 필치는 『샤멜라』에서의 그것처럼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적이다.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필딩이 작게는 미덕, 크게는 인간의 삶 속에서 
‘남녀’의 행동양식을 ‘구분’ 짓는 그 어떤 잣대에 대해서든 부정적인 입장을 견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조셉이 귀부인 부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처
음으로 도착한 드래곤(Dragon) 여관의 주인부부의 모습을 보면 관습적‧전통적
인 남녀 성역할이 전도됨을 파악할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노상강도
들(highwaymen)에게 쥐어 뜯겨 몰골이 말이 아닌 조셉을 여관 안으로 들인 것
에 대해 잔뜩 화난 부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타우 와우스 씨(Mr. 
Tow-wouse)에게, 그의 부인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집에 불을 
질러 도망가게 만들 것이라고 소리친다(JA 49). 뿐만 아니라 타우 와우스 부인
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기는커녕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고 본인 이야기만 하는 독단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34) 물론 그 반대의 
예도 있다. 조셉 일행이 두 번째로 도착한 여관에서는, 이름이 아닌 “성질 못된 
사나이”(surly Fellow)로 명명되는 여관 주인이, 다친 조셉을 돌봐주고 있는 아
내에게 욕을 일삼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에 반해 “그런 무례한 남편

34) 물론 이러한 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 온 전형적인 여혐 담론이고, 실생활에서도 이 

같은 남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이 대목을 언급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조

셉 앤드류스』가 발간된 18세기 당시에는 여성들이 ‘집 안의 천사’로 존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

졌던 시기인데, 작가 필딩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면서도 그 안에 관습적이고 이상적

인 여성상을 녹여내지 않고 그 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필딩이 

서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데에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고, 그 의도를 정절과 연결시키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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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과분한 아내”(a better Wife than so surly a Husband deserved)는 남편
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그의 말을 따른다(JA 103). 이러한 일련의 
장면들을 보면 필딩이 불평등한 남녀관계 내지는 성역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작가의 태도는 본고의 주제인 ‘정절’과도 꼭 
맞아떨어진다.
     18세기 영국에서의 정절은 이성 관계에서 순결을 지니는 일이었으므로 젠
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 결혼 전 무분별한 성
적인 열망 및 욕정(passion)의 억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암스트롱과 토
드의 말을 인용하며 언급했다시피, 18세기에는 여성이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을, 
쉽게 말해 처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여성적” 미덕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팽배
했다.35) 필딩은 모든 사람들이 실천토록 노력해야 마땅한 미덕이 이처럼 단 하
나의 성(性)에만 부과되는 것이 너무 협소한 도덕률이자 불평등하다고 여겼음
에 틀림없다. 실제로 필딩이 비판해 마지않던 『파멜라』를 보면 작가뿐만 아니
라, (『파멜라』를 읽고 칭송편지를 보내온) 독자들, 심지어는 작품 내 등장인
물들 대다수가, 처녀 파멜라의 육체를 끊임없이 탐하는, 심지어는 고프리(Sally 
Godfrey)라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사생아까지 있는, B 씨의 품행에 대해서는 
파멜라에게 요구하는 것만큼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데,36) 이는 미덕에 
대한 당대의 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이에 
대한 역반응으로 필딩은 남성 등장인물 조셉이 여러 여성 인물들에 의해 순결

35) 본론 1장의 각주 24 참고.

36) 오직 B 씨의 누이 대버스 부인만이 B 씨를 방탕아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과거 B 씨의 

성적 방종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라기보다 (B 씨와 이미 결혼해버린) 파멜라를 

겁주기 위해서 내뱉은 발화이다. 물론 B 씨는 파멜라와 결혼 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참회 및 

회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61

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덕스러운 아담스 목사의 
입을 통해 “순결은 여자에게 만큼이나 남자에게도 위대한 미덕”(Chastity is as 
great a Virtue in a Man as in a Woman; JA 40)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셉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주인에 의해 ‘정신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데에 그쳤다면, 이후 장에서는 자신과 같은 계급이라 할 수 있는 하녀 
베티(Betty)에 의해 ‘육체적’으로 희롱을 당한다. 베티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여관에 다친 몸으로 들어오는 조셉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가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차 커짐을 인식하게 된다. 어느 날 그녀가 조셉의 침대를 다리미로 덥
히고 있을 때,

. . . 그녀의 욕정은 극에 달해 너무나 완벽하게 그녀의 겸양과 이성 모두를 지
배해버려서, 몇 번의 힌트들과 음흉한 암시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마침내 
그녀는 침대 데우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조셉을 열성적으로 끌어안고는, 맹세
코 지금까지 자신이 본 사람 중에 조셉이 가장 잘생긴 남자라 단언하였다.
. . . her Passion grew to such a Height, and so perfectly mastered both her 
Modesty and her Reason, that after many fruitless Hints, and sly Insinuations, 
she at last threw down the Warming Pan, and embracing him with great 
Eagerness, swore he was the handsomest Creature she had ever seen. (JA 74)

여성 인물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18세기 당대 성(性)에 관한 보수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자면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베티는 조셉을 향한 
그녀의 육체적 접근이 좌절되자, 자신의 주인인 타우 와우스 씨와 관계를 맺는
다. 이미 몸이 달을 대로 달은 그녀는 타우 와우스 씨가 키스를 하자, 이때다 
싶어 새로운 성적 파트너에게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이다. 성적 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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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으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이토록 과감히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여성의 모습
은 비단 베티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이쯤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셉
에게 애정의 눈초리를 던졌으나 아마 그녀가 원했던 만큼의 아주 좋은 성공은 
거두지 못한 미모의 여인37)”(This fair Creature had long cast the Eyes of 
Affection on Joseph, in which she had not met with quite so good Success as 
she probably wished; JA 27) 슬립슬롭 부인(Mrs. Slipslop)을 목도한 상태다. 
그녀는 조셉을 면전에 두고 그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열정”(a Passion I 
cannot conquer; JA 29)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만큼 성욕을 발산하는 또 다른 
여성 등장인물이다. 슬립슬롭은 오랜 세월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자손
을 번식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녀의 호색적인 성향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서 가능한 빨리 자기 스스로에게 지고 있었던 쾌락이라는 빚을 갚
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고”(resolved to give a loose to her amorous Inclinations, 
and pay off the Debt of Pleasure which she found she owed herself, as fast as 
possible. JA 28)는 조셉의 육체를 향해 “배고픈 암호랑이”(a hungry Tygress; 
JA 29)처럼 달려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티나 슬립슬롭 부인, 심지어는 귀부인 부비
가 조셉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이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의 긴장감도 
심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파멜라』를 읽는 독자들은 B 씨가 온갖 술수를 
부려 파멜라를 겁탈하려 할 때, 불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B 씨에게 분개하기도 
하지만, 조셉이 성추행당할 때 우리 독자들은 일말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화자의 발화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37) 바로 앞 문장에서 필딩이 슬립슬롭의 외모를 두고 “키는 아주 작고”(being very short), “지나치

게 뚱뚱한데다”(rather too corpulent), “얼굴에 여드름이 있고”(Pimples in the Face), “암소를 닮

았다”(resemble a Cow)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미모의 여인”이라는 표현은 반어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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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자신의 순결이 항상 그 자신의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충분한 정신력만 있다면 남자는 자신을 방어할 유능한 육체적 
힘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여자처럼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겁
탈당할 일이 없으니 말이다.
How ought Man to rejoice, that his Chastity is always in his own power, that if 
he hath sufficient Strength of Mind, he hath always a competent Strength of 
Body to defend himself: and cannot, like a poor weak Woman, be ravished 
against his Will. (JA 75)

그렇다. 우리 독자들이 곤경에 빠진 조셉의 정절을 목격하고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또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조셉이 남자이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
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없이 자신의 몸을 수비할 수 있고, 정절을 실천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여성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절이 훼손되기가 너무 쉽고 심지어 
훼손된 이후에도 (최악의 경우) 배가 불러오는 등의 육체상의 변화로 이를 숨
기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남성’의 ‘순결’은 남녀 간의 상이한 생물학적 구조 
때문에 구태여 피하고, 도망치고, 발버둥 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지켜지는 종류의 것인지라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딩이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을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
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에서의 남녀 성역할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인 성(sex)의 관점에서 남녀의 ‘정절’이 지닌 의의를 찾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너무나 뻔해서 큰 의미가 없지만, 사회적인 의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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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의 관점에서 바라본 남녀의 ‘정절’은 한층 복잡한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숙려해 볼 가치가 있다. 당대에는 처녀성이 결혼 지참금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통념상 여성의 순결은 중요한 가치로 작용했다. 
가부장적 문화에다가 장자상속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진짜 혈육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긴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처녀성은 남성들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유지되게끔 은근히 종용받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 내
에서 자신들이 놓인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 정절을 행하거나 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 같은 굴레에 가둬지지 않았다. 남성의 정절은, 
여성의 그것처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지켜야만 해서 지키는 종류의 것이 아
니었다. 또한, 결혼을 위해 지키는 ‘척’해야만 하는 정절 역시 아니었다. 『파멜
라』에서 B 씨가 자신의 누이 대버스 부인에게 거지의 아들이 귀부인과 결혼하
는 것과 거지의 딸이 신사의 아내가 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며 단언하듯이, 
“남자는 그가 취하는 여성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여성을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녀를 자기 자신의 계급의 일원으로 삼을 수 있지만, 여성은 아무리 고귀하게 
태어나도 초라한 결혼으로 그녀 스스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자신의 신분에서 
자신이 결혼하는 남자의 신분으로 내려갈” 뿐이다(Pamela 422). 『조셉 앤드류
스』의 귀부인 부비가 결혼에 관해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에 대해 푸념하는 대
목 역시 이 같은 현실을 공명한다.

아무리 홍수만큼이나 오래된 가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추잡한 시골 광대 같은 
놈보다, 빈둥거리는 쓸모없는 난봉꾼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어리고 풋내 나
는 멋쟁이 남자애들보다 조셉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여
성들은 세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를 억지로 몰아넣어
야 하지. 다른 사람들의 경멸을 멀리하려고 우리는 우리가 얕보는 남자들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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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는 남자의 진짜 가치보다 태생이나 작위나 재산을 택
할 수밖에 없어. 이건 관습의 폭정인데, 우리는 그 폭정에 순응해야 해. 우리 
상류 사교계의 사람들은 관습의 노예들이니까.
Is he [Joseph] not more worthy of Affection than a dirty Country Clown, tho’ 
born of a Family as old as the Flood, or an idle worthless Rake, or little puisny 
Beau of Quality? And yet these we must condemn ourselves to, in order to 
avoid the Censure of the World; to shun the Contempt of others, we must ally 
ourselves to those we despise; we must prefer Birth, Title and Fortune to real 
Merit. It is a Tyranny of Custom, a Tyranny we must comply with; For we 
People of Fashion are the Slaves of Custom. (JA 258)

B 씨와 귀부인 부비의 말이 설명해주듯이, 상류층 여성들의 경우, 세속적인 관
점에서 밑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동시에 그
들의 지위가 떨어지는 등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는 그 “폭군 같은 관습”을 따라야만 한다. 상류층 여성들이 하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일”(distraction)로 간주되고 “지인의 눈총을 견뎌내야 하
는”(bear the Eyes of [my] Acquaintance; JA 289)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
하는 사람이라도 그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천하
고 초라한 욕망에 탐닉하는 것”(the Indulgence of a mean and a vile Appetite)
은 “내 명성과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희생시키는 것”(to sacrifice my 
Reputation, my Character, my Rank in Life; JA 288)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
는 귀부인 부비는 조셉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결혼은 차마 꿈꿀 수조
차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결혼은 불가피하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중
요한 의례로 작용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분이 낮은 여성의 경우
는 어떨까? 앞서 파/샤멜라를 언급하면서 설명했듯이, 가난한 여성들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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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 및 처녀성은 결혼지참금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결혼
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정절’이라는 미덕을 체화(體化)하거나, 체화한 척이라
도 하는 것이 능사다. 물론 상류층 여성의 경우처럼 신분도 잃고, 세간의 눈초
리를 받는 등의 이중의 굴레가 이들에게 똑같이 씌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
거나 이들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폭군 같은 관습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성들에게는 결혼과 관련된 
부담이 훨씬 덜 지워진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동정(童貞)이 결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처럼 ‘반의무적’으로 
정절을 수호할 이유도 없고, 여성보다 육체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순결이 ‘강제
적’으로 훼손될 위험 역시 적다. 물론 상류층 남성이 하녀와 같이 신분이 많이 
차이 나는 여성과 결혼할 시에는, B 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타인들의 따가
운 눈총을 받을 공산은 상류층 여성과 마찬가지로 크지만, 자신의 지위 및 신분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가난한 남성은 그 어떤 사회적 굴레로부터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분이 높은 여성과 결혼을 하건 낮
은 여성과 결혼을 하건 가난한 남성이 비판적인 세평(世評)에 직접적으로 노출
될 연유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자와 결혼 시에는 그녀의 남편이자 
‘주인’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득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셉은 귀
부인 부비가 “네가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내 명예를 건드린들 어떻게 내가 널 
막겠니?”(suppose you should have any wicked Intentions upon my Honour, how 
should I defend myself? JA 25)라 말하며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릴 때도, “설령 너의 악한 의도가 내 명예와 반하는 것이
라 해도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If they [wicked Intentions] were against 
my Honour, they may not be wicked; JA 25)고 용기를 북돋을 때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내 명예가 너의 힘에 달려있게 되고, 그러면 너는 내 주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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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겠느냐?”(Must not my Reputation be then in your power? Would you 
not then be my Master? JA 25, 필자 강조)며 드러내놓고 독려할 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절을 수호하다가 자신이 머물던 공간에서 쫓겨나 강도를 만나
고 옷이 벌거벗겨지는 등 여러 고초를 겪는다. 단지 패니(Fanny)에 대한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시련들을 자처해서 겪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주지해야할 것은 패니에 대한 조셉의 사랑은 단순히 그
녀의 육체에 대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꿔 말해, 조셉
이 여러 성적 유혹에 맞서 순결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랑하는 패니의 육
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기 원해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리가 지적했듯이, 
파멜라에게 있어 순결이 오직 처녀성만을 의미한다면, 조셉과 패니의 순결은 
(서로에 대한) “충성”(loyalty) 또한 의미한다(Varey, ASMT 73). 근친상간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만약 그들이 오누이 관계라는 것이 판명나면 “영원
히 독신으로 지내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플라톤식 우정을 
유지하기를 다짐”([they] vowed a perpetual celibacy, and to live together all 
their days, and indulge a Platonic friendship for each other; JA 295)하는 조셉
의 모습을 보자. 이는 그가 단순히 패니의 ‘육신’을 (다른 누구의 그것보다) 원
했기 때문에 지금껏 유혹을 뿌리치고 정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
난 진정한 우애와 사랑을 바탕으로 행한 것임을 설명해준다. 파멜라가 순결을 
유지하려 애쓰며 정절을 부르짖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다. 비록 
작품의 후반부 파멜라는 B 씨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싹 텄음을 시인하
지만(Pamela 214), 작품 내에서 이 둘이 사랑을 키워 왔을만한 복선이 없었다
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는 다소 급작스러운 전개가 아닐 수 없다. 그녀가 작
품의 초반부터 끊임없이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유는 그저 여성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파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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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작가 리처드슨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덕 있는 여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
나의 ‘수단’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까지 
성적으로 순결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는 조셉의 선택이, 파멜라가 그러하듯이 추
상적인 미덕 그 자체를 숭배해서가 아니라, 연인 패니를 존중하기 때문임은 
『조셉 앤드류스』의 곳곳에서 증거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존슨(Maurice 
Johnson)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패니를 떠날 때 조셉이 패니에게 열렬히 키스를 했었고, 그를 향한 그녀의 격
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그의 포옹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
자, 그가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주인의 
호색적인 제안에 대해 그가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파멜라를 내숭 
떨며 모방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파멜라의 이야기에
서, 그녀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순결을 중시했다면, 조셉
이 그의 순결을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패니에 대한 열렬한 헌신 때문이다.
Joseph’s lack of ardor, in response to his employer’s amorous proposals, 
becomes something other than mere prudish emulation of Pamela when we 
learn that, upon leaving Fanny, he had kissed her eagerly and felt high emotion 
when “her violent Love made her more than passive in his Embraces.” 
Whereas Pamela, in her story, largely valued her chastity in order to secure 
economic and social security, Joseph largely values his because of his 
passionate devotion to his Fanny. (Johnson 52)

     그러나, 조셉이 순결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가 성(性)적으로 둔감하다거나 
무기력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셉은 귀부인 부비가 화가 나서 방 밖으로 
자신을 쫓아낸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하마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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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스 목사님이 해 주신 (순결을 지키라는) 모든 말씀을 거의 잊을 뻔했기 때
문”(for I had once almost forgotten every word Parson Adams had ever said to 
me; JA 40)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조셉 역시도 하나의 육신을 가진 남성으로
서 여성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위기를 겪었음을 설명해준다. 이후 필딩은, 작품
의 말미에서 귀부인 부비가 조셉을 잊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거부한 그에 대
해 강한 욕구(Passion), 경멸감(Contempt), 증오(Hatred), 멸시(Disdain) 등 여
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조셉이 그녀의 몸 자체를 싫어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드러내 보이는데(These Enemies of Joseph had 
no sooner taken Possession of her Mind, than they insinuated to her a thousand 
things in his Disfavour; every thing but Dislike of her Person; JA 242-43, 필자 
강조), 이 역시도 조셉이 성적 욕구를 가진 남성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은 귀부인 부비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필딩
이 굳이 조셉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귀부인 부비로 하여금 그의 육체성을 다
시금 상기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서사 내에 녹여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
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필딩은 작품의 곳곳에서 조셉이 패니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 접촉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 패니와는 자유롭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현시한다. 가령, 조셉과 패니가 재회했을 때, 조셉이 그녀를 보자마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입술에 수도 없이 키스를 하는”(imprinted 
numberless Kisses on her Lips, without considering who were present; JA 135, 
필자 강조) 장면이나, 악당들이 근처에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패니를 뒤에 
두고 함께 싸우자는 아담스의 제안에 조셉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격하게 패
니를 껴안으면서 자기는 ‘패니 품을 떠나서 사느니 그녀 품에서 죽겠다’고 속삭
이는”(clasping her with inexpressible Eagerness, whispered her, ‘tha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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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Death in hers, to Life out of them.’ JA 167) 장면 등이 그것이다. 패
니도 마찬가지다. 비록 그녀는 아담스가 조셉을 두고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
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장담컨대 전 그 사람이랑 별달리 대화한 적이 없
었어요. 단지 같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동료고용인으로서 대화한 일 말고는
요”(I am sure I never had any thing to say to him, but as one Fellow-Servant 
might to another; JA 125)라고 말하는 등 당대 미덕상 혹은 수줍음 때문에 조
셉과의 관계를 부인하려 하지만,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때로는 조셉보다 더 자
유롭게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패니는 조셉으로부터 수많은 애원을 듣고 마침내 자신의 온 영혼을 그에게 내
주었다. 그녀는 그의 팔에 거의 기절하듯이 안긴 채, 그 어떤 아라비아의 산들
바람보다도 더욱 부드럽고 감미로운 한숨을 끝없이 내쉬면서 자신의 입술 가까
이 있던 그의 입술에 대고 “오! 조셉, 당신이 날 사로잡았어요. 난 영원히 당신
의 것이 되겠어요”하고 속삭였다.38)

Fanny, after a thousand Entreaties at last gave up her whole Soul to Joseph, 
and almost fainting in his Arms, with a Sigh infinitely softer and sweeter too, 
than any Arabian Breeze, she whispered to his Lips, which were then close to 

38) 이를 두고 존슨(Maurice Johnson)은 “이 장면은 인간관계가 굽실거리지도, 역하지도 않은 사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안심이 되는 장면이다. 이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묘사

는 리처드슨의 『파멜라』를 관통해 흐르는 어둡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비뚤어진 감정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인간 본성 안의 기쁨과 선함에 대한 필딩의 생각을 코믹 로맨스를 통해서 기리는 장면

