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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마국 소설문학의 표더니즘은 사회와 전통으로부터 개인의 소외， 객관적 한섣세계에 매한 

블신과 이에 따른 

자의식 맞 실험정신 

주관， 내띤， 

등의 유럽 

의식 영역의 

모더니즘의 

확디L 예숲과 ::L u~ 채 또는 언어에 폐한 강은

득정윤 두루 공유하고 있으나， 한5년ξ보는 ul 국 

문학의 독자적인 역사적 흐픔이 규정하는 개성과 의의플 1장면허 지냐고 있다。 그중 두드리 

진 것으로， 첫째， 19세기 대가들의 과제었딘 미국적 바전악 계속적인 모색을， 둘째， 요더 

니즘의 국제주의적 

문의 관심 대상인 

성격이 스스로 암시하듯 미국문학의 국제회-현상을 을 수 있다。 1) 본- 논 

스다인과 앤더슨은 모두 1870년대에 태어나 금세기초에 각각 B배랴와 시 

카고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같은 현대적 정신을 계도한 작가들이다。 한세대 후인 

1890년대 말에 태어나 전후 마국 현대소설의 주역이 되는 포크너와 헤밍웨이 등에 대한 그 

들의 후건과 영향은 이 두사람 사야의 우정과 아울러 미국 현대문학사의 전섣처럼 되어있 

다。 따라서 스타인과 앤더슨은 그들의 문학적 엽적이 가지는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간의 문학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이라는 시각에서 양자블 견주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9 

쟁 

Gertrude Stein (1874"-' 1946) 은 펜 살 비 니 아주 Allegheny의 유복한 독일계 유태 얀 이 면 가 

정에서 태어났다. 일찌기 가족과 함께 유럽의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Baltimore를 거 치 캘 리 포니 아주 Oakland에 서 고등학교를 다녔 으며 , Radcliffe 대 학에 

재학하던 시철에는 하머드 대학의 Wi1liam James 교수에게서 삼려학 강의를 들으며 그의 

영향을 받는다. 빠리의 엮체피- 핵화와 아울머 지] 임즈의 심려학은 그녀 작품의 실험성의 강 

1) 미국 모더니즙과 19시1 기 전통의 언관을 논한 Quentin Anderson, “The Emergence of Modern
ism," in Emory Elliott, ed. , Columbia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γersity Press, 1988) , pp.695-714와 미 국문학의 국제 회 를 논한 Robert E. Spiller, 
“American Fiction and International (Mis)Understanding," in Problems of International 
Literar.y Understanding, Nobel Sγmposium No , 6 (Stockholm, Sweden, 1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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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한 배경이 된다。 래드콜라루플 좁업한 다음 존ζ二 관킨즈 의과대학에 진학하었오나 중도 

에 서 죄절 포기 하고 1903년 유린 으로 건너 가 U바리 봉BU}르나스의 rue de Fleurus 27먼지 에 

잘던 오빠 Le。와 합륜하여 마딱스， 피카소 등 신진 화가들을 비롯한 석러 국적의 예술가， 

작기 틀과 교유하기 시 작한다。 

이렇게 작가 스타인의 일생은 유럽 모더니즘의 중심지에서 그곳에서 말흥하는 온갖 새로 

운 예술의 기운을 배경으로 출발한다. 빠리로 온 당년에 처녀작 Q.E.D.2)플 완성하고 이어 

서 스스로 펄생의 대 작으로 팝는 The Ma힘ng of Americans를 칩펼한다. 1912년에는 뉴욕 

의 유맹 한 사진 작가였던 Alfred Stieglitz의 깎지 Caηzerα Work에 스스로 “초상화 portrait" 

다 즐겨 부른 많은 언을소묘중 첫 시도인 “Matisse"와 “Picasso"를 게재하였는데 이것이 앤 

더슨과의 인연의 첫 계기가 된다. 이 무렴의 중요작품으로 Three Liνes (1 909) 가 있으나 스 

다인의 파격적인 언어 살험은 이들 “초상화”플 거쳐 Tender Bμttons (1 914)에서 절정을 이 

루게 꾀며， 이렇게 유포펀 이른바 스타인식 어법 (Steinese) 과 그녁의 삐-리 쌀룡의 내방객을 

거쳐 엽에서 업으로 전해지는 이 작가의 개성은 살아있는 전섣이 펀다. 1909년부터 작가의 

평생의 헌신적인 만려가 되는 Alice B。 τoklas의 존재도 스타인 신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일 

조하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녀는 젊은 피카소와 무명의 바띠스플 받아플였다. 프낸-스의 젊은 시인으로 첫 시칩윷 내기에 앞 

서 그녀를 알지옷한 이가 매우 드물고 미국 소섣가로서 첫 소설을 내기에 앞서 그녀룹 찾아오치 않 

은 이가 매우 드판다. 이들 모두는 스튜디오로 그녀를 찾아와 영전을 받고 피카소가 디자인하여 토 

플려스기- 자수한 덮개가 씌워진 낮고 작은 안략의자에 앉았다 3) 

。1 것은 스타인의 열렬한 예찬가였던 Bernard Faÿ가 전하는 플되뤼가의 쌀롱의 분쉬기이 

다， 스타인의 난해하고잡다한끌들을읽을만한선칩으로권위롭게 묶어낸 Carl Van Vechten 

의 칭송의 글 「스타인 노래 A Stein SongJ에는 예찬의 사례가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에는 “한 세기의 장도자”라는 과찬도 들어있다. “몽빠르나스의 Mother Goose"류의 허다 

한 별칭도 젊은 작가들의 대모(代母)연하는 면모가 희화화되어 있을 뿐 실불대 이상으로 신 

비 화하기 는 마찬가지 이 다. F.W. Dupee는 유난히 큰 폼칩 에 호땅한 웃음과 목소리 를 가진 

이 작가의 포용릭을 “여성이띤서 남성이며， 유대인이면서 바유태인이며， 순수한 미국인이 

떤서 유럽의 농사꾼이며， 이1 숨가이면서 사희 저맹인사”인 그녀의 역설작 성격 흑은 역할에 

연계하고 있다 4) 스타인 스스로 자신의 미빔딴 역량파 역할을 거의 천진난만한 낙관과 자 

2) I증띤 끝J (二quoù erat demonstrandum) 이 바 는 기 히 팍 점 이 인 이 깨 옥 은 1950년에 Things as 
They Are로 바뀌어 사훈 룹판꾀았는비， 세 검 은 아성간의 등성애걱인 신 z1-간지}갚 다푼 자λ1 전 

적인 작푼이다. 
3) Bernard Faÿ, “ Preface" to The Mαkiη:; 0/ America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1962) , p. x i. 
4) Carl van Vechten, ed" Selecteι Writîngs 0/ Gertrllde Ste셔 (New York: Vintage Books, 

1962) , pp. ix, xi,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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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일관되게 로로하었다. 로클러스의 입을 밀어 그녀는 감히 이 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평생동안 천재을 세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내 가습속에서 종소리가 울렀다. 잘옷 보지 않은 

것이다내가 딸하고자 하는 세명의 천재는 거트루드 스다인과 파블로 피카소와 영프레드 화이트헤 

드이다 5) 

요
 

Sherwood Anderson (1876"-' 1941) 이 작가가 되 는 과정 은 스타인과는 사뭇 대 조적 이 다。 

출신으로 부친은 마구상 등 일정하지 못한 직 

업 에 종사하띤서 가정 작 우로 무책 임 하였고 낙천적 이 고 환상적 이 었다. 그의 A Story Teller’s 

Story (1 924) 와 Sherwood Aηderson’ s Mnηoirs (1 942) 갚은 자서전적 기록에는 

하이 오주의 Camden이 라는 매 우 가난한 가정 

이런 부친과 

않으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친이 다소 낭만적부로 벼교하 

공식교육은 겨우 중학교 문턱에서 맺었으며 Jobby라는 멸명이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여 서숨되고 있다. 앤더슨의 

공상의 습관이 작 

걸맞게 마국 중서부 

몰입하는 독서와 

19세기 후반의 성공철학에 

꿈을 쫓았다. 

