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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소설『인듀어링 러브』(Enduring Love, 1997)에

서 이언 매큐언(Ian McEwan)의 인식론(epistemology)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큐언의 소설 가운데 중기의 작품으로 분류

되는 『인듀어링 러브』는 진리를 탐색하고 재현하는 데 있어 이

성과 감성의 기능에 주목한다. 특히 이 논문은 1959년 찰스 퍼시

스노우(C. P. Snow)가 제기한 두 문화론(the Two Cultures)의 틀

에서 진리 탐색과 재현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문화(the Third Culture)의 진리 재현 가능성을 탐구한다.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 단절 현상을 지적한 두 문화론은 궁

극적으로 두 문화의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이성과 경험 그리고

물리적 근거를 통해 진리를 탐색하는 과학, 그리고 감성과 상상력

이 진리를 향한 길이라고 믿는 인문학의 대립과 갈등은 소설 속

조(Joe)와 클라리사(Clarissa)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 듯 보인

다. 그러나 두 인물의 갈등은 두 문화의 이질성에서 비롯된다기보

다 그 이질성을 바탕으로 각 인물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유아론적

극단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진단이다.

매큐언은 이 작품에서 두 문화를 통한 진리 재현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진리 재현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모순

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조의 심리적 성숙 때문이다. 조는

과학적 이성을 무한 신뢰하는 ‘본대로 믿는 인물’(seeing is

believing)이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자의 감정을 배제한

채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믿는 이성이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

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사유와 판단은 절대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즉 조에게 인간은 ‘믿는 대로 보는 존

재’(believing is seeing),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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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여기에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성 상위 관점

(high-reason view)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서양

문화에서 이성은 감정에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매큐

언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성과 감정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의 신체표지가설(The Somatic Marker Hypothesis)을 통

해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을 제시한다. 또한 클라리사에게

투영되어 있는 존 키츠(John Keats)의 사상, 즉 ‘소극적 수용능

력’(Negative Capability)의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결국 그는 ‘보이

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존재’(seeing even what cannot be seen)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에 매큐언이 제시하는 제3의 문화가 있고 진

리 재현의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조와 클라리사로 대표되는 두 문화의 화

해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두 문화론을 넘

어 제3의 문화로 가는 인식론적 진보의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조와 클라리사는 단순히 서로 대립하는 단선적 캐릭

터가 아니라 상호간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다면적이고 입체적

인 캐릭터이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문학 또한 인간의 본성을 탐구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 공통 지점에 내러티브가 있다. 내러티

브가 과학과 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제3의 문화라는 사실 뿐만 아

니라 수많은 스토리텔링의 과정 속에 진리가 담지 되어 있다는(“It

is not true but it tells the truth”) 진리관,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미학적 아름다움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키츠의 진리관이 곧 『인

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주요어 : 두 문화, 제3의 문화, 인식론, 내러티브, 진리 재현, 키츠

학 번 : 2015-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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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악마처럼 플롯을 짜고 천사처럼 글을 쓰는”(writes like an

angel and plots like a demon)1) 작가, 이언 매큐언(Ian McEwan)은

1975년 단편소설집 『첫사랑, 마지막 의식』(F irst Love, Last Rites)으

로 등단한 이후 단편, 장편, 아동소설을 포함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과

비평가로부터 현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 소설가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매큐언의 작품 세계를 『시간 속의 아이』(The

Child in Time, 1987)를 기점으로 초기와 중기로 구분한다.2) 이언 매카

버(Ian Macabre)라는 별명으로 대변되는 매큐언의 초기 작품들은 기괴

한 현대인의 정신 병리학적 상태를 파헤친 고딕풍의 작품들이었다. 특히

인간 이성과 근대성에 대한 불신이 주제에 깊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

의 초기 작품의 특징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TV, 영화, 오라토

리오(Oratorio), 아동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내러티브의

실험을 거치면서 매큐언은 사회, 역사, 정치적 맥락이 포함된 작품 세계

를 보여준다. 특히 1980-90년대 매큐언의 작품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관

심과 도덕성 및 인식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과학과 인문학, 이성과 비이성의 구도 속에

서 인식론적 갈등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큐언 스스로도

『시간 속의 아이』, 『이노센트』(The Innocent, 1990), 『검은 개』

1) 마가렛 보어너(Margaret Boerner)가 『속죄』(Atonement)에 대한 서평 “A Bad

End”에서 이와 같이 평함.

2) 대표적으로 도미니크 헤드(Dominic Head)는 『시간 속의 아이』가 매큐언의 작

품세계에서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201). 데이비드 말콤(David

Malcolm) 또한 매큐언이 『시간 속의 아이』부터 작품의 관심사가 확장되고 성

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한다(5). 키어난 라이언(Kiernan Ryan)은 매큐언의

TV 연극 작품인 『이미테이션 게임』부터 기존의 이언 매카버라는 별명으로부

터 의도적인 결별을 시도했다고 분석하고(Childs, “Ian” 13), 매큐언 스스로도 인

터뷰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후 세상에 나왔다”(In writing The Imitation
Game I stepped out into the world)고 밝히고 있다(Haffenden 173). 따라서, 소

설 작품으로는 『시간 속의 아이』부터 매큐언의 작품세계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김선형 또한 『시간 속의 아이』가 매큐언 작품세계의 중요한 분기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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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Dogs, 1992)와 함께 『인듀어링 러브』(Enduring Love, 1997)3)

를 하나로 묶어 “사상의 소설”(Novels of Ideas)4)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Head 132).

매큐언은 1998년 『암스테르담』(Amsterdam)으로 부커상을 수

상하였지만, 피터 차일즈(Peter Childs)를 포함한 많은 비평가들은 『인

듀어링 러브』를 『암스테르담』보다 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잘못된 작품으로 상을 수상한 올바른 작가”(a case of the right author

winning for the wrong book, Childs, “Ian” 13)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매큐언은 “인간 의식과 상상력의 본질, 도덕성에 관심을 가지고 타

인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심리학적 베르길리우스처럼 독자들을 리드하

는 것”(Ridley ⅸ)을 소설가의 역할이자 특권이라고 규정하는데 그의 여

섯 번째 장편소설인 『인듀어링 러브』는 이러한 평가에 가장 잘 어울리

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데이비드 말콤(David Malcolm)이 인식

론적 스릴러(“epistemological thriller” 157)라고 평가한 것처럼 이 소설

은 매큐언의 중기 작품들 중에서 과학과 문학 사이의 진리재현에 대한

인식론적 진단을 가장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작품이다. 매큐언이 과

학과 인문학의 대립 속에서 인식론적 진단에 천착하게 된 배경은 영국

문화의 지성사에서 두 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5)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문화 현상과 진리 재현의 문제에 대한

인식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996년 5월 소셜텍스트(Social Text)에 실린 한 논문이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학술지에 미

3) 이 소설의 번역본이 『이런 사랑(황정아역)』과 『사랑의 신드롬(승영조역)』 두

가지가 있다. 제목을 두고 학자에 따라 “인고하는 사랑,” “벼텨내는 사랑” 등 다

양한 번역이 나와 있지만 영어 “endure”라는 의미가 이 소설의 주제의식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듀어링 러브”로 칭하고 영문

약칭은 EL로 한다.

4) 조나단 노크스(Jonathan Noakes)의 “Interview with Ian McEwan” 23페이지를

인용한 헤드(Head)를 재인용함.

5) 두 문화 현상에서 두 문화는 과학과 인문학을 지칭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

는 작품 『인듀어링 러브』의 인물 구도에 일치시켜 과학과 문학의 구도로 좁혀

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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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한 물리학자가 쓴 논문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지하는 듯한 주장을

한 것 뿐 만 아니라 이 논문이 엉터리 가짜 논문이었으며 이를 소셜 텍

스트가 걸러내지 못하고 출판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과학전쟁으로

확대되어 철학계와 과학계의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영국의 지성사

에서 이 논쟁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스노우-리비스 논쟁

이 있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아놀드-헉슬리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현

상을 편의상 찰스 퍼시 스노우(C. P. Snow)의 용어를 빌려 ‘두 문화 현

상’으로 표현한다. 즉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간 인식의 방식

을 두고 과학계와 인문학계는 이성과 감성, 객관성과 주관성, 경험과 상

상력, 그리고 진리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논쟁해

왔다. 이러한 논쟁의 결론은 두 문화의 결합과 간극의 회복이었다. 그러

나 지난 100여년 동안 지속된 논쟁에서 두 문화를 넘어 제3의 문화를 만

들고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자문화 제국주의에 막혀 항

상 실패로 돌아갔다. 1997년 출판된 『인듀어링 러브』는 이러한 맥락에

서 매큐언의 제3의 문화론에 대한 인식론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인듀어링 러브』에서 두 문화론의 틀을 통한 진리재

현 과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3의 문화론을 통한 진리재현 가능성을 천

착하는 것에 있다.

두 문화는 스노우가 1959년 리드 강연(Rede Lecture)에서 인문

학과 과학의 분화 현상을 진단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스테판 콜리니

(Stefan Collini)에 의하면 영국에서 두 문화 현상의 기원은 19세기로 거

슬러 올라가(ⅸ),6)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와 매슈 아놀드

(Matthew Arnold)의 논쟁에서 시작된다.7)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공교

6)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 또한 두 문화의 원류를 19세기 아놀드-헉슬리

논쟁에서 찾고 있다(9).

7) 영국에서 두 문화의 갈등 양상은 19세기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1660년 설립

된 왕립학술원(Royal Society)의 모토 “Nullius in verba”는 과학적 사실과 경험

을 제외한 모든 열정과 상상력을 공허한 관념으로 치부하면서 이성을 통한 진리

추구를 상징한다. 이성의 시대 이후 19세기 초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셸리(P. B. Shelley), 존 키츠(John Keats) 등 낭만주의 시인들의 이성에 대한 노

골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과학과 낭만적 감성 간에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김

일영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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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개념이 형성되면서 교육과정 선정을 두고 과학계와 인문학계간에 본

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아놀드-헉슬리가 있었다. 박물학

자이며 해부학자였던 헉슬리는 「과학과 교양」(“Science and Culture”)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성적 진실과 실용성에 기반을 둔 과학이야말

로 근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문학 일변도의 교육과

정을 비판한다. 반면에 아놀드는 자연과학이 전문가를 배출할지는 모르

지만 교양 있는 인간을 기를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고전 교육이 필수

적이라고 반박한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영국은 학문적 전문화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

게 되었고(Collini xvi), 이러한 배경에서 두 문화 현상은 “스노우-리비스

논쟁”으로 이어진다.8) 스노우는 인문학과 과학을 전통과 미래의 이분법

적 구도로 이해하고 특히 인문학적 지성인을 러다이트9)로 묘사하여 갈

등에 불을 지폈다. 또한 프랭크 레이놀즈 리비스(F. R. Leavis)는 스노우

의 두 문화론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문학 비평가였지만 그의 비평은

스노우의 논리적 허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보다는 소설가로서 스노우의

자질과 명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면서 오히려 문학계와 과학계가 서

로 단절되어 상호 몰이해에 빠져있다는 스노우의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

게 된다.10) 두 문화의 단절 현상을 지적한 두 문화론은 그 극복방안으로

8) 콜리니에 의하면 스노우 강연 당시 영국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인문

학 또는 자연과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한 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

록 양성하는 교육의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학문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

을 14살부터 선별하여 과학 또는 인문학 과목 중 한 쪽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16-18세 사이에는 이 과목들 중 세 과목만 배우다가 대학에 가

서는 한 개 과목만 독점적으로 집중하게 하였다”(It was common for

academically gifted children to start concentrating wholly upon science

subjects or humanities subjects from as early as fourteen years old, to study

only three of these subjects between sixteen and eighteen, and then to

concentrate exclusively upon one while at university. Collini xvi).

9) 산업혁명(1811-16) 당시 기계가 실업의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한 데서 기계 파괴

의 폭동을 일으킨 공장 직공들. (스노우 34 중 오영환의 주석을 인용함)

10) 트릴링은 리비스의 논점이 빗나간 것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두 문화의

교리는 중요한 것이고 리비스 박사는 찰스의 소설가로서 능력, 회원 신분 그의

능력에 대한 의견, 성공, 세력에 대한 성공과 관계를 대화의 화제로 끌어오면서

그 중요성을 흐리게 했다”(The doctrine of the Two Cultures is a momentous

one and Dr. Leavis obscures its massive significance by bringing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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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문화(the Third Culture)11)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러나 스노우-리

비스 논쟁의 단계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제3의 문화론은 두 문화의 만남

을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자문화중심의 만남이었고 자문화 제국주의였

다.12)

스노우-리비스 논쟁 이후 약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두 문화론

과 제3의 문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 첫 번째 계기로는

대외적 평화 분위기에서13) 과학 특히 생물학의 약진을 들 수 있다. 당시

consideration such matters as Sir Charles’s abilities as a novelist, his club

membership, his opinion of his own talents, his worldly success, and his

relation to worldly power. 13).

11) 제3의 문화(the Third Culture)는 스노우가 1964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그는

“문학 지식인과 과학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문화”(a culture where literary

intellectuals conversed directly with scientists)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존 브

로크만(John Brockman)은 “문학 지식인이 과학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일반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문화”(a culture in which scientists are

communicating directly with the general public, given that literary intellectuals

are not communicating with scientists)라고 정의한다.

12) 스노우는 과학이 미래 지향적인 반면에 인문 문화는 과거지향적인 전통문화로

규정한다. 표면적으로 그는 두 문화의 화합과 만남을 말하고 있지만, 과학 문화를

“지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인 의미에서도 진정한 문화”(오영환 역

21)라고 단언하는 모습에서 자문화제국주의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리비스를

비롯한 인문학계의 두 문화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성 희

생에 대한 의문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스노우는 이를 “러다이트”에 비유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콜리니의 주장은 제3의 문화를 탐구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지침이 된다―“문화사가의 관점에서 두 문화의 기원과 중요성을 다루

는 것은 과학에 대한 인문학의 우월성을 확인하거나 과학의 막대한 중요성을 경

멸하는 것, 또는 현장 과학자들의 관점을 고압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It ought to be clear that to address the origins

and significance of the idea of the ‘two cul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historian is not to assert some sort of superiority of the humanities

over the sciences, still less is it any slighting of the immense importance of

science or high-handed dismissal of the perspective of the working scientist.

ix).

13) 미국의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는 「워싱턴포스

트」 기고문에서 1990년대를 “역사로부터의 휴가”(holiday from history)로 표현

하였고 야고 모리슨(Jago Morrison)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1980년대와 1990

년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죽음과 종말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시대였

다(“Contemporary” 3-4). 닉 벤틀리(Nick Bentley)에 의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와 함께 시작되어 9․11 테러로 종지부를 찍은 1990년대의 평화무드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역적 분쟁은 있었지만 지구전의 가능성이 문화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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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이 “뇌의 십년”(The Decade of The Brain)으로 명명한 것

처럼 1990년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

점이었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인간 게놈 프로젝

트(Human Genome Project)가 진행 중이었고 “만약 인간의 마음이 뇌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면 인간의 마음도 진화 과정의 하드웨어에 설치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진화생물학 또는 진화심리학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Waugh, “Science” 62). 두 번째로, 과학자들이 문학적

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과학과 문학이 결합된 글쓰기 활동

은 과학이 일반인에게 소개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과 결합되는 현상

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Head 200). 대표

적으로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등의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 시기

에 대중들을 위한 과학서적들을 쏟아내며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찾으

려고 노력했다. 특히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책 『통섭: 지식의 대통합』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에서 두 문화의 통합을 주장하

며 제3의 문화 논의가 재점화된다. 동시에 문학계에서도 도리스 레싱

(Doris Lessing), 바이어트(A. S. Byatt), 그래엄 스위프트(Graham

Swift) 등이 다위니즘을 반영한 소설을 출간하게 된다(Waugh,

“Science” 63). 에밀리 호튼(Emily Horton)은 이러한 현상을 영국의 대내

적 정치 상황의 불안감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발생한 문화적 침체 현상에서 찾고 있다. 즉 새로운 창의적 사고가 요구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전망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684-85).

그러나 1990년대가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제

3의 문화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학전

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즉 1990년대는 제3의 문화로 진일보한 동시에

진리의 정의와 재현 문제를 두고 과학담론과 포스트모던계열의 인문학

담론이 다시 한 번 충돌한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판된

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시대의 소산이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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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듀어링 러브』에서 매큐언은 두 문화론을 넘어 제3의 문화의 인식론

의 도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샤 워(Patricia Waugh)는 두 문화의 갈등이 19세기를 넘

어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식의 정확성과 부정확성에 대

한 논쟁에 기원한다고 주장한다(“Revising” 33-34). 이것은 결국 두 문화

론의 본질이 진리 탐구 방식과 재현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두 문화론의 기원은 진리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탐

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리론은 『인듀어링 러

브』에서 중요한 논의의 쟁점이 된다. 조와 클라리사가 제드라는 인물의

정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인식의 기제로 어떤 진리관을 통

해 보느냐에 따라 결국 누구의 인식론이 진리에 도달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진리 재현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조와 클라리사의 진리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리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리에 대한 논의는 인류가 사유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진리에 대한 논의―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과연 존재하

는가,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는 주로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To

say of what is that it is, or of what is not that it is not, is true,

Haack 88)라고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진리 대응 이

론(Correspondence Theory)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진리가 존재한다

고 할 때 그 실재를 탐색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어라는 기호이며, 그 언어를 통한 진술과 실재가 정확히 일치

(correspondence)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밖에 하얀 눈이

내린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려면 우리가 인지하는 실재의 현상이 실내

가 아닌 ‘밖에서,’ 다른 색 눈이 아닌 ‘하얀 눈’이, 쌓여있거나 상승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하강’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치할 경우

위 진술이 참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버틀란드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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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nd Russel)과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진

리를 “사실(facts)에 대한 명제(proposition)의 일치(correspond)”로 정의

내리며(Hack 91) 진리 대응 이론(Correspondence Theory)을 계승한다.