으로 여겨질 수 있다”(the scene is a reassurance that human relationships can offer love 

that is neither servile nor rancid; and contrasted with the shadowy, unsure, and 

occasionally perverse emotions that moved throughout Richardson’s Pamela, this depiction 

of young love may be said to celebrate-through comic romance-Fielding’s idea of the 

delights and goodness in human nature. Johnson 55)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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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 ‘O Joseph, you have won me; I will be yours for ever.’ (JA 140, 원문 강
조)

“젊은 청년에 대한 고결한 열망은 여성이 수치스러워할 것이 아니”(a vertuous 
Passion for a young Man, is what no Woman need be ashamed of; JA 125)라고 
필딩이 아담스의 입을 빌려 말하듯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조셉과 패니가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는 대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둘 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발산할 때 주변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패니는 “아담스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조셉에게 더
욱 더 가까이 들러붙으면서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자기는 그의 품에서 죽겠
다”(clung closer to him, not at all regarding the Presence of Adams, and in a 
soothing Voice declared, ‘she would die in his Arms.’ JA 167, 필자 강조)고 말
하는 등 타인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한다. 이는 파
멜라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파멜라가 자신의 편지를 읽을 부모님 혹은 
B 씨를 의식하여, 자신이 정절을 행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편지에 기입함으로써 
본인의 육체적 순결을 강조하는 데에 반해, 조셉과 패니는 타인의 성적 접근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은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 이 둘
이 행하는 정절 및 순결은 파멜라의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지키는 덕성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성적 표현이 무절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치한이 
패니의 목수건을 찢어 놓아 그녀의 가슴이 조셉의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을 
때 조셉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때 패니가 손
수건으로 앞을 가리자 그녀가 당황한 것을 알아 챈 조셉은 “즉시 그의 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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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부터 떼어 낸다”(immediately removed his Eyes from an Object; JA 
267). 이에 대해 화자는 “그녀를 향한 그의 열정이 사랑이라는 고상한 명칭으
로 불려도 될 만큼 진실된”(so truly did his Passion for her deserve the noble 
Name of Love; JA 267) 것이었다고 부연함으로써 이 둘(사이의 사랑)의 ‘순결
함’39)을 시사한다.
     필딩은 성적 욕구나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작가가 아니다. 작
품의 초반 타우 와우스 부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베티
에게 욕설을 내뱉을 때, 베티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짓을 
한 건 아니”(have done nothing that’s unnatural; JA 72)라고 항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필딩이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음
을 일찌감치 느낄 수 있다. 다만 필딩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뒷받침되
지 않은 상태의 무절제한 성적 표현과 결혼이다. 패니와 결혼을 서두르는 조셉
에게 “육욕을 채울 셈으로 결혼하는 것은 성스러운 예식을 매음으로 만드는 
것”(To marry with a View of gratifying those Inclinations[brutal Lusts and 
Affectations] is a Prostitution of that holy Ceremony; JA 270)이라 조언하는 
아담스의 모습은 필딩이 정신적인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보다 우선시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실례로 작용한다. 『조셉 앤드류스』가 쓰여진 지 7년 뒤에 발간
된 『탐 존스』에서는 이 같은 필딩의 남녀/사랑/결혼관이 더욱 직접적으로 반
영되어 있다.

난 사랑이 결혼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토대라고 항상 생각해왔
다오. 이 결합을 묶어주는 고귀하고 부드러운 우정을 오직 사랑만이 만들어낼 

39) 여기에서의 ‘순결’은 이성과의 육체관계가 아직 없다는 의미의 ‘순결’이 아니라, 마음에 사욕, 사

념 따위와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순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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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오. 내 생각에는 사랑 말고 다른 동기에서 한 모든 결혼은 큰 
범죄인 것 같소. 그런 결혼은 가장 신성한 의식을 오용하는 것이고 보통은 불
안과 불행으로 끝나기 때문이오. 이는 가장 신성한 제도를 욕정이나 탐욕을 위
해 사악하게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분명히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I have always thought Love the only Foundation of Happiness in a married 
State; as it can only produce that high and tender friendship, which should 
always be the Cement of this Union; and, in my Opinion, all those Marriages 
which are contracted from other Motives, are greatly criminal; they are a 
Profanation of a most holy Ceremony, and generally end in Disquiet and 
Misery; For surely we may call it a Profanation, to convert this most sacred 
Institution into a wicked Sacrifice to Lust, or Avarice: . . . (Tom Jones 62)

이 대목은 『탐 존스』의 등장인물 올워디(Allworthy)가 한 의사에게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올워디가 (그 자신의 이름이 상징하듯) 
작품 내에서 가장 완벽하고 덕스러운 인물로 표상되는 인물임을 염두에 두면,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한 결혼은 큰 범죄”라는 올워디의 말이 작가의 목
소리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셉 앤드류스』 속 윌슨
(Wilson)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
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숱한 성관계를 맺은 윌슨은 매독이 걸려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지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참회 및 회개를 한 이후 그는 해
리엣 허티(Harriet Hearty)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는 그녀와 결혼한다(JA 
194). 결혼 후의 윌슨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은 작품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
부관계를 상징하는데, 이는 “내 행복은 전적으로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했
다”(My Happiness consisted entirely in my Wife; JA 194)는 윌슨의 발화나, 현
재까지도 “이 (윌슨 부부의) 우정이 더 많은 섬세함과 애정으로 감미로워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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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가까운 남성들이 맺는 서약보다 더 소중한 서약에 의해 확고해진
다”(sure as this Friendship is sweetened with more Delicacy and Tenderness, 
so is it confirmed by dearer Pledges than can attend the closest male Alliance: 
JA 197)는 그의 설명에서 여실히 입증된다.40)

     반면에 토마스 부비 경(Sir Thomas Booby)이 죽은 후 그의 아내인 귀부
인 부비를 묘사하는 대목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파멜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셉은 주인인 토마스 부비 경이 작고한 
후 귀부인 부비의 “정신이 이상해졌다”(gone distracted)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마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하인들이 
지금껏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마님이 천 번도 넘게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라”(her Ladyship wish his Honour dead above a thousand times; JA 26)왔는
데, 그녀가 이토록 슬퍼하다니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 대목이 작품
의 거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토마스 부비 경과 
귀부인 부비가 결혼 전에 정말로 사랑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둘이 “사는 동안 거의 매일 다투었다”(quarrelled almost every day of their 
Lives; JA 26)는 것을 유념해볼 때, 이들의 결혼이 사랑이 뒷받침 된 결혼이었
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
아 하인인 조셉을 유혹하는 귀부인의 모습 역시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커플인 조셉과 패니의 앞으로의 

40) 이에 대해 고티어(Gary Gautier)는 “윌슨 여담은 문화에서의 결혼의 상대적 위상과 중요성을 명

확하게 보여주며, 완벽한 결혼의 내부적 역동성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조셉과 패니가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The Wilson digression clarifies the relative place and importance of 

marriage in culture, exemplifies the internal dynamics of a perfected marriage, and 

provides a model for Joseph and Fanny to ‘imitate’)고 주장한 바 있다(Gautier, “MFFF”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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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어떠할까? 우리는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수호하는 조셉
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조셉과 패니와의 결혼 생활이 레이디 부비의 그
것보다 윌슨의 그것과 가까울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조셉은, 작품의 후반부에
서 파멜라가 패니에게 자기 오빠 같은 상류층 남자와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한다
면서 패니를 야단치고 있을 때,41) “자기가 온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녀에
게 적대적인 사람과는 혈연관계를 맺지 않을 것”(he would own no Relation to 
any one who was an Enemy to her he lov’d more than all the World. JA 283)이
라고 말할 정도로 패니와의 사랑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
신보다 지위가 높은 마님이 반 협박을 하면서 유혹할 때도, 슬립슬롭이 “배고픈 
암호랑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향해 달려들 때도, 다친 자신을 친절하게 보살펴
주던 베티가 불현듯 “열성적으로 끌어안을” 때도, 자신이 하인으로 일하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길에서 구타를 당해가면서 까지도, 여러 남성들에 의해 옷이 벗
겨져 “태어났을 때처럼 알몸”(as naked as ever he was born; JA 45)이 되는 등 
유사 강간을 당할 때도 꿋꿋하게 자신의 순결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패니와의 사랑을 위해 귀부인 부비나, 슬립슬롭, 베티의 성적 접근
을 일거에 뿌리치는 그의 모습은 여성들만의 미덕인 것처럼 표상되어온 정절이
라는 가치가 남성에게도 대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덕성으로 자리매김함을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 및 
욕망을 (물론 귀부인 부비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덜 솔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감 없이 표출하는 『조셉 앤드류스』 내 여타의 여성 등장인물들
의 모습은 미덕에는 젠더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필딩은 미덕이 단지 사회
가 인간들에게 입혀 놓은 하나의 가면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41) 이즈음에서 조셉은 신사인 윌슨의 아들로 밝혀져 신분이 상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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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맥락에서 보면, 필딩이 작품 『파멜라』의 플롯에서 단순히 남녀의 성
별을 바꾸어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계급, 
결혼제도 등 사회 역학적인 관점에서 남성의 정절이 지닌 의의를 다각도로 탐
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필딩이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설정했어야만 하는 장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성을 다소 여성
적으로 혹은 감수성이 예민한 인물로, 여성을 다소 남성적으로 혹은 무감한 인
물로 그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젠더와 정절 이데올로기는 
서로 얽히고설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서로 충돌하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남성 혹은 여성, 내지는 남성적인 
사람 혹은 여성적인 사람 등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엄격
하게 구분 짓는 식의 인물 묘사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탐구하는 데에 한계
를 제공한다. 게다가, 캠벨도 지적했듯이, 사실상 남녀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
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conventional)이
고, “획득된 것”(acquired)이며,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historically determined; 
Campbell 12)이라서 한 인간을 생물학적으로만 규정짓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필딩은 귀부인 부비, 슬립슬롭, 베티, 타우 와우스 부
인 등의 여성들을 겸양을 떨 줄 모르고 저돌적이며, 그래서 남성적으로 비춰지
기까지 하는 인물로 그려낸 것과 마찬가지로, 조셉과 아담스 목사 등 작품 내 
굵직한 남성 등장인물들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동정심이 많으며 감수성이 풍
부한, 즉 여성적인 자질로 주로 표현되어 왔던 행동들을 하게끔 설정한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의 외관에 대한 묘사에서 이미 암시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령, “몇몇 진기한 야간의 사건들”(several 
curious Night-Adventures)을 다루고 있는 작품의 제4권 14장을 보자. 귀부인 
부비의 집에 모여든 손님들─조셉, 아담스, 패니, 슬립슬롭, 디대퍼(Did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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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밤이 무르익자,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침실로 이동하는데, 이때 패니를 흠
모했던 디대퍼는 그녀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조셉인 척 위장하고 
그녀의 침실로 향한다(JA 290).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패니의 침실이 아니
라, 슬립슬롭의 침실이었는데, 여기서 이 둘의 모습이나 처지에 대한 묘사에는 
성별이 도치되어 있다는 인상이 풍긴다. 누워있는 여성이 패니라고 생각하고 침
대로 뛰어들어 열렬히 포옹한 디대퍼는, 그 못지않게 반응하는 상대와 황홀한 
시간을 보내다가 머지않아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슬립슬롭 역시도 
상대가 조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가 디대퍼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지만, 
그를 “그녀의 미덕을 입증할 즉각적인 제물로 바치기 위해”(to make an 
immediate Sacrifice to her Virtue; JA 291) 꽉 붙잡아두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소리친다(‘Murther! Rape! Robbery! Ruin!’ JA 291).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의로운 아담스 목사는 캄캄한 방에서 누군가의 몸과 닿는데, 그 피부가 
마치 여성의 피부처럼 “지극히 부드러워서”(extremely soft) 그는 자신과 방금 
닿은 사람이 “겁탈당할 위험에 빠진 젊은 여자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치 않고
는”(no longer doubted but this was the young Woman in danger of ravishing)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턱을 움켜쥔다. 이때 턱에 “거친 수염”(a rough Beard)
이 텁수룩한 것을 느낀 아담스는 자신이 움켜쥔 사람이 남자 겁탈자라고 확신
하고는 그와 격투를 벌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결과적으로 “지극히 부드러운” 피
부의 소유자가 “겁탈당할 위험에 빠진 젊은 여자”가 아니라 디대퍼였으며, “거친 
수염”을 가진 겁탈자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슬립슬롭으로 판명난다는 사실이다. 
이후 아담스가 밤중의 난 데 없는 소동에 놀라 방으로 들어온 귀부인 부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대목 역시, 디대퍼를 남자답지 못한 인물로, 슬립슬롭을 
여자답지 못한 인물로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 필딩은 아담스로 하여금 도망친 
사람을 여자로 오인해서 보내준 것이지, 만약 겁탈을 시도하는 남자인 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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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면 “그가 또 다른 헤라클레스였을지라도 그를 붙잡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힐라스와 닮은 것 같았다”(I would have seized him had he been another 
Hercules, tho’ indeed he seems rather to resemble Hylas. JA 293)고 말하게 함
으로써 디대퍼를 남성적 힘의 상징인 헤라클레스의 위치가 아니라, 헤라클레스
가 사랑한 미소년 힐라스의 자리에 놓는다.
     외모뿐만 아니라, 디대퍼가 하는 행동 또한 그다지 남성적이라고 볼 수 없
는데, 일례로 제4권 11장을 보자. 밤중의 소동이 있기 전부터 그는 패니에게 같
이 살자고 무례하게 장난치거나 손으로 몸을 만지며 집적거리는데, 이때 그것을 
본 조셉은 화가 나서 디대퍼의 뺨을 때린다(JA 281). 이에 대한 반격으로 칼을 
집어든 디대퍼는 이내 맞서 싸우려는 생각은 접고 “계속 복수만 다짐하며 주머
니 거울을 꺼내어 그의 머리카락을 정리”(taking out a Pocket-Glass, and 
vowing Vengeance all the Times, re-adjusted his Hair; JA 282)하는 데에 그친
다. 꼭 맞서 싸워야지 남성다운 것은 아니지만, 격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울을 
꺼내 외모를 점검하는 데에 집중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디대퍼의 모습은 틀에 
박힌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작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디대퍼와는 반대로, “거친 턱수염” 때문에 아담스가 남자로 오인할 
만큼 남성적인 외양을 지닌 슬립슬롭은,42)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만큼, 때로
는 남성보다 더한 무력을 행사할 줄 아는 인물이다. 특히 이 밤의 소동 장면에
서 슬립슬롭은 디대퍼와 아담스 모두를 힘으로 제압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

42)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슬립슬롭이 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는 “슬립

슬롭이 앞에 달고 다니는 두 개의 산”(by the two Mountains which Slipslop carried before her; 

JA 292), 즉 가슴뿐이다. 작품 내에서 유일하게 아리따운 여성으로 묘사되는 패니와 대조해보면, 

슬립슬롭에 대한 화자의 묘사가 통속적인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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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다. 예를 들어, 디대퍼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깜짝 놀라, 
“침대로 들어갔을 때보다 더 빨리 거기에서 나오려고 시도할”(attempted to 
escape from the Bed with much greater Haste than he had made to it;) 때, 슬
립슬롭은 힘으로 “그를 막는다.”(prevented him; JA 291) 또한, 어둠 속에서 슬
립슬롭을 움켜잡은 아담스는 “턱을 찰싹 얻어맞는다.”(receiv’d such a Cuff on 
his Chops; JA 292) 이에 맞서 반격하는 아담스를 향해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세게 그를 때리고 할퀴기”(cuffed and scratched as well as she could; JA 292)
까지 한다. 이처럼 남성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력을 갖춘 슬립슬롭을 염두
에 둔다면, 이 야간의 사건들 장면에서 하마터면 정절이 훼손될 뻔한 사람이 슬
립슬롭이 아니라, 디대퍼였다고 해도 도가 넘는 추측은 아닐 것이다. 마치 조셉
이 귀부인 부비의 방 안에서 순결을 잃을 위험에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
록 디대퍼가 패니인줄 알고 먼저 덮치려 했지만) 이 장면에서는 남성인 디대퍼
가 여성인 슬립슬롭에 의해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저지되니 말이다. 이전
에 조셉이 귀부인 부비의 집에서 쫓겨난 후 거리를 걷다가 도착한 선술집에서 
(이때는 강간 직전에 있던 패니를 아담스가 구해준 뒤, 이 둘이 공교롭게도 조
셉과 같은 여관에 묵고 있는 상황이다) 슬립슬롭을 마주했을 때, 화자가 “그녀
는 대저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술집에서도 어떤 것[조셉과 성관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she had . . . conceived Hopes of something 
which might have been accomplished at an Ale-house as well as a Palace)고 
묘사하는 데에 이어 “사실 그날 저녁에 애덤스가 겁탈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한 
사람은 패니 말고도 더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indeed it is probable, Mr. 
Adams had rescued more than Fanny from the Danger of a Rape that Evening. 
JA 139)고 설명하는 부분 역시 슬립슬롭이라는 여성을 유사(類似)겁탈자의 위
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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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필딩은 남녀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생물학적‧사회
적 성역할에 걸맞게 그려내지 않고, 이처럼 교차되게 그려냈을까? 그렇다면 작
품 내에서 “우리의 영웅”(our Hero; JA 39)으로 명시적으로 일컬어지는 조셉에 
대한 인물묘사는 어떠할까?　디대퍼와 슬립슬롭이 섹스와 젠더를 가로질러 드러
내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43) 조셉은 남녀 모두의 생물학적‧사회적 성역할을 아
우르는 인물로 표상된다. 먼저 조셉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의 외모나 목소
리에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특성이라고 간주되는 자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셉은 “뒤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곱슬머리”(in wanton 
Ringlets down his Back)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도톰한 입술은 붉고 부드러
운”(Lips full, red, and soft)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것들은 문학 작품에서 대체
적으로 여주인공에게 적용되는 특성이다. 캠벨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곱슬
머리”라는 표현이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Paradise Lost, 1667) 중 이
브(Eve)의 머리카락 묘사에서 정확히 똑같이 쓰인 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조셉과 이브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Campbell 80). 그녀에 따르면, 필딩이 『실
낙원』의 표현을 차용하면서도 자신의 주인공 조셉으로 하여금 아담(Adam)의 
“남성다운”(manly)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브의 머리카
락과 같이 뒤로 흘러내는 곱슬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밀턴이 머
리카락을 아담과 이브, 이 두 남녀를 구분 짓는 지표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염두
에 둘 때) 조셉에게 “여성 정체성”(female identity)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
식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필딩은 조셉의 “얼굴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수성과 다정함이 결합돼”(Countenance had a tenderness joined with a 

43) 작품 내에서 전자는 성별은 남성이지만 행동 및 외모에서 여성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후