템
 

π
 二n 붙을 만큼 닥치는 대로 참일을 하여야 하였다. 

그는대체로 

도시진출의 

실의에 

가로서의 소양이 되었겠으나 

지방 청년들에게 일반적이었던 

1896년 시 카고의 냉 동회 사에 서 시 작하여 장지사의 광고담당으 

로 발돋움하고 1906년에 클리브런드에서 우펀주둔 사업에 손을 

Elyria라는 소읍으로 이 주하여 페 인 트류블 생 산하는 “ Anderson Manufacturing Company" 를 

드디어 대다가 1907년에는 

찬 노동자 생활로 

스스로 “멋 쟁 이 사업 가 business dandy"의 행 세 를 하 자영하게 된다‘ 사업적 성공에 들떠서 

던 자신의 모습을 앤더슨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말을 쟁까게 하였으며， 거리를 획획 지나 사무실로 가서 문을 팡광 닫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하직원에게 지시룹 내렀다. 나는 다만 성공가도를 달려가는 젊고 저풍적이며 영려한 u] 국의 사엽 

가 랭세를 하고자 애쓰고 있었을 띠픔이다 6) 

1909년 무렵부터 그 

총동과 그의 상엽 적 사업 이 상충하면서 낮 

순간에 앤더슨의 유명한 신화적 일회-가 돌출한다。 그러나 이 철정의 

소설 습작을 시 도하었는데 , 이 작가적 

의 일을 암에 혐요하는 내면의 갈등이 이른바 “일라리아 사건”으로 폭발한 것이다。 1912년 

추수깎사질에 그는 돌연히 비서에게， “물속을 요래 결었더나 내 말이 차갑게 젖어 무접소. 

아제는 마든 땅 좀 밟아야 하겠소"라는 신비로운 말을 낚기고 여러날 동안 잠적한다 7) 회 

는 은멜히 

시-.륜- 떠난 앤더슨은 성제료 흔몽과 탄진의 상태에서 정처없이 배회한 듯한데， 그는 이 사 

핀침주의 사폐판 일거에 부정하고 예술의 갈을 추구하는 실존적 결단의 상정 

으로 희고한다. 

5) 같은 책， p.5. 
6) Sherwood Anderson, Sherwood Aηderson’ s MeηlOirs ， ed. Ray Lewis Whitc (Chapel Hill: The 

Uniγ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 p.37. 
7) Sher￦ood Anderson, A Story Teller ’ s Story, cd. Ray Lewis White (Cleγeland: The Press 

oE Case Western Reserγe Universitγ， 1968) , p.307. 

èi .Q.. 어 야커 
./11. -2. I 1:'l/‘ 1 



18 美 國 쩔 

나는 칭도의 지산(支샘)운 따라 걸어서 다리갚 년고， 읍너}릎 벗어났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한 국 

연을 벗어났다 8) 

이듬해에 앤더슨은 다시 시카고로 가서 서서히 작가로 변신한다. 소위 시카고 르네상스 

주역들인 카알 샌드벼그， 에드가 리 매스터즈， 벤 헥트， 마거례트 앤더슨， 해라어트몬로우 

등과 교유하면서 1916년부터 첫 작품을 발표하고 1919년에는 그의 대표작 ￦inesbμrg， Ohio 

를 간행한다. 많은 역경과 방황끝에 40세가 넘어 느즈막하게 등단한 셈인데 늦은 엽신이라 

는 점에서 스타인과 같다. 

스타인과 앤더슨의 전기적 배경이 중요한 까닭은 그들의 문학사적 의의가 작품의 개별적 

기치팽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의 20세기 현대문학의 주역들과 한 세대 

상거한 선배의 자격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충고와 격려로 길장이한 상정적인 존재었다; 허1 

밍웨이는 1920년에 시카고의 Near North 정de에서 앤더슨의 권유에 따라 언근하여 살띤서 

그가 만난 이 “최초의 유명작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듭해에 자신을 “재능이 131 
뱀한 젊은이‘’로 천거하는 앤더슨의 소개장을 들고 빠리의 스타언을 만났다 9) 그를 가리켜 

앤더슨과의 “합작품”아라고까지 한 스타인은 헤밍웨이가 일취월장하면서 소원해진 경위을 

아쉬워하는 회고에서 “제자 pupil"라는 말을 무수허 되뇌이고 있다 10) 1924년 뉴 올리안ξ 

에서 앤더슨을 만나 그의 격려속에서 소설쓰기를 시작하여 그의 주션으로 첫 작품 Soldiers' 

Pay를 발간한 포크너도 자신의 안내자의 은공에 대해 오래 침묵하였오나 앤더슨의 사후에 

는 그를 가려켜 “난쟁이들이 풍마하는 세상의 거인”으로 깊은 애정을 담아 회고하였다‘ 11) 

윌려엄 펄랩스는 헤밍웨이와 포크너를 기-리켜 앤더슨의 “두 일등 제자”로 명명하면서 그의 

소재， 문체， 정신의 영향이 얼마나 광뱀위한가 살피고 있는데， 한가지 예는 포크너의 요크 

나파로파 소설 들이 흉Tiηesburg， Ohio 방볍 의 정 교한 확대 라는 것 이 다。 12) 소위 헤 밍 웨 이 운 

체에 끼친 스다인의 영향도 일찍부터 알만한 사람들 사이의 상식이었다。 13) 

스다인과 앤더슨은 이렇듯 그들의 포용적인 개성과 문장의 모뱀으로 이른바 “걸잃은 세 

대 lost generation"의 상징 적 인 후견 인 이 었 다. 그들의 영 향이 포크너 와 헤 밍 웨 이 에 국한되 

지 않음은 물론이다. 앤더슨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로 벨콤 카울리는 포크너와 헤밍웨이 이 

8) 같은책 , p.308. 
9) Malcolm Co‘wleγ， “ Anderson’s Lost Ðays of Innocence," in Ray Lewis White, ed. , The 

Achieνement of Sherwood Anderson: Essays in Criticism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6) , p.224 및 Jeffrey Meyers, Heηûngway: A Biography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p.56 등 창조. 

10) Gertrude Stein, The Autobiography ofAlice B. Toklas in Van Vechten, ed. , Selected Wrìtìngs 
(1962) , pp.202-204. 

1l) 그러나 포크너는 이 거인의 품격에 상응하는 작품이 불과 두세띤이라고 부연하였다. William 
Faulkner, “ Sherwood Anderson," Ray White (1966) , p.199. 