그러나 대응론은 언어로 표현된 진술을 현실과 비교한 뒤 그 일치 관계

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개념은 그 입증 과정에서 타당성과 정당

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I am sick”이라는 진술은

나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보는 사람의 관점과

아픔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언어와 현실과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두 개체가 서로 상응(compatible)하면 진리라

고 보는 정합론(coherence theory)이 등장한다.

정합론은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그 명제가 전체적인 체계의 구

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문장수 173)는 것이다. 따라서 정합론은 상대적

진리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성, 보편성,

절대성으로부터 상대성으로의 본격적인 진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스트

리아 출신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Karl E. Popper)에서부터 찾을 수 있

다. 그는 “절대 틀리지 않는 말은 진리일 수 없으며, 어떤 진리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진리를

고정적 진리가 아닌 잠정적 진리로 규정한다(방정배 xv). 또한 장 프랑

수아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

(The Postmodern Condition)에서 거대담론(Grand Narrative)을 부정하

고 파편화된 서사와 다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진리는 하나로 특정

할 수 없거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라캉

(Lacan)의 기표/기의의 불일치, 데리다(Derrida)의 차연(différance) 개념,

그리고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정지으려 하면 할수록 그 전자의 위치가

더욱 더 불확정적이 된다는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진리의 불확정성 또

는 상대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진리대응

이론의 진리관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진리 상대론에 입각하여 두 문화의

인식론을 분석한 후 『인듀어링 러브』가 지향하는 인식론을 제3의 문화

에서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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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목적과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인듀어링

러브』가 1990년대 두 문화론에 대한 이언 매큐언의 인식론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그 인식론은 두 문화론을 넘어 제3의 문화를 지향

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조와 클라

리사의 두 문화가 보여주는 두 문화의 극단화 현상을 탐구하고 그 원인

을 분석할 것이며 특히 과학적 이성이 시도하는 진리 재현의 과정을 탐

색할 것이다. 모든 학문의 이상은 진리 탐색에 있듯이 두 문화 또한 각

각의 인식론적 기제를 통해 진리 재현을 시도하지만 그 한계를 드러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큐언은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제3의 문화의 틀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본론의 두 번째 장

에서 논의하겠다. 두 문화론의 이분법적 틀과 극단성은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을 되풀이했다. 『인듀어링 러브』는 두 문화의 단순한 화해와 만남

이 아니라 두 문화의 본질적 공통적 뿌리를 탐색하는데 매큐언이 주장하

는 제3의 문화로서의 뿌리는 바로 내러티브이다. 본 논문은 매큐언이 내

러티브를 통한 제3의 문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펼쳐내고 있는지 천착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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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두 문화와 진리 재현의 한계

매큐언은 한 인터뷰에서 소설을 건축에 비유하며 “소설은 독자

들에게 즉각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대문이 필요하다”14)고 말한 바 있

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듀어링 러브』의 첫 장면은 독자들이

소설의 치명적인 매력에 빨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대문 역할을 수행하

며 시작된다. 주인공 조 로즈(Joe Rose)는 과학 저술가이고, 그의 아내

클라리사 멜론(Clarissa Mellon)은 영문학 교수로서 존 키츠(John Keats)

를 연구하는 영문학자이다. 두 주인공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도중 조

가 고장난 열기구에 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네 사람과 함께

열기구로 달려들면서 소설이 시작되고, 모든 인물들 간의 갈등이 여기서

비롯된다. 성인 남성 여섯 명이15) 아이가 탄 열기구가 돌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자신들의 몸무게로 팽팽하게 버티지만 바람이 거세지면서 열기구

가 상승하자 그들은 하나 둘씩 밧줄을 놓고 지상에 착륙한다. 위험에 처

한 아이를 보고 본능적으로 발동한 이타심은 이기심으로 급속히 변질되

고 이 과정에서 탈출 행렬에 마지막까지 동참하지 못한(않은) 존 로건

(John Logan)만이 추락사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조

에게 네 명의 협조자 중 한 명이었던 제드 패리(Jed Parry)가 접근하여

조를 향한 동성애를 고백하고 스토킹을 시작하면서 조, 클라리사, 제드

사이에 사랑을 둘러싼 갈등, 인간관계의 붕괴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설의 표면적인 플롯이다.

그러나 조, 클라리사, 제드가 단순히 서로 사랑에 대해 갈등하는

것만은 아니다. 매큐언은 이 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론16)

14) Dwight Garner와의 1998년 3월 31일 인터뷰에서 인용함.

https://www.salon.com/1998/03/31/cov_si_31int/

15) 6명은 각각 조 로즈(Joe Rose), 존 로건(John Logan), 제드 페리(Jed Parry), 토

비 그린(Toby Greene), 조셉 레이시(Joseph Lacey)와 열기구 조종을 하던 제임

스 개드(James Gadd)이다.

16) 인식론이란 지식의 이론과 본질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이 작품의 주제는 조, 클

라리사, 제드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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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정보를 인식하고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독자에게 한층 더 복잡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각자의 직업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조는 이성과 실증적 판단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인물로 볼 수 있고, 클라리사는 낭만주의적 감성과 상

상력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이성을

토대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조와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학적 세계관을

가진 클라리사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가치판단을 하는 제드의 존재를 두

고 인식론적 차이를 드러낸다. 두 인물의 인식론적 차이는 점점 의사소

통의 단절, 인간관계의 균열,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가정의 분열로 이어진

다. 확대해서 보면 조, 클라리사, 제드는 서구 문명의 지성사를 대표해

온 세 가지 사상 즉, 계몽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신 중심 사상을 각각

상징한다(Childs, “Ian” 16).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플롯 전반에 걸쳐 조

와 클라리사의 진리 탐색 과정의 인식론적 갈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1. 광포한 이성과 몽매한 감성

『인듀어링 러브』를 두 문화론적 갈등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조와 클라리사로 대변되는 두 문화는 각각 광포함(going berserk)과 몽

매함(obscurantism)으로 묘사되는 대립의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인물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 『인듀어링 러브』속 두 문화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는 대학에서 양자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서 이성

적 사고와 명료한 질서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답게 그는 소

설 전반에 걸쳐 물질적인 자료와 사실적 근거를 통해 세상을 보며 치밀

한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마치 독자에게 실증적 데이터로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소년을 태운 열기구가 바람에 날아갈

긴박한 순간 열기구가 착지한 지면의 상태를 “25%의 경사면”(a gradient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책 표지의 그림 속 열기구의 모습은 사

람의 안구(eye-ball)를 연상시킨다. 눈은 세상의 신호와 자극을 인식하는 기관으

로 열기구에 달라붙은 사람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인식론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

가 펼쳐질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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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bout twenty-five percent, EL 10)으로, 자신의 이타심이 이기심으로

변하는 찰나의 순간을 “일 신경 박동”(a neuronal pulse later, EL 14)으

로, 돌풍이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짧은 시간차를 “신장 부근의 격렬한 심

장 박동이 한번 요동치기도 전에”(less than one adrenally incensed

heartbeat later, EL 14)로, 추락하여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 로건의 상태

를 “신경과 생화학적 신호의 중단”(the closing down of countless

interrelated neural and biochemical exchanges EL 25)으로 이해하고 표

현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과학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의 다음 서술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과학적 용

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마치 소설의 한 대목이라기보다는 실제 과학 잡

지의 기사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심장 조직에 깊이 파묻힌 신경 말단 영역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

하고 심장의 격렬한 펌프질은 가속화된다.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글루코스, 더 많은 에너지, 더 빠른 생각, 더 강한 팔다리, [. . .] 시

각, 청각 피질이 눈과 귀가 포착한 자극을 분류하여 서서히 인식하

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Nerve terminals buried deep in the tissue of the heart secrete

their noradrenaline, and the heart lurches into accelerated

pumping. More oxygen, more glucose, more energy, quicker

thinking, stronger limbs, [. . .] the visual or auditory cortex is

sorting and resolving into awareness what fell upon eye or ear,

those potent droplets are falling. (EL 54)

조의 캐릭터에 비해 조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로 등장하는 클라

리사는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되어있다. 런던대학 영문학 교수로

서 존 키츠의 마지막 편지를 찾는 낭만주의 신봉자인 클라리사는 여러

측면에서 키츠를 연상시킨다. 작품 속 클라리사의 생일이 등장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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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키츠의 200세 생일이 다가옴을 암시하는 것에서 클라리사가 키츠의

화신으로 중첩된다. 또한 소설 속에서 키츠의 작품 「엔디미온」

(“Endymion”)과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Ode on a Grecian

Urn”)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키츠가 생전에 과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아 클라리사를 두 문화 현상에서

문학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이해할 수 있다.

감성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클라리사의 모습은 소설 속

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열기구 사건 이후 조와 로즈는 충격

적인 사건 전반에 대해 각자 자신의 시각에서 입수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롭게 형성된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의식을 치른다. 이때 로건의 추락

장면에 대해 클라리사는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시로 꼽히는 존 밀튼

(John Milton)의 『실낙원』(Paradise Lost)중 한 대목(“Hurl’d headlong

flaming from th’ Ethereal Sky” EL 32)17)을 떠올린다. 이 인용구는 존

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간의 이기심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인간성의 추

락을 연상시키고 이런 모습은 그녀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클라리사는 논리와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인물로서 조의 합리성을 불편해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조와 클라리사는 열기구 사건 이후 제드의 스토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복한 커플이었다. 그러나 두

문화의 양 축으로써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의견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아기의

미소에 대한 논쟁은 조와 클라리사의 관계를 두 문화 구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는 진화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말을 직

접 인용하며 아기의 미소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견해를 소개한다. 윌슨에

의하면 아기의 미소는 “부모의 더 많은 사랑과 애착을 촉발”시키는 수단

이자 “타고난 사회적 릴리서18)이며 기본적 사회관계를 중재하는 상대적

17) 실낙원의 이 대목은 악마가 추락하는 장면으로써 인간의 원죄를 상징하며 조가

자신의 이타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서 느끼는 죄책감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8) 동물에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는 소리, 냄새, 몸짓 등의 자극(황정아 역 『이런

사랑』102에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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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함없는 선천적 신호”이다(EL 74).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진화론

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이러한 접근법에 인문학자들은 인간다

움의 가장 기본적 조건마저 과학적으로 파헤치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 문화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의

윌슨 인용에 대해 클라리사는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클라리사는 그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

것은 광포한 이성이었다. [. . .]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의미가 상실됐다고 그녀는 말했다. 동물학자가 아기의 미소

에 대해 말했어야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미소의 진

리는 부모의 눈과 가슴 속에 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의미를 지니

는 사랑의 표현에 있는 것이었다.

Clarissa had generally taken against the whole project. It was

rationalism gone berserk. [. . .] Everything was being stripped

down, she said, and in the process some larger meaning was

lost. What a zoologist had to say about a baby’s smile could be

of no real interest. The truth of that smile was in the eye and

heart of the parent and in the unfolding love that only had

meaning through time. (EL 74-75)

클라리사의 격렬한 반응은 인간의 감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과학자들

의 비인간적 태도에 대한 못마땅함의 표현이다. 사랑과 아기의 순수성을

동물학적 용어로 설명하려는 진화심리학자들의 야만성에 대한 분노이며

아기의 미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과학의 편협함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장면은 키츠와 뉴턴의 대립 구도를 연상시킨다. 키츠는

그의 시 「레이미아」(“Lamia”)에서 뉴턴의 분광학이 무지개의 시성을

파괴했다고 노래하였는데, 키츠의 이런 낭만주의적 인식론이 클라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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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투영되어 있다.19) 조는 클라리사의 이러한 태도를 키츠와 연결시켜

몽매한 반이성주의자(Obscurantist)라고 비난하며 아기의 미소를 가치있

게 여긴다면 그 근원을 탐색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클

라리사는 조가 아기의 미소가 갖는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분석만

하려고 한다며 조의 광포한 이성을 힐난한다. 각자의 가치관에 갇혀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두 인물의 공방을 통해 매큐언은 두 문화 현상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와 클라리사는 서로 상반되는

문화로 인해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평면적 캐릭터로 보인다. 그러나 열기

구 사건 이후 조와 클라리사가 보이는 갈등과 결과적으로 관계의 종말까

지 이르는 과정에는 단순히 두 문화의 표면적 차이 뿐 만 아니라 두 인

물들의 심리적 극단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

다. 말콤은 매큐언의 작품이 극단에 대한 연구(“a study of extreme”

155)이며 『인듀어링 러브』가 “안정된 일상에서 공포의 상태로 빠지기

가 얼마나 쉬운 것인지”(easy to step from stability and normality into

horror, 156)를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말한다.20) 다시 말해 『인듀어링 러

19) 키츠의 「레이미아」에서 문제의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철학이 천사의 날개를 꺾고

규칙과 선으로 모든 신비를 정복하네

유령이 출몰하는 대기와 요정의 갱도를 비우고

무지개를 풀어헤친다. 마치 그것이 조금 전에

상냥한 레이미아를 그림자로 녹여버렸듯이

Philosophy will clip an Angel’s wings,

Conquer all mysteries by rule and line,

Empty the haunted air, and gnomed mine —

Unweave a rainbow, as it erewhile made

The tender-person’d Lamia melt into a shade.

Lamia Part II by John Keats

이 대목에 대해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무지개를 풀며』(Unweaving the
rainbow)에서 키츠와 뉴턴을 모두 포용하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본 논문은

제3의 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20) 매큐언 소설에서는 무질서와 혼돈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여 질서정연한 상태로 변

환하려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매큐언은 이러한 캐릭터가 극단화 되는 과정

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시간 속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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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두 인물 조와 클라리사는 애초부터 두 문화로 철저히 분화되고

단절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중간자적 양면성을 가지

고 있다가 소설 속 갈등 상황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극단화 되는 인물

인 것이다.

조가 과학적 이성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이 이성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으며(“even the rational Joe has

irrational sides to his character” Malcolm 14), 클라리사의 감성주의 또

한 감정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소설의 첫 장면에서 조는

매우 충동적이다.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뛰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클

라리사가 뒤를 조심조심 쫓아가고 있다. 이런 조의 모습은 정확한 실증

적 사실과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성적 세계관의 소유자의 모

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동참하려는 욕구를 냉철하게

억압한 채 빠른 속도로 걷고 있으며,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 또는 방조자

의 위치에 있는 클라리사의 모습은 조와 클라리사 중 누가 감정에 의해

사유하고 누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인물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술자 조가 사용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화자의 과학적 세계관

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는 과학 용어와 감정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안한 기하학”(comforting

geometry, 3), “잔인한 중력”(ruthless gravity, 17), “수학적 축

복”(mathematical grace, 3)에서 “기하학”(geometry), “중력”(gravity),

“수학적”(mathematical)으로 상황을 묘사하며 이성적 사고를 보이지만,

동시에 “편안한”(comforting), “잔인한”(ruthless), “은총”(grace)이라는 감

정적 또는 추상적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Broadfoot 19). 말콤

(Malcolm) 또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조의 언어가 항상 과학적인 것

이 아니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공상과 때로는 비이성적 행동까지 보인

이』에서 델마(Themla)를 예로 들 수 있다. 델마는 뉴턴 물리학을 남성적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과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무과실성을 확신하면서 남편의 우유부단함을

유치한 변덕(childish capriciousness)이라고 배격하며 또 다른 형태의 무지와 고

립을 자초하고 있다(Kim 148). 『인듀어링 러브』에서는 조가 그 역할을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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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다(170). 불륜 후 이혼하려는 클라리사 남동생의 시도를 “이혼

수련 기간의 끈질긴 성가”(relentless plainsong of the divorce novitiate,

EL 49)라고 표현하고, 존 로건의 부인 진 로건을 보고 “외로운 북극 탐

험가 같은”(like a lone Arctic explorer, EL 117)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다. 이것은 조가 단순히 과학적 이성만 사용하는 단선적인 캐릭터가 아

니라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보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

리사의 생일날 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워즈워스와 키츠에 대한 주제로

담소를 나누는 도중 워즈워스와 키츠의 만남 장면을 상상하면서 직접 그

만남을 목격하는 듯한 공상에 빠지는 장면(“I slipped into a daydream.

I often do.” EL 183) 또한 이러한 조의 양면성을 뒷받침한다.

조의 양면성은 단순히 그가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의 특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는 행동 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 두 문

화 현상의 관점에서 조의 캐릭터를 분석한다면 사실과 근거, 그리고 이

를 토대로 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

일 것이다. 그러나 런던 도서관에서 조가 제드의 스토킹을 처음으로 감

지하고 의심하는 장면에서 조는 과학적 이성주의자의 모습이 아니라, 직

관과 느낌으로 단정짓는 인물이다.

그 빨강이 상상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었다면(의심하는 습관이 내

온전한 정신의 증거이다). 어쨌든 도서관 카페트도 결국 빨강색이

었다. 그러나 나는 얼핏 본 신발에 짜여진 빨간색을 보았다. 나는

그를 직접 보기 전에 이미 내 뒤에 있는 그(제드)를 감지했다. 그

런 직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분명했다.

Unless—and the habit of skepticism was proof of my sanity—

unless the redness was imagined, or visually conflated. The

library carpet, after all, was red. But I had seen the color

woven into the glimpse of shoe. I had sensed him behind me

even before I saw him. The unreliability of such intuition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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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to concede. But it was him. (EL 50)

또한 런던 도서관에서 제드의 흔적을 쫓아 밖으로 나온 조는 도서관 앞

에 세워져 있던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리골드 화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똑바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악운을 퇴치하고 행운을 불러 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모습이 제드나 클라리사의 행

동 패턴이라면 이해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과학적 이성주의를 신봉

하는 조에게 이런 주술적 행위는 서로 상충되는 모습이다. 즉 조는 지금

미래의 일을 명확히 예측하기 위해 가장 비이성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

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 발밑에는 어린 아이가 가져왔을 법한 실이 연결된 메리골드 한

묶음이 있었다. 메리골드가 담겨져 있는 잼 병은 쓰러져 넘어져 있

었고 그 안에는 물이 약간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여전히 주변

을 살펴보면서 꽃을 병 안으로 도로 넣었다. 다른 사람이 발로 다

시 차서 쓰러지지 않도록 난간 안쪽으로 그 병을 밀어 넣으면서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도록 기원했다. 광

적이고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을 퇴치하고자 하는 이 희망적인

기원은 모든 종교적 사고의 기원이며 모든 사고 체계를 펼치게 하

는 것이다.

