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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어 울프 (Virginia ￦ooH， 1882rv 1941)는 소절의 내면 지향성 운동 

의 기수로서 활약한 작가이다. 울프보다 15년 가량 후에 태어난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 

오크너 (William Faulkner, 1897'"'-'1962)도 그녀에 뒤지지 않는 소설의 내면 지향성 운동의 

기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소설가는 소위 20세기 의식의 흐름 소설의 창시자격이고， 대 

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소설가의 대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설 「등대로J (To the Lighthouse, 1927)와 「음향과 분노J (The Sound and the Fury , 1929) 

를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울프는 1915년 「출항J (The Voyage 0μt) 을 내 어 놓음3로써 헥 명 적 인 소설 가로서 의 첫 발 

을 내디댔다， 이 소셜은 그 다음에 내어 놓은 소설 「밥과 낮J(孤뺑t aπd Day, 1919) 과 함 

께 그녀의 후기 작품들보다는 훨씬 더 전통적연 수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여진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이 두 소설에서도 후기 작품에서 더욱 발전될 요소들의 씨앗은 찾아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제이좁의 방J(.l.αcob’ s Room , 1922) 에 이르러 작가의 개성이 확 

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간주된다。 이 작품 이후에 울프는 「탤러웨이 부인J(뼈rs. DaUθway， 

1925) , 그리고 「등대로」와 같은 결작들을 내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파도J(The 뼈aves， 

1931)와 「幕間J (Between the Acts, 1941) 과 같은， 의식의 흐름 소셜의 금자탑을 이루는 작 

품들을 남겼다. 

1926년 2월 23일자 「일기 J(A ￦riter’ s Diary) 에 울드는 「등대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제이콩의 방」의 전투 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온통 고뇌투성이었던 「댈러왜이 부 

인」 이후， 드디어 나는 그 어느때 보다도 빨리， 그리고 자유롭게 써나가고 있다. 이 사실은 나 자신 

을 위해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think it is worth saying for my own interest that at 1a5t, at last, after that battle Jacob ’5 

Room, that agony-all agony but the end-Mrs. Dalloway, 1 am now writin~ as fast and freely 

as 1 have written in the whole of my Iife; 

또한 11월 23일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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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생각우로는 「등대로」가 나의 소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작품인 것 같다. 이 작품은 「제 

이좁의 방」보다 그 내용이 더 충실하고， I댈러웨이 부인」보다 댈 돌발적이고， 더 정교한것 같다. 

My present opinion is that it is easily the best of my books:. fuller than Jacob ’ s Room and less 

spasmodic than Mrs. Dalloway and subtler, 1 think. 

위의 인용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울표가 

완전히 궤도에 오른 다음에 내어 놓은 秀作이다. 다시 「일기」에서 

서， 득히 등장인물들에 관해서 약간의 시 사를 얻을 수 있다. 

의식의 흐름 작가로서 

우리는 소설에 관해 

이 소설은 비교적 짧은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소설에 아버지의 성격을 완벽하게 그려넣을 것이 

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과 쓴트 아이브즈 (St. Ives) 와 나의 유년시절을 그려넣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늘 작품에 닫고자 하는 것을， 즉 삶， 죽음등을 그려넣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중심을 이루 

는 것은 배를 타고 앉아서 죽어가는 고등어을 짓이기며 ‘우리는 요두 외롭게 죽어간다’라고 옮조라 

고 있는 아버지의 E..습이 다， 

τhis is going to be fairly short; to have father ’s character done complete in it; and mother’s; 

and St. Ives; and childhood; and all the usual things I try to put in-life, death, etc. But the center 

is father's character, sitting in a boat, reciting We perished, each alone, while he crushes a dying 

mackerel. 

이 소설의 테마는 여러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한다띤 램지부인의 현 

실관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램지부인의 현실과 인생에 대한 확신은 대단하다@ 「

녀는 자신도 상처받기 쉬운 예만한 신경외 소유자이면서도 누구든지， 우엇이든지 깊이 사 

랑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려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욕구로 꽉 차있 

는 여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보이는 섬세한 행동성은 거의 측은하게 보일 정 

도이 다. 살아가는데 펄요한 활기 플 사람들의 내 면에 불어넣어 주려고 그녁는 항상 열심이 

막내 아들 제 임즈(James)에게는 

저 團話的인 등대에 데리고 갈 것을 약속하고， 손님으로 와있는 민타(Minta)와 포올 (Paul) 

을 결혼시키고， 날인 포루 (Prue)에게는 만타와 도올의 결흔보다 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후 격려하고， 역시 손넘으로 와있는 뱅크스 (Bankes)씨와 릴리 (Lily) 의 

결흔을 바라고， 아들인 앤드루 (Andrew) 는· 장차 흘륭한 수학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J-
1.-0 

열섬인 나머지 때로는 현실을 幻影化시키기 까지 한다。 그?.， 

는다. I저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게되면 자랑스럽겠다」고 램지씨가 말 

하면 부인윤 「그런것 안받아도 자랑스럽다」고 대구한다e 이유와 이폰을 초월한 그녀의 애정 

의 논리는 거의 유우머를 불러일오키는 지경에 이료고， 패소스를 담는 경지에까지 간다. 