12) William L. Phillips, “Sherwood Anderson’ s Two Prize Pupils," White (1966) , pp.194-21O. 
13) Michael J Hoffman, Gertrμde Steiη (Boston: Twayne Publishers, 1976) , p.1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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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토마스 울표3 스다인벡， 콜드웰， 사로얀， 헨리 말러 등을 손꼼았고 려]이 화이트는 이 

에 덧붙여 하트 크레인， 캐더린 앤 포터， 짜임주 패럴， 나타나엘 웨스트 등-읍 추가하고 있 

디 11) 스다엔의 경우는 그녁가 엘리스 둠클러스의 이픔윤 띤어 쓴 지사전에 니다냐는 무수 

한 예술적 예방자의 명단이 그녀의 상징적 위상을 웅변한다. 그라고 앤더슨과 스타인은 서 

로 변함없는 예찬자었다。 

예시한 것이 

현대성을 창 

이상의 고찰은 이 두 작가가 획득한 혹은 자임한 시대적 대표정을 추상하여 

었다. 이 대표성이란 물콘 그블의 성장배경엔 19세기의 유산을 벗어나 20세기 

도하는 비점에 관한 것이다。 현대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헨리 제엄즈의 성펴소섣 

부터 시작하여 휘어튼의 풍습소설의 아이로니， 헨리 애덤즈의 자서전? 드라이저의 자연주의 

소설， 맨켄의 우상파괴적 저닐라즘 응을 들 수 있으나 스타인과 앤더슨은 이들 모두와 구 

벨되는 새로운 얻어적 비전을 공유한다。 전통척언 내려1 이티브의 가본틀을 고수하고 파기하 

는 커다란 차이와 이로부터 연유하는 투명성과 난해성의 더욱 큰 치이애도 불구하고 양자 

있다. 바로 이점으로 인하여 

모더니즘의 니헐리즘에서 비켜서 있으며 앤 

고
 

하
 

바E
 

-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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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소박한 구화체 문장을 통한 

스다언은 그녀의 

더 슨온 그의 모더 니 즘에 대 한 우호적 태 도와 Ulysses를 겨 푼 없ark Laughter와 갇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술적인 의마의 모더니스트는 아닌 것이다e 

레오 스타인은 여동생 거트루드를 가려켜 “영터리 charlatan" 라 하면서 그녀의 작품을 “허 

세에 찬 단순성 presumptious simplicity"이 라 하였고， 액스웰 가이즈머는 앤더슨을 가리켜 

“ T.S. 엘리어트처럼 성숙하기 전에 조종 (ancestor) 이 되어버린 악운”의 작가라는 유명한 말 

을 하였다 15) 스타인의 과영과 앤더슨의 미숙을 조롱하고 아쉬워한 이와같은 비판자들의 

유의한 지적을 묶어서 뭉뚱그린다면 절제， 세련， 깊이의 부족일 터인데， 궁극적으로 이것 

역시 그틀의 언어와 세계에 대한 소박하고 닥관적인 천망에 연루펀다。 이런 까닭으로 우라 

는 이 두작가의 현대성을 미국적 순진성의 전통에 비추어 살띈 필요가 있는 것이다。 

g 

스다언을 최초로 권위룹게 인정한 비평가는 에드먼드 윌슨이었다. 스타인의 최초이자 최 

후의 상엽적 성공작인 The Aμtobiography of Alice B. Toklas 보다 3년이나 앞선 Axel' s 

εastle (1931) 에서 그가 파악한 바 현대문학의 주종 기운인 상징주의의 대표적 여섯 작가로 

예이츠， 발레리， 엘려어트， 곤루스트， 조이스와 나란히 스다인을 꼽고 각각의 작가본을 쓴 

것이다。 윌슨은 이 책의 스타연 장에서 펀대문꽉의 외면할 수 없는 확설한 배경으로 그녀 

14) White (1966) , pp. 3, 224 참조， 
15) Hoffrnan (1976) , pp. 16, 137 맞 White (1966) , p.4에 서 재 인용. 



20 美 國 學

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헤밍웨이와 앤더슨에 대한 영향을 한기지 그 방증오로 거폼하고， 그 

녀의 “무의마 nonsense," “혀든소리 balderdash, " “뜻모플 밀 gibberish ， " “최면적 횡설수설 

soporifìc rigmaroles," “반향적 주술 echolaliac incantations" 등을 상정 주의 작 문제 제 기 의 l낭 

식일 것으로 변호， 예단한다. 그러나 원슨은 이와같은 스타인식 어법에사 1J1 교직 자유로운 

초기의 Three Li'()Cs의 참신한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싸 JF의식작으로 스타인 두에 대한 자신 

의 불투명 한 태 도블 행 간얘 내 보이 고 있다. 자기 자신 The Makiηg of Americaηs듭 제 대 로 

읽지 않았음읍 고벡하고 스타인식 무의미가 독자의 접근을 막는 강향으로 기→고 있다고 군데 

군데 홀리고 있는 것이다 161 이것온 월슨의 글을 펼경 그의 의도 이상으로 읽야낸 것이기는 

하나 스타인의 정덩한 파악에서 그녀의 둔채는 우펙한 수 없는 렉심업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체로 스다인은 독자층이 만약한 만큼이나 그녀의 어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 한 것은 이 마 “ A rose is a rose is a rose is a rose" 일 것이 다. 이 표떤의 

유래와 의마플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어법에 관한 한가지 접근의 방펀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스타인이 메모용지의 장식문구로 사용딴 모토였는데， 1909년 무렴 Carl Van 

Vechten이 자신의 책의 장식 o 로 빌어썼고， 다시 스타인이 이 문구로 데두리블 하고 복판 

에 “ to Carl" 라 적은 기념 접시 몇벨을 위촉 제작하였다。 스다언은 또 멜라스 토클러스의 

권유에 따라 펀지지， 식탁보 등에 이 문구플 장식으로 새겨넣기도 하었다 171 그러면 이 어 

처구니 없도콕 단순하면서도 신비로운 문장과 이 문장의 현실적 용도를 두고 우리는 어떠 

한 우「효한 관찰을 할 수 있을까? 

그 한실적 용도 휴은 의도에 대하여 01 렇게 추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문장은 법 

상한 의마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괄 매개하는 의사소통의 언어가 아니다. 그 언어적 기능은 

이미지의 제시와 확인에 머문다. 둘째， 제시판 이미지에 주관의 개 입이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식탁원에 놓인 꽃병이 나와 무관하게 완믹하게 잦1성인 것과 같다. 셋째， 

언어의 불적 속성 (여기서는 도안펀 끌지)에 의존힌 알상의 강식작 작업이다。 종이나 도지 

기의 여백을 장식하는 작엽은 가을 쌀랑에 간 스티언이 마딱스의 「모자픔 쓴 여인 La 

Femme au ChapeauJ을 사들이는 것과 동듀의 직엽이다， 따과서 표펀이라기 보다 행위이다. 

넷째， 사적 치하 (private celebration) 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직이든 이 행위의 의도 휴은 용 

도어다。 대상과 주체간의 넉넉한 자족윤 바탕으로 둔구외 물건이 만들어저서 타인과의 친 

족적 유대플 기라는 기념품으로 쓰일 쁨 상엽적이든 교화적이든 야떤 합목적적인 지향이 

없다. 

이러한 분석이 유의한은 。1 문장의 언이걱 내용이l 샤도 확언뭔다. 우산， 이 문장의 기본 

16) Edmund Wilson, Axel’ s Castle: A Study in the Imaginative Literaturc 0/ 1870~ 1.980 (Ncw 
York: Char1es Scribner’ s Sons, 1969) , pp.237-256. 

17) Stein, The AutobiograPhy of Alice B. Toklas in SeZected Writings (1962) , pp.129-130. 원문 
에서는 “a rose" 가 네벤 되풀이 되는데 세띤 퍼품이 되는 것으로 잔뭇 인용하는 수가 흔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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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A is W'의 형식인데 술어부가 주어부와 완전히 등일한 동어반복( ta u tology) 얀 만큼 

그 효과는 문의미 아니면 주술 휴은 신비 흑은 유회인데 이 주제에 전개가 따르지 

것이 세차례나 만복펴고 있다。 

않는다. 