At my feet was a little bunch of marigolds tied with wool,

such as a child might bring. The jam jar they had arrived in

had been knocked over and had a little water inside. Still

glancing about me, I knelt and returned the flowers to the jar. I

couldn’t help feeling as I pushed the jar closer to the railings,

where it might escape being kicked over again, that it might

bring me luck, or rather protection, and that on such hopeful

acts of propitiation, fending off mad, wild, unpredictabl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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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religions were founded, whole systems of thought

unfurled. (EL 48)

위 인용 구절에서 보이는 조의 모습은 말콤의 분석과 일치한다. 말콤은

조가 질서와 통제에 집착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실패

와 절망감을 가진 인물로서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쉬운 인물이

라고 주장한다(166). 즉 소설의 초반부에 보여지는 조는 과학의 대변자

라기보다는 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자, 이성과 감정의 소통자라고 볼 수

있다.21)

런던 도서관에서 돌아와 클라리사에게 제드의 스토킹 가능성을

처음 논의하는 장면에서는 급기야 조와 클라리사의 사유방식이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는 주어진 근거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클라리사는 오히려 자신의 평소 신념과 반대로 제드의 스토킹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도서관에서 (제드의) 출현에 대해 그리고 내가 광장에 어떻게

뛰쳐나갔는지에 대해 클라리사에게 설명했다. 이때 그녀가 나를 제

지했다.

“하지만 당신은 도서관에서 그를 직접 본 게 아니지?”

“그가 문밖으로 나갈 때 그의 신발을 봤어. 흰색 트레이닝복에 빨

간 운동화 끈. 분명히 제드야.”

“얼굴을 본 게 아니잖아.”

“클라리사! 제드라고.”

“화내지마, 조. 얼굴을 못 봤잖아. 광장에도 없었고. 신발을 보기

21) 조의 캐릭터가 양면적인 것처럼 클라리사 또한 감정과 이성 모두를 지향하는 중

의적 캐릭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녀는 문학적 상상력과 감정을 통해 세상을 인

식하고 진리에 다가가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성에 대한 갈망이 내재해 있

다. 아버지의 알츠하이머로 인해 이성적 판단의 결핍에 대한 내적 두려움을 간직

하고 있고 그리하여 조를 사랑하게 된 것은 이를 증명한다(When she was

twelve, her father died of Alzheimer’s, and it’s always been a fear that she’ll

live with someone who goes crazy. That’s why she chose rational Joe. E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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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누가 미행한다는 생각했잖아.”

“느낌이 그랬다고.”

I told her about the presence in the library and how I had run

out into the square. She interrupted me.

“But you didn’t actually see him in the library.”

“I saw his shoe as he went out the door. White trainers with

red laces. It had to be him.”

But you didn’t see his face.”

“Clarissa, it was him!”

“Don’t get angry with me, Joe. You didn’t see his face, and he

wasn’t in the square.”

“You had this idea you were being followed even before you

saw his shoe?”

“It was just a feeling, a bad feeling.” (EL 60-61)

이렇듯 이성과 비이성이 교차되어 있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던 조가 자신을 이성의 감옥

에 가두고 극단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열기구 사건 날 밤 제드

의 전화를 받는 순간이다. 열기구 사건 날 밤 제드로부터 받은 사랑의

고백이 분명 당황스럽고 충격적일 순 있지만 찰나의 순간에 조는 제드의

전화임을 클라리사에게 숨기고 있다(“I know I made my first serious

mistake when I turned on my side and said to her, ‘It was nothing,

wrong number. Go to sleep.’” EL 40). 조는 그의 거짓말을 피곤함이나

또는 클라리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보다 그는 충동

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면서 두 문화의 축으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는 열기구 사건으로부터 생긴 트라우마와 불안감, 죄책감

을 클라리사에게 숨기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인식론적 기제를 향해

간다. 그러면서 상대 문화를 향해서는 벽을 쌓고 있으며 조 스스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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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공허함은 익숙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일이었다. [. . .] 20분도

안되어 나는 내가 원하는 상태, 높이 장벽을 세운 영원한 사유의

감옥으로 빠져들었다

Voids like these were familiar, and the only way across them

was work. [. . .] Within twenty minutes I had drifted into the

desired state, the high-walled infinite prison of directed thought.

(EL 51)

Kim은 이런 조의 모습을 “철의 감옥에 비유되는 이성”(iron cage of

rationality, 8)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조의 모습은 소설 속 윌리엄 골딩

(William Golding)의 소설 『파리대왕』(Lord of the F lies, 1954)에 대

한 일화가 소개되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조는 외딴 섬에 고립된 아

이들이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낯선 폭력성을 만나게 되는 이야

기의 원래 제목이 Strangers from Within이었다고 소개한다. 하필 조가

자신의 내부로 숨어들면서 타인들에게 낯선 이방인이 되는 상황에서 이

대화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의 이 일화 소개는 폐쇄성을 향해 가는 자

신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이것은 조의 심리적 폐쇄성에 대한 클라리

사의 지적(“A stranger invaded our lives and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was that you became a stranger to me.” EL 235)과도 일치

한다.

지금까지 조가 중간자적 위치에서 극단적 이성의 광포함으로 변

질되는 과정을 분석했다면 이제 클라리사의 감성이 보이는 몽매함과 그

극단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클라리사 또한 자신의 인식론적 기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이성에 대한 몽매함으로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 실패

한다. 조는 그녀가 “정확한 지식과 분석력, 판단력이 필요할 때 감정이

적절한 안내서이고 진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EL 161)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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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클라리사에 대한 조의 지적은 결과적으로 타당했다. 그녀는

32건의 음성 메시지의 존재를 의심하고, 제드의 편지를 조의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으며(“His writing’s rathe like yours.” EL 108), 자신의 생

일날 발생한 레스토랑 총격 사건의 범인과 사건 정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즉 제드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

지 못한 그녀의 몽매함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던 조와의 의사소

통 단절을 낳았고 제드의 위험성을 대처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클라리사는 감정이 지나치게 작용해서 감정의 우리(cage) 또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 조의 서술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는 ‘몽매한 감성주의자’인 클라리사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녀가 페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실

은 그의 편지가 매우 자기 확신에 차있고 꾸밈없는 감정의 내러티

브로 되어있어서(그는 분명히 자신이 묘사한 감정을 경험했을 테

니까 그럴 것이다) 그녀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했다. 쓰레기 같은 영화도 당신을 울게 할 수 있다. 깊은 감정

적 반응은 고차원적인 추론 과정의 질책을 회피하고 우리의 주어

진 역할을 흔적으로나마 수행하게 강요한다. 나는 은밀한 사랑이

드러나서 화가 난 존재, 클라리사는 잔인하게 배신당한 여인. 하지

만 내가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녀는 나를 보고 나의 어리석

음이 놀랍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편지의 마지막 몇 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It wasn’t that she believed Parry, I told myself, it was that his

letter was so steamily self-convinced, such an unfaked narrative

of emotion—for he obviously had experienced the feelings he

described—that it was bound to elicit certain appropriate

automatic responses. Even a trashy movie can make you cry.

There were deep emotional reactions that ducked the cens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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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r reasoning processes and forced us to enact, however

vestigially, our roles: I, the indignant secret lover revealed;

Clarissa, the woman cruelly betrayed. But when I tried to say

something like this, she looked at me and shook her head

slightly from side to side in wonderment at my stupidity. She

barely glanced at the last few lines of the letter. (EL 109)

비록 주관적 편견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의

서술은 제드의 편지에 담긴 풍부한 감성 표현과 감정의 내러티브로 인해

이성적 추론을 하지 못하는 클라리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제드에

대한 진리를 탐색하는 데 그의 말처럼 고차원적이고 이성적인 추론

(higher reasoning process)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클라

리사는 제드의 감정적 내러티브에 쉽게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면서 편지를

끝까지 다 읽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클라리사가 제드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클라리사가 보이고 있는 감성의 과잉

이 몽매함으로 이어지면서 제드의 실체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라리사의 극단성은 키츠에 대한 그녀의 집착에서 드러난다. 그

녀는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키츠가 써놓고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

는 마지막 편지를 찾아 해외 출장을 간다. 키츠의 마지막 편지를 찾아

해매는 모습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준다.22) 편지에 대한 그녀의 신념은 구체적 논거가 없이 맹목적인 자기

믿음을 가진 제드의 신에 대한 태도를 연상시킨다. 제드의 조에 대한 사

랑의 편지는 키츠의 페니 브론에 대한 열정적 사랑 편지를 연상시키고,

22) 클라리사는 편지에 유별난 집착을 보인다. 사랑의 감정은 편지로 쓰기 전까지

완별할 수 없다(love that did not find its expression in a letter was not

perfect, EL 7)고 믿으며 그러한 이유로 키츠가 자신의 사망 직전에 연인 페니

브론(Fanny Brawne)에게 사랑의 편지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가상의 편

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클라리사라는 이름 또한 새뮤얼 리차드슨(Samuel

Richardson)의 소설 클라리사 할로(Clarissa harlowe)를 연상시키다. 이 소설은

서간체 소설이고 클라리사의 편지에 대한 집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Childs,

“Ia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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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의 편지 속 사랑의 표현들은 키츠의 편지 속 표현과 일치한다.23) 클

라리사가 그토록 찾는 키츠의 마지막 편지는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수취

인에게 배달되지 못한 제드의 편지와 비교된다. 차일즈 또한 클라리사의

키츠에 대한 연구 태도를 조의 제드 탐구 태도와 빗대어 설명하면서 상

실감과 죄책감에 의한 집착의 상태로 진단한다.

이성적 분석을 통해 제드(페리)의 사랑을 우회시키려는 조의 시도

와 나란히 제기되는 내러티브에서 클라리사는 페니 브론에 대한

키츠의 열렬한 사랑의 추가적인 증거, 즉 키츠의 죽음 순간에도 사

라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추적한다. 그녀의 열망은 조의

그것과 비슷하게 투지가 넘치고 조의 열망이 그렇듯이 그녀의 열

망도 부분적으로 죄책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욕망은 사랑이 죽

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한 욕망이고 이 믿음은 그

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임신을 할 수가 없고 그래

서 아이를 통해 그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In a strand of the narrative that runs parallel to Joe’s attempt

to divert Parry’s love through rational analysis, Clarissa is

determined to track down further proof of Keats’s ardent love

for Fanny: of something undying at the moment of Keats’s

23) 다음에 인용된 키츠의 편지 인용구를 소설 속 제드의 편지와 비교하면 키츠의

사랑표현을 제드의 말이라고 해도 또는 제드의 말을 키츠의 것이라고 해도 될 정

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당신은 이것을 광기라고 해도 좋아요”(You

will call this madness. Letter dated May 1820: Gittings 377). “Ask yourself

my love whether you are not very cruel to have so entrammelled me, so

destroyed my freedom.”(Letter dated 1 July 1819: Ibid. 263).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다시 보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잊었어요. 내

삶은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빨아드렸

어요.”(I cannot exist without you―I am forgetful of everything but seeing

you again―my life seems to stop there―I see no further. you have absorb’d

me. Letter dated 13 October 1819: Ibid. 334).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살

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원한다면 형벌대에서 죽는다 해도 당신은 나의 것입니

다.”(Do not live as if I was not existing [. . .] You must be mine to die upon

the rack if I want you. Letter dated May 1820: Ibid. 375-76).



- 25 -

death. Her quest is as driven as Joe’s, and just as his is partly

rooted in guilt, hers is partly rooted there too: in her desire to

affirm that love endures after death, a belief that is arguably all

the more important to her because she cannot conceive and so

will not endure through her children. (18-19)

키츠에 대한 클라리사의 집착은 낭만적 사랑과 정서적 상상력에

대한 집착이고 감정이입의 과잉이다. 조가 이성의 감옥에 빠져 들어갈

때 클라리사는 그가 내면에서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낯선 존재로 차단하

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녀의 과도한 정서적 반응과 이성적 추론

능력의 결핍 또한 진리에 어두웠으며, 조가 그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녀 또한 조에게서 멀어져갔다.

그녀는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지금 나를

보는 태도 말이야.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향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장부를 쓰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 “당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과분한지 생각

하고 있었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Pleading with me rather than accusing me, she said, “I mean,

the way you’re looking at me now. You’re making calculations

that I’ll never know about. Some inner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the truth. But

don’t you see how it cuts you off?” I knew it would not have

convinced her to say, “I was only thinking how lovely you are

and how I don’t deserve you.” (EL 111)

여기서 클라리사는 조가 당연히 마음속으로 이성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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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조의 마음에는 클라리사에 대한 사랑의 감

정이 있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클라리사의 추궁에 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잃고 있다.

공감능력이 뛰어난 감성주의자 클라리사가 조의 감정을 파악하

지 못하는 위 인용구절의 아이러니에는 클라리사의 상실감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불안감과 상실감은 사고로 인한 불임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잘못된 수술의 여파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

었고 그 슬픔과 상실감을 묻어두고 있다.24) 그러나 그녀가 아이에 대해

보이는 특별한 애착에서 그녀의 상실감과 죄책감이 작동하고 있고 이것

은 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죽음 이후에도 사랑이

지속 된다’는 그녀의 믿음은 ‘지속되어야한다’는 집착으로 변모되는 듯

보이며, 키츠의 죽음과 그의 사랑의 이야기에 감정이입하면서 맹목적 집

착에 빠지고 있다. 즉 클라리사의 집착의 이면에는 아이를 잃은 상실감,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상

실감과 죄책감은 지인의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어진

다. 즉 클라리사는 자신의 집에 지인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을 마

련하기도 하고, 친구가 출산하자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서 일주일 동

안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기로 할 정도이다. 또한 그녀는 대학 친구의 4

주된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에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슬퍼한다. 조는

클라리사의 슬픔 이면에 자신의 유령아기(phantom child)에 대한 애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한다. 그녀의 대자 대녀들을 대하는 조의 모습에서 “조

가 좋은 아버지가 됐을 텐데”라고 아쉬워하는 클라리사의 말에서 그녀에

게 내재된 상실감(the old sense of loss, EL 34)을 읽어낼 수 있다.

요약하면 조와 클라리사가 단순히 각각 과학자 또는 영문학자이

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두 인물은 오히려 두 문화의 대변자로

규정짓기 어려운 양면적이고 중간자적 인물이다. 그러나 소설 속 열기구

사건 이후 두 인물은 각각 이성의 광포함과 감성의 몽매함을 향해 극단

24) 조가 보기에도 클라리사의 키츠에 대한 집착은 아이가 없는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 있다(“Clarissa’s interest in these hypothetical letters had something to do

with our own situation.” E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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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가고 있다. 매큐언의 작품 세계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극단으로

빠지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인듀어링 러브』에서

조와 클라리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 절에서는 특히 조의 이성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 극단을 향하면서 광포함의 행보를 보이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겠다.

1.2. 감성 불능과 유아론

열기구 추락 사건 이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불안감의 형

태로 조를 괴롭히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조가 글을 쓰기 위해 찾은 런던

대학 도서관에서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의 징후를 찾게 된다. 평소

와 달리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삐거덕거리는 도서관 바닥의 소음,

형광등 불빛, 그리고 서가의 도서 목록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신을 발견

하게 된 것이다.25) 그러나 자신을 동요시키는 것이 도서관 관리나 서가

목록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정신적, 본능적 감정 상태인

것을 조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다(“It was not a squeaking floorboard or

the library management that agitated me. It was my emotional

condition, the mental-visceral state I had yet to understand.” EL 46).

조는 자신의 감정적 동요를 불안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

로 죄책감에 의한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다.26) 열기구 추락 사건은 누구

25) 다음에서 보이는 조의 불평은 전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성의 감

옥에 갇힌 극단주의자의 불만으로 보인다. 즉 조의 감정에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

부터 조의 이성이 극단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과학 책들은 우스운 수준이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 세상이 소설, 역사, 그

리고 전기만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것 같았다. 이 도서관을 운영

하면서 감히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과학 문외한들은 문학이 우리 문명

의 가장 큰 지적 성취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The science collection here was laughable. The assumption appeared to be

that the world could be sufficiently understood through fictions, histories, and

biographies. Did the scientific illiterates who ran this place, and who dared

call themselves educated people, really believe that literature was the greatest

intellectual achievement of our civilization? (EL 46)

26) 조는 이 불안감의 형체를 죄책감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지만 본 논문은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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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나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될 만한데, 특히 로건의 추락 과정에 자신

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조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조가 느끼는 죄책감은 로건의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가 서술하듯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인간의 이타심은 오래전 수렵 시대부터 습득되어 전해져 온

본능(“cooperation—the basis of our earliest hunting successes, the

force behind our evolving capacity for language, the glue of our

social cohesion” EL 15)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이타심의 기로에서 조는

이기심을 택하여 살아남은 반면, 이타심이 조금 더 지속되었던 로건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그의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 피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남겼다. 살아남은 조는 자기애를 느끼지만, 마음속 이면에

있는 이타심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은 사건 이후 이따금씩 원

인 모를 불안감의 형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리고 조의 자기애는 로

건의 이타심과 비교되어 더욱 조를 수치스럽게 만든다(“I felt the

sickness of guilt, something I couldn’t yet bear to talk about” EL 32).

그래서 조는 밧줄을 열심히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데인

손을 클라리사에게 보여주면서 어쩔 수 없이 밧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을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내가 밧줄을 놓았다. 로건의 죽음을 도운 것이다. 하지만 죄책감의

역겨움이 다시 느껴질 때에도 나는 밧줄을 놓은 것이 잘한 일이라

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 내가 안 놨으면 로건과 내가 같이

추락했을 것이고 클라리사는 오늘 밤 혼자 여기 앉아 있었을 것이

다.

