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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과 분노』에 나타난 지능 장애 가정의 

원인으로얘의 모성 애정 결핍 

이정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I. 시작하는 말 

위텐버그(Wittenberg)는 『고함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가 

포크너 (Fa띠knerl의 어 느 다른 소설보다도 프로이 트적 인 접 근법 을 원용하 

기에 아마도 가장 적합한 소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1) 물론 위텐버그는 프 

로이트적인 접근법을 특별히 지적한 것이기보다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소설이 프로이트적인 접근법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석적 접근법을 원용하 

기에 좋은 소설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정신분석 이론을 문화와 문학 

읽기에도 적합하도록 한 라캉(Lacan)의 이론을 이 소설 읽기에 적용할 

경우， 훨씬 더 흥미로운 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크너 자신 

은 적어도 두 번 공식적으로 자신은 프로이트의 저작을 직접 읽은 적이 

없어 그의 이론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 첫 번 

째 공식적인 언급은 1955년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때 “내 

가 뉴 올리 언즈(New Orleans)에 살고 있을 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저작을 결코 읽 

1) Judith Bryant Wittenberg, “Teaching ηJe Sound and the Fury with Freud," Stephen 
Hahn, and Arthur F. Kinney, eds., ApprαlCheS to Teacmng Faulkner’'s The Sound and 
the Furγ (New York: The Modem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앉l6)，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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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이 없다"2)고 말했다. 또 다른 계제에 그는 정신과 의사들과 만난 적 

이 있는데， 그는 이 때 “내가 아는 심리학이란 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을 창조한 것과 포켜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프로 

이트는 잘 알지 못합니다"3)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깜은 포크너 자신의 

프로이트에 대한 언급은 그가 자신의 소설과 프강이트의 이론 사이에 많 

은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4) 

그러나 우리는 포크너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 지신의 무지(?)를 주 

장하는 것은 일종의 시침 떼기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포크너가 

살던 1920년대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할 기회는 아주 다양했기 때문 

이다.5) 자이틀린(Zeitli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함과 분노』와 rs월의 빛J (Light in August)을 쓴 작가[인 포크너]보다 

프로이트에 대해 더 해박한 지식을 기진 미국작가는 [1920년대에는] 없었다 

포크너는 프로이트의 저작을 영어 번역본을 통해 읽었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는 콘래드 에이컨(Conrad Aiken), 셔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 펼 

스톤(PhiJ[ip] Stone) 등과의 교유를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했을 것이며， 

또한 1920년대의 지적 분위기 속에 날아다니던 유명한 “사상의 꽃가루”를 접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6) 

그렇다면 포크너 자신이 이처럼 그의 소설과 프로아트의 정신분석 이 

2) James B. Meriwether and Michael Millgate, eds‘ , Lion in the Garden: Interviews ωith 

William Faulkner, 1926-]962 (New York: Random, 1968 • Lincoln: U of Nebraska P, 
1978), p. 25l. 

3)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lmer in the Universí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íversity cj Vir.밍n따 1957-1958 (New York: Random, 1959; New 
York: Vintage, 1975), p. 268. 

4) John T. Irwin, Doubling and IncesνRepetition αu1 Revenge: A SpøαJlative Reading 
cj Faulkner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5), p. 5. 

5) Michael Zeitlin, “Faulkner and Psychoanalysis: The Elmer Case," Donald M. Kartiga
ner, and Ann ]. Abadie, eds., Faulkner and Psycho1o밍: Faulkner and Yo/a찌n따vpha， 

1991 (Jackson, Mississippi: UP of Mississippi, 1994), p. 219. 
6) Ibid.,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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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이의 연관성을 직설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을 읽 

으면 마치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의 소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천재성과 

포크너의 천재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상보(相 

補)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포크너의 소설 쓰기가 이성적인 작업이 

라기보다는 무의식에 감추어진 그의 욕망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 

함과 분노』의 제목이 포크너의 이성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무의식의 표출에서 나온 것이다"7)라는 코인드로(Coindreau)의 지적 

에서 잘 드러난다. 포크너는 또한 이 소설을 쓴 과정에 대해 “이 이야기 

를 쓰기 위해 모두 다섯 번을 시도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 소설 

을 완성한 후에야 나를 고뇌 속으로 몰아넣던 악몽이 사라졌다"8)고 술회 

했다. 그는 이 같은 창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심리적인 “평안"9)과 

“희열"10)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포크너 자신의 말 

을 들어보면， 그가 비록 정신분석에 대해 체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깊 

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신분 

석으로 치유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포크너의 위대한 천재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소설을 씀으로써 정신과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치료한 셈인데 이는 곧 글쓰기 치유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깊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에는 왜 그처럼 많은 정신분석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가? 다음과 같은 포 

크너 자신의 말은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가 자신은 그가 프로이트를 [이론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많 

7) Maurice Edgar Coindreau, “Preface to ηle Sound and the Fury," Gecrge M. Reeves, 
translated, Mississippi Quarterly 19 (Summer 1966), p. læ 

8) Meriwether and Millgate, Lion in the Garden, p. 244. 
9) Wil\iam FauJkner, 까le Sound and the Fury. Norton Critical Edition, 2nd ed., David 

Minter, ed , (New York Norton, 1994), μ 잃3. 이 후 이 책 은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Nortonl로 표기 함 

10) Judith Bryant Wittenberg, Faulkner: The Tnα때guration of Biography (Linc이n: U of 
Nebraska P, 197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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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쓰인 것들을 프로이트를 아는 누군가가 

찾아내어 이것들이 중요한 개념[상징]이라고 설명해 준다."11) 이것이 포 

크너의 천재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고함과 분노』를 분석하 

면서 하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 될 것이다 천재는 창조하지만， 비 

평가는 단지 그가 창조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에 만족할 뿐이다. 