여긴 

그는매 

진실의 논리밖에는 믿지 않는 철학자 램지싸는 이러한 아내의 태도를 뭇마땅하게 

그녀의 이러한 태도가 질질적으로는 거짓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다。 

사질주의 사에 청확하고 사실만을 고집한다. 이 과학정신의 權化와도 같은 남편의 자세가 

자 (realist) 의 자세라면， 램지부얀과 같이 현질에다 자신의 인격적 욕구를 과도하게 투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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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는 자세는 낭만주의자(roman ticist) 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램지부인의 매력음 확실히 그녀가 좋은 의미의 로맨티시스트라는 점이다. 그녀가 현실에 

엄하는 자세나 또 그 자세에서 우러나오는 가치관에는 물론 지나치게 단순하고 소박하며 

古風的인 면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母뾰的이고 보수적이다， 그리고 그 

녀의 주위에는 항상 통일성과 완전성이 깃들어 있다。 그녀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인생에 대 

하여 의구섬을 품지 않는다. 남펀의 사실주의가 끊엄없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만， 인쟁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려는 충동은 항상 그녀의 절대적인 포용력얘 휩싸이고 만다。 그리하 

여 그녀는 역시 삶에 대하여 의흑을 품어서는 안되었다고 확신하게 되고， 자신의 언생관의 

승리를 만끽하게 된다。 그녀는 정확성보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살 

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사물에 부여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을 만드는 것이가도 하고? 현실을 환영 

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미신을 만드는 얼이기도 하다。 그려나 인간은 결국 어떤 머신없 

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자세는 좋응 의미에서 로맨틱한 것이략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더 깊이 삶의 본질에 뿐리를 박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램지부인도 그녀의 1냥편도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견해외 차이는 애정의 논리와 진질의 논리의 차이일 뿐아 

다。 램지씨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임부로써 현실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램지부 

인은 우선 현실을 환영화시켜서， 거기에 모험적으로 부딪치는 의욕이라 할까 에네르기 같 

은 것을 우리의 내면에서 불러 일으킴에 의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 

다. 그리하여 램지부안에게는 거짓， 환영， 미신이 거의 인생의 펄요악으로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듯 대조적인 두개의 방볍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건가， 혹은 어느 

쪽이 구식이고 어느 쪽이 신식인가 하는 것을 따질 수는 없다@ 사실상 램지써는 부언을 비 

판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에게서 애정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도 똑같은 이유와 똑 

같은 사정을 지니고 렬리도 댄즐려 (Tansley) [손넘중의 한 사람〕도 뱅크스도 그녀에게 일종 

의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e 이렇듯 비판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이 패러독스가 그 

녀를 업체적인 인불로 만든다。 램지부인은 이를테면 世界大戰을 경계로 해서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移行하는 인식방법의 과도기에 낡은 세대의 모렬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최후왜 

인물인 것이다， 현실의 완전한 질서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신념은 때때로 그녀의 성격에 

사람을 압도하는 적극성 내지 진젤성을 부여하는 것같이 보인다， 램지부인은 틀림없이 과 

도기의 비판과 존경을 함께 받아가면서 낡은 세대의 모럴을 완벽하게 행사하려고 한 인물 

이다. 

따라서 그녀의 현실관은 궁극적으로는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r그령균요@ 당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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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이 맞아요.J라고 그녀는 소설 제 1 부의 끝에서 남편이 주장하는 사실을 받아드린다. 1내 

일은 비가 옵니다. J 사실상 다음날에는 비 정도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쳤다. 민타와 포올 

의 결홍은 비극.E.，s;. 끝났고， 뱅크스요]- 렬리는 끝까지 독신의 상때에 있고， 표루는 애기플 

낳다 죽고， 앤드루는 전사하고， 랩지부인 자신도 ↑죽는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관의 환영은 그렇게 쉰사리 허물어지지 않는다. 제 3 부는 그 환영이 

인물들의 의식에 낚겨놓은 마력에 근거해서 전개된다. 그러나 램지부인은 여기서도 또 한 

번 패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녀는 현실에서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행복한 

옛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고 靜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패 

배는 민타와 포올의 결혼이 비극￡로 끝난 것이라든가， 아직 독신인 자신을 생각하며 렬리 

가 명상에 잠겨서 잠깐동안 부인의 존재를 시대에 뒤떨어진 먼지투성이의 존재로 느끼는 

부분과 램지씨와 애들의 등대행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단히 상징적으로 그려진다. 

등대는 분명히 램지부인의 로맨틱한 환영에 기초를 둔 고풍의 현실관을 나타내는 것부로 

서있다. 스카이 (Skye)섬에서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는 푸른 灣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의 의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제 l 부에서는 등대가 동일원리의 하나로 되어있다.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거친 바위위에 서있는， 희고 검응 것이 섞여 햇빛에 반짝이고 몇개 

의 창문이 달린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었던가 하고 제입즈는 생각한다. 여러 

해 동안 만의 맞은펀에서 동경의 염을 품고 바라보던 등대가 정녕 이런 것이었던가 하고 

그는 실망한다. 그려나 그때 제엄즈에게 있어서 환멸은 이미 체질화 되어 있었다. 램지부인 

의 현실관은 어린애둡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완전히 그 영향력을 잃고 있었다. 그리하여 

배의 일행은 아무 감동도 없이 거의 사무적ξ로 등대에 내린다. 

그러나 역시 그것음 환멸의 경험 그 자체로써 대단히 중요하다. 그 경험을 함으로써 그 

들은 램지부인에게 힘입어 지니게 되었던 현실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릴리도 그렇 

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현실관을 갖게 된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비천에 자신의 통일 

정을 부여할 수 있게된다. 이리해서 소멸되었어야 할 램지부인은 독자의 의식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소설의 중심 셈볼언 등대의 의미는 특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쓸 바라디-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씹볼로서의 힘이 培彈된다. 등대와 램지부언과의 관 

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램지부인이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러리써 (Clarissa) 가 본 바의 

것， 즉 유한한 시간이 영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클 

러리써도 이 비전을 맛보았다. 그러나 램지부인의 비전은 콜러리써의 비천보다 그 성격이 

훨씬 더 복장하다. 비록 그녀는 방에 앉아서 자기가 바라다 보는 등대 그 자체가 되는 신 

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의 의미가 역설적이라는 것 

도 인정한다. 즉 그녀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그녀를 닮았으면서도 또한 그렇게 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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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를 닮았다」고 생 각한다. 

