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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진공 속에서는 존재 할 수 없고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다른 인간과 밀접한 관계블 맺으며 존재한다. 작게는 가족 사회로부댐 크게는 국가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샤휘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은 사 

회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둔학은 이란 인간 경험을 재칭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때 i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운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 라고 하겠 다. 사실 제 임 스 터 를튼(James W. Tuttleton) 이 지 적 했듯이 1l 모든 문학 

작품(특히 소설)은 개인과 사회라는 극단으로 대립된 두 세계 사이를 부단히 왕래하는 주 

인공을 요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와의 문제， 다시 말해서 개얀이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호 갈등은 특히 미국 문학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은 개척 시대부터 미국적 경험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그려고 그 갈등에서 오는 긴장 

은 마국이라는 거대한 나라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2) 어떤 의마에서는 

미국 역사 자체가 바로 이 개안과 사회와의 갈등을 단적￡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1620년과 1630년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처음우로 미국 대륙에 도착하여 뉴 잉글런 

도 지방을 중심우로 개척지를 건설했을 때， 그것은 그 당시 영국 사회와의 의식적언 결별 

이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째 이미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영국 교회는 아직 

도 중세 때부터 내려온 여러가지 종교적 폐습이 남아 있었A며， 캘빈주의를 굳게 믿던 청 

교도들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대로 초대 교회에서 볼 수 있던 “종교적 순결성”을 되찾기를 

부르짖고 있었다. 결국 스튜어트 왕조의 마움을 산 그들은 영국 교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미대륙에 “새로운 가나안 땅” 혹은 “새로운 여l 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나 왔 

던 것이다. 

영국 교회로 대변되는 기성 전통 · 지1 도 · 질서와의 단절로 시 작된 17세기의 미국은 윌리 

1) James W. Tuttleton, The Novels of Manners in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2) , p.9. 

2) 이 문제 는 R.W. B. Lewis의 The ι4merican Admη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과 Marius Bewley의 The E’cceηtric Desì강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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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브래 드포오드(William Bradford)가 말하는 소위 “위 대 한 의 도(great design)"플 실현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전통 • 제도 · 질서를 수립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내부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경직화된 청교도 사회에 대한 도전 중에서 특히 라저 윌리엄주(Roger 

Williams)와 앤 허친슨(Anne Hutchinson)의 그것은 주목할 만하다. 윌리엄죠는 미국 교 

회는 아직도 영국 교회로부터 충분허 이탈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념은 어떤 형태이건 조직 

화된 교회블 원하지 않는다는 점， 영국 왕은 핑적(公的)인 거짓말장이로 신대륙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양심은 종교적 • 사회적 법률이나 제 

도에 우션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펜편 신앙지상주의 (Antinominianism)의 기수로 

알려져 있는 허친슨은 연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내재적언 계시를 통하여 개안에게 직접 온 

다고 믿으므로서 성서의 교리 보다는 요히려 개인의 직관적 신앙을 중요시하였다. 결국 이 

두 “이단자”는 로오드 아일런드(Rhode Island)로 추방당하었지만， 그들의 정치적 , 종교적 

도전은 그 당시 청교도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위협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역사는 구라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지적(知的) 풍토를 형성하였￡며， 미국 문학은 이런 지적 풍토에서 배양되고 성장하 

였다. 미국 문학은 식민지 개척의 첫 시련을 극복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비로소 본 

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은 여러 역량있는 작가 

들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취급한 미국의 작가는 와싱턴 어어빙 (Wash

ington Irv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첫 단편 소설로 일컬어지는 “럽 밴 원클(Rip 

Van Winkle)"에서 그는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개인의 모습을 처음으로 그리고 있다. 물론 

여기서 사회라고 함은 주인공이 이끄는 가정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얀콩의 부인으 

로 대변되는 “여성 사회 (Petticoat government)"를 의미하지만， 어쨌든 주연공은 결흔이 

나 기-정이 부여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홀로 초연히 존재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820년 이후의 일이다. 여러 의미에서 미국의 첫 소설가리고 할 수 있는 제엄스 페니모어 

쿠우퍼 (James Fenimore Cooper)의 작품과 이 른바 “미 국의 문예 부흥”으로 알려 져 있는 

시 대 에 미 국 문학의 꽃을 찬란히 피 운 두 작가， 즉 너 째 니 얼 호오쏟(Nathaniel Hawthorne) 

과 허어먼 멜벨 (Herman Melville)의 작품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은 중요한 주제로 부 

각되고 있다. 

쿠우퍼 의 소셜 은 크게 역 사 소설 , 해 양 소설 , 그리 고 “례 더 스다킹 (Leatherstocking) " 소 

설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과 사회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레더스타킹”연 

작 소설이다. 모두 다섯편의 독립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연작 소설의 주인공 내티 

범포우(Natty Bumppo)는 작품에 따라서 각각 “사슴 사냥꾼(Deerslayer) ， " 걸잡이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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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r) , " “매눈(Hawkeye)" 흑은 “가죽 각반(Lea therstocking) ，’이라는 별명으로 등장하며 

그는 모든 문명 사회를 등지고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미국 소설의 전형적 

인 인물이다. 내티는 종교 。 도덕 · 법률 a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편견이나 기성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룻소(Jean 

Jacques Rousseau)가 말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자연인의 삿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문명 사회를 싫어하는 것은 문명 사회는 낡은 캘벤주의와 18세기부터 내려온 

인습과 전통이 아직도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참다운 자아는 억 

압되고 개인은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보잘 것 없는 하나의 작은 개체로 전락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아를 실현하고 채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메고 

있는데， 그곳은 아직도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즉 개척자들이 살지 않는 광활한 원 

시렴의 대자연이다. 

문명 사회가 부여하는 일체의 사희적 제약3 다시 말해서 제도 • 법률 @ 전통에 대한 내티 

범포우의 거부는 여러가지 상정적 형태를 통하여 나타난다. 우선 그는 어어냉의 렵 밴 핑 

클과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사회적 굴레에 억매이기를 거부한다.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 

연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흔다. 처음부돼 그는 사회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 

정과는 무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에 1생햄 (Effingham)이라는 어느 귀족집에서 

자라났고， 그후에는 델러웨어 (Delaware) 인디언과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의 과 

거나 가정적 배경에 대하여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주인공이 가장 나이가 많은 시질을 그 

리고 었는 〈대초원 (The Prairie))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직접 

’‘I am without kith or kin in the wide world! When 1 am gone, there will be on end of my 
’3' race 

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레더스다킹”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는 이 01 2.0살이 념은 청 

년으로 놀라운 사격술과 자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루이스(R.W.B. Lewis) 

의 말대로 4) 내티는 아무런 과거도 없이 어디션지도 모르게 생겨난 존재로서 이러한 주인공 

에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사회적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추장스러운 굴레엄에 를 

렴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통하여 여러먼 결혼을 제안받지만， 그렬 때마다 완강 

히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티의 청년 시절을 그리고 있는 〈사슴 사냥꾼(The Deerslayer))이라는 작품 

에서 휴우론(뾰uron) 인다언의 포로가 된 그는 목숨을 살려주는 랫가로 과부가 된 언다언 

3) James Fenimore Cooper, The Prairiè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2) , 
p.450. 

4) Lewis,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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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Sumach)와 결혼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녀의 남편 (Loup Cervier)은 최근 내티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는 과부의 남편 노릇을 해야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린애들을 부양 

할 의우가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냐 죽음이냐의 생사문제가 달려 있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내티는 끝내 그 제안을 거절한다. 