II. 포크너는 왜 『고한과 분노』를 썼는가? 

소설가가 자신의 특정한 소설이 어떻게 해서 쓰이게 됐는가를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 

히 포크너가 자신의 소설의 연원에 대해 말하는 정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포크너는 예외적으로 이 소설을 시작한 계제(階佛)에 대해 밝 

히고 있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아마또 그는 자신이 이 소설 

을 쓰게 된 동기가 대단히 절박한 이유에 있음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 

다. 그는 자신이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아름답고 비극적인 조그만 소 

녀 "12)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에 연원한다고 섣병한다. 그가 이 소녀를 

창조한 것은 그에게는 없었던 여동생과 어릴 때 죽은 딸이라는 두 사람의 

부재(不在)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캐디 (Caddy)의 이 

름의 어원은 라틴어의 cadere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티락하다 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댁의 이름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는 의 

미 외에도 충만의 상태에서 상설의 상태로 타락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 

라， 라캉이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언어가 야기하는 상실로서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다.13) 물론 여기서 결핍이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 

11) Frederi대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ty (Char
lottesville, VA UP of VA, 1959), p. 147 

12) Philip Cohen and Doreen Fowler, eds., “Faulkner’s Intrαluction to πle Sound and the 
Fury," Amerimn Literature 62 (June 199이， p. 277. 

13) Doreen Fowler, Faulkner: The Retum of the Repressed (Charlottesville, VA U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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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여준 모성의 결핍을 의미한다. 

포크너는 “아름답고 비극적인 조그만 소녀”라는 말로 그가 캐디에 대해 

느끼는 애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 같은 함축적인 말에는 캐 

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캐디에 대한 그 

의 말은 이 소설에 나오는 캐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 

주 흥미롭다. 

나 자신도 그[소설] 속에 오빠로서 그리고 야버지로서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캐디의] 오빠 하나만으로는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모든 것을 담아내 

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남동기간 셋을 줬다 헨틴 

(Quentin)은 연인처럼 그녀를 사랑했고， 제이슨(jason)은 아버지가 그러는 것 

과 마찬가지의 질투심과 분한 마음으로 그녀를 증오했으며， 벤지 (Benjy)는 어 

련애처럼 아무 분별력이 없이 그녀를 사랑했다 14) 

포크너가 어떻게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는가는 그가 버지니아 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가 있을 때 대학원 미국 소설 강의에서 한 학생의 질문에 대 

답하는 과정에서 그가 한 랍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질문자는 포크너에게 

『고함과 분노』의 처음 세 부분은 콤슨 가족의 네 아이들 중 세 아이가 각 

각 한 부분씩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캐디는 아주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캐디가 전면으로 나서서 

서술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라고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포크너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이 소설 전체에 대한 설명이 그 질문 속에 있군 

요. 나는 이 소설의 처음을 진흙이 묻어 더러워진 속옷은 입은 작은 소녀[캐 

디]의 묘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아이는 나무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거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나무 아래에는 나무애 올라갈 염두도 내지 못하는 남 

V A, 1997), p. 32 
14) Cohen and Fowler, “Faulkner’s lntroduction to The Sound and the Fury," p. 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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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기간들이 그녀가 보는 것을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남동생 하나[벤지]가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충 

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1부지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또 다른 남동기간인 

오빠[헨틴]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어 

요. 그것이 2부지요， 그래서 나는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남동기간인 남동생[제 

이슨]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했지요. 왜냐 하면 내게는 캐디가 너무나 아름 

답고 감동적이어서 그녀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도 

록 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를 축소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 

를 다른 인물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좀 더 열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를 직접 서술했지요. 그게 4부지요. 그래도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았어요 15) 

위에 인용한 포크너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가 이 소설에서 말하려는 것이 

거의 강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무꾀식에 억압했던 그 무 

엇인가를 글쓰기를 통해 토로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 

면 그가 이 소설에서 쓴 내용은 그가 자유연상에 꾀해 자신의 무의식 속 

에 억압돼 있던 것을 발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연상은 

그가 이 소설에서 사용하는 반복 기법을 통해 드러난다， 포크너는 이 소 

설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화자를 통해 여러 빈 반복하는데， 이 같은 

반복은 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캐디에 대한 사랑이 소진되지 않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반복은 이 소설의 내용이 그 자신 

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이 소설의 많은 부 

분은 그의 가족사(家族史)와 개인사(個人史)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포크너는 자신과 가속에 대한 사적인 사실에 상상 

력으로 보태서 이를 소설로 창조한 셈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성장과정에 있는 이아들이어서 사춘기를 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장이 끝난 어른과는 달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항상 변힌다. 

15) Gwynn and B1otner, Faulkner in the University,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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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그들이 겪게 되는 감정적인 기복을 

함께 경험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II I. 표묘벼의 철거적 사살 16) 

『고함과 분노』는 포크너 자신의 가족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기 때 

문에 그의 전기를 살펴보는 것은 이 소설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포크너 

는 1897년 9월 25일에 미시시피 주의 뉴 올버니 (New Albany)에서 머리 

커스버트 포크너 (Murry Cuthbert Falkner)를 아버지로 그리고 모드 버틀 

러 포크너 (Maud Butler Falkner)를 어 머 니 로 하여 이 들의 첫 아들로 태 

어났다. 그의 태어날 때 이름은 윌리엄 커스버트 포크너 (William Cuth

bert Falkner)였는데， 성(姓)은 F외kner로 표기됐다. 그러나 후에 그가 캐 

나다에 가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1918년 7월 캐나다의 토론 

토에 있는 영국 공군에 입대하려고 재외 영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alkner라는 성을 Faulkner로 바꿨는데， 그 후 이것이 그의 성으로 굳어 

졌다17) 

포크너의 조상은 스코틀랜드 계이거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계이다. 