등대는 시간의 바다 가운데에 견고하게， 그리고 불변의 자세록 서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는 바다플 떠나서는 어떤 현실캄도 지니지 옷하는 것이기도 하다. 등대에서 나오는 빚줄기 

는 시간의 진행과 흡사한 리픔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그것을「용서없고잔흑한 것」 

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한펀으로는 그것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그녀는 등대를 바라 

보며 다음과 같이 외친다. í이 평화? 이 안식， 이 영원성. J 촌 그래험이 지적한 대로 1) 등 

대 자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변화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으므로 등대는 유한한 시간 

과 영원성의 복합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 사실이 퉁대를 램지부인의 비견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 이 되게 해준다. 램지부인이 작품 도중에서 죽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죽음이야말로 시간이 그녀의 비전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기 때 

문이다. 시간이 그녀를 휩쓸어가 버리지만 그녀의 비천의 상징인 등대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녀가 죽을때쯤 해서는 등대가 그녀의 의미로 변하게 된다。 

이 작품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료 이야기해서 울프의 소설에 드러나는 현실감은 단순한 것 

이떤서도 순간순간부로 변화하고 일정치 않다는 것이 그 특정이다. 램지부인은 보는 사람 

에 따라서 다르며 1 항상 같은 부인이 아니다. 때로는 보는 사람이 같아도 다르다. 즉 릴 

리는 램지부인을 존경할 때에는 그녀를 거의 우상화된 신비한 인간A로 본다. 그러나 부인 

은 왜 뱅크스씨를 가없게 여기는 것처럼 말을 거는 것일까 하고 생각할 때， 부인은 그 태 

도를 비난해도 좋은 평범한 인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볼 때마다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녀만이 아니다. 인물도 사물도 사건도 거의 다 분명한 윤곽을 지니지 않고， 인상파의 點

擺畵와도 같이 항상 요순에 가득하고 일정치 않은 렛상(dessin) 의 斷片즈ζ로처1 시된다。 하나 

의 물건은 무수한 변을 지니고 現象化한다는 관검에서 울프는 사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 

하여 「그녀를 보는 데에는 50組의 눈이 필요하다. J í아니 50쌍의 눈으로도 저 한 여성을 

충분히 볼 수 없을 정도이다. J라고 릴리는 생각한다. 

이 불안정하고 多層的안 현실관과 현실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탐구심은? 물론 의식의 흐 

름 소설에만 한정된 것윤 아니고 심리소설 전반의 펄연적인 특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울 

프는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현질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그 현설에 

어떻게 대처하지 않ξ면 안되는 것일까륜 중대한 문제로 삼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소 

설에서 視點을 이 인물에서 저 인물로 잇달아 옮겨가는 방볍을 홀륭하게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여하간 이 두서없는 현실속에서는 당연히 인물들이 모두 허둥대고 번만하고 고렵되어 있 

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 작품에 드러난 것은， 심리소설 특유의 수법 탓이기도 하지만， 인 

1) John Graham, “Time in the Novels of Virginia Woo!f,"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Vol. 
18 (1948 rw 49) , pp.18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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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마음속 깊음 곳의 비밀스럽고 절실하고 고독한 생각의 心像들 뿐이다. 램지써는 자 

신의 저서가 언제까지 읽힐 것인가를 염려하는 허영심과， 진실민-을 지키고 타인의 감정 따 

위는 쉽사리 무시하는 이기주의 가운데서 구원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고독의 포로이다. 가 

난하게 자란 탠즐리는 그 콤플렉스때문에 끊임없이 열광적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펼 정도로 고독하다. 뱅크스씨는 항상 냉정하고， 누구나 또 무엇이나 냉청하게 이해함으로 

써 삶 자체까지 객관시하는 늙은 홀이비이고， 멸리 브리스코우도 자신올 억제하는 일에 걸 

블여져 있아서， 램지부인이 있는 풍경에 애정을 느끼면서도 누구도 그 무엇도 쓸쓸히， 그 

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계속 독신으로 있다. 폐쇄적인 차아마이클 (Carmichael， 손념중의 

한 사람)싸는 물론이고， 부친플 미워하면서 옹시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캠 (Cam) , 제 임 

즈， 낸 시 (Nancy) 도 고독하다c 

어디까지냐 인생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건전하고 강고한 현실관을 지넌 램지부언이 이 

와같이 고독한 존재들을 모두 품어 주려 했던 것이다. 누구든지 사광하고 축복하고 짚어하 

는 그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을 희생시키고， 타인들 가운데 녹아플고， 그들을 충만하게 

해주고 그들의 중심이 된다. 만찬의 테이블에서 남불래 몸을 흔들어서 우선 자신에게 활기 

를 불어넣고， 모두가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을 홀륭하게 통일시키면서， 그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장소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통일하고， 누구는 결흔해야 한다고 말하고， 

창은 열고 문은 닫는 것이라고 주의시킨다. 설령 내일은 날씨가 나빠서 등대에 옷가더라도 

또 다음날이 있다고 애들을 달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패턴을 부여하고， 인생은 결 

국살만한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기시키기도 한다. 그녀는 확실히 

‘주는’ 일을 주로 하며 잘았다. 그녀는 자기가 모든 사람의 욕구불만을 빨아들이는 스폰지 

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녀 자신도 고독한 생존의식과 투쟁하면서도 다인을 돌 

보아가며 잘고자 했다. 