자는 성별은 여성이지만 행동 및 외모에서 남성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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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ility inexpressible; JA 33)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역시도 패니의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감수성이 나타난 얼굴”(a Countenance in which . . . a 
Sensibility appeared almost incredible; JA 133)과 형용사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조셉을 여성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읽어낼 여지를 준다.
     조셉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이다. 패니가 조셉을 찾으러 헤매다가 묵게 된 
여관에서 (여기서 패니는 처음으로 조셉과 재회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의 목
소리[조셉이 노래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팔리는”(her Attention was suddenly 
engaged by a Voice; JA 133) 장면이나, 디대퍼가 조셉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패니에게 속삭이는 장면(he whispered in Joseph’s Voice; JA 290), 혹은 조셉이 
귀부인 부비를 따라 런던에 갔을 때, “노래를 부르는 데에 그의 여가 시간 대부
분을 할애하여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그로 인해 오페라에서 다른 하인들의 견
해를 이끌게”(applied most of his leisure Hours to Music, in which he greatly 
improved himself . . . that he led the Opinion of all the other Footmen at an 
Opera; JA 22) 되는 장면 등, 작품은 끊임없이 조셉의 목소리를 언급하는데, 이
는 작품 내에서 그의 목소리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을 반영한다. 그러
한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음악적이어서 새들을 겁주기보다는 오히려 매혹
할”(being so extremely musical, that it rather allured the Birds than terrified 
them; JA 18) 정도로 다감(多感)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 때문에, 새 쫓는 일을 
하던 조셉은 개집(Dog-kennel)으로 일자리를 옮겨 “사냥개 담당
자”(Whipper-in) 역할을 하지만, 그마저도 목소리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다. “개
들이 사냥꾼들의 온갖 유혹하는 음보다도 그가 꾸짖는 멜로디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의 달콤함은 (사냥개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킨”(the 
Sweetness of his Voice disqualified him: the Dogs preferring the Melody of his 
chiding to all the alluring Notes of the Huntsman; JA 18) 것이다. 화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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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셉이 맡은 일은 “고대인들이 프리아포스에게 할당한 일”(the Ancients 
assigned to the God Priapus)인데, 감미로운 목소리 때문에 조셉이 그 일에 ‘부
적격’하게 된다는 사실은, (프리아포스가 남성 생식력의 신이라는 점에서) 그가 
남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또 다른 여성 정체성을 가진 인
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조셉이 이런 여성적인 특질만 가진 남성 인물이라면, 이 작품의 
“영웅”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작품의 시작부터 조셉이 순결이 훼손당
할 처지에 놓여있고, 그의 외양이나 목소리 모두 여성적인 자질을 갖춘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를 여성 정체성을 지닌 남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
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실 화자가 
조셉의 남성적인 특질 역시 놓치지 않고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음을 어렵지 않
게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조셉의 성격 역시도 그의 외모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성질”(a softer Composition; JA 229)을 지닌 터라, 불행한 상황이 닥
쳤거나 타인이 고통 받는 상황을 목도했을 때 숱하게 눈물 흘리는 인물이지만, 
그에게는 (예컨대 작품 내에서 끊임없이 희화화되는 디대퍼와 같은) 여성적인 
남성 등장인물에게는 없는 남성적 체력과 힘이 공존한다. 슬립슬롭이 귀부인 부
비에게 조셉을 두고 “좋은 하인이자, 강하고 건강하며 충분히 관능적인 남자”(a 
good Servant, and a strong healthy luscious Boy enough; JA 30)라고 말하는 데
에서 알 수 있듯이, 조셉은 육체적‧성적으로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인 것이
다. 그는 “봉술 시합에 능할”(expert at Cudgel-playing; JA 45) 뿐만 아니라, 
“여섯 명의 예쁘장한 남자들이 두 손으로도 들어 올릴 수 없었을 어떤 거대한 
침실용 돌요강을 한 손으로 들어 던질”(Joseph . . . lifted up a certain hugh 
Stone Pot of the Chamber with one Hand, which six Beaus could not have lifted 
with both, and discharged it; JA 224)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으며, 아담스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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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등 자신의 동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남성들에 맞서 싸울 정도로 용맹하다(JA 208-09, 266). 이러한 직접
적인 격투 장면 말고도 조셉의 육체적 힘을 잘 설명해주는 특히 흥미로운 장면
은 경사가 매우 심한 비탈길에서 조셉이 “그의 팔로 패니를 안은 채, 한 번도 
헛디디지 않고 꿋꿋하게 언덕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그녀를 땅에 내려놓
는”(taking his Fanny in his Arms, walked firmly down the Hill, without making 
a false step, and at length landed her at the bottom; JA 168) 장면이다. 산비탈
에서 아담스가 제 몸 하나 거두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
(Adams’s Foot slipping, he instantly disappeared; JA 168), 조셉은 패니를 번쩍 
들고도 무사히 평지에 도달할 만큼 튼튼한 두 다리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화
자는 여성 독자들을 갑자기 호출하며 “남성의 힘”(the strength of a Man)의 유
용성을 피력하는데, 이때 그는 조셉을 “다리가 가늘고 긴 남자” 
(spindle-shanked Beaus)와 대조함으로써 조셉의 남성다운 체력을 상찬한다.
     이러한 예들이 설명해주듯이, 이 작품 내에서 현시되는 조셉의 내‧외적 여
성스러움 혹은 감수성은 그의 육체적인 힘, 그리고 실천하는 덕과 절충 및 결합
되어 “남성적 공감”(manly sympathy; Barker-Benfield 141)의 일환으로 승화된
다. 조셉의 눈물은 곤경에 빠졌을 때마다 하릴없이 질질 짜는 나약한 눈물이 아
니라,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여 흘리는 “도덕적 울음”(moral 
weeping; Barker-Benfield 141)인 것이다. 패니가 유괴 당했을 때, 슬픔에 빠져
있던 조셉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나는 남자답게 슬픔을 견디겠다, / 하지만 나
는  동시에 슬픔을 남자답게 느껴야만 한다”(Yes, I will bear my Sorrows like a 
Man, / But I must also feel them as a Man. JA 232, 원문 강조)고 말하는 장면
을 보자.44) 여기에서 화자는 조셉이 아담스의 조언에 따라 슬픔을 담담하게 견
디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동시에 ‘인간답게/남자답게’ 그것들을 오롯이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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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화자는 조셉이 슬퍼하는 모습에 “남
자답게”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그가 흘리는 눈물의 감상적인 성질을 유약한 
어떤 것, 그리하여 여성에게만 특히 어울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강인한 남성 
역시도 인간인 이상 가질 수 있는, 혹은 가져야 마땅한 특질로 만들고 있는 것
이다. 포터(Tiffany Potter)는 이러한 조셉의 반응이 “전통적인 도덕률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인간의 감정 사이의 조화, 그리고 진실성,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적절한”(appropriate both in its truth and its balance 
of natural and essential human passions and abstract understandings of 
traditional morality; Potter 88) 반응이라고 일컫는다. 그녀에 따르면, 이것이 
“영웅적 자질”(heroic quality; Potter 89)이고, 이 자질을 갖춘 조셉은 “필딩의 
이상에 근접”(approximation to Fielding’s ideal; Potter 89)한 인물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일련의 장면들이 자아내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섬세한데 지나치게 여성화된 남성들 혹은 남성적이긴 한데 너무 둔감한 남성들, 
그 둘 중 한 쪽만 남지 않도록 필딩은 젠더의 관점에서 감수성의 새로운 가치
가 백기사, 흑기사, 곤경에 빠진 처녀 등의 전통적인 로맨스 구성을 불안정하
게 만들지 않고도 흡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셉과 같은 등장인물들을 우리
에게 제공한다. 계급의 관점에서는, 부르주아의 가치로 보여지던 이 똑같은 감
수성의 가치가 전통적인 로맨스에 대한 지주들의 보수적인 비전을 붕괴시키지 
않고도 흡수될 수 있다.
Lest we are left with men who are either sensitive but feminized or masculine 
but insensitive, Fielding gives us characters like Joseph, who can show, in 

44) 물론 이 인용구는 조셉이 『맥베스』(Macbeth)에서 들은 것을 ‘외워’(by heart) 읊은 것이지만, 필

자는 조셉이 이처럼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구절을 읊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 대목을 

조셉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장면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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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gender, that the new values of sensibility can be absorbed without 
destabilizing the traditional romance configuration of white knights, black 
knights, and distressed virgins. In class terms, those same values of 
sensibility, seen as bourgeois values, can be absorbed without undermining the 
essentially landed and conservative vision of the traditional romance. (Gautier, 
“HSFRS” 204)

물론 고티어는 리처드슨이 “예의 바른 귀족적인 형태의 사교성”(polite, 
aristocratic forms of sociability; 204)을,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서 묘사
되는 사회적 본능”(a social instinct crucially portrayed as feminine in nature; 
204), 즉 “감수성”(sensibility; 204)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에 반해, 필딩은 부르
주아적/여성적 가치로 여겨지던 감수성을 전통적인 남성상에 투영함으로써 두 
가지 요소를 잘 융합했고, 그리하여 필딩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젠트리의 보수
적인 비전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한 말이지만, 그 밖에도 위 
인용문은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정절’과 관련하여 감수성이 지닌 의의를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셉의 모습이 전통적 로맨스의 전형적인 
흑기사 혹은 강한 영웅상으로만 치켜세워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주인공이 남성
이기 때문에 순결이 훼손될 리가 희박한 상황에서)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
이라는 이 작품의 주요 모티프를 제시하는 데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
다. 물론 앞서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조셉은 남성인지라 귀부인이나 베티, 혹
은 슬립슬롭이 성적접근을 할 때 우리 독자들이 같은 상황에 놓인 파멜라 때문
에 느꼈던 불안감과 동등한 수준의 불안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45) 작품의 초반
45) 같은 맥락에서 캠벨은 (성적) 강압에 대한 남성 순결의 상대적인 난공불락성(invulnerability)은 

귀부인 부비에 대한 그의 저항을 덜 가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파멜라의 이야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상징, 즉 (스스로 순결을 수비하기 위해 애쓰는) 자주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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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드러나는 조셉의 감상적(sentimental)인 발화와 태도 등은 남성의 정절 역
시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주체에 따라, 처한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곤
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도 굳건히 정절을 수호할 때 그 덕성이 보여주는 가치는 배가 되기 때문에 필
딩은 조셉을 ‘남자 파멜라’처럼 보이게끔 감상적인 인물로 설정한 것이다. 게다
가 그 감수성 덕분에, “조셉은 우스꽝스러운 인물에서 동정적인 인물로, 패러디
를 위한 수단에서 더 자주적이고 긍정적인 캐릭터로 발전”(Joseph develops 
from a ridiculous to a sympathetic figure, from a vehicle for parody to a more 
autonomous and positive character; Campbell 63)할 수 있게 된다. 작품의 서두
에서 자신을 “파멜라의 오빠”라 칭하며 ‘여성’ 파멜라의 ‘미덕’ 갑옷을 입은 조셉
은, 남녀 이중의 정체성으로 인해 ‘일견’ 우스꽝스러움의 전형 혹은 풍자의 대상
으로 잠깐 표상되지만, 그가 가진 감수성은 점차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인물, 사랑하는 여성 때문에 진정으로 눈물 흘릴 줄 아는 인물, 그 여성을 위해 
진정으로 정절을 행하는 인물 등 참되고 덕스러운 남성으로 격상시킨다. 필딩은 
조셉을 육체적으로는 강인하지만, 내면에는 감수성이 그득한 또 다른 페르소나
를 함께 지닌 남성 등장인물로 만듦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미덕을 온정
적인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전통적‧
관습적인 남성 영웅상과는 다른 새로운 영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필딩이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영웅상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조셉이 패니가 유괴된 것을 알고 정신을 잃는 장면으로 다시 되돌
아가보자. 이 장면에서 조셉은 기절에서 깨어나자마자 잃어버린 패니에 대한 생
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묘사되는데(his Eyes overflowed with Tears; 

(self-determination)이 남성인 조셉에게는 덜 유용함을 지적한다(Campbell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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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29), 이때 조셉이 우는 모습을 두고 화자는 “영웅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어울릴 법한”(which would have become any but a Hero; JA 229, 필자 강조) 모
습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영웅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
지 않다. 이 대목만 보면 화자(혹은 작가)가 눈물 흘리는 행위를 남자답지 못하
고 영웅답지 못한 행위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지만, 이는 필딩 특유의 반
어법이다. 필딩이 작품 내에서 ‘영웅적’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여타
의 대목을 보면, 그가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해석하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제2권 9장 ⌜불운한 사건이 담화를 끝낼 때까지 신사가 용감함과 
영웅적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함⌟(“In which the Gentleman descants on 
Bravery and Heroic Virtue, ’till an unlucky Accident puts an end to the 
Discourse” 필자 강조) 중, 패니를 겁탈하려 시도한 악한과 아담스가 싸우는 장
면을 묘사한 대목을 보자. 한 신사와 “영웅적 미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아담스는 주위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놀라서 부리나케 도망치는 그 신사를 
뒤로하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서 겁탈자의 머리를 가격하는데, 이
때 화자는 그 겁탈자의 머리뼈가 “일반 사람 머리뼈의 3배나 더 두껍”(three 
times as thick as those of ordinary Men, JA 119)지 않았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
라 설명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화자가 머리뼈가 굵은 
사람의 또 다른 예로 “영웅적 소명을 받은 사람”(Persons of the heroic Calling, 
JA 119, 필자 강조)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겁탈자를 “영웅적 소명”을 
가진 사람과 연장선상에 놓는 서사로써 작품 내에서 상당히 역설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서사시적 영웅의 모습이 
흑기사와 같이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고 남성성이 넘치는 모습이라면, 위 장면은 
그 같은 영웅적 미덕─육체적인 힘과 남성성─을 나약한 여성을 겁탈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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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사용하는 악한의 모습을 현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 독
자들은 필딩이 기존의 ‘남성적’ 영웅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을 알게 된다.46)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티어는, 이 장면을 아담스에 
대해 말해주는 것으로 읽을 시,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메시지가 한층 더 복잡
해짐을 지적한다(Gautier, “HSFRS” 199-20). 그에 따르면, 아담스는 이 대목에
서 3 명의 인물─신사, 패니, 악한─의 측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스의 정체성이 발달 및 규정된다는 것이다. 가령, 용맹함에 대해 일
장연설 하다가 막상 위험이 닥치니 급히 도망치는 신사와 대조되는 아담스의 
“육체적인 용맹함”(physical prowess)은 “전통적인 남성상의 표식”(a marker of 
traditional masculinity)으로 기능하고, 로맨스로부터 유래된 여성의 유형인 “곤
경에 빠진 처녀”(virgin-in-distress)와의 관계 속에서 아담스는 “구조
자”(rescuer)가 되어, 관습적인 남성성이 “전통적인 로맨스의 질서 안에서 안정
되는”(valorized within an economy of traditional romance) 것을 확실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강간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담스의 (용맹함보다는) 착한 
천성이 더욱 뚜렷하게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에 초점을 맞춰 고티어는 “이 장면
에서의 포인트는, 육체적 용맹함과 관련된 전통적인 영웅적 미덕은 부차적인 특
질이며,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와 관련된 주요한 특질에 이것의 도덕적 가치가 
달려있다”(The point is that the traditional heroic virtue of physical prowess is 
a secondary trait, its moral value depending upon the primary trait of good or 
ill nature; Gautier, “HSFRS” 200)고 강조한다. 풀어 설명하자면, 육체적 힘이나 

46) 캠벨 역시도 화자가 이처럼 반어적으로 악한을 “영웅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칭하는 것에 주

목하여 필딩이 “남성적인 영웅에 대한 바로 그 개념에 회의적인 논평”(skeptical commentary on 

the very notion of the masculine hero; Campbell 114)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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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함도 물론 중요한 특질이지만, 진정한 영웅적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
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모두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특히 이 장면에서는) 
아담스라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을 남자답지 못하다 비판하며 영웅적 미덕
에 대해 열을 올리는 신사에게 “한 때는 겁쟁이였던 사람이 다른 때에는 용감
할 수 있다”(a Man might be a Coward at one time, and brave at another; JA 
118)고 말하는 아담스의 모습은, ‘영웅’적 ‘미덕’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단어
─가령, 남성성, 용맹함, 육체적 힘 등─로 규정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
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지닌 도덕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예가 된다.
     이 장면 이외에도 아담스를 힘과 용기, 덕성과 감수성, 이 모두를 갖춘 인
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은 많다. 비록 아담스의 외모에는 조셉이나 다른 남성 
등장인물들의 그것에서 나타나는 여성적인 자질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지
만, 그의 성격은 작품 내 그 어떤 남성등장인물들보다 동정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것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아담스가 자선에 대한 트럴리버(Trulliber) 
목사의 해석(나중에는 그것이 이기적인 의도에서 한 말임이 판명나지만)을 듣
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거나(JA 145), 자신에게 목사직을 제공하겠다는 한 신
사의 (거짓) 약속에 감동을 받아 우는 장면(JA 151), 윌슨이 집시에 의해 아들
이 유괴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슬퍼하고(JA 195), 
조셉과 패니가 재회할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JA 135), 조셉이 신사복을 입
은 것을 보았을 때도 탄복하여 울음을 터뜨리는(JA 255) 모습 등은, 그를 타인
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덕성과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의 인용문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아담스가, 조
셉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롯하여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상대가 누구든 두려워
하지 않고 나서서 싸우는 모습(JA 103, 119-20, 224) 등은, 그가 감수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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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남성적 힘과 용기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임을 재차 증
명한다. 이 맥락에서 보면, 패니가 유괴된 것을 알고 조셉이 눈물 흘리는 장면
에서 화자가 “영웅이 아닌 사람에게 어울릴 법”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그의 여
리고 감상적인 (그래서 다소 여성적으로 보이는) 성격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관습적인 ‘남성적’ 영웅상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딩은 육체적으로 강하기‘만’ 한 둔감한 남성상을 영웅이라 여기는 
전통 및 관습에 의문을 표하고, 힘과 용감함, 덕과 감수성을 두루 갖춘 자신만
의 새로운 영웅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질 본론 3장에서는 필딩의 이 ‘눈
물 흘리는 영웅’들, 조셉과 아담스가 어떻게 당대 사회의 부패한 인간상을 노출
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또한 어떻게 (정절에만 국한된 ‘개인적’ 미덕이 아
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된 미덕’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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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3. 확장된 미덕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군의 비평가와 작가들을 포함하여 당대의 몇몇 독자
들의 눈에 리처드슨의 『파멜라』는 ‘미덕’을 처녀성 내지는 순결과(만) 동일시
하는 작품으로 읽혔고, 그에 따라 그들은 유혹과 강간에만 오롯이 초점을 맞추
는 서사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짙다고 여겼다. 재차 강
조하지만, 필딩 역시도 그 중의 한 명이다. 파멜라의 미덕이 일종의 가장된 행
위이자 물질적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라고 파악했던 필딩이, 작품 
『샤멜라』의 여주인공 샤멜라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통해 리처드슨이 내세우는 
도덕률에 허위의 막이 한풀 덮여있다는 것을 폭로했음을 우리는 주지한 바 있
다. 이어 여성의 순결만을 ‘특히’ 중시하는 당대 세태의 도덕률이 협소했음을 알
리기 위해, 필딩이 『조셉 앤드류스』의 서두에서부터 여주인 부비의 성적 접근
에 저항하는 남성 등장인물 조셉을 내세움으로써 남성에게도 순결 및 정절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것 역시 파악했다. 그러나 만약 필
딩이 단지 여성의 순결을 논하는 『파멜라』의 텍스트를 반대로 뒤집어 남성의 
순결을 논하는 데에만 중점을 뒀다면, 『조셉 앤드류스』는 『파멜라』에 대한 
또 다른 패러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필딩은 자신의 안위에만 초점을 두는 인
물이 아닌,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몇몇 등장인물들을 『조셉 
앤드류스』의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한 성별에만 부과된, 더구나 성적인 것
에만 천착하는 편협한 모럴리티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의 선량함이 지닌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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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 즉 ‘확장된 미덕’의 참모습을 제시한다.
     필딩 소설의 반파멜라주의적 서브텍스트가 “리처드슨식의 까다로움과 호
색으로부터의 이탈”(a disengagement from Richardsonian censoriousness and 
prurience; Rawson, Cambridge 133)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코드가 엄
격한 미덕보다는 관대함과 따뜻함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반타산적인 덕성”(an 
antiprudential morality whose sexual code values generosity and warmth more 
than a rigorous virtue; Rawson, Cambridge 134)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라
는 로슨의 말은 『조셉 앤드류스』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필딩은 병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정을 수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한 등장인물의 내면을 파헤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의 다양
한 인물들의 가지각색의 행동양태를 현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미
덕이 무엇인가를 곱씹어 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하여 콜리지
(Samuel Coleridge)는 “리처드슨 이후에 필딩을 따라가는 것은 난로로 덥혀진 
병실에서 산들 바람이 부는 날 야외 잔디밭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picking up 
Fielding after Richardson was like emerging from a sick room heated with 
stoves to an open lawn on a breezy day; Coleridge 295)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필딩 작품의 세계가 한 인물의 내면에만 초점을 두는 리처드슨 작품의 세
계보다 광범위하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맥칼리스터
(Macallister) 역시도 필딩은 자신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등장인물의 내면에만 항상 몰두하는 리처드슨과 같은 
작가들의 사회보다 더 넓고 더 포괄적인 사회의 단면을 얻을 수 있다”(we get a 
picture of society which is wider, more comprehensive, than that of a writer 
like Richardson who works all the time inside the minds of his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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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llister 77)고 피력한다.
     그러나 당대 유명한 시인 겸 비평가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은 필
딩의 철학을 그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은 리처드슨과 필딩의 등
장인물 묘사에 큰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존슨이 이어 말했다. “보스웰 경, 자연스러움을 갖춘 등장인물과 매너를 겸비한 
등장인물47) 사이의 세계에는 큰 차이가 있소. 그래서 필딩의 등장인물과 리처
드슨의 그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오. 매너의 등장인물은 매우 흥미롭지만, 그
들은 한 사람이 인간 심리의 깊숙한 곳으로 뛰어 들어야만 하는 자연의 등장인
물보다 더 피상적인 관찰에 의해서 이해된다오.” . . . 이 두 작가를 비교하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 둘 사이에는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사람과 단지 다이얼 문자판을 바라봄으로써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소.”
“Sir (continued he), there i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between characters 
of nature and characters of manners; and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s of Fielding and those of Richardson. Characters of manners are 
very entertaining; but they are to be understood by a more superficial 
observation than characters of nature, where a man must dive into the 
recesses of the human heart.” . . . In comparing those two writers, he used 
this expression; “that there was as great a difference between them as 
between a man who knew how a watch was made, and a man who could tell 
the hour by looking on the dial-plates.” (Boswell 288)