그의 조상들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들이었는데， 특히 “늙은 대령”으로 알 

려 진 그의 증조할아버 지 인 윌리 엄 클라크 포크너 (William Cl때 F머뼈er， 

1825~ 1889)가 그러하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장의적인 인물이었다. 포크 

너가 창조한 미 시 시 피 주의 요크너 퍼 토퍼 카운티 (Y때1apatawpha Coun

ty)의 존 사토리스 대령 (C이onel John Sartoris)은 그의 증조부를 원형으 

로 한 것이다. 윌리엄 클라크 포크너는 남북 전쟁에 남부군 대령으로 참 

전했다. “늙은 대령”은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 변호사로 개 

16) A. Nicholas Fargnoli and Michael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πJe Essential 
R걷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2), pp. 67 • 76 

17) Far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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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여， 명성을 얻었으며， 은행가로서 그리고 철도 사업가로서 성공했다. 

또한 그는 1881년에 『멤피스의 흰 장미~(The White Rose of Memphis) 

라는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30년간 계속 출간꾀어 16만 권이 팔렸다 

고 한다.18) 

“젊은 대령”이라고 불린 “늙은 대령펙 아들 존 웨즐리 톰슨 포크너 

(John Wesley Thompson Falkner, 1848-1922) 역시 그의 아버지가 개척 

한 은행업과 철도 사업을 확장시켰으며 정치에도 입문했다. 그는 1869년 

에 결혼했는데， 그의 첫 아들이 포크너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포크너의 

할아버지인 “젊은 대령”은 음주벽이 있어 이를 치 료하기 위해 멤피스에 

있는 킬리 병원(The Keeley Institute of Memphis)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음주벽은 그의 아들인 포크너의 아버지와 포크너에게도 기질이 

유전됐다. 

포크너의 어머니의 가계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의 집안인 버툴러 가문(the Butlers)은 미시시피 주의 라파옛 카운티 

(Lafayette County)의 초기 정착자이다. 포크너의 어머니 친척 중에는 남 

북 전쟁 당시 남부군의 장군이었던 펠릭스 졸리코:페 (Felix Zol1icoffer)라 

는 인물도 있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찰스 버툴러 (Charles Butler)는 옥스 

퍼드 시의 경찰서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1887년 부인과 두 자 

녀를 남겨두고 공금 3천 달러를 가지고 젊고 예쁜 판혈 흑인 여자와 도주 

했다. 포크너는 이런 이유로 해서 외할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외 

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지냈다. 포크너헤게는 셰 탱의 남동생이 있었다. 

잭(Jack)이라고 불린 머리 찰스(Murry Charles)와 판시(Johncy)라고 불린 

존 왜즐리 톰슨 3세(John Wesley Thompson 1ID, 그리고 딘(Dean)이 그 

들이다. 

아버지 대에 와서 포크너의 집안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의 가문의 소유였던 철도 회사를 1902년 5월 7만 5천 달러에 

18) Fargnoli and Golay, Will따n Faulkner A to Z,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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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했다. 철도 회사의 매각은 포크너의 아버지로부터 할 일을 없게 만들 

었다， 포크너의 할아버지(“젊은 대령")가 그의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도와 

주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사업의 실패는 이미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포크너의 부모의 

애정을 더욱 더 식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포크너의 어머니는 냉랭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우유부단하고 알쿄올 의존적이었 

다. 어머니는 책과 그림을 좋아한 반면， 아버지는 총， 개， 그리고 말을 좋 

아했다. 포크너는 어머니의 내주장이 강한 집안에서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며 자랐다 그의 집에는 캐롤라인(캘리) 바(C때ine [C뻐e] Barr, 

1847-1940)라는 흑인 하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 

는데， 아이들은 그녀를 유모 캘리라고 불렀다. 이 소설에 나오는 딜지 

(Dilsey)는 그녀를 모델로 한 것이다. 

IV. 기능 장애 가정의 원인으로서의 모성 애정 결핍 

이 소설은 기능 장애 상태에 있는 콤슨 7}(the Compson family)의 중 

심에는 바로 기능 장애의 어머니가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소설은 『압살롬 압살롬~ (Absalom, Absalom!)과 대조되는 소설이 

다압살롬 양살롬』에서는 토마스 섯펜(Thomas Sutpen)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주인공의 왕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기획이 남성 중심적이고 

부계 계승적인 야심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획은 백인 중심 

적이고 재산 중심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섯펜의 원대한 꿈은 워시 조운스 

(Wash Jones)라는 프로레타리아 백인에 의해 그가 살해되는 비극으로 인 

해 종말을 맞는다. 물론 섯펜의 아들인 헨리(Henry)가 흑인 혼혈이며 이 

복형인 찰스(Charles)와 여동생인 주디스(Judith)와의 근친 상간적인 결혼 

에 반대하여 찰스를 죽이는 사건 또한 발생한다. 그러나 헨리가 찰스를 

죽인 것은 그가 근친상간에 반대하는 것이기 보다는 찰스가 흑인 혼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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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섯펜의 계획의 근간이 되는 남 

성 백인 중섬의 가부장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억압과 배제를 작동 원리 

로 삼음으로써， 주변화된 인물인 백인 조운스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고 만 

다. 따라서 강함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가부장제는 그것이 힘에 의한 지배 

인 한에 있어서는 배제되고 주변화된 요소들을 포용하지 못할 경우 이들 

은 아킬레스 건(健)으로 작용하여 언제나 가부장제를 기초부터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압살룸 압살롬』이 이처럼 가부장제의 취약성을- 섯펜이라는 가부장적 