태도에 대한 램지싸의 용서없는 비난(허위와 도피를 못견디는 램지씨 이와같은 그녀의 

펀에서 보면 당연한 것임)은 그녀의 생명을 단축시키면서， 사설의 정당성을 끌까지 증명 

그러 나 모두가 행 복하기 를 비-라는 램 지 부인의 포용력 이 나냥편의 잔혹한 자 해 나간다。 

기주장 조차도 용인하려 

원을 넘어선 곳에서 

드는 애정의 능력은 로맨티시즘이라든가 고풍이라고 불리우는 차 

전통 그 자체， 문화 그 자체가 되며，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햄 

지부언은 확실히 50쌍의 눈으로 바라다 보아도 지l 대로 알 수 없는 복잡한 엠체 감과 강렬한 

생명력음 지니고 다기-온다. 그녀는 가치룹 창출해내면서 살이→기-고 있다. 모든 것을 사랑하 

는 그녀의 거대한 능력은 자기희생의 모럴에 기반을 둔 것으로씨，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대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독자의 의식속에서 램지부 

인이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 것은， 끊엄없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현질윤 어디까지나 통일해 

서 保持하려고 히고， 잔망이 란지않은 싸웅에서 그녀가 Bl 극의 여주인공처럼 끝까지 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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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 소셜은 아마도 제 일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차 대전의 獲*를 내도하고 있던 동란기 

에 작가생활을 한 울표 자신이 고통스럽게 분열된 현실의식에서 출발해서 램지부언이 상칭 

하는 과거의 안정된 현실체계에의 신념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 

제로 울프는 제 2 부(τime Passes) 에 아름다운 산문시로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과 같은 황 

폐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비상하게 현질적인 면도 있3면서， 또 다른 한펀으 

로는， 그 아름다운 산문시의 문체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듯이， 현설에 대한 절망과 현설도 

피의 성향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녀는 이 작품을 쓰고 있었 

을때， 적어도 현실과의 원만한 결합은 가능케 했던 것 같은 과거의 모럴에 울며 매달리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을 것이다@ 그 표럴이 바로 그녀의 모친。]며， 작품의 램지부인이었다‘ 

아버지의 성격을 요파혀려 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어머니의 성격을 주로 묘파하게 

된 것도 우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사실 (fact)의 묘렬에 대한 생명 (life) 의 .5'..럴의 

대결인 것이다， 이리해서 램지부인운 우라의 의식가운데서도 간단히 소멸될 수 없는 것 

이다。 

포오크너는 미국 미시시피州의 뉴 얼버니 (New Albany) 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1902년에 

그의 가족이 미시시피대학이 있는 악스포드 (Oxford)로 이사올 해서， 그는 거기서 자라게 

되 었 다e 이 른바 포오크너 의 야크너 퍼 터 퍼 카운티 (Yoknapatawpha County) 는 이 미 시 시 피 

지역에 있는 것￡혹 되어있는 가공의 지역이다. 야크너퍼터퍼群은 그가 자란 라파이에트 

(Lafayette) 那， 그리고 이 那의 군청 소재지로 등장하는 채퍼슨(Jefferson)은 악스포드를 모 

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신화적인 지역인 동시에 실제로 존채하는 지역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지난 포요크더는 자연히 그의 작품에서 그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밤부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언 전통을 깊이있고 다양하게 탐구하게 된다。 작중언불의 생애나 의 

식구조안에 그는 남부역사의 여러 갈래의 갈등을 반영시키고 있다。 즉 그가 다루는 주제 

플은 자연과 밀접하게 정촉하며 잘띤서 그 자연을 파괴하고 공업화시킬 수 밖에 없는 운영 

에 처해있는 개척자들이 느끼는 갈등5 남북전쟁 이전의 귀족계급의 영화와 그 이후의 몰락 

에서 벚어지는 또 한갈래의 갈등， 그리고 경박한 현대의 상업계급의 진흥이 빚어내는 고놔 

등이다。 그는 많은 작품에서 그외 기-공의 지역인 야크너퍼터퍼那에 살고 있는 사아토리스 

(Sartoris)家와 광슨(Compson)家 등 몇몇 가족의 운명을 추구해 나갔다。 

「사아토리스J (Sartoris, 1929)는 제퍼슨의 사회적인 역사를 다룬 그의 얼련의 소설가운데 

서 첫먼째로 출간된 것이다@ 야 작품에서 그는 구시대의 남부(Old Sout삐를 대표하는 량슨 

家 및 사아토리스家의 를락상과， 그듣을 대치하게 되는 경박한 신세대의 스노우프스(Snopes) 

家 사이에서 벚어지는 뒷업맛 씁쓸현 희극을 그리고 있다。 즉 남북전쟁때의 봉건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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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으로 부터 처l 일차 세계대전 이후의 환별에 이르기까지의 귀족사회의 몰락상이 三代

에 걸쳐서 추적되고 있다. r사아토리스」는 많은 후기 작품의 source book 구실을 하게 되 

며 , 이 작품_ 0 록 그는 작가 경습기 에 종지 부블 끽 는다. 

그의 네번째 소설 「음향과 분노」를 가지고 그는 중견작가의 대열에 끼게된다. 이 작품에 

서는 귀족계급의 몰락상을 한 천치의 눈을 밀어 묘사하고 있다. 기법변에서 볼때 이 소설 

은 소위 ‘현대 소설’ 임에 틀림 없다， 그는 이 작품에서 제 임즈(Henry James)‘, 콘래드(Joseph 

Conrad) , 크레 인 (Stephen Crane) , 포오드 매 독스 포요드(Ford Madox Ford) , 울프， 그리 

고 죠이스(James Joyce) 등이 구사하는 것과 같은 인상주의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인상주의 전통이 내세우는 주장은 「소셜은 인생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독자의 뇌 

리에 인생의 인상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가는 절대로 이야기에 개엽해서 

는 안되고， 이야기로 하여금 제 스스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다른 현대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포오크너도 이야기를 정상적인 시간의 진행에 

따라 객관적오로 써나가지 않고， 과거와 현재， 외양과 실재가 주요 인물들의 의식속에서 

둬섞이는 과정을 그대로 추적한다. 다시 말해서 작중인물의 의식이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옮아가는 연상과정을 그대로 포착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상은 그 인물의 가 

장 감정적이며 도덕적인 관심사들을 에워싸고 전개되기 마련이다‘ 

포오크너 의 대 표작이 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음향과 분노」는 울프의 「등대 로」와 마찬가지 

로 포오크너라는 작가 개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일뿐만 아니라 금세기의 가장 흘륭한 작 

품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난해하기는 하지만 읽고 난 후 오랜동 

안 독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무서운 힘을 지난 작품이다. 작가는 1955년 일본에서 가졌 

던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판단에 의할것 같으면 그동안 내가 써온 이야기플 가운데에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리하여 나는 쓸만한 것이 되기블 바라면서 30년 걸려서 작품 하나를 더 썼다. 이리하여 어머니가 자 

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같은 각별한 애정을， 내게 가장 큰 고뇌를 안겨 주었던 작품 

에 대해서 나는 느낀다. 내게 가장 큰 고뇌를 안겨주었고， 또한 내가 가장 홍륭한 질패작이라고 생 

각하는 작품은 「유향과 분노」이다.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큰 애정을 느낀다. 