I had let go of the rope. I had helped kill John Logan. But even

as I felt the nausea of guilt return, I was trying to convince

myself I was right to let go. If I hadn’t, Logan and I might

이 불안감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한 부분이자 중요한 동인이라고 판단한다. 제임

스 우드(James Wood) 또한 조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이라고 평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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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dropped together, and Clarissa would have been sitting

here alone tonight. (EL 35)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적 본능 역시 가지고 있기에 조는 죄책감에 시달리

고 있으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가 느끼는 죄책감과 관련하여 확인할 지점은 ‘누가 먼저 밧줄

을 놓았는가?’이다. 10장에서 조를 스토킹하던 제드는 조가 자신의 사랑

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소리친다. “당신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시작했다구요.”(EL 96) 이 말은 단순히 제드의 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조가 촉발시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매큐언은 ‘밧줄을 처음 놓은

사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 ‘사랑을 처음 유발한 사람’의 의미를 위

제드의 절규에서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으로 가

득한 제드는 조를 죄책감에서 구원하기 위해(“I’m coming at this from

the angle of forgiveness.” EL 76) 내려온 메시아적 성격을 띠며 조에

대해 더욱 강한 집념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조가 매달려 있던 열기구에

서 손을 놓는 장면을 복기해 보면 그의 서술에 의심을 갖게 된다. 조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놓아서 떨어지는 것을 얼핏 보았고 그 후 자신도 손

을 놓았다고 서술한다.

그 순간 한 형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얼핏 봤다. 그런데 누구였

지? 그리고 나는 열기구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결론은 확실해졌

다. 이타주의가 설 자리는 없었다. 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

는 손을 놓았고 약 12피트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했다.

The moment I glimpsed a body falling away―but whose?―and

I felt the balloon lurch upward, the matter was settled; altruism

had no place. Being good made no sense. I let go and fell, I

reckon, about twelve feet. (E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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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작품이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조가 자신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미 조는 처음부터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상태에서 서술하고 있으

므로 이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밧줄을 처음 놓은 사실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고 말하는 대목은(“I didn’t know, nor have I ever discovered, who let

go first. I’m not prepared to accept that it was me.” EL 14) 조에 대

한 의심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든다.

그밖에도 추락 장면을 회상할 때 보이는 조의 부적절한 이상 행

동 또한 조를 의심하게 한다. 소설의 3장에서 사건 이후 클라리사와의

대화가 다시 존의 추락 장면으로 되돌아오자 당황하며 갑자기 와인을 가

지러 일어나는 조의 모습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But, oh God,

when he fell!!” and I stood up hurriedly to reach for a bottle of

Beaujolais from the rack. EL 32). 클라리사는 사건을 회상하고 내러티

브를 구성하면서 비극의 핵심인 로건의 추락으로 접근해 가지만, 조는

로건의 추락 장면으로부터 놀라며 점점 멀어지려 하고 있다. 클라리사가

로건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조는 과민반응을 보인다. 또한 클라리사

가 로건을 칭찬하자 자신이 마치 그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처럼 느끼고

(“as though I were about to condemn him” EL 34), 이를 항변하려는

어조로(“with a sudden pleading note” EL 34) 말하는 조의 태도는 스스

로 자신의 죄책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가 느낄 수 밖에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대하는 조의 태도는 철저한 차단과 억압이다. 조가 감정에 대응하는 방

식은 제드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What was so

exhausting about him was the variety of his emotional states and the

speed of their transitions.” EL 69). 제드의 변화무쌍한 감정 상태의 변

화와 그 전환 속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조는 확실히 감정 표현에 서

툴고 이를 두려워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조의 이성은 감정과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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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라리사와 달리 감정을 억누른다. 그는 공포,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

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고 이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

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의 꿈속에서 발

현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조의 꿈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포의 실체가

바로 억압된 조의 감정이 악몽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의 감정과 그 대응방식은 충격적 사건에 대

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본 논문은

조의 이러한 감정 대응 태도의 문제를 감성불능이라고 진단한다. 차일즈

또한 조의 감정처리과정에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Joe is seen by both

of them as someone cut off from his feelings, or at least as an

individual for whom logic was the engine of feeling. “Ian” 109). 예를

들면 조가 열기구 사건이후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진단하는 모습에

서 감정을 분석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단어로 찾을 수가 없었다. 깨끗하지 못하

고, 오염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듯하면서, 신체와 관련이 있지만 어

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 . .] 정확히 두려움은 아니야. 두려움은

너무 좁아. 그건 어떤 대상이 있어. 오싹함은 너무 강해. 그렇다면

불안감. 아마도, 바로 그거야. 불안감이야.

I couldn’t find the word for what I felt. Unclean, contaminated,

crazy, physical but somehow moral. [. . .] It wasn’t fear,

exactly. Fear was too focused, it had an object. Dread was too

strong. Fear of the future. Apprehension, then. There it was,

approximately. It was apprehension. (EL 46)

또한 클라리사의 인질 상황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기 보다는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생각하고 그 상호 연결된 자연에서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사유하는 등 지적 분석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모습에서도 감

성 불능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What I thought might calm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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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reminder that for all our concerns, we were still part of this

natural dependency” EL 224)

자신의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조는 결국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 부족, 즉 불확실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대신 명료한 통제

와 질서를 추구한다. 클라리사와 재회한 후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공원

에 온 조는 얼핏 열기구를 보면서 바람에 의해 조종되는 불안정한 운송

수단인 열기구에 대한 탐탁지 않은 자신의 심기를 드러낸다. 이때의 조

는 바람이라는 불확실한 요소(“a precarious form of transport” EL 5)에

절대 자신을 맡기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열기

구에 달린 밧줄을 잡고 지면에 발을 디디고 있던 조가 잇단 돌풍으로 발

이 땅에서 떨어져 허공에 떠있을 때 느끼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밧줄을 놓고 착지, 즉 확실성을 선택한 것은 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

이다. 로건의 추락에 조가 상심하고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로건의

죽음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것 또한 명료함에 대한 조

의 집착과 관련이 있다. 열기구 속 소년을 구하기 위해 로건은 다른 일

행보다 조금 더 오래 이타심을 유지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런데 정작 위험에 처해 있던 소년은 혼자 남겨지자 침착하게 열기구를

작동시켜 안전하게 착륙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는 로건의 죽음이 무

의미했다고 체념한다(“Logan’s death was pointless―that was part of

the reason we were in shock.” EL 36). 로건의 죽음에 조가 이렇게 낙

담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인과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그의 과학적 세

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 조는 뚜렷한 인과성과 명료성에 의해 세상이 작

동하기를 기대하는 인물이다. 그는 로건의 추락 사건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로건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이 그에 걸맞은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로건의 희생과는 무관하게 아이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우연의 결과로써 생존하게 되었고 조는 자신의 인식론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조는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이 명확

성에 소질이 있다고 말하며 명확함에 대한 집착의 태도를 보인다

(“People say I have a talent for clarity.” EL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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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에 대한 조의 집착은 조가 제드의 증상에 대한 병명을 찾

았을 때 그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드 클라랭보 증후군’(de

Clerambault’s Syndrome)이라는 병명을 확인하기 전까지 불확실성으로

부터 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혼란스러워 하던 조는 제드의 상태를 명확

하게 설명할 수 없고 그의 위험성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한

다. 하지만 제드의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조는 안심하게 된다.

그 이름은 내 집착을 나에게 상기시켜주는 명확한 트럼펫 소리, 팡

파르와 같았다. 이제 해야할 연구가 생겼다. 나는 정확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다. 증후군은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나는 편

안함을 느꼈다. [. . .] 마치 옛 교수로부터 마침내 연구원 자리를

제안 받은 기분이었다.

The name was like a fanfare, clear trumpet sound recalling me

to my own obsessions. There was research to follow through

now and I knew exactly where to start. A syndrome was a

framework of prediction and it offered a kind of comfort. [. . .]

It was as if I had at last been offered that research post with

my old professor. (EL 134)

조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은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과 사의

갈림은 항상 우연인데 조는 이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

에 없다(“It was a random matter, who was alive or dead at any

given time.” EL 22). 다시 말해 조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고, 조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The

ambiguity fed my fear.” EL 140). 이런 그가 드디어 조의 정체성을 규

정하고 명명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위안을 위 인용 구절

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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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판

단하는 조는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는다. 조는 제드의 위험

성과 병리학적 증상을 간파하고 그 위험성을 주변에 호소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의 신

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반응은 세상의 정보를 인지하고 접수하여 가치 판

단을 하는 조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물리적 해를 입혔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나요?”

“아니요.”

[. . .]

“그 사람이 당신의 재산에 위협을 가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제3자에게 그랬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공갈협박을 했나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통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당신은 증명할 수 있나요?”

“음... 아니요.”

“Has he inflicted any physical harm on you?”

“No, but he―”

“Has he threatened you with harm?”

“No.”

[. . .]

“Has he made threats against your proper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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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gainst third parties?”

“No.”

“Is he trying to blackmail you?”

“No.”

“Do you think you could prove that he intends to cause you

distress?”

“Er, no.” (EL 78)

이 대화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담당 경찰은 지속적으로 제드의 범

죄성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냉정하고 건조한

질문과 명확한 물질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조의 짧은 단답식 대화는 마치 취조를 하는 경찰과 용의자의 상

황처럼 들린다. 매큐언은 이런 설정을 통해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

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조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조의 감성불능은 유아론적 태도로 이어지며 광포한 이성으로 변

모한다. 조는 열기구 사건의 비극이 독점적 통제 지위의 결여에 있었다

고 생각하는데, 이는 조뿐만 아니라 열기구에 매달렸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열기구를 바람으로부터 안착시키기 위해 몰려든 다

섯 명의 사람들 모두 자신이 상황을 홀로 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If I had been uncontested leader, the tragedy

would not have happened. Later I heard some of the others say the

same thing about themselves.” EL 11). 이것은 자신의 인식론만이 옳다

고 생각하는 유아론적 태도로부터 누구나 자유롭지 않음을 암시한다. 조

는 자신의 유아론적 태도를 채집 인류부터 현대인까지 인류 공통적 특성

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

채집 인류부터 산업화 이후까지 역사를 통틀어 지도자와 피지배자

가 없었던 인간 사회는 인류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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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효과적으로 처리된 적도 없었다.

No human society, from the hunter-gatherer to the

postindustrial has come to the attention of anthropologists that

did not have its leaders and the led; and no emergency was

ever dealt with effectively by democratic process. (EL 11)

자신의 추리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 그의 독선적 태도는 레스

토랑 총격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진술하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이 진실이고 다른 목격은 사실이 아님을 단언하고

있다(“I might as well tell you straight away that I know what

happened.” EL 191).

한편 신으로부터의 음성을 자신의 내면에서 혼자만 듣고 있는

제드의 모습은 조의 광포한 이성에 대한 집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조가 점점 맹목적인 이성의 감옥으로 자신을 몰아갈수

록 제드의 광기가 더욱 조를 괴롭히면서 제드가 조의 심리적 불안의 원

인인지 아니면 증상인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27) 매큐언의 믿을

수 없는 서사 기법으로 인해 독자들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게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드의 광기어린 집착과 스토킹 속에서 조에 대한

뼈있는 비판과 일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어릿광대

나 바보 캐릭터들이 어리석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에 현실

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과 비슷하다(Canha 21).

하느님과 그의 유일한 아들이 단지 제임스 본드와 햄릿과 같은 캐

릭터였어. 혹은 당신은 한 줌의 화학물질과 몇 백만 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실험실 플라스크에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겠

지. 당신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 뿐 만 아니라 당신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오만함이 당신을 파괴할 거

27) 클라리사는 Chapter 9 에서 제드가 조가 느끼는 불안감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

라고 말한다(“He’s not the cause of your agitation, he’s a symptom.” EL 90).



- 37 -

야.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겸

손함을 배워야해. 난 당신을 증오해, 조. 당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 . .] 당신은 한 치의 망설임도, 의심도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도

없어. 당신은 그냥 박테리아, 소립자, 농업, 곤충, 토성의 고리, 음

악적 조화, 위험이론, 철새의 이동 등에 대해 최신의 진리로 무장

하고 있는 거야.

God and His Only Son were just characters, like James Bond

or Hamlet. Or that you yourself could make life in a laboratory

flask, given a hand-full of chemicals and a few million years.

It’s not only that you deny there’s a God―you want to take

His place. Pride like this can destroy you. There are mysteries

we should not touch, and there’s humility too we all must learn,

and I hated you, Joe, for your arrogance. [. . .] There’s never a

moment’s doubt or hesitation or admission of ignorance. You’re

there with the up-to-the minute truth on bacteria and particles

and agriculture and insects and Saturn’s rings and musical

harmony and risk theory and bird migration . . .(EL 147)

제드의 눈에 비친 조는 일말의 의심도,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무지 가능

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28) 인간 기원에 대해 작성한 조의 저널을 비판하

고 있는 이 편지에서 독자들은 제드가 드 클라랭보 증후군 환자임을 잠

시 잊게 된다. 제드는 간단한 실험 도구를 활용한 화학 실험으로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조의 가치관에서 신의 위치까지 넘보는 과학의

오만함을 비난한다. 즉 매큐언은 제드의 말을 통해 조의 유아론적 태도

28) 조의 과학에 대한 확신을 비판하는 제드의 모습은 서론에서 논의한 진리론의 변

천과정 중 칼 포퍼(Karl Popper)의 진리관을 연상시킨다. 즉 제드의 비판은 “어

떤 진리도 진리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포퍼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 조의 인식의 변화에 제드가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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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광포한 이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인듀

어링 러브』를 “과학적 이성에 대한 매큐언의 전폭적 지지”(Childs,

“Fiction” 126)로 해석하는 비평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

조의 유아론적 태도는 솟아오르는 열기구로부터 탈출한 직후 조

가 보이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는 자신의 순간적 선택에 의한

한 사람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도 자신이 땅을 밟고

안전하게 살아있음에 안도감을 느낀다(“I felt a warmth spreading

through me, a kind of self-love, and my folded arms hugged me

tight.” EL 22). 조의 자기애는 충격적 상황에 대한 감정적 동요를 이성

적으로 정리하고 통제하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29) 따라서 조는 일행의

안전을 살피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급기야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까지 한다. 서술자는 이때 조가 느끼는 감정을 “도취감에 젖은 차분

함”(euphoric calm, EL 22)으로 묘사한다. 서술자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 조의 이 도취감은 로건의 추락사에 대한 충격의 증상이었다(“The

euphoric calm I felt was simply a symptom of my shock.” EL 22).

나는 페리에게 친근한 고갯짓을 보내고 내 등 뒤에 있는 클라리사

를 무시한 채(나는 그들을 모두 돌봐야 했기에 분주한 상태였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심시키는 깊이 있는 목소리로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I honored Parry with a friendly nod and, ignoring Clarissa at

my back―I was a busy man, I would deal with them all one at

a time―I said to him in what I thought was a deep and

reassuring voice, “It’s all right.” (EL 22)

29) 여기서 조의 유아론적 태도는 불확실성의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열기구

에 매달려 있던 조가 바람에 날아갈 뻔 하다가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영웅으로

죽느냐, 비겁한 생존자가 되느냐의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다. 즉 불확실성의 해

소로 조는 안도감과 자기애(self-love or self-congratulatory warmth, EL 22)를

느끼게 되는데 그가 느끼는 자기애는 생과 사에 대한 임의의 주사위 놀음에서 우

연히 생존한 자의 운(運)을 자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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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건이 추락하는 장면에서 조는 자신의 살아있음에 안심하고, 자기애

적 온기(self-congratulatory warmth)가 발동하여 충격의 감정을 억누르

며 상황을 통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한다. 상황을 통제하는

여유, 주변 인물에게 위로를 건네고, 신고까지 하는 여유는 자신의 충격

을 숨기기 위한 책략이다. 조는 이 책략에 스스로 쾌감을 느끼기까지 한

다(“I read the fractional widening of the young man’s eyes as

respect.” EL 22). 즉 조가 느끼는 도취감은 로건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

한 공포감을 제어하고 억제하려는 무의식적 반응인 것이다. 즉 조는 비

극적 죽음을 목격하면서 받은 충격을 숨기고 그 비극에 노출된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그 쾌감을 감추려

하고 있다.

조의 도취감(euphoria)은 역설적으로 그의 심리적 충격을 암시한다.

즉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조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한 통제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쾌감이었다. 죽음이 분명해 보이는 상

황에서도 로건의 시신을 굳이 확인하러 내려가는 조의 태도는 도취감에

빠진 무모한 사람의 모습이다. 충격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두려움과 공

포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조는 역설적으로 마치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

이라도 된 듯 몽환적 상태와 도취 상태에 빠지는 감정의 과잉에 싸여 있

다(“I heard my softening of tone, the artful of volume. I was in a

soap opera. Now he’s talking to his woman. It was intimacy, a tight

two-shot.” EL 23). 이런 조의 모습을 본 클라리사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유아론적 도취 상태와 서툰 감정 처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he told me later that it crossed her to slap my face.

EL 23). 조는 몽환적 도취 상태에서 제드에게 처음으로 눈인사를 건네

게 되고, 이 순간 제드의 ‘드 클라랭보 증후군’(de Clerambault’s

Syndrome)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30)

30) 이 순간을 묘사하는 조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제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을 눈치 챈 것이 바로 이때였다. [. . .] 내 생각이 스크린 위에 다음과 같이 쓰여

져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충격에 빠져 있어. 그는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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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의 이성이 광포함으로 치닫는 원인은 열기구 사건으로 인

한 죄책감과 불안감의 감정을 회피하려는 조의 감성불능과 이로 인한 유

아론적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소설 『인듀어링 러

브』를 관통하는 조, 클라리사, 제드의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1.3. 진리 재현의 한계

지금까지 두 문화의 극단화 현상과 그 원인으로 조의 감성불능

과 유아론적 태도임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극단

화된 문화가 어떻게 진리 재현의 한계를 드러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진리 재현의 실패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성은 조의 이성이다. 조의 이성

은 철의 감옥(iron cage)31)으로 점점 자신을 몰아가고 극단화 되어가는

도중 자신의 가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32) 결국 이성이 극단화

가 만약 이 시선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고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신에 어떻게 형성할지 알았더라면 나는 그토록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

다(This was when I noticed Jed Parry watching me. [. . .] My thoughts were

up there on the screen: This man is in shock. He wants me to help him. Had
I known what this glance meant to him at the time, and how he was to

construe it later and build around it a mental life, I would not have been so

warm. EL 22).