인 남성 인물을 통해 드러낸 작품이라면 『고함과 분노』는 아버지의 이름 

을 작동 원리로 하는 가부장제에서 가부장적언 이데올로기와 어머니가 

어떠한 정신역학적(精神力學的) 관계를 가지는가를 드러내는 소설이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정신역학의 중심에는 콤슨 부인이 있으며， 

포크너는 그녀를 통해 가부장제가 어떻게 유연하고 원활(圓消)하게 작동 

하지 않는가를 보여준다. 가부장제는 남성 우선적 인 사회 제도임에도 풀 

구하고 이러한 사회 제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이러한 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은 가부장제 이데올로 

기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최일선 

에 서 있는 인물이 곧 어머니이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이 같은 어 

머니로서의 콤슨 부인이 어머니로서 제대로 역할달 수팽하지 못함으로써 

콤슨 가가 기능 장애를 겪게 되는 상황을 보여 준마. 이러한 가정의 기능 

장애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녀의 자녀들의 삶의 과정 

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소설판 가부장제의 이데올로 

기가 이를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어머니에 의해 왜곡되게 받아들여질 경 

우， 이것이 가정을 어떻게 기능 장애의 가정으로 만들며， 이러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들인 자식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콤슨 가의 아이들은 모두 유아기에 성장이 멈춘 사람 

들이다.19) 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멈춘 것은 근본적으로 모성 애정 결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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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있다.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의 화자로 나오는 벤지를 보자.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일찍 성장을 멈춘 예로， 지능 변에서나 언어 변에서 

상징계 (the Symbolic)에 진입하기 전인 오이디푸스 전 단계(pre-Oeclip떠 

stage)에 머물러 있다. 그가 이처럼 상징계에도 진입하기도 전에 성장이 

멈춘 것은 물론 모성 애정 결핍만이 그 원인은 아니지만， 콤슨 부인이 그 

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가 심각한 모성 애정 결핍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알 수 있다. 벤지의 처음 이름은 모리 (Maury)였다. 모리는 콤슨 부인의 

남동생의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콤슨 가에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에 

완전 똥화되기보다는 언제까지나 친정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콤슨 부인이 그녀의 막내가 정신지체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 

의 남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모리라는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꾸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작동 원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하면 모리라는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벤자민(벤지)으로부터 모성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벤지가 이 소설의 처음 부분에서는 이미 33세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성을 갈구하는 어린애의 상태에 있으며 상정계 

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정신 지체 장애자인 벤 

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어머니의 

애정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껴는 신이 내게 내린 천 

벨이야"2이라는 콤슨 부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콤슨 부인은 왜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을 등한시하며 자식 

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심리적으로 처녀기 

(處女期)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찌 여성의 성장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처녀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성기(母性期)이다. 처녀 

19) Wittenberg, “Teaching The Sowui and the Fury with Freud," p‘ 76. 
20) WiI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1987), p. 5 이후 이 책은 Faulkner, The Sound and ηle Fury [Vintage]로 표기함 정인 
섭[번역]， r음향과 분노J (서울: 북피아， 2뼈)， 23쪽， 

21) Weinstein, Fa띠kner’s8띠ject: A Cosmos No One Owns (Cambridge UP, 199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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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결흔하기 이전의 시기로 이 시기에 여성은 자신의 교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교환 가치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처녀로서의 가치를 유 

지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을 경우， 여성은 결 

혼에서 높은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 전의 여성이 처 

녀성의 가치를 높이 사는 것은 가부장제의 가치이기도 한데， 콤슨 부인이 

이처럼 처녀성의 가치에 집착하는 것은 그녀가 바로 가부장제의 가치관 

을 체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한 후에는 결혼 전에 이처럼 

중요하던 처녀성보다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더 중 

요하게 된다. 모성기에는 자녀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한데， 이러 

한 자질의 핵심인 모성애에는 처녀의 자질과는 달리 성생활(性生活)과 이 

에 따르는 출산과 양육의 지저분함이 포함된다. 콩슨 부인의 업을 통해 

전달되는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가진 여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 하면 여자들이란 그렇게 미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균형이 잡힌 두 달 사이에서 미묘한 평형을 유지하는 주기적인 오불 

(펴物). 달은 중추의 만월은， 여자의 영덩이나 가랑이 감이 가득히 부풀어 오 

르고 노량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외부는， 그들의 외부는， 언제나 노란색. 말하 

자면 걸어 다니므로 노렇게 된 발바닥. 그런데 누군가가 저 신비스럽고 거만 

한 사람들이 숨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내부에선 접촉을 기다 

리고 있는 외면이 애교를 형성한다. 물에 빠졌던 것이 혼합된 겨우살이덩굴 

냄새를 풍기며 희뿌연 고무처럼 연약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부패된 액체.잉) 

콤슨 부인이 여성의 성(性)과 출산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말한 바로 이 같은 가부장제의 기본석인 생각을 드러낸 것 

이다， 콤슨 부인이 처녀기에 머물러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경시하는 

것은 여성이 월경 등의 생리 현상 때문에 더럽다는 바로 이 같은 가부장 

22) Fau!kner, ηle Sound and the Fury [Vikingl, p. 147 정 언 섭 , 207-8쪽 



r고함과 분노」에 나타난 기능 장애 가정의 원인으로서의 모성 애정 결핍 103 

적인 생각을 학습하여 이를 자신의 행동 강령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따 

라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처녀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며， 여성의 성과 