중칩 이 “장마”를 방편으로 뱉어 모든 존재 

암시 하고 있 다@ 정 궈 (aphorism) 작 인 진 술형 식 

be동사의 둘째， 

흑은 즉물성을 강조 내지 

휴은 시간성이 없다。 사물의 인지가 있고 그 존재의 절대 

현재성의 영속이 았을 따픔이다. 따라서 역사， 사회， 가치， 자아의 

끝으로， 의미가 사물의 자족성 안에 함몰하고 남는 것은 언 

이 리듬이 순수함은 친근한 “장마” 대신에 “목사" (viper) 를 대 

하는 것의 자족성， 

또한 이블 강화한다. 셋째， 시제 

성이 되풀이 확인되는 

역동적 갈등이 배제되어 있다. 

어 자체의 순수한 려듬이다. 

유아의 언어냐 해 

내용이 아니과 언술의 

세계외 자아의 축재작 

이것을 

그렇다띤 중요한 것은 언술띈 

세계의 재현이 이니라 사물 휴은 

사실로 만증된다. 체하여도 그 해독의 의미가 지탱필 수 없다는 

탄의 안어로 보이도 우방할 것이다 

의도나 행위 자체이고， 사물 휴은 

결속이다。 

하나플 방편으로 잠아 그녀의 언어실험의 전만적인 의미 지금까지 대표적인 스타인 아법 

스타언의 언아실험은 조이스의 경우처램 단계와 국면을 가 블 상당부분 앞질러 진단하었다. 

보다 모든 작품에 한가지 개성의 말현우로 편재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추 지고 전개된다기 

Toklas플 Alice B. 갱Mhree Lives와 The ι4.utobiography 01 상적 규정의 편의가 큰 것이다. 

제외하띤， 또， “ A Picture of Occupied France" 나 “τhe Coming of the Americans"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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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언제나 그녀 스타인의 글들을 제외하면， 사실적 보고의 

규정하지만 

이블은 사실척 내용을 둠대로 휴해가능성이나 전통적 글쓰기라는 척도에서 투명한 것인데 

반하어 여타의 중요착품플은 실험척 언어 자체가 전면으로 쇄도하여 현섣세계블 압도한다‘ 

말하자면 끌쓰기 자체 가 착품공간의 전경 을 차지 하는 것 (foregrounding) 이 다. 그런데 이 섣 

편적 얀어는 작품과 작품의 경거1 플 넘나들며 같은개정의 같은목소라얀 경우가일반적이다， 

가득차 있다. 물본 그녀의 개성척인 푼체가 망금 언급한 

εertainly this one was one who was a great man. Any one could be certain of this thing. 

This one vγas one certainly clearly expressing something. Any one could come to be certain of 

this thing. Eγery one would come to be certain of this thing. 181 

Sometime then there will be a history of eγery one of every man and eτery τ\'oman from 

their beginning to their ending. Sometime there will be a history of every one and eveny kind 

of them and more and more then eγery one will understand it, how every one is connected 

with eγery one in the kind of being they haγe in them which makes of each one one of their 

kind of them. 191 

첫 인정-문은 “Matisse" 인테 이 인불소묘에서 

18) Stein, “ Matisse," Selected ìVritings , p. :133 이 하 스다인의 스다얻음 에 시 하고자 하는 경 우 인 

용문을 벤역하지 아니함. 
19) Stein, The Ma심ng of Americans (Ne、γ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2) , p.126. 

스타인은 마띠스라는 섣명 언급을 한차례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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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this one오후 추상화되어 되풀아 된다. 둘째 인용문은 The Ma힘ng 

of Americans에서 여러반 되풍이 되는 관찰인데 자전적인 Hersland가의 연대기가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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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맨주덴 만복과 유아야 같은 단순한 어휘， 단조로 악사로 추싱화되어 있디. 넙의 보편걱 

일- 수 있게 하 춘상상 01 사보 갇은 꼭소라임윤 쉰게 운 리 뜸과 this one, cvery one n1 위 의 

여준다， 

그녀 스스로 반복을 존재의 이픔다운 양식으로 

사이의 f「행직 만-복을 끝없이 기술함이 자신 

이룹 하내드와 존스 흡컨즈에서 

생각하고 개인의 생펠의 만꼭과 개언과 개인 

의 과엽임을- 여러 차펴l 밝히고 있다 20) 그녀는 

반복은 스다인 문체의 책 심적 인 적-정 인더l 

심리학과의 

모든사람 

것이 

향 

“기 본 모습 fundamental nature"에 

자아외 세겨l 의 편견없는 포용과 

수정얀 것으로 보인다。 

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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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에서 비롯한 것이고， 략을 공부착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관찰하던 과학작 

들의 “바닥 

목표략 하였다。 21) 이라한 반복성과 추상성은 

bottom nature" 휴은 모
 

하는 스타인 나콤의 티1 전이고 이 미전은 윌라엄 재임즈의 영향의 

인간의 정신을 유형적 관념의 사슬에서 놓여나게 

그러 나 제 엄 즈는 방일 휴은 “난잡성 향 promiscuous 

..:r. 2" 。
“~-- _.- 口 -L. 제 임즈의 “의식 (또는 생각)의 

하였다는 점에샤 현대적 영감이 되었다. 

tendency"과 절제 흑은 “선택 성 향 selective tendency"의 정 신의 01 중성 을 

편으로는 질제와 의지의 란리적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다분히 빅토리아적이었다. 제엄즈 

의 지도하에 자동기술 (automatic writing) 실험을 하기도 한 스타인은 습작 Q.E.D.에서 동

성애적 여주인공의 “난잡성향”과 윤리의식의 갈등을 그렀으나 그러한 윤리적 갈등이 

Lives 이후에는 완연하게 사라진다. 양자 사이에는 19세기 하바드와 20세기 싸리의 거리가 

기술하면서도 한 

Three 

있는 것이다 22) 아우 헨리 제임즈의 작품에 도덕적 춧점이 뚜렷하지 않음을 못마땅하게 생 

각한 윌리염 재임스의 태도에시도 드러니듯 그의 지말성 강조( voluntarism)는 과꽉적 기술 

(記述)에 한정련 설용주의였다. 그근1 나 이것이 스타언이l 게는 우선 지신의 “난칩←성향”을 정 

분위기 가 웅변하는 바 인습과 전동에서 왕성하게 일 

당연한 것으로 끌어 안게 하는 행복한 띤미였다 23) 

중요한 단서요 출발점이 펀다， 

당화하고 나아기- 그녀가 몸담은 빠리의 

탈하는 현대 예 술의 “난장성 헝-"을 

그녀는 

새로 구입한 세잔느의 부인 초상화플 

20) 특히 윗 잭 , pp.214-215 참조. 
21) Stein, “ The Gradual Making of The Makiηg 01 Aηzericans，" Lectures i:η Aηzerica (Boston: 

Beacon Press, 1957), pp. 137-138. 스다인의 관칩이 표면에 대한 심층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영: 
식의 규정에 있으므로 nature릎 “모습”으로 옮김. 

22) Lisa Ruddick, “William James and the Modernism of Gertrude Stein," in Robert Kiely et 
a1., ed .• Moderηism Recoηsidered (Cambridge: Harγard Uniγersity Press, 1983), pp.47 • 63 
참조. 