In my own estimation, none of Cmy storiesJ are good enough , that’s why 1 have spent thirty 

years writing another one, hoping that one would be good enough. And so my personal feeling 

would be a tenderness for the one which caused me the most anguish, just as the mother might 

feel for the child, and the one that caused me the most anguish and is to me the finest failure is 

The Sound aηd the Fury. That’s the one that 1 feel most tender toward.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오크너는 미국의 남부 출신작가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미국 

2) William Faulkner, Remarks iη Japaη， 1955 CFaulkner at Nagano, ed. Robert A Je l1iffe , Tokyo 
Kenkyusha Ltd. , 1956, pp.l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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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후 지니고 있었다. 그런 

타고 反傳統主義的인 세 력 이 도처 

감수성의 

바람을 

。
-。

一
a
빽
 

샘
 뺀
 

적
 

는
 

랜
 해
 

나
다
 

고
 펴

 
경제적， 

전통주의적인 

남부의 사회적， 

데 현대에 와서 

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따라셔 그가 남부 傳來의 전통주의와 현대사회의 만전동 

주의 사이의 갈등을 에워싸고 구축된 이야기플 주로 쓰게 되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의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하여금 신화 

고 할 수 있다. 이 주제가 그의 작품을 한데 묶어주고， 

또한 이 주제가 때때로 작가가 성공적인 작품을 쓰게될 때에는， 그 작품으로 

가 지니는 섬오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음향과 분노」도 「등대로」와 마찬가지로 ‘시적인 소셜’ (poetic novel)이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엄연히 시가 아니고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정한 개인 

들이고，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다. 

사아토리스家의 사람 

그러나 다른 姓을 

구분지을 

이렇게 두종류의 인 

포오크너의 소설세계에는 대별해서 두 종류의 A物群이 등장한다. 

플로 대변되는 인물들과 스노우프스家의 사람들로 대변되는 인물들， 

물군이 등장한다e 물론 작품마다 이들 姓을 지니고 등장하지는 않는다. 

지니고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두 유형의 인물군의 특성을 지닌 인물들로 

사아토리스家 사람들의 세계와 스노 

그는 그의 성공적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포오크너의 작품의 정신적인 지도에는 

우포스家 사람플의 세계라는 두개의 상이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탐 

색하고 있다。 

사아토리스家의 사람들은 전통주의플 대변하는 사람들로써， 매사에 전통주의적으로 처신 

한다. 즉 그플은 항상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한다， 이들은 활기있는 도덕성， 다 

시 말해서 휴머니즙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인간의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의 존엄 

성이라든가 사랑， 이해， 감정의 소통과 같윤 미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들이다。 

작품들에서 여 두 세계를， 그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갈등을 극화하면서 상세히 

반면에 반전통주의적인 스노우프스家 사람들은 사아토리스家 사람들의 견지에서 보면 비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스노우프스家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도덕적 

인 의무따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비도덕적이라기보 

다 도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은 나쁜 의미에서의 자연주의 흑 

은 동물주의플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아토리스家 사람들과 스노우프스家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남부라는 

인도주의와 동물주의 사이의 

그 성격상 철학적으로만 중요 

미국의 

특정한 지역의， 특청한 시기의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본질적으로는 보펀적인 것으로써， 

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포오크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본질적으로 철학적인 갈등 

이 그의 몇몇 훔륭한 작품에서는 예술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그가 이 갈등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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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핵심적인 갈등을 효 

學

학적 ò 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고장인 미국 남부의 특정한 실생활에 엽각해서 

예술적오로 신빙성있게 극화시키기 때문이다. 포오크너가 자신의 내면 

감수성의 일부로 지니고 있는 전통의식을 保持할 수 있는 한， 

율적인 신화의 용어로 투사시킬 수 있다. 

곳에 그의 

國美58 

희란이나 로마에 잘고 

예술가이다‘ 따 

바와 같이 3) 포오크너는 고대의 

살고 있는 사아토리스系의 

그려나 어더우널이 지적하고 있는 

있던 작가가 아니다. 현대의 스노우프스 세계에 

라서 그는 현실적ξ로 끊임없이 반대세력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활커를 

잃고 전통의식을 형식화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그는 활기있는 전통주의자로서가 아니 

알례고리를 많이 쓰게된다， 

때문아다‘ 

알례고리 작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죽은 신화로 정의될 수 있기 

전통주의자로서 

그런 까닭에 

라 형식적인 

란 형식화한， 

내재해있는 

。-E 
E 
。갈

 
야기되는 

그의 작품은 시-실 

그는 자신안에 

전통주의적언 가치블과 그가 속해있는 현대세계의 제반 가치플사이에셔 

작품에 투사하려 했고， 이 갈등이 그의 상상력의 투사에 영향을 끼쳐서， 

많이 나타난다. 포오크너 의 신화성 은 주로 낭만적 인 작품에 

상 모두 비극의 조건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 

이지11 r음향과 분노」에서 사아토리스의 전통을 대변하는 언물 렌틴 깎슨(Quentin) 과 스노 

우프스 세계를 대변하는 인물 제이슨 캄슨(Jason) 을 동해서 이 작품에 묘출된 청신세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이 작품의 올바른 이해에 많은 빛을 먼져줄 것이라고 

‘완전한 

인묻어거 

포오크너가 

굴복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스노우프스 세계에 완천히 

생각한다. 