출산은 냄새가 나고 추한 것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이데올로 

기를 실행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의 괴물"23)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그녀의 처녀기 고착이 바로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그녀의 자녀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어머니와 딸은 가족 중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어머니는 딸에게 

있어 역할 모델일 뿐만 아니라 딸은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딸과 어머니는 이 같은 특별한 유 

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와 딸이 돈독한 관계를 유 

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콤슨 부인이 딸인 캐디에게 보이는 태도에 기인한 

다. 콤슨 부인은 병적일 정도로 캐디에게 순결을 강요한다. 그러나 여성 

이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성장하여 결혼한 후에는 순 

결보다는 아이들의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 또 

한 여성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순결을 정도 이상으로 강요할 경우 이는 여성을 유야의 상태 

로 묶어 버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콤슨 부인이 이처럼 캐디에게 순 

결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캐디는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일 수도 있다. 캐디에 대한 이 같은 순결 강요는 캐디가 남자 아이와 

입맞춤을 했을 때 콤슨 부인아 캐디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 

다， 그녀는 캐디가 남자 아이와 혼전에 입맞춤을 한 것을 순결을 잃은 것 

으로 간주하면서 캐디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검은 상복(필服)을 입는 

과잉 반응을 보인다. 물론 20세기 초 미 국 남부인의 의식 구조에서 혼전 

여성이 남자와 입맞춤을 하는 것은 성행위를 하는 것 만큼이나 불순한 것 

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캐디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 딸을 위로하 

거나 적절히 타이르는 대선 일방적으로 검은 상복을 입음으로써 그녀를 

23) Weinstein, Faulkner’s ‘Subjec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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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시키는 것은 어머니가 딸에 대해 충분한 애정이 없고 포용하지 않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콤슨 부인의 행동은 캐디에 대한 그 

녀의 애정이 걸핍이 돼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여l 라고 말할 수 있다. 

콤슨 부인이 이처럼 벤지와 캐디에 대해 애정에 인색한 것과는 대조적 

으로 그녀는 제이슨을 면애한다.24) 그녀가 제이슨을 편애하는 이유는 그 

가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친정 식구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이 같 

은 그녀의 제이슨에 대한 편애는 오히려 제이슨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어머니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행사하는 데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미숙함과 무책임감은 그를 금전 제일주의자로 만닫어 버리고 만다. 이 같 

은 그의 성격은 그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애징을 주지 못하는 인물이 되게 

한다. 따라서 그는 벤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 

는 이유로 미워한다 그는 또한 캐디가 성적으로 푼란히다고 해서 그녀를 

싫어한다. 이처럼 그는 콤슨 부인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준을 오직 하 

나의 잣대로 삼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V. 벤지와 랜턴의 대리모로얘외 캐다 1라 권탠의 캐다에 

대한근친상간적 욕망 

벤지는 정신 장애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또 거세된 인물이다. 따 

라서 그는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상상계에 머무는 존재이다. 이런 이 

유로 해서 그는 특별한 배려와 애정이 펼요하다. 그러나 콤슨 부인이 그 

에게 애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에게 애정 

24) Edmond L. Volpe, A Reader’'5 Guide to William Faulkner (San Jose, CA Authors 
Choice Press, 1964, 2001l, p. 109 



『고함과 분노」에 나타난 기능 장애 가정의 원인으표서의 모성 애정 결핍 105 

을 베풀어 줘야 한다. 물론 물질적인 욕구는 러스터 (Luster)가 채워주기 

는 해도 심리적인 요구는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한다. 이 

러한 심리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곧 캐디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벤지는 캐디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가 이미 육체적으로 성장한 인 

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디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에서이다. 

벤지는 언어로 대표되는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은 후각(뺏覺)이다. 그는 냄새를 통해 그의 일 

상적인 소통 행위를 수행한다. 캐디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적에 벤지 

는 캐디에게서 나무 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이는 캐디가 아직도 순결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가 성장하여 향수를 뿌리게 되자 그는 이 

를 역겹게 생각한다. 벤지는 이처럼 캐디의 변화를 냄새로 맡는 셈이다. 

캐디는 벤지 뿐만 아니라 켄틴에게도 대리모의 역할을 한다. 콤슨 부인 

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 때의 순결관에만 사로잡힌 여인이다. 

따라서 그녀는 부인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머니이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자식들이 나한테 태어났지. 벤저민만으로도 충 

분히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제 어미인 나를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 계집 

애(캐디) 때문에 난 고통도 받아 왔고， 꿈도 꾸었고， 계획도 세웠고， 희생도 해 

왔던 거예요. [중략] 제이슨은 예외예요. 그 앤 내가 처음으로 팔에 안아 본 이 

후 한 번도 내게 슬픔을 준 일이 없거든요. 그 때 난 그 애는 내 기쁨과 구원 

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집렀든지 벤저민이변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벤저민은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나보다 지위가 높다 

고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니-는 

불평하지 않아요. [중략1. 나는 시집오기 전에도 불행했어요. 바스콤 가(家)(a 

Bascomb) 같은 보잘 것 없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말예요. 그러나 나는 여자는 

숙녀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정) 

25) Faulkner, πJe Sound and the Fury [Vikingl, pp 117-8 정인섭， 168←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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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콤슨 부인이 거부한 어머니의 역할을 캐디가 대신해 그녀의 남동 

기간에게 애정을 준다，26) 벤지는 정신 장애자이기 때문에 모성 애정 결핍 

을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있으나， 의식화하지는 못한다. 씨에 비하여， 랜틴 