23) 스타인의 대부분의 글의 한가지 특징은 일인칭 시전의 개인직 목소리의 과잉이지만 내면 고백이 
일체 배제펀 채 자축(自祝)하는 어조로 얀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시철의 숨직→들(“Radcliffe 
Themes"와 Q.E.D.)에는 자아탐닉， 성적불안， 동성이l 등의 모디브가 고액과 자낀적 픽션의 형 

식으로 다루어지 있다. 외의 책， pp.47-49 벚 Hoffman (1976) , pp.24-28 참조. 

연줍삼아 εoηtes블 Trois 플로비1 르의 

Three Lives는 스타인 문학의 

들아다보띤서 

。1 러한 배경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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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험 에 힘 입 어 이 작품을 썼 으며 , “The Good Anna," “Melanctha, " “τhe Gentle 

Lena"로 된 세 이야거 중 “I얘elanctha"플 가리켜 “19세기릎 벗어나 20세기로 들어서는 최 

번역한 

초의 확실한 문학적 행보”라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24) 세 이야기가 포두 볼티모어가 모델연 

브리지포인트의 하녀의 일생을 그란 점에서 같으나 이 직품은 우선 분럼:에서 낚은두 이야 

기를 합친 것보다도 긴 짧은 정-편에 육박할 뿐더라 주인공이 휴인이바는 점에서도 다르다. 

여주인공 빌랭크사 허벼투는 성년의 문턱에 들어선 흑인 여성으로 이-나나- 헤냐-와는 닫리 

었 

모천을 지성으로 치료하는 

작풍의 중간 

그려져 

갈등관계가 

목표이다。 이야가는 로즈 존슨 

언한 사망오로 종결펴 는더L 

맞추어져 하녀라는 사펙적 위치보다 그녀의 얀종적 배경과 성적 방황에 춧점이 

다。 기흔녀인 로즈 존슨을 절친한 친구로 가진 그녀는 병환중의 

제퍼슨 캠벨이라는 젊은 흑인 의사와 사땅에 빠진다。 이 양자의 

부분의 핵섬인데， 주인공의 심리적 유형의 기숭아 스타인의 

아기의 출생과 사망에서 비풋하여 빌랭크사의 폐결랙으로 
‘ 
이
 。

τ
 。

유형을 지속적오로 규정하는 문체가 돋보인다Q 

Melanctha Herbert who was Rose Johnson’s friend, did eγerything that any woman cou댐. 잃1e 

tended Rose, and she was patient, submissiγe， soothing, and untiring, ￦hile the sullen, childish, 

co￦ardly， black Rosie grumbled and fussed and howled and made herself to be an abomination 

and Iike a simple beast. 25) 

인플들의 개성과 경험의 

이 첫 문장에서 스타인은 인물의 유형을 규정하는 형용어를 아무런 주저없이 나열하고 있 

다. 당연히 중심적 동사가 be얀페 이것외 극히 비작워적(intransi ti ve) 문법기능이 암시적이다。 

밀랭크사는 순종적이고， 인내심있고， 총명하면서도 관능적이고， 독립적이고， 강언하며， 

고유의 세찬 의지 (“power") 를 가진 것으 물볼모르는 용기 ( “a break neck courage") 와 여 성 

갈구하여 방황하다가 친절 한 제 

프 캠벨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제프의 중산층적 억압의 인습(“a11 the old thinkingη 과 

사고의 과영이 고통만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밀랭크사는 현설속에서 좌절하지만， 그녀 자 

신의 미덕， 곧1 억압없는 자아는 스티인 자신의 이상화펀 인물 유형일 것이며， 반복적， 규 

정적， 즉흥적， 현재적인 문창은 이를뒷받침하는스타인류의 긍청의 스타일이라할 수있다. 

스타인 작품중 전통양식에 가장 가까운 이 Three Liνes블 펀의상 가장 불투명한 Tender 

Buttons와 잠시 비 교하면 그녀 의 개 성 적 인 스타일의 과제 를 보다 쉽 게 

이 작품은 “Objects, " “Food," “Rooms"의 세 부분으로 나뉘 어 져 

이 여성이 인생의 경힘과 지혜와 사랑을 있다. 로그려져 

정리할 수 

있고， 그중 첫 두 부 

。1 조>.. 7~ 
λλE λ 

이다。 

물품명 믿에 짧은 기술이 덧붙여져 있다. 분은 다음과 같이 

RED ROSES 

A cool red r08e and a pink cut pink, a collapse ::md a sold hole, a little less ho t. 26) 

24) Selected 때'ritings ， pp. 31, 50. 
25) Gertrude Stein, Three L싫es (New York: R:mdom House, 1936), p.85. 
26) Selected Writings ,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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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오로 수 

이것이 친근하고 

( celebration) 임은 스스로 분멍하다. 사불이 01 라가지 언어 요소로 분해되어 변용 반복하는 

리듬은 대상에 대한 낙관적 인정을 암시한다. 이 대상이 접시， 옷， 모지 종이， 감자， 

확인 치
 시
 

즈
 
E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한 사소한 사울듭에 

이 기솔이 제목에 관련된 진술이며 말에 리픔이 있다는 

종합적으로 그러나 수께끼이다. 

까
~ 

세지， 사과， 점심， 방 따위와 갚은 생활의 소도구임은 사불의 존재에 대한 확인의 즐거움이 

일상적 자아에 대한 즐거운 확인과 긍정의 일환임을 암시한다. “부드러운 단추”라는제목이 

달리의 그림의 녹아서 늘어진 시겨}처램 딱딱한 것을 부드럼게 처리한 초현실주의적 은유볍 

무의식， 만다라(쩔茶羅)라는 등의 주장 

찾으라는 해독하여 명시작인 의미플 암호블 

또는 스타인의 의도가 종교적 신비주의， 

들은 그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다 27) 스타인의 

노력도 필요하다.잃) 그러나 자아와 사물에 대한 

이라던가， 

Tender 

이 것 은 Three Liψes에 서 미 풋펀 스 

스티인이 포용이 축의 (祝龍)적 

낸 근본의도요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동궤 (同軟)의 받현이다. 

반복을 “산문의 노래 prose-song" 로， 

B“ttons에서 

타인 문체의 

루아스는 스타인의 

“행위”하여 

극단적인 

문
 
-

‘ Melanctha"블 포함하는 스타인의 문학을 단조롭고 백 치 스려 운 죽음의 

라이투는“흑인생활을 

그녀의 구화체를 정신적 원텀 

맹우로 치부하면서， 

세계라고 매도하었다 29) 그러나 리처드 걸게 진지하고 문학적으로 

.:;.) P- 。
/나 급 E 스타인을 말장난이나 하면서 혁맹에 열광하였으며， 이 작품”에 다문 미국 최초의 

끼얹는 작가라는 동료 좌파 비평가의 반롭에 대하여 이렇게 반박한다. 

직집 행동을 믿는 나는 미스 스타인의 산운이 반혁명의 정신으로 불들은 정도를 측정하는 방볍플 

궁리해 냈다. 나는 “혁명의 본능을 가진 기초 포롤레타리아” 이 문구가 정확한지는 모로겠으나 

--인 열단의 기축시장 흑인 반(半)문뱅 노동자들을 흑인구역 어느 지하의 방에 모아놓고 『일랭크 

사』플 소리내어 읽어 주었다. 그들은 모든 말을 다 이해하였다. 횡홀해진 그을은 제 헤벅지블 잔끼 

대며， 소리지르고 웃어제끼고 벌구프고， 또 자꾸만 T살중간에 끼어플어 픔장인불플에 대한 나의 의견 

을 붙었다. 