렌틴은 사아토리스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惡’ (complete evil) 이 라고 표현한 제 이슨처 럼 

나， 아니면 스노우프스 세계로부터 그들을 격려시키기 뷔한 나름대로의 매개체블 

즉 아버지 캄슨民는 그의 철학의 단펀들을， 외삼촌 머어려 (Maury)는 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s 

그의 백치성을 가 

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사아토리스 전통의 대변자인 랜틴의 봄이 「패배당한? 격조높은 이름들이 메 

아리치는 텅먼 방」인 것이다。 그의 세계에는 「좌절당하고， 능욕당한 유령들」이 득실거린다‘ 

비록 랜틴은 「아직 유령이 되기에는 너무 젊지만」 실제로는 그도 그 유령들중의 하나인 것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그리 고 벤 지 (Benjy)는 을， 어머니 컴슨부인은 그녀의 종교와 이커주의， 

그런데 이러한 렌틴의 전통주의가 지니-치게 형식화되어서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 렌틴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랜틴은 

심리적으흐 「사아토리스J (1929) 라는 소설의 베이아드 사아토리스(Bayard) 와 나로시서 벤보 

우 (Narcissa Benbow) 와 친 척 얀 

이다. 

C웹젤롭 ! J (Absalom , 

3) George Marion 0 ’Donnell, “ Faulkner’s Mythology," Faulkηer: A ε'ollection 0/ Critical Essays. 
ed. Robert Penn Warren, New Jersey: Princeton Hall, Inc. , p.28. 

위의 인용구들은 「뱀섣릎，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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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alom!)에서 인용한 것들인데， 이 작품에도 렌틴이 등장한다. r음향과 분노」에서의 렌틴 

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엠설롬， 엠설롬 ! J에 등장하는 렌틴의 고찰이 필수 

불가결하다. 

렌틴은 그의 누이동생 캔디스(Candace) 가 미시시펴의 제퍼슨 마율 냥자애들에게 로
 

부
 

l 함
 

폼을 내돌려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g 그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가 그녀와 근친 

상간을 법했다고 거짓말을 함」라로써 그녀의 처지플 바꾸어、놓오려한다。 이것은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다@ 어우더널이 지적한 대로 4J 렌틴은 캐디가 스노우표스 세계의 도덕 

부재성에 굴복한 사실을 사아토리스 도덕성의 범주안에 있는 근친상간이라는 罪目￡로 

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구사하는 방법음 거짓되고 활기없는 

다붙히 낭만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패하게 된다@ 

렌틴은 소설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 

전통주의이며 

그러면 요1란한 그녀을 요란한 세계로 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저는 그녀와 근친싱간을 범했읍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을 떼어놓아야만 할테니까요. 

1t was to isolate her out of the loud world 80 that it would have to flee us of necessity. 

정확하게 말해서 그랬던 것이다。 요란한 세계란 물론 스노우프스 세계이다. 칸슨家는 완전 

히 이 스노우프스 세계에 감염되어 있고， 이 세계의 지배블 받고 있다‘ 진실로 렌틴은 이 

주려고 애쓰고 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조건을 형성해 

변형시키려고 

가족을 위해서 숭고한 바극의 

타락을 의미심장한 悲運오후 

러한 상태에 있는 그의 

그는 무의미한 도덕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마침내는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의 시계를 부 

자살하고 만다. 그러 나 그는 자기 가 하고 

도덕적인 원리가 활력을 지니고 

빠지게 된다. 그는 시간의 

세계을 도피하기 위하여 

펴
 

나
 

다
 
러
 

이
 

그
 

즉
 
것
 

조성하 

일종의 도피주의에 

수고， 드디어는 의식의 

있는 투쟁의 참된 의미는 의식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소설에 극적인 긴장감을 

고 비극의 칫수를 부여한다. 

비단 이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표요크녀의 작품에서 사아토리스家 사람들은 모두 바극적 

인 주인공들로서， 일반적￡로 비극적인 주옆공들의 운명이 다 그렇듯이 그들은 운영쩍 ö 

로 불운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사아효혀스家 사람들의 불운은 적어도 숭고한 불운이 

어야만 하는 것이다e 그리하여 「캡설돔， 앵설롬 ! J에서는， 비록 작가가 어렵게 성취하는 

들이닥치는 사아토리스세계 

의 숭고한 불운이 성공적S로 구현된다。 

「앵셜롬， 앵섣롬 ! J은 사실상 남부전통 전체의 요약이 라고 볼 수 있다e 

것이기는 하지만 타머스 설펜(멈l0mas Sutpen)과 그의 가정에 

그 전통의 생성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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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갱， 그 전통이 지니고 있는 운명적인 결함들， 그 전동의 敵들， 그 전동의 쇠퇴와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모든 것이 그려져있다. 

작품에 구현된 행위는 영웅적인 칫수로 묘사되고있고， 등장인물을도 그들의 실질적인 크 

기보다 더 크게 그려져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정한 비율로 늘려져 있어서 그들의 실 

제정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셜은 악운이 깃든 칩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린다는 

팽罪構式의 행사로 끝맺어진다e 

포요크너는 이 소설에서 처음오로 전동주의적인 사아토리스 계열의 사람과 반전통주의적 

인 스노우프스 계열의 현대언 사이의 차이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스노우프스 계열의 현 

대인은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그의 인격에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옷하고， 

일련의 동물적인 기능만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 한 사람이 작가를 대변해서 전통주의적인 사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와 같은 제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여 

건의 제물들이다. 즉 그들은 좀더 소박하고 뚜렷한 도펴성을 지니고 있고， 좀더 크고 좀더 영웅적 

인 여건의 제물들이다. 그들은 우리보다는 영웅적이고， 우리처럼 왜소하고 현질여건에 뒤얽히지 않 

고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며， 우리처럼 복합척이 아니며， 한번 살고 한번 죽을 줄을 안다. 그들 

은 우리처럼 잡동사니 가방에서 아무렇게나 손에 잡히는대로 끄칩어내서 두드려 맞춘 것같이， 산만 

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People too as we are, and victims too as we are, but victims of a different circumstance, simpler 

and therefore, integer for integer, larger, more heroic and the figures therefore more heroic too, 

not dwarfed and involved but distinct, uncomplex who had the gift of living once or dying once 

instead of being diffused and scattered creatures drawn blindly from a grab bag and assembled. 

