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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크랜포드』가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잉여화 및 잉여의 여성화를 재현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공사 영역 분리의 원칙과 가정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에
국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사회적 재생산 및 경제적 생산의
과정으로부터

유리되었다.

개스켈은

결혼제도에서

밀려난

잉여

여성들로

이루어진 마을인 크랜포드를 통해 잉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층위에서
여성에게 각인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잉여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경제,
서사라는 세 가지 차원에 조응하는 비생산성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당대 영국 사회에 대한 개스켈의 비판적 시각을 검토한다.
1장에서는 크랜포드가 전반적으로 잉여적인 공간임에 주목하며 결혼 및
재생산의 과정에 포섭되지 못한 잉여에 대해 논한다. 잉여 여성 및 잉여
섹슈얼리티는 대상의 내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생산성의 범주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구조의 효과로 재정의된다. 개스켈이 재현하는 잉여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결과 비전형적인 세 편의 결혼서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결코 생산과 비생산,
결혼과 비혼의 이분법적 틀에 담기지 않음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크랜포드가 당대 영국의 보편적인 생산체제로부터 소외된 양상을
밝히고 다양한 형태의 잉여적 경제활동에 주목한다. 개스켈은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정이 속한 경제적 맥락을 포착함으로써 가정을 비경제적
공간으로 규정하는 공사 영역 분리의 원칙의 허구성을 증명한다. 가정 경제의
일부를 구성하며 크랜포드의 경제적 결핍을 보완하는 절약과 재활용, 물물교환
등의 비주류적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개념의 협소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화폐경제에 대안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서사의 소재가 없는 곳으로부터 서사를 엮는 개스켈의 글쓰기
전략을 조명한다. 크랜포드는 결혼서사를 포함한 전통적인 소설적 서사가
작동하기 어려운 공간이지만, 개스켈은 두 명의 작가적 대리인을 활용해 기존의
i

다양한 서사형식을 여성의 욕망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전유하며 서사적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들의 작가적 공모를 통해 크랜포드는 서사적 생명력을 품은
생산적 공간이 된다.
잉여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탐구는 생산의 범주를 관리함으로써 유지되는
빅토리아 사회의 근대성 기획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개스켈은 잉여 여성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잉여를 생성해내는 사회적 구획을 가시화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구획 안에 포섭될 수 없는 삶의 잉여적 양상을 재현한다.

주요어: 엘리자베스 개스켈, 『크랜포드』, 잉여, 잉여 여성, 섹슈얼리티, 가정
경제, 결혼서사, 빅토리아 사회
학 번: 2010-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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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성의 잉여화, 잉여의 여성화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의 두 번째 장편소설 『크랜포드』
(Cranford, 1851-53)는 오랫동안 작가의 이력에서 별종 취급을 받아왔다. 중편에
가까운 짧은 분량, 에피소드의 연속에 불과해 보이는 느슨한 구성, 주인공 및
그가 겪는 굵직한 소설적 사건의 부재로 인해 작품은 여타 개스켈의 진지한
장편소설들 사이 “쉬어가는 작품”(a sort of breather; Knezevic 405) 정도의
소품으로 여겨졌다. 비록 대중적으로는 개스켈의 소설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려왔지만(Jaffe 46), 오랜 시간 동안 비평가들에게 “『크랜포드』는 개스켈의
대표작들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작품

출간

이후

그녀를

이류소설가로 확실히 규정함으로써 개스켈의 평판을 깎아 내려왔다”(Cranford
has always bedeviled Elizabeth Gaskell’s reputation, providing an incongruous
touchstone for the major works and fully justifying her subsequent status as a
minor novelist; Lansbury 81).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개 작품이 지나치게 사소한 소재를 다루며
그에 따라 소설적인 서사구조가 부재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비평적
경향은 1853년 작품 출간 당시 평단의 반응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난다. 1 헨리
1

『크랜포드』는 1851년에서 1853년 사이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잡지

『하우스홀드 워즈』(Household Words)에 연재되었다. 개스켈은 원래 장편을 연재할
계획이 없이 지금 작품의 처음 두 챕터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잡지에 게재했는데,
단편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디킨즈는

그녀에게

이어지는

챕터를

써줄

것을

부탁한다(Birch ix). 후에 존 러스킨(John Ruskin)에게 쓴 편지에서 개스켈은
“『크랜포드』의 시작은 『하우스홀드 워즈』에 실린 하나의 단편이었고, 나는 더
이상 이어서 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 의도에 반해 브라운 대령을
죽여버리고 말았다”(The beginning of Cranford was one paper in Household Words,
and I never meant to write more, so killed Capt Brown very much against my will;
Letters 748)고 말한다. 애초에 장편으로 기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작품 비평 초기
『크랜포드』를 과연 통일된 구조의 소설이라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근거가
되어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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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얼리(Henry Fothergill Chorley)는 “개스켈의 주제에는 사실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독자층을 매료시킬만한 로맨스나 시, 혹은 영웅적 행위라고는 조금도
없으며”(Her theme, it is true, has not an iota of romance, or poetry, or heroism
in it such as will attract lovers of excitement; Easson 194에서 재인용), 때문에
작품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 거의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there is
hardly a solitary incident which is not of every-day occurrence; Easson 195에서
재인용)고 평한다. “작품의 어느 누구도 소설가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채색해내는
그림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not a single
person in it is thought worth a page of the regular drawing and colouring which
is the novelist’s stock in trade; Rev. of Cranford; Easson 196에서 재인용)는 한
익명의 의견은 왜 비평가들이 오랜 동안 『크랜포드』를 어엿한 한 편의 소설로
인정하기 꺼려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레이엄즈 매거진』(Graham’s
Magazine)이 논하듯 일반적인 소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품에는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플롯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The

incidents are few, there is hardly any thing that can be called a plot; Miller
92에서 재인용). 개스켈이 “쓸만한 내용이 거의 아무 것도 없는”(she has almost
nothing to write about; Miller 92에서 재인용) 상황에서 소설을 썼다는
『피터슨즈 매거진』(Peterson’s Magazine)의 논평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반영한다.
출간 초기의 비평적 경향은 백 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1950년대

아네트

홉킨스(Annette

Hopkins)는

작품의

에피소드적 구성을 “하나의 줄에 여러 색의 구슬을 꿰는”(slipping different
colored beads along a string; 104) 모양에 비유하며 소설의 매력이 “실질적으로
구조가 없는”(practically structureless; Elizabeth Gaskell 108) 데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평한다. 헤이즐 마틴(Hazel T. Martin) 역시 『크랜포드』를 “사소한
것에 대한 탐구”(a study of trivia)라고 명명하며 작품이 “일화의 연속”(a se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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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cdotes)일 뿐 “소설은 아니라고”(not a novel; 74) 주장한다. 여타 19세기
소설과

대조되는

빈약한

소재

및

미약한

서사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크랜포드』 비평의 향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여성 등장인물을 앞세운
응접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크랜포드』가 “플롯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almost total want of plot; Miller 92에서 재인용)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결혼서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플롯은 결혼서사이며, 이를 통해 노동의 분할과 공사 영역의 분리라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공고해진다(Childers 110). 그러나 크랜포드의 사교계를
구성하는 것은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늙은 노처녀와 자식이 없는 과부들이다.
“사랑이 현재의 감정이 아닌 기억인”(love is a memory rather than a present
emotion; Ritchie; Easson 568에서 재인용) 이곳에서 결혼서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오스틴의 숙녀들은 다른 조건, 즉 크랜포드 숙녀들보다 나이는 더
젊고 세대는 더 윗세대이며 더 활달하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한다”
(they[Miss Austen’s ladies] belong to a different condition of things, to a more
lively love-making set of people, both younger in age and older in generation
than the Cranford ladies; Easson 568에서 재인용)는 앤 릿치(Anne Thackery
Ritchie)의 분석은 『크랜포드』와 오스틴의 소설들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낸다.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에서 젊음의 열기가 엘리자베스
베넷(Elizabeth Bennet)의 볼을 발갛게 상기시켰던 것과 반대로, 『크랜포드』
에서 실내의 열기는 푹신한 안락의자 위에 앉은 제이미슨 부인(Mrs. Jamieson)을
곯아 떨어지게 만든다. 휘몰아치는 근대적 에너지의 문학적 구현,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가 감히 “근대의 ‘정수’(精髓)”(modernity’s “essence”; 5)라
역설하는 ‘젊음’이 이 소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처녀와 과부의 나지막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젊은이의 숨가쁜 호흡을 대신한다. 부르주아 결혼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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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적령기 처녀의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극화한 것이라면,
적자를 생산할 젊은 여성의 육체가 부재하는 곳에서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 없다.
결혼서사가 없다는 것은 결혼서사의 중심에서 소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젊은
여주인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러리 쇼어(Hilary Schor)가
지적하듯, “작품에는 로맨스도, 여주인공의 성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여주인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it has no romance, no heroine’s progress—in
fact, it has no heroine; 83). 대부분의 오스틴 소설 마지막에서 사랑을 성취한
주인공은 홀로 혹은 연인과 함께 과거에는 잘 이해할 수 없던 사건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고전적 성장소설에서
“사건들이 하나의 결말, 오로지 하나뿐인 결말을 향해 갈 때에만 의미를
획득하며”(events acquire meaning when they led to one ending, and one only; 7;
이후 모든 강조는 원저자), 무의미할 수도 있는 에피소드가 주인공에 의해 성장을
‘경험’으로

위한

『크랜포드』에는

의미화되는
오스틴의

것의

좋은

소설에서처럼

예시다(Moretti
“결혼을

향해

45-46).

그러나

움직이며”(Moving

toward marriage; 85)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realize herself; Brownstein
102) 젊고 순결한 여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품의 에피소드들은
누군가의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파편적이며 산발적으로
남는다.
물론 『크랜포드』를 하나의 통일된 서사로 읽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1963년에 나온 마틴 도즈워스(Martin Dodsworth)의
비평이다. 그는 작품으로부터 “죄와 속죄의 형식”(pattern of guilt and expiation;
144)이라는 일관된 서사구조를 읽어내는데, 이는 이후 『크랜포드』를 보는
비평적 관점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도즈워스에 의하면
개스켈의 작품은 재연재를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는 남성적
질서에 맞선 여성 공동체의 저항이 두드러지며, 후반부에는 “남성적 생명력의
본질”(the principle of male vitality; 141)인 피터 젠킨스(Peter Jenkyns)가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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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함으로써 전반부의 과오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70년대와 80년대의 여성주의 비평은 『크랜포드』를 여성적 유토피아의
재현으로 읽음으로써 도즈워스의 보수적인 견해를 반박하고 작품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패트리샤 울프(Patricia Wolfe)와 니나 아우어바흐(Nina Auerbach),
래 로젠탈(Rae Rosenthal), 로웨나 파울러(Rowena Fowler) 등의 평론가들은
작품을 “미적인 통일체”(artistic whole; Dodsworths 136)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남성적 질서의 재수용이 아닌 여성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틀을 통해
그러한

통일성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도즈워스와

입장을

달리한다.

울프에게 『크랜포드』는 여성적 가치를 구현하는 “매티 양의 이야기이자 그녀의
승리”(her[Miss Matty’s] story and her triumph; 176)다. 데보라 젠킨스(Deborah
Jenkyns)의

죽음과

함께

작품의

전반부를

지배하는

“엄격한

상류계급의

질서”(strict code of gentility; 164)가 잊혀지고, 크랜포드에는 마을의 “어머니
역할”(mother-figure; 173)인 동시에 작품의 “여주인공”(heroine; 172)인 매티의
“온화한 질서”(code of gentleness; 167)가 자리잡는다. 아우어바흐나 로젠탈 역시
작품의 서사를 이상적인 여성 공동체의 진화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울프와 유사한
독법을 취한다. 크랜포드의 리더십은 가부장적 유산의 소유자인 데보라로부터
여성스럽고 가정적인 매티에게로 넘어가며(Auerbach, Communities 82), 이를
통해

크랜포드는

단순한

여성

유토피아에서

“여성의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적이며 점점 더 여성주의적인”(not just female but feminine and increasingly
feminist; Rosenthal 79) 유토피아로 변모한다. 파울러 또한 편지, 일상적 대화와
이야기, 거짓말을 통해 작품에 드러나는 “크랜포드의 여성의 언어”(women’s
language in Cranford; 723)에 초점을 맞춰 크랜포드 공동체의 특징을 논한다.
크랜포드를 여성적 유토피아로 상정하는 초기 여성주의 비평가들의 논의는
단순히 작품이 여성 공동체를 그린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출 뿐 어떤 여성들이
모여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흥미롭게도 크랜포드의 여성 공동체는 당대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성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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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이든 노처녀 또는 아이가 없는 과부”(elderly spinsters, or widows
without children; 64)로 이루어진 크랜포드 사교계는 빅토리아 사회가 여성의
과업이라 정의 내린 결혼과 출산에 실패한 ‘잉여 여성’(redundant woman)의
집합소이기 때문이다. 2 작품은 이성애적 결합으로부터 소외되어 빅토리아 사회가
‘잉여’로 취급하던 여성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성,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성성에 초점을
맞추어 『크랜포드』에 여성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오독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마가렛 크로스커리(Margaret Croskery)는 작품의
서사가 여타 소설과는 달리 욕망이 아닌 공감이라는 “모성적 충동”(maternal
drive;

208)에

어머니도

아이도

의해
거의

추동된다고
등장하지

주장함으로써
않기

사실상

때문이다.

왜곡한다.