위 인용문은 보스웰이 쓴 존슨 전기에서 그가 존슨과의 대화를 옮겨 받아쓴 내

47) 이후의 대목에서부터는 가독성을 위해 ‘자연의 등장인물’과 ‘매너의 등장인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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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존슨은 필딩(의 작품)이 단순히 현실
을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보스웰과의 또 다른 대화에서 역
시 “『탐 존스』 전체에 있어서보다 리처드슨의 편지 한 통에 마음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있다”(there is more knowledge of the heart in one letter of 
Richardson’s, than in all Tom Jones; Boswell 353)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그
가 인간의 내면을 탐험하고 설명하려 시도한 리처드슨을 상찬하는 반면, 필딩을 
깊이 없고 가벼운 작가로 깎아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필딩에 대한 존슨의 평가는 다소 가혹한 것처럼 보인다. 필딩은 
결코 가벼운 작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딩의 소설관을 살펴보면, 그가 왜 한 
개인의 내면에 침잠하지 않고, 그들의 ‘매너’에 주안점을 두는지 파악 가능한데, 
그 예로 『조셉 앤드류스』의 제3권 1장을 보자. 여기에서 필딩은 “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48)를 묘사하며,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간 종(種) 전
체를 그린다”(I describe not Men, but Manners; not an Individual, but a Species;  
JA 164, 필자 강조)고 단언한다. 작품 내에서 자신이 묘사한 그 “변호사는 현재
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살아왔다”(The Lawyer is not 
only alive, but hath been so these 4000 Years; JA 164)는 이 유명한 구절은 
‘필딩이 당대에 실존하는 어떤 ‘특정’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독자들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지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48) 18세기에는 공손함과 관련된 언어(the language of politeness), 가령 ‘refinement’, ‘civility’, 

‘manner’ 등이 영국 담론의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Klein 583). OED에 따르면, 그 중 매너

(manner)는 “한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A person’s outward 

bearing or way of behaving towards others)이자, “사회적 행동과 습관”(Social behaviour or 

habits)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와 같이 ‘manner’가 함유하고 있는 여러 뉘앙스를 한 단어로 번역

하기가 어려워, 읽히는 대로 ‘매너’라고 표기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 



95

에 존재할 법하지 않은 인물을 가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유형’을 그리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필딩의 철학이 녹아있
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조셉 앤드류스』 내에서 등장하는 
지방의 대지주들, 귀부인들, 시녀들, 몸종들, 여인숙 주인들, 불량배들, 교구 목
사들, 변호사들, 의사들 등이 보여주는 언행은, 그 계층과 직업의 다양함에서 
이미 암시되듯이,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삼라만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
가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이 여행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물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 독자들이 『조셉 앤드류스』로 축약하여 부르는 이 작품의 부
제가 『조셉 앤드류스와 그의 친구 아브라함 아담스 씨의 모험의 역사49)』
(The History of the Adventures of Joseph Andrews and of his Friend Mr. 
Abraham Adams)라는 사실은 조셉 뿐만 아니라 아담스가 작품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험’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들이 거니는 ‘길’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나 마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
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비유적으로는 우
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노정(路程)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조셉과 아
담스, 그리고 패니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행길에 올라 마주치는 다양한 인간 

49) 배리(Simon Varey)는 전기로서의 『조셉 앤드류스』는 “그 자체로 일종의 역사”(itself a species of 

history)이며 이는 “풍자적인 (등장인물의) 성격묘사”(satiric characterisation)를 더 확실히 해준

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필딩과 동시대를 살았던 소설가들 사이에서, 때로는 픽션/허구에 리

얼리즘의 인상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속임수로서, 소

설을 ‘역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common practice among Fielding’s 

contemporary novelists to pass off novels as ‘histories’, sometimes as a deliberately 

misleading disguise, sometimes as a means of lending an air of realism into Fiction)이었고, 

『조셉 앤드류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Varey, HF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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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은 18세기 당대 사회의 모습을 파노라마적으로 펼쳐내는 기능을 한다. 시
골에서부터 런던이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의 광활한 공간적 배경 안에서 각양
각색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보여주는 선과 악을 나열함으로써 필딩은 
한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독자들은 그 공간 안에 머무르는 등장인물들의 미덕이라는 덕
성 역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쯤에서 작
품 안으로 들어가 이를 증명해보자.
     부비 홀(Booby Hall)에서 벗어나 주인공 조셉이 제일 처음 마주하는 길에
서 우리는 그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감행하는 강도들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조셉이 처한 강간에 버금가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기
절하여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조셉을 대하는 행인들의 태도이
다.50) 지나가는 마차(Stage-Coach) 안 승객들은 알몸으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조셉을 도와주려 하기는커녕,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를 외면하려 한다. 
마부(Coachman)는 “죽은 사람을 돌 볼 시간이 없다”(have no time to look after 
dead Men; JA 45)고 말하며 말을 세운 조수(Postilion)를 다그치고, 여자 승객 
중 한 숙녀는 쓰러져있는 사람이 알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거벗은 남자
라니! 마부님, 그 사람을 놔두고 계속 가세요”(A Naked Man! Dear Coachman, 
drive on and leave him; JA 45)라고 소리친다. 이를 듣고 제발 살려달라며 강도

50) 이에 대해 헌터(J. Paul Hunter)는 이 장면에서 “소설의 도덕적 주제는 빠르게 확장된다. 나체의 

문제는, 이것이 삶과 죽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한 인간의 책임감이라는 더 큰 도덕적 이슈에 직

면했을 때, 가엾게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The novel’s moral theme quietly expands. 

Matters of nakedness . . . seem pitifully insignificant when they confront larger moral issues 

involving life and death and the responsibility of one human being for another. Hunter 108)

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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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조셉에게 또 다른 승객인 노신사(Gentleman)는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강도를 당할 것”(Let us make all 
the haste imaginable, or we shall be robbed too; JA 45)이라며 마부를 재촉한
다. 물론 이후 “법에 종사하는 한 젊은 남자”(A young Man, who belonged to 
the Law; JA 45)가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자신들이 어
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말하자, 결국 이들은 조셉을 마차에 태우는 것
에 마지못해 동의하기는 한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추위에 떨고 서 있는 조셉에
게 그 누구도 선뜻 해진 천(Rag) 하나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조셉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인물은 다름 아닌 마부 조수이
다. 신사, 숙녀, 변호사, 마부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조셉이 처한 안타
까운 처지를 댈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대가면서 방관하려 할 때, 일개 마부 조수
가 “그의 유일한 옷”(his only Garment)을 벗어 조셉에게 건네준 단 한명의 사
람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필딩이 단지 순결을 지키려 애쓰는 성경 속 조
셉의 모습, 혹은 남자 파멜라의 모습을 코믹하게 다시 써왔던 데에서 논조를 전
환해서 사회 풍자적인 태세를 취함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조셉에게 옷을 제공
한 마부 조수는 화자의 개입을 통해 “이후 닭장을 턴 죄로 추방당한 사내애”(a 
Lad who hath since been transported for robbing a Hen-roost)로 설명되는데, 
이는 독자들의 뇌리에 씁쓸한 잔영을 남긴다. 조셉이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한 
스토리만 따라가느라 자칫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마치 덜 중요
한 내용인 듯 괄호까지 쳐져 있는) 짧은 한 줄의 부연설명에서 우리는, 벨(Ian 
A. Bell)의 지적처럼, “『조셉 앤드류스』의 세계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관대함에 
대한 보상은, 화자가 말해주듯이, 전형적으로 학대와 추방에 지나지 않는
다”(the rewards for such spontaneous generosity in the world of Joseph 
Andrews as the narrator tells us, are typically nothing more than abu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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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Bell 116)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필딩은, 자비롭고 선한 
사람은 가난해서 저지른 사소한 죄로 추방까지 당하게 되고, 동정심과 관대함이 
없는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당대 사회의 
일면을 이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에피소드 안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장면은 당대 사회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축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마차 속 법조인, 노신사, 상류 계층의 처녀, 마부 등이 보여주는 
부덕한 모습들은 이후 작품이 끝날 때까지 상‧하류층을 불문하고 다른 여러 등
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먼저, 조셉이 마차에서 내
려 처음 당도한 여관에 들어가 보자. 여기에서 필딩은 발가벗어 떨고 있는 조셉
에게 셔츠를 건네주려는 하녀에게 “만약 네가 옷 하나라도 손대려한다면 네 머
리에 요강을 집어 던질 테다”(If you offer to touch any thing, I will throw the 
Champer-Pot at your head; JA 48)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시한 자신의 남편에
게 “그 인간 가엾다는 건 나도 알지만 대체 왜 우리가 그 불쌍한 놈들을 봐줘
야 되냐”(I know it is a poor Wretch, but what the Devil have we to do with 
poor Wretches? JA 49)고 윽박지르는 여관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내 보
인다. 이후 등장하는 의사와 목사의 모습도 여지없이 가관이다. 여관의 하녀 베
티가 조셉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의사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마차가 전복되어 어떤 신사와 숙녀가 다친 줄 알고 옷을 절반만 입
고”(more than half drest, apprehending that the Coach had been overturned and 
some Gentleman or Lady hurt; JA 48) 서둘러 나오려다가, 베티가 그 사람은 신
사가 아니라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인 “가난한 보
행자”(poor foot Passenger)라고 하자마자, “그렇게 이른 아침에 자신을 깨웠다
고 꾸짖고는, 옷을 다시 벗고, 조용히 침대로 들어가 잠이 든다.”(chid her for 
disturbing him so early, slipped off his Clothes again, and very quietly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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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d and to sleep; JA 48) 이후 조셉을 만나러 가서도 그는 “박식한 매
너”(learned manner; JA 55)로 전문용어를 사용해가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만 할 뿐, 조셉이 치유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곧이어 등장하는 바르나바스(Mr. Barnabas)는 형식과 교리에만 얽매여있
는 목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조셉이 죽을 것으로 알고 임
종 기도를 위해 그를 찾아간 바르나바스는 조셉에게 모든 죄를 참회해야 한다
며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다치게 한 강도마저도 용서해야한다고 말
한다. 이에 조셉은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냐고 되묻
는데, 이때 바르나바스는 “그건 그들을 용서하는 건데, 말하자면, 음, 그들을 용
서하는 거요. 그건, 음, 요컨대 그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하는 것이오”(That 
is . . . to forgive them as─as─it is to forgive them as─in short, it is to forgive 
them as a Christian. JA 52)라며 탁상공론에 그친다. 그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교리에만 사로잡힌 이야기만 우물쭈물 전할 뿐, 전혀 현실
성 있거나 실용적인 제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의 모습을 필딩은 희화
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펀
치 한 사발(a Bowl of Punch; JA 65)을 마구 들이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며, 
장례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한 자도 쓰지 않아”([I] have not penned a Line; JA 
67) 다른 목사에게 빌려야 할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설교비는 “두 배로 받으려
는”([I] am to have double Price; JA 67) 모습, 그가 “연설을 해야 하는 고인은 
술을 좀 과도하게 좋아했고 공개적으로 정부(情婦)를 갖고 있던”(the Deceased, 
upon whose Virtues I am to harangue, was a little too much addicted to Liquor, 
and publickly kept a Mistress; JA 67) 사람이라는 사실 등, 이 모든 것들은 그
가 타락한 목사의 전형임을 풍자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작품의 초‧중반부에 등장하는 트럴리버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트럴리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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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이름이 상징하듯이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물이다. 셰즈그린(Sean 
Shesgreen)에 따르면, 17-18세기에 돼지(hog)는 “탐욕과 방종의 상징”(symbol 
of greed and self-indulgence)으로 간주되었는데(92), 필딩은 트럴리버를 가능
한 한 흡사하게 그가 기르고 있는 돼지와 비슷하게 묘사함으로써 목사직에 있
는 그를 탐욕의 대명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몸 크기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
셔서 그가 파는 짐승의 그것에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his own Size 
being with much Ale rendered little inferiour to that of the Beasts he sold) 정
도인데다가, “뚱뚱한 배는 작은 키로 인해 더 크게”(the Rotundity of his Belly 
was considerably increased by the shortness of his Stature) 보여서,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의 그림자가 두 다리로 서 있을 때의 그림자와 거의 흡사”(his 
Shadow ascending very near as far in height when he lay on his Back, as when 
he stood on his Legs)할 지경으로 묘사되는 트럴리버는 그 생김새만큼이나 행
동에 있어서도 탐욕스러운 돼지와 버금간다(JA 141-42). 본업은 뒷전에 두고 
일주일 중 6일을 가축을 거래하는 일에 할애하는 그는 아담스가 돼지를 사러 
온 손님인 줄 알고 환대하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단칼에 거부하며 쫓아내
는 인물로, 작품 내에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한 목사의 대표적인 인
물로 표상된다. 바꿔 말하자면, 물질만능주의를 체화한, 세속적인 성직자의 전
형이 바로 트럴리버 목사인 것이다.
     앞서 언급된 타우 와우스 부인도 그 외양과 성격이 어울린다는 점에서 트
럴리버와 상당히 비슷하다. “키가 작고 말랐으며 등이 굽은”(short, thin and 
crooked) 그녀를 설명하면서, 화자는 “크고 거친 그녀의 목소리는 그것이 전달

51) 셰즈그린은 트럴리버(Trulliber)의 이름이 동물의 내장이나 창자를 의미하는 ‘trillibub’가 변형된 

‘trullibub’의 라틴어 풍의 형태이며, 이 단어가 주로 뚱뚱한 사람을 야유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

음을 지적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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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하는 감정에 완벽히 어울린다”(a Voice most wonderfully adapted to the 
Sentiments it was to convey, being both loud and hoarse; JA 54)고 부연하는데,52) 
이는 그녀의 괄괄한 성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이다. 그녀는 가난한 조셉
을 자신의 여관에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과격해져서 베티와 남편에게 소리 지른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신사일지도 모른다는 주변인의 추측에 험한 인상을 
누그러뜨리고는 “불쌍한 신사가 집에 왔을 때,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신이 금하시는 일”(God forbid she should not discharge the Duty of a 
Christian, since the Poor Gentleman was brought to her House; JA 57)이라 말
하며 급격히 태세를 전환한다. 마치 그녀의 굽은 등이 성격을 반영이라도 하듯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타우 와우스 부인은, 작품이 반 넘게 진행되었을 때 불현
듯 또 다시 화자에게 소환되어, “극한의 심적 동요, 탐욕, 인간의 불행함에 대한 
무감각함, 어느 정도의 위선 등이 한 여자에게서 결합된다면, 타우 와우스 부인
이 그 여자이다”(where extreme Turbulency of Temper, Avarice, and an 
Insensibility of human misery, with a Degree of Hypocrisy, have united in a 
female Constitution, Mrs. Tow-wouse was that Woman; JA 165)고 일컬어질 
만큼, 작가에 의해 날카롭게 비판받는 등장인물 중 하나이다.

52) 이에 대해 배리(Simon Varey)는 “목소리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반영하거나 제시하기 위해서 필딩

이 이곳저곳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은유”(The quality of voices is a simple metaphor that 

Fielding uses, here and elsewhere, to suggest or reflect character; Varey, ASMT 87)임을 지

적한다. 이어 그는 고함치는 등장인물들과 조셉의 달콤한 목소리를 비교하면서, “부드럽고 듣기 좋

은 목소리는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정직하고 품위 있는 성격을 의미”(A soft and melodious voice 

thus signifies a kind, charitable, honest, decent character)하지만, 반대로 “소란스럽고 시끄러

운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불쾌한 등장인물들의 악과 연관된다”(Noise and loud voices are 

associated with the vices of the basically unpleasant characters)고 첨언한다(Varey, ASM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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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내에서 필딩이 보다 직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또 다른 대표
적인 대상은 법조인, 나아가 당대의 타락한 법 그 자체이다. 필딩은 제3권 1장
에서 소설가로서의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 있는
데, 이는 그가 당대 법조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는 대목
이라 할 수 있다.