31) 철의 감옥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이성화된 서양 문명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독일어 원어는 “ein stahlhartes Gehäuse”

인데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가 영어로 “iron cage”라고 번역하였다(박영신

111). 매큐언이 이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우리(cage)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EL 144) 막스베버의 “iron cage”를 염두하고 조에게서 지나치게 이성화

된 서양 문명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rdorno)는

이러한 태도를 ‘도구적 이성’(Instrumentellen Vernunft)이라고 규정한다. 서양사

상에서 이성은 인간이 진리를 찾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으나 인간이 이성

을 강화하면 할수록 비이성과 만난다는 것이 호르크하이머의 진단이다. 호르크하

이머는 이성을 주관적 이성(die subjektive Vernunft)과 객관적 이성으로 구분하

고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의 원인을 ‘주관적 이성의 비대화’에서 찾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주관적 이성은 과학기술에 기초가 되는 이성의 측면이고 객관적 이성

은 사변적 사고의 기초가 되며 실체적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본 이성의 측면이다

(전석환, 조극훈 365). 이성이 주관성에 빠지고 이것이 비대화 될 수밖에 없는 원

인은 이성의 어원이 말, 즉 로고스(logos)이기 때문이다. 이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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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비이성과 만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것이다.

과학을 신봉하는 조의 이성이 극단화 되다가 궁극에 도구화되는

상황은 조가 클라리사의 책상을 뒤지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열기구 사건

이후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던 조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제드로부터 스

토킹까지 당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현실 인식 기제인 이성에 집착

하고 극단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아내인 클라리사에게서조

차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한 조는 이성적 판단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비

논리적 공상에 의해 의사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드의 병리학적 상

태를 믿지 않는 클라리사에 대해 조는 클라리사가 자신과의 관계에 불만

을 품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는데 이것은

단순한 공상에 가깝다. 그 가설의 단서를 찾기 위해 조는 클라리사의 책

상 서랍을 열어보던 중 자신의 이런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할 수단을

찾게 된다.

내가 그녀의 방에 왔을 때, 나는 사실 스테이플러를 찾는 동작을

했고, 그것을 신문 아래에서 찾았다. 나는 심지어 스테이플러를 찾

았다는 만족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방에 내가 설득시켜야할 나

를 지켜보는 이가 있나? [. . .] 나는 내가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방

을 나오면서도 스테이플러의 존재를 재확인하기 위해 또는 확인하

는 인상을 주기 위해 주머니를 만졌다.

When I arrived at her desk, I actually put myself through the

motions of looking for the stapler, which I discovered under a

newspaper. I even made a little sound of satisfaction. Was there

a presence a godly bystander in the room I was hoping to

가 “말하다”(λέγω)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서양 사상에서 이성과 언어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며 본질적으로 인간의 말에 의존하는 이성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호르크하이머는 주장한다(호르크하이머 21). 즉 호르크하이머는 과학기술적 이성

의 지나친 강조는 이성을 존재와 사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시

키면서 도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데 『인듀어링 러브』의 조에게서 이성의

도구화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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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nce? [. . .] I was so loathsome that as I retreated from the

room I touched my pocket to confirm, or give the impression of

confirming, the presence of the stapler. (EL 114)

조는 이성에 기반한 가설을 세우고 명확한 증거를 찾아 그 가설을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공상에 의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을 사냥하

고 있다. 특히 조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

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절차적 타당성 위반에 대한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

해 마치 스테이플러를 찾으려고 책상 서랍을 열어본 것처럼 자신의 행동

을 합리화하고 있다.33) 서술자는 인간의 이런 자기설득(self-persuasion)

의 태도를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한다. 한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의 핵심이었고,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서는 자신을 먼저 설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유전자에 기

록되어 후대에 까지 전해져왔다는 것이다(“The kind of self-deluding

individuals who tended to this flourished, as did their genes.” EL

112). 즉 이성을 통한 가장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세상의 진리에 도

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이성을 작동시키는 주체인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성을 도구화하면서 진리도달의 한계로 변모하는 것이

다.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고도로 이성화된 현대문명이 저지른 비이성적

33) 이 장면은 1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장면 이후 조가 진 로건을 찾아가는 모

습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는 명목적으로는 로건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

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한 자기합리화가 주된 동기이다. 본 논문

은 이것을 곧 도구적 이성으로 판단하며 조는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를 때 내가 생각한 것은 스테이플러였다. 우

리는 스스로를 위해 얼마나 거짓으로 상황을 조합할 수 있을까? [. . .] 나는 로건

부인에게 남편의 용기에 대해 말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나의 무죄를 설명하고 확인받고 싶어서 온 것이다.

I didn’t trust myself. What I was thinking of again as I pressed the doorbell

was that stapler, and how dishonestly we can hold things together for

ourselves. [. . .] I hadn’t come to tell Mrs. Logan of her husband’s courage; I

had come to explain, to establish my guiltlessness, my innocence of his death.

(EL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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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치 또는 야만적 악행의 근원이 이성, 다시 말해 ‘이성의 도구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매큐언은 조의 자기기만적 태도를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매큐언은 조의 이성을 소설 속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배치했지만 동시에 이성이 도구화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진리

재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34)

주관적 이성의 비대화가 빚은 이성의 도구화라는 문제를 제기한

호르크하이머는 주관적 이성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법으

로 객관적 이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매큐언은 호르크하이머의

이러한 해법까지 『인듀어링 러브』에 담고 있다. 그것은 허블 망원경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인듀어링 러브』는 조, 클라

리사, 제드라고 하는 주요 세 인물이 벌이는 사랑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

로 하나의 플롯이 구성되는 동시에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주인공 조가 자

신의 기사 작성을 위해 전해 주는 토막의 이야기들로 구성되는 독특한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주인공 조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허블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이기심-이타심 문제에서 비롯된 한

남자의 추락사, 그로 인해 촉발된 또 다른 남자의 동성애 스토킹으로 소

설의 플롯이 막 전개되는 찰나에 갑자기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허

블 망원경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이나 즉각적인 상업적 목적이 아닌 더 많이

알고 이해하려는 단순하고 고귀한 충동에 의해 추진된 프로젝트이

며 유행이 지난 영웅주의와 장엄함의 표상이었다. 8피트 크기의 주

거울이 10,000분의 1인치만큼 더 평평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지

34) 매큐언과 호르크하이머의 연관성은 Kim이 다음 인용구절에서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매큐언의 관심은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생각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리

고 이것을 잊은 건망증에 있다. 나치 홀로코스트 이후 이것은 도구적 이성의 고

삐 풀린 발전을 야기할 것이다”([. . .] while McEwan’s attention is paid to the

hysterical attachment to rational and ordered thought and the absent-minded

forgetfulness after the Nazi Holocaust that will very likely give rise to the

untrammeled development of instrumental rationality.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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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일반적 반응은 실망이 아니었다. [. . .] 허블은 트러블,

러블과 운을 맞추면서, 스탠드업 코미디의 단골주제가 되었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미국 산업의 사양길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It embodied an unfashionable heroism and grandeur, served no

military or immediate commercial purpose, and was driven by a

simple and noble urge: to know and understand more. W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eight-foot primary mirror was ten

thousandths of an inch too flat, the general reaction down on

Earth was not disappointment. [. . .] Hubble became the staple

of TV stand-up routines, it rhymed with trouble and rubble, it

proved America’s terminal industrial decline. (EL 42)

그러나 이 소설 주제의 중심에 인간의 인식론이 놓여있고 허블 프로젝트

가 다른 과학적 또는 상업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인간 인식의 지평을 넓

히기 위해 시도된 인류의 보기 드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매큐언의 의도

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점은 호르크하이머

가 주장하는 객관적 이성의 실패와 주관적 이성의 비대화와 연결되는 지

점이다. 즉 호르크하이머는 이성이 과학 기술 또는 개인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그 자체를 위한 이성(“reason for its

own sake” Parfit 21), 즉 객관적 이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위 인용 구절에서 조의 서술처럼 이런 이성의 객관화 시도가 실패

하고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인간의 인식론을 통한 진

리 재현의 한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진리 재현에 실패한 두 번째 이성은 진 로건(Jean

Logan)의 이성이다. 남편인 존 로건이 불륜의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자

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진의 가설은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설이

었다. 남편 존 로건의 차에서 피크닉 장비와 여성의 스카프가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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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 로건의 신중함과 사건 당일 정해진

여행 경로를 벗어났다는 것35)을 토대로 사건의 발단에 대해 진 로건이

내린 가장 논리적인 추론은 남편의 불륜 가능성이다. 진은 조에게 열기

구 사건 당시 존의 차 문이 한 개 열려있었는지 두 개 열려있었는지 확

인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는 등 매우 논리적인 모습을 보

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의 가설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명

나면서 진리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제한된 증거 위에 수립된 이성

적인 판단이 얼마나 진리와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죽

은 남편의 불륜 여부를 추적하는 모습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는다는

점에서 제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매큐언은 두 번

째로 이성을 통한 진리 재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듀어링 러브』의 두 인물 조와 클라리사는 극단화된 두 문

화의 경향성을 보이면서 관계의 위기를 맞이하고, 두 인물에게 등장한

제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 진실에 다가 가는 데에 실

패했다. 말콤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매큐언의 인식론을 이해하게

될 선택지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조의 과학적 이성을 통한

인식론을 상찬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의 서사를 모두 거짓으로 치부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모든 지식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말콤은 그

다음 네 번째 선지가 가장 적합한 판단이라고 말한다.

또는 네 번째로, 지식은 불확실하고 달성하기 어려우며 수정이 불

가피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의 이성주

의, 물질주의 그리고 전통적 과학을 통해서이다(비록 그 방식이 광

인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인으로부터

35) 로건은 사건 당일 옥스퍼드에서 런던으로 학술 세미나를 갈 계획이었는데 사건

이 발생한 장소는 옥스퍼드에서 런던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Chiltern Hills의 Christmas Common이다. 따라서 진은 남편의 우회 경로 선택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또한 진이 조에게 묻는 질문은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ich way is London from here? How far is London? And the Chilterns?

EL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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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 소설은 이 마지막 가능성을 선

택한다. 클라리사에게 조는 실망스러운 존재이지만 소설의 전체가

광범위한 한 조각의 거짓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면, 그의 완고한 합리성이 인간이 보이는 충동의 혼란 속에서 최선

의 방책인 것이다.

Or fourth, knowledge is an uncertain thing, difficult to achieve,

subject to revision, but is attainable, and the best way to it is

through Joe’s rationalism, materialism, and traditional science

(although that way is not going to make him popular with his

lover, even if he does save her from a madman). The novel

comes out on the side of the last possibility. Joe may be

frustrating to Clarissa, but―bar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whole novel is meant to be read as an extensive piece of lying

―his stubborn rationality is the best bet in the chaos of human

impulse. (179)

말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조의 이성이 최종적으로 사실

에 가장 가까웠고 클라리사의 감정, 제드의 종교적 신념과 대결하여 승

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의 고집스러운

이성이 인간이 취해야할 최고의 선지라고 판단한 것은 대응론적 진리관

에 의하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가설과 최

종 결과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드러나면서 매큐언의 진리론이

대응론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설속 조의 깨달음처럼 인간은 보는

대로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존재(“Believing is seeing.”

EL 131), 즉 자신의 주관에 의해 굴절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매큐언은 조의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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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만 공유되는, 믿을 수 없는 지각의 해무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감각 데이터는 욕망과 신념의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며 이

것은 우리의 기억을 또한 치우치게 한다. 인간은 유리한 대로 보고

기억했으며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시킨다. 무자비한 객관성, 특히

자신에 관한 무자비한 객관성이라는 사회적 전략은 언제나 실패한

다. 우리는 절반의 진실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스스로도 믿어버리는 존재의 후손이다

We lived in a mist of half-shared, unreliable perception, and our

sense data came warped by a prism of desire and belief, which

tilted our memories too. We saw and remembered in our own

favor, and we persuaded ourselves along the way. Pitiless

objectivity, especially about ourselves, was always a doomed

social objectivity, especially about ourselves, was always a

doomed social strategy. We’re descended from the indignant,

passionate tellers of half-truths, who, in order to convince

others, simultaneously convinced themselves. (EL 196)

말콤의 주장대로 이성을 인간이 진리 재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인식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감각 정보

는 우리의 기억에 의해 기울어진 욕망과 믿음의 프리즘에 의해 왜곡되어

전달된다고 매큐언은 말한다. 심지어 인간은 더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먼저 설득시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

데 이때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 이성은

인간의 진리 탐색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이 작품 속 매큐언의 진단

이다.

지금까지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 제기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조

와 클라리사는 두 문화의 대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양 문화를 넘나드는

중간적 인물이었다. 이 두 인물이 양 문화의 극단성을 띄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상실감과 죄책감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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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감정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감성 불능을 겪고 있었고 이것

이 조를 유아론적 태도로 몰아붙여 더욱 더 조를 이성의 극단으로 이끌

었으며 그 극단적 이성의 끝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성 또는 도구적 이성

으로 연결되었다. 즉, 과학적 이성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일치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할 지라도 그 이성을 작동시키는 인간이 자기 기만적이

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 재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매큐언은 진리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인식론적 불가지론으로 빠지면서 진리 재현의 시도를 적당한 타협

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에드워즈(Edwards) 또한 이 소설이

포스트모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주의로 이 소설을 읽

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한다(83). 이 소설은 유아론과 자기기만적 태도

그리고 도구화된 이성을 갖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Edwards 78). 말콤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은 객

관적이고 사심이 없는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도달하기 위해 시도해 보는 것은 해볼 만 한 일이라고(178)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을 해석한다. 두 문화는 극단화와 집착의 모습을 보이면

서 각자가 지닌 인식론적 기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리 재현에

실패했다. 그러나 매큐언은 이 두 문화를 넘어 제3의 문화를 통해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제3의 문화와 진리 재

현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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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의 문화와 진리 재현의 가능성

첫 번째 장에서 진리 재현의 한계를 지적한 동시에 바로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논

리적 해결책을 포스트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넘나드는 매큐언의 독특한

작품세계에서 찾고자 한다. 매큐언은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작가로 분류되지만 워(Waugh)는 매큐언을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뿐만

아니라 리얼리즘 전통과 철학에 기반을 둔 도덕적, 문화적 비평의 전통

을 따르는 작가”라고 분석한다(“Postmodern” 69).36) 앤드류 폴리

(Andrew Foley) 또한 매큐언의 소설이 영문학의 위대한 전통의 연장선

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Canha 8) 매큐언의 소설에서 리얼리즘적

요소에 주목한다. 즉 매큐언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넘나드는

작품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때 리얼리티의 재현과

진리의 실현 가능성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가

장 큰 특징은 리얼리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장 프랑수아 리오타

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대서사에 대한 불신과 회의”(incredulity

towards metanarratives, xxiv)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또한 린다 허

천(Linda Hutcheon)이 정의하듯이 소설은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한 방식

이고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무한한 다중성(“an

infinite plurality of representations” 3)을 제공하므로 진리 재현의 가능

성을 부정한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 설명한 대로라면 조, 클라리사,

제드의 진리 재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인듀어링 러브』는 허천과 리

오타르의 분석에 정확히 일치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소설로 분

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매큐언이 진리의 불확정성을 토대로 한

36) 매큐언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에서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충돌하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나는 내 작품에서

대조되는 환상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 내 문장 속에 정확함과 정밀성을 좋아하면

서도 함축된 의미 즉 그들 사이에 샘물같은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I have

contradictory fantasies and aspirations about my work. I like precision and

clarity I sentences, and I value the implied meaning, the spring, in the space

between them.) (Contemporary Writers Interview 2009 Available URL:

https://literature.britishcouncil.org/writer/ian-mce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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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식 인식론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오히려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리적 타당성을

영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전통에서 찾고자 한다.

매큐언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리얼리즘의 전

통을 이어받아 포스트모더니즘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독특한 영국

문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드레이 가시오렉(Andrzej Gasiorek)은

영국문학에서 리얼리즘의 전통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융합되는 과정에 주

목하고 있다. 헤드 또한 영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

어 “소설의 도덕적, 정서적 기능, 그리고 독자들이 세계에 재 참여하도록

만드는 소설의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담고 있으며,”(홍덕선 497) 리얼리

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즘을 재 작동 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홍

덕선은 70년대 이후 영국의 문학이 이러한 영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

징으로 인해 50-60년대의 편협성과 지방색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평가

한다(495-97). 이 설명에 의하면 매큐언은 리얼리즘 전통의 재현과 전복

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매큐언은 리얼리즘 전통을 이어받아 리얼리티를 재현하려는 동시에 파편

화와 메타픽션으로 리얼리즘을 전복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자는 영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이 “19세기 사실주의와 20세기

모더니즘과 완전한 결별을 취하기보다는 전통기법과 자신들의 작품에 대

한 새로운 실험을 혼용(112)”한다고 보고 있으며, 전은경은 영국의 포스

트모더니즘이 “전통적 사실주의 소설의 문학적 기법을 차용함과 동시에

이를 전복하는 역설적인 문학적 전략을 취한다(101)”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양면성을 매큐언은 『인듀어링 러브』에서 잘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서 진리 재현이 가능함을 확인

했다면 이제 매큐언의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매큐언이 제시한 제3의 문화

라는 개념으로 이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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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큐언의 제3의 문화

『인듀어링 러브』를 읽으면서 이성과 감성을 대칭점에 놓고 매

큐언의 입장을 파악하려고 하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본 논문의

첫 번째 장에서 논의했다. 차일즈는 매큐언이 문제 해결에 대한 조의 이

성주의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108). 매큐언 스

스로도 한 인터뷰에서 이성적 판단이 문학의 전통에서 소흘히 대해졌고

따라서 이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작품을 집필한 것처럼 말한다

(Childs, “Fiction” 109). 또한 조의 과학적 이성이 의심을 받음에도 불구

하고 결국 유일하게 제드의 진실을 밝혀낸 것으로 보아 매큐언이 이성을

적극적으로 신봉하고 상찬하는 것으로 소설을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매

트 리들리(Matt Ridley)의 주장처럼 조의 이성이 자신의 공포와 불안감

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성이 행복과

문제의 종식을 가져다준다(x)는 희망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 또한 아담 마르스 존스(Adam Mars-Jones)는 이 소설

속 이성을 “본능이 아니라 모래성과 같은 성과물―쌓이자마자 마음의 조

수에 의해 휩쓸려버리는 소중하면서도 위태로운 구성물”(a precious and

precarious construct in the novel, not an instinct, but an achievement

a sand castle no sooner built than washed away by the tides of the

mind)이라고 규정한다. 정리하자면 매큐언은 소설가로서 이성을 인문학

의 반대급부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의 순기능을 옹호하지만 전적으로 이

성을 상찬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이성의 편협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성의 가능성 또한 부각시키며 감정의 몽매함을 비판하면서도 감성불능

인 조를 비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언 매큐언의 이러한 태도를 제3의

문화로 규정하고 『인듀어링 러브』가 제3의 문화를 통해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3의 문화는 스노우가 처음 주조하여 존 브로크만(John

Brockman)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consilience)

또한 비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

다. 스노우는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를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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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브로크만은 과학자들이 대중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말한

다. 매큐언의 제3의 문화는 윌슨의 환원주의(reductionism)37)를 극복하면

서 여전히 그의 통섭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매큐언은 윌슨의 『통

섭』에서 지식의 대통합을 통한 진리탐구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으

며(Head 124-25) 그 통합의 가능성을 ‘인간의 본성 탐구’라는 주제에 두

고 있다. 매큐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과학적 연구로서 완전히 배제되었지만 이제는 과

학적 연구의 중심이 된 주제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생

물학과 사회과학, 생물학과 심리학 사이의 접점이 점차 분명해져

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국적으로 다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국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탐구하는 인류학의

새로운 경향에 의해 명확해 지고 있고 이것은 나에게 매우 흥미

있는 과제이다.