모성이야말로

작품에는
크랜포드의

부르주아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질 중의 하나다(Gillooly 893). 여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성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단순한 연산은 모성이
19세기에 와서 특히 강조되기 시작한 일종의 문화적 발명품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Poovey 7-8). 『크랜포드』의 여성 공동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혼제도에 포섭되지 않으며 재생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잉여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세기 중반 영국사회에서 잉여 여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개스켈이 『크랜포드』를 연재하기 시작한 1851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대
영국에서 스물다섯 살 이상의 노처녀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으며, 과부 인구
또한 75만 명에 육박했다(Anderson 378). 또한 총 600만 명의 여성 중 무려
200만 명의 여성이 스스로를 부양하는 처지였다(Poovey 4). 잉여 여성 인구의
급증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노골적으로

2

이후 『크랜포드』를 인용할 경우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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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말았다”(embarrassingly showed the inadequacy of an ideology which
implied that they should not exist; Dreher 4). 각종 신문과 잡지의 지면에서 잉여
여성과 관련한 논쟁이 활발하게 오갔고 식민지로의 이민 등의 다양한 대책 또한
논의되었다.
당대 보수주의 논객이었던 윌리엄 그렉(William Rathbone Greg)의 1862년의
에세이 『왜 여성이 남는가?』(Why Are Women Redundant?)는 잉여 여성
문제에 당면한 빅토리아 사회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렉은 잉여 여성의
과잉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unwholesome social state)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잉여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연스러운 의무를 지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위한 직업을 찾아야만
하며”(not having the natural duties and labours of wives and mothers,
[redundant women] have to carve out artificially and painfully sought
occupations for themselves) 또한 “타인의 존재를 완성하고, 기분 좋게 만들며,
장식하는 대신 그들 자신의 독립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를 추구하도록 강요당하기”
(in place of completing, sweetening and embellishing the existence of others,
[they] are compelled to lead an independent and incomplete existence on their
own; 2) 때문이다.
잉여 여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중대한 “사회적 해악 중 하나”(one of social
evils; Dreher 3)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성애적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결합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체제 전반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가정의 신화는 여성이 가정에 머물며 남성이 그녀를 부양한다는 약속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1851년의 인구조사가 밝힌 것은 이와 같은 여성적
이상이 모든 여성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이었다(Poovey 14).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정상적인 (일하는) 남성”(normative [working] man)과
“정상적인 (일하지 않는) 여성”(normative [nonworking] woman; Poovey 14)의
대립을 기반으로 하며, 이때 잉여 여성은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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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존재로 치부된다. 그렉의 염려는 “결혼할 수 없고, 고용할 수도 없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unmarriageable,

unemployable

and

ideologically intolerable; Dreher 3) 이질적 존재가 공사 영역 분리의 원칙을
교란하고 영국 사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계급보다는 부르주아 및 상류층 잉여 여성이었다.
애초에 그렉이 “영국에서 대개 잉여적인 여성 즉 ‘비자발적 독신자’는 주로
상류층 및 교육받은 계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the women who are mostly
redundant, the “involuntary celibates” in England, are chiefly to be found in the
upper and educated sections of society; 18)고 지적하는 것처럼, 독신 여성이
특별히 잉여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녀가 가장의 수입이 가족 모두를 부양하는
부유한 계층에 속한 경우다. 엄연히 존재하는 노동계급의 일하는 독신 여성, 그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하녀 인구에 대해서 그렉은 매우 너그러운 관점을
취한다. 이들은 “그 어떤 의미로도 잉여적이지 않으며”(in no sense redundant),
“유익한 일에 확실하게 고용되어 있고, 사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they are fully and usefully employed; they discharge a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function in social life; 26)는 것이다. 하녀의 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안락한 부르주아 가정의 풍경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받았다. 공사 영역 분리의 이데올로기가
상정하는 정상성의 기준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거하여 부르주아 및 상류층
여성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셈이었다.
정상적인 부르주아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뿐이지 이들이 아무런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에게 “아내가 되는 것 또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업”(being a wife or being a mother was itself a vocation;
Colby 4)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콥(Francis Power Cobbe)은 1869년의
에세이에서 “아들을 낳은 여성은 그녀의 ‘사명’를 완수한 것”(The woma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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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given birth to a son has fulfilled her “mission”)이며 독신 여성은 제아무리
테레사 성녀(St. Theresa)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일지라도
여성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 단언한다(67). 당시 잉여
여성을 “비즈니스에 실패한”(failed in business) “파산한 상인”(broken-down
tradesman; “Queen Bees or Working Bees” 253)이라 지칭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및 재생산의 실패는 여성에게 곧 직업상의 실패나 다름없었다.
아내 및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재생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주체가 되는 경제적 생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활기와 함께 엄청난 피로감 또한 가져왔으며, 빅토리아 사회는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정 이데올로기(domestic ideology)를 통해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고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때 가정은 “평화의 장소”(the
place of Peace)이자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공포, 의심, 불화로부터의
피난처”(the shelter, not only from all injury, but from all terror, doubt, and
division; Ruskin 16)로 여겨졌으며, ‘가정의 천사’(Angel in the House)는
생산주체인 “남자가 공적 영역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는 역할”(to
serve as a balm for the psychic injuries acquired by men in the public sphere;
Jorgensen-Earp 84)을 맡았다. 공사 영역 분리의 원칙 속에 가정은 공적 영역과
대립항에 놓이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공적 영역과의 긴밀한 공모 및 협조 속에서
경제적 생산에 기여한다. 가정이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하는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이라는 환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3
잉여 여성은 결혼계약을 맺지 않음으로써 생물학적 재생산에도 경제적
생산에도
3

참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가정은 부르주아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노동계급과의 차이를 구체화하는 공간이기도 했다(Langland 291). 경제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로 번역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도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역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표면적인 대립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무마시키는 경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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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처럼 결혼불가능성(unmarriageability)과 비생산성
(unproductivity)이,

그리고

반대로

결혼가능성(marriageability)과

생산성

(productivity)이 결합하는 사회적 양상은 당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긴밀한 공모관계 속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노동을 공식적으로 기입할 통로가 결혼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없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적합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세상의 남는 방”(spare rooms of the world; 124)으로, “사회의 골목으로,
다락방으로, 구석으로, 갈라진 틈으로”(to the alleys, garrets, nooks, and crannies
of society; Lepine 123) 쫓겼다.
따라서 작품이 빅토리아 시대의 표준적인 가정성(domesticity)을 재현한다는
주장 역시 잉여 여성의 공동체라는 크랜포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크랜포드와 그로부터 20마일 떨어진 산업도시 드럼블(Drumble)은 결코
“‘공사 영역 분리’ 원칙의 지리적 구현”(geographic embodiments of the doctrine
of “separate spheres”; Boone 297)이 될 수 없다. 크랜포드 주민의 상당수는
배우자가 없는 잉여 여성이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드럼블의 남성주체가
휴식을 취하는 가정은 크랜포드가 아닌 드럼블에 있다. 계급 형성 과정에서
부르주아

여성의

Langland)는

능동적인

『크랜포드』가

역할을
문화적

강조하는

엘리자베스

코드를

제어함으로써

랭랜드(Elizabeth
계급적

지표를

생산하는 부르주아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299), 이 역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가 사라진 작품 속 상황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이성애 부부가 아닌 독신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크랜포드의
가정은 그 사회적 역할을 매개할 가장의 부재로 인해 잉여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크랜포드』는 여성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이나 가정적
영역에 대한 재현이 아니며, 근대화의 과정에서 파생한 잉여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에

의하면

잉여는

“근대화의 불가피한 산물”(an inevitable outcome of modernization; 5)로,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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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여분의 것, 필요 없는 것, 쓸모 없는 것”(the superfluous, the needless
and the useless; 21)으로 여겨져 폐기되는 부분이다. 독신 여성의 잉여화는
부르주아

가정이라는

근대적

생산체계의

한

축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잉여 생성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른다. 특히 19세기
중반 잉여 여성 인구의 급증에는 해외 식민지로의 남성 인구 유출과 남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 및 평균 결혼 연령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는데(Dreher 3), 이 역시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의 확장이라는 근대화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개스켈은 『크랜포드』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 중이던
당대 영국 사회가 그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화하는 잉여를 포착하고
그 속성을 밝힌다.
어떤 대상이 잉여가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잉여적 성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잉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바우만은 “그 어떤 것도
내재적 특성에 의해 ‘쓰레기’로 규정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내적 논리를 통해
쓰레기가 될 수 없다”(no objects are “waste” by their intrinsic qualities, and no
objects can become waste through their inner logic; 22)고 강조한다. 잉여는
잉여로 호명되었을 때 잉여가 되며, 이와 같은 호명의 과정은 생산의 범주를
인위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지되는 근대 사회의 특징적 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스켈은 『크랜포드』를 통해 잉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재현한다.
젠킨스 목사(Reverend Jenkyns)가 두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 고안한 “두 칸으로
된 일기”(a diary, in two columns)는 잉여 생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흥미로운
형식이다. 딸들은 “한쪽에는 아침에 일어나 예상되는 그 날 일어날 일을 적고,
밤에는 다른 한 쪽에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야 하는”(on one side we were to put
down in the morning what we thought would be the course and events of the
coming day, and at night we were to put down on the other side what really had
happened) 이중의 일기쓰기를 통해 매일 아침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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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비추어 지나간 하루를 평가하는 근대적 삶의 전형적 태도를 익힌다.
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침 일기와 저녁 일기의 비교를 통해서다. 인생의 황혼에
이른 매티는 젊은 시절 자신이 꿈꾸던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꿈”(some vision of
what might have been; 106)에 비추어 자신의 실제 지나온 삶을 평가한다.
『크랜포드』는 잉여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방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과 결합하는 양상을 그린다. 작품이 묘사하는 “잉여의 유토피아”(a
utopia of the superfluous; Dolin 195)는 지극히 여성적인 세계다. 이는 근대성
기획이 “백인 부르주아 남성이 정점에 위치하는 거대한 발전 계획”(a grand
developmental plan which positioned the white bourgeois male at its apex;
Felski 40)이었기 때문이며, 빅토리아 시대의 경제관이 “일하는 자는 남성”(the
worker is male; Colby 4)이라 규정했기 때문이다. “근육질의 빅토리아주의”
(muscular Victorianism), 즉 “남성적인 것의 기치 아래 모인 상업, 제조, 공학,
그리고 제국주의의 세계”(world of commerce, manufacture, engineering, and
imperialism, all of which are gathered under the masculine; Dolin 196)는 여성을
생산성의 범주로부터 밀어냈고 생산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을 여성적이라
치부했다. 잉여 여성은 잉여화된 여성이자 여성의 삶에 각인된 잉여라는 점에서
빅토리아 시대를 사는 여성의 본질이었으며 근대화의 과정에서 파생한 잉여의
핵심이기도 했다.
진보와 발전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된 크랜포드는 시대착오적이며 여성적인
성격에 의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인식되곤 했다. 실제로 “크랜포드의
털 없는 소, 토하는 고양이, 한물간 패션”(Cranford’s hairless cows, queasy cats,
and passé fashions; Cass 419)은 근대인의 관념 속 시골 마을에 어울릴 법한
요소들이다.

상당수의

독자와

비평가는

활기

넘치지만

각박하고

위험한

맨체스터(Manchester)와 같은 산업도시와 비교했을 때 “크랜포드가 연상시키는
것은 유쾌하고 차분한 주변 환경,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의 명확한 판단과 질서, 관습 등에 의해 유지되는 생활방식”(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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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ford] is associated with pleasant and tranquil surroundings, a sense of
security and stability, a way of life guided by order, custom and a clear vision of
right and wrong in great and small things; 112)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작품이
그리는 주변화된 삶을 근대화 이전의 시기에 대한 “향수어린 이상화”(nostalgic
idealization; E. Wright 108)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스켈은

잉여를

낭만화하지

않는다.

“잉여의

유토피아”이기에

크랜포드는 곧 디스토피아이기도 하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크랜포드에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future in Cranford; Dolin 195). “문화 이전의
이상화된 모성의 영역”(an idealized maternal, precultural realm; Felski 39)을
상상하는 근대인의 향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멸해가는 크랜포드에는 늙은
여성의 불임의 육체만 있다.
크랜포드의 숙녀들은 그로테스크한 노처녀로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적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를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이 이 소설의
매력이다. 잉여 여성은 “문 밖으로 쫓겨난 상태”(by definition barred from the
gates; Auerbach, Women and the Demon 109)로 기존의 공간분할과 그에 따른
역할로부터 자유롭다. 애나 르파인(Anna Lepine)은 개스켈이 “진정한 아내는
어디에 가든 주위를 가정으로 만든다”(wherever a true wife comes, this home is
always around her; Ruskin 17)는 가정 이데올로기의 논리를 전유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다시 그린다고 말한다(125). 달팽이가 집을
지고 다니듯 사적 영역으로 스스로를 둘러싸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에 의해
크랜포드는 마을 전체가 일종의 가정적 공간으로 변모하며(128), 특히 응접실을
개조한 매티의 차 점포는 기존의 사적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공사 영역의 분리가
무너진 급진적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133). 리사 나일즈(Lisa Niles)는
상업활동을 통한 매티의 “재생산하지 않는 생산성”(non-procreative productivity;
306)이 어머니 혹은 아내의 역할을 벗어난 잉여 여성의 경제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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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파인과 나일즈의 논의는 넓게 보아 작품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유보하는
대안적 경제의 흐름을 발견하는 비평적 경향과 맥이 닿아 있다. 공간의 재편은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제적

생산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개스켈은 좀 더 오래된, 분화되기 이전의 의미로 ‘경제’의 기준을 적용하여”
(Gaskell applies the standard of “economy” in its older, undissociated sense;
342) 물자의 유통을 형상화하는데, 이 때 경제는 단순히 “상행위를 재단하는
사회과학”(a social science measuring commercial behavior)이 아닌 “행복과
복리를 염려하는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concerning weal or well-being;
Mulvihill 339)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부과된 경제적
순환은 부도난 은행수표를 5 파운드 금화로 교환해주는 매티의 비합리적 거래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Bigelow

161).

크랜포드의

경제는

“소비하고

축적하기보다는 보존하려고”(to conserve rather than consume or accumulate;
Rappoport 100) 한다는 점에서도 드럼블이 표상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개스켈의 비판으로 『크랜포드』를 읽는 비평적
시도는 미약하게나마 전근대적 경제체제에 대한 환상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향수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랜포드』가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작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와 실제 삶 사이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개스켈은 철도가 놓이고 투자은행이 번창하는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물물교환을 일삼는 부르주아
숙녀들을 통해 근대적 생산성의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 근대적 삶의 잉여적
측면을 형상화한다.
간극에 대한 인식은 서사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접근할 때도 유효하다.
레이첼 뒤플레시스(Rachel Blau DuPlessis)는 서사가 한층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20세기 이전 소설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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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은 결혼을 통해 사회에 편입하거나 죽음을 통해 처벌받거나 둘 중 하나에
국한된다고

말한다(1-3).

그러나

소설의

서사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실제 삶 사이의 간극 또한 재현한다. 오스틴의 작품에는 늦게
결혼하는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은 했으나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항상
조연으로 등장해 주인공의 선택을 비춘다. 로맨스 소설 속 잉여 여성 인물은 그
자체로 결혼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결말로 수렴될 수 없는 여성 삶의
문학적 재현이며, 그녀가 암시하는 결혼 밖 서사의 존재는 주인공의 결혼이
교섭되는 과정을 다면화한다.
잉여 여성 인물이 결혼서사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결혼서사의
입체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크랜포드』의 서사 역시 결혼이라는 하나의 정해진
결말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품는다. 많은 여성주의
평론가들은

여성의

성장서사가

결혼서사와

그

이면의

반대서사(counter-

narrative)로 분열되어 있으며, 두 서사 사이의 극복 불가능한 균열을 통해서만
여성의 성장이 재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4 『크랜포드』의 서사적 파편성

4

여성주인공과 성장소설의 형식을 화해시키는 문제는 여성주의 문학비평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독일에서 발명된 성장소설 장르는 기본적으로 여행 및 성적인 경험을 통한
남성주체의 성장을 그리는데(Fraiman 6-7), 이와 같은 전개는 집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이

“혼외

섹슈얼리티라는

나락을

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contingent on avoiding the abyss of extramarital sexuality; Fraiman 7) 19세기
소설의 여주인공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결혼이 여주인공을 완전한
성장으로 이끌기보다는 평생 반복적인 견습생으로 남겨놓는다는 것”(it[Marriage]
never leads the heroine to mastery but only to a lifetime as perennial novice;
Fraiman 6) 역시 문제였다. 일부 평론가들은 명시적인 결혼서사 이면에 존재하는
성장서사를 해독해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들에 의하면 여성
성장서사의 특징은 “사회적 관습을 긍정하는 표면의 플롯과 저항을 암호화한 이면의
플롯 사이의 분열”(a disjunction between a surface plot, which affirms social
conventions, and a submerged plot, which encodes rebellion; Abel, Hirsch and
Langland 12)로 나타나며, 여성의 성장은 “결코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대립구도의
플롯”(antagonistic plots that are never reconciled; Fraiman 11)을 통해 그려진다.