‘'Mingo, 1’m white, and Christian-born; ’ twould ill become me to take a wife, under redskin 

forms, from among heathen. That which 1 wouldn’ t do in peaceble times, and under a bright 

sun, still less would 1 do behind clouds, in order to save my life. 1 may never marry; most 

Iikely Providence, in putting me up here in the woods, has intended 1 should live single, 

and without a lodge of my own; but should such a thing come to pass, none but a woman샤of 

my own color and gifts shall darken the door of my wigwam"" 

물본 내다의 거절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로서 이교도와， 그리고 백인으로서 인디언과 

결흔한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이성과 도리에 어긋나는(ag’ in reason and nature)"행동이 

가 해문이라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결흔이라는 사화적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온 

다고 할 수 있다. 휴우론 족S로부터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내티는 이번에는 마모의 백인여 

성 쥬디 쓰 허 터 얘udith 묘utter)로부터 구혼을 받는다. 쥬디 쓰는 내 티 를 처 음 만난 순간부 

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더우기 친아버지처럼 자기를 보살펴 주던 허터와 동생 헤티 

(묘etty)가 언디언의 습격A로 모두 죽자， 그녀는 내티와 결흔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내 

티의 대답은 역시 부정적이다. 물론 그가 구흔을 거절하는 것은 쥬디쓰가 개척지 마을의 

주둔군 장교들과 많은 접촉을 갖은， 다시 말해서 개척지의 문명에 요염된 여자이기 해문 

이기도 하지만， 인다언 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쥬디쓰로부터 구흔을 받은 지 10여년이 지난 후의 내티를 그리고 있는 〈길잡이 (The 

P athfinder) >에서 그는 다시 한먼 똑같은 위기플 맞게 된다. 이 작품에서 사태는 〈사슴 사 

냥꾼〉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미묘한데， 그것은 내티 자신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 

끼기 혜문이다. 그 대상은 그가 잘 아는 어느 주둔군 하사관의 딸인 메이블 던챔 (Mabel 

Dunham)으로 그녀는 미모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용기있고 활기에 넘치는 여자이다. 더우 

기 내티는 그녀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녀와 결혼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야 

렇게 그녀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약속의 의무로 고민하지만， 내티는 결국 

“I ’m afraid 1’m too rude, and too old, and too wild like, to suit the faney of such a young 

and Qelicate girl, as Mabel, who has been unused to our wilderness ways, and may think 

the settlements better suited to her gifts and inclinations. "6' 

5) Cooper, The Deerslayer (New York: Grosset and Dunlap, n.d.) , p.458. 
6) Cooper, The Pathfinder CPhiladelphia: Porter and Coates, n.d.) , p.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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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면서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한다. 내티는 이렇게 죽을 혜까지 결흔을 거부하고 독 

신으로 평생을 보내는데， 만약 그에게 애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원시렴의 대 

자연이다. <사슴 사냥꾼〉에서 쥬디쓰가 “당신의 애인은 어디에 있느냐? (Where, then, is 

yoμr sweetheart, Deerslayer?)"고 묻자， 내 티 는 

“She’s in the forest, Judith-hanging form the boughs of the trees, in a soft rain-in the dew 

on the open grass-the clouds that float about in the bue heavens-the birds that sing in the 

woods-the sweet springs where I slake my thirst-and in all the other glorious gÏfts that 

come from God’s Providence!"7) 

라고 대담하고 있다. 요컨대 p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내티의 거부는 곧 사회적 제도나 관습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문명 사회의 전통이나 제도에 대한 내티 범포우의 거부는 그의 종교관에서 더욱 명백혀 

나타난다. “레더스타킹” 연작 소설 전편을 통하여 얼핏 보기에 그는 신앙이 돈독한 기독교안 

처럼 보인다. <사슴 사냥꾼〉에서 쥬디쓰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에서 “우 

선 나는 기독교인이오(In the first place, then, I ’ m Christian) "8) 라고 말하고， 또 〈대초 

원〉에서는 마지막 숭을 거두기 직전에 그는 “나는 이제까지 기독인으로 살았고 기독교인으 

로 죽는다(I die as 1 ha ve lived, a Christian) "9)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밖의 작품에 서 도 

그는 기독교염을 여러벤 강조하고 있지만， 내티의 이런 고백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못펀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종교는 경건한 기독교적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 보다는 오히려 범신폰(Pantheism)에 가캅기 혜문이다。 

내티는 하나냄은 대자연 속에 존재하며 모든 삼라만상은 철대자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그는하나념의 섭리는 대자연을깊이 관조함으로써 파악할수 있다고생각한다。 

“Many’ s the hour 1’ ve passed pleasantly enough, too, in what is termed contemplation by my 

people. On such occasions, the mind is actyve, though the bo여 seems lazy and listless. An 

open spot on a mountain side, where a wide look can be had at the heavens and the ’arth, is 

a most judicious place for a man to get a just idee of the power of the Manitou, and of his 
own Iittleness. "10) 

그렇기 빼문에 그는 개척지 마을이나 읍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당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슴 사냥꾼〉에서 그의 안디언 친구인 칭가치국(Chingachgook) 

에게 말하듯이， “올바른 바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땅덩어리 모두가 하나닝을 샘기는 

7) The Deerslayer, pp. 122-23. 
8) 앞책， p.51. 
9) The Prai.서e， p.447. 

10) The Deerslayer,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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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당이 된 다. (The whole ’arth is the temple of the Lord to such as have the right 

mind)" 11)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티는 문명 사회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경멸하고 있다. 그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적인 미덕이나 

겸손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션이나 기만을 보와왔기 해문이다. 그는 “기독 

교인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사냥개를 더 믿을 수 있다(That dog is more to be trusted 

than many a Christian)"12l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냥개는 친구를 잊지 않으며 

그에 게 음식 불을 준 손을 사랑하기 (he never forgets a friend , and loves the hand that 

gives him bread)"13l 혜문이다. 마찬가지로 〈개척자들 (The Pioneers))이라는 착품에서 내 

티는 기독교인의 비얀간적인 행동에 대하여 

“You’ve rankled the heart of an old man, that has never harmed you or yourn, with bitter 

feelings towards his kind, at a time when his thoughts should be on a better world; and 

you’ve driven him to wish that the beasts of the forest, who neverfeast on the blood of 
their own families, was his kindred and race." l4> 

라고 통단하고 있다. 월트 위 트먼 (Walt Whitman)의 “나 자신의 노래 (Song of Myself)" 

중 32 번째의 시를 연상시키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있는 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펀 내티는 기독교적 교리와는 거리가 먼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다언들의 종교도 인정함으로써 종교적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게는 백인들이 믿는 

신 (God)이나 북미 인디언들이 믿는 신 (Manitou 혹은 Great Spirit)은 모두 통일한 절대자 

이다. 백인이건 인디언이건 그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어떤 신을 믿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그렇기 혜문에 그는 〈사슴 사냥꾼〉에서 처음으로 얀다언을 죽였을 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에게 “네가 올바른 인디언였다면 행복한 사냥터블 찾을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식 으로 네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 다(You’ n find your happy hunting grounds, if 

you’ ve been a just Injin; if an onjust, you’ II meet your desarts in another way)"15)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한 사냥터”는 인다언들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최상 

의 낙원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해당하는 곳이다. 내티는 곧 이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다(I’ve my own idees about these things)"16l고 말하고 있 

11) 앞책 , p.256. 
12) Cooper, The Pionee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0) , p.22. 
13) 앞책 , p.22. 
14) 앞책 , p.357. 
15) The Deerslayer, p. 106. 
16) 앞책 ,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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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곧 그의 기독교적인 내세관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개척자들〉에서 내티는 

그의 인디언 친구 칭가치국(이 작품에서는 인디언 얀￡로 등장한다) 이 죽을 빼， 종부 성 

사를 하려 는 그랜트(Grant) 목사를 만류하며 그를 인디 언 종교에 따라 평 온히 장들도록 해 

주는 것도 그의 종교적 상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개척지의 문명 사회와 내티 뱀포우와의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냐는 것은 “레더스다 

킹” 소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출판펀， 그러나 주인공의 나이로 보면 네 번째 소설에 속 

하는 〈개 척 자들〉이 다。 u1 국아 영 국으로부터 득렵 하고 죠오지 와싱 턴 (Geonge Washington) 

이 대통령￡로 재직하고 있던 1793년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아 작품은 〈사슴 사냥꾼〉과 

마찬가지로 뉴우요오크주 오E시1 고우(Otsego)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p 이재 이곳은 

인디언파 몇몇 백인이 살던 평화스런 원서림이 아녀다. 어느 작중 인물 중의 한 사람이 

“τhe enterprise of Judge Temp!e 18 taming the very forests! How rapidly is civilization 
treading on the footsteps of nature! "17> 

라고 개 단하듯이 9 개 척 자들이 들어 와서 는 황무지 를 개 척 하고 템 플턴 (Templeton)야 라는 마 

을을 건설한 지도 7년이 지난， 옛날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을 정도르 변해 버린 마을야다@ 

그혀고 “정말이지， 나도 이제 옛날의 나는 아마야(I’m not the man 1 was, 1’n own)"18l 

라고 애티 자신이 고백하듯이， 그도 이제 이미 70이 념은 노인으로 다른 “레더소다캉”소설， 

이 를테 면 〈사슴 사냥꾼〉이 나 〈모이 칸족의 최 후(The Last 0/ the Mohicans)) 혹은 〈걸 장이 >

에서 처럼 날렵하고 건장한 젊은 청년 。 장년의 모습은 아니다. 그는 아직도 “외룹고 무식 

한 사냥꾼(solitary， unl’ arned hunter)" .2..로서 독립섬과 개정이 강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황흔힌· 맞이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내티는 사회가 정한 볍률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9 내 

티는 이 작품에서 그 어느 혜 보다도 개인의 자유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뉴우요오크 주의회는 수렵볍 (game laws)을 통과시켰는데， 이 새로운 법에 의하면 

새끼를 낳는 계철에는 짐승〈특히 사솜)을 사냥활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이 법을 어 

기는 사람에게는 과중한 별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70평생을 대자연 속에서 사냥을 하 

며 생활해 온 내티에체는 이 수렵볍은 생활에 대한 크나큰 뷔협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왜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따라서 템플턴 마을의 창시자이자 족장격얀 마아머듀우크 템 

플(없armaduke 밤emple)판사가 이 수렵볍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시행할 것을 선포하자， 내 

티는 다음과 갇이 그의 딸을 일축해 버린다. 