. . . 그 야비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인간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자신이 
모든 창조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고 동포인 인간을 돕거나 보호하기 위한 자선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변호사는 바로 그때 태어난 인간이다.
. . . when the first mean selfish Creature appeared on the human Stage, who 
made Self the Center of the whole Creation; would give himself no Pain, incur 
no Danger, advance no Money, to assist, or preserve his Fellow-Creatures; 
then was our Lawyer born;. . . . (JA 164)

물론 이 대목은 필딩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문맥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신이 작품 내에서 보편적인 인간상을 창출하고자 했
고, 그 인간상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와중에 곁가지로 언급된 
것이지만, 이 대목이 쓰이기 전인 작품의 제1-2권과 이 대목 이후 바로 이어지
는 제3-4권에서 등장하는 법조인들이 신랄하게 풍자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필딩이 당대 사법 기관 혹은 법체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입장을 이 지면을 빌려 보다 직접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
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그가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더욱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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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문을 출판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던 아담스는 우연히 타우 와우스의 
여관에 들러 조셉과 재회하게 된다. 이들은 지나가던 슬립슬롭의 마차에 동승해 
길을 떠나는데, 그때 마차에 타고 있던 한 여자가 저택을 가리키며 “저기에 불
행한 레오노라가 산다”(Yonder lives the unfortunate Leonora; JA 87)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몇 페이지 뒤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레오
노라는 진정한 사랑보다 허영심과 부를 위한 수단으로 남성에게 접근하는 인물
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법을 공부한”(Gentleman of a good family, bred to 
the Law; JA 88) 호레이쇼(Horatio)와 “매우 뛰어난 기사”(so accomplished a 
Cavalier; JA 98)인 벨라민(Bellarmine)은 그녀를 두고 결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이 둘의 싸움은 레오노라 고모의 중재로 인해 중단된다. 레오노라의 고모는 
벨라민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호레이쇼가 다시 공격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
이라며 레오노라를 달래지만, 이어 그녀는 호레이쇼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할 것”(being a Lawyer, he would seek Revenge in 
his own way), 바꿔 말해 “소송”(an Action)을 걸까봐 조금 걱정은 된다고 부연
한다(JA 98). 격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사인 벨라민의 무기와 견줄 수 있는 
상대 호레이쇼의 무기가 다름 아닌 법률 소송임을 보여주는 이 대목을 두고 맥
키언은 “전통적인 사회제도를 세속화하는 것”(the secularizer of traditional 
institutions; McKeon, OEN 401)으로서 법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고 한 바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회를 원만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 장면에서 타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법이 갈등을 조장하고 복수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추기는 식으로 그려지
는 장면은 이 밖에도 많다. 레오노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때마침 도착한 여관에
서 아담스는 조셉을 무례하게 대하는 남자 주인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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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돼지 피가 가득 담긴 냄비”(a Pan full of Hog’s-Blood)를 던지는 주인장 아
내의 공격에 의해 “몸 전체가 피로 뒤덮인다.”(all over coved with Blood; JA 
104) 이 난투극을 지켜보던 한 신사는 아담스가 주인을 먼저 때린 것을 알고는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recover)받으라고 종용하면서 “법이 보복하기 위해 열
려있는데”(the Law is open to revenge it; JA 105)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수치
스러운 일이며 “내가 당신의 상황이라면, 내 피의 한 방울까지 금으로 바꿔 내 
주머니에 넣겠다”(was I in your Circumstances, every Drop of my Blood should 
convey an Ounce of Gold into my Pocket; JA 105)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역시 
‘법’은 “분노와 복수의 피로 얼룩진 열망을 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도리어 타락시켜 육체적인 폭력을 금전적인 폭력으로 대체시키는”(not to 
civilize the bloody passions of anger and revenge but to corrupt them, to 
replace physical with financial violence; McKeon, OEN 401) 기능을 하고 있다.
     작품의 말미에 나오는 스카우트 변호사(Mr. Scout)와 프롤릭 판사(Justice 
Frolick)의 모습도 한 개인이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법을 전유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아직까지 조셉을 완전히 잊지 못한 귀부인 부
비는 조셉과 패니의 결혼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부른다. 스카우트는 귀부인 부
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변호사의 권력에 달려있는 최고의 일은 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The utmost that was in the power of a Lawyer, was 
to prevent the Law’s taking effect; JA 247)이며 자신이 그 일을 다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고는 “이 나라의 법은 저급한 인간이 귀부인 중 
한 명과 다투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천박하지 않다”(The Law of this Land are 
not so vulgar, to permit a mean Fellow to contend with one of your Ladyship’s 
Fortune; JA 248)고 말하며, 조셉과 패니를 프롤릭 판사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제
안을 한다. 그에 따르면 프롤릭 판사는 “귀부인의 이름을 듣자마자 더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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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지 않고 조셉을 수감시킬”(who, upon hearing your Ladyship’s Name, will 
commit him without any father Questions; JA 249) 인물이며, 심지어는 죄인을 
브라이드웰에 보내는 일에서 “상당히 많은 기쁨을 느끼는”([he] takes so much 
pleasure; JA 249) 자이기 때문에, 조셉과 패니가 결혼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롤릭은 귀부인 부비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도 조셉과 
패니의 죄목이 “큰 범죄가 아니”(No great Crime; JA 252)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뭇가지(a Twig)를 하나 꺾었다는 이유로 이 둘을 브라이드웰에 보낼 결심을 
한다. 필딩은 공명정대해야 마땅한 법이 몇몇 타락한 법조인들에 의해 부패하게 
된 사회상을 이 같은 예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스 역시도 타락한 법의 굴레에 씌어 하릴없이 수감당할 뻔한 황당한 
일을 겪는다. 주인장과 난투극을 펼친 후 여관에서 나온 아담스는 길을 가다가 
(머지않아 패니로 밝혀지는) 한 여성의 울부짖음을 듣는다. 여성이 위험에 빠진 
것을 직감한 아담스는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패니를 구하는데, 이때 죽
은 척하고 있던 치한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별안간 아담스
와 패니를 강도라 지목하며 이들을 치안판사에게로 끌고 간다(JA 124). 치한이 
피해자로, 무고한 아담스와 패니가 피고인으로 제기되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상
황 속에서, 서기가 조서를 쓰는 동안 판사라는 사람은 패니를 데리고 실없는 농
담을 일삼다가(cracking Jests; JA 127), 조서를 건네받자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수감 영장을 발부하라고 명령을 내린다”(without reading a Syllable, ordered his 
Clerk to make the Mittimus; JA 128). 그 동안 밖에서는 아담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 “더 많은 보상금이 돌아갈지”(the greater Share of the 
Reward . . . had belonged; JA 130)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 이때 한 대지주가 등장하여 목사를 알아보고는 판사에게 그가 강도짓을 
할 인물이 아니라고 변호한다. 그러자 판사는 “만약 아담스가 신사이고,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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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무고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난 그를 수감시킬 용의가 없다”(if he is a 
Gentleman, and you are sure he is innocent, I don’t desire to commit him; JA 
129)고 말하며, 수감 영장을 발부하라고 명령했을 때만큼 손쉽게 명령을 철회
한다. “내가 이 일을 해 온 동안 신사를 수감시킨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
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No body can say I have committed a Gentleman since 
I have been in the Commission; JA 130, 필자 강조)이라는 판사의 말처럼, 『조
셉 앤드류스』 속 세상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일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만이 아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
해’ 법을 남용하고, 손님들을 문전박대하며, 자선을 베풀지 않은 것이라면, 『조
셉 앤드류스』의 세계에는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주인공 일행을 희롱하는 무자
비한 인물들도 왕왕 등장한다. 아담스가 패니를 구한 뒤 함께 묵게 된 여관비는, 
‘성직자’인 트럴리버의 도움이 아닌 ‘가난한’ 행상의 도움으로 갚을 수 있게 되
고, 그리하여 다시 길을 떠난 이들은 한 신사의 제안에 따라 주막으로 들어간다. 
그 주막에서 신사는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선뜻 약속해놓고는 나중에 와서 
갑자기 가정부가 문을 다 잠그고 나가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번복한다. 이어 
그는 대신 조셉 일행이 타고 갈 수 있는 말을 대기해놓겠다고 부푼 기대를 심
어주고는 이번에는 하인을 보내어 말들이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한다. 걱정이 된 
아담스는 하인을 통해 그 신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돌아오는 것은 신사가 먼 
곳으로 떠나 이번 달 안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전언이다(JA 154).
     이러한 농락은 다른 때에 또 한 번 발생한다. 주막에서 나와 또 다시 길을 
걷던 조셉 일행은 어느 사냥터에 당도하는데, 그때 잠깐 자고 있던 아담스는 그
의 피부를 “산토끼의 피부”(the Hare’s Skin)로 오인한 사냥개들에 의해 옷과 가
발이 쥐어뜯긴다. 이에 놀란 목사는 줄행랑을 치는데(JA 206), 그것을 본 사냥
꾼들은 사냥개들을 저지하기는커녕 도리어 “가장 큰 수토끼”(the largest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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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e; JA 207)가 달아난다고 고함을 지른다. 이후 조셉이 끼어들어 사냥개들을 
하나 둘 씩 때려눕히자 처음에는 “발작적으로 격렬하게 웃음”(a violent Fit of 
Laughter; JA 209)을 터뜨리던 사냥꾼들이 이제와 상황을 종료시키고 사과를 
하면서 저녁만찬에 조셉 일행을 초대한다. 그러나 대지주의 집에 도착한 이 나
그네들은 그곳에서도 여지없이 희롱을 당하는데, 가령 아담스가 건배하는 동안 
“그의 바지에 스프가 담긴 접시를 엎는”(overturn a Plate of Soup into his 
Breeches; JA 213) 시인(Poet)의 모습이나, “폭죽인지 데빌인지를 카속에 고정
시킨 다음 연기 나는 작은 초를 갖고 옷에 불을 지피는”(pinned a Cracker or 
Devil to the Cassock, and then lighted it with their little smoaking Candle; JA 
214) 선장(Captain)의 모습 등이 그 예다. 이외에도 이들은 말로만 사과를 하
고는 재차 아담스를 물에 빠뜨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끊임없이 일삼는데(JA 
218), 이는 사회 내에서 소위 ‘신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호칭
에 걸맞지 않은 천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한 바탕 소동을 겪은 후, 대지주의 집에서 나온 조셉 일행은 칠흑 같은 어
둠이 찾아오자 가까운 여인숙에 들어간다. 그러나 무사히 하룻밤을 묵었다고 생
각하기가 무섭게 이들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는데, 이는 대지주의 집에서 조
셉 일행을 붙잡으러 쫓아 왔기 때문이다. 다시 모인 군인, 시인, 배우, 선장, 조
셉, 아담스 등은, 제3권 9장의 제목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피비린내 나는 모
험”(bloody Adventure), 즉 대혈전을 벌이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통해 패
니가 유괴된다(JA 224-25). 이후 패니를 자신의 말 뒤에 앉히고 “겁탈자의 욕
정을 위한 희생물”(a Sacrifice to the Lust of a Ravisher; JA 232)로 바치기 위
해 대지주 집으로 향하던 군인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패니의 목소리를 듣
고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포위되고, 패니는 구출된다. 그녀를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귀부인 부비네의 집사 피터 파운스(Peter Pounce)였는데, 그를 두고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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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에게 매우 치근덕대며, 자기 돈과 남의 돈 이외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
쁜 처녀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a very gallant Person, and loved a pretty Girl 
better than any thing, besides his own Money, or the Money of other People; 
JA 234)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필딩이 휘두르는 또 다른 풍자의 칼이다.
     이제 작품의 초점은 곤경에 처해있던 패니에게서 약간 비켜나 집사에게로 
향한다. 또다시 화자는 피터 파운스를 “아담스는 꿰뚫어볼 수 없는 사람들 중의 
한 부류인 위선자”(an Hypocrite, a sort of People whom Mr. Adams never saw 
through; JA 234-35)라고 일컬으며, 순수하고 정직한 아담스와 대조되는 가식
적이고 허영에 찬 파운스를 비난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피터는 여지없이 부
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앞서 일어난 싸움으로 인해 꼴이 말이 아닌 아담스를 보
자마자 (안쓰러워하기는커녕)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나(JA 235), 자신
의 부를 뽐내면서도, “자선은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씨에 있는 거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it . . . does not so much consist in the Act as in the Disposition to 
do; JA 239)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등이 그 예가 되겠다. 화자가 작품의 제
1권 10장에서 이미 피터의 부 축적 방식─임금 지불 기한이 반년쯤 지난 후까
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가 하인들이 돈이 급할 때 돈을 빌려주고는 이후 오십 
퍼센트나 그 이상의 이자를 받아냄으로써 무일푼에서 몇 년 안에 이천 파운드 
가량의 재산을 모음─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선이 행동이 아닌 
마음씨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피터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수전노임을 감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지 않은 자보다 가진 자가 더욱 베풀 줄 모르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 역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모인 조셉 일행은 귀부인 부비의 저택에 도착한다. 여
기서 조셉과 패니의 혼인 공시(Bann)를 만류하는 귀부인 부비와 아담스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때 부비는 자신의 계급을 들먹이면서 아담스를 협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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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아담스에게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혼인 공시를 진행한다면 “당신의 스
승인 교구장에게 당신의 직위를 박탈하라고 말할 것”(I will recommend it to 
your Master, the Doctor, to discard you from his Service; JA 246)이라고 위협
하고, 이에 대해 아담스는 그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면
서 “만약 교구장님이 저를 목사직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
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다른 자리를 제공해주실 것이라 믿는다”(And if the 
Doctor . . . thinks proper to turn me out from my Cure, G─ will provide me, I 
hope, another; JA 247)고 답변한다.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고압적인 태
도를 취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처럼 정도(正道)를 걷고자 하는 아담스는 앞서 
언급된 바르나바스나 트럴리버와 같은 세속적인 목사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인
간상으로서 이상적인 목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분과 계급을 무기 삼아 아담스를 겁주고 무시하던 귀부인 부비의 모습
은 몇 장 뒤 슬립슬롭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또 다시 재현된다. 조셉과 재
회하자 다시금 마음에 열정이 피어오른 귀부인 부비는 슬립슬롭에게 조셉에 대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와중에 그녀는 결혼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하
던 슬립슬롭에게 “저급한 것, 앤드류스와 같은 종(種)이자 파충류 같은 하층 계
급의 사람”(low Creature, of the Andrews Breed, a Reptile of a lower Order. JA 
260)이 뭘 안다고 말대답하느냐고 핀잔을 준다. 이에 대해 슬립슬롭은 “하인들
도 고위층만큼이나 피도 있고 살이 있는”(Servants have Flesh and Blood as 
well as Quality; JA 260) 사람이라며 항변하는데, 이는 작가 필딩의 입장이 투
영된 대목이다. 제2권 13장에서 일찍이 필딩은 화자의 입을 빌려 계급이란 것
은 “일종의 사다리”(a kind of Ladder) 같은 것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높은 
계층의 맨 아래와 낮은 계층의 맨 위 부류들이 종종 바뀌곤 한다”(the lowest 
of the High, and the highest of the Low, often change their Partie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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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and Time; JA 137)고 피력한 바 있다. 말하자면, 이른 아침에 마부의 조
수가 자기보다 계급이 조금 높을 뿐인 하인 존의 구두를 닦아주면, 존은 대지주
의 시종에게 똑같은 일을 해주고, 이 시종이 대지주를 모시면, 대지주는 자신보
다 위의 계급인 귀족을 접대하며, 이 귀족이 국왕의 신하에게 봉사하면, 신하는 
국왕을 위해 복무하는 식으로 사회계급이 마치 사다리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임의적”(arbitrary)인 것이며,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사이의 “상대적인 배치는 순전히 우연히”(the relative 
placement [is] quite accidental;) 결정된 것임을 사실상 방증한다(McKeon, 
OEN 403). 물론 맥키언의 지적처럼, 그 ‘사다리’ 자체가 사회 질서 내에서 “체
계적이고 기능적”(systematic and functional; McKeon, OEN 403)인 역할을 함
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처럼 ‘임의적’이고 ‘우연한’ 계급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괄시하는 것은 작품 내에서 허영을 가장 문제시하는 작가 
필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행위이다.
     그래서인지 필딩은 계급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여러 번 
현시함으로써 그들을 희화화시키고, 그리하여 풍자의 표적에 위치시킨다. 작품
이 끝나갈 때쯤 귀부인 부비 집을 방문한 부비 씨(Mr. Booby)53)와 파멜라는 
그러한 표적의 또 다른 예이다. 부비 씨는 프롤릭 판사에게 끌려가 브라이드웰
에 보내질 위기에 처해있던 조셉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풀어준 후, 그를 “처
남54)”(Brother)이라 일컬으며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는 이제 “처남은 나와 친
척이니만큼 처남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소녀와 더 이상 어울릴 생각은 접어야 

53) 부비 씨는 『파멜라』에서 파멜라와 결혼한 B 씨를 의미한다. 여기서 필딩은 B 씨의 본래 이름을 

‘멍청이’라는 의미를 가진 ‘Booby’로 만듦으로써 다시 한 번 『파멜라』를 패러디하고 있다.    

54) 이때는 부비 씨와 파멜라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멜라의 오빠로 기능하는 조셉

은 부비 씨의 처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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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you will decline any Thoughts of engaging farther with a Girl, who is, as 
you are a Relation of mine, so much beneath you; JA 263, 필자 강조)이라 조언
하고는 패니와 결혼하면 부모님 역시 실망할 것임을 부연한다. 이에 대해 조셉
은 “부모님의 일시적인 기분과 야망에 행복을 희생시킬”(sacrifice my 
Happiness to their Whim or Ambition)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동생의 “예기치 
않은 신분 상승”(the unexpected Advancement)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사악한 
자만심”(wicked Pride)을 갖게 만들거나, “자신들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경
멸”(despise their Equals)하게 만든다면, 매우 유감일 것이라 항변한다. 심지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패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매형이 제 동생의 신분 
상승시켜준 것처럼 저도 패니를 현재의 신분 위로 높게 올려줄 수 있다”(I 
could raise her as high above her present Station as you have raised my Sister)
고 단호하게 못 박기까지 한다(JA 264).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파멜라는 조셉
에게 부비 씨가 올려준 가문의 지위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부모님이 분명히 화
내실 것이라 말하며 남편을 거드는데, 이에 대해 조셉이 “패니는 적어도 너랑은 
동등하지 않느냐”(she is your Equal at least; JA 264, 필자 강조)고 반박하자, 
그녀는 “나는 더 이상 파멜라 앤드류스가 아니라 이제 이 신사의 부인이야, 그
러니 난 그녀보다 위에 있어”(I am no longer Pamela Andrews, I am now this 
Gentleman’s Lady, and as such am above her; JA 264, 필자 강조)라고 말하며 
계층적 우월감을 내비친다. 이 장면을 통해 필딩은 일거에 두 가지 목적을 수행
한다. 한 가지는 작품의 초반, 순결을 부르짖던 조셉을 통해 패러디했던 파멜라
를 작품의 말미에 다시금 등장시켜, 리처드슨의 작품에서 계급의 차이를 무화시
키고 결혼에 성공한 것처럼 그려지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파멜라를, 상류 
계층의 질서에 기꺼이 편입 및 동화하고자 하는 여성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
른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조셉 앤드류스』세계에서의 계층의 문제와 상류층



112

의 허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당대의 위선적인 사회상을 풍자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의 예들을 정리해보면, 필딩은 태생, 계급, 직업, 성별 등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간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허영과 위선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전개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딩의 눈길과 손길이 닿는 곳이 비단 조셉 일
행이 실제로 마주하고 겪은 등장인물들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는 조셉 일행이 ‘직접 겪은’ 사건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전해들은’ 이야기들
을 통해서도 작게는 한 인간의, 크게는 사회 전체의 허영과 위선의 폐해를 드러
내려는 시도를 꾀한다. 예컨대 소위 ‘여담’(Digression) 혹은 ‘삽입된 이야
기’(Interpolated tale)로 일컬어지는 ‘레오노라 이야기’, ‘윌슨 이야기’, ‘폴(Paul) 
이야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몇몇 비평가들의 눈에 이 이야기들은 ‘조셉 앤드류스와 그의 친구 
아브라함 아담스 씨의 모험’을 다루는 작품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춰졌다. 
당대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일부 평자들은 레오노라 이야기, 윌슨 이야기, 폴 
이야기 등 ‘일견’ 지엽적인 이야기가 작품 구성상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판단
하기도 했다. 그 중 특히, 더든(F. Homes Dudden)은 『조셉 앤드류스』내의 3
개의 곁가지 이야기를 두고 “예술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을”(can hardly 
be justified on artistic grounds;)뿐더러 “이들 중 상당수는 생략되었어야 했
다”(it would have been definitely an advantage had the greater part of it been 
omitted; Cauthen 379, 재인용)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여담이 작품 내에서 행하는 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했다
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손버리(Ethel Thornbury)는 여담이 “단지 서
사시적 용례를 허용하는 당대 관습의 징후일 뿐”(only a manifest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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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ractice which had the sanction of epic usage;)이라고 과소평가
하면서도 필딩이 여담을 주요 스토리에 넣은 이유가 “주인공의 삶의 문제와 윤
리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have an ethical bearing upon the problem of the 
hero’s life; Cauthen 379, 재인용)때문임을 인정했고, 카슨(I. B. Cauthen) 또한 
“만약 이 여담들이 변호될 수 있다면, 이는 미덕 때문일 것이다”(If these 
digressions can be defended , we may be able to give them a virtue; Cauthen 
379)고 말하는 등, 작품 내에서 여담이 도덕적인 문제 내지는 주제와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바테스틴도 “윌슨의 긴 역사는 여담이 
아니라, 오히려 『조셉 앤드류스』의 계획과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Mr. 
Wilson’s long history, then, is not really a “digression” at all, but rather an 
integral part of the plan and purpose of Joseph Andrews; Battestin 129)이라 말
한 바 있다. 실제로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레오노라 이야기, 윌슨 이야기, 폴 
이야기 등이 작품의 큰 주제인 허영과 위선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실례가 됨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레오노라의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겠다.
     레오노라는 부유하고 세련됐으며 영리한데다가 뭇 남성들의 인기를 한 몸
에 받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매혹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레오노라는 골드 디거
(gold digger)라고 일컬어져도 크게 부당하지 않을 만큼 세속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한껏 부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무도회에 참석하다
가 호레이쇼라는 한 남성과 눈이 맞아 약혼을 하지만, 그가 잠깐 도시를 떠난 
날 저녁 무도회에서 고급 마차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남자 벨라민에게 빠지
게 된다. 그녀는 벨라민과 결혼함으로써 얻을 명성과 부, 그리고 호레이쇼와의 
신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약혼자를 저버린다. 하지만 그녀와 마찬
가지로 돈을 밝히는 벨라민은 그녀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그
녀 곁을 떠난다. 종국에 레오노라는 주변 무리에서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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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곳을 떠나, 홀로, 쓸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JA 87-101, 
108-12).
     그렇다면 윌슨은 어떨까?　레오노라는 단지 명예와 애초에 크게 사랑하지
도 않은 두 남자를 잃었을 뿐이지만, 윌슨은 젊은 시절의 사치와 방탕, 문란한 
생활로 인해 건강도, 재산도, 친구도,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도 다 잃고 말 그
대로 타락의 전철(前轍)은 있는 족족 다 밟는다. 육체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아무 여성이나 마구잡이로 만나 관계를 갖다가 매독은 3번도 넘게 걸리고 도박
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며 빚을 갚지 못해 심지어는 체포되기까지 윌슨의 방
탕한 생활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다행히도 윌슨 이야기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의 과거사는 
‘탕아의 인생역정’(The Rake’s Progress)라 해도 무방할 만큼 허랑방탕하다(JA 
175-95).
      몇몇 평자들의 지적처럼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여담’ 혹은 ‘삽입된 이야
기’라고 간주하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전달해주는 메세지가 『조셉 앤드류스』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레오노라와 윌슨의 이야기가 전달해주는 바 역시, 한 
마디로 말해, 세속적 허영과 방탕이 삶에 미치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주목하여 번즈(Bryan Burns)는 이 이야기들이 『조셉 앤드류스』의 
각 권의 “도입부”(introductory chapters)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
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
며55)”([they] move us away from the present situation;), “지금껏 보아온 것이 
암시하는 바와 작품 전체의 도덕적 자세를 재고하게끔 이끌기”(encourage us . . 