그 이후로 스타인 문장에 대한 나의 애정은 걷코 흔블라지 않았다 30) 

포용이 라이 트의 청 중으로부 

밀랭크사의 “바닥 모습”이나 Tender Bμttons 

낙관적 자아긍정， 휴은 자아탐닉의 

다자(휴연 말랭크사)에 대한 단서와 유보없는 숙의작， 떤재작 

터 이렇게 행복한 반응을 유발하었던 것이다‘ 

표현이다. 물성예찬이나 모두 스타인의 의 사물들의 

두드러진 후굉 그중 기-장 유산이다. 띤시1 주의의 낙관주의， 순진성 전통， 이것은 마국의 

은 원트 휘트만이다. 

냐는 내 자신을 노폐하노라. 

27) Daγid Lodge, The Modes of Moderη Writing: Metaphor , Metonymy , and the Typology of 
Modern Literature (London: Edward Arnold , 1977), pp.152-153 맞 Hoffmall (1976) , p.66. 

28) 그 예 로 The Explicator, Vol. 31, No. 6: 42 및 Vo l. 34, No. 6: 47 참조. 
29) WyndhaID Lewis, Time aηd Western Man (Boston: Bencon Press, 1957) , pp.55• 65. 
30) SeZected Writiηgs ， p.338에 서 재 인용. 



내게 속하는 티끌 하나 하나 그대에게도 속할 것이요， 

내 주장하는 것 곧 그대 주장하는 바 되리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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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언의 “나는 내자신과 낯선이블 위하여 글을 쓴다는 자축적 선안은 바로 이 Song o}‘ 

Myself의 거대한 자아외 같은 맥락인 것이다 32) 

여 

앤더슨은 첫 소설 w뼈dy McPherson ’s Soη(1916)을 출간하면서 월도 프랭크로부터 미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찬사를 받는다。 이 작품이 미국문학의 “태몽하는 위 

대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뒤따르는 Marchillg Meη (1 917) 과 아울러 대표작 

돼Xηesbμ rg， Ohio (1 919) 를 준비하는 습작이라는 것이 일만적언 인식이지만? 포랭크는 앤더 

슨의 역사적 위상에 관하여 매우 암시적인 통찰을 앞질러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미 

국문학의 두 극단￡호 미국적 경험을 십약하여 직면하지 못히고화려한 내면， 엄청한예술3 

고립된 상아탑으로 천거하는 도피주의와 경험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전망없이 매몰되는 (a 

blind cult of the American Fact) 맹 목주의 가 있 다. 전 자는 헨 리 제 임 즈로 대 표되 고 후자는 

드라이저로 대표되는데 앤더슨은 이 양 극단을 피하고 미국문화의 진실을 생생한 펄치로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생생한 필치의 전법우로는 트워1 인이 있으나 투웨인의 주인공은 방향 

없이 강물따라 떠흐르는 어린이임에 대해 앤더슨의 주인공은 확고한 현실인 땅위에서 흐름 

을 거슬러 사회적 진실을 추구하는 어른이라는 것이다‘ 33) 

이 런 진 단은 표랭 크 자신의 진보적 입 장이 ￦￡χdy McPherson’ s 30η의 진보적 내 용과 다 

소 거칠고 성금하게 결협-한 누는 있우나 앤더슨의 현대적 위상을 미국의 전통과 의미있게 

연관짓고 있다. 앤더슨 문장의 두 준거는 확연허 트워1 안과 성서였￡며， 그가 후매 작가에 

게 영향을 주거나 스타인 문칭에서 신선한 갓으로 받아들여 갇응한 주요 내용도 트웨연을 

통해 미국적 잔동-이 된 생생하고 질박하며 평이한 구화치1 문장인 것이다。 이점은 스타인의 

문장정신의 기본이기도 하여서 양자 사이의 정신적 교감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그녀의 비 

사회적 추상성 34)과는 달리， 또는 그녀의 은둔적 쌀」콩과는 달리， 앤더슨은 미국적 현살의 

의마블 찾아 떠돌면서 경험에서 체득한 사회적 둔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라이어널 

31) Walt Whitman, Leαves of Grass , cd. Malcolm COvde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p.25. 

32) The Making of Amerìcans, p.21 1. 
33) Waldo Frank, “ Emerging Grcatness," in Ray White (1966) , pp.20-21. 프랭 크는 앤더 슨에 대 

한 최초의 공식인장이 되는 이 평릎에서 이 직관의 증견부의 ]:'1 판함과 오도펀 감상주의 등은 지 

적하기도 한다. 

34) 호프만은 스타인의 이런 띤모릎 “추성주의 abstractionism"이라고 규청하였다. Hoffman (1976) , 
pp.2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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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가치와 부단히 맞서 대결한 

문학적 전동에 속한다 35) 그것은 구체적으로 작가의 성장배경의 중서부 소도시에서 동부보 

다도 요히려 더욱 역압적우로 온존한 청교주의적 도녁작 인습과 세기딸 이훈의 왕성한 산 

트릴렁이 지적한 바대로 블레이크냐 로렌스처럼 사희적 

흉징nesbμrg， Ohio와 Dark 엽주의의 질곡에 대한 인간본성의 대립으로 표현딘다。 

Laκghter플 야런 시각에서 잘펴보기로 한다。 

聊i:ne.~burg， Ohio의 등-장 인물들은 여려가지 행태로 소외， 고렵， 역압된 “그로테스크”한 

개인들이다. 첫 단펀 “Hands"의 외로운 노인 ul 둡겁-의 불안한 작은 손은 그의 잃어버린 인 

엔더슨의 

George 노인에게 젊은 기자 

의사소몽의 쌍방성이 없 

상징이다. 

감정 토로에는 

갈망하는 병적인 

유일한 출구인데 노언의 

二L 회복을- 헛되이 

정서의 

간적 연대와 

쨌Tillard는 억 압된 

퍼부어 

이러한 대화의 일방성은 그로테스크한 등장인물의 거의 공통적인 특정이다. “A 

Man of Ideas"의 회 극적 인 조우 웰 링 이 나 “Queer"의 노어 움에 가득찬 엘 마 카울리 등이 좋 

은 본보기이다e “Loneliness"의 이녹 로빈슨도 가정적 파경을 조오지에게 고백하면서 

한다. “Paper Pills"에서 의사 리피는 자기의 생각을 종이쪽지에 적은 후 돌돌 말아 내매라 

는 괴벽이 있다， 내연의 역눌린 진실이 고립외 벽속에 갇히었다가 드려냄의 시늄만 거쳐서 

H 

τ
 

-
흥
 

걱잉펀 충고를 비들봄은 강한 권유형인 “you must ... "를 되뇌이며 일방적으로 

댈 뿐이다. 

다a 

허공우로 펴l기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위와 좌절의 극치를 희화한 셈이다. 

앤더슨은 이 고립과 좌절의 근원을 왜곡되고 충족되지 않은 성에 있다고 본다. “Adventure" 

에서 엘리스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아 클라브런드로 떠난 애인 네드의 추억속에서 7년 

을 흔자 살다가 어느 비오는 밤에 관능적 충동의 반란을 맞는다. 고독과 관능， 소나기와 

나신의 어지려운 환영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녀는 소나기가 육신에 창조와 경이의 효힘을 가지리라 생각했다. 젊응과 용기가 이토록 풍얻한 

적은 근년에 없었다. 그녀는 닫고 뛰고 소리치며， 외로운 인간 하나블 잣아내어 껴안고 싶었다 36) 

이것은 미국적 

심지어 “An 

되뇌이는 것 

주인공의 에피퍼니 

어두운 한길로 실제로 나선다， 

윤리로부터 파격적으로 일탄하는 잔인한 상상력 

단편 이 많다. “The Teacher"의 케 이 트 스위 드 

“Respectability"의 워 시 윌 리 염 즈에 서 “Hands" 

희 생 자들이 다. “Sophistication"에 나타난 

성적 정서의 우여곡절로 제시된다. 