There is a subject matter which would have been completely

ruled out of court 15 years ago as a matter of scientific inquiry,

and now it’s central. It’s called human nature. That interface

between biology and social sciences, between biology and

psychology, is increasingly clear. And by, from the other end, a

new spirit perhaps in anthropology that is now exploring not

how exotically different we are from each other, but how

exotically similar we are. Which seems to me a really

37) 스노우가 제기한 두 문화의 해법을 윌슨은 사회생물학에서 찾고 있지만 박준건

은 이를 “생물학적 결정론” 또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라고 규정한다(82). 윌슨이

『인간본성에 대하여』(On Human Nature)의 서문에 쓴 다음 구절에서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 출간이 계기가 되어 나는 인간 행동에 관한 책들을 더 폭넓게 읽게

되었고, 사회과학자들과 많은 세미나를 하고 서신도 교환했다. 나는 마침내 두 문

화, 즉 생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현저한 거리를 줄일 시기가 도래했으며, 집단생

물학과 진화론을 사회 조직에까지 확장시킨 일반사회생물학이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게 되었다.” (윌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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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cinating problem.38)

즉 매큐언의 제3의 문화는 두 문화의 상호 보완과 화해를 통한 만남이

아니라 두 문화의 본질적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매큐언은 인

간의 본성이라고 보고 있다.39)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는 면에서 인문학

과 과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심에 생물학이 있다는 매큐언의

주장은 진화심리학이 제3의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큐

언의 제3의 문화는 “과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이로움의 감정은 인간

정신이 닿을 수 있는 최상의 경험 중 하나이며 과학은 위대한 시적 영감

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인식론과 결을 같이한다(8-9).

즉 생물학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공통점을 찾은 진화심리학을 매큐언은

문학의 대척점에 있는 두 문화의 한 축이 아니라 제3의 문화의 무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마음과 모든 문화를 생물학의 산물로 보

는 입장은 윌슨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며 인문학을 부정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매큐언은 서양문명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성 상위 관점40)을 깨뜨리면서 제3의 문화의 균형을 잡고 있다.

38) Dwight Garner, “Salon Interview,” 1998의 내용을 Childs, “Fiction” 106에서 재

인용

39) 매큐언은 특정한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 있다고 주장

한다. “모든 지식의 지도위에서 과학적 학문 분야의 통섭이 거의 분명하고 효과

적이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통섭

의 열쇠, 즉 접점이 되는 과목은 생물학이다. 뇌는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다. 마

음과 거대하게 복잡한 마음의 유물인 문화는 궁극적으로 생물학적 산물일

까?”(On the map of all knowledge, consilience among the scientific disciplines

is already clear and reliably effective.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show no such coherence. The key to consilience here, their interfacing

subject, is biology. The brain is a product of biological evolution. The mind,

and its vastly complex artefact, culture, are ultimately biological products?

Literature, Science and Human Nature 124)
40) 과학과 문학의 두 문화가 세상을 인식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인식소로 대표되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다. 인식론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한 사유는 플라톤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reason), 감정(emotion), 욕망

(desire)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은 영혼의 질병으로서 이성

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이성적인 삶의 필수요소라고 보았다(안수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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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감정의 인식론적 상관관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현재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두

문화 현상의 원류가 되었다. 특히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서 이성 상위 관

점(high-reason view)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왔는데 이러한 시각에 반론을 제기한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의 주장은 매큐언이 염두해 두고 있는 제3의 문화론의 기본 바

탕이 된다. 자신의 책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다마지오는 감정을 억제

하면 이성적 판단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뇌 손상 이후 이해력, 사고력에는 문제가 없

지만 의사결정의 결함과 함께 무감동의 감정 증세를 보였는데(5), 이것은

알기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같았다(49). 즉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다. 다마지오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이 이성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 추리의 과정에 꼭 필요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신체표지가설(The Somatic Marker Hypothesis)로 설명한다.

즉 의사 결정시 감정은 이성적 판단이 작동하기 전에 생각할 가치가 없

는 선지를 즉각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해야할 선지를 최소화하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62). 즉 다마지오는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전

제에 의심을 품고 감정이 이성의 통합적 요소라고 말한다. 이런 까닭으

로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여 선언한 ‘cogito ergo sum’라는

명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41) 즉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주관적일 수밖

에 없어서 객관적 진리탐구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

은 생물학의 연구범위가 인간의 뇌에 집중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인간의 신체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뇌와 뇌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마음 또

한 진화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과학적 이성주의와

감정은 구분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Waugh, “Science” 62).

41) 로날드 소사(Ronald de Sousa) 또한 감정과 이성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으며 합

리적인 믿음, 욕망,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순수이성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정서가 이를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다마지오와 같

은 견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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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큐언의 제3의 문화는 헤드가 말한 것처럼 “이성과 감정 사이

의 균형과 협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암묵적 성숙의

상태”(a tacit concept of maturity, a state attained by those able to

find a balance or compromise between reason and emotion, 134)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의 과학적 이성주의가 진리 재현의 한

가능성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매큐언의

생각이다. 인간은 생물학에 기반을 둔 존재이지만 생물학적으로만 인간

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보

면 클라리사는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종족번식의 측면에서 잉여

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조가 로건의 자녀를 대

하는 모습은 생물학적인 아버지, 존 로건의 사망 이후 새로운 대부의 탄

생을 보여주는 듯하다. 즉 조는 생물학적 가족 형성의 한계를 대자 대녀

의 확장된 가족 개념으로 극복하고 있고 이것이 과학적 이성을 초월하려

는 매큐언의 제3의 문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두 문화의 결

합42)과 만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3의 문화라고 볼 수 없음을 매큐

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매큐언이 제시하는 제3의 문화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만남을 넘어 두 문화의 공통점과 본질적인 교집합을 찾는 것

이다.

매큐언은 조가 다시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아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도록 플롯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조는 아이와

42) 소설 속에는 두 문화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결합 은유가 곳곳에 등장한다. 우선

6주간의 이별 후 히스로 공항에서 재회하는 조와 클라리사라는 두 주인공의 결

합으로 소설이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재회를 보여준다. 공항 장면에서 이어

진 공원 장면에서는 열기구를 끌어당기기 위한 5명의 협력과 화합의 시도와 잇

따른 실패로 인해 사건의 전개를 알린다. 클라리사의 생일날 레스토랑 식사 장면

에서 DNA를 뜻하는 ACGT를 그녀의 대부인 조슬린(Jocelyn)이 클라리사에게 선

물로 주고 조는 키츠의 시집을 클라리사에게 주는데, 이는 과학계와 문학계의 만

남과 교류를 상징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잠시 별거에 들어갔던 조와 클라

리사의 만남,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진과 진에게 의심의 단초를 제공했

던 제임스 라이드 교수와 그와 연인관계에 있던 보니 디즈의 만남 또한 결합의

은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조가 과학저널 글쓰기를 할 때는 사실중심의 과학저널

서사방식을 취하고 있고 메인 플롯을 서술할 때는 스토리텔링식의 서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서사 방식에서도 이러한 결합의 은유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56 -

있을 때 감성적이고 타인에게 공감하면서 두 문화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

인다. 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조가 충동적인 태도를 보인 근본적인 원인

은 아이를 구하기 위함이었고, 소설의 중간에 진 로건의 아이들을 대하

는 태도는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비춰진다. 뿐만 아니라 지

식의 상대성에 대해 말하는 장면은 그가 한 쪽 문화에 편벽되어있는 인

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설의 말미에서도 조는 로건의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즐기면서 결국 두 문화의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가

로건의 아이들과 공감하는 순간에서는 감정적 욕구에 결합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라는 인물은 논리와 공감, 이성과 감정

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인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Head

131).

또한 매큐언은 제드를 통해 조의 이성을 비판함으로써 제3의 문

화의 인식론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의 이

성이 제드의 유아론, 광기, 집착과 닮아있음을 보여주면서 매큐언은 제드

를 조의 그림자로 배치한다.43) 조에 대한 제드의 지적은 16장의 제드의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조에 대한 제드의 비판은 둘 다 유아론적

43) 조가 제드를 분석할 때 제드를 지칭하면서 하는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대로 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이것은 자기지시적 사랑의 감옥이었다.”(This was

love’s prison of self-reference. EL 153) “그는 아무도 어쩔수 없는 유아독존식이

었다.”(He was inviolable in his solipsism. EL 154). 칼 융(Carl Gustav Jung)은

인간 자아의 원형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신의 공적 이미지인 “페르소나”(persona)

와 이와 반대되는, 즉 스스로 내보이길 꺼려하여 타인에게 투사시키는 “그림

자”(shadow)로 구분하였다(콜린 외, 105-06). 융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 제랄드

코리(Gerald Cor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그림자는 가장 깊이 있는 뿌리이

고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원형이다. 그림자는 인간의 어두운 면, 그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여 밖으로 투사하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꿈 속에서 이 모

든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의 징후로 생각될 수 있다”(The shadow has the

deepest roots and is the most dangerous and powerful of the archetypes. It

represents our dark side, the thoughts, feelings, and actions that we tend to

disown by projecting them outward. In a dream all of these parts can be

considered manifestations of who and what we are. 79). 예를 들면, 로버트 루

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소설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에서 지킬박사(Dr. Jekyll)가 페르소나라면 하이드 씨(Mr. Hyde)는

그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와 제드의 관계를 페르소나와 그림자

의 관계로 파악한다.



- 57 -

인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드가 아닌 클라리사의

비판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화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지구상에 생

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작은 광

물 웅덩이에 햇빛을 비추고 단백질 체인, 아미노산 등의 화학적 결

합이라구요? 원시의 수프? 당신은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 신을 배

제할수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신이 양자물리학자의 분자와 소립자

사이에의 마지막 보루로 밀려났다고 쓰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 수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셰프인지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

니다. 당신의 글은 영원한 권능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외침에 불과

합니다.

You write that we know enough about chemistry these days to

speculate how life began on earth. Little mineral pools warmed

by the sun, chemical bonding, protein chains, amino acids, etc.

The primal soup. We’ve flushed God out of this particular story,

you said, and now he’s driven to his last redoubt, among the

molecules and particles of the quantum physicist. But it doesn’t

work, Joe. Describing how the soup is made isn’t the same as

knowing why it’s made, or who the chef is. It’s a punny rant

against an infinite power. (EL 145)

또한 조라는 캐릭터의 성숙 과정을 통해 매큐언은 제3의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설 초반에 조는 제3의 문화의 잠재성을 간직한 인

물이지만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유아론적 극단성을 띄며 이성이라는

철의 감옥(iron cage)에 갇혀서 상호배타적인 두 문화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로 가면서 조는 다시 제3의 문화로의 복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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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보여준다. 두 문화에서 제3의 문화로 전환의 분기점이 되는 부분

은 22장에서 드러난다. 제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구입하자마자 조는 제드로부터 클라리사의 인질 소식을 듣게 된다. 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숲에서 대변을 보게 되는데 이때 쪼그려 앉

아 땅바닥의 흙을 움켜쥐며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지

식이 인간을 자연의 생태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산소를 내뿜는 나무 너머 독성을 내뿜는 자동차가 서 있고, 그 속

에는 총이 있으며, 바글거리는 길을 따라 35마일을 가면 거대한 도

시가 있고, 그 북쪽에 내 아파트가 있으며, 그 속에 어떤 광인이,

드 클라랭보, 나의 드 클라랭보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나의 사랑이 있다. 지금 묘사한 것들 중에 질소

의 응고와 탄소 사이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 이

상 거대한 체인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를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복잡성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행하는 파괴

의 혼란 속에 살고 있다.

Just beyond the oxygen-exhaling trees stood my

poison-exuding vehicle, inside which was my gun, and

thirty-five miles down teeming roads was the enormous city on

whose northern side was my apartment, where a madman was

waiting, a de Clerambault, my de Clerambault, and my

threatened love one. What, in this description, was necessary to

the carbon cycle, or the fixing of nitrogen? We were no longer

in the great chain. It was our own complexity that hat expelled

us from the Garden. We were in a mess of our own unmaking.

(EL 224-25)

여기서부터 조는 극단적인 이성을 내려놓고 감정적 맥락을 학습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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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고 볼 수 있다(Head 202). 조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서 자연과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폭력과 광기로 인해 더 이

상 자연이라는 구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 스스로 파행 속을 걷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은 조가 과학적 이성주의로의 광폭의

행보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새로운 통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헤드

또한 이에 동의하며 이 장면이 조가 이성주의의 인식론적 실패를 깨닫는

장면(“an admission of the failure of the explanatory system that Joe

inclines most toward” 136)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해 이 순간이 조가 유

아론적 이성주의에서 제3의 문화로 회귀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큐언의 제3의 문화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두 문화의 대립과 몰이해로 빠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두 문화의 유아론적 태도에 있다. 『인듀어링

러브』에서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제드와 조이다. 제드는 조의 강력한 거

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신념에 둘러싸여 있고, 조 또한 자신의 가설

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듀어링 러브』의 제목

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enduring’을 형용사로 해석하면 참고 견

디는 사랑이고, ‘endure’를 동사로 해석하면 고통 받는 사랑일 것이다. 두

문화론과 매큐언의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제목의 해석은 첫 번째가

더 타당해 보인다. 두 문화가 지니고 있는 차이를 견디고 참는 것이 언

제든지 유아론에 빠지지 않고 진리 재현의 길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매큐언의 인식론을 워(Waugh)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분석하고 있

다.

그러나 『인듀어링 러브』는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한계와 각자의

인식의 모드를 이해하고 제국주의와 과잉의 위험을 알게 될 때까

지 동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항상 회의적인 과학의 합리

성은 위험한 도그마에 대한 대항 세력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의

목표와 목적을 통제하고 제재하는 자연의 법칙이 되려 한다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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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그 자신이 위험한 도그마가 될 것이다. 과학은 복잡한 인간적

판단의 필요성과 상황과 관계들이 주는 혼란스러움과 우연성에 인

간이 연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But Enduring Love suggests that they will not become allies

until both recognise the limits of their own and each other’s

mode of understanding, and both also see the dangers of

imperialism and overreaching. The sceptical rationalism of

science is a counterforce to dangerous dogma, but science may

also become dangerous dogma in its own right if it is regarded

as a system of natural law sanctioning and guiding human ends

and purposes. Science cannot obviate the need for complex

human judgement and personal immersion in the messiness and

contingency of circumstances and relationships. (“Science” 65)

마치 인간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개인마다 각자의 주시안

(主示眼, fixating eye), 즉 두 눈 중 자기가 주력해서 보는 한 쪽 눈을

가진 것처럼 조와 클라리사는 이성과 감정을 각각의 주시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 눈 모두를 사용한다. 두 인물이 두

문화 현상처럼 애초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는 인식론을 가진 캐릭터가 아

니라 양쪽을 넘나드는 중의적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두 문화의

만남을 독려하여 두 문화의 화해를 이루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매큐

언의 인식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듀어링 러

브』는 두 문화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부각시켜 두 문화의 만남을 주장하

는 소설이 아니라, 두 문화론의 편협성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인식론이

이성과 감성의 두 문화로 구분될 수 없다고 역설하는 소설이다. 두 문화

는 표면적으로는 양분화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합되어 있

다는 점을 매큐언은 강조한다. 따라서 매큐언의 비판 지점은 이 두 문화

가 진리탐구 과정에서 서로를 격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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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2. 내러티브와 진리 재현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 두 문화의 진리 재현 시도는 각 문화의

인식론적 기제가 결국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조

의 스토리텔링은 역설적이게도 이 소설이 내러티브를 통한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 논문은 판단한다. 매큐언은 서술자로 하

여금 메인 플롯을 전달하는 사이사이에 과학저널 글쓰기를 위한 각종 이

야기로 구성된 서브 플롯을 삽입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의식과

서사방식을 일치시키고 있다. 또한 각 인물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스토

리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로써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정당화하며, 삶의 고

통을 견뎌내고,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진실을 찾고

자 노력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스토리에 둘러싸인 듯한 느

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카울리(Cowley)는 매큐언의 소설이 다

양한 내러티브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44), 마틴 랜달

(Martin Randall)은 『인듀어링 러브』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표현되는

텍스트(“a text defined by the construction and articulation of

narratives” 56-57)라고 분석한다.