15
15

역시 결혼서사로 표현될 수 없는 여성의 삶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형식적인 특성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파편화의 양상에 주목하여 작품이
재현하는

여성서사의

결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작품의

약점으로

거론되어온 분절적인 서사구조를 작품의 예술적 성취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평론가들은 크랜포드의 숙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인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의 활용”(the use that was made of fragments and
small opportunities; 17)이 그 자체로 『크랜포드』의 서술전략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기존 문학비평의 기준이 아닌 ‘여성적’ 질서의 적용을 통해 작품의
에피소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예컨대 팀 돌린(Tim Dolin)은 잡다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작품의 형식이 빅토리아 시대 부르주아 여성의 수공예품을
수집한 “여성의 소장품”(a woman’s collection; 193)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 크로스커리는 작품의 서사가 욕망이 아닌 공감에
의해 추동된다면서 “이 특별한 공감적 공명을 ‘모성적’이라 부르겠다”(I will dub
this special sympathetic resonance a “maternal” one; 207)고 말한다. 쇼어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여자처럼 읽는”(read like
a woman; 101)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탈리 미어(Natalie Kapetanios
Meir)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은 품행서(social instruction
handbook)와의 유사성을 통해 작품의 형식에 접근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는
『크랜포드』가 갖는 형식적 특성이 여성 문제와 얽혀 들어가는 지점을 포착하며
서사적 재현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한다.
그러나 특정한 여성적 형식을 통해 작품의 서사구조를 규명하는 작업은
대다수의 경우 작품 일부에 대한 해석에 그칠 뿐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크랜포드의 파편성은 쉽게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비평가는 작품의 다양한 에피소드 중 자신의
읽기에

어울리는

것을

골라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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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사용한다.

탈리아

섀퍼(Talia

Schaffer)는

가사노동과

텍스트

생산이

종이의

물질성

위에서

겹쳐진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데(224), 안타깝게도 이는 종이나 신문지, 혹은 편지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의 나머지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력하다.
욕망이 아닌 공감을 강조하는 크로스커리의 해석은 브라운 대령(Captain Brown),
토머스 홀브룩(Thomas Holbrook), 마술사 시뇨르 브루노니(Signor Brunoni)의
방문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경쟁적으로

드러나는

크랜포드

숙녀들의

섹슈얼리티는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어는 작품의 형식적 특징이
“반복적 서사”(iterative narrative; 3)에 있다고 보며, 알리슨 키젤(Alyson Kiesel)
역시 작품의 “전체 서사가 회귀와 반복의 연속으로 구성된다”(The whole
narrative consists of a series of these returns and repetitions; 1013)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크랜포드』의
구조상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합의된 핵심적인 에피소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작품 형식에 대한 논의는 비평가 각자가 주목하는 에피소드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가 가능한 것이다.
『크랜포드』의 서사는 쉽사리 하나의 전체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이 기존에 존재하는 소설적 서사로부터
철저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식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작품 전체를 포괄하며
이전까지의 전통으로부터 단절되는 특정한 ‘여성적’ 형식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또 하나의 “이음새 없는 전체라는 환상”(the illusion of seamless whole;
Boone 22)으로 회귀하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크랜포드』에 구현된 글쓰기를 여성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스켈이 물려받은 소설적 전통과 완전히 구분되는 여성적 형식을 새로이
창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서사유형을 여성적 욕망과 필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품의 형식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크랜포드』가 가진
서사의 풍부한 결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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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켈은 고딕소설의 서사, 풍속소설의 서사, 은행파산 서사, 결혼서사, 인도
모험서사 등 기존에 존재하는 서사유형의 동력을 전유하여 성장과 발전의 서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낙오된 크랜포드의 잉여적 삶의 양상을 서사화한다. 오스틴과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
), 그리고 조지 엘리엇(George Eliot)과 같은
여성작가들이 관습적인 결혼서사의 형식을 취하되 그 이면에서 여성의 성장을
재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스켈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문학적 전통과의 관계
안에서 잉여를 재기입한다.
개스켈은

『크랜포드』에서

성적으로

좌절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그리하여 자기만의 독립된 서사를 만들어낼 능력마저 빼앗긴 잉여 여성의 삶을
서사화한다. 잉여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은 곧 잉여 여성을 만들어내는 빅토리아
사회의 구획과 경계에 대한 관심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구획과 경계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간극의 여지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개스켈은 잉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여성에게 각인되는 역사적 맥락을 재현함으로써 여성을
잉여화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이 논문은 『크랜포드』를 잉여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탐구로 읽고, 작품에
나타난 잉여를 여성의 섹슈얼리티, 경제, 서사라는 세 가지 차원에 해당하는
비생산성으로 분석함으로써 빅토리아 사회에 대한 개스켈의 비평적 시각을
검토한다. 1장에서는 결혼 및 재생산의 과정에 포섭되지 못한 잉여를 분석한다.
개스켈이 포착하는 잉여 섹슈얼리티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 편의 비전형적
결혼서사는 여성의 잉여화가 사회적 구조의 산물임을 밝히는 동시에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틀에 종속되지 않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2장은 빅토리아 사회의 보편적 경제 생산의 과정에서 소외된 다양한 양상의
잉여적 경제활동에 주목한다. 개스켈은 가정 경제의 영역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사 영역 분리의 원칙이 상정하는 경계의 자의성을 밝히며 비주류적 대안경제의
가능성 및 한계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서사의 소재가 없는 곳에서 서사를 엮는
개스켈의 여성적 글쓰기를 조명한다. 개스켈은 두 명의 작가적 대리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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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학적

형식을

창조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여성적

욕망과

필요를

서사화하고, 이를 통해 불임의 공간 크랜포드에 서사적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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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 섹슈얼리티의 포착
많은 이들에게 『크랜포드』는 특유의 기이하고 별나지만 사랑스러운 시골
생활의 일화들로 기억된다. 레이스를 삼킨 고양이에게 구토제를 먹인다거나 털
빠진 젖소에게 회색 플란넬 조끼를 입히는 등 시골 숙녀들의 갖가지 기행과
기벽에 대한 유머 섞인 묘사는 매연 가득한 맨체스터의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개스켈의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매력을 선사한다. 개스켈
자신도 러스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크랜포드』가 “자신이 쓴 소설 중 다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작품”(It[Cranford] is the only one of my own books that I
can read again)이며 “아플 때마다 『크랜포드』를 꺼내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즐기고 (좋은 말은 아니군요) 다시 한 번 웃는다”(whenever I am ailing or ill, I
take ‘Cranford’ and—I was going to say, enjoy it! [but that would not be pretty!]
laugh over it afresh!; 747)고 이야기한 바 있다. 개스켈은 작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시골 풍의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통틀어 “크랜포디즘”(Cranfordism)이라
이름 붙인다. 그녀가 편지에서 예시로 드는 것은 “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철자를 바르게 쓸 수 없게 되었다”(I have never been able to spell since I lost my
teeth; Letters 290)는 한 나이든 숙녀의 엉뚱한 발상이다.
제프리 카스(Jeffrey Cass)는 개스켈의 크랜포디즘이 “문화적 지체의 상징”
(signs of cultural belatedness; 418)이라고 평한다. 실제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출현한 새로운 지식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다. 포레스터 부인(Mrs. Forrester)은 “육식성과 초식성”(carnivorous
and graminivorous), “수평과 수직”(horizontal and perpendicular)과 같은 단어를
구별할 수가 없다며 “그녀가 젊었던 시절에는 사음절 단어를 철자법 가르치는
데에만 사용했다고”(in her day the only use people made of four-syllabled words
was to teach how they should be spelt; 111) 변명한다. 넓어진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어휘는

좁은

동네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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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혀

사는

나이든

노처녀와

과부들에게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적도와 열대, 그리고 그와 같은 신비로운
원”(equators and tropics, and such mystical circles)은 매티에게 단지 “상상 속의
선”(imaginary lines)에 불과하며, 황도십이궁은 그녀에게 여전히 천문학보다는
점성술과 흑마술을 연상시킨다(129). “지구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she never could believe that the earth was moving
constantly, and that she would not believe it if she could, it made her feel so tired
and dizzy whenever she thought about it; 80)는 매티의 고백은 근대화의
압도적인 흐름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당혹감을 잘 보여준다.
이들이 살고 있는 크랜포드는 분주한 산업도시 드럼블로부터 기찻길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아직도 18세기적인 삶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크랜포드에서는 여전히 소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a mark
of respectability; 61)으로 기능하며, 사교계 숙녀들은 “상업과 장사의 기미가 있는
주제”(subject savoured of commerce and trade; 4)는 그 무엇도 입에 담으려 하지
않는다. 카스는 개스켈이 “19세기 전반기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시장의 성장,
발달한 산업기술의 출현, 그리고 계급적 상승을 노리는 교육받은 중산층의
등장”(ris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the advent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and the rise of an increasingly mobile, educated middle
clas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century)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크랜포드와 크랜포디즘을 특징 짓는 시대착오적인 매력, 가정적인 즐거움,
간소한 오락거리”(the anachronistic charms, domestic pleasures, and simple
pastimes that characterize Cranford and Cranfordism; 418)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점을 묘사한다고 말한다. 『크랜포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예스런 생활
양식은 작품의 출간 무렵인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대부분 도태되어 가는 중이다.
“작품은 그로부터 2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존재하지도 않을 작고 활기 없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The scene is a small drowsy country town, such a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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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ly have an existence a quarter of a century hence; Chorley; Easson 194에서
재인용)는 1853년 당시의 서평이 이를 증명한다.
크랜포드의 시대착오적 성격은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이 향수를 자극하는
소설로 소비되어온 이유였다. 19세기의 특징적인 사회적 현상으로서 향수는
실존하는 지리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상상 속의 낙원에
대한 그리움”(yearning for an imaginary edenic condition that had been lost;
Felski 40)에 가까운 것으로, 근대화가 가져온 혼란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었다.
산업화의 세례, 혹은 저주를 받지 않은 크랜포드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가정의 물질 문화에
대한 개스켈의 관심은 자주 과거의 사소한 디테일에 대한 감상적이고 향수어린
애정으로 오해되어 왔으며”(Gaskell’s attention to domestic material culture has
often been misread as a sentimental and nostalgic affection for the trivial details
of the past; Miller 92), 이는 독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경향이었다.
작품이 그리는 풍경이 지극히 여성적이라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을
부추긴다.

“향수는

전통적으로

여성성과

가정,

모성적

풍요와

연관되어

왔으며”(nostalgia is conventionally associated with femininity, the home, and a
longing for maternal plentitude; 59), 여성은 “산업화로 인해 상실한, 그 이전의
유기적인 사회의 순환적인 리듬과 동일시된다”(stand for a more natural past and
to be identified with the lost cyclical rhythms of a preindustrial organic society;
Felski 39). 여성 공동체라는 크랜포드의 특징은 향수의 감정이 이상화하는
고향의 모습에 잘 부합한다. 새로 깐 카펫, 오래된 레이스, 직접 뜬 가터 등
개스켈이 공들여 묘사하는 가정적이고 물질적인 사물은 그 “꾸밈없이 평범하고
사소한”(simply trivial and unimportant) 성격을 통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징표”(evidences of the past; Chase and Shaw 4)로 작용한다.
그러나 크랜포드의 시대착오적이며 여성적인 면모는 전근대적 사회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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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근대 사회의 구조적 결과다. 개스켈은 드럼블이 “기찻길로 단지 20마일
떨어져 있었을 뿐”(distant only twenty miles on a railroad)이라 서술하며
크랜포드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의 섬이 아니라 근대화의 영향력 아래 놓인
19세기 초 영국의 구체적인 지형임을 강조한다. 마을의 불균형한 성비는 대부분의
경제인구가 이 철로를 따라 생산의 현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결혼한 부부가 크랜포드에 정착하면 으레 “남자는 부대나 함선에 지명되거나
이웃한

거대한

상업도시

드럼블에서의

비즈니스에

종사하게

되기”(he

is

accounted for by being with his regiment, his ship, or closely engaged in
business all the week in the great neighbouring commercial town of Drumble; 3)
때문이다. 노처녀와 과부로 이루어진 크랜포드의 여성 공동체는 “빅토리아 사회
일반에 대한 이례적인 예외”(an anomalous exception to Victorian society at
large)가 아니라 생산을 남성적으로 성별화하여 “공사 영역을 분리하는 공인된
이념의 소산”(effects of the orthodox doctrine of separate spheres; Stoneman
88)이다. 드럼블의 번영 없이는 크랜포드의 쇠락도 있을 수 없다. 크랜포드야말로
드럼블로 표상되는 빅토리아 사회의 진보와 발전—매티가 애써 모른척하려는
지구 자전의 절대적 움직임—의 필수불가결한 부산물인 것이다.
산업 발전의 역군들이 빠져나간 자리 크랜포드에 남아있는 것은 경제적
생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하기에도 이미 늦어버린 불임의 여성
육체다. 폴 양(Miss Pole)이 정확히 포착하듯, “크랜포드의 양갓집 숙녀들은
대부분 나이든 노처녀거나 아이가 없는 과부라서, 사교계의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덜 배타적이 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사교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As most of the ladies of good family in Cranford were elderly spinsters,
or widows without children, if we did not relax a little, and become less exclusive,
by-and-by we should have no society at all; 64). 작품에는 총 세 쌍의 결혼이
등장하지만, 그 중 단 한 쌍의 결합, 그것도 부르주아가 아닌 노동계급 남녀의
결합에서

태어난

생명만이

크랜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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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로

자라난다.