렌틴은 바로 이들 ‘산만한 정신분열증 환자플’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 그는 

애써 정신분열증에 결리지 않으려고 말버둥쳤던 것이다s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의 가족의 

비운을 옐펜의 바운， 즉 사아토리스 세계의 치수블 지닌 비운으로 변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다 죽게 된다. 옐펜의 이야기를 렌틴이 점차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고， 또 

한 썰펜家의 마지막 붕괴를 렌틴이 지켜보게 되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다. 왜냐하면 옐펜 

의 전동은 완전한 것은 못되지만 렌틴의 전통처럼 완전히 형식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 

이다. 

가족의 전통괴 명예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후장혀서 렌던이， 그 가정의 家長이며 가족천 

동의 전달자이고 권위와 충고의 원천인 그의 아버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그러나 이 특정한 상황의 아이러니와 또 렌틴의 비극의 중요한 원인은， 그의 어머니 

가 가정에서 사랑의 원천 구섣음 하지 못하듯이 그의 아버지도 션조 그리고 인생 상담자로 

서의 역할을 전혀 옷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사실상 렌틴의 커다란 敵이 되어있다. 

양슨民의 차캅고 냉소적언 논리는， 끊임없이 렌틴이 그토록 정열적으로 붙들고 매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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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상주의적 개념의 바로 그 근간을 흔들어 놓고있다. 렌틴 섹손 전반에 걸쳐서 렌틴 

의 낭만적인 이상주의와 캄슨民의 냉소적인 사실주의 사이에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투가 「음향과 분노」에서는 끝나지 않고 「볍설롬， 볍설롬~ ! J에서 좀더 큰 규모로 다시 취급 

된다@ 사실상 렌틴 섹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렌틴과 아버지 사이의 논쟁이 순전히 첸 

틴의 상상속에서 이루어지는 허구이고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음향과 분노」에서는 이 전투가 결코 제대로 이푼어진 적이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감 

슨民 자신이 말한대로， 전투는 없고 단지 일련의 前뼈戰이 있을 뿐이고， 거기서 렌틴은 그 

의 위치가 점차적￡로 침식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한펀무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유사한 점이 많다. 둘이 다말하기를좋아하고， 

사물을 추상화하기를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삶과 맞서지 옷하고 삶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너무도 유사하다。 끌내 아버지는 술， 아들응 자살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두 사람 

은 삶의 현실을 회피한다. 

렌틴읍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그 행위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제 

스쳐로서의 의의를 의식한다. 그는 번연히 패배할 것을 얄면서도 누이의 명예를 위해서 싸 

울 수 있는 기회을 노린다. 그리고는 돌이켜보고， 상징적이고 嚴式的인 측면에서 그 행위 

를 수행했다는 점에만 신경을 쓰고 그 것에 가치를부여한다。 제럴드블랜드(Gerald Bland) 

와의 싸움은， 첸틴의 강박관념이 그를 현실에서 유리시킨 정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싸움 

의 全般을 통해서 렌틴에게 중요한 현실로 남아있는 것은 캐디의 처녀성을 빼앗윤 댈튼 애 

임 즈(Dalton Ames) 와의 싸움의 기 억 이 다. 

렌틴의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음 주로 시간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캐디의 부 

도덕한 행위가 효율성과 의의를 지니게 되는 차원을 인식하는 데서 비릇된다. 그는 자기에 

게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을 풍착해서 시간을 거기서 정지시켜 버리려고 한다. 즉 그 

는 캐디가 순진무구했던 어린시절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순간을 모색한다。 그가 

캐디와 근친상간을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잃어버린 순진성을 되찾으려는 시 

도이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렌틴의 이러한 개념은 인위적이고 경직된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병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캄슴民가 말한대로 「순수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이고， 

따 라서 자연 에 위 배 되 는 것 이 다J (Purity Îs a negative state and therefore contrary to 

nature). 렌틴이 지니고 있는 개념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은 캐디의 활력， 그리고 그녀의 따 

스한 인간미에 의하여 드러난다， 벤지 섹촌에서 우리는 캐디를 살아남은 가족을 떠받들고 

있는 인물로 인식한다. 우리는 그녀블 아이플 가운데서 가장 활기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 

고， 그들의 리더 (leader)로 인식하게 된다. 사실상 그녀는 벤지의 보호자이고 위안자이며， 

심지어는 그녀의 어머니로 하여금 잠시나마 마음의 평청을 얻게 해주는 존재이기까지 하 



學國美62 

연관이 

지어지는 것은 벤치에게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캐디가 가족의 억압￡로 부터의 돌파구를 타락한 현대에서는 문란한 성행 

위에서 찾게된다. 따라서 그녀는 사회적 붕괴의 원라이며 상징이 되기도 한다。 

것들과 냄새와 같은 삼라만상의 원초적인 초원? 나무의 다. 캐디가 끊임없이 불， 

유일 그리 하여 그는 가족가운데 서 제이슨은 스노우표스家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리하여 제이슨음 작가가 하게 스노우프스家 사람들과 대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상업중심적으로 되어벼란 새록운 현 멜콤 카울리 (Malcolm Cowley) 에게 말한 바와 같이 5) 

짙게 부각되 

남 

남부사회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섹손에는 현대의 색깔이 

옹졸한 상인의 인상이 예리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저l 이슨은， 미국의 

부라든가 북부라늠 지역과 상관없이 인간마가 결여된 인물， 상인들이 기본작우혹 공유하고 

대 

-r -"-, 

있는 특성들을 지닌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e 

3ξ오크너는 「셰이슨응 완전한 惡、을 대변하는 인붙이 

고， 내 생각으로는 가장 사악한 인물이다J (who to me represented complete evil。 묘e’ s the 

1955년 일본어}서 가졌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해서 

이 말에서 

요소블에 

말한다. 