내러티브가 어떻게 진리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내러티브의

정의와 인간의 내러티브 본능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은 임의의

사건에 질서를 부여하고 패턴화하여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는 강한 본

능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시간 경험을 일정한 순서를 통해 배열 통합하여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효율적인 정보 조직 방법(김영미 26)”이라는 내

러티브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같은 맥락으로 클라크와 고든(Clark &

Gordon)은 인간은 이야기 또는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는 아무것

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였다(43). 또한 조나단 갓셜(Jonathan

Gottshall)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storytelling animal)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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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인간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무의미한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린다 허천은 이것을 내

러티브화(Narrativization)44)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곧 “사건의 혼돈에

형식적 일관성을 부여하고 의미부여와 그 이해의 핵심적 형식”(a central

form of human comprehension of imposition of meaning and formal

coherence on the chaos of events) 이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클라크와

고든 또한 인간이 임의의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게 되면 그 사건들은 더

이상 임의성을 잃고, 소설 속 조가 표현한 것처럼 형상을 갖게 된다(“it

has shape” EL 39)고 설명한다. 소설의 3장에서 조와 클라리사가 열기구

사건 후 집으로 돌아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로건의 추락은 종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설명이 되

지 않는 임의의 사건이었으나 조와 클라리사는 내러티브 의식을 통해 사

건의 임의성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hammering

the unspeakable into forms of words, threading single perceptions into

narrative” EL 34). 즉 매큐언은 『인듀어링 러브』에서 이성주의와 지식

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상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써 이야기의 기능에 관

심을 가지고 이를 조에게 투영하고 있으다(Childs, “Fiction” 110). 따라

서 『인듀어링 러브』에서 매큐언이 진리 재현의 가능성과 그 방안으로

서 제시하는 것은 내러티브, 즉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매큐언의 주제의식은 『인듀어링 러브』의

독특한 서사방식인, 매타픽션과 연결된다. 매큐언은 진리 재현의 대장정

을 하나의 큰 이야기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그 속에 아주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산소분자와 수소분자처럼 배치되어 있다. 또한 서술자 조는

이 큰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독자들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인듀어링 러브』의 주인공 조는 매큐

언이 창조해낸 단순한 서술자를 넘어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등장한다. 학

문적 기반과 사유의 틀을 과학계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빚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I can spin a decent

44) the process of narrativization has come to be se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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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out of the stumblings, backtrackings and random successes

that lie behind most scientific breakthroughs.” EL 75) 이러한 재능 덕

분에 과학 저널리스트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이런 서술자가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서술을 멈추고

머뭇거리는 장면은 메타픽션적 서사방식의 전형으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독자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야기를 잠시 늦춰야겠다. 지금은 아직 다른 결과로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망설여

진다.

I’m holding back, delaying the information. I’m lingering in the

prior moment because it was a time when other outcomes were

still possible; (EL 2)

서술자가 스스로 이야기임을 독자에게 알리면서 소설을 시작하는 것은

이 서사가 소설, 즉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으

로 꾸며진 이야기로 진실을 구현한다는 매큐언의 인식론에 바로 메타픽

션이라는 서사 방식의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내러

티브 본능에 대한 매큐언의 관심이 서사 방식으로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매큐언은 내러티브가 어떻게 진리 재현의 수단이 되는지에 대해

서는 서술자 조의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즉 내러티브에 대한 조의 태도 변화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은 진리 재현의 한계가 가능성으로 변화하는 궤도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초반부에서 조는 19세기 과학이 내러티브에 오

염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등 내러티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 4장의 런던 도서관 장면에서 그가 내러티브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

적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조는 1904년 『네이처』(Nature)에 기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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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사를 예로 들어 내러티브의 힘과 매력이 어떻게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지를 역설한다.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힘과 매력이 어떻게 우리

의 판단력을 흐려왔는가이다.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과학적 탐구의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아무런 이론도 검증

되지 않았고 아무런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으며 의미 없는 하나의

샘플이고 웃기는 의인화이다.

What I liked here was how the power and attractions of

narrative had clouded judgment. By any standards of scientific

inquiry, the story, however charming, was nonsense. No theory

evinced, no terms defined, a meaningless sample of one, a

laughable anthropomorphism. (EL 44)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개가 주인의 안락한 의자에 앉기 위해 주인을 속

이는 교활함을 보였다는 일화를 통해 개와 같은 고등 포유류에게도 의식

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에게도 의식이 있을까?’라는 가설

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 시도도 없이 단순한 일화를 통해 가설이

증명된 것처럼 만드는 내러티브의 마력을 서술자 조는 비판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직업이 과학 저술가라는 점에 있다. 양

자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과학계에서 직업을 찾지 못한 조는 우

연한 기회에 많은 일반 대중들이 과학에 문외한인 것을 알게 되고, 과학

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재

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덕분에 그는 과학의 이성과

문학의 스토리텔링의 중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재능을 통해 상

당한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는 이따금씩 과학계로 회귀하려는 욕구를 가

지고 있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욕구는 열기구 사건

이후 이성의 극단화를 통해 강화되고 소설의 5장에서 조는 그러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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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지를 과학계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빗대며 내러티브 과학이 아닌 순

수과학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의 내러티브가 과학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조는

철저히 과학의 영역으로 빠져들어 가지만 12장에서 조는 내러티브를 극

복하고 실증적 자료만을 추구하는 과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자 아무

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자기설득(self-persuasion) 경향으로

인해 진리 재현이 방해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후 조는 결국

내러티브를 통해 진리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게 되

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인 소설의 24장에서 모든 오해가 해소된 후 조와

로건의 딸 레이첼과의 다음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방울을 상상해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 같은 거요?” 그녀(Rachel)가 말했다.

“훨씬 더 작은 것.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 거

의 무에 가까운 것.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신비한

힘에 의해 결합되지.”

“보여요. 유리로 되어있어요.” 레이첼이 말했다.

“자 그럼 이제 수십억, 수조개의 그 물방울이 겹겹이 쌓여 모든 방

향으로 뻗어나가 영원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바다로 뻗

어가는 수백 마일의 구불구불한 진흙의 미끄럼틀처럼 긴 강바닥을

생각해봐.”

I thought for a moment, then I indicated the river. “Imagine the

smallest possible bit of water that can exist. So tiny no one

could ever see it ...”

“Like the weeniest droplet,” she said.

“Much smaller. Even a microscope wouldn’t help you. It’s

almost nothing. Two atoms of hydrogen, one of oxygen, 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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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by a mysterious powerful force.”

“I can see it,” she cried. “It’s made of glass.”

“So,” I said. “Now think of billions, trillions of them, piled on

top of each other in all directions, stretching almost to infinity.

And now think of the riverbed as a long shallow slide, like a

winding muddy chute, that’s hundred miles long, stretching to

the sea.” (EL 242-43)

강물의 원리를 내러티브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위 인용구절 속

조의 모습은 또한 제3의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물

방울 하나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잘라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

자 하나로 구분한 상태와 그 세 개의 원자가 다시 모여 바다로 흘러가면

서 강물이 되는 모습을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과학적 증거가 아닌 언어적

서사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에서 매큐언은 과학적 담론과 인간적

삶의 의미가 중첩되면서 조와 아이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결국 과학과 문학 서사, 합리성과 감성의 통

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45) 조가 이러한 통찰의 시각을 형성함과

동시에 모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잘못된 해석이 교정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매큐언이 제3의 문화를 통한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문화의 결합을 넘어 제3의 문화에서 두

문화의 본질적 공통지대인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통해 매큐언은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매큐언이

주장하는 제3의 문화는 두 문화의 공통분모인 내러티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도킨스의 표현처럼46) 과학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는 시인과 시

45) 차일즈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What Rachel asks Joe to tell Leo thus

suggests a common ground for fiction and science in their joint reliance on

narrative.” 119).

46) “시인은 과학에서 제공하는 영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과학자

는 더 많은 시인들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 ... ] 단순

하고 침착한 명확함으로 사실과 개념들이 스스로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면 된다.

과학 안에 시가 있다.” (『무지개를 풀며』 44-45)



- 67 -

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자가 매큐언의 제3의 문화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라고 볼 수 있다. 매큐언은 존 로건의 자녀에게 강을 바라보며 전해주는

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식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장하는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은 절대

불변하는 난공불락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일치된 이야기를 추구하는

다양한 인간 내러티브의 과정에서 도달 가능한 진리인 것이다. 본 논문

의 이러한 가설은 헤드의 다음 주장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도달할 수 없는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합의된 이야기를 추구하는

것. 또는 그 이야기가 인위적이고 단지 최선의 허구라는 사실에 합

의된 도덕적 코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ather than the pursuit of unassailable truth, the quest for an

agreed story or one might equally say an agreed moral code in

the full knowledge that the story is artificial and merely the

best fiction by which to live. (Head 140)

리얼리티 재현은 결국 허구이며 진리는 확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내러티브였다. 인간이 인식하는 리얼리티란 결국 모두 개인의 주관

적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리얼리티의

재현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클라크와 고든에게서 찾을 수 있다.

클라크와 고든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진리를

구성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사건의 진실이 발견될 수 있

다고 말한다.

어떤 대상을 이치에 맞게 하려는 욕망은 읽기와 그 이후 스토리텔

링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진실이 영원히 요원하

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거나 혹은 진실에 다소 못 미

치는 이야기들이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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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re for things to make sense is articulated through acts

of reading and then through acts of storytelling.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ruth is forever unavailable rather than

more and less accurate versions of events are always in the

process of being constructed. (48)

즉 진리는 인식론의 종착지가 아니며 스토리텔링의 과정과 그 총체적 의

미를 통해서 진리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듀어링 러브』에서 주장

하는 매큐언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내러티브의 구조로 전달되는 지식에 본능적으로 매혹 당

하는 이야기하는 존재, 즉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 소개되는 아인슈타인 이론의 사례47)뿐만 아니라 진 로건의

가설, 클라리사의 가설, 그리고 제드의 가설까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

을지라도 제한된 정보와 조건 하에서 그 가설 또는 내러티브는 대응론적

진리와 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비록 아인슈타인과 조의 가설이 맞고, 진 로건, 클라리사, 제드의 내러티

브는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나지만 매큐언은 부정확한 가설로 가득한 내

러티브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는지를 키츠의 시구 “아름다움이 곧 진

리이고, 진리가 곧 아름다움이다”(Beauty is truth, truth beauty)로 설명

한다. 『인듀어링 러브』에서 워즈워스와 키츠의 만남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클라리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대부

조슬린과 조 그리고 클라리사의 레스토랑 식사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던

와중에 세 사람은 키츠와 워즈워스의 1817년 12월 만남 일화에 대해 이

야기한다. 자신을 열렬히 존경하는 한 젊은 시인에 대해 워즈워스가 모

욕과 비난의 발언을 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지만, 당시 워즈워스의

47) 소설의 5장에서 서술자는 아인슈타인의 General Theory가 1915년에 제기되고

정확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것은 1950년대가 되어서이지만 1920년대부터 이미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거부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다”(“It was

too beautiful to resist.” EL 52)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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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지요.”

“그래”, 조슬린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하지

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 일종의 신화.”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워즈워

스는 다른 작가들을 경멸할 정도로 거만했었다.

I said, “But the story lives on. The famous put-down.”

“Yes”, Jocelyn said eagerly. “It isn’t true, but we need it. A

kind of myth.”

It isn’t true, but it tells the truth. Wordsworth was arrogant to

the point of being loathsome about other writers. (EL 183)

워즈워스-키츠의 일화는 이야기로서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이어서 시간

을 초월하여 지속되고 전달되는 영속성을 갖고 있다. 차일즈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기억하기 쉽고 매력적이어서 영속성이 있다며 사실적

으로는 정확하지 못할지라도 정서적으로는 진실을 담고 있다(“factually

incorrect but emotionally true” 17-18)고 표현한다. 레스토랑 총격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조에게 경찰 월리스(Wallace)가 지나가는 말로

키츠와 워즈워스의 일화가 사실이 아니었는지 묻는 장면은 이 일화가 진

실은 아니지만 200년을 넘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점에

서 내러티브의 강력한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매큐언이 『인듀어링 러브』에서 제기하는 진리 재현

의 인식론은 ‘내러티브를 통한 제3의 문화’에 있다. 내러티브는 매큐언이

지적한 것처럼 과학과 문학의 공통 주제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점

에서 제3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48) 내러티브가 진리를 재현하는 방식은

48) 문학과 과학의 공통지대를 찾는 매큐언의 제3의 문화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은 “Literature, Science, and Human Nature”에서 다음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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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불변의 진리를 내러티브가 대응(correspond)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인듀어링 러

브』라는 소설 속 내러티브의 총체로서 제시되는 과정에 진리 재현의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총체적 내러티브를 통한 진리 제시

가 매큐언이 말하는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이자 진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2.3. 제3의 문화와 문학

매큐언은 과학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오랫동안 탐닉해온

작가이다. 특히 『시간 속의 아이』에서 과학의 혁신적 사고에 무지하고

모더니즘의 권위에 안주하고 있는 20세기 예술계에 던지는 통렬한 비판

은(46-47) 소설가로서 제3의 문화를 위한 자기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49)

또한 『인듀어링 러브』에서도 과학적 이성주의를 표방하는 조의 가설이

사실로 드러남으로 인해50) 매큐언이 과학에 대한 지지와 상찬을 보내는

“우리를 공통으로 묶는 본성은 문학이 항상 다 알고 있듯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나는 단계에 돌입한 생물학이

더 깊이 탐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보편성이다”(That which binds us, our

common nature, is what literature has always, knowingly and helplessly,

given voice to. And it is this universality which the biological sciences, now

entering another exhilarating phase, are set to explore further. 19).

49) 『시간 속의 아이』에서 델마는 스티븐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한다. “얼마나 엄

청난 대개혁인가요. 스티븐! 셰익스피어도 파동의 기능을 이해했을 것이고, 존 던

은 상보적 상태와 상대적 시간개념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그들은 이 새로운 과학을 자신들의 시적 형상화를 위해 사

용했을 것이고 관객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네들 예술가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모를 뿐더러 모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What a

stupendous shakeup, Stephen. Shakespeare would have grasped wave

functions, Donne would have understood complementarity and relative time.

They would have been excited. What richness! They would have plundered

this new science for their imagery. And they would have educated their

audiences too. But you arts people, you’re not only ignorant of these

magnificent things, you’re rather proud of knowing nothing). 비록 델마의 인식

론이 점점 극단화 되지만 이 대목에서는 제3의 문화에 대한 매큐언의 가치관을

예측할 수 있다.

50)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대응론적 진리(Correspondence Theory)로서의 진실을 말

하며 논문 전체의 주제에서 말하는 진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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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문학의 형

식으로 과학을 상찬하는 것은 아이러니로 보인다. 매큐언이 끊임없이 과

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썼다고 하여 그가 과학의 인식론에 매몰되어 실

증적 사실과 증거 및 이성이 세상의 진실을 인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검은 개』에서 준(June)은 “과학이 형

편없이 망가진 현실 세상의 치료제”라고 생각하는 버나드(Bernard)에게

과학이 그토록 발달하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는데 왜 인간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는지 반문한다.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은 거지요? 이 모든 무료 의료서비스, 임금

인상, 자동차, 텔레비전, 전동칫솔.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 거

지요? 이 발전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걸까요?

So why hasn’t the world improved? All this free health care

and rising wages and cars and TVs and electric toothbrushes

per household. Why aren’t people content? Isn’t there something

lacking in these improvement? (BD 28)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인듀어링 러브』의 24장에서도 나타난다. 제드의

인질극이 종료되고 조와 클라리사는 완전히 별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진

로건의 잘못된 내러티브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조와 클라리사가 재회한 자

리에서 조는 인류의 화성 식민지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이끼, 그 다음에는 단단한 나무들, 그리고 수 천년이 지나면 산소

기반의 대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기온은 상승할 것이고 시간

이 지나면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클라리사는 창밖에 생 울타리

를 따라 울창해지는 들판과 카우 파슬리 야생화와 길이 우리 발

아래 좌우로 갈라져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

용이야? 여기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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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ently it might be possible to plant simple life forms like

lichen, and then, later, hardy trees, and over the course of

thousands of years an oxygen-based atmosphere could develop.

The temperature would rise, and in time it could be a beautiful

place.” Clarissa stared through the windscreen at the road

rolling under our feet and, to left and right, the thickening

fields and the cow parsley just out along the hedgerows.

“What’s the point? It’s beautiful here and we’re still unhappy.”

(EL 239)

화성 식민지 계획에 대한 조의 언급은 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여기에는 조의 인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과학을 통한 인류

문명의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긍정론이 담겨있다. 척박한 화성도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는

이미 아름답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있

는 클라리사를 통해 조를 견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큐언이 지향하

는 바가 과학에만 있지 않으며 진리 재현의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을 역

설하고 있는 것이다.

매큐언의 작품세계에는 과학 못지않게 항상 문학이 자리 잡고

있다.51) 『속죄』에서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노생거 애비』

(Northanger Abbey)와 오든(W. H. Auden)의 In Memory of W. B.