만나 “욕청 과 만과 여 자” 운운하고 

역압에 대한 정의 계시가 

조오지 

앨리스 하인도먼은 공허한 좌절이 기다려는 

점 잖은 전 통 (genteel tradition) 과 천 교주의 

이밖에도 성의 소외와 왜곡이 주제인 

“Drink"의 폼 포스터 , 여 자플 혐 오하는 

의 바들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왜곡의 

윌러드와 헬렌의 비교적 성숙한 관계도 

Awakening"에서는 조오지가 벨 카펜터룹 

으로 되어있다。 이들 단펀에서는 챙교주의적 

이다. 

E 

35) Lionel Trilling, The Liberal 1ηzagination: Essays 0η Litcralure and Societ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0) , p.38. 

36) Sherwood Anderson, "H강nesburg， Ohio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19)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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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시적 직관이 강헐한 다}신 사회적 현실내용은 먼약하다， 

이에 비해 네펀의 연작흑후 구성펀 “Godliness"는 그 호흡이 다르다. 야기서 작가는 구약 

의 다윗의 영광과 펀세의 설화에 기대어 미국샤회에서 청교주의의 경건과 야합한 물질주의 

의 탐욕이 한 순진한 소년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남북전쟁 때 모든 형제를 잃 

은 제스 벤틀리는 산업주의와 청교주의플 대표하는 동부출신오로， 요하이오주에 이주하여 

구약시대의 가부장에 손색이 없을 농장 건설에 몰두한다. 스스로 “신의 잔정 한 머 숨”으로 

자엄하면서 예언차의 종교적 열정에 맞먹는 경건과 탐욕으혹 소유농지플 늘려고， 이를 상 

속할 아들 “다윗”외 출생을 기원한다. 테이비드는 자신의 봄이 아니라 세대를 격하여 말 루 

이즈에게서 태어난다. 사위인 은행가 하다의 자금과 새로 개발된 농기구와 저렴한 노통력 

을 활용하는 제스의 사업도 의욕대로 번성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와 그에 굴복하여 불모화 

하는 남성을 험요하는 루이즈가 제스와 데이비드 사이에 제스의 경건한 갈구를 조롱하듯 끼 

어들어 있다， 또? 양을 장아 벤제를 올리고 그 피로 데이바드를 세려1 하려다가 제소는 손주 

의 고무새총의 공격을 받고 흔절하는데 g 자신을 골라앗같은 이방인으로부터 

여 “다윗”을 키웠￡나 오히려 그의 공격을 받아 스스로 팔리앗이 자신임을 

풍자적 사회 공격 은 뼈7싫esburg， Ohio에 잇 따료는 두 장펀을 예 고한다‘ 

위하 보호하기 

투러낸다。 

얘Tinesbμ?’g， Ohio가 개 인의 사회 척 고립 과 정 서 적 억 압을 그렸고， Poor 때Thite가 내 면 세 

계의 질곡으로 증거되는 산업주의의 모순을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추적한데 비하여， Daγ& 

Laμghter (1925)는 산업사회의 인격 파괴적인 불모성을 정면에서 폭로， 풍자， 공격한 색다 

흔 작품이다. 소설의 구성 은 Bruce Dudley와 Fred Grey라는 두 대 렴 적 안 인 물을 설 정 하고 

산업세계를 대변하는 후자의 무자비한 인간적 패배로 진행한다。 브루스는 작가를 지망하는 

젊은 노동자로서 친구 마틴과 아울러 즉흥적， 자족적， 본성 적 삶을 대 변하고， 공장주인 표 

레드는 아내 앨런과의 성적 부조화로 상징되는 그 부정적 반대명제이다. 주제의 전개는 심 

리적 려듬을 따라 한가지 일화나3 기억 3 연상에서 다른 장면으로 건너뛰며， 수사적 돈호법 

(apostrophe) 과 대화체의 방얼한 활용이 의식의 흐름 수볍과 병행한다. 브루스에게 가장 아 

름다운 기억은 뉴올리언즈에 살던 시절의 흑인들이다. 그들의 막힘없고 자연스볍고 건강한 

모슴은 미국의 현대문명이 상실한 인간 원상의 영감이고， 엘린이 본능적인 지혜로 탐넉하 

는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한 모슴에서 그 복원의 가능성을 보인다. 결국 앨런은 브루스와 

결합하여 갱테기 뿐인 그들 공통의 주언을 능멸하며 떠나고， 투례드의 수모와 회욕은 흑인 

하언들이 본성의 심연으로부터 터뜨리는 웃음소리 (dark laughter) 로 철정에 이른다. 

집암의 걷에서 흑인여자 하나가 웃음을 터뜨렀다. 발끄는 소리가 틀렸다. 나이든 휴인여자가 자기 

보다 어리고 영굴이 더 검은 싹자블 조용히 하도룩 말라려 플였으나 젊은 여자는 웃음을 멤추지 않 

았다. 흑인여자 특유의 높고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나는 말고 있였어. 알고 말고. 처음부터 알고 

있였어 그녀는 큰소리로 떠플였다. 높고 날카로운 웃음소려가 정원을 건너 방안으로 달겨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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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레드는 침대에 꽂꽁이 앉은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371 

이 작품에서 만벤히 눈에 도이는 이미지는 원시적， 윈색적이다. 태양， 바람， 비， 흙， 강 

따위의 원소적인 자연의 모습과 춤추는 듯한 휴인들， 노동자들의 물결， 그들의 거침없는 

본성의 웃음소리가 산업사회의 황폐한 가치뜰 도도하게 능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이성적 

원시주의는 확연하게 로렌스적인 비전이다 38) 

그러나 앤더슨에게는 로렌스의 세계전망의 밑바탕인 서양문명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위 

기의식이나 현실의 사회와 개인에 대한 죄요한 분석이 없다. 이 불충분한 라얼리즘은 라이 

어넬 투렬링이 몹시 애석해 한 바와 갇다. 앤더슨의 “조야한 신비주의”는 물질주의에 대한 

항의일 것이지만 그의 글에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댁용이 없고 그의 인물들은 “육신없는 

정열”과 “기뽑없는 상”의 휘생불이라는 것이다 39) 이것은 물론 지나친 흑평으로 보이지만 

리얻리즘이 앤더슨의 본령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하다. Dark Laughter의 경우3 의식의 흐 

릅이략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의도적으로 기대면서도， 이 기법의 본래의 의도인 기역， 감각， 

사실이 흔류하는 의식내용을 충실히 기술하는 심려적 사살주의에사 크게 B1 켜서 있다. 그의 

의식의 흐름은 묘사와 보고의 대상이 아니라， 말하자떤 작가의 시적， 예언적 직관을 제어없 

이 담보하는 표현상의 전략인 것이다. 