17) The Pioneers, p.212. 
18) 앞책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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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u may make your la ws, Judge, but who will you find to watch the mountains through 

the long summer days, or the 1akes at night? Game is game, and he who finds may kill; 

that has been the law in these mountains for forty years, to my sartain knowledge; and 1 

think one old law is worth two new ones."19) 

그러나 내티의 이 말에 템플 판사는 즉시 

“Armed with the dignity of the law, Mr. Bumppo; a vigilant magistrate can :prevent much 

of the evil that has hitherto prevailed, and which is already rendering the game scarce. 1 

hope to live to see the day, when a man’s rights in his game shall be as much respected 

as his title to his farm." 20) 

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수렵법 문제플 두고 내티와 템플판사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 

며， 이들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거기에서 오는 긴장은 이 작품 전체에 줌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처음부터 템플 판사의 수렵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티는 어느 7월 날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중 우연히 물속으로 뛰어든 사슴을 죽이게 된다. 8월 1일부터 바로소 법 

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된 수렵볍을 상기시키는 그의 동료 올리버 에드워즈(Oliver Edwa

rds)의 만류에 도 불구하고， 내 티 는 

“So much for Marmaduke Temple’s law! This warms a body’s blood, old John; 1 haven’t 
killed a buck in the lake afore this, sin' many a year. 1 call that good venison, lad; and 1 

know them that will relish the creater’s steaks, for all the betterments in the land. "21) 

라고 외치며 결국 사슴을 참는다. 내티가 수렵볍을 위반라고 사슴을 죽었다는 소식이 템플 

턴 마을에 전해지자 꼼 그를 체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평소 내티에 대하여 반 

감을 가지고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번 기회야말로 그플 다스렬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내티는 자기를 체포하기 위하여 찾아온 치안관 일행 중 한 사람을 구다할 뿐만 아니라 

총으로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을 해，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진다. 그의 행동은 단순 

히 수렵법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법률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바뀐다. 템플턴 

마을의 보안관언 리 쳐 드(Richard)의 말대 로， 내 티 는 “법 률에 반항하는 한 본보기 (an 

example of rebellion to the laws)"를 보였으며 “일종의 무볍자 (a kind of outlaw)"가 

펀 것이다. 그리하여 이벤에는 보안관의 인솔 아래 한층 보강된 일단(一團)의 민병대가 그 

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가 살고 있는 오두막 집으로 찾아간다. 내다는 40여년 이상을 살아 

19) 앞책 , p.160. 
20) 앞책 , p.160. 
21) 앞책 ,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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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두막 칩을 불사르고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What would ye have with an old and helpless man? You’ve driven God’s creaters from the 

wilderness, where his providence had put them for his own pleasure, and you’ve brought in 

the troubles and diviltles of the law, where no man was eγer known to disturb another. Y ou 

have driven me, that have Iived forty long years of my appointed time in this very spot, 
from my home and the shelter of my head, lest you should put your wicked feet and wasty 

ways in my cabin. "22)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순순히 항복한다.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슬퍼하려고 왔 

다(I come to mourn, not to fight)23l는 그의 말은 비 통하기 그지 없다. 경국 그는 재 판에 

서 유죄 판결을 받고 캄옥에 감금되는 신세가 된다. 

템플 판사 칩에서 살고 있는 내티의 친구 올리버 에드워즈는 판사에게 내티의 범법행위를 

관대히 보아줄 것을 호소한다. 내티의 그런 행위는 그의 나이 · 습관 e 무지등에서 매롯된 

것이깨 고의적인 행통이 아님을 강조하지만， 템플 판사는 

“Ought they? They may extenuate, but can they acquit? Would any society be tolerable, 
young man, where the ministers of justice are to be opposed by men armed with rifles? Is 

it for this that 1 have tamed the wilderness?"24l 

라고 말하며 내티를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고칩하고 있다. 그러나 내티의 업장을 누구 

보다도 이해하고 또 동정적인 사람은 다릎아닌 템플 판사의 딸인 옐리저베쓰(Elizabeth) 이 

다. 그녀는 최근 친구와 함께 한적한 숲속을 산책하던 중 표범을 만나 죽을 뻔하다가 내티 

에게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내티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유에서 보다도 본질적￡로 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 

그렇기 혜문에 엘리저베쓰는 여러 번 자기 아버지에게 내티의 입장을 설명하며 감옥에서 

그를 풀어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템플 판사는 에드워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부 

탁을 거절하는데， 그것은 “볍플의 신성한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the sanctity of the 

laws must be respected)"25l고 그는 생각하기 해문이다. 엘리저베쓰는 이같은 거절에 조 

금도 굽히지 않고 

‘’Surely, sir, those laws, that condemm a man like the Leatherstocking to so severe a punish

ment, for on offence that even 1 must think very venial, cannot be perfect in themselves. "26) 

22) 앞책 • p.356. 
23) 앞책 , p.357. 
24) 앞책 , p.344. 
25) 앞책 , p.382. 
26) 앞책 •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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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하여 템플판사 역시 

“ Thou talkest of what thou dost not understand, Elizabeth. Society cannot exist without 

wholesome restraints. Those restraints cannot be inflicted, without security and respect to 

the persons of those who administer them; and it would sound ill indeed, to report that a 

judge had extended favour to a convicted criminal, because he had saved the life of his 

child. "27) 

라고 말하면서 사회 칠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 

설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저베쓰는 내티는 무죄이며， 따라서 무죄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 

은 모두 죄가 있다고 주장하자. 템플 판사는 

“Thou hast reason, Bess, and much of it too, but thy heart lies too near thy head. But listen: 

in this pocket-book are two hundred dollars. Go to the prison-there are none in this place to 

harm thee-give this note to the gaoler, and when thou seest Bumppo, say what thou wilt to 

the poor old man; give scope to the feelings of thy warm heart; but try to remember, 
Elizabeth, that .the laws alone remoγe us from the conditon of the savages; that he has been 

criminal, and that his judge was thy father. "28) 

라고 대답한다. 엘리저베쓰에게 돈을 주며 내티의 벌금을 내주도록 할 수는 있지만， 엄연 

한 범법자인 그를 석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템플 판사의 입장인 것이다. 