원래부터

외부인이기도 했던 제시 양(Miss Jessie)은 고든 소령(Major Gordon)의 청혼과
함께 곧장 크랜포드를 떠나며, 마찬가지로 외부 출신인 과부 글렌마이어 백작부인
(Lady Glenmire)의 경우 크랜포드의 의사 호긴스 씨(Mr. Hoggins)와 재혼에
성공했을 때에는 이미 아이를 낳기 힘든 나이다.
『크랜포드』의 잉여 여성들은 점잖은 척 행세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아무런 생산적인 의미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다. 화자가 런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크랜포드
명물로 꼽는 “회색 플란넬 옷을 입은 소”(cows dressed in grey flannel)는 이들을
간접적으로 희화화한다. 석회갱에 빠지는 바람에 털을 잃고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젖소에 대해 이성적인 브라운 대령은 “그 불쌍한 짐승을 당장
죽여버리라”(kill the poor creature at once)고 충고한다. 그러나 노처녀 베티 바커
양(Miss Betty Barker)은 “플란넬 조끼와 플란넬 바지”(a flannel waistcoat and
flannel drawers; 7)까지 입혀 젖소를 살리는 쪽을 택한다. 런던에서라면 당장
도살장에 보내졌을 죽기 직전의 짐승이 크랜포드에서는 회색 플란넬 천으로 몸을
감싸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다.
개스켈은 이처럼 잉여적인 것, 아무런 쓸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소멸 직전이지만 아직은 잔류하는 것에 대한 집요한 시선을
보여준다. 자투리와 나머지, 찌꺼기에 관한 한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그
존재를 포착한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사소한 절약법, 즉 특정한 방식으로
푼돈 쪼가리를 저축하는 검소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했다.
사람들은 진짜 사치를 부리기 위해 몇 실링 몇 파운드를 쓰는 것보다도
자신만의 절약방식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에 더 괴로워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한 나이든 신사는 재산의 일부를 투자한 공동 출자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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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없어진 통장의 다 쓴 종이 몇 장을 (칼로 자르는 대신) 찢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긴 여름날 하루 종일 가족들을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연결된 다른 쪽 종이도 떨어져 나갔고, 이처럼
불필요한 종이(그의 개인적인 절약 품목) 낭비는 잃어버린 돈 전부보다도
그를 괴롭게 한 것이었다. 편지 봉투가 처음 유행했을 때 그의 영혼은
끔찍하게 괴로워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하는 물건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보내진 모든 봉투를 끈질기게
뒤집어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조금
쇠한 지금도 그는 딸들이 노트 종이 반절지 안쪽 면을 다 쓰면서도 한
구석에만 초대에 응하겠다는 내용을 세 줄 적어 보낼 때마다 그쪽으로
아까운 듯한 시선을 던진다.
I have often noticed that almost every one has his own individual small
economies—careful habits of saving fractions of pennies in some one
peculiar direction—any disturbance of which annoys him more than
spending shillings or pounds on some real extravagance. An old
gentleman of my acquaintance, who took the intelligence of the failure
of a Joint-Stock Bank, in which some of his money was invested, with
stoical mildness, worried his family all through a long summer’s day
because one of them had torn (instead of cutting) out the written leaves
of his now useless bank-book; of course, the corresponding pages at the
other end came out as well, and this little unnecessary waste of paper
(his private economy) chafed him more than all the loss of his
money. Envelopes fretted his soul terribly when they first came in; the
only way in which he could reconcile himself to such waste of his
cherished article was by patiently turning inside out all that were sent to
him, and so making them serve again. Even now, though tamed by age,
I see him casting wistful glances at his daughters when they send a
whole inside of a half-sheet of note paper, with the three lines of
acceptance to an invitation, written on only one of the sides.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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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사의 “사소한 절약법”, 혹은 그만의 “작은 경제”(small economies)는 화폐의
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큰 경제적 순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이미 상징적 위치를 잃어버린 파산한 은행의 예금통장
낱장 한 장 한 장에 집착하며 특유의 절약을 실천한다. 자투리 종이를 아끼는
것으로 은행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까운 듯한 시선”은 체제 안에서 객관적인 가치를 상실한 잉여를 향한다.
작품에서 이와 같은 절약 아닌 절약을 행하는 것은 비단 노신사뿐만이
아니다. 화자는 “끈이 나의 약점”(String is my foible)이라 밝히며 다른 사람들이
끈을 쉽사리 잘라버리고 낭비하는 등 함부로 다루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다. 화자의 주머니는 여기저기서 모아 “절대로 오지 않을 쓸모를 위해
준비된”(ready for uses that never come) 끈 뭉치로 가득하다. 육 년 전 즈음
바닥에서

주워

아직도

사용하지

못한

인도산

고무줄은

그녀에게

“끈의

신격화”(deification of string)이자 “소중한 보물”(a precious treasure)이다. “작은
버터 조각”(Small pieces of butter)이 남는 것을 강박적으로 두려워하는 어떤
이들의 심리 역시 경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남는 버터가 있다면
누군가가 이미 배부른 상태를 무릅쓰고 새 빵을 뜯어 처리해주길 바라며, 이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They think that this is not waste). 종이에 집착하는
한 노신사의 “아까운 듯한 시선” 끝에서, 버터를 아끼는 이들의 “애타는
표정”(anxious look) 아래서, 바닥에서 주운 고무줄을 사용하는 “사치를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I could not commit the extravagance; 42) 화자로부터, 19세기
영국 사회의 가치체제로부터 배제된 잉여의 존재가 생생하게 포착된다. 교환될 수
없으나 또한 삭제될 수도 없는 것들의 존재증명이다.
작품은 잉여의 포착을 넘어서 잉여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매티가 회고하는 “두 칸으로 된 일기”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 잉여가
만들어지는 근대적 매커니즘에 대한 은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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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ჩᮡ ᦥქḡa ᬑญಽ ⦹ᩍɩ ࢱ ⋙ᮝಽ ࡽ ᯝʑෝ ᥑí ⦽ ᱢᯕ
ᯩᨩᨕ. ⦽ᨱ۵ ᦥ⋉ᨱ ᯝᨕӹ ᩩᔢࡹ۵ ə ԁ ᯝᨕԁ ᯝᮥ ᱢŁ,
ႅᨱ۵ ݅ෙ ⦽ ᨱ ᝅᱽ ᯝᨕӽ ᯝᮥ ᱢᮝ۵ äᯕḡ. ᨕਅ
ᔍ௭ॅᨱí ᯕ۵ ᯱʑ ᯙᔾᨱ  ⧕ݡᯕʑ⦹۵ ᳑ɩ ᜍ⥩ ႊᯝÑ´
(ᯕ ัŝ ⧉̹ ԕ ᗱ ᭥ಽ ٩ྜྷᯕ ⦽ ႊᬙ ਉᨕᲭ݅  ³ԕ ᯙᔾᯕ
ᜍ⟱݅۵ ᯕʑ۵ ᦥܩ. ݅อ ԕa ᩩᔢ⧩ äŝ۵ ƪᰆ⯩ ݍ௱ᮥ
ᐱᯕ. ᨕ۱ ĉᬙ ᱡ֢ ߑᅕ᪡ ⧉̹ ⋉ᝅ ӽaᨱ ᦪᦥ ၙ௹᮹ ᔗᨱ
 ⧕ݡĥ⫮⦹ ʑᨖᯕ ษ⊹ ᨕᱽ ᯝౝ ᔾᔾ⧕. ĥ⫮ᨱ  ⧕ݡᯕʑ⦽
Õ ߑᅕᐱᯕᨩḡอ, ᗮᮝಽ۵ ӹࠥ ၙ௹ᨱ  ⧕ݡᔾb⦹۵ ᵲᯕᨩḡ.
ə֡۵ ᇡᵝƱ᪡ đ⪝⧕ᕽ əa ᥙ ⬩ಚᮥ ݡᝁ ᥑŁ ݅Ł ั⧩ᨕ.
թࠥ āḡอ ə अಽ ə֡۵ đ⪝⦹ḡ ༜⧩Ł, ԕa ʑಽ۵ ⠪ᔾ
࠺ᦩ ၙ⪝᮹ ᇡᵝƱ᪡ ั᳑₉ ᕿᨕᅙ ᱢᯕ ᨧᨩḡ. ӹ۵ ᝍ₍ ᔍ௭ᯕ
ᦥܩᨩŁ ⬩ಚᮥ ᥙ ᙹ ᯩᮝญ ᔾb⦽ ᱢࠥ ᨧḡอ, Ḳᦩᮥ ࠭ᅕ۵
äᮡ ⧁ ᙹ ᯩᮝญ ᔾb⧩ᨕ. (ᬑญ ᨥษ۵ ԕa ᨥษ᮹ ᪅ෙ❵ᯕŁ
ั⦹Ņ ⧩ᨕ.) əญŁ ӽ ᨕฑ ᦥᯕॅᮥ ᱶั ᳬᦥ⧩ḡ´
³0\IDWKHURQFHPDGHXV´VKHEHJDQ³NHHSDGLDU\LQWZRFROXPQVRQ
one side we were to put down in the morning what we thought would be
the course and events of the coming day, and at night we were to put
down on the other side what really had happened. It would be to some
SHRSOHUDWKHUDVDGZD\RIWHOOLQJWKHLUOLYHV´ DWHDUGURSSHGXSRQP\
hand at these words)²³, GRQ¶W PHDQ WKDW PLQH KDV EHHQ VDG RQO\ VR
very different to what I expected. , UHPHPEHU RQH ZLQWHU¶V HYHQLQJ
sitting over our bedroom fire with Deborah²I remember it as if it were
yesterday²and we were planning our future lives²both of us were
planning, though only she talked about it. She said she should like to
marry an archdeacon, and write his charges; and you know, my dear,
she never was married, and, for aught I know, she never spoke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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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rried archdeacon in her life. I never was ambitious, nor could I
have written charges, but I thought I could manage a house (my mother
used to call me her right hand), and I was always so fond of little
children－.” (106)

잉여는 아침에 쓴 일기와 저녁에 쓴 일기 사이의 엇갈림을 통해 형성된다. 매티의
삶이 실패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다. 자매는 전통적인 결혼서사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길 꿈꾸지만, 여느 여주인공에게와는 달리 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는
찾아오지 않으며 이와 함께 이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잉여화된다. 빅토리아 사회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 즉 “숙녀들이 항상 ‘내가 결혼할 때는’이라고
말하거나 신사들이 ‘내가 만일 결혼한다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흔한 얘기”(the
old story, you know, of ladies always saying “When I marry,” and gentlemen, “If
I marry”; 105)야말로 잉여 혹은 잉여 여성이 발생하는 선결 조건인 셈이다.
근대적 설계는 아침에 쓴 일기와 저녁에 쓴 일기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 삶의 차원에서 이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개스켈은 『크랜포드』에서
의식적으로 그러한 엇나감의 순간을 재현한다. 젠킨스 목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정원을 둘러싼 스무 명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 무리를 발견한다.
그는 이들이 만발한 철쭉을 감상하는 것이라 여기고 목사답게 “철쭉과 들백합
사이의 어떤 연관성”(some relation between the rhododendrons and the lilies of
the field)을 찾아 “이 상황으로부터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he wondered if he could make out a sermon from the occasion; 53). 그러나 정작
무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누이 데보라의 옷을 입고 마치 아이를 달래듯 베개를
어르는 중인 그의 아들 피터의 모습이다. 일상의 산발적 사건으로부터 교훈과
“이득”(profit; 47)을 찾아내려는 젠킨스 목사의 교육적 기획은 피터의 악질적인
장난에 의해 가로막힌다. 이데올로기와 실제 사이에는 순결을 상징하는 들백합과
피터가 극화하는 타락한 여인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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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포드의 다른 숙녀들처럼 노처녀로 남을 뻔 하지만 운 좋게 뒤늦은
결혼에 성공하는 제시의 삶은 명시적으로 잉여 여성이라 규정되지 않은 여성의
삶

또한

얼마든지

결과적으로는

잉여적인

결혼서사에

부분을

안착하지만,

포함할
그

수

이전까지

있다는

것을

제시의

보여준다.

행보는

상당히

위태롭다. 이미 나이 서른의 노처녀인 그녀가 드러내는 부적절한 섹슈얼리티는
크랜포드의 고상한 숙녀들 사이에서 은근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제시는 아직도
“둥글고 보조개 파인”(round and dimpled; 7) 얼굴과 “붉고 촉촉한”(red and
dewy) 입술, “자잘하게 곱슬거리는”(in little rows of curls; 8) 머리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들인 옷차림을 통해 그러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파티에서

그녀는

연인과

도주하는

숙녀에

대한

노래

「하젤딘의

청년」(“Jock of Hazeldean”)을 “약간 음정이 안 맞게”(a little out of tune; 9)
부름으로써 크랜포드 사교계가 가장하는 점잖은 하모니에 어색한 불협화음을
선사한다. 근엄한 데보라는 “제시 양도 보조개 좀 그만 짓고 애처럼 보이려는
것도 관둬야 할 때”(it was time for Miss Jessie to leave off her dimples, and not
always to be trying to look like a child; 7)라며 그녀를 헐뜯는다.
제시의

결혼은

나이

서른

노처녀의

불온한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돌파구를 찾는 사건인 동시에 그러한 불온함이 결혼제도 안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구혼자 고든 소령의 등장과 함께
제시의 섹슈얼리티를 대하는 데보라의 태도는 백팔십도 변화한다. 소령과 제시의
신체접촉을 목격한 매티의 호들갑에 데보라는 제시의 허리가 “소령의 팔이 놓일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The most proper place in the world for his arm to be
in)라고 말하며 시치미를 뚝 뗀다. 노처녀 제시 양일 때는 문제시 되던 “보조개도
고든 부인으로서는 제 자리에 놓인 것”(as Mrs. Gordon, her dimples were not out
of place; 23)이다. 적법한 부르주아 결혼을 통해 딸 플로라(Flora)를 출산함으로써
제시의 잉여 섹슈얼리티는 사회적 생산성의 틀 안으로 포섭된다. 결혼의 순간
제시의 불협화음은 사회적 화음 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는데, 이는 그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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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것을 듣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제시와 상당히 유사한 인생행보를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잉여 여성으로 남는
매티의 삶은 잉여를 상정하는 경계가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하지 않으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시와 매티는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기차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
브라운 일가 중 “제시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only Miss Jessie survived; 20)
것처럼, 매티 역시 데보라의 죽음으로 인해 젠킨스 일가에 “남은 단 한 명의
사람”(the only one left; 139)이 된다. (사실 “유일한 생존자”[the survivor of all;
4]가 되는 것은 크랜포드의 노처녀 및 과부들의 공통된 운명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제시에게는 일 년에 20파운드 남짓한 돈이, 은행 파산 이후
매티에게는 일 년에 13파운드 정도의 연금이 남겨진다. 손위의 자매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5 그 탓에 노처녀가 되어 세상에 홀로 남겨지며,
이후에 과거의 구혼자와 재회하게 된다는 점까지도 매티의 이야기는 제시의
이야기를 쏙 빼닮았다. 다만 제시의 경우 고든 소령의 귀환이 곧장 로맨스의
재점화로 이어지는 데 반해 매티는 홀브룩과의 재회 이후에도 결혼서사를
이어나가지 못한다. 동방 여행에서 돌아온 고든 소령은 곧장 제시에게 청혼을
하며, 이들은 함께