55) 이 같은 맥락에서 헌터 역시도 이 이야기들이 “휴식과 원기회복의 장소”(places of rest and 

refreshment)라고 한 바 있다(Hunter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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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consider the implications of what we have seen, and the moral positions 
of the work as a whole; Burns 127) 때문에 단지 ‘지엽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
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독자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이성을 만나는 레오
노라와 벨라민의 인위적인 관계를 통해, 조셉과 패니 간의 가식 없는 순수한 사
랑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 등장인물 하티의 구원으로 인해 새로
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윌슨의 예를 통해 자선이라는 작품의 중요한 주제를 재
차 느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단지 ‘여담’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
다.
     사실, 각각의 이야기가 작품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그 구성상에서부터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레오노라 이야기
가 등장하는 시점은 조셉이 많은 여성들의 성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정
절을 지키다가 귀부인의 집에서 쫓겨나 방황할 때쯤인데, 이때 화자는 독자들에
게 이성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변덕스러운 레오노라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이를 목도한 독자들은 이 시점에서 조셉과 패니 간의 진정한 사랑과 레오노라
와 두 남성 간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부정(不正)한 사랑을 자연스레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오노라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
어질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 역시 제공한다. 앞서 언급
했다시피, 레오노라의 이야기 속에는 법을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
다는 암시가 들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중단되자마자, 화자는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적잖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관 주인과 아담스의 싸움 장면을 통해 보
여준다.
     윌슨의 이야기가 놓여있는 위치도 마찬가지이다. 아담스 일행이 윌슨의 이
야기를 듣게 되는 시점은 이들이 앞서 언급한 한 신사의 끊임없는 사기를 몸소 
체험하고 난 직후인데, 이는 윌슨의 이야기에서도 되풀이되는 사건이다. 윌슨 



116

역시도 과거 여성을 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잔뜩 부푼 허영심으로 ‘상류층 
놀음’을 하는 데에 시간을 탕진했던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이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하나를 “지도자가 없었
기”(without a Guide; JA 175) 때문이라 설명하는 윌슨의 발화는, 잘못된 지도
자[고모]를 둬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 레오노라의 예와 더불어, (때로는 비현
실적일지언정) 언제나 조셉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애쓰는 아담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든다.
     윌슨의 이야기가 레오노라의 이야기와 다른 점, 그리하여 레오노라의 이야
기를 보완해주는 점은 자선의 유무이다. 레오노라는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쓸쓸한 삶을 보낸다. 반면에 윌슨의 경우, 자신의 빚을 대
신 탕감해준 하티라는 여성의 자선에 의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
다. 물론 윌슨 역시도 런던이라는 사회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은퇴 생활
(retirement)을 하지만, 만나는 사람 없이 고립된 레오노라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윌슨은 조셉 일행이 지금껏 만난 사람들과 달리, 이들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스스로도 자선을 행한다. 필딩은 자선으로 
구원받은 자가 타인에게 자선을 행하는 모습을 이 이른바 ‘곁가지’ 이야기에 녹
임으로써 작품의 대주제인 ‘확장된 미덕’을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윌슨
이 작품의 말미에서 조셉의 아버지로 판명난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마냥 여
담으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님에 힘을 싣는다.
     지금껏 살펴보았다시피, 필딩은 선인과 악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시켜 한 
쪽을 극찬하고 한 쪽을 비방하는 데에 힘을 실음으로써 자신의 잣대에서 미덕
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독자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등장인물들에게 일어난 상황
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 스스로 재고하게끔 인도한다. 이는 작품의 2분의 1이 지난 제3권 1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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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필딩의 소설관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그가 소설을 쓰
는 목적은,

. . . 어떤 한 불쌍한 놈의 비행을 별 볼일 없는 야비한 그의 지인들 무리에게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 들어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울을 쥐어
주어 그들이 자신의 기형적인 모습을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굴욕감을 혼자서만 느끼게 함으로써 공개적인 수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 . not to expose one pitiful Wretch, to the small and contemptible Circle of 
his Acquaintance; but to hold the Glass to thousands in their Closets, that they 
may contemplate their Deformity, and endeavour to reduce it, and thus by 
suffering private Mortification may avoid public Shame. (JA 164-65)

     
이어 필딩은 풍자가와 비방자를 구별하면서 “전자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도록 
마치 부모처럼 은밀히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후자는 사형 집행인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죄인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려한다”(the former 
privately corrects the Fault for the Benefic of the Person, like a Parent; the 
latter publickly exposes the Person himself, as an Example to others, like an 
Executioner; JA 164-65)고 말하고는 스스로를 비방자가 아닌 풍자가의 자리
에 안착시킨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풍자가가 행하고자 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인간의 결함을 ‘고치려 애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6) 그 이유

56) 라이트(Andrew Wright)는 “필딩이 어리석음과 악을 노출시키는 것은 매너를 고치려는 목적에서

가 아니라, 때로는 필사적으로 문명사회에 대한 리허설을 제공하기 위함”(Fielding’s ‘exposure’ 

of follies and vices was not undertaken with the aim of mending manners but of providing, 

sometimes desperately, a rehearsal of civilization; Wright 30)이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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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딩이 쓴 저널 『진정한 애국자』(The True Patriot, 1745) 중 11월 12일
자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몇몇 결함들이 아마 우리의 성격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결함들은 
너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근절할 수 없다.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
은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성급하게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성격 자체에 타격을 
줄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그저 이 결함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There are . . . some Imperfections perhaps innate in our Constitution57), and 
others too inveterate and established, to be eradicated; to these, wise and 
prudent Men will rather submit, than hazard shocking the Constitution itself by 
a rash Endeavour to remove them. (Wright 30, 재인용)

위 인용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필딩은 인간 천성에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정한 애국자』가 집필된 지 4년이 지나서 쓴 작품 
『탐 존스』에서도 필딩이 또 한 번 “나는 한낱 인간이 그처럼 완벽한 미덕을 
갖출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I a little question whether mere man ever arrived 
at this consummate degree of excellence; TJ 454)고 한 것에 주목해보자. 그렇
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쓰인 『조셉 앤드류스』에서의 몇몇 등장인물들이 보여
주는 본성의 결점 자체를 필딩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아님이 분명해진다.
     필딩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악 그 자체보다는, 악한 인물이 선한 ‘척’하는 
모습이다. 『조셉 앤드류스』의 서문에서 그는 “내가 보기에 진정한 우스꽝스러
움의 유일한 원천은 가식”(The only Source of the true Ridiculous (as it 
appears to me) is Affectation; JA 6)이며 가식은 두 가지 원인, 즉 허영(Vanity)

57) OED는 ‘constitution’을 “한 사람의 성격”(A person’s character)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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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선(Hypocrisy)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 조셉을 덮친 강도들이나, 조셉이 다쳐 죽을 지경인 것을 목도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마차 속 승객들, 패니의 신체를 탐하려하는 악당들, 아담스의 초
라한 겉모습만 보고 괄시하는 사람들, 직업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
적인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트럴리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저울질하며 어
떨 때는 친절을 베풀었다가 어떨 때는 내쫓으려 하는 여관 주인, 용맹함에 대해
서 일장연설 하다가 막상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돕기는커녕 부리나케 도망
가는 신사, 법을 필요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게 적용하려는 꿍
꿍이를 갖고 있는 변호사, 아담스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실컷 으름장을 놓다가 
그가 목사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판결을 철회하는 치안판사, 지키지 않을 약속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많은 사람들을 희망에 부풀게 했다가 배신하는 대지주, 자
신의 여주인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고상한 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단어
를 오용하는 하녀 슬립슬롭, 남을 골탕 먹이는 것이 취미인 대지주를 비롯한 집
단 등등 조셉과 패니, 아담스가 도보 여행 가운데 만나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
은 위선과 허영으로 똘똘 뭉친 인물들이다. 필딩은 작품의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협소한 공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탁 트인 길을 거닐게 설정함으로써, 그리하
여 다양한 인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인간 사회의 
허영과 위선이라는 작품의 큰 주제를 계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필딩은 다양한 직군과 신분에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
들의 부덕한 모습들을 때로는 외양묘사를 통해, 때로는 그들의 언행을 통해, 때
로는 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등장인물의 자기반성을 통해 표
면화시킴으로써 당대 사회의 부도덕과 타락의 온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런
데 이쯤에서 잠깐 짚고나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는 필딩의 필치
가 그다지 날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니, 도리어 우스꽝스럽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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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장장 책 한 권에 걸쳐 필딩 작품의 
도덕률을 강조해 온 바테스틴조차도 “필딩과 관하여 가장 기억할만한 것은 그
의 도덕성이나 종교가 아니라,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는 웃음의 따뜻한 숨결, 즉 
그의 코미디이다”(What is most memorable about Fielding is not his morality or 
his religion, but his comedy─the warm breath of laughter that animates his 
fiction; Battestin x)라고 말했을 정도로, 필딩 작품에 있어서 코믹한 요소는 놓
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조셉 앤드류스』를 읽다보면, 작품 
내 상당량의 지면이 등장인물들(특히 아담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필딩의 작품관을 반영한 것이다.
     필딩은 작품의 서문에서 자신의 글이 “코믹 로맨스”(comic Romance) 즉 
“산문으로 쓴 희극적 서사시”(comic Epic-Poem in Prose)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코믹 로맨스는, 서사시가 비극과 다르듯이, 희
극과도 다르다고 정의 내린다. 코믹 로맨스에서의 “행동은 훨씬 더 확장되고 포
괄적이며, 더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
기”(its Action being more extended and comprehensive; containing a much 
larger Circle of Incidents, and introducing a greater Variety of Characters;) 때
문이다. 또한 그는 코믹 로맨스를 이야기와 행동의 측면에서도 “진지한 로맨
스”(serious Romance)와 구분 짓는다. 진지한 로맨스는 침통하고 엄숙하지만, 
그에 반해 코믹 로맨스는 가볍고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도, 
코믹 로맨스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Persons of inferiour Rank)을 주로 소개하
기 때문에 그 결과 “열등한 매너”(inferiour Manners)를 드러내지만, 진지한 로
맨스는 최상류층 사람들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감정과 말하는 법”(Sentiments and Diction) 또한 고상(Sublime)하지 않고 익
살맞다(Ludicrous)는 점에서 전자는 후자와 다르다(J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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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필딩이 『조셉 앤드류스』의 곳곳에서 사회 풍자의 칼을 휘두를지
라도, “코믹 로맨스적”인 등장인물, 행동, 사건, 정서, 딕션의 효과 덕에 작품이 
그다지 무겁지 않게 읽혀지는 것이다. 젠킨스(Jenkins)의 지적처럼, 필딩이 ‘무
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인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지만, 
필딩이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에 주목하면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41
).58) 가령, 필딩이 뒤뚱뒤뚱 걷는 오리 같은 트럴리버의 모습에 욕심이 덕지덕
지 붙은 성직자의 모습을 녹여내는 방식을 회고해보자. 돼지 피가 가득 담긴 냄
비를 뒤집어 쓴 아담스와 여주인의 성적 접근에 까무러치듯 놀라며 순결이 중
요하다고 외치는 조셉은 또 어떤가. 사냥개들에 의해 가발이 벗겨지고 목사복이 
찢겨진 채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거나, 신사들에 의해 희롱을 당하면서도 계속 
속아 넘어가다가 종국에는 욕조에 꼬라박혀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된 목사의 모
습은 어떻고? 하물며 레오노라와 윌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간헐적으로 
끼어드는 아담스의 신음소리 역시도 독자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희극적 장치이
다. 필딩은 부정적인 사회상을 녹여내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인물들의 발화나 모
습에 희극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얼핏 무겁게만 읽혀질 수 
있는 글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딩이 작품 전체를 부정적인 사회상으로만 도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셉과 패니, 아담스 일행이 마주치는 인간들 중에는 가식적이거나 악
한 인물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마차 장면에서 마부 조수의 예를 
들면서 짧게 언급했다시피, 작품 속에는 수많은 파렴치한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58) 젠킨스(Elizabeth Jenkins)는 “비극과 희극이 최상의 레벨에서는, 그것들의 각기 다른 언어를 사

용할지라도, 같은 것을 말한다”(tragedy and comedy on the highest levels are both, in their 

different languages, saying the same thing. Jenkins 41)는 것을 지적하며, 필딩 작품의 풍자적

인 측면과 희극적인 측면이 상충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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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덕이 있는 인물들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강도를 
만나 수중의 돈을 다 잃은 터라 숙박비 7실링을 지불하지 못해서 교구 목사에
게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고 황망해하고 있는 이 세 나그네에
게 “한때는 아일랜드 연대의 드러머였지만 지금은 시골을 돌아다니는 행
상”(formerly a Drummer in an Irish Regiment, and now travelled the Country 
as a Pedlar; JA 148-49) 하나가 다가와 전 재산 6실링을 기꺼이 빌려준다. “이
렇게 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은 부자나 신심이 깊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할 
수는 없었으나, 결국 가난한 행상의 자선으로 인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
게”(thus these poor People, who could not engage the Compassion of Riches 
and Piety, were at length delivered out of their Distress by the Charity of a 
poor Pedlar. JA 149)된 것이다.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처한 불행
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심지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 행상의 
태도는, 자선이 무언지를 잘 알만한 직위에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트럴리버 
목사와 상당히 대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자의 미덕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한
다. 또 다른 예는 작품의 제2권 16장에서 발견된다. 조셉 일행은 허풍만 잔뜩 
늘어놓는 한 신사 사기꾼에게 속아 주막에서 술값을 크게 빚지게 되었는데, 그
걸 갚을 돈이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주막 주인(Host)은 “나는 성직자를 
몹시 존경해서 이까짓 것 때문에 사람 못 믿고 그러진 않는다”(I honour the 
Clergy too much to deny trusting one of them for such a Trifle; JA 155)며 안
심시킨다. 다른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 차일내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
고는 떠나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상다반사였는데, 아담스의 “돈을 못 갚
을까 두려워하는”(fear of never paying me; JA 155) 모습에서 오히려 주막 주인
은 신뢰를 느껴 빚을 제해주고 그들을 환송한다. 그 밖에도 먼 길을 떠나느라 
지친 이 세 방랑자들의 상황이 딱해보이자 자신의 집에 스스럼없이 들여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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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베푸는 (나중에 조셉의 아버지로 판명나는) 윌슨이나, 물에 빠진 아담스
의 아들 재키(Jacky)를 구해주는 (이전에도 지나가다가 아담스 일행을 도운 적 
있는) 행상(Pedlar; JA 271) 등등은 자선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들
로 필딩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한 단면을 예증한다. 필딩은 허영이나 위선 없이 
순수한 박애59)를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미덕이라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60)

     조셉에게 성적 접근을 하는 수많은 여성 등장인물들 가운데 유독 베티만
이 우스꽝스럽거나 나쁘게 읽히지 않는 이유 역시도 귀부인 부비나 슬립슬롭의 
성적 접근과는 달리 그녀의 성적 접근은 일말의 허영이나 위선이 없는, 자연스
러운 본능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얽매여 자신의 감
정을 솔직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귀부인 부비나,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와 못지않
게 허영심에 사로잡힌 슬립슬롭은 필딩이 풍자하는 우스꽝스러움의 대상에서 
비껴날 도리가 없다. 물론 슬립슬롭은, 하인 조셉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
감과 미적지근한 그의 반응에 대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 봉급도 주지 않고 
그를 쫓아낸 귀부인 부비에 비하면, 한결 나은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녀는 이

59) 이에 주목하여 로데스(Rhodes)는 “필딩에게 있어 진정한 순수성은 항상 솔직함과 박애 정신과 동

반”(True innocence for Fielding is always accompanied by a spirit of open-heartedness and 

benevolence; Rhodes 105)되며 “순수한 사람은 동료의 삶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진다”(The 

innocent man has spontaneous interest in the lives of his fellow human beings; Rhodes 105)

고 말한 바 있다.