마침내 주지사의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옹 내티 범포우는 템플턴 마을을 떠나기 

로 결심한다. 최근 그에게 그리고 그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그가 평소에 품고 

있던 문명 사회에 대한 혐오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여려가지 왜곡된 법률 

과 제도에 의하여 개인의 참다운 자유가 위협받는 이 템플턴 마을에서 더 이상 안주(安住)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은 그는 아직도 개척자의 말길이 미치지 않은 광활한 서부의 미개척 

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한다. 어디로 가겠냐는 그의 친구 에드워즈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Why, lad, they tell me, that on the Big-Iakes, there’s the best of hunting, and a great 

range, without a white man on it, unless it may be one like myself. 1’m weary of living in 

clearings, and where the hammer is sounding in my ears from sun-rise to sun-down... . 1 crave 

to go intothe woods ag’ in, 1 do. 2
" 

에드워즈와 그와 최근에 결흔한 엘리저베쓰는 내티에게 그들과 함께 탬플턴 마을에서 평안 

히 살 것을 설득하지만， 내티는 서로 생활하는 양식이 다르다(“Your way isn’ t my way" 

27) 앞책 • p.382. 
28) 앞책 • p.383. 
29) 앞책 , pp.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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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은 “ Our ways doesn’ t agree’~)30)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만류를 뿌리친다， 내티의 결심 

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은 에드워즈는 그에게 오올버니 (Albany)에서 갓 찍어온지 

폐를 주며 펄요할 혜 사용하라고 부탁하지만， 문명 사회에서는 유용할 수 있는 이 지폐는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내티는 탬풀턴 마을을 떠 

나 서부로 표연히 향하는데， 그것은 문명 사회에 걸들지 않기 위하여 마개척 지방〈멈erri

tory)으로 떠 나는 마아크 투웨 인 (Mark Twain)의 핵 클베 리 펀 (Hucklebεrry 원inn)의 태 

도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려니결한 것은， 내티는 문명사회를 등지고 원시럼 

의 대자연 속으로 도피하는데 그의 행동은 곧 개척자들윤 위하여 새로운 결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척자들〉에서 내티 범포우외- 탬플 판사 사이의 대립은 마국적 경혐의 중요한 특징 중 

의 하나인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개인과 사희의 갈등은 

그와 비슷한 다른 형태， 이를테면 자연과 문명， 자유와 볍플， 전통과 진보9 사회적 규뱀과 

도덕적 규설， 혹은 조직화된 종교와 개인의 종교 등의 형태로도 나다나고 있다. 그런데 야 

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으로 대립된 이 세계 사이에서 쿠우퍼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는 내티로 대변되는 개인 q 자연 。 전통 e 도덕적 규범 · 개인의 종교에 더 많 

은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니면 그는 템플 판사로 대변되는 사회 。 문명 e 전보 。 사회적 규 

범 。 조직화된 종교에 더 많은 의마를 부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데이빗 노우블(Dav뼈 

￦。 Noble)은 

τhere is no doubt in Cooper’s mind that the values of Judge Temple are superior to those 

of Leatherstocking. Indeed, the old man is presented as a decrepit myth which survÍves only 

through the indulgence of the Judge."" 

혹
 

The myth has come to the final frontier to accept its fate. It is as if Leatherstocking, 

through his human suffering in the death of Major Effingham, has achieved a bond of 

understanding and sympathy with mankind that makes him a spokesman for the superiority 

。f civilization to nature. 32
) 

라고 말함로으써 쿠우퍼의 태도는 후자9 즉 템플 판사로 대변되는 세계에 기울어지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척자들〉 작품 전체를 통하여 노우블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를 찾을 수 없 다。 헨 리 뱃 쉬 스미 쓰(Henry Nash Smith) 가 그의 〈처 녀 지 (Virgin 

30) 앞책 , p.454. 
31) David W. Noble, The Eteγ%α1 Adam and tιe New World Garden (New York: Grosset & 

Dunlap, 1971), p.16. 
32) 앞책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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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ηd))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33) 이 작품에서 쿠우퍼의 태도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다시 말 

해서 쿠우퍼는 극단으로 대렴된 두 세계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 

고 있S며， 그의 관섞은 그 두 세계 시-이의 갈등과 긴장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내티 범포우와 템플 판사와의 갈등은 숲속의 대자연과 템플턴 마을의 배경으로 펼쳐 지 

는데， 앨런 네비어스(Allan Nevius)의 말대로34) 쿠우퍼의 작품에서 자연 경치는 단순히 

작중인물들야 행동하는 배경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자연 정치 자체가 사건의 참가자로서 

작품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혜문이다. 내티가 40년 이상이나 생활해 온 템플턴 

마을 근교의 숲속과 그의 오두막 칩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개척 

지에서는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지만 숲속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된다(All is contradiction 

in settlements, while all is concord in the woods)'’ 35)는 그의 딸이 보여 주듯이 g 원시 렴 의 

대자연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곳으로 내티가 인생의 의미플 터득하는 살습 

장의 구실을 하고 있다. 멜벌의 대표작 〈모비덕 (Moby-Dick))의 주인공 이쉬미얼 (Ishmael) 

은 드넓은 바다를 가려켜 자기의 하아버드 。 예일 대학이라고 했는데， 내티에게는 무한한 

숲속의 대자연이 곧 그의 하아버드 - 예일 대학인 셈이다. 

한편 템 플 판사가 제 왕처 렴 균럼 하는 템 플턴 마을은 내 티 의 “무법 의 왕국(lawless em

pire) "인 자연과는 극단으로 대조되는 곳이다.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아직도 구 

라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이 영향랙을 행사하고 있다. <개척자들〉첫 부 

분에서 올리벼 에드워즈가 쏘아 념어뜨린 사슴을 가지고 템플 판사와 다투는 장면이 나오 

는데， 올리버에 대하여 템플 판사가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 

한 내다는 “이곳에서는 구 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힘이 정의로 통한다(Might often makes 

right here, as weH as in the old country, for what 1 can see)"36)고 비 꼬고 있다. 특 

히 템플판사가 살고 있￡벼 그의 추종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템플의 저택은 구라파의 가 

치관이 아직도 지배적인 문명 사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로런스(D.H. Lawrence)가 지적했 

듯이 37) 내티가 반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세계의 상징인 템플 판사의 저택과 그와 관련된 

사회 계급인 것이다. 

쿠우퍼의 “레더스다킹” 연작 소설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잔 개언과 사화의 주제는 곧 호오 

쏟의 직 품， 특히 〈주흥 글싸 (The Scarlet Letter))에 서 더 욱 두드러 지 게 나티 난다. <주흥 글 

33) Henry Nash Smith, Virgin L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p.62. 
Lewis도 그의 The American Adam에 서 Smith와 갚은 견 하l 를 파 력 하고 았 다 (Lewis, p.286 
참조). 

34) AlIan Nevius, “Introduction," The Leatherstocking Saga (New York: Pantheon Books, 
1954) , p.9. 

35) The Deerslα~yer， p. 125. 
36) The Pioηeers， p. 135. 
37) D.H. Lawrence, Studies iη Classic Americaη Literatuv강 (New York: Viking, 1960) , p. 55. 



13 

씨 〉는 쿠우펴의 〈개 척 자들〉보다 27년 후에 출판되 었지 만， 작품에 나오는 사건은 쿠우퍼의 

소설보다 약 150년 전， 즉 1642년부터 1649년사이의 7년간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 

니까 이 작품이 시작하는 것은 윌리엄 브래드포오드(William Bradford)가 이끄는 “메이플 

라워 (Mayflower)"호 청도교플이 플리머쓰(Plymouth)항에 도착하여 식민지를 건설한 지 

12년， 그리 고 얀 윈쓰로프(John ￦inthrop)가 이 끄는 “아아벨러 (Arbella)"호 청 도교들이 

매써추세츠 만에 도착하여 식민지를 건설한지 22년이 되는 해이다. 한편으로는 인디언 습 

격을 비롯한 갖은 역경과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캘빈주의에 입각한 지상 천국을 건설 

하면서 미국은 식민지 개척의 크나큰 시련을 겸고 있던 시기안 것이다. 이 당시의 미국은 

극도로 신(神) 지향적인 사화로 연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회， 그러고 청교도들의 “위대한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사회 질서가 

요구되는 사회였다. 

〈주홍 글씨 〉의 주인공 헤 스터 프린 (묘ester Prynne) 은 바로 이 처 렴 “쇠 같은 시 대 (that 

iron period)" c11 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헤스터가 개인의 자유플 보장받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은 내티 범포우의 경우처럼 일정한 계절에 사냥을 금지하는 수렵법이 

아니라， 그것은 청교도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계율이며 사회적 인습과 

전통이다. (호오쏟 자신의 말대로 그 당시 청교들에게는 종교와 법은 거의 동일한 것￡로 

통하고 있었다. ) 그녀는 이런 종교적 계율과 사회적 인습과 전통에 정연으로 도전하는데， 

그녀의 행통은 곧 “청교도 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attempting to undermine the 

Íoundations oÍ the Puritan establishments)"38l 것 이 었 다. 그렇 기 해 문에 헤 스터 의 행 동 

은 내티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녀에 대한 그 당시 사회의 반응이 훨 

씬 민감하고 엄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헤스터가 도전하는 종교적 계율과 사회적 규법은 집계명에 명시된 대로 결흔한 사람은 

죽을 쐐까지 상대방에게 서로 충실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계율과 규범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었다. 헤스터와 그녀의 남편 라저 칠링워어쓰(Roger Chill

ingworth)와의 결합은 처음부터 잘뭇된 것이었으며， 그녀는 남편에 대하여 아무린 애정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애정을 가장하려 들지도 않았다. 더우기 영국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남펀과 함께 화란의 암스테르담(Amsterdam)으로 건너온 그녀는 거 

기서 다시 남펀보다 먼저 대서양을 건너 보스턴에 도착하지만， 2년이 되도록 남편으로부터 

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젊은 목사 아아써 팀스데일 

(Arthur Dimmesdale)과 은밀 한 정 교를 맺 게 되 는 것 이 다. 