스코틀랜드의

영지로 떠나 『크랜포드』의

서사로부터

사라진다. 고든 소령이 마치 『설득』(Persuasion)의 웬트워스 대령(Captain
Wentworth)의 열등한 판본과도 같다는 점, 그의 청혼 장면이 찰스 빙리(Charles
Bingley)가 제인 베넷(Jane Bennet)에게 청혼하는 장면과 유사하다는 점은
크랜포드를 떠난 이들이 오스틴의 세계로 향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매티와 신혼여행을 가는 대신 홀로 파리 여행을 떠난 홀브룩은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사하며, 매티는 그대로 잉여 여성으로
5

제시는 브라운 양(Miss Brown)의 병간호 때문에 고든 소령의 첫 번째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며(23), 매티는 데보라의 반대로 인해 신분이 낮은 홀브룩의 청혼을
거절한 바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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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매티의 섹슈얼리티가 잉여로 남는 이유는 홀브룩과의 재회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재생산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리사

나일즈(Lisa

Niles)는

주인의

나이를

예순

정도로

추정하는

하녀

마사(Martha)에게 매티가 “나는 아직 쉰 둘도 안 됐다”(I’m not yet fifty-two;
37)며 발끈하는 것에 주목한다. 나일스에 의하면 50대 초반과 후반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쉰 한살이라면 아직 폐경이 찾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294). 우연히 포목점에서 마주친 홀브룩이 매티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화자는

“감상적인

로맨스”(sentimental

romance; 31)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는 홀브룩이 일흔 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폴 양의 추측과 함께 무참히 깨진다. 서른 살의 제시와
마흔 살의 고든 소령은 결혼서사를 생성할 수 있지만, 쉰 살의 매티와 일흔 살의
홀브룩에게 로맨스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물론 가난한 형편에도 공들여
치장하는 제시의 섹슈얼리티와 가장 좋은 모자를 쓰고 창가에 앉아 홀브룩을
기다리는 매티의 섹슈얼리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섹슈얼리티와 결혼, 결혼과 재생산을
연결짓는, 다시 말해 결혼을 통해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빅토리아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다.
매티와 홀브룩의 로맨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신분차이다. 매티의 가족이 홀브룩을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그가 자영농이며, “같은 계급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신사의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he had refused to push himself on, as so many of his
class had done, into the ranks of the squires) 때문이다. 젠킨스 가문이 피터
아를리 경(Sir Peter Arley)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진 데보라는
매티가 “더 낮은 낮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to marry below her rank; 30)
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잉여가 제도의 필수불가결한 부산물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신분차를 유지하려는 부르주아 규범의 작동을 통해 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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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잉여화되며, 동시에 그러한 잉여화 덕분에 자영농
홀브룩과 귀족 친척을 둔 젠킨스 가문 사이의 신분 차이는 공고해진다.
이때 매티의 섹슈얼리티와 함께 잉여화 되는 것은 홀브룩의 섹슈얼리티다.
고든 소령과 달리 신분이 낮은 홀브룩은 부르주아 결혼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며, 이는 크랜포드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계급 남성들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아마존의 소유”(in possession of the Amazons; 3)라 불리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은폐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여성과 같은 공간을 점유하는 노동계급 남성의 육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가시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남성의 육체가 야기하는 불안은 작품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환기된다. 화자는 “하인 문제”(subject of servants)를 크랜포드의
“고질적인 불만거리”(standing grievance)로 소개하며 그 이유가 “크랜포드의
‘점잖은 사교계’에 신사는 드물고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층계급에는 신사
혹은 신사에 비견될만한 잘생긴 젊은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for if gentlemen
were scarce, and almost unheard of in the “genteel society” of Cranford, they or
their counterparts—handsome young man—abounded in the lower classes)이라
설명한다. 점잖은 크랜포드 숙녀들은 하녀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함으로써 노동계급
남성의 육체가 함부로 부르주아 가정의 문턱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지만,
“남자의 환영”(a vision of a man)은 마치 유령과도 같이 집안의 내밀한 구역에
출몰한다. 화자는 한 번은 “남자 코트자락”(a man’s coat-tails)이 부엌으로
숨어드는 것을 목격하며, 다른 한 번은 “시계와 열려 있는 부엌문 뒷면 사이에
젊은 남자가 낀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기묘한 형상”(a very odd appearance,
singularly like a young man squeezed up between the clock and the back of the
open kitchen-door; 26)을 발견한다. 지나가던 마부가 브라운 대령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흙발로 데보라의 새 카펫을 더럽혔던 것처럼(18), 크랜포드의
부르주아 가정은 노동계급 남성의 육체성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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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포와 열망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술사 시뇨르 브루노니의 방문 이후 이어지는 “크랜포드 대공황”(the great
Cranford panic; 103) 사태를 통해서다. 마을에 강도가 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크랜포드

숙녀들은

집단적인

광기에

휩싸인다.

이국적인

마술사

시뇨르

브루노니의 정체가 평범하고 선량한 영국인 사무엘 브라운(Samuel Brown)으로
밝혀지기까지 크랜포드의 그 어떤 길도 안전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벽도 충분히
두텁지 않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마차를 타고 “불침번이 없는
집이나 잠겨 있지 않은 문”(some unwatched house or some unfastened door;
89)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소문, 강도가 “벽에 뚫은 구멍”(holes made in the
walls)을 통해 들어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들불처럼”(like wildfire; 90) 번진다.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잔학한 무리”(murderous gang; 94)에 대한 폴 양의
허풍 섞인 외양 묘사는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키가 거대하고”(gigantic in
height), “어깨에 혹이 나고”(a hump sprouted out on his shoulder), 눈은
“사시인”(squint) 그로테스크한 노동계급 남성의 육체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어느새 폴 양이 이들 “잔학한 무리”를 “그녀의 남자들”(her men; 95)로 부르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집이 강도에게 습격 당할 뻔한 글렌마이어
백작부인에 대해 다른 숙녀들이 느끼는 질투에서 나타나듯이(92), 이와 같은
공포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강렬한 섹슈얼리티이다.
빅토리아 사회의 규범에 따라 노동계급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유령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잉여 여성의 섹슈얼리티 역시 암시로 그칠 수밖에 없다.
터번을

쓴

이국적인

시뇨르

브루노니에

대한

성적

매혹은

강도에

대한

“공포”(The Panic; 88)로 번역되어야만 하고, 매티는 평생토록 단 한번도
홀브룩에 대한 애정을 입 밖으로 내어 언어화하지 못한다. 홀브룩 자신 또한
죽음을 통해 유령화된다. “항상 혁명 중인 사악한 도시 파리”(wicked Paris, where
they are always having Revolutions; 40)에 대한 그의 애정은 곧 젊은 시절 그의
사랑을 좌절시킨 계급 사회에 대한 분노에 다름없다. 파리에서 돌아온 그는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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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얼마나 굉장한 도시인지”(what a wonderful city Paris was; 39) 감탄하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
앞서 언급한 피터의 복장전환은 이처럼 억압된 섹슈얼리티를 공개적으로
가시화하려는 시도다. 그는 데보라가 마을을 비운 사이 그녀의 옷을 입고
실제로는 일어난 바 없는 누이의 스캔들을 형상화한다.

“음! 그는 데보라의 방에 가서 오래된 가운과 숄, 보넷을 걸쳤던 것 같아.
그녀가 평소에 크랜포드에서 입고 다니던 옷으로 모두가 데보라의 것인
줄 아는 것이었지. 그리고는 베개를—얘야, 문을 잠근 게 확실하지?
혹시라도 누가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베개를 말이지, 흰색 긴 천을
감아 작은 아기처럼 만들었어. 나중에 피터는 자기는 단지 마을에 무언가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뿐,

데보라를 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러고서는 반은 울타리에 가린 채, 반은 보이는
채로 개암나무 길을 오가며 걸었지. 마치 아기를 안듯 베개를 꼭
껴안고는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르면서 말이야.”
“Well! he went to her[Deborah’s] room, it seems, and dressed himself in
her old gown, and shawl, and bonnet; just the things she used to wear in
Cranford, and was known by everywhere; and he made the pillow into a
little—you are sure you locked the door, my dear, for I should not like
anyone to hear—into—into a little baby, with white long clothes. It was
only, as he told me afterwards, to make something to talk about in the
town; he never thought of it as affecting Deborah. And he went and
walked up and down in the Filbert walk—just half-hidden by the rails,
and half-seen; and he cuddled his pillow, just like a baby, and talked to
it all the nonsense people do.” (52-53)
여장을 한 피터는 피터는 스무 명 남짓한 마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마치 아기를
달래듯 베개를 어른다. 그의 덧입음을 통해 처녀이자 “여성적 예절의 모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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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of feminine decorum; 23)인 데보라가 쓴 가면이 벗겨지며,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있던 불온한 섹슈얼리티가 공개된다. 뒤늦게 피터를 발견한 젠킨스
목사는 재빨리 그의 품에 안긴 ‘아기’를 빼앗아 사람들 앞에 내던짐으로써 그것이
단지 베개에 불과함을 폭로하지만, 데보라의 섹슈얼리티가 구체화된 모습이 이미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뒤다.
옛 연인과의 재회를 통해 일깨워진 매티의 섹슈얼리티 또한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홀브룩의 죽음과 그에 따른 회한은 평생토록 자신과 타인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며 살아온 매티의 삶에 일종의 전환점을 제공한다. 비록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입 밖으로 내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하녀이자 스물 한 살의 젊은 처녀인 마사의 성적 욕구와 애정 관계를 긍정하게
된다.

매티는

애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건을

철회하고

“자신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낮은 목소리로 기원한다”(“God
forbid!” said she in a low voice, “that I should grieve any young hearts”; 41).
노동계급 육체의 섹슈얼리티는 “어두운 구석”(dark corners; 39)에 숨어 넘실대는
음험한 그림자에서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키스 소리로 한 단계 더 구체화된다
(60). 마사와 젬 헌(Jem Hearn)의 결혼은 매티의 실패한 로맨스의 투사이며,
그녀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노동계급의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일종의 감정적
보상을 얻는다.
과부 글렌마이어 백작부인과 의사 호긴스의 결혼 또한 계급 질서를 거스르는
결합이라는

점에서

매티의

잉여화를

서사적으로

보완한다.

이들의

결합은

크랜포드를 휩쓸고 지나간 카니발이 남긴 단 하나의 가시적 흔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매티와 홀브룩 사이에서보다 더 극적인 신분격차가 존재한다. 자신의
자매가 백작과 결혼했다는 것은 제이미슨 부인(Mrs. Jamieson)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데에 반해, 의사 호긴스는 농부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은 마을
숙녀들에 의해 “상스럽다”(coarse; 63)고 여겨진다. “우리는 그를 의사로서는
자랑스러워했지만, 남자로서는—아니 신사로서라고 말하는 것이 낫겠지만—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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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품행에 대해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었다”(As a surgeon we were proud
of him; but as a man—or rather, I should say, as a gentleman—we could only
shake our heads over his name and himself; 102)는 화자의 서술은 그가 숙녀의
적절한 결혼상대가 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의사 호긴스는
크랜포드 숙녀들의 저택을 드나드는 재단사나 우체부, 그 외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계급에 속한다. 그러나 강도 소동 당시
제이미슨 부인의 저택 꽃밭에 “남자 발자국”(men’s footsteps; 92)을 남겨 그곳에
머물던 백작부인이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것은 아마도 호긴스였을
것이다. 백작부인과 농부의 아들은 카니발의 혼란을 틈타 30년 전 매티와
홀브룩이 극복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귀족성에 오점”
(stains on the aristocracy; 115)을 남기는 데에 성공한다.
이들의 결합은 재생산으로 귀결되지 않는 노년의 로맨스란 점에서도 매티와
홀브룩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제시가 결혼 이후 “젊은 시절 미모가
돌아왔던 것”(something of her early bloom returned; 23)과 마찬가지로, 결혼식
날 “글렌마이어 백작부인의 얼굴은 거의 젊음의 홍조 비슷한 것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her[Lady Glenmire’s] face seemed to have almost something of the flush
of youth in it; 115). 다만 그녀의 경우 새로이 회복한 이 생명력은 결코 재생산을
위한 준비절차가 아니다. 결혼과 함께 딸 플로라를 생산하는 제시의 경우와 달리
그녀는 (아마도) 폐경기 전후 나이대에 속하며, 따라서 그녀가 출산했다는 소식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들려오지 않는다. 백작부인의 결혼은 잉여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의 가능성으로 번역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매티의 실패한 로맨스를 보상하는 마사 및 백작부인의 성공적 결혼은
유령처럼 마을에 출몰하던 잉여 섹슈얼리티에 실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크랜포드는

일시적으로나마

활기를

되찾는다.