앤더슨은 또， 그의 r녕성이 한창 드높던 20년대 중반에 “미국의 도로이드파 American 

Freudian"로 칭송되었고， 이것도 그의 작품이 증거하는 바대로 자맹하다 하겠다 40) 그러나 

표로이드적인 분석 역시 그 자체로 그의 목표는 아니었다. 그가 부정하는 억압적 인습과 산 

업주의에 대한 대얀적 u1 견으로 휴은 거부의 전략으로 프로이드적인 성이 개입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프로이디즘은 역섣적으로 드로이드적 131 전 01 라기 보다 마국적 에덴의 비전 

의 현대적 국면우로 볼 수 있다. 트렬링의 바판의 준거인 리엘라즘몬이 앤더슨에게 다소 춧 

점을 벗어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앤더슨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미국문학의 강릭한 전동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 UI 

앤더슨의 전통적 전멈 (典範)은 누구보디-도 마크 투웨인이다. 19세기의 ‘트웨인에게서 20 

37) Anderson, Dark Laμghter (Ncw York: Boni ancl Liveright, 1925) , p.319 이 상의 엔 더 슨의 

각판 분석 은 펀 자의 줍고 “Sherwood Anclerson의 끽 감 에 기1" (!i'띤 어 띤 문 꽉Ji ， Vol. 28, No. 3, 
1982)에시 얻부 릎 간수 i! 1 차-요히 잉、검 • 

38) 띤 데로 Eugene Gooclheart , “ Lawrence and Amcrican Fiction ," in ]effrey Meyers, ed. , The 
Legacy 01 D. H. Lawrence: New Essays (New York: S t. Martin’ s Press, 1987) , pp. 139-141 
참조. 

3:J) Lionel Trilling (1970) , 11p.41-.1-1 
40) Frederick ]. Hoffman , Freμdiαηisη1 and the Literαry Miηd， 2nd ed.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J67) , pp.229-250에 상론된 . 



29 

세기의 앤더슨에 이료는 사이 혁크의 경멸적인 “문맹 sivilization" 이 위협적인 산업주의로， 

소년적 이상향이 본성과 본능의 예감으로 변모하지만， 양자의 상상릭은 미국적 에댄의 비 

점이 규정하는 바 공통의 개녕틀에서 출말한다. 트웨인의 하니발과 앤더슨의 중서부 소읍 

은 모두 청교주의의 억압적 인습과 낙원적 비전의 노스탈지아블 동시에 환기하는 역설의 무 

Dark Laμghter의 마 시 시 피 강은 트웨 인의 강의 암시 력 을 가진다g 이 야기 꾼의 구화 대이다. 

적 즉흥성과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반문단적 민중적 감각도 공통적이다. 앤더슨에게 중요 

한 또하나의 미국적 전통은 휘트먼이다. 휘트먼은 억압척이고 펀협한 청교도적 전통을 만 

먼과 만상을 두루 포용하는 민주주의와 신비주의로대체코자하였는데 앤더슨도 휘트먼적인 

낙관 o 로 본성과 민중을 신봉하였단 것이다. 젊은 신진들을 후견하고 스타언의 실험적 언 

어를 예찬하며 

같이 마국적 

스스로 만전통의 현대적 머1세지블 형상화하였으되 앤더슨은 

낙관주의와 순진성의 전동을 겨1 승하고 있다g 벤자민 스펜서는 

한편」즈로 이와 

앤더슨의 이런 

띤모릎 지적하여 “미국적 신화창출자”라 하었다 41) 

스타인의 경우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현실적 문제의식이 없고 그녀의 언어가 실험적이며 

파격적이어서 일견 미국문학의 우연한 돌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의 모든 

면모가 미국적 문화 유산의 산물이 었다。 우선 그녀의 빠리행 자체가 미국문학의 국제화를 

부추킨 미국작가들의 외유( expatriation)과정의 일환이 었다‘ 그녁의 모국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른 것이어서 양차대전 중에는 빠리의 GI들에게 영웅이 되다시피 하였고， 그녀의 글에 

나타나는 미국은 언제나 효의적이다a 마국의 20세기는 남북전쟁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판 

단도 단순히 중럼적안 관찰만은 아닌 듯하다 42) 스타인의 이런 개인척 면모블 가리켜 버l 르 

나르 파이는 “미국의 은총 “미국 그 자체” 등의 무수한 찬양의 말을 한 적이 있다 43) 

그러 나 풍요한 것은 그녀의 상상력에 내재된 미국적 전통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대 

로 스타띤의 핵심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천족적 축제안데 이점에서 그녀는 휘트먼의 유산 

을 이어받은 것이 된다. 그녀의 옐거， 만복， 자축， 긍정의 언어의 배경에는 휘트먼이 대표 

하는 미국적 낙관주의가 있다. 스타인의 모더니즘에 루카치가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근거의 

하나인 병리적인 요인이나 허무주의는 일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앤더슨은 스타인을 가 

려켜 마국적 삶의 아름탑고 건강한 면을 대표하는 작가라 하었는데 44) 이것은 파격적인 모 

더니스트의 문장으로 휘드먼적 낙관주의를 계승한 그녀의 정신에 대한 좋은 요약일 것이다. 

41) Benjamin T. Spencer, “ Sherwood Anderson: American Mythopoeist," in Walter B. Rideout , 
ed. , Sherwood Andersoη : A. Collcction 0/ Cri‘tìcα l Essays (Englc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1974) , pp.150-165. 

42) Lectures in America에 서 벚 ,,] 헤 이 런 관찬윤 함. 스타인 의 애 국척 정 서 플 가장 잘 보여 주는 글 
은 “The Coming of the Americans" 인 . 

43) Bernard Faÿ, “ Introduction" to The Makiηg 0/ Americans, p. xix. 
44) Raγ Le、vis White, ed. , Sheγwood Andersoη/Gertrude Steiη Con'espoηdeηces and Personal 

Essays (Chapel Hill ’ The Uniγ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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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뼈ee ~따g뼈용nùÏlty 0옮 Stei없 all1l뼈 뼈鍵SOll1l 

KH-쩌00뼈g Kim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Gertrude Stein and 않aerwood Anderson. τ‘he ra었onale 

of the comparison is grounded in two simple facts of history plus an observation: they 

were devoted life-long friends reciprocating sympathy and admiration between them; that 

both of them, born in the 1870' s, were a guiding influence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literary moderns of the following generation notably including Faulkner and 묘emingway; 

and that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and de fÌne the common del1ominator that bincls 

them together。 τhe main object of the present study is bifocal: to adumbrate 짧eir signifi

cant roles in the specific phase of American literature and to de fÌne the cenìral character

istics of their imagination in the light of national traclition as well as modernist perspectives。

The díscussion proceeds in the division of fÌve parts. 맏he introductory first part considers 

the necessary distinction of American modernism-of which Stein and Anclerson were 

progenitor andjor mentor-from the mainstream European modernism. In Part τwo， lives 

of the two writers are selectively reviewed with an especial focus on the formation of 

literary minds, their own de fÌnition of self, the range of influence they exercised, and the 

issues of modernity in their achievements. Here, the common feature of εol1oquial 

easefulness which characterizes their writings is brought to attention as part of a typical 

American heritage originating from Mark Twain. 

The third and fourth parts concentrate on Stein and Anderson respectively. The 

discussion of Stein is focused on the signifìcance of her experimental style which, starting 

mildly with the Flaubertian Three Líves, could go, by way of prolific “steinese" , as far 

as to the extremes of Tender Buttons. The heart of her modernist gestures is ￦hitman

esque self-celebration, a turning back to the American tradition of innocence and acceptance. 

Anderson is discussed with regards to his Lawrentian and Freudian vision as reflected in 

Wiηesburg， Ohio and Dark Laughter. He is modern in his rejection of respectable society 

and in his embrace of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our century. But in his undoubting 

indulgence in the poetic vision, which is bought at the cost of realism, Anderson inherits the 

American tradition of the Edenic and democractic optimism by way of Twain and Whit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