60) 맥키언은 『조셉 앤드류스』에서 “미덕의 문제가 순결 문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선 문제의 관

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기된다”(questions of virtue are most efficiently propounded in 

terms of the problem not of chastity but of charity)고 말하면서 작품 내에서 조셉이 보여주는 

정절의 문제에서 나아가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현시하는 자선 및 박애를 살펴 볼 필요성을 역설한

다(McKeon, OE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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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셉이 여관비를 내지 못해 감금되어 있을 때 대신 돈을 갚음으로써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돕는 등 약간의 선량함은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슬립슬롭 역시도 귀부인 부비가 조셉을 내쫓는 데에 일조한 
인물이자, (자신 역시도 하인이면서) 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열등한 하
인들”(the inferior Servants; JA 138)이라고 비하하는 등 허영기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와 반대로, 
베티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여관주인에게 혼나는 것조차 무릅써가며 다친 몸의 
가난한 조셉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인물로, 필딩의 서사에서 “착한 천성에 
너그러움과 동정심”(Good-nature, Generosity and Compassion; JA 73)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더구나 필딩은 (앞서 본론 2장에서 언급했다시
피) 성적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착한 천성”을 지닌 베티의 (조셉에 대한) 성적 접근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61)

     필딩은 자신이 집필한 저널 『챔피언』(The Champion, 1739-40)에서 착
한 천성, 즉 선량함을 “인간의 행복에서 기쁨을, 그들의 불행에서 걱정을, 가능
한 한 전자를 얻으려하고 후자를 막으려는 열망”(a delight in the happiness of 
mankind, and a concern at their misery, with a desire as much as possible to 
procure the former, and avert the latter; Contributions to The Champion 253)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이후 필딩이 쓴 『인간의 성격에 대한 지
식에 관한 에세이』(An Essay on the Knowledge of the Characters of Men, 

61) 하스펠(Jane Seay Haspel)은, 베티가 조셉을 덮치고 그것이 좌절되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

안으로 타우 와우스 씨에게 몸을 내어주는 장면은, 서사 내에서 필딩이 베티와 타우 와우스 씨를 

혐오하고 있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나약함”(human frailty)에 의해 만들어진 결함

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이라 말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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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에서도 워딩만 약간 바뀐 채 다시금 강조된다. 여기에서 역시 필딩은 “착
한 천성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불행을 느끼고 타인의 행복은 함께 즐기도록 
만드는 자애롭고 상냥한 경향의 마음이고, 그 결과 우리가 후자를 촉진하고 전
자를 막게 하는 것”(Good-nature is that benevolent and amiable temper of 
mind which disposes us to feel the misfortunes and enjoy the happiness of 
others, and, consequently, pushes us on to promote the latter and prevent the 
former; Miscellanies 158)임을 강조한 후, 이어 그것은 “미덕의 아름다움에 관
한 그 어떤 추상적인 사색이 없는, 또한 종교에 대한 공포나 매혹 없
는”(without any abstract contemplation on the beauty of virtue, and without the 
allurements or terrors of religion; Miscellanies 158) 상태라 첨언함으로써 선성
(善性)이 지닌 특질을 해석한다. 풀어 설명하자면, 선한 행동의 동기는 단순히 
“미덕의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의해 보상을 
받거나 반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그저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 내에서 이를 가장 잘 체현한 인물은 바로 아담스 목사다. 필딩은 작
품의 서두에서 아담스를 “양식과 재능이 있으며 천성이 착한 사람”(a Man of 
good Sense, good Parts, and good Nature; JA 19)이지만 “세상사에 완전히 무지
해서 마치 세상에 갓 나온 유아와 같은”(as entirely ignorant of the Ways of 
this World, as an Infant just entered into it could possibly be; JA 19) 인물이라 
설명한다. 그는 절대 남을 속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이 자신
을 속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진무구함 그 자체를 상징
하는 인물이다. 조셉과 패니와 길을 떠나는 와중에 그가 겪는 대부분의 역경들
도 바로 이 순진무구함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 악의나 시기와 같은 감정이 존재”(any such Passions as Malice and En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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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ist in Mankind; JA 19)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거짓부렁을 늘어놓는 사기꾼의 말을 철석 같이 믿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JA 149-56),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희롱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순순히 따르다가 물에 빠져 버둥대는 등(JA 211-18) 수많은 
고초를 겪는다.62) 그러나 바로 이 ‘순수성’이 있기에 그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리하여 진정한 ‘미덕’을 행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물이 된
다. 예컨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두 연인 조셉과 패니가 재회했을 때 마치 
자기 연인을 만난 양 “기쁨의 무아지경에 빠져 방을 빙글빙글 돌며 춤추거
나”(dancing about the Room in a Rapture of Joy; JA 135) 아들이 집시들에게 
유괴 당했다는 윌슨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
는(JA 195) 아담스의 모습은 ‘짐짓’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만 비춰질 수 있는 
그를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착한 천성”의 아이
콘으로 승격시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아담스의 이름 자체에서 이미 그의 가치가 
녹아있었던 것 같다. 아브라함(Abraham)은 신약성서 기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될 만큼 추앙받는 인물(마태 1:1, 로마 4:3)이다. 이 사실에 착안
하여 필딩은 성서의 원형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조셉 앤드류스』의 등장인
물 아브라함 아담스도 또 다른 등장인물인 조셉의 영적인 조언자이자 아버지로 
기능하는 동시에, 교구민들에 의해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려낸다.63) 뿐만 아니
62) 이에 주목하여 바테스틴(Martin Battestin)은 아담스의 순수함과 이상주의가 역으로 “사회의 악과 

어리석음을 노출시키는 효과적인 수단”(an effective vehicle for exposing the folly and vice of 

society; Battestin 112)으로 기능함을 지적한 바 있다.

63) 『조셉 앤드류스』의 제4권 1장에서 오랜 시간 교구를 비웠다가 다시 되돌아온 아담스 목사를 환영

하는 교구민들의 모습이 마치 “순종적인 자식들이 관대한 부모님을 둘러싸듯 그에게 몰려들었고 

공경과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 서로서로 경쟁했다”(They flocked about him like dutifu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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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딩은 성서 속 아브라함처럼 작품 내의 아담스 목사 역시 그의 진정한 집
으로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자신(과 동료들)에게 적대적이고 부패한 사회를 거
쳐 지나오게끔 이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외투와 신체는 피로 뒤범벅되기도 하
고, 오물통에 빠져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내면의 덕성 하나 만큼은 결코 오염되
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아담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마음’의 선함만
이 아니다. 아담스는 런던에 볼 일이 있지만 다친 조셉을 보고난 후 그를 놔두
고 차마 떠날 수 없어 그 계획을 유보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 있는 돈을 조셉에
게 선뜻 제공하고(JA 58), 어딘가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쫒아가 능
금나무 몽둥이로 ‘즉시’ 겁탈자의 머리통을 휘갈기며(JA 119), 패니를 유괴한 
스콰이어 집 하인들(the Servants of the Squire’s House)과 위험을 무릅쓰고 혈
전을 벌이는 등(JA 222-25) 곤경에 빠진 사람을 위해 ‘행동’으로 이타심을 발
휘한다.64) 그에게 있어 실천이 없는 믿음 혹은 자비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스는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자선
에 대한 생각이 자신과 사뭇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청을 높인다. 가령, 
제1권 17장, 휘트필드 목사(Mr. Whitfield)를 비판하는 바르나바스 씨에게 아담
스는, 본인은 “성직자의 사치나 화려한 생활에 대해 반대”(Enemy to the Luxury 
and Splendour of the Clergy; JA 70)한다는 점에서 휘트필드와 비슷한 부분이 

round an indulgent Parent, and vyed with each other in Demonstrations of Duty and Love; 

JA 241)라고 비유되는 대목 참고.

64) 로데스는 필딩이 “아담스를 아주 당해낼 수 없을 만큼 활동적으로 만듦으로써 어떻게 미덕이 겉

보기에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친숙한 문학적 문제와 씨름해왔

다”(Fielding has tackled the familiar literary problem of how virtue can escape seeming 

passive and insipid by making his parson quite formidably energetic. Rhodes 109)고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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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선행보다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혐오스러운 교리”(the 
detestable Doctrine of Faith against good Works; JA 70)를 그가 주창하기 시작
했을 때부터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다. 아담스는 곤경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트럴리버 목사가 단칼에 거절하자, 자선
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하고(JA 146), 부를 
과시하는 피터 파운스에게 “자선을 행하지 않는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
다”(Riches without Charity were nothing worse; JA 238)고 훈계한다. 심지어는 
한 출판업자(a bookseller)와 대화하는 와중에 “어느 기독교인의 신앙심이 성 
바울의 신앙심만큼 완벽하게 정통 신앙이라도 그가 악랄하고 잔인하다면 차라
리 덕스럽고 선량한 터키인이나 이교도가 창조주의 눈에는 더욱 마음에 들 
것”(a virtuous and good Turk, or Heathen, are more acceptable in the sight of 
their Creator, than a vicious and wicked Christian, tho’ his Faith was as 
perfectly Orthodox as St. Paul’s himself. JA 71)이라 외치기도 한다. ‘그리스도’
를 믿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시(해야)하는 목사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인과 이
교도 모두를 포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이 광경은 가히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이는 그만큼 아담스에게 (나아가 필딩에게 역시) ‘행동’하고 ‘실천’하
는 미덕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시사한다.65)

     그러나 필딩이 무조건적으로 아담스를 긍정적이게만 묘사하는 것은 아니
다. 앞서도 짧게 언급했다시피, 아담스에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

65) 이러한 맥락에서 바테스틴은 “아담스가 고교화파와 감리교파의 원리원칙에 반(反)하여 실용적인 

도덕률을 중시하는 상식적인 종교를 옹호하는 태도는, 그를 광교파 전통에 직접적으로 안착시킨

다”(His [Adams’] advocacy of a common-sense religion of practical morality against the 

principles of Methodism and the High Church places him directly in the latitudinarian 

tradition; Battestin 98)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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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과도하게’ 순진하다는 사실이다. 작품의 초반, 화자가 아담스를 설명할 
때 “마치 세상에 갓 나온 유아와 같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세상사에 
조금도 정통하지 않다. 그는 책을 통해 배운 지혜에만 의존해 세상을 살아가려
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책의 그것처럼 녹록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아담스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현실’이다. 윌슨의 이상적이고 평화로
운 삶마저도 주변의 대지주들의 포학한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정도66)

인 그 현실을 현학자연하는 아담스의 힘만으로 어찌 감내하랴? 그 때문에 작품
은 끊임없이 아담스가 ‘순진함’ 때문에 겪는 많은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로데스의 지적처럼, “악행의 의미를 모르는 것 혹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 되기에는 불충분하
다”(To know not the meaning of ill-doing, nor dream that any did, is 
dangerously insufficient as a basis for moral conduct; Rhodes 114). 아담스가 
조셉에게 “인간의 지식은 오직 책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Knowledge of Men is 
only to be learnt from Books; JA 156)라고 말할 때, 이것이 틀린 이야기임을 
우리는 안다. 순진한 관념 혹은 이상은 질곡의 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질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셉에게 “내가 만약 고작 여섯 소년들의 교사라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학교의 교사만큼이나 그들 간의 질서를 잘 유지할 자신
이 있다”(if I was Master of six Boys only, I would preserve as good Discipline 
amongst them as the Master of the greatest School in the World; JA 201)고 의
기양양하게 외치는 아담스의 말 역시 그다지 큰 설득력이 없게 다가온다. 때문
에 화자가 이를 두고 “민중들이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what the Vulgar call a 

66) 윌슨의 딸이 애지중지하는 스패니얼(Spaniel)이 그 마을 대지주의 심술 때문에 총에 맞아 죽는 장

면(JA 198-99)은 윌슨의 삶처럼 이상적인 삶 역시 사회의 부정의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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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side; JA 202)이라고 부연하면서 공공연히 아담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셉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담스와는 다르게 더욱 분별력 
있는 인물로 성장한다. 이전에는 아담스의 조언을 묵묵히 따르며 자신의 순결을 
수호하는 데에만 집중해왔다면, 거리로 나가 여러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조
셉은 세상에 대한 일종의 혜안을 얻는다. 그는 자신들이 한 신사의 거짓 약속에 
속아 넘어가 여관비를 덤터기 쓰게 된 상황에서 아담스가 “인간의 지식은 오직 
책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목사님, 
학식에 대해서 더 논하기보다,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Sir, instead of considering any farther 
these Matters, it would be our wisest way to contrive some Method of getting 
out of this House; JA 155)고 아담스에게 조언한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사를 믿고 기다리는 아담스를 향해 조셉은 “미소를 짓는”(smiling) 
여유까지 부리면서, “저는 그가 목사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큰 친절함을 표
시하는 것을 보고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I was never much pleased with 
his professing so much Kindness for you at first sight; JA 154)고 말한다. 즉 
그는 그 신사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
던 것이다. 헌터는 이처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가 가능해진 조셉의 모습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성적 고결성을 입증해왔던지 간에, 런던 에피소드 안에서 
조셉은 조금의 인간적 흥미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가 귀부인 부비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길을 나설 때 그는 그 자신과 여주인공인 패니를 찾는 등장
인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적인 인물로 갈 길이 전도요원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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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그는 점차 더 현명하고 나은 사람이 되며, 필딩의 
도덕적 관심을 보여주는 믿을만한 매개물이 된다. 그의 천성이 변해서가 아니
라, 덜 과장된 언행과 더 많은 미덕으로 주변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
기 때문이다.
Whatever he has proved about his sexual integrity, Joseph elicits little human 
interest or sympathy during the London episodes, and when he is expelled 
from Lady Booby’s presence and sets out upon the road, he has a long way to 
go as a rhetorical figure, let alone as a character in search of his heroine and 
of himself. As his experiences accumulate, he becomes a wiser and better 
man and a more credible vehicle for fielding’s moral interest, not because his 
nature changes but because he learns to handle circumstance with less 
pomposity and more grace. (Hunter 107)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과 사물,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볼 수 있는 혜안
을 가지게 된 조셉은 작품의 중‧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아담스의 모순을 발견하
고 그와 논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머리가 커있는 상태다. 가령, 패니가 유괴
된 것을 알고 슬퍼하는 조셉에게 아담스가 “섭리자의 뜻”(Will of Providence; 
JA 270)이라며 울음을 그치라고 조언하고는 막상 본인의 아들이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맹렬히 슬퍼할 때, 조셉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충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법”(it was easier to give Advice than take it; JA 272)
이라며 자신에게 조언한대로 실천하지 못한 아담스의 태도를 지적하고, 아담스
가 사랑을 하더라도 “절제력과 분별력”(Moderation and Discretion)을 갖고 해
야 한다고 훈계하자, “저는 죄를 좀 지어야할 것 같네요, . . .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고 사랑할 거니까요”(I am afraid I shall be guilty of some Sin, . . . for I shall 
love without any Moderations; JA 272)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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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담스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가 “공립학교는 
모든 악과 부도덕의 양성소”(Public Schools are the Nurseries of all Vice and 
Immorality; JA 200)이므로 조셉이 공립학교에 다녔다면 “지금처럼 미덕을 보
존했을 수는 없었을 것”(would never have preserved your Virtues as you have; 
JA 200)이라 말하자, 조셉은 “공립학교를 다녔던 소년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사립 교육을 받은 아이가 5년에 배울 것을 1년 안에 배울 것”(Boy 
taken from a public School, and carried into the World, will learn more in one 
Year there, than one of a private Education will in five; JA 200)이라고 반박한
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무지한 상태로 유지되는”(Boys may be kept in 
Innocence and Ignorance; JA 201) 사립학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담스가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용
적인 지식을 가르쳐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조셉 앤드류스』에서는 피상적인 모럴리티가 없다. 
단지 조셉 일행이 거리를 거닐면서 목도하는 다양한 인간상을 생생하게 묘사함
으로써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선과 악, 미덕과 부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고 있을 뿐이다. 간혹 현학자 노릇을 하는 아담스의 훈계하는 목소리가 튀어나
오지만, 그마저도 작가/화자는 그것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줌으로써 희화화시켜 버린다. 앞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아담스가 설교하
는 기독교적 교리가 현실 생활에서 처참히 깨지는 모습을 내보이면서 말이다. 
가령, 아담스는 유괴당한 패니 때문에 울고 있는 조셉을 향해 “어떤 사건이 우
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일이 닥치더라도 우
리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섭리자의 뜻에 순종해야 
하니까”(When any Accident threatens us, we are not to despair, nor when it 
overtakes us, to grieve; we must submit in all things to the Will of Pr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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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70)라며 일장연설을 하다가 막상 자신의 아들이 익사했다는 (잘못된) 소식
을 듣자마자 그는 놀라 “방안을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아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한다.”(began to stamp about the Room and deplore his Loss with the 
bitterest Agony; JA 270) 필딩은 아담스의 훈계만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저 덕담 혹은 도덕적 우화로 읽혀질 수 있는 이야기에 (물론 소설 속) 
‘현실’을 살아가는 개개인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상을 덧붙임으로써 작품에 
사실적인 색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본모습’이 나온다.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섭리자의 뜻”이라고 체념하며, 기독교의 교리대로 
“절제력과 분별력”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으랴. 그런 사람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풍자적으로 우스꽝스럽게만 읽혀질 수 있
는 이 장면을 두고 서덜랜드(James Sutherland)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 에피소드 기저에 놓여있는 것은 한 사람의 직업이 걸핏하면 그 사람 자체가 
되기 쉽다는 것을 필딩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셉을 향해 장황한 훈계
를 하는 와중에, 그 목사는 직업의 특수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마도 실행 불가
능한, 어쨌든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원칙을 심어주면서, 목사란 직업에 
충실하게 행동해 왔다. 그러고 나서 필딩은 갑자기 우리에게 진짜 인간 아담스
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What lies behind the episode is partly Fielding’s perception . . . of the way in 
which a man’s profession is apt to become the man himself. . . . In his lengthy 
homily to Joseph, the parson has been behaving professionally, using the 
jargon of his profession, inculcating principles which are probably 
impracticable, and which in any case he cannot live up to himself. And then 
Fielding suddenly shows us the real man. (Sutherland 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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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랜드에 따르면, 조셉을 훈계하는 데 힘쓰느라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선전
하는 인물이 될 위험에 빠져있었던”(in danger of becoming a mere 
sounding-board for moral precepts; 115) 아담스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본모
습’ 즉 “그 자신이 지니고 있던 공통적인 인간애를 막 입증할”(has now proved 
his common humanity; 115) 수 있게 된다.67)

     아담스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패니가 옆방에서 흘러들어오
는 조셉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기절했을 때이다. 이때 깜짝 놀란 “아담스는 벌
떡 일어나, 아이스킬로스의 책을 난로에 집어 던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집 안
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친다.”(Adams jumped up, flung his Aeschylus into the 
Fire, and fell a roaring to the People of the House for Help; JA 134, 원문 강
조) 아이스킬로스의 책은 “그의 손으로 직접 베낀 작품”(the Work of his own 
Hands)이자 “30년 이상 그와 붙어 다닌 동료이었지만”(had been his 
inseparable Companion for upwards of thirty Years. JA 135), 아담스에게 있어
서는 타인을 돕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책은 일순간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한다. 스필카의 예리한 지적처럼, 책은 “그의 현학의 상
징”(symbol of his pedantry; 63)이자, 삶에 대한 지침서로서 그가 문학에 과도
하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차 없이 내던져지
는 것이다. 나중에 이 책이 불에서 끄집어졌을 때의 모습은 “소박한 양가죽 표

67) 서덜랜드는 “따라서 이 에피소드에서 필딩이 풍자하고자 하는 타겟은 자연적으로 선량한 사람인 

아담스 목사가 아니라, 도덕적인 격언과 설교에 의해 심겨진 미덕이 실제 삶의 시험들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임”(It is not therefore the parson (a naturally good man) 

who is the main target of Fielidng’s satire, but those who suppose that the goodness 

inculcated by preaching and virtuous maxim is ever likely to stand up to the test of life. 115)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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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simple sheepskin covering; 63)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장면을 통해 필딩
은 우리에게, 책에 녹아있는 도덕적 경구(警句)나 가르침은 단지 표면적‧피상적
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미덕을 이야
기한다. 아니, ‘이야기한다’기 보다 ‘보여준다’고 해야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파멜라의 패러디에 지나지 않은 하나의 ‘순진한’ 인체 모형에 
불과했던 조셉이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생생한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에 주목
해보자. 물론 그는 상대적으로 더욱 활기차고 개성이 있는 아담스 목사의 그림
자에 드리워져 작품의 서사 내에서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일련의 부
정적인 사회상을 목도하거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때로는 자신의 스승보다도 더한) 혜안을 지니게 되는 등 ‘성장’한다.              
     그런데 조셉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지닌 미덕을 발판 삼아 굳건히 
정절을 수호함으로써 패니와의 결혼을 일구어내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지면 좋
으련만, 필딩은 조셉이 사실은 윌슨의 아들, 즉 신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를 장식한다. 물론 우리 독자들은 필딩이 시적 정의를 실현
하여 조셉이 패니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임을 애당초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결말이 『파멜라』의 그것과는 달리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개인이 가진 미덕으로가 아닌, 몰랐던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꿈꿔왔던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작가가 작품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화자는 작품의 맨 초입에서 조셉의 태생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하나의 예
를 들면서 “그가 조상이 전혀 없고 퇴비 더미에서 휙 나타났다고 가정해보라. 
이 아우토코프로스68)가 자신의 고유한 미덕에 대한 모든 칭송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지 않겠는가?”(suppose . . . that he had no Ancestors at all, but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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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ung up, . . . , out of a Dunghill . . . would not this Autokopros have been 
justly entitled to all the Praise arising from his own Virtues? JA 17-18)라고 
말하며, 태생이나 계급보다 미덕이 중요한 듯이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화
자는 미덕이 없는 사람들도 선조들의 명예를 누리고 사는데, 미덕이 있는 사람
이 조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것은 심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JA 18), 마치 앞으로 이야기 될 주인공 조셉은 이렇다 할 조상은 없지만 그가 
지닌 덕성으로 명예를 누릴 것인 양 독자들을 인도한다. 그런데 왜 필딩은 끝에 
와서 작품의 초반에 자신이 공언한 것과 다르게, 조셉이 실은 신사 태생이었음
을 밝혔을까?
     윌슨은 아담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가 시골로 내려
온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맏아들을 잃었다”(lost my eldest Son; JA 195)고 
고백한 바 있다. “아들이 집시라고 불리는 사악한 유랑민들에게 유괴 당했
다”(he was stolen away . . . by some wicked travelling People whom they call 
Gipsies; JA 195, 원문 강조)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 윌슨이 아들의 특징을 설
명하면서 “왼쪽 가슴에 딸기모양의 표식”(a Mark on his left Breast, of a 
Strawberry)이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화자는 갑자기 초점을 돌려 
그 날 아침 광경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화자는 “조
셉이 그때 두 시간여 동안 빠져있던 잠에서 깨어났다”(Joseph at the same time 
awaking from a Sleep in which he had been two Hours buried; JA 196)고 부연
한다. 심지어 이후 아담스가 조셉에게 신사의 이야기를 잘 들었느냐고 물을 때, 
조셉 스스로도 “앞부분만 모두”(to all the former Part; JA 200) 들었다고 강조