그들의 결흔이 처음부터 “자연스렵지 못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헤스터의 남펀은 어떻 

38)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2nd ed. (New York: Norton Critical Edition, 

1978) ,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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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서 그녀가 간음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묻지 

어쓰 자신이 너무나 병백하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기 해문이다. 

。]→ .:!:::::.rl
1-ëi -1- --1 그것은 칠링워 

“The reason is not far to seek. It was my folly , and thy weakness. I,-a man of thought, 

-the bookworm of great libraries,-a man already in decay, having given my best γears to 

feed the hungry dream of knowledge,-what had I to do with youth and beauty like thine 

own! Misshapen from my birth-hour, how could 1 delude myself with the idea that intellectual 

gHts might veil physical deformity in a young girl’s fantasy! Men call me wise. If sages 

were ever wise in their own behoof, I might have foreseen all this."39l 

그렇기 때둔에 그는 잘못을 비는 헤스터에게 

“We have wronged each other. Mine was the fjrst wrong, when I betrayed thy budding 

youth into a false and unnatural relation with my decay. Therefore, as a man who has not 

thought and philosophized in vain, I seek no vengeance, plot no evil against thee. Between 

thee and me, the scale hangs fairly balanced. "40)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헤스터에게는 복수심이나 악의를 품지 않는다하 

더라도 그녀와 간통을 맺은 덤스데잎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결국 그를 파멸로 몰고 만다. 

헤스터의 남편은 그녀를 너그럼게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준엄한 청교도 사회 

는 그녀의 행동에 즉각적이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마땅이 사형에 처해칠 것이었 

으나 남편이 항해 중 조난당하여 죽었을 가능성 을 감안하여 극형을‘벌하지만， 그녀는그대 

신 형기를 마친 후에도 3시간 동안이나 단두대 위에서 공개적￡로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 

추방 

사회에서 

그후 헤스터는 “시회의 

있으며， 동시에 받고 

라 종신토록 가슴에 주홍 글씨괄 달고 다니는 처벌을 받는다 

자(the outcast of society)"로샤 사화 로부터 온갖 경 별을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In all her intercourse with society ... there was nothing that made her feel as if she belonged 

to it. Every gesture, every word, and even the silence of those with whom she came in 

contact, implied, and often expressed, that she was banished, and as much alone as if she 

inhabited another space, or communicated with the common nature by other organs and senses 

than the rest of human kind. 4
!l 

이렇게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는 헤스터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이.~二 
.，δ t • 

마치 “친근한 난롯가플 다시 찾이-오면서도 

귀 신 (a ghost that revlslts the familia l' 

fireside, and can no longer make itself seen or felt) "42)처 럼 보스턴 마을의 근교에서 

39) 앞책 , p.57. 
40) 앞책 , p.58. 
41) 앞책 , p.64. 
42) 앞책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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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 퍼얼 (Pearl)과 함께 흔자서 외좁게 살고 있다. 

앞서 말한 바대로， 헤스터 프련은 종교적 · 사회적 계율의 쇠사슬을 박차고 인간￡로서 

날 빼부터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려는 전형적인 인간이다e 다시 말해서 그녀는 아무런 의마 

없는 인습이나 전통같은 샤회 규범 (social code)을 거부하고 그대신 인간 본능에서 생겨나 

는 자연법 (natural laws)에 따라서 살기를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01 세상의 볍 

은 그녀 의 마음에 법 이 아니 라(The world’s law was no law for her mind)"43)고 굳게 

믿고 있기 혜문아다. 헤스터는 “사랑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마음에 충실하라(많γe a뾰 

to love / Obey thy heart)"는 에 머 슨 (Ralph Waldo Emerson)의 낭만적 개 인 관을 그대 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쐐문에 프례드릭 카이-펀터 (Frederic 1. Carpenter) 

가 주장하듯이 44)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낭만주의지-듣왜 관점에서 본다 

면 헤스터의 간동 행위는 전혀 죄의 법주에 속하지 않으때， 비록- 그녀가 좌를 지었다 하더 

라도 그녀는 그것을 덕 o 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가 가숨에 달고 있는 주 

흥 글씨는 치욕의 상징이 아니략 오혀려 승리의 상징인 것이다。 

헤스터가 자신을 죄인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7년 통얄 

자기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여실허 증명되고 있다。 그녀는 

“인간 마음의 신성함(the sanctity of a human heart)'’을 범하는 칠링워어쓰의 행위와 비 

교하여 그녀와 덤스더l 일 목사의 행위는 오히려 그 자체로서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도덕적 e 양심적 죄를 범한 죄언이라거 보다 

는 오히려 청교도 사회한 냉흑한 가치관의 희생자로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여성외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고 있던 그 당시 사회에 대한 깊은 반감을 표시하면서 사회제도 자체 

를 개혁할 것을 주장한다. 

As a first step, the whole system of society is to be torn down, and built up anew. Then, 

the very nature of the opposite sex, or its long hereditary habit, which has become Iike 

. nature, is to be essentially modified, before woman can be allowed to assume what seems a 

fair and suitable position. Finally, all other diHicultes being obviated, woman cannot take 

advantage of these preliminary reforms, until she herself shall have undergone a stm 

mightier change; in which, perhaps, the ethereal essence, wherein she has her truest life, will 

be found to have evaporated. 45
) 

이런 헤스터의 사회관은 〈주홍 끌씨〉의 결론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보스턴에 돌아 

외- 오두막에서 흔자 만년읍 보내고 있는 그녀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얀 젊은 여자들에 

43) 앞책 , p.119. 
44) Frederic 1. Carpenter, “ Scarlet A minus." College English. 5 (1944) , 173-80. The Scarlet 

Letter: Norton Critical Edition, pp. 308~317에 재 수록되 었 무며 앞으로의 인 용은 이 책 에 의 
한다. 

45) The Scarlet Letter,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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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호 행복의 보다 굳건한 기초 위에서 건잔한 남녀 관계 (the whole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on a surer ground of mutual happiness)"46l가 수립 될 날이 오리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참회는 커녕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항 

심으로 가득차 있는 헤스터에게는 주홍 글씨는 그 효력을 상살하고 있는 것이다. 

헤스터 프련의 위대성은 카아판터의 말대로， 준엄한 청교도 사회의 여러가지 역경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a new morality in 

the new world)"41)윤 굳게 믿으며 개안의 자유와 독렵심을 구현했다는 데에 있다. 미국 

역사의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 기성권위나 전통에 대한 헤스터의 반항은 신앙지상주의를 부르 

짖었던 앤 허친슨의 그것을 상기시킨다. 물론 허친슨은 청교도 사회의 종교적 구조를， 그리 

고 헤스터는 청교도 샤회의 도덕적 구조를 

도전이라는 점에서 서로 얼맥상통하고 

흔들어 놓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사회에 대한 

사생 있다. 호오쏟 자신의 말대로， 만약 헤스터에게 

아 펴얼만 없었더라면 “그녀는 어느 한 종파의 창시자로서 앤 허친슨과 손에 손을 깝고 역 

사에 전해 내 려 왔었을 것이 4CShe might have COme down to us m history, hand in 

hand with Ann Hutchinson, as the foundress of a religious sect)."48) 

〈주흥 글씨〉를 통하여 헤스터에 대한 호오쏟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는 헤스터의 가치관 

을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는 개인의 내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볍， 즉 이른바 “더 높은 법 (묘igher Law)"으로 일결어지고 있는 자 

당시 청교도 사회가 청한 종교적 • 사회적 연법에 더많은 의미플 부여하는가? 아니면 그 

볍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해 

왔다. 대럴 에이블(Darrel Abel)을 비롯한 일군의 81 평가들은 호오쏟은 헤스터가 보여준 

낭만적 개인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며， 한펀 카아핀터 (Carpenter)를 비롯한 

호오쏟의 태도는 다른 일군의 비평가들은 헤스터에 대한 

통하여 자유와 독렵심을 추구하는 “마국의 

긍정적인 

있다고 꿈”을 형상화하고 

것으로 그는 헤스터를 

있다 49) 그 주장하고 

려나 호오쏟은 쿠우퍼처럼 개인과 사회의 대렴된 두 세계 중에셔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그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안정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R. W. B. Lewis)는 〈주 

홍 글씨〉에서 호오쏟의 태 도를 가리 켜 에 드워 즈(Jonathan Edwards)적 이 며 동시 에 에 머 슨 

(Ralph Waldo Emerson)적 이 라고 했는데 , 이 것 은 호오쏟이 이 작품에 서 취 하고 이 :!=:. 61: 
λλ -c 。

면적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다 50) 호오쏟은 헤스터로 대변되는 가치관， 즉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주홍 글씨로 대변되는 청교도 사회의 인습과 전통을 통시에 받아들 

46) 앞책 , p.185. 
47) Carpenter, p.319. 
48) The Scarlat Letter, p. 119. 
49) Darrel Abe!. “Hawthorne’ s 

“Scarlet A Minus." 
50) Lewis, p. 113. 