통제의

대상이던

노동계급의

섹슈얼리티가 긍정됨으로써 마을의 유일한 새 생명이 태어날뿐더러, 늙은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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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를 정당화하는 백작부인의 재혼은 다른 크랜포드 숙녀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메리는
백작부인의 “약혼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그 어떤 모임에서건 결혼하지 않은
숙녀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노처녀’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유별나게 생기가
넘쳐서 새 옷을 입고 호들갑을 떨었다고”(just after the announcement of an
engagement in any set, the unmarried ladies in that set flutter out in an unusual
gaiety and newness of dress, as much as to say, in a tacit and unconscious
manner, “We also are spinsters”) 전하며, 이 활기가 적어도 “2 주 동안”(during
the fortnight; 115)은 지속되었다고 덧붙인다. 비록 크랜포드가 몇 십 년 안에 그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부르주아 결혼의 틀을 벗어난 두 쌍의 결혼은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결을
암시하며 흩어지고 소멸하는 것에 잠시나마 머물 자리를 마련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층위에서 반짝였다 사라지는 잉여 섹슈얼리티를
포착하는

개스켈은

두

쌍의

비전형적인

결혼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물론 제도의 힘을 빌려 잉여를 포섭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잉여 섹슈얼리티가 결혼의 틀을 통해 그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 긍정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개스켈은 결혼이 이데올로기로 해명되지 않는 잉여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가 아닌 실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다양한 양상을
재현한다. 각각 노동계급의 섹슈얼리티와 중년 및 노년의 섹슈얼리티를 긍정하는
마사와 백작부인의 결혼뿐만 아니라, 제시의 전형적인 부르주아 결혼 역시 그녀의
불온한 섹슈얼리티가 결혼을 계기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묵인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스켈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결코 생산과 비생산,
결혼과 비혼의 이분법적 틀로 해명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제도가 상정하는
생산성의 범주가 잉여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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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과 경제
개스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맨체스터와 너츠포드(Knutsford) 두 곳을 집으로
삼은 “지역 작가”(regional novelist; E. Wright 88)로 알려져 있다. 결혼 이후
맨체스터에 정착해 평생을 살았던 개스켈은 첫 번째 장편소설 『메리 바튼:
맨체스터 이야기』(Mary Barton: A Tale of Manchester Life, 1848)를 통해
유명세를 탔으며, 방적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또 다른 산업소설 『북과
남』(North and South, 1854-55)을 통해 맨체스터의 작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한편 『크랜포드』의 배경이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마을 너츠포드를
모델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작 『아내들과 딸들』(Wives and
Daughters) 및 그 전주 격인 단편 「사촌 필리스」(“Cousin Phillis”) 등의
후기작 역시 너츠포드를 연상시키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두 지역은 언뜻 완전히 무관하며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시공간상에서 유사한 제반 조건을 공유한다. 물론 “계산서와 도표,
보고서, 서류”(accounts, and schemes, and reports, and documents; 138)를 읽는
법조차 모르는

『크랜포드』의

숙녀들이

『메리 바튼』과

『북과

남』에

등장하는 방적 산업의 규모에 대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크랜포드는 단순한 18세기의 유물이 아니라 근대화의
산물이며, 따라서 근대적 경제구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 크랜포드의 숙녀들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대 혹은 소작료가 아닌 철로로 연결된
가까운 산업도시 드럼블에 소재한 은행에서 나오는 연금 덕분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크랜포드』가 시기적으로 『메리 바튼』과 『북과 남』
사이에 집필되었다는 사실 또한 세 작품이 연결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주된 사회적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여성 문제’(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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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는 두 편의 산업소설과 『크랜포드』 사이에 흥미로운 접점을 제공한다.
벤자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와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산업소설과 달리, 개스켈의 산업소설은 각각 메리 바튼과
마가렛 헤일(Margaret Hale)이라는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는 물론
단순히 개스켈이 여성 작가여서가 아니라 그녀가 산업소설의 플롯을 “여성의
능력과 필요를 긍정하는 형식”(a form that affirms women’s abilities and needs;
31)으로 재기입함으로써 여성과 경제의 관계에 대해 발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당대 ‘여성 문제’는 “여성의 본령”(woman’s proper sphere; 4)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경제문제를 포괄하는 ‘영국의 상황’(Condition of England) 논쟁의
직접적인 한 부분이었다. 경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노동의 주체는
남성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공장 등의 일터에서 여성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으며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경우 대부분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다(Colby 4).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은 경제적 활동을 남성적인 것으로 성별화하는 공사 영역
분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잉여화된다. 개스켈은 『메리 바튼』과 『북과 남』
에서는

가정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여성주인공의 활약을

통해,

그리고

『크랜포드』에서는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잉여화되는 경제적 요소에 대한
탐구를 통해 빅토리아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의 역할 및 경제와 노동의 제한된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테렌스 라이트(Terence R. Wright)는 『크랜포드』에 세 종류의 경제가
등장한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는 “은행, 상업, 국가와 관련한 거대한 (남성적)
주제”(the great [masculine] subject which involves banks, commerce and
nations;

129)인

경제학(economics)으로,

이는

개스켈이

『메리

바튼』의

서문에서 “나는 정치경제학이나 상업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I
know nothing of Political Economy, or the theories of trade; 38)고 말할 때의
바로 그 “정치경제학” 및 “상업의 원리”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가정이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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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가정 경제”(domestic economy, the way home is run)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단위로서 가정이 스스로를 운용하는 방식 전반”(not merely
as a matter of money, but as the whole way that home governs itself as a social
unit)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검절약’을 뜻하는”(in the sense of “thrift”;
Wright 129) 경제(economy)는 크랜포드 숙녀들이 보여주는 “점잖은 절약”
(elegant economy; 5)의 핵심이기도 하며 가정의 살림살이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메리 바튼』의 서문에서 개스켈이 짐짓 거시적인 경제문제에 무지한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은 첫 번째 장편소설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여성작가의 방어적
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가정과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의미의 경제에 대해서는 개스켈도 아무런 검열 없이 전문지식을 뽐낼 수
있었을 것이며, 『크랜포드』는 이처럼 가정을 운용하는 경제적 활동에 관한
개스켈의 탁월한 안목과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작품은 응접실의
대화뿐만

아니라

안락한

응접실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섬세한

손길을

포착한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에서 비롯하는 살림살이의
노하우와 이를 수행하는 일정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데보라의 죽음 이후 오랜만에
크랜포드를 방문한 화자 메리에게 매티는 수납공간이 넉넉한지 물으며 “언니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관리해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I don’t know exactly how
my sister used to arrange them; 26)고 털어놓는다. 남자 친척의 방문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은 “탈의실에 면도기를 가져다 두는 것이 맞는지”(Must
I put razors in his dressing-room?; 28) 여부다. 새로 산 카펫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쬐는 곳마다 색이 바래지 않도록 신문지를 까는 “매티 양과
메리의 햇빛을 좇는 바쁜 일”(the busy work Miss Matty and I[Mary] had in
chasing the sunbeams)이, 또한 손님의 흙 묻은 신발이 카펫을 더럽히지 않도록
“각각의 의자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을 만들기 위해 신문지 조각을 자르고
이어붙이는”(cutting out and stitching together pieces of newspaper, so as to form
little paths to every chair; 15) 노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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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크랜포드』가 포착하는 가정은 영락없는 노동의 공간이다. 형편이
좋지 못한 포레스터 부인의 “인형의 것처럼 작은 집”(baby-house of a dwelling;
5)에서 부르주아 숙녀의 여유와 하녀의 고단한 육체노동 사이의 암묵적 경계는
계속해서 위협당한다. 포레스터 부인이 하녀 삼아 데려온 “자선학교 출신의 어린
소녀”(little charity-school maiden)는 응접실 소파 밑에서 찻쟁반을 꺼내고,
숙녀들은 모두 “이 이상한 진행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this novel
proceeding as the most natural thing in the world)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어린
하녀 혼자 다과를 준비할 수가 없으므로 오후의 손님맞이를 위해서는 포레스터
부인도 오전 내내 케이크를 구워야만 한다. 다만 손님들 앞에서는 “어떤 케이크가
나오는지 모르는 척”(pretending not to know what cakes were sent up; 5)
연기하며 숙녀로서 품위를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다. 『크랜포드』를 읽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차와 다과가 제공되며 매끄러운 손님 접대가 이루어지는 오스틴의
응접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요령과 노동이 필요한지 의식할 수밖에 없다.
작품은 응접실이 내포한 긴장과 불안의 요소를 포착해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며, 그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정을 노동의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은 빅토리아 사회의 가정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이다. 러스킨의 「여왕의 정원에 대하여」(“Of Queen’s
Gardens”)는

당대

영국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때 가정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표백된 절대적 휴식과 안정의
장소다.

평화의 공간, 곧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공포와 의심, 불화로부터의
피난처라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본질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다. 즉 외부의 불안이 그 안으로 침투하고, 외부 세계의
변덕스럽고 정체가 불확실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남편
혹은 아내에 의해 집안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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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아니며 단지 지붕으로 덮고 불을 때는 외부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스런 장소이자 순결한 신전이며 가정의
신들이 굽어보며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들만을 받아들이는 난롯가의
신전인 한, 그것은 가정이며 지붕과 난롯불은 더 고귀한 빛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그림자는 지친 대지 위에 솟은 바위 그림자 같은 것이며 그
빛은 폭풍우가 이는 바다의 파로스 등대의 불빛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한 그것은 가정이라는 이름을 지키며 그에 걸맞은 찬사에 부응한다.
This is the true nature of home—it is the place of Peace; the shelter, not
only from all injury, but from all terror, doubt, and division. In so far as
it is not this, it is not home: so far as the anxieties of the outer life
penetrate into it, and the inconsistently minded, unknown, unloved, or
hostile society of the outer world is allowed by either husband or wife to
cross the threshold, it ceases to be home; it is then only a part of that
outer world which you have roofed over, and lighted fire in. But so far as
it is a sacred place, a vestal temple, a temple of the hearth watched over
the Household Gods, before whose faces none may come but those
whom they can receive with love,—so far as it is this, and roof and fire
are types only of a nobler shade of light,—shade as of the rock in a
weary land, and light as the Pharos in the stormy sea; so far it vindicates
the name and fulfills the praise of Home. (Ruskin 16-17)
거친 세파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피난처로서 가정은 공적 세계를 지배하는 각박한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러스킨의 상상도는 “투쟁이 아닌 평화,
노동이 아닌 휴식, 불안이 아닌 확신, 분열이 아닌 화합의 공간”(a place of peace
and not strife, rest and not labor, confidence and not anxiety, unity and not
division; Cohen 1)으로 가정을 이상화한다. 고된 노동이야말로 이와 같은
이상화된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부재로 가정을
특징짓는

가정

이데올로기

안에서

『크랜포드』가

가사노동은 설 자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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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강도

높은

목사 윌리엄 개스켈(William Gaskell)과 결혼해 다섯 명의 아이를 낳고 직접
살림을 꾸린 주부이기도 했던 개스켈은 러스킨의 낭만적 가정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다음은

개스켈이

시누이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홀란드(Elizabeth Holland)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이다.

7시 반 일어나다. 8시 플로라가 언니들과 아빠, 헌과 함께 아침 먹으러
내려감. 나는 실내복을 입은 상태로 윌리에게 옷을 입힘. 8시 반
응접실로 아침 먹으러 감. 플로렌스는 우리랑 같이 있고, 윌리는
(아마도) 침대 안. 헌이 육아실에서 침대 정리 등을 함. … 9시 침실과
육아실 창문을 열어둔 동안 플로렌스와 윌리가 거실로 와서 한 시간
정도 있음. 10시 반 부엌이랑 식료품실로 가서 점심 주문. 편지 쓰기.
11시 15분 옷 입음. 11시 반 플로렌스를 데리고 나감. 1시 돌아와서
윌리를 돌보고 점심 준비. 1시 반 점심. 2시 반 하인들이 점심 먹는 동안
작은 애들 두 명을

내려오게 하고 30분간 위층 환기.

… 5시

마가렛(유모)이 가져온 저녁을 마리앤이 플로렌스에게 먹이며 국물
자국이나 더러워진 앞치마, 그 외 지저분한 짓을 수습함. 그 동안 메타는
위층으로 올라가 윌리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옷바구니 안의 옷을 개고
준비(여성이자 가족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 메타는 굉장히
깔끔하고 요령이 좋은데 다만 젖은 냅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룸. 6시
내가 플로렌스를 위층으로 나르고, 하녀가 그녀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게 하는 동안 윌리를 돌봄. … 9시에서 10시까지 하품.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시간을 엄수하니까 너는 이제 우리가 매 시간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1/2 p. 7 I get up, 8 Flora goes down to her sisters & Daddy, & Hearn to
her breakfast. While I in my dressing gown dress Willie. 1/2 p. 8 I go to
breakfast with parlor people, florence being with us & Willie (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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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 his cot; Hearn makes beds etc in nursery only. . . . 9 Florence &
Willie come in drawing room for an hour while bedroom & nursery
windows are open; 1/2 p. 10 go in kitchen, cellars & order dinner. Write
letters; 1/4 p. 11 put on things; 1/2 p. 11 take Florence out. 1 come in,
nurse W. & get ready for dinner; 1/2 p. 1 dinner; 1/2 p. 2 children, two
little ones, come down during servants’ dinner half hour open window
upstairs; . . . 5 Margaret (nursemade) brings Florence’s supper, which
Marianne gives her, being answerable for slops, dirty pinafores & untidy
misbehaviours while Meta goes up stairs to get ready and fold up
Willie’s basket of clothes while he is undressed (this by way of feminine
& family duties). Meta is so neat and so knowing, only, handles wet
napkins very gingerly. 6 I carry Florence upstairs, nurse Willie; while
she is tubbed & put to bed. . . . From 9 till 10 gape. We are so
desperately punctual that now you may know what we are doing every
hour. (Gaskell, Letters 823-24)
개스켈이 묘사하는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집안 풍경은 가정이 결코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아니며, 사실은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분주한 노동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러스킨이 “피난처”, “신전”, “난롯가” 등의
추상적인 어휘를 통해 가정을 파악한다면, 개스켈의 가정은 응접실과 육아실,
부엌, 식료품실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는 그에
할당된 노동이 존재한다. 불필요한 문법적 요소를 전부 생략한 짤막한 문장은
아이를 돌보고 환기를 시키고 요리를 감독하는 틈틈이 편지를 쓰는 가사노동자의
가쁜 호흡을 반영한다. 개스켈은 묻는다. “커다란 가족을 가진 엄마들에게 관사와
대명사는 말할 때 정말 쓸모없는 부분이 아닐까?”(Articles & pronouns very
useless part of speech to mothers with large families aren’t they?; Gaskell,
Letters 823) 러스킨의 “평화의 공간”은 관사나 대명사를 넣을 여유조차 빼앗는
“필사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것이다.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하인의 존재는 부르주아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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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세계의 경제적 맥락으로부터 이탈한 공간이 아님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크랜포드』에는 하녀가 노동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존재하는 ‘노사관계’의 맥락 또한 심심찮게 환기된다. “계약 조건에 의해”(by the
articles of her engagement; 36) 연애를 금지당한 매티의 하녀 패니(Fanny)는
결국 그 조건을 어긴 탓에 해고 당하며, 핏츠아담 부인(Mrs. Fitz-Adam)의 하녀
로지(Rosy)는 주인을 상대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파업을 벌여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당한다(127). 매티가 새로 온 하녀 마사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역시 부르주아 가정의 안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녀의 노동력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26). 피고용인과 고용인 사이의 관계 및 그 관계가 만들어낸 긴장과
불안은 애초부터 크랜포드의 가정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맥락은
매티가 파산 후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하녀 마사를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작품의 전면에 드러난다.
하녀의 임금노동은 가사노동이 가장의 노동력을 매개로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에