은 모성 애정 결핍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랜틴의 모성 애정 결핍을 보 

충하는 인물이 캐디이다. 따라서 캐디는 괜틴의 누이동생이지만， 그녀는 

또한 대리모인 셈이다. 벤지와 랜턴이 캐디에게 신경증적인 강박 증상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치환(置換)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잉) 

캐디는 이처럼 콤슨 부인이 벤지와 펜틴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준다쩌) 

이 같은 펜틴에게 캐디의 결혼은 아주 커다란 정신적인 외상이 아닐 수 

없다.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켄틴은 캐디의 겸혼 통지를 받고 커다 

란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 때문에 그는 강의를· 빠지게 된다. 펜틴의 

룸메이트인 슈리브(Shreve)는 강의에 가지 않은 켄틴에게 “너 왜 결석했 

니? 결혼식이었니? 아니면 상가집에서 밤샘을 했니?"영)라고 묻는다. 웬틴 

의 대리모인 캐디의 결혼은 괜턴에게는 축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펜틴이 캐디의 결혼에 대해 이처럼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이 

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웬틴이 캐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친 상간 

적인 애정에 근거한 것이다.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눈 자신의 존재의 중심 

에 있다， 어머니는 아직 오이디푸스 전 단계에 머무는 아이에게는 융합 

(敵合)의 근원이다. 아직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이 시기에 어머니는 주 

체와 객체， 너와 나， 어머니와 유아라는 구별을 없애주는 존재이다 3이 따 

라서 이 시기는 인간에게는 구벌에 근거한 상징계 이전의 융화와 조화의 

사기인 셈이다 크리스테바(Kristeva)는 이라한 시기를 기호계(핍號界 

26) Weinstein, Faulkner ’'s Subject, p. 3D. 
27) Wittenberg “Teaclùng The Sound and the Fury with Freud," p. 77 
28) V빼e， A Reader’'s Guide to William Faulkner, p. 110 
29) Fau1싸1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l, p. 93. 정인섭， 137쪽 
30) Doræn Fowler, “ ‘Little Sister Death': The Sound and the Fury and the Denied Un • 

conscious," Donald M. Kartiganer and Ann ]. Abadie, eds. , Faulkner and Psychology:’ 

Faulkner and Yoknapa따JJpha， 1991 (Jackson, Mississippi: UP of Mississippil,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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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oticl라고 부른다. 인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융화와 조화의 세계는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가능하다， 이 시기의 어머니는 유아에게는 “언어 이전의 충만"3])이기 때 

문이다. 유아는 그 자신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아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랜틴은 어머 

니의 이 같은 사랑을 결핍한 존재이다. 웬틴의 이러한 어머니의 애정 결 

핍은 “지하 감옥이 바로 어머니였어 "32)라는 그의 말에서 극적으로 드러 

난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기보다는 중세 시대에 

고문과 형별의 장소였던 지하 감옥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유아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같은 사 

랑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사랑을 베푼 딜지 

(Dilsey)가 있지만， 그녀는 단지 흑인 유모이기 때문에 웬틴은 그녀와 자 

신을 동일시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켄틴은 이러한 모성 애정 결핍을 어디서 충족할 수 있는가? 

그에게 어머니는 이미 캐디로 치환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조화와 융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원천을 캐디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캐디에 대한 펜틴의 근친 상간적 사랑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어머니에 대한 근친 상간적 사랑과 궤(~Jt)를 같이 한다. 괜턴의 캐디에 대 

한 사랑은 “타자를 자신 속에 통합함으로써 이전에 그가 느끼던 존재의 

충만함을 회복하려는 욕망"33) 인 셈이다. 

VI. 랜탠 물에 빠쩌 죽다 

펜틴은 어머니와의 언어 이전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어 

3]) Weinstein, Faulkner ’s S띠ject， p. 34 
32)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198‘ 

33) Fowler, “ ‘Little Sìster Death' ,'’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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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그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지 않았가 때문에 그 대신 이런 사랑을 

여동생인 캐디로부터 갈구한다. 그가 캐디와의 근친 상간적 성관계를 갈 

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성관계란 동시에 죽음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성관계가 죽음과 등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 

형이상학파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내려 오는 생각 중의 하나이기궁 하다. 이 소설에서는 

펜틴과 캐디의 성적 결합이 죽음과 동의어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이 은유 

적으로 표현돼 있다: “여동생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성 프란시스코는 죽음 

이 곧 어린 여동생이라고 말했다 "34) 성관계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은 캐 

디도 똑같이 갖고 있다. 캐디가 결혼하기 전 랜틴은 그녀와 만난다. 이들 

은 서로를 만지면서 자신들의 심경을 말한다， 주위에서는 겨우살이덩굴 

냄새가 난다. 나무 냄새와는 달리， 겨우살이덩굴 냄새는 이 소설에서는 

성적인 분위기가 고조돼 있음을 상징한다. 편틴은 캐디가 키스한 그 사람 

[돌튼 에임스(D머tom Ames)]을 미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캐디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래요， 난 그 사람 미워해요， 그 사람이라면 난 차바라 죽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벌써 죽은 걸， 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죽는 거예요.35) 

여기서 캐디가 말하는 요지는 성관계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면 랜틴이 캐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친 상간적 관계 역시 랜틴에게는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이것은 렌틴이 치환된 어떠니로서의 캐디와 성관 

계를 가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웬틴이 바라는 

언어 이전의 상태로의 귀환인 캐디와의 성관계는 그에게는 죽음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랜틴이 익사하는 것은 그가 대리모인 캐디와의 근친상간이 

34) Faulkner, η1e Sound and the Fwy [Vikingl, p. 87. 
35)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l, p. 173 정인섭， 23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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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곧 “무의식의 어두운 물속으로 자신을 침몰시키는 것 "36)과 동 

일하기 때문이다. 펜틴은 결국 강에 빠져 죽음으로써 그가 캐디와의 근친 

상간을 대리적으로 실행하는 셈이 된다. 