Hester," College Engli’ sh, 13 (1952) , 303-9와 Carp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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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쿠우퍼의 〈개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안과 사회라는 대렵된 세계사이의 

갈등과 그 긴장 자체에 춧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호오쏟은 〈주홍 글씨〉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의 문제를 여러가지 상징을 통하여 취급 

하고 있다。 이런 상징은 작품의 첫 장면부터 시작하여 작품 전체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는 

데， 그 상징은 작품의 주제와 유기적연 관계를 맺으며 작품의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 

다. 헤스터가 사생아를 앉은 채 감옥문을 나오는 첫 장면을 예로 들어 보자. 하이어트 왜 

거너 (Hyatt 묘. Waggoner)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51) 육중한 참나무와 쇠 

못이 박혀 있는 감옥문과，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는 지휘봉을 든 관리들은 준엄하고 경직 

된 청 교도 사회 를 상정 한디 . 특히 “문명 화된 사회 의 겸 은 꽃(the black flower of civilized 

society)" 52) 인 감옥은 쿠우퍼의 〈개척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묘지와 함께 필요불가펴 

한 존재로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개안을 제압하는 악(惡)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 

고 벨링햄 (Bellingham) 지사가 살고 있는 저태도 템플 판사의 그것과 같은 상정적 의미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펀 감옥 업구 한 구석에 파어 있는 야생 장미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 따라 개인의 자 

유를 추구하려는 헤스터와 같은 개인주의적 인물을 상징하고 있다. 보석같이 고운 이 장미 

는 감옥에 드나드는 죄인에게 “자연의 깊은 마음은 그를 동정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표시 로(in token that the deep heart of Nature could pity and be kind to him)'’53) 향 

기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또 이 장마는 뉴 잉글런드 지방의 황야 

에서 그대로 살아남았거나 휴은 개척 초기에 청교도 사회에 과감히 도전을 한 앤 허친슨이 

감옥에 들어갈 해 그녀의 발자국에서 피어 났다고 호오쏟은 말하고 있는데， 어째튼 이 야 

생 장마는 경직화된 사회 규법에 항거하는 헤스터의 야성적 정열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주흥 글씨〉의 맨 첫 장에 도입된 이 야생 장마의 상징은 나중에 헤스터의 사생아 퍼얼과 

관련이 되고 있다。 “그릇된 정열의 무성한 숲에서 자라난 사랑스려운 불멸의 꽃(a lovely 

and immortal flower, out of the rank luxuriance of a guilty passion)"54l 인 퍼 얼은 헤 

스터에게 벨링햄 지사 저택의 정원에 피야 있는 붉은 장미를 꺾어 달라고 조르고 있￡며， 

또 그녀블 누가 만들었냐는 윌슨(￦ilson)목사의 교리문답 질문에 “아무도 그녀를 만들지 

않았고 그냐는 단지 감옥문가에 자라난 야생 장마 범불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따냈다(She 

had not been made at all, but had been plucked by her mother off the bush of wi뼈 

roses, that grew by the prison~door)"55)고 대 엽 하고 있다. 

51) Hyatt H. Waggoner, Hmνth01ηe: A Chitz'cal Stud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52) The Scarlet Letter, p.39. 
53) 앞책 , p.40. 
54) 앞책 , p.67. 
55) 앞책 ,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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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오쏟이 개인과 사회의 주제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주흥 글씨〉에서 가장 효과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징은 쿠우퍼의 “레더스타킹” 연작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시렴의 

대자연과 문명화된 마을이다. 아직도 문명의 닿지 。，}-즈二 
\.-Õ-'L- ‘어 τ 캅고 불가해한 숲(the 

dark, inscrutable forest)"은 해 스터 의 “야성 적 인 본성 (the wildness of her nature)"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숲의 상징이 가장 잘 나다나 있는 곳은 바로 그녀가 덤스데일 목사와 

대면하는 숲속의 장면이다. 쿠우퍼의 내티 범포우와 마찬가지로 헤스터는 숲속의 자연에서 

문명 사회의 유산언 엘체의 제약을 벗어 버리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간다. 그러기에 

그녀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덤스데일에게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할 것을 제안한다. 

냉혹한 청교도 사회를 

“1s the world then 80 narrow? Doth the universe lie within the compass of yonder town, 
which only a Iittle time ago was but a leaf-strewn desert, as lonely as this around us? 

Whither !eads yonder forest-track? Backward to the settlernent, thou sayest[ Yes; but onward, 
too! Deeper it goes, and deeper, into the wilderness, less plainly to be seen at every step; 

until some few miles hence, the yellow leaves will show no vestige of the white man’s 

tread. There thou art free! So brief a journey would bring thee from a world where thou 

hast been most wretched, to one where thou rnayest still be happy! 18 there not shade enough 

in all this boundless forest to hide thγ heart from the gaze of Roger Chillingworth?"56l 

곧 이어 헤스터는 덤스데일에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고 말하면서 지난 7년동안가슴 

감싸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려자 걷고 윤기있는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위에 폭포처램 떨어져 내리고， 창백하 

에 달고 다니던 주홍 글씨를 뜯어 낙엽 위에 던져 버라고* 머리를 

먼진다. 

던그녀의 

다. 그리고 

얼굴에는 생기가 돋으며， 

감자기 어둡던 숲속에는 

돌처럼 굳었던 입가에는 부드러운 마소가 감돌기 시작한 

밝은 햇살이 왈각 쏟아져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고 있다. 

Such was the sympathy 

subjugated by human law, 
spirits! 57) 

of Nature-that wild, heathen Nature of the forest, never 

nor illumined by higher truth-with the bliss of these two 

이렇게 자연은 새로운 자유를 약속하는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개척지 마을은 헤스터의 자연적 본능을 상징하는 

숲과는 정반대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청교도들은 “자연적 (natural)"이라는 

원시렴의 

단어를 

인디언과 같은 “이교도(pagan)"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을 생각해 불 해， 대자연의 숲과 

개척지 마을이 가지는 대조적안 의미는 더욕 분명하다. 이 개척지 마을에서는 사회 질셔라 

는 이름아래 개인의 모든 자유는 억압되며， 개인은 사회가 정한 볍률에 따라 행동할 것을 

56) 앞책 , p.141. 