68) 작품의 제1권 2장 첫 페이지의 각주를 보면 아우토코프로스가 “영어로 똥더미에서 불쑥 나타났

다”(In English, sprung from a Dunghil; JA 17, 원문 강조)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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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화자는 의도적으로 딸기 반점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조셉이 윌슨이 
이야기하는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조셉, 아담스, 윌슨, 나아
가 독자들 모두가 아직까지는 그의 태생이 무언지에 대해 공공연히 아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중반부에 놓여있는 윌슨의 이야기를 통해 영민한 
독자들은 이미 그 딸기 반점을 가지고 있는, 유괴된 윌슨의 맏아들이 바로 조셉
일 것임을 눈치 챘을 테지만, 화자(따라서 작가)의 서사방식을 따라 가면서 알
면서도 모르는 듯이 그의 전략에 동조하게 된다.
     조셉은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버려서 자신의 태생이 무언지 사
실상 더 일찍이 알 수도 있었지만 작품이 끝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파멜라
의 오빠라(고 알려져 있)는 이유로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패니와 결혼하는 것
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저지를 받는다. 심지어 그는, 귀부인 부비의 남편인 
토마스 경이 “떠돌아다니는 한 여자”(a Travelling  Woman; JA 284)에게서 패
니를 샀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상이 나타나, 자신의 죽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
─“그녀는 이전에 아이들을 훔치곤 했던 집시 일행과 여행을 했었는데”(she had 
formerly travelled in a Company of Gipsies, who had made a Practice of 
stealing away Children; JA 285), 그때 “그녀는 오직 한 번 그 죄를 저질렀
고”(she had been only once guilty of the Crime; JA 285), 그 아이의 부모 이름
이 앤드류스라는 사실─라면서 패니가 앤드류스 집안의 딸임을 알림으로 인해, 
근친상간의 벽에 부딪쳐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나중에 앤드
류스 부부가 나타나 패니가 원래 자식이며, 사실은 집시들이 포동포동하고 예쁜 
패니를 훔쳐가는 대신에 다 죽어가는 조셉을 놓고 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야 조셉은 패니와의 관계가 근친상간이 아님에 안도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신
분의 차이 때문에 훼방을 놓는 여러 인물들에 의해 혼인 공시가 늦어지고 있을 
때, 화자는 갑자기 “독자는 기꺼이 기억할 것이다”(The Reader may plea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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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llect; JA 298)며 목소리를 내고는, 윌슨이 서부로 여행할 때, 아담스의 교
구를 지나갈 예정이라 그를 만나고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리하여 조셉은 아담스의 교구에 들린 윌슨을 만나 자신의 왼쪽 가슴에 있는 딸
기 반점을 확인시킴으로써 ‘신사’인 아버지를 (되)찾게 되고, 신분으로든 그 어
떤 이유에서든 자신과 패니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 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이다.
     필딩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작품의 초입에서 자신의 주인공이 이렇다 
할 조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덕을 발판 삼아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예견함으로써, 맥키언의 표현에 의거, “귀족적 이데올로기”(aristocratic ideology)
를 은연중에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권력과 부로 지지기반을 다져온 젠트리 중
심의 사회구조를 미덕만으로 일거에 타개하는 일, 즉 “진보적 이데올로
기”(progressive ideology)를 보여주는 일은 귀족 출신의 작가가 행하기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다. 하녀인 파멜라가 신사인 B 씨와 결혼함으로써 보여준 평
등주의적 정신이 젠트리 계층에 대한 중산계층의 반항으로 읽혀질 수 있는바, 
필딩은 자신의 작품에서 젠트리 계층의 가치관과 사회구조를 어쩔 수 없이 (작
품의 말미에서만이라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지닌 미덕만으로 작품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부여받은 조셉 역시도, 작품을 꼼
꼼히 읽어보면, 젠트리 중심의 계급적 가치관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가히 ‘보수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가령 아담스 목사가 여
관 주인과 다툴 때, “조셉이 여관 주인을 향해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라고 말했다”(Joseph bad the latter know how to behave himself to his 
Betters; JA 102, 필자 강조)는 장면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어쩌면 우리 
독자들은 작품의 초두에서 화자가 조셉을 설명할 때,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의 
영웅인 조셉 앤드류스는 개퍼와 개머 앤드류스의 유일한 아들이자, 미덕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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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너무나 유명한 저 빛나는 파멜라의 오빠로 알려져 있다”(Mr. Joseph 
Andrews, the Hero of our ensuing History, was esteemed to be the only Son of 
Gaffer and Gammer Andrews, and Brother to the illustrious Pamela, whose 
Virtue is at present so famous; JA 17 필자 강조)고 표현한 데에서, 작가가 조
셉의 태생을 작품의 말미에서 뒤바꿔버릴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었어야 할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화자는 조셉이 개퍼와 개머 앤드류스의 아들이자, 파
멜라의 오빠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역의 가능성을 애초에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필딩은 작품의 초두
에서 귀족이 아닌(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귀족
적 이데올로기를 부인하고, 그 주인공이 가진 미덕을 작품의 초중반까지 현시함
으로써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듯하다가, 말미에 와서 주인공이 사실은 
신사임을 알림으로써 귀족적 이데올로기와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부인하
는 “보수적 이데올로기”(conservative ideology)69)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맥키언의 표현을 재차 빌려 “미덕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의 문제, 즉 
“미덕의 문제”를 필딩이 이와 같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을 주지한다면, “사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진실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파악하는 일도 본고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필딩은 작품의 서문 에서 “영국 독자들은 로
맨스에 대해서 이 작은 책의 작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English 
Reader may have a different Idea of Romance with the Author of these little 

69) 조셉과 패니가 브라이드웰로 수송될 뻔한 것을 귀족인 B 씨가 구해주고(JA 253), 조셉에게 신사복

을 입혀주는 것도 B 씨이며(JA 253), 작품의 말미에서 B 씨가 아담스에게 1년에 130파운드를 버는 

성직 자리를 제공한다(JA 303)는 사실은 작가 필딩이 젠트리 계급의 질서와 가치관을 옹호하는 보

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140

Volumes; JA 3)고 주장하며 작품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자신의 작품은 지금
껏 영어로는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종류의 글쓰기” 양식이며, 일반적인 로맨
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독자들은, 작가가, 맥키언에 의거, “로맨
스 이상주의”(romance idealism)를 부인하며 작품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딩은, 작품이 진전됨에 따라, 화자의 입을 빌려 
“나는 종종 패니와 조셉에게서 그들이 수 시간동안 가장 행복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I have been often assured by both, that 
they spent these Hours in a most delightful Conversation; JA 147)거나 “이 이
야기의 대부분은 아담스로부터 들었고”(Mr. Adams, from whom we had most of 
this Relation; JA 213), “만약 그 집 하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없었더라면, 우
리 역사의 이 부분은 개탄스럽게도 불완전했음에 틀림없다”(had it not been for 
the Information which we received from a Servant of the Family, this Part of 
our History . . . must have been deplorably imperfect; JA 213), 혹은 “윌슨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내게 알려주듯이, 패니는 지금 그녀의 첫 아이를 배고 있
어서 완전히 만삭이다”(Fanny, . . . , as Mr. Wilson informs me in this last 
Letter, [is] extremely big with her first Child; JA 303)고 말하는 등,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강조하는 “순진한 경험주의”(naïve 
empiricism)를 표방한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이 작품이 완전한 ‘사
실’이기에는 화자의 개입이 쓸 데 없이 너무 잦다.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화자
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품에 끼어들어 일부 중요한 정보
를 작품의 말미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독자들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며 우
리의 동조를 구하고는 작가가 일전에 미리 설계해 둔 청사진대로 작품을 이끌
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작품의 말미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내용은 전형적인 로맨
스 관례를 따른 그것과 다름없다. 두 연인의 헤어짐과 재회, 탄생의 비밀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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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상간의 위험, 이상적인 해피엔딩은 말 그대로 과거 로맨스가 천착하던 서사이
기 때문이다. 작품의 초입에서 자신이 쓰는 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맨스가 아니라고 자신 만만하게 외치던 필딩은 어디로 갔는가? 필딩은 로맨
스 이상주의를, 순진한 경험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거부하지만, 순진한 경험주의
의 사실성에 때로는 균열을 가하는 발화를 하고, 심지어는 로맨스 이상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극단적 회의주의”(extreme skepticism)의 입
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딩이 로맨스 관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탄생의 비밀
이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미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자신이 지닌 보수적인 이
데올로기를 별 다른 무리 없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조셉이 
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면, 작품의 서두를 알리는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장 4권에 이르러 표상되는 조셉과 아
담스의 시련과, 그로 말미암아 역으로 증명되는 그들의 미덕 및 덕성은 무의미
한 것이 되어버린다. 조셉이 귀족이었다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을 겪을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딩이 곤경에 빠진 정절이라는 테마를 활용하여 리처드슨
을 비판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젠더, 계급, 사회 이데올로기, 미덕 등을 다각도
로 조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셉이 (얼마간은) ‘곤경에 빠질 수 있는’ 태생이
자, 신분이자, 인물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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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주지하듯이, 헨리 필딩은 『조셉 앤드류스』를 집필함으로써 초기 영국 소
설이 깊이 천착하던 두 가지 문제, 즉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미덕
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때
문에 본 논문이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도 필딩이 리처드슨의 『파멜라』를 
“진실의 문제”와 “미덕의 문제” 모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작품으로 보았고, 이
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이다.
     필딩은 『조셉 앤드류스』에서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무게 있게 모색했다. 리처드슨에게 있어 진실, 사실, 
혹은 현실의 영역은 인간의 내면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들의 정서적인 리얼리티”(the emotional 
reality of the characters)이기 때문에, 그 초점은 “감정의 내면세계”(the inner 
world of feeling)에 있다(Brunello 324). 하지만 인간의 감각 및 경험이라는 것
은 사적이고 내밀한 특성을 띠는지라 객관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예
컨대 파멜라의 미덕―성적 순결―에 허위의 막이 덮여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인 의심도 바로 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또한, 파멜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에 사용되는 매개체가 편지라는 것 역시 그 안에 녹아있는 개인의 감정이 ‘계산
된’ 감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사실상 편지는 수취인이 존재
하기 마련인 목적성이 다분한 글이기 때문이다.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필딩은 
『조셉 앤드류스』를 통해 리처드슨의 리얼리티와는 결이 다른 계보의 리얼리
티를 구축해 나갔다. 필딩에게 있어 사실 및 현실이란 은밀한 내면과 맞닿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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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세상을 파노라마식(panoramic)으로 펼쳐 보이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조셉 앤드류스』의 화자가 주목하는 부분도 다양한 사건 및 상황에 대처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태도이다. 브루넬로(Brunello)가 잘 설명하듯이, 필
딩 작품을 읽는 우리 독자들의 관심은 그에 따라 “인간을 공동체 사회 속에서 
정의내리는”(define man in a community), 보다 큰 범주로 이동한다. 달리 말하
자면, 그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전형
적인 행동 양식”(aspect of typical behavior)과 “사회적 매너”(social manners)이
다(Brunello 324).
     리처드슨과 필딩 간의 이러한 글 쓰는 스타일상의 차이는 두 작가가 미덕
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어떤 차별을 갖는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리처드슨이 제시하는 미덕은 한 마디로 말해 처녀성이다. 이를 문제적으로 인식
한 필딩은『파멜라』가 제시하는 곤경에 빠진 여성의 정절이라는 모티프를 역
으로 뒤집어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을 논함으로써 처녀성을 지키는 것을 최
고의 미덕인 양 치켜세우는 리처드슨의 모럴리티를 희화화한다. 가령,『조셉 앤
드류스』의 남주인공 조셉은 사랑하는 연인 패니와의 도의를 닦기 위해 자발적
이고 능동적으로 정절을 행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를 통해 필딩은 남성의 
정절 역시도 여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치 있는 덕성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조셉은 육체적 힘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남성이다. 때문에 그가 여러 여
성 등장인물들에 의해 순결이 훼손당할 위험에 빠져있다는 설정은 사실 모순적
이고 희극적이다. 하지만 필딩은 조셉의 신분을 미천한 하인으로 설계함으로써 
성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계급의 측면에서 남성의 정절이 충분히 곤경에 빠질 
수 있게끔 인도한다. 조셉은 하인인지라 안주인의 성적 요구를 받들지 않을 시
에 생계가 위협받을 공산이 큰 상황에서도 패니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자 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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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망설임도 없이 귀부인 부비의 대저택에서 빠져나온다. 그 과정에서 노상강도
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면서도 조셉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일말
의 회의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거리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후 조셉은 마침내 자신이 사랑해 마지않던 패니와의 재결합을 일구어낸다.
     이처럼 필딩은 자신의 작품에서 정절을 행하는 등장인물의 성별을 남성으
로 설정하여 남성의 정절이 왜, 그리고 어떻게 곤경에 빠질 수 있는지, 또한 어
떠한 방식으로 그 곤경에서 헤어 나오는지를 모색함으로써 미덕에는 젠더가 없
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필딩이 당대 사회가 천착했던 미덕의 
젠더성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방안은 남성 등장인물을 감수성이 예
민한 페르소나를 가지게끔, 여성 등장인물을 남성 못지않게 저돌적인 페르소나
를 가지게끔 설정하는 것이었다. 캠벨(Jill Campbell)의 지적처럼 남녀의 정체성
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획득되고, 역사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성별(sex)의 차이로만 구분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슨의 작품이 파멜라의 미덕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즉 처녀성에 국한시키는 등의 문제를 산출한바, 필딩은 섹스의 
차원이 아니라 젠더의 차원에서 미덕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 미덕에
는 기실 젠더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셉의 남성성, 그리하여 그의 성적(性的) 미덕은 그의 육체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필딩이 제시하는 남성성은 단지 육체적으로 강하고 용맹한 성질에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본성을 기반으로 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배려와 
관련된다. 작품 내 영웅적 남성 등장인물들이 남성성을 발하는 때는 주로 여성 
등장인물인 패니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이다. 조셉과 아담스는 아무 때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남성적 힘을 과시하는 인물이 아니다. 이들은 패니와 같
은 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만 육체성을 내세울 뿐이다. 작품이 초점을 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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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남성성’은 물리적 힘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곧은 마음과 굳건한 의지, 그
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강인한 정신에 있다. 『파멜라』의 여주인공 파멜라의 
여성성, 그리하여 처녀성이라는 미덕이 자신의 물적 번영을 위해 휘두르는 이기
적(利己的)이고 세속적인 의미를 띤 것이라 본다면, 『조셉 앤드류스』의 여주
인공 패니의 여성성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 표출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작품 
내 두 영웅들, 조셉과 아담스의 남성성을 이끌어내는 견인기가 된다. 나아가 파
멜라』의 남주인공 B 씨의 남성성이 권력과 힘을 무기로 하여 여성을 누르고 
억압하는 데에 쓰였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면, 조셉과 아담스의 남성성은 
두 영웅들의 육체적 힘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기 보다는 이들의 착한 마음과 실
천하는 덕과 연관된다.
     『조셉 앤드류스』의 주제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은 이처럼 진실의 문
제와 미덕의 문제 모두에 있어서 적절히 상응될 수 있는 주제이다. 필딩은 정절
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성과 관련된 미덕이 내포하는 미묘한 간극을 파헤쳤을 
뿐만 아니라, 리처드슨을 비롯한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도덕률에 경
종을 울리고자 했다. 필딩이 제시하는 미덕은 개인적인 성적 순결이 아니라, 타
인에 대한 배려, 이해, 공감, 박애, 자선 등 이타적인 덕성이다. 필딩은 미천한 
신분이지만 부유한 그 누구도 선뜻 베풀지 않던 자선을 행하는 행상, 자연스러
운 사랑의 감정을 막지 않고도 정절을 충분히 지켜나가는 조셉과 패니,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교든 이교도든 구분하지 않고 포용하는 목
사 아담스 등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사회적, 성적(性的), 심지어는 종교적인 자
유마저 허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미덕을 새로이 창출했던 것이다. 따라서 필딩이 
‘곤경에 빠진 남성의 정절’ 모티프를 통해 리처드슨을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젠
더, 계급, 소설, 사회 이데올로기, 진실, 미덕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것이 
본고의 마지막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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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le Virtue in Distress:

A Study on Henry Fielding’s 
Joseph And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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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claims that Henry Fielding refused the Richardsonian novel 
and tried to suggest his own new model for the novel by writing a series of 
works such as Shamela and Joseph Andrews. Fielding believed that 
Richardson’s narrative technique ―“writing to the moment”― was improbable. 
In addition, for Fielding, Richardson’s work was problematic in that Pamela 
written with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principles of virtue and religion in 
the minds of the youth of both sexes”(title page) emphasized only female 
chas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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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ntext,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analyzes Fielding’s 
criticism of Pamela. Fielding turns Pamela, who is depicted as the incarnation 
of virtue in Richardson’s work, into Shamela who exchanges her sham chastity 
for social and financial power. Fielding also mocks Richardson’s epistolary 
style by describing Shamela as sitting on a chair and writing a letter at the 
very moment of closing her eyes and pretending to sleep between Mrs. Jervis 
and Mr. B. Even the editor’s remark asserting that he brought Pamela’s letters 
firsthand and published them by himself is laid bare as a pure fabrication by 
Parson Oliver who knows what the original letters are.
     The second chapter of this thesis stresses that Fielding called both 
gender and virtue into question by changing the protagonist’s gender from 
female to male while still utilizing the motif of Pamela in Joseph Andrews. In 
Joseph Andrews, Joseph, the male protagonist, is sexually persecuted by 
numerous female characters. Fielding thus parodies the narrow moral law of 
the time which laid emphasis on female chastity only. Lady Booby summons a 
servant Joseph into her bed and coaxes him to take her body. And Slipslop 
flings herself at Joseph’s body like a hungry tigress. However, Joseph is 
unperturbed and maintains his chastity firmly to keep faith with his beloved 
Fanny. Although he knows that the cost of preserving his chastity would be 
being fired from his job, he, without hesitation, defends his body thoroughly 
and travels to meet Fanny. To sum up, the second chapter of this thesis argues 
that the virtue which Fielding espouses is not the insular and sexual virtue 
required of women but a more substantive and specific virtue that people 
practice voluntarily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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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rd chapter of this thesis emphasizes that Joseph Andrews is not 
focusing on the private virtue of individuals who are confined in closed rooms. 
Fielding leads his heroes to face diverse human characters by making them 
stroll through the streets. The reality that these heroes witness is, above all, 
an unfavorable situation which is dotted with vanity and hypocrisy. Thus, 
reader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many virtues. For Fielding, 
Pamela’s virtue was an affectation and a commodity, exchangeable for material 
prosperity. In contrast, Fielding encourages an expanded, social and charitable 
virtue. The virtue that Joseph and Adams display is not only a personal and 
private chastity but also altruism, sympathy, and charity for others.
     Henry Fielding’s work has a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s a 
genealogy of the eighteenth-century novel that is very different from 
Richardson’s. Whereas Richardson rediscovered epistolary fiction, Fielding 
chose comic and satiric form of realism. While Richardson’s works are, in 
principle, immersed in the inner workings of humankind, Fielding’s works focus 
on social life more comprehensively. Fielding clarified in the preface to Joseph 
Andrews that his work is a “comic Epic-Poem in Prose.” He pioneered a new 
form of novel which is social and realistic, as distinct from both Richardson’s 
psychological realism and the ideal romance in the past.

Keywords : Samuel Richardson, Henry Fielding, Pamela, Shamela, 
Joseph Andrews, Gender, Virtue, Chastity,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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