VI I. 딜지， 또 다론 대리모 

캐디가 벤지와 렌틴에게 대리모의 역할을 한다변， 딜지는 또 다른 하나 

의 대리모이다. 캐디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리모의 역할을 하 

는 데 비하여， 딜지는 일상의 생활을 통해 이들의 대리모 노릇을 한다. 이 

소설에서 딜지가 흑인 하인으로서 이 같은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포 

크너 자신이 어릴 때 그의 집에 살던 흑인 여자 하인 캐롤라인 (캘리) 바 

(Caroline [C머lie] Barr, 184? -1940)의 영향이 크다. 포크너와 그의 남동 

생들은 그녀를 “유모 캘리”라고 불렀다. 바는 포크너의 “제2의 어머니” 

이다，37) 그녀는 거의 1에세가 다 된 1940년에 죽을 때까지 포크너의 집에 

서 살았다. 그녀가 죽자 포크너는 그녀를 기억하면서 그녀는 “품위의 원 

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았으며， 애정과 존경， 그리고 안정(安 

定)의 근원이었다"38)고 그의 추념사(追念麗)에서 말하고 있다. 포크너가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의 보살펌보다는 바의 보살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바는 제2의 어머니이기보다는 오히려 제l의 어머니인 셈이 

다. 따라서 그가 그녀의 묘비에 써 넣은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진정한 

기원인 셈이다. 

캘리 바 클라크， 1840~ 1940, 유모 

그의 백인 아이들이 그녀에게 축복을 기원 하노라댔) 

36) Fowler, “ ‘Little Sister Death’." p. 12 
37) Fargnoli and Golay, Will때n Faulkner A to Z, p. 14. 
38) Fargnoli and Golay. Will따m Fa띠'kner A to Z,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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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너는 1942년에 출간된 『모세여 내려가라』를 바에게 헌정(歡멀)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매미에게 헌정합니다 

미시시피 

[1840-194이 

“매미”는 노예로 태어나 

우리 가족에게 신뢰를 

아낌없이 그리고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주었으며 

내가 어렸을 때 끝없는 

헌신과 사랑을 주었노라40) 

포크너가 기능 장애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 

여 세계적인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매미”의 이 같은 사랑 

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매미”는 이처럼 포크너에게 있어 

어머니가 주지 못한 사랑을 대신 준 대리모인 셈이다. 

콤슨 부인이 어머니 되기를 거부했다면， 딜지는 펌슨 부인과는 달리 아 

무런 불평불만 없이 아이들을 희생적으로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 

것은 흑인 하녀로서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녀가 콤슨 가의 아이들 

을 돌보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캐디의 사생아인 미스 펜틴(Miss Quen

tin)을 양육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그녀의 모성애에 기인한다. 이 같은 

그녀의 모성의 근원은 어디에 연원하는 것인가? 

딜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벤지를 돌보게 된다. 그녀는 벤지를 데리고 

교회에 간다. 그녀는 교회에서 쉬이곡(Shegog) 목사의 다음과 같은 설교 

느
 」

드
 

E 르
 
E 

39) Fargnoli and Golay, Williα11 Fauikner A to Z, p. 14 
때) Fargnoli and G이ay， Wiiiiam Faulkner A to Z,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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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여러분! 저기 앉아 있는 어린애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한 때는 그랬 

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영광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때때 

로 밤에 천사들이 자장가를 부를 때， 예수를 안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장밖 

을 내다보고 로마의 경관이 지나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중략J. 들으시오， 형 

제들이여! 나는 그 날을 눈앞에 선하게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 

님을 무릎에 앉혀 문 앞에 앉아 계셨고， 예수님은 저기 앉아 있는 저 어린애 

틀 같았습니다， 내게는 지금 천사들의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그리고 하나의 

영광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사르르 감고 계신 눈이 보이며， 마리아가 쫓기 

는 모습이 보이며， 병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왔다! 우리는 

죽이려고 왔다!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모르고 울며 탄식하는 불쌍한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41 

쉬이곡 목사의 이 설교는 바로 딜지가 보여주는 모성애의 모범이다. 딜지 

는 콤슨 부인과는 달리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진정한 어머니의 모성애로 

키운 것처럼 콤슨 가의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자식이라도 되듯이 애 

듯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수의 어머니로 

서의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제이코버스(Jacob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의 상정체계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비언어 

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언어 이전의 과정과 아주 근접하는 기 

호체계의 양태(樣態)를 제공하는 것이다쩌) 

따라서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사링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인물 

은 딜지이다， 그녀가 비록 흑인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귀한 어머 

니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은 포크너 자신의 어렸을 적 경험에 토대한 것이 

다. 이는 또한 포크너가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를 떠나 얼마나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에 목말라 했으며 이러한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했는가를 

41) Faulkner, ηle SOW1d and the Fury [Viking), p. 342 정인섭， 459-460쪽 
42) Mary Jacobus , “Dora and the Pregnant Madonna," Reading Worr뼈].' Essays in Femi • 

nist Criticism (New York: Co1umbia UP, 1986),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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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VII I. 나가는 말 