57) 앞책 ,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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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받고 있다. <주흥 글씨〉가 시작되는 첫 장면은 준엄한 청교도 사회얘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개인의 외로운 모습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야 있다. 앞에서 이미 아야치했 

듯이 특히 개척지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감옥과 공동 묘지와 벨령챔 지사의 저택은 “청교 

도 법 규의 음울한 모든 엄 격 성 (the whole dismal severity of the Puritanic code of 

law)"58)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소설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는 호오쏟에 이어 이벤에는 펠벨의 작품￡로 이 

어진다. <모벼 덕〉을 비롯한 작품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이 주제는 멜벨의 마지막 작품 

〈빌려 벼드(Billy Bμdd))에서 본격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멜빌의 “백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은 그가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으로 그가 죽은 해얀 1891년까지 

아직 ul 완 상태로 남아 있다가 그의 사후 33년 후에서야 바로소 출판되었다. 이 소설이 취 

급하고 있는 샤건은 영국이 불란서와 전쟁을 하고 있던 1797년의 일로사 호오쏟의 〈주홍 

글씨〉보다 약 150년 아후의 사건을， 그리고 쿠우펴의 〈개척자들〉보다는 4년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멜빌은 〈빌라 버드〉에서 쿠우펴나 후오쏟의 주인공처럼 사회에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도 

전하고 있는 주인공을 그리고 있지 않지만， 그는 빌리를 통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관이 

나 질서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개인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렐빌은 사회에 반항하는 

개언의 모습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히 억양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득히 이 작품에서 사회는 염격한 규율과 계급 조직 

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군대 사회로; 그 사회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 보다도 개인의 자 

유가 제한된다. 더우기 국가라는 집단 사회외 존속 여부가 달려 있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

할 혜， 모든 개연은 사회의 공통 이익을 위하여 극도외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야다。 

이 작품에서 개인과 사회는 수병 벨라 버드(BiHγ Budd)와 선엠 위벙 하사관 산 클래거 

트(John Claggart)로 각각 대변되고 있다. 멜별외 말대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두드려 

진 대 조(the marked contrast between the persons of the twain)"59)를 이 루고 있는혜 , 

우선 벌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남 수부〔묘andsome Sailor)"략는 별명야 말해 주듯이 

빌리는 신체적으로 용모가 빼야날 뿐만 아나라， 마덕(美德)의 소유자로서 선원들 사이에재 

모든 불화나 잡음을 없애는 평화주의자이다. 그가 처음 일하먼 상선 라이츠 어브맨 (Rights-

0)ζMan)에서 동료 선원은 물론이고 상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어서， 그는 

보물(“the jewel of ’ em")이냐 꽃(“the flower of his flock")과 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 

58) 앞책 , p.43. 
59) Herman Melville, Billy Bdud, ed. Milton R. Stern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5)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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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우고 있다. 빌려가 라이츠 어브 맨을 떠나 벨리포우턴트(Bellzþotent) 전함으로 징발 

된 후에도 그는 모법적인 수병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문명 사회에 더렵 

혀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그의 성격은 작품 전체를 통하여 여러 렵 

강조되어 있다‘ 우선 그는 쿠우퍼의 내티 벙포우처럼 

로 묘사되어 있다. 

二L므~ qJ .!2- ξ듀 
2. 2- =a-j 2.- 2.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 

For the rest, with little or no sharpness of faculty or any trace of the wisdom of the 

serpent, nor yet quite a dove, he possessed that kind and degree of intel1igence going along 

with the unconventional rectitude of a sound human creature, one to whom not yet has been 

proffered the questionable apple of knowledge. He was iliterate; he could not read, but he 

could sing, and like the illiterate nightingale was sometimes the composer of his own song. 60) 

문명적인 빌리의 이런 사설은 그의 지직언 면보다는 

원시적인 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리고 

동산에서 

감정적인 면을， 

에렌 그는 

면 보다는 

아단 쫓겨나기 이전의 

(prelapsarian Adam)과 같은 존재 이 다. 

By his original constitution aided by the cooperating influences of his lot, Billy in many 

respects was little more than a sort of upright barbarian, much such perhaps as Adam 

presumably might ha ve been ere the urbane Serpent wriggled himself into his company.611 

그뿐만 아니라 빌리는 여러가지 동물， 즉 말(‘t noble blood horse" 혹은 “ a young 

horse fresh from the pasture")이 나 개 (“a dog of Saint Bernard’ S 흑은 breed" “ a dog 

of generous breed")에 흔히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의 자연인(自然人)적인 성격 

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빌리는 “자연법에 따라서 솔직하게 모든 것 

을 표병 (frank manifestations in accordance with nature law)"62J하는 ;연불로 부각되 고 

있는 것이다. 

한펀 빌리 버드와 대조적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래거트는 벨리포우턴트 전함에서 

수병들의 군기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맡고있다. 무식하고 단순한 원시인이나 동불에 비 

유되고 있는 빌리와는 달리， 

빌은 그의 외모를 가르켜 

클래거트는 이지적이고 문병화펀 언볼로 묘사되어 있는데， 멜 

His brow was of the sort phrenologicalIy associated with more than average intellect; silken 

jet curls partly clustering over it, making a foil to the pallor below, a pallor tinged with a 

faint shade of amber akin to the hue of time-tinted marbles of old. This complexion, 
singularly contrasting with the red or deeply bronzed visages of the sailors, and in part the 

60) 앞책， p.16. 
61) 앞책 • p.17. 
62) 앞책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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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his official seclusion from the sunlight, ‘ though it was not exactly displeasing, 
nevertheless seemed to hint of something defective or abnormal in the constution and blood. 63

) 

혹은 칠서， 

체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면에서 부하로부터 존경을 

그가 빌리에 의하여 죽었을 째， 그의 시체는 “죽은 뱀 (a dead snake)" 

있는 것은 그의 이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다락 이전의 아담적인 순진성과 션을 상징한다면， 클래거트는 

와 악을 상징하고 -또한 빌리가 “마음 (the heart)"이라는 이름 아래 

성 을 가지 고 있다면， 클래 거 트는 “머 리 (the head)"라는 이 름 아래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4) 

따라서 〈빌리 벼드〉에 나타난 중요한 갈등은 바로 벨리와 클래거트 사이의 갈등으로 그 

것은 이야기가 진전됨에 따라서 서서혀 고조되다가 마침내 빌리가 자기플 모함하는 클래거 

트를 치명적안 일격으로 죽이게 됨 S로써 콜라이맥스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벨리포턴우트 

전 함의 선 장 에 드워 드 페 어 팩 스 바 야 (Edward F‘airfax Veve)는 〈개 척 자들〉의 템 플 판사와 

마찬가지로 깊은 고뇌에 빠지는데， 그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원시 사회와 문명 사회라는 이릅」프로 서로 대렵되는 두 가치 

비어 션장은 인격적인 

라고 말하고 있다. 

과 같다고 묘사되어 하겠다. 벌리가 

이후의 아담적언 부패 

트
「
 특
，
 

τ
τ
 드
」
 

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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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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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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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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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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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H
 

포
 
포
 

표현이라고 

다락 

자연과 법률， 

선택 해 야 하는 기 로(뼈路)에 놓여 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흘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언물이다. 그는 부하에 대하여 

염격하면서도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확고한 원척을 고수하는 엄한 규율가이면서도 권위 

〈빌리 버드〉에는 본래의/ 이야가에서 벗어나는 몇가지 지엽적 

영국의 흐레아쇼 넬슨(Horatio Nelson)제독에 관한 부분은 바 

선장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벌리와 클래거트로 각각 대표되는 두 가치관은 81 어 

않는다. 

그중에서 

그 자체플 고집하지 

인 부분이 있는데， 

로 비어 

아렇게 그는 

육지에 

다. 바어는 빌려가 클래거트가 주장한 바처럼 선원 사이에 폭동을 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클래거트에 대한 빌려의 행동은 전허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일시 

충동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더우기 비어 션장은， 밸리는 평소 말을 더듬는 습관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구두(口頭)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 그런 식으 

상황에 놓여었 

충돌하며‘ 션창에게서 

하는긴박한 수슴해야 전에 사태를 도착하기 호가 벨리포우턴트 

적언 

밸리에 i대하여 깊은 통 로 밖에는 행동할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해문에 

모인 재판관들에게 정을 느끼는 그는 즉결 군법회의에 

“ In natural justice is nothing but the prisoner’s overt act to be considered? How can we 

adjudge to summary and shameful death a fellow-creature innocent before God, and whom 

An Inside Narrative, ~ 
63) 앞책 , pp. 41~42. 
64) 이 문제 에 관해 서 는 William Braswell, “Melville’s Bìlly Bμdd as 

Ameri’can Literatμre， 29 (1957) , 133~46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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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eel to be so?-Does that state it aright? You sign and assent. Wel1, I too feel that, the 

full force of that. It is Nature. "65) 

國美22 

빌리의 살인 행위는 그 통기를 고려할 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션장은 빌리의 행위를 “자연의 정의”에 따라 묵인할 수만은 

신 앞에는 비록 죄기- 없을지 모르지만， 연간의 법률 앞에는 죄가 있기 

영국은 불란서와 교전 중에 있었으며， 최근 노어 (Nore)를 비롯한 

폭동은 영국 해군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컸던 것이다. 따라서 

있다. 