수렴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렉은

“독립적인,

그러므로

여성에게

부자연스러운 직업”(independent, and therefore for their sex an unnatural,
career)을 추구하는 다른 잉여 여성들과는 달리 하녀는 “그 어떤 의미로도
잉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남자의 부양을 받고 남자를
섬김으로써 여성 존재의 두 가지 본질을 충족시키기”(they fulfil both essentials of
woman’s being; they are supported by, and they minister to, men; 26) 때문이다.
그렉은 부르주아 가정을 지탱하는 데에 필수적인 하녀의 노동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하녀의 역할이 곧 여성의 본질임을 노출한다. 하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은 “남자의 부양을 받고 남성을 섬김으로써” 더 큰 경제적 그림의 일부로
포섭되는 것이다. 메리는 “명석하고 단호한, 훌륭한 비즈니스맨”(clear-headed
and decisive, and a capital man of business; 138)인 아버지의 셔츠를
바느질함으로써 드럼블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생산에 기여한다. 깔끔한 셔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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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며 더 많은 비즈니스 계약을 불러올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에 “결혼이 곧 여성의 직업”(Married life is woman’s profession;
“Queen Bees or Working Bees” 253)이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정적 이상이 창조한 “경쟁의 대안이 되는 환상”
(the illusion of an alternative to competition; Poovey 10)에 복무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긴장의 완화와 경제적 생산성 증대에 일조했다.
그러나 개스켈이 『크랜포드』에서 묘사하는 다양한 가사활동은 공적 영역의
경제적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잉여적이다. 크랜포드의 숙녀들은 아내
혹은 어머니라는 일자리가 없는 실직 상태다. 드럼블에서 그녀가 만든 셔츠를
입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둔 메리와 달리, 매티와 폴 양, 포레스터
부인에게는 “그들이 장식하고 편안하게 하고 섬길 다른 존재”(other existences,
which they embellish, facilitate, and serve; Greg 26)가 없다. 폴 양과 메리는
나란히 앉아 각각 뜨개질과 바느질에 몰두하지만, 폴 양의 뜨개질은 메리의
바느질과는 달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것은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또한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의 노동력의 일부로 변환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크랜포드』의 잉여 여성들은 재생산의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생산의 과정으로부터도 주변화된다. 매티의 실패한 로맨스는
자본주의 교환경제가 가부장제 결혼시장과 공모해 부르주아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노동력을 잉여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청혼을 거절당함과 동시에 홀브룩은
크랜포드 대신 이웃 마을 미슬튼(Misselton)에서 농작물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30), 이는 매티의 잉여화와 함께 크랜포드가 경제적 생산 주체를 한 명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통해서만 재생산 혹은 생산의 과정에

부르주아

여성은

오직

결혼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상품화하여 성적인 대상이 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시장의 교환으로부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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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

6

가부장제는 시장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결탁하여

작동하며, 여성이 재고로 쌓여 있는 크랜포드에서는 다른 상품의 유통조차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크랜포드』에서

개스켈은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이

설사

공적

영역과의

연결고리를

‘경제적’인 공간임을 보여줌으로써 빅토리아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상정하는 ‘경제’가 얼마나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지 역설한다.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물려받은 연금은 부르주아적 품위를 유지하기에 종종
턱없이 부족하며, 크랜포드 주민들은 특유의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의 활용”을
통해 이와 같은 결핍을 극복한다.

나는 종종 크랜포드에서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눈여겨볼 기회를 가졌다. 사람들은 장미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따서 정원이 없는 사람을 위한 화향(花香)을 만들었고, 시내에 사는
사람의 서랍장에 뿌리거나 병자의 방에서 태우라고 작은 라벤더 다발을
보냈다. 많은 이들이 비웃을만한 것, 굳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 크랜포드에서는 모두 관심의 대상이었다.
I had often occasion to notice the use that was made of fragments and
small opportunities in Cranford; the rose-leaves that were gathered ere
they fell to make into a potpourri for someone who had no garden; the
little bundles of lavender flowers sent to strew the drawers of some

6

이는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의 「고블린 시장」(“Goblin Market”)을

떠올리게 한다. 금빛 머리칼과 고블린의 과일을 교환하고 앓아 누운 로라(Laura)를
살리기 위해 리지(Lizzie)는 “은전”(silver penny; 324)을 들고 고블린들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동전을 매개로 한 거래를 거부하고 리지에게 “우리와 함께 앉아”(take
a sea with us; 368) 과일을 먹을 것을 요구하며, 리지가 이를 거절하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그녀의 동전을 다시 던져준다”(Flung back her penny; 439).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리지는 성적인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고블린 시장의 경제적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며, 이로부터 로라를 구원할 여성 연대의 가능성이 싹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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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dweller, or to burn in the chamber of some invalid. Things that
many would despise, and actions which it seemed scarcely worth while
to perform, were all attended to in Cranford. (17)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잉여 여성들이 마을의 주된 구성원인 것처럼,
크랜포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파편 및 조각이 그 드문
기회를 잡아 쓸모를 부여 받는다. 비록 자본주의 화폐경제 안에서 가시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투리와 나머지, 찌꺼기와 같은 잉여적인 것의
절약 및 재활용은 한층 넓은 범주에서 여전히 경제적인 활동이다. 앞서 언급한
라이트의 분류법을 적용하자면 “가정 경제” 및 “‘근검절약’을 뜻하는” 경제가 이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 경제의 범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와인을 모아 새
병에 담는다거나 지난 주의 영수증을 말아 점화 심지를 만드는 노동은 딱히
화폐로 값어치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개스켈은 다른 곳에서라면 버려졌을 것들이 섬세한 손길로 구출되어
다시 사용되며 또한 관대하게 나누어지는 현장을 포착함으로써 “단순한 ‘화폐
거래’”(mere “cash nexus”; North and South 477)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제의
흐름을 가시화한다.
잉여가 크랜포드의 경제를 완성하며, 잉여를 통해서만 그것은 비로소 온전한
순환에 이른다. 적은 비용으로 점잖게 차려입는 크랜포드 숙녀들의 요령은 잉여를
활용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영구적인 장식품으로는 오래된
브로치, 오늘날의 패션을 위해서는 새 모자”(old brooches for a permanent
ornament, and new caps for the fashion of the day; 73-74)가 이들의 원칙이며,
“여인들은 머리가 맵시 있는 새 모자에 파묻혀 있으면 마치 타조가 된 것처럼
몸에는 무엇을 걸쳐도 상관하지 않았다”(If the heads were buried in smart new
caps, the ladies were like ostriches, and cared not what became of their bodies)고
서술한다. “오래된 가운, 유서 깊은 흰 색 칼라, 브로치 몇 개”(Old gowns,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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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enerable collars, any number of brooches; 73)와 같이 유행이 지난 품목은
다른 곳에서라면 비웃음의 대상이겠지만 크랜포드에서만큼은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하며 소중하게 여겨진다. 새로 산 모자와 물려받은 가운이 보여주는 조합은
크랜포드를 지탱하는 경제적 활동의 상당 부분이 근대적인 “알고 있는 생산과
분배, 교환의 체계”(a perceived system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change; Williams 11)로 해명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처럼 옛 경제체제를 복기하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향수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러나 개스켈은 마냥 풍요로운 시골 마을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신
공동 출자 은행(joint-stock bank)의 파산이라는 동시대적 사건을 도입함으로써
크랜포드의 경제체제를 시험에 들게 하며,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막연한
이상화에 제동을 건다. 은행 파산으로 인해 매티는 매년 받아오던 연금 중
149파운드 13실링 4펜스를 잃고 일 년에 고작 13파운드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125). 그녀는 더 이상 새 모자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녀 마사를 내보내고 지금껏 살던 집을 포기해야만 하며, 무엇보다도 생활비를
벌기 위한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 크랜포드의 경제적 결핍을 보완하는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의 활용”과 “점잖은 절약”만으로는 부르주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생존마저도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화자 메리가 매티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느끼는
무력감은 부르주아 여성의 경제적 잉여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메리는 “나는 50
년 전의 교육을 받고 중년의 나이를 넘긴 여성이 실제로 계급적 품위를 잃지
않고 생활비를 벌거나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애를 썼지만, 결국 품위는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매티 양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I thought of
all the things by which a woman, past middle age, and with the education
common to ladies fifty years ago, could earn or add to a living, without
materially losing cast; but at length I put even this last clause on one side, and
wondered what in the world Miss Matty could do; 129)고 말한다. 처음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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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는 것은 물론 가정교사 일이다. 가정교사는 부르주아 독신여성이 품위를
잃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점잖은 대안”(the respectable
alternative; Dreher 4)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리는 곧 “크랜포드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매티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there was nothing she
could teach to the rising generation of Cranford; 130)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미미한 수준의 음악 및 미술 교육을 받았을 뿐이며, 수공예품을 만드는 약간의
재주를 지녔고, 읽기나 쓰기에 있어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이 못 되며 숫자
앞에서는 거의 무력하다(129-30). 오직 여성의 결혼가능성만 염두에 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교육이 매티를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내몬 것이다.
부르주아 여성인 매티가 가진 몇 안 되는 기술은 그 자체로는 숙련된 것일지
몰라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 값을 받고 판매되는 물건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
유일하게 “매티가 남보다 잘 하는 작업”(arts in which she[Matty] excelled;
129)은 색종이로 촛불 점화용 심지를 만드는 일과 섬세하고 복잡한 무늬의
가터를 뜨는 일인데, 이와 같은 수공예품은 “그 유명한 매티 양의 호감의
증표”(the well-known tokens of Miss Matty’s favour; 130)로 선물용에나 적합하지
상품이 될 수는 없다. 혹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티가 뜬 가터의
상품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몰래 그것을 길거리에 떨어뜨려놓으려는 메리의
시도가 매티의 “품위에 대한 강박”(sense of propriety; 129)에 의해 가로막히는
데에서 드러나듯, 수공예품의 상품화는 생계를 위해 직접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부르주아 여성의 계급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공사 영역 분리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을 “유급 대 무급, 의무 대 자발, 생산 대 재생산, 소외 대
자기달성”(paid versus unpaid, mandatory versus voluntary, productive versus
reproductive, alienated versus self-fulfilling; Poovey 10)의 이분법적 틀로
분류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티의 노동은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잉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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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전환점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처지에 놓인 매티가 스스로를
경제적 주체로 파악하고 아무도 묻지 않는 은행 파산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면서
생겨난다. 상점에서 마주친 돕슨 씨(Mr. Dobson)가 이제는 “휴지나 다름없는”
(little better than waste paper; 121) 타운 앤 카운티 은행(Town and County
Bank)의 수표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자, 매티는 자신을 “주주 중 한 사람”(one
of the shareholders; 122)으로 소개하고 그의 부도수표를 5 파운드 금화와
교환해준다. “은행의 관계자들”(directors of the Bank; 138)이 전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 불과한 매티는 은행을 “우리 은행”(our bank;
121)으로, 수표를 “우리 수표”(our notes; 122)라 부르며 “그녀의 의무”(her duty;
144)를 수행한다. 새 가운을 만들 비단을 사는 대신 종이쪼가리나 다름없는
파산한 은행의 수표를 선택한 매티의 비합리적 거래는 메리와 점원, 상점 주인을
모두 놀라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이와 같은 비경제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잉여화한 경제체제의 위계질서를 뒤집는다.
돈과 비단을 교환하는 대신 돈과 종이를 교환한 매티의 선택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것에 대한 시장의 암묵적 합의를 깰 뿐만 아니라 한 남성 노동자의
결과적으로 잉여화된 노동에 다시금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돕슨
씨의 수표는 자영농인 그가 “동전 하나하나를 직접 땀 흘려”(every farthing with
the sweat of his brow; 122) 번 것으로, 앞서 언급한 분류에 의거하면 의무적이며
생산적이고 자기소외적인 임금노동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가
무색하게 그의 노동은 은행 파산과 함께 순식간에 잉여화된다. 수표가 통화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노동 또한 상품가치를 잃어버리고 매티의 심지 만들기
혹은 가터 뜨기와 같은 층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노동의 생산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 파산과 같은 불안정성을 늘상 내포하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자본주의 체제다.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 및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노동의
잉여화가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역시
얼마든지 생산적인 노동일 수 있다. 금화와 종이를 맞바꾼 매티의 거래는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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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잉여화된 돕슨의 노동에 다시금 가치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잉여와 잉여가 아닌 것을 가르는 경계의 자의성이 부각된다.
돕슨의 부도수표가 임금노동이 잉여화되는 경우를 보여준다면, 하녀 마사가
만든 “웅크린 사자”(the lion couchant; 131) 모양 푸딩은 반대로 가사노동이
전문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파산한 매티의 곁에 남기로 결정한 마사가 자비를
털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만찬을 준비할 때, 가사노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이고 재생산적이며 자기달성적인 무임노동의 성격을 띤다. 7 그러나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마사의 가사노동은 돌연 이전까지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으로부터 벗어나 미학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으로 변모한다. 매일매일
먹던 똑같은 빵은 “매티 양의 머리 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모양으로
잘라져”(cut to the imaginary pattern of excellence that existed in Miss Matty’s
mind; 130) 식탁에 올라오며, 마사의 전문가적 손길은 평범한 후식인 푸딩을
유리 갓 아래 전시될만한 근사한 맹수 조각상으로 승격시킨다.

마사가 이전까지 빚어진 그 어떤 조각상보다도 웅크린 사자를 꼭 닮은
푸딩을 높이 치켜들고 들어오자, 매티 양은 두 눈을 글썽거리며 말문이
막혀 놀라움도 기쁨도 표시할 수 없었다. … 마침내 그녀는 “이 푸딩을
유리 갓 밑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고, 건포도 눈을 가진
웅크린

사자가

벽난로

위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는

생각은

나의

신경질적인 상상력을 건드렸다. 내가 웃기 시작하자 매티가 놀란 듯
말했다.