포크너의 많은 소설 중에서 『고함과 분노』는 그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 

품이다. 이 소설이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포크너가 이 소설에 

서 보여준 높은 통찰에 기인한다. 이 소설은 좁게는 콤슨 가의 몰락의 원 

인을 추적한 작품이지만， 이 소설은 또한 남부 사회의 몰락의 원인을 보 

여주는 소설이기도 하다. 이 소설애는 포크너 자신의 가족사가 많은 부분 

침윤돼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그의 상상력에만 기초한 소설이 아니 

라 그의 유년기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와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작품이다. 그가 쓴 착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하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서슴없이 이 작품을 지적하면서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가장 비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장관으로 실패한 작품이지요 그것은 『고함과 

분노』이지요. 그 작품은 내가 제일 오래 걸려 쓴 작품이고， 가장 힘들게 쓴 작 

품이며， 내게는 제일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생각이 담긴 작품이며 가장 장관으 

로 실패한 작품이지요. 그 작품이 나로서는 가정 훌륭한 작품이지요-가장 훌 

륭하다는 말은 좀 어패가 있군요-그 소설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소설이지 

요，43) 

그가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이 소설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으로 지적 

하는 이유는 그가 유년기에 경험하지 못한 언어 씨전의 어머니와의 충만 

감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결핍된 유아기의 모성애의 충만 

감을 이 소설을 통해 표출함과 동시에 그 후 상징계에서 겪은 결핍을 되 

43) Gwynn and Blotner, Faulkner in the Uniuersity,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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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내고자 한다， 라캉에 따르띤 인간은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상징계에 

진입한다. 이 같은 상징제에로의 진입은 유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합 

일의 상실과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은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결 

핍의 존재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결핍의 존재인 상징계에서의 인간은 

어머니와의 충만을 상실하면서 그 대신 이의 흔적인 라캉이 말하는 〈대 

상 소문자 a>(objet petit a)를 가슴에 품게 된다. 따라서 〈대상 소문자 

a>는 인간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어머니와의 합일에 대한 

꿈의 흔적인 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크너에게는 이 같은 유년 시절의 어머니와의 충 

만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충만의 경험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들에게는 흑인 유모인 캘리 바가 어 

머니 대신 대리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지 않 

고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포크너는 흑인 유모인 바를 딜지라 

는 인물로 재창조한다. 그러나 그녀는 희생적인 모정을 아낌없이 그와 그 

의 형제들에게 주었음에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유모는 성적인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포크너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여동생과 후에 죽게 되는 딸의 표 

상으로 캐디를 창조해 낸다. 캐디는 정신 장애인인 벤지에게는 심리적 대 

리모이며， 오빠인 랜틴에게는 근친상간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리하여 

캐디는 펜틴에게는 그가 어머니에게 느꼈음직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대신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캐디는 펜틴에게는 어머니를 치환하는 인 

물이다. 캐디에게 이 같은 근친상간적 욕망을 느끼고 있던 펜틴에게 캐디 

의 결혼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뭔틴은 강에 몽을 던져 자살하게 된다. 이 같은 웬틴의 익사는 그가 캐디 

에 대해 가진 근친 상간적 욕망이 대리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는 직접 

적으로 캐디와 성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물에 빠져 죽은 셈 

이다， 정신 분석에서는 죽음과 성행위를 통일시하는데， 웬틴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원초적인 생명의 근원에로의 환원이 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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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양수(후水)에로의 회귀로도 해석되는데， 뀐틴은 물에 빠져 죽음으 

로써 상징적으로 캐디와의 근친 상간적 욕망을 설현하는 셈이다， 

그가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희열을 느꼈던 것은 고의 무의식에 존재 

하던 이러한 결핍의 경힘을 글쓰기를 통해 어느 정도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도 훌륭하지만， 

포크너 자신에게는 글쓰기 치유로서도 아주 큰 의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콤슨 가띄 아이들의 대리모로서 

의 딜지의 역할이다. 딜지는 콤슨 부인이 다 하지 못한 어머니 역할을 대 

신하여 대리모 역할을 한다. 그녀는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게 된 벤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다니는 등 벤지를 자선의 자식 이상으로 돌 

본다. 딜지는 학식은 없지만 단순한 신앙을 기초로 하여 인생을 성실하게 

희생정신으로 사는 모성애가 충만한 인물이다. 그녀는 쉬이곡 목사가 설 

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인생의 고난 

을 묵묵히 견뎌내고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포크 

너는 딜지를 희생적인 대리모로 설정함으로써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포크너 자신의 개인 

적인 경험에 기초한 묘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생각과 경험의 폭이 

이 소설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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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ficiency of Matemal Love as a Cause for the 
Dysfunctional Family in The Sound and the Fiμry 

Chong-H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ulkner’s The Sound and the Fury is considered to be an American c1assic. 

What sets this novel apart from other novels is its unique technique ofnarration. 

Especially its first three εhapters are a repetition of the same naπative， recapi

tulating the story ofεaddy recounted by her three brothers, Benjy, Quentin, and 

Jason. Why, then, we naturally ask, is this narrative to come into being?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to tuke into account how Faulker felt about this 

novel. ln an answer to a graduate student at Virginia University, Faulkner said 

very clearly that he loved Caddy very much and that even though her three 

brothers told the story ofher three times, her story could not be finished. That is 

why he himself became a narrator to teB her story iη the fourth chapter of the 

novel. He also told that after finishing the novel he felt peace and ecstasy. 

We then ask why he felt peace and ecstasy after completing the fiction. We 

come to notice that the subtext of the novel is Faulkner ’S own childhood 

experience. Just as the novel is about the lack of motherly love for the Compson 

children, Faulkner was raised in a dysfunctional family where mother’s love was 

sorely lackìng. So we can assume that his biographical background has become 

the raw material for this novε1 ， and in the process of writing this novel his 

pent-up longing for matemal affection has been eased. We therefore can 

conclude that his writing of this novel has been a self-help psychoanalytic cure 

for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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