없다. 빌리는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비어 

때문이다. 그 당시 

곳곳에서 얼어난 일련의 

엄연한 하극상의 행위일 뿐 

만 아니 라 “흉악한 폭통 행 위 로 자행 젠 1갱 백 힌- 살인 행 위 (plain homicide committed in a 

flagrant act of mutiny) "66) 연 발리의 행위는 군볍에 따라 준엮하게 1:"1-스려야 한다고 벼어 

그는 재판관들에채 

ι‘Do these buttons that we wear attest that our allegiance is to Nature? No, to the King 

Though the ocean, which is inviolate Nature primevel, though this be the 하ement where we 

move and have our being as sailors, yet as the King’s officers lies our duty in a sphere 

correspondingly natural? ... 찌Te fight at command. If our judgements approve the war, that is 

but coincidence. So in other particulars. So now. For suppose condemnation to follow these 

present proceedings. Would it be so much we ourselve s that would condemn as it would be 

martial law operating through us? For that law and the rigour of it, we are not responsible. 

Our vowed responsibility is in this: That however pitilessly that law may operate in any 

case, we nevertheless adhere to it and administer it. "61) 

선장은 주장하고 있다. 

으
 
」

호
 「

“ But something in your aspect seems to urge that it is not solely the heart that moves in 

you, but aIso the conscience, the private conscience. But tell me whether or not, occupying 

the position we do, private conscience should not yield to that imperial one formulated in 

the code under which alone we officially proceed?"6Dl 

라고 말하면서 감정보다는 이성에， 

빌려의 행위를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 

그의 의도나 동기는 전혀 

비어 선장은 쿠우퍼의 템플 펀-사와 마찬가지로 개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질서가 우션한 

양짐에 따라서 

판단펴아야 하며， 

대영제국의 

의하여 

엽장안 것이다. 

보다는 

빌라의 행동은 그 결펴에 

중요하지 않다는 갓이 바어 선장의 

그리고 개인의 양심 

두려워하지 이상할 정도로 죽음을 다고 판단， 결국 빌리흘 극행에 처히도록 한다- 빌려는 

않고 그것을 태연히 받아 들이는데， 그는 사형당하기얘 -ι4 τ「션장에게 하나념의 앞서 “바어 

65) Billy Bμdd， p.106. 
66) 앞책 , p.108. 
67) 앞책 , p.l06. 
68) 앞책 , pp.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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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내 리 가 (God bless Captain Vere!)"를 기 원하며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밸리 

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 데에 었다. 맛흔(E. L. Grant Watson)을 비롯한 비 

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69) 멜빌은 마침내 악 (사회)의 존재를 받아들아벽 필연성이나 

사회 의 펀의 주의 에 굴복하는가 ? 아니 면 필 위 담 (Phil Withim)을 비 릇한 바 평 가들이 주장 

하듯이 70) <빌리 버드〉는 아이러나의 작품이기 해문에 빌려의 외부적 행동을 액맨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되며， 멜빌은 빌리를 통하여 악(사희)에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가? 만약 

이 작품을 후자의 경우로 이해한다면， 비어 선장을 축복하는 벨리의 유언은 아이러나의 극 

치플 이루고 있￡며， 그것은 죄가 없는 자기를 처형하는 바어 선장에 깨한 저주언 셈이다. 

그리고 벌리는 악에 정면 o 로 대항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악에 순순히 굴복하는 수옹성 

의 결과를 보얘 줌￡로써 악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밸리 벼드〉에서 이란 개안과 샤회와의 갈등은 〈개척자들〉이나 〈주흥 글씨〉외- 라잔까지 

로 서로 대조되는 두 지역을 배경ξ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쿠우퍼나 호￡쏟의 작룹어}샤는 

원시림의 자연과 운영화된 개척자 마을의 배경으로 나타냐는데， 작품에삭는 λ↓셔 。'-'-

(“Rights-of-Manη 과 전 함 [“BelliPotent") .E..로 나타나고 있다. 빌라는 거의 대부분의 생얘 

를 바다에서 일해 온 선원 。 수병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혜 , 이 두 매 는 

할 수 있다。 벌리가 영국 해군에 징용되기 전에 를 상징하고 있다고 

릎부터가 상징적이다. 

유명한 응답안 

안간이 

일하던 

투쟁하는 우주 

상션은 그 아 

Burke)에 

이 상션은 인간의 

불란서 대혁명을 벼판한 에드먼드 버어크(Edmund 

토머 스 페 인 (Thomas Paine)의 저 서 를 따라 명 명 된 

다{현 

권리 

가 존중되는 곳， 다시 말해서 개인의 참다운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은 다고난 본능에 따략 

자연스-렵게 행동활 수 있는 곳이다。 한편 빌려가 처형되는 전함은 이름 그대로 전쟁이 막 

강한 힘올 발휘하고 있는 곳， 즉 개안의 자유와 펀리는 전쟁이라는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무참허 희생되는 곳언 것이다。 멜빌은 〈밸리 버드〉를 집필하던 당시 “벨리포우-턴트”라는 이 

름 대신에 “인도미터블(Indomita뼈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이릉 역시 개 

언을 희생시키는 사회의 균헬 줄 모르는 막강한 위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미국 소설에 었어서 개인과 시-화의 갈등은 쿠우퍼 o 호오쏟 · 

벨벨의 대표 작품에서 처음S로 구현되고 있는데， 내다 땀포우 9 헤스터 프린 。 빌려 벼드가 

보여 준 사회에 대한 개인의 도전 흑은 반향은 17세기 말부터 구라파 전역을 휩쓸기 시작 

한 이른바 “이성의 시대 (the Age of Reason)" 흑은 “계몽주의 (Enlightenment) "의 영 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신 。 인간 • 자연에 대한 종래의 태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이 

69) E.L. Grant Watson, “Melville’s Testament of Acceptance,’, New E’'nglαηd Quarterly, 6 
(1933) , 319~327. 

70) Phil 찌Tithim， “Billy Budd: Testament of Resistance," Modern Langααge Quarterly, 20 
(1959) , 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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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상은 19세기의 미국 작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호 

오쏟은 〈주홍 글씨〉에서 그 주인공 헤스터의 개인주의적 태도는 그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t was an age in which the human intellect, newly emancipated, had taken a more active 

and a wider rage than for many centuries before. Man of the sword had overthrown nobles 

and kings. Man bolder than these had overthrown and rearranged-not actually, but with the 

sphere of theory, which was their most real abode-the whole system of ancient prejudice, 
wherewith was linked much of ancient principle. (Hester) assumed a freedom of speculation, 
then common enough o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but which our forefathers, had they 

known of it, would have held to be a deadlier crime than that stigmatized by the scarlet 
letter. 7!) 

마찬가지로 멜빌도 〈벨리 버드〉의 사건이 전개되는 시대적 배경을 정치적 ·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사상이 홍수처럼 밀어 닥치던 “흔란의 시대 (the troubled period)"에 두고 

있다. <주홍 글씨〉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17세기 중엽의 초기 기1 척시대에는 아직도 

계몽주의의 물결이 신대륙에 완전히 파급되지 않았지만， <빌려 버드〉의 시대적 배경이 되 

고 있는 18세기 말엽은 미국의 동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계봉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불고 

있었던 것이다. 

The year 1797, the year of this narrative, belongs to a period which, as every thinker now 

feeIs, involved a crisis for Christendom not exceeded in its undetermined momentousness at 

the time by any other era whereof there is record. The opening proposition made by the 

Spirit of that Age inγ01γed the rectification of the 01d World’ s hereditary wrongs. 72
) 

그리고 〈빌려 버드〉와 거의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쿠우파의 〈개척자들〉에서도 내티 범 

포우는 어느 의미에서는 계몽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쿠우펴 • 호오쏟 · 멜빌에 의하여 처음으로 다루어진 개안과 사회의 갈등은 앞S로의 미국 

소설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어쩍면 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만큼 미국 소설에서 강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도드물것이다. 생리 (Sally)부인의 양자가 

되어 문명화되기를 거부하고 서부 미개척지로 떠날 결심을 하는 헥클베리 핀 (Huckleberry 

Finn) , 전쟁과 “단독 강화(separate peace)"를 맺고 개인의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 

고 있는 프레더럭 헨리 (Frederic Henry) , 그리고 사회가 부여하는 인습이나 전통에 의하여 

분류된 추상적 사물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한 얀간으로 취금받기를 요구하는 조우 크리스 

머스(Joe Christmas)와 루커스 뷰우챔프(Lucas Beauchamp)는 바로 내티 · 헤스터 @ 빌리 

의 문학적 후예들언 것이다. 

71) The Sarlet Letter, p. 119. 
72) Billy Bμdd， p.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