Yeats, 『토요일』에서는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의 Dover

Beach,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에서는 예이츠(W. B. Yeats)

의 Down by the Salley Gardens가 인용되고 있다. 즉 매큐언의 작품 세

51) 스토리텔링을 통한 진리 재현은 소설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 소설은 꾸며

낸 거짓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큐언에게 스토리는 두

문화의 만남이고 동맹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는 “문학과 과학이 모

두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의 동맹”(Literature and science, two

distinct forms of investigation, are natural allies in the exhilarating quest to

understand the human condition.)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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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현대인의 삶에서 항상 문학의 역할과 문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

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Kim 206). 말콤 또한 매큐언이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끊임없이 문학에서 발굴해 왔고, 특히 문학과 내러티브를 작품

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해 왔다고 지적한다(9-10). 그렇다고 하여 매큐언

이 문학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매큐언이 말하는 제3의 문화

는 한 마디로 말하면 도킨스가 말한 과학적 이론이 아름다울 수 있는 상

태라고 본 논문은 판단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듀어링 러브』의 인

식론은 키츠의 사상과 연결된다.52) 키츠는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송시」(“Ode on a Grecian Urn”)에서 “아름다움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

름다움이다”(Beauty is truth, Truth beauty)53) 라고 노래한다. 다시 말

해 과학적 이론이 받아들여지려면 예술이 그런 것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론은 다음 에피소드에 잘 구현되어 있다. 『인듀

어링 러브』의 서술자 조는 처음에는 내러티브가 과학을 혼란스럽게 만

든다고 주장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증명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52)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의 저자이며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

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그의 책 『무지개를 풀며』(Unweaving the
Rainbow, 1998)에서 무지개를 분석한 뉴턴의 분광기가 시정을 파괴했다고 노래

한 키츠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과학 안에 시(詩)가 있다고 반박한

다(“과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이로움의 감정은 인간 개인이 닿을 수 있는 최

상의 경험 중 하나이다. 그 깊은 예술적 감동은 최상의 음악과 시가 가져다 주는

것과 비견된다. 그것은 진정 인생을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며, 특히 삶이 유

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더욱 효력을 발휘한다.” 8-9). 비록 키

츠가 뉴턴의 과학을 문학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지만 키츠의 미학과 도킨스가

바라보는 인식론이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53) 키츠는 그의 편지에서 진실(truth)과 아름다움(beauty)의 상관성을 여러 번 언급

한다. 1817년 11월 22일 벤자민 베일리(Benjamin Bailey)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열정의 신성함과 상상력의 진리를 제외한 아무것도 확

신하지 않는다. 상상력이 아름다움으로 포착하는 것이 진리임에 틀림없다. 비록

그것이 전에 존재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사랑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정에 대해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은 자신만의 숭고함 속에 있고 본질적

아름다움의 창조이다... 상상력은 아담의 꿈과 비교될 수 있다. 그는 깨어나서 진

리를 발견한다”(I am certain of nothing but holiness of the Heart’s affections

and the truth of Imagination― What the imagination seizes as Beauty must

be truth―whether it existed before or not―for I have the same Idea of all

our Passions as of Love they are all in their sublime, creative of essential

Beauty [. . .] The Imagination may be compared to Adam’s dream―he awoke

and found it truth. Rollins 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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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 비판 속에 역설

적으로 과학적 진술이 내러티브의 미학으로 가질 수 있는 진실의 힘이

드러나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는 확증적이고 관찰 가능한

자료가 제시되기 오래전부터 유럽과 미국의 소수 엘리트가 아인슈

타인의 일반 원리를 칭송했다. [. . .] 전 세계에 확신이 섬광처럼

퍼져나갔지만 부정확하고 불편한 자료는 그 이론을 포용하겠다는

욕망 앞에 무시됐다. [. . .] 그 이론은 1920년대 이후로 이미 교과

서에 실려 있었다. 그 통합적 힘이 너무 강력하였고 그 이론은 저

항하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내러티브의 만담이 예술에서와 마찬가

지로 과학에서도 형식의 미학으로 이어졌다.

Likewise in science. In physics, say, a small elite of European

and American initiates accepted and acclaimed Einstein’s

General Theory long before the confirming observational data

were in. [. . .] Confirmation was flashed around the world, but

inaccurate or inconvenient data were overlooked in the desire to

embrace the theory. [. . .] The theory was already in the

textbooks, from the twenties onward. Its integral power was so

great, it was too beautiful to resist. So the meanderings of

narrative had given way to an aesthetics of form; as in art, so

in science. (EL 52)

조의 가설이 클라리사와 경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그것이 과학

적 사실에 기반 했을 뿐 그 가설이 받아들여질 대상들에게 충분히 감정

적인 호소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매큐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 즉 감정과 이성이 결합된 상태를

매큐언은 제3의 문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3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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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문학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의 사례에서처럼

문학적 감성을 배제한 극단적 이성의 상태에서는 진리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카소는 예술을 가리켜 “우리에게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짓말”이라고 정의했다.54) 이는 존 키츠가 노래한 “아름다운 것이 진리

요, 진리가 곧 아름다움이다”(Beauty is truth, truth beauty)라는 경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가 곧 제3의 문화이면서 이언

매큐언이 제시하는 진리 재현의 가능성이 시작되고 실천되는 지점인 것

이다.

2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클라리사의 편지에서도 제3의 문화의

진리 재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제드를 총으로 간단하게 제압하면서

조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였을 뿐 아니라 클라리사를 위험으로부터 구

해주었으나 클라리사는 결국 결별을 선언한다. 조는 제드의 질병을 병리

학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클라리사와의 관계는 파행을

맞게 된다. 이는 매큐언의 인식론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한 조의 정확한

판단여부가 보다 큰 의미의 진리 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틀린 동시에 옳았다니! 당신은 나를 구했지만 아마도 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어. 페리를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과민반응

하면서 마치 당신이 그를 그쪽으로 유도한 것처럼 다음 행동을 예

측하면서 말이지. 낯선 사람이 우리의 삶에 침입했는데 처음 일어

난 일은 당신이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된 것이야. 당신은 그가 드 클

라랭보 증후군이라는 것을 밝혀냈어. (만약 그것이 실재하는 질병

이라면.) 그리고 당신은 그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추측했어. 당신이

옳았어. 당신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 할

만해.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지? 왜 이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우리

를 변화시켰고 어떻게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었으며, 이 일이 우

리에게 무슨 짓을 했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고 우리가

54) 『통섭: 지식의 대통합』 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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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야 할 것이야.

How wrong and how right I was! You saved my life, but

perhaps you put my life in jeopardy―by drawing Parry in, by

overreacting all along the way, by guessing his every next

move as if you were pushing him toward it. A stranger

invaded our lives, and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was that

you became a stranger to me. You worked out that he had de

Clerambault’s syndrome (if that really is a disease) and you

guessed that he might become violent. You were right; you

acted decisively and you’re right to take pride in that. But what

about the rest? Why it happened, how it changed you, how it

might have been otherwise, what it did to us―that’s what

we’ve got now, and that’s what we have to think about. (EL

235-36)

위 편지 속 클라리사의 주장은 대응론적 진리관으로 볼 때 모순적이다.

어떤 사실이 진리이면서 거짓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큐언이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리관은 진리 대응론과

거리가 있다. 조의 가설이 제드의 본질적 실체와 일치(correspond)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고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 대응론적 진리관을 넘어서 이 작

품이 제시하는 진리관이 ‘소극적 수용능력’(Negative Capability)으로 정

의되는 키츠의 진리관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한다. 1817년 12월 21

일 편지에서 키츠는 소극적 수용능력을 “짜증스럽게 사실과 근거에 손

내밀지 않고서도 불확실성, 신비, 의심을 견디는 능력, 또는 알지 못하거

나 모든 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 능력”(when a

man is capable of being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and reason. the ability to live

comfortably without knowing, without having all the answers, Ali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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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소극적 수용능력의 실패는 조의

과학적 이성이 제드의 병명과 증상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했음

에도 불구하고 클라리사와 결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소극적 수용능력은 불확실한 상태를 잠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상

태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편안한

상태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인데(“not merely the power to dwell

comfortably in mystery but to thirst for it” Eklof 2), 조는 과학적 이

성의 확실성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듀어링 러브』에서 조

는 ‘실재하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이를 믿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한계는 인간의 보편적 주관성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

으로 ‘믿는 대로 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극복하고 결국 소극적 수

용능력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매큐언은

이성을 바탕으로 소극적 수용능력을 갖춘 상태가 바로 제3의 문화이며

이런 키츠의 진리관55)을 통해서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문학에 대한 관심의 감소와 과학의 압도적 영향력으

로 인해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진리 재현을 더 선명하게 해

주었는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매큐언이 생각하는 ‘제3의

문화’가 인간의 본성 탐구에 있다면, 문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을 알

려주는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개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그려내는 무늬를56)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제3의 문화

에서 결정적 요소이다. Kim은 “풍부한 언어와 공감적 상상력을 통한 인

류애의 공유” 이것이 문학이 주는 희망이라고 말한다(207). 헤드(Head)

의 진단처럼『인듀어링 러브』에서 조의 서사는 과학적 이성주의가 망상

55) 본 논문이 정의하는 키츠의 진리관은 대응론과 대비되어 “아름다운 것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태도와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추구할 수 있

는 “소극적 수용능력”이 반영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그리스 항아

리에 붙이는 송시」의 마지막 구절 “Beauty is truth, truth beauty”는 이 구절의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등 철학적 함의와 쟁점을 가지

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런 낭만주의 시학적 해석과 분리하여 “아름다운 것이

진실이 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한다.

56) 『인간이 그리는 무늬(최진석)』58에서 ‘무늬’라는 표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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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평

가이면서 동시에 그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힘을 증명하고 있

는 것이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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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언 매큐언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 『인듀어

링 러브』에서 매큐언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인듀어링 러

브』는 매큐언이 그동안 여러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던 이성

과 감성의 두 문화론의 틀에서 조, 클라리사, 제드의 사랑 이야기를 구성

하였고, 이를 통해 매큐언 자신의 인식론을 제3의 문화라는 틀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을 “인식론적 스릴러”(an

epistemological thriller, Malcolm 157)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

다. 매큐언의 인식론이 가리키는 것은 두 문화의 편벽성과 극단성, 그리

고 유아론적 태도가 인간관계의 파탄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

려는 인간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첫 장에서는 두 문화 중 이성이 인간을 진리로 인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 스스로의 주관성에 있음을 확인했다. 인간은

“믿는 대로 보는 존재”(Believing is seeing. EL 131)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찰자의 주관성에 오염된 자료와 근거

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진리를 향한 인간의 걸음을 호도한다는 것이

다. 인간의 감정 또한 정확하고 실증적 정보가 제공될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몽매함으로 인해 불완전한 진리 추구의 인식소라는 것이 매큐언

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매큐언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진리의 불

확정성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끌고 가지 않는다. 제드의 정신질환 명으로

소개되고 있는 드 클라랭보 증후군은 진리의 상대성을 말하는 듯하다.

조가 단순히 손으로 울타리를 만지는 동작, 커튼을 손으로 만지는 동작

등을 제드는 자신을 향해 조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즉 제

드는 세상의 신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소설은 종국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해결하고 제드라는 인물의 위험성과 그의 정신병적 행동

들을 정확하게 해명해 주며 독자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줌

으로써 진리 재현의 가능성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독자들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드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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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서까지 그의 정신병적 망상은 독자의 진리 재현 시도를 끝까지 방

해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제3의 문화를 통해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탐

색해 보았다. 『인듀어링 러브』는 진리(truth)가 과연 도달 가능한 것인

가라는 오랫동안 서양 문명이 매달려왔던 논의에 대한 매큐언의 대답으

로 그는 기존의 두 문화의 방정식으로는 진리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다. 매큐언이 『인듀어링 러브』를 통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재현하기

위한 인식론은 한 마디로 “감성적 지혜에 의해 중재된 합리주의”이다

(Louvel, Menegaldo and Fortin 7). 이것을 본 논문은 제3의 문화라고

판단한다. 이는 스노우나 존 브로크만이 말한 그것과는 다르다. 스노우는

두 문화의 만남을 주장하지만 과학중심의 만남이고, 브로크만은 아예 과

학이 주도하는 문화를 제3의 문화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매큐언이 말

하는 제3의 문화는 두 문화의 만남을 넘어 두 문화가 애초에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매큐언은 안토니오 다마지오, 에드워드 윌슨, 리처드 도킨스 등을

비롯한 진화심리학자들의 논리를 제시한다. 즉 과학과 인문학은 모두 인

간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인간의 뇌에 의해 작동하는 모든

인간에 관한 학문은 인간 신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적 탐구와 크게 동떨어

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매큐언의 입장은 그런 점에서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즉 과학과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이것이 과학과 문학의 공통점이자 제3의 문화이다. 특히 소설

이 하는 역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그는 생각한다.57) 스노우-리비스의

두 문화론이 과학계와 문학계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증명하는 논의였

57) 존 쿡(Jon Cook)과의 인터뷰에서 이언 매큐언은 과학과 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학은 문학과 유

사하다. 과학이 가져다 준 그러나 문학이 필적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독

창적인 통찰이 있다. 동시에 과학이 하지 못했지만 문학이 할 수 있는 복잡한 경

험의 양상들이 있다.”(Science parallels literature as a means by which the

world can be understood. There are great, noble and ingenious insights which

science has brought us and which literature could never equal of course.

There are many complex facets of experience for which science has no

language and literature does. Groes 1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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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매큐언이 지향하는 제3의 문화론은 두 문화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밝히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의 문화를 통한 진리 재현의 가능성으로 매큐언이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러티브이다. 인간이 내러티브 본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 진리 재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

듀어링 러브』에서 매큐언이 말하는 인식론의 핵심이다. 인간은 이성과

상상력을 사용한 세상 읽기를 통해 해석한 정보를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

기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유일한 진리 재현의 방법이며 여기에 문학과 과

학의 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듀어링 러브』의 모든 주인공들은 자

신들의 세계관으로 형성된 렌즈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읽고 해석한 후

이를 끊임없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있다. 매큐언은 이러한 개

별 인물들이 내러티브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리 재현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내러티브를 통한 진리 재현의 가능성

은 키츠의 진리관과 결합하여 그 설득력을 더한다. 즉 “아름다운 것이

진리이고 진리가 곧 아름다움”이라는 명제는 아름다운 것, 그래서 사람

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의 총체가 곧 진리에 가깝다는 매큐언의 인

식론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구체적 실체가 없어도 불확실한 상태를 잘 견

딜 수 있어야 한다는 키츠의 소극적 수용능력(Negative Capability)을 통

해 진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에 담

겨있다. 다시 말해 『인듀어링 러브』의 인식론은 제3의 문화에 있고 여

기에서 매큐언의 진리관은 아리스토텔레스, 버틀란드 러셀, 비트겐슈타인

의 진리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이 아니라 키츠로 대표되는 미

학적 진리관인 것이다.

헉슬리가 「과학과 교양」(“Science and Culture”) 연설을 한지

139년이 되고 스노우의 두 문화론이 제기된 지 60년이 되는 2019년 현재

영국,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서 두 문화의 벽이 해소되고 진리탐구를

위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활동이 가능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풍경을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커졌고 문학의 영역은 한없이 왜소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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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구글(Google)은 모든 대학 도서관

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지식을 디지털 기계를 통해 구현하

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단순 암기와 암산능력을 넘어 인간의 직관과 창

의적 영역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매큐언의 제3의 문화론은 서양 문

화에서 짧게는 200여년 길게는 약 1000여년을 지속해온 이성과 감정, 지

식의 정확성과 부정확성 사이의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자문화 중심주의를

넘어 두 문화의 공통된 뿌리를 찾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는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놀드-헉슬리 논쟁이 영국의 교육과정 수립에 대

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듯이 현행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융합적 인재양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식 속에는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으로 인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그 분화된 인식의 기

계적 균형에 불과하다. 『인듀어링 러브』에서 매큐언이 꿈꾸는 “감성적

지혜에 의해 중재된 이성적 합리주의”가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가, 연구가

그리고 교수자가 모두 함께 연구하고 지향해 봄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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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epistemology Ian McEwan casts light on

in his sixth novel, Enduring Love. Enduring Love, one of McEwan’s

mid-age novels, pays its attention to the roles that reason and

emotion play in pursuit of reaching or representing truth. This thesis

especially explores the limits of representing truth in the framework

of the Two Cultures, which is the term coined by Charles Percy

Snow in his 1959 Rede Lecture. Beyond those limits of the Two

Cultures, this thesis attempts to raise a possibility of representing

truth through the Third Culture.

The Two Cultures, which refers to the gap and

misunderstanding between science and literature, presupposes the

differences of the two. The conflict of the protagonists Joe and

Clarissa connotes the conflict of the Two Cultures with each

character standing for science and literature. Science pursues truth

through reason, experience and empirical evidence whil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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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es that emotion and imagination should serve as a significant

way of reaching truth. However, this thesis argues that the Two

Cultures theory is founded on untenable assumptions, and thus insists

that the conflict between Joe and Clarissa is attributed to each

character’s solipsistic polarization led by psychological separation

rather tha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ltures each character

represents respectively.

While arguing against representing truth in the framework of

the Two Cultures, McEwan never abandons a possibility of

representing truth. Joe is the person whose thought revolves around

reason, with a strong faith in “seeing is believing.” In other words,

he takes things as they are seen, completely precluding any

epistemological validity of human emotion. As the plot goes on, he

realizes that reasoning is meant to interact with emotions and that

human cognition cannot remain completely objective. More

importantly, he realizes that “believing is seeing” and human beings

are inevitably unreliable. What needs to be pointed out here in these

realization is the high-reason-view Joe shows in his cognition.

Traditionally in western culture, reason has been considered to

precede emotions. However, McEwan, instead of following the

traditional thoughts, attempts to validate Antonio Damasio’s The

Somatic Marker hypothesis, which insists that repressing emotion

does not necessarily work for rational decision-making and thus

reason should interact with emotions. Consequently, Joe embraces

so-called Keatsian Truth―i.e.,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and

Negative Capability―with the help of Clarissa. In the end, he comes

to eventually “see even what cannot be seen,” and this thesis argues

that this new recognition derives from the concept of the Thir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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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does not rest on simply arbitrating

the conflicts of the Two Cultures but instead on uncovering how

advances of epistemology could be made possible after the inveterate

disputes between literature and science. Joe and Clarissa are not just

flat characters who exclusively represent the Two Cultures but round

characters who share the common grounds between them. In this

regard, science shares the same ground with literature in that both

explore the human nature and McEwan suggests that narrative

should serve as this common ground. This the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arrative is the Third Culture which encompasses

science and literature; second, story may not be true but it tells some

version of truth in constant process of narrativization; and finally the

aesthetic beauty of narrative can be true as Keats eloquently put it.

These are the epistemology of Enduring Love this thesis attempts to

explicate.

keywords : the Two Cultures, the Third Culture, epistemology,

narrative, representation of truth, K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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