작가가 가장 좋은 의마에서의 전통주의적인 도덕가로서 반전통주의적인 

대단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떤 것을 알 수 있다。 

most vicious character in my opinion I ever thought of) 라고 

카자 러 나부죄 
1"0 t n -1 '-' 그의 썩손은 작품의 네 섹손가운데서 저l 이슨은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족우 그가 피도 눈물도 없이 일구월심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다， 

., 
} 가족， 그는 지기의 후 부터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로 부터도 고립된다. 

무시 완전히 그리고 가족의 권리주장윤 물론이고 그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도 가족의 역사， 

왕이나 대통령이 없었던 것은 

지금 모두 잭슨에서 나비나 짜 

한다-

헬통， 州知事들 그리고 장군들이 다 우엿이 란 말인가， 우리 가둡에 

얼마나 다행한 알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이들이 있었￡면 우리는 

라 다니고 있을 것이다. 

Blood, 1 says, governors and generals. It’s a damn good thing we never had any ki l'lgs and 

presidents: we’d all be down there at Jackson chasing butterflies. 

도시 지향적이 

지역시회를 의식적으로 외면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로 부터의 고랩이 그를 양슨家의 

그는또한 제이슨은 천성적드로 물질 지상주의적이고 영리적이가 해둔에 

자기기- 속해있는 

물질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과
 

• ( ---고 반전통주의적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제이슨은 철두 남자들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인불이 되게한다. 

철미하게 세속적인 인물이어서， 새로운 사펴의 채반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고， 당대의 상업 

5) The Faulkner-Cowley File: Letters and Memories, 1944"'62. N. Y.: τhe Viking Press,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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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물결을 따라서 헤엄쳐 나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아 

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그도 행복하지도 않고， 하는 일에 성공하지도 뭇한다. 

지금까지 20세기 의식의 흐름 소설의 창시자격인 울표와 표요크너의 대표작 「등대로」와 

「음향과 분노」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같은 시대의， 같은 부륜의 작가들을 비교 연구한다 

고 하면 ξ례껏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고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개 작 

품의 고찰에서 두 작품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충분히 드러났다고 가정하고， 두 소설에 

서 각 가정의 어머니로 등장한， 지극히 대조적인 두 여인을 통해서 작가의 머1 시지를 정리 

해 보는 것을 맺음 부분오로 삼고자 한다. 

유태인들의 사회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다 한 

각 가정에 하나 다. 하나념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 세상의 가가호호를 찾아다닐 수 없어서 

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머니를 한 사람씩 보내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건재하는 가정에서는 문제아나 문제남떤이 생걸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그 집안의 구석쿠석은 

병을게 되어， 끝에 가서는 그 가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음향과 분노」는 지 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캄슨家의 몰략을 다룬 소설 이 다. 이 집 안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도 깜슨부인이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남펀은 결국 알콜 중독자가 되어 버리고， 예민한 맏아들 렌틴은 자살하게 되 

고，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둘째 아들 제이슨(깎슨부인이 자기를 닮았다고 제일 사랑하 

는 아들)음 인간성 말살의 표본같은 인간이 되고， 딸인 캐다는 사생아를 낳아 집을 나가게 

되며， 백치인 막내아들은 애정에 굶주려 계속 울부짖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등대로」에 등장하는 램지부인은 훔륭한 아내이며? 좋은 어머니이다， 

이 부인은 자신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희생적으로 어머녀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 

서 램지家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힘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성 

공적언 가정이다。 

남펀은 부인에게서 충분한 애정감과 자신감을 받아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대학자가 되 

고， 자녀들도 모두 홀륭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주목해야할 점이 하 

나 있다. 그것은 이렇듯 가갱이1 충실하고 냥달리 가사에 능한 램지부인이 이따금 어머니와 

아내의 엄무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으록 돌아가서 자기만의 삶의 잔을 채우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와는 대초적으로 극도로 이기적이며， 가사에는 완전히 무능하고， 헛된 자만심에 

묻혀 사는 칸슨부인은 이러한 순간을 전혀 갖지 않는다. 

이따금 일상성플 벗어나 자신안에 첨참하는 킷은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며， 이것을 

이기주의라고할수는 없다. 때째로 이러한 순간을 갖는 램지부인은 그녀의 가족은 말할 것 

도 없고， 이 가정의 손넘플과 이웃플에게 까지 삶의 의욕플 갖게 해준다. 램지부인은 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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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설예술의 혁명기수인 울프와 포오크너가 이 두 어머니를 통해서 독자에게 

는 바는 분명한것 같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자기 희생의 모렬의 자리에 

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는 구석구석이 병들어서 결국은 캄슨가와 같이 무너져 버 

말 것이라는 것이다。 자기희생의 모렬위에 서서， 타인에게 애정을 공급하고， 또 다른 

명상에 잠겨 자신의 인생의 잔을 채우는 생활을 하지 

로 태어난 우리는 정신적인 붕괴블 직면하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릇(technique)은 최신형 (의식의 흐름이봐는)의 것이지만， 

꿰뚫어 

호소하 

금전만 

않고， 마치 마술사와도 같이 그녀의 주위 사람들에게 까지 삶의 진수를 

들어서고， 

볼 수 있게 해준다. 

서 그치지 

리고 

한펀으로는 않는 한 인간이라는 동물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그 

담긴 내용은 인류가 존재 

해온 이래 계속 구가된， 구태의연한 것이라는 것은 흉미롭다 하겠다.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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