7

이 장면에서 매티는 특히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려진다. 화자는

“매티 양을 향한 마사의 어조는 맘씨 좋고 말씨 거친 하녀가 어린 아이를 대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는 단 한번도 그녀가 다 큰 어른에게 그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Martha’s tone to Miss Matty was just such as that good, rough-spoken
servant usually kept sacred for little children, and which I had never heard her use to
any grown-up person; 130)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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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는 이보다 훨씬 못난 것도 유리 갓 밑에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는걸.”
Miss Matty’s eyes filled with tears, and she could not speak, either to
express surprise or delight, when Martha returned bearing it[the
pudding] aloft, made in the most wonderful representation of a
lion couchant that ever was moulded. . . . At last she said, “I should like
to keep this pudding under a glass shade, my dear!” and the notion of
the lion couchant, with his currant eyes, being hoisted up to the place of
honour on a mantelpiece, tickled my hysterical fancy, and I began to
laugh, which rather surprised Miss Matty.
“I am sure, dear, I have seen uglier things under a glass shade before
now,” said she. (130-31)
어울리지 않게 터져 나오는 메리의 신경질적인 웃음은 가사노동의 산물이 유리
갓 아래 놓인 아이러니에서 비롯한다. 19세기 중반에 이미 보편화된 쇼윈도는
“소비의 정교한 환상이 자리하는 장소”(the occasion for elaborate fantasies of
consumption)였으며 “영국과 영국 수도의 물질적 진보에 대한 증거”(evidence
displaying the material progress of the nation and its capitol; Miller 1)이기도
했다. “건포도 눈을 가진 웅크린 사자”가 유리벽 이쪽이 아닌 저쪽에 놓여 시선과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마사의 가사노동이 그 어떤 전문적인 노동에
못지않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장과 가정의 이분법이
무너지는 것이다.
응접실을 개조해 만든 매티의 차 점포는 이와 같은 경계의 위반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장소다. “한 쪽 창문은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쪽 창문을
유리문으로 바꾼”(one window was to be retained unaltered, and the other
changed into a glass door; 140) 인테리어는 이 공간이 갖는 양가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 매티는 이 곳에서 차를 팔아 연 20파운드가 넘는
장사 수익을 올린다. 제국주의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낮아진 그녀의 응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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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을 드나들며, 매티는 “동인도 차 회사의 판매원”(an agent to the East India
Tea Company; 131)으로서 공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매티의

점포는

여전히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크랜포드를 방문한 메리가 몰래 가게 안을 들여다 봤을 때, 매티는 이제는
계산대가 된 탁자 뒤에 앉아 여느 때처럼 “정교한 가터 한 쌍을 뜨개질하는
중”(knitting an elaborate pair of garters; 145)이다. 매티는 차를 팔면서 틈틈이
뜨개질을 한다. 혹은, 뜨개질을 하며 틈틈이 차를 판다.
셈보다는 뜨개질에 능숙한 매티의 비합리적 면모는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교환의 성격마저 변화시킨다. 거스름돈을 내주는 것은 계산에 익숙지
않은 “그녀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작업”(an operation she very much disliked to
perform; 148)으로, 매티는 각 상품마다 정가가 있고 그에 따라 정확히 돈을
거슬러 줘야 하는 근대적 거래의 체계에 도저히 익숙해지지 못한다. 메리는
매티가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편”(way of make-weight; 146)으로
아이들에게 아몬드 과자를 하나 더 얹어줄 때마다 손해를 입는다며 안타까워한다.
매티의 저울은 자꾸만 기운다. 완전한 균형을 방해하는 잉여적 요소가 계속해서
끼어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매티의 점포에서 거래는 교환의 행위에 필연적으로 내재한 잉여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화폐경제가 아닌 잉여를 상정하지 않는 물물교환이 이곳의 주된 거래방식이다.

그녀가 너그럽게 많은 양의 차를 안겨주면, 거꾸로 그들은 ‘옛날 목사님
따님’에게 주겠다고 크림 치즈, 갓 낳은 달걀 몇 알, 작고 신선한 잘 익은
과일, 꽃 한 다발 같은 작은 시골 선물을 잔뜩 가져왔다. 그녀가 내게
말해주었듯이, 때때로 계산대는 이런 선물로 가득 차고 넘쳤다.
If she gave them good weight they, in their turn, brought many a little
country present to the “old rector”s daughter;—a cream cheese,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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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aid eggs, a little fresh ripe fruit, a bunch of flowers. The counter
was quite loaded with these offerings sometimes, as she told me. (147)
돈이 오가야 마땅한 계산대에 화폐 대신 쌓이는 것은 시골 사람들의 소박한
선물이다. 매티의 응접실 겸 상점에서는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퇴색하고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감정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거래의 양식이 자리잡는다. 커트 하인젤만(Kurt Heinzelman)은 이전까지는 개인
및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던 경제가 19세기
이후에 와서는 상업적 행동만을 규명하는 사회과학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한다
(Mulvihill 339에서 재인용).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티가 덤으로
얹어주는 과자, 시골 사람들이 “옛날 목사님 따님”에게 아낌없이 선사하는 선물,
경쟁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님을 양보하는 존슨 씨(Mr. Johns0n)의
배려가 보여주듯(143), 매티를 경제적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단순히 “동인도 차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그녀가 가진 지위가 아니라 옛 방식의 경제적 순환이 지닌
힘과 유연함이다. 가정적 공간의 해체 및 급진적인 재구성이 근대적 분류 이전의
경제적 흐름을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공간 안으로 불러들여 현재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획득한 경제적 독립은 안타깝게도 일시적이며,
가변적이고, 의존적이고, 지엽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매티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크랜포드의 다른 숙녀들이 자기 수입의 “잉여”(superfluity;
135)를 모아 음지에서 그녀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돈은 사실 그녀들이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연금에서 비롯한다(114). 부자 남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핏츠아담 부인이 몰래 가장 큰 돈을 후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더욱

명백히

한다(137).

부도수표와

5파운드

금화를

교환함으로써 잉여화된 노동에 통화 가치를 부여하는 매티의 영웅적 행위 또한
일회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작품 속에서 화자가 우려하듯, 그녀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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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124). 크랜포드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체제는

주류

경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적

체제로

자리잡기에는 지나치게 불완전하며 심지어 무능력하다. 메리의 아버지가 “그러한
순박함이 크랜포드에서 통할지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절대 안 통할 것”(such
simplicity might be very well in Cranford, but would never do in the world;
143)이라 말하듯, 작품이 그리는 대안적 경제는 19세기 영국의 토양에서 결국에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크랜포드가 보여주는 대안적 경제체제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인 동시에 어쩌면 다행인 일이기도 하다. 이는 드럼블이나 런던과
같이

주류

경제가

지배하는

공간에도

크랜포드적인

경제의

흐름이

이식

가능하거나, 혹은 이미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분명한 경계를 상정하지만 실제 삶의 차원에서 언제나
틈새를 갖는다. 빅토리아 사회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잉여 여성이 존재했고 또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이를 증언한다. 개스켈이 『크랜포드』를 통해 그리는 잉여적 거래 및
순환은 따라서 그 자체로 완전히 특수하고 이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빅토리아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와 실제 삶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및
재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삶은 항상 어느 정도 잉여적이고,
경제적 생산성의 논리에 결코 완전히 포섭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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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랜포드에서 『크랜포드』로
『크랜포드』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작품에 소설적 사건이라 부를 만한
것이 딱히 벌어지지 않는데도 작품이 묘하게 활기에 넘치며 독자의 흥미를 잡아
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타 19세기 소설에 비해
흡인력 있는 서사가 부족하다는 초기 평단의 평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누려온 꾸준한 대중적 인기 사이의 불일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출간
직후의 한 서평은 『크랜포드』가 주는 이러한 엇갈린 느낌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익명의 비평가는 “만일 우리가 작품에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실이 아닐 것”(If we told you it contained a story, that would be hardly
true)이라 말하지만, 곧이어 “그렇지만 작품을 열댓 장 정도만 읽으면 당신은
진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게
될 것”(yet read only a dozen pages, and you are among real people, getting
interested about them, affected by what affects them, and as curious to know
what will come of it all as if it were an affair of your own; Rev. of Cranford;
Easson 195에서 재인용)이라 덧붙인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비평적 기준으로
해명되지 않는 『크랜포드』의 독서 실감 혹은 매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개스켈
평론의 오랜 숙제였다.
흥미롭게도 작품 밖의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작품 안의 등장인물들 또한
크랜포드에 서사의 소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화자 메리에 따르면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크랜포드에서 숙녀들은 만성적인 “대화 소재의
부족”(a dearth of subjects for conversation)에 시달리며, 워낙에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일화들은 그 일이 일어나고도 상당 시간 동안 대화의 소재가
된다”(Some little anecdotes were talked about for some time after they occurred;
12). 실제로는 얼굴 한 번 볼 길이 없던 몰레버러 경(Lord Mauleverer)의 방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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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크랜포드의 편지 쓰는 사람들”(Cranford letter-writers; 15)에 의해 중복
활용된다거나, 인도에서 돌아온 남자 사촌의 방문이 몇 년이 지난 후까지도
수다의

단골

소재로

매티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

좋은

예다(29).

크랜포드에서 추방당하기 전 피터는 말버릇처럼 “마을의 나이든 숙녀들은 무언가
이야깃거리가 필요하다”(old ladies in the town wanted something to talk about;
52)고 말하며 자신의 장난이 그녀들에게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크랜포드』에 서사의 소재가 부족하고 크랜포드에 대화의 소재가 부족한
것은 작품 및 마을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활로, 혹은 판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랜포드에는 특별히 피아노 치는 솜씨를 칭찬해줄 만한 젊은 여성도,
말 타는 본새에 감탄해줄 만한 젊은 남성도 없으며, 따라서 그들 사이의 연애
소문이라든가 결혼 및 출산 소식 또한 들려올 리 만무하다. 오스틴의 응접실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걸핏하면 조는
늙은 과부 제이미슨 부인과 같은 인물은 주체적으로 소설적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흥미진진한 대화거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에마』(Emma)의 노처녀 베이츠
양(Miss Bates)이 에마의 로맨스 및 성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지만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과 상품이 유통되지 않고
재고로 쌓여있는 크랜포드에서는 서사 역시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다.8
개스켈의 과업은 이처럼 “스칸디나비아 예언녀와 같이 지친 모습으로”(in the
wearied manner of the Scandinavian prophetess; 29) 잠들어버릴 위험이 있는
크랜포드를 서사의 역동성을 통해 구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은 지나치게 빠른
사회적 변화로 “우리 바로 앞의 세대에만 해도 평범했던 일들의 대부분이 곧
이상하게 느껴질”(much will appear strange, which yet occurred only in the
8

때로 유통은 그 자체로 서사가 되곤 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18세기에는 이곳 저곳으로 팔려 다니는 물건이 스스로 자신의 유통 여정에 대해
서술하는 서사가 유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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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immediately proceeding ours) 상황에서 “시골 생활의 상세한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욕망”(a wish in me to put upon record some of the details of
country town life; 159) 때문에 「잉글랜드 마지막 세대」(“The Last Generation
in England”)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개스켈의 고백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9

그러나 『크랜포드』에 와서 개스켈의 욕망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 즉 이전
단편에서와 같이 “여행작가의 인류학적 분석과 회고록 집필자의 기분 좋은 회상
사이를 오가는 어조”(tone mo[ving] between the anthropological analysis of a
travel-writer and the genial reminiscences of a memoirist; Birch viii)로 시골
마을의 일상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크랜포드』의 목표는 결혼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이중으로 소외되어 서사의 불모지로 남은 잉여 여성의
마을로부터 숨은 “이야깃거리”를 발굴해 유통시키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개스켈은 메리 스미스와 피터 젠킨스라는 두 명의 작가적
대리인을

내세운다.

작품의

화자인

메리의

서술은

기존의

소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재현하거나 때로는 억압하기까지 하는 내용을 다룬다. 메리의 서술을
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크랜포드가 사실은 다양한
사건사고로 가득 찬 역동적인 공간임이 드러난다. 피터의 장난은 마을의 표면적인
평온을 깨고 크고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작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메리의 서술이 크랜포드의 서사를 드럼블과 런던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하우스홀드 워즈』라는 매체를 통해 작품 밖 독자들에게까지
전달한다면, 피터의 장난은 크랜포드 주민들에게 그들이 모른 척 외면하는 은폐된
서사의 존재를 환기시킨다.
“나는 평생을 드럼블과 크랜포드 사이를 오갔다”(I had vibrated all my life

9

「잉글랜드 마지막 세대」는 1849년 미국 잡지 『사틴즈 유니언 매거진』

(Sartain’s Union Magazine)에 실린 개스켈의 단편으로 『크랜포드』의 전신이 되는
작품이다. 디나 버치(Dinah Birch)는 이 단편이 감정의 흐름 및 그에 대한 묘사에
있어 『크랜포드』보다는 훨씬 단순한 작품이라 평가한다(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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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rumble and Cranford; 152)고 말하는 메리 스미스가 크랜포드와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자라는 것은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동의하는
바다. 10 평소에는 아버지와 함께 드럼블에서 살지만 일년에 한 번씩 크랜포드의
친척들을 방문하는 그녀는 드럼블과 크랜포드, 두 세계 중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두 세계 모두에 접근성을 갖는 경계에 있다. 수전
랜서(Susan Snaider Lanser)는 “크랜포드는 그 자체로 재현 불가능하며, 화자와
같이 경계적이거나 두 문화 속에서 자란 의식만이 크랜포드적 ‘어법’의 구조를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Cranford itself is not representable;
only a luminal or bicultural consciousness like the narrator’s can shape the
structures of Cranford’s “phraseology” into a form comprehensible; 244)고
주장한다.

메리는

처음에는

일종의

아마추어

“민속지학자”(ethnographer;

Knezevic 408)와 같은 태도로 크랜포드의 풍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다가,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점 “크랜포드의 여성의 언어”를 습득하며, 마침내 편지쓰기를 통해
인도로부터 피터를 소환하고 “매개자로서 서사적 성공”(her narratological success
as a mediator; Schaffer 235)을 이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를 도태되어가는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이며 또한 사라져가는 언어에 자리를 찾아주는
번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서사의 소재가 부족한 곳으로부터 이야기를 엮는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메리의 서술은 기록보다는 창조에 가깝다. 그녀의 역할을 단순한 매개자에

10

매개자로서 크랜포드의 다소 생소한 생활양식을 세상에 소개하는 메리 스미스의

역할은 19세기 소설의 화자로서 흔한 것은 아니다. 『제인 에어』(Jane Eyre)나
『데이빗 카퍼필드』(David Copperfield) 등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빅토리아
소설에서 대부분의 경우 화자는 곧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리는 한 발짝
물러선 관찰자로 남음으로써 작품의 제목이 『메리 스미스』가 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자신의 구혼자나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서술에서 전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적어도 독자가 아는 한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대도 별달리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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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은 『크랜포드』가 소설이 아니고 “스케치 모음”(collection of
sketches; Chorley; Easson 194에서 재인용)에 불과하다는 초기의 비평을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하는 일일 수 있다. 매개자로서 메리의 역할은 멸종위기에
처한 크랜포드 생태계의 양상을 주류세계에 소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작업에는
굳이 소설적 완성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그러나 『크랜포드』가 그
시대착오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향수를 소비하는 작품이 아니듯, 메리 역시
그저 옛날 이야기를 모으는 수집가의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서사의 영역에서
밀려난 잉여를 소설형식에 담는 서사실험의 대리인으로서 메리는 자신이 본 것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으로 다시 쓴다.
이와 같은 창작의 과정에서 메리가 사용하는 전략은 크랜포드 숙녀들의 생존
방식인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의 활용” 그 자체다. 개스켈은 다양한 서사의
재료를 조각보처럼 엮어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전체를 지탱하는 결혼서사의 줄기
없이도 소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궁핍을 겪는 크랜포드의
숙녀들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을 어여삐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개스켈의
서사는 짤막한 에피소드와 자잘한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이를 통해
11

소설 이전 구전문학의 맥락에서 『크랜포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는다. 일군의 평론가들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크랜포드』의
서술 방식이 구전서사의 전통과 연결된다”(the episodic way in which Cranford is
narrated connects it with traditions of oral narrative; Flint 34)고 지적해왔다. 특히
제이콥 제우지악(Jacob Jewusiak)의 최신 연구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이야기꾼 논의를 언급하며 『크랜포드』의 서사가 소설의 닫힌 결말과 대비되는
“이야기하기의

열린

결말”(storytelling’s

open-endedness;

21)을

적극적으로

탐구한다고 주장한다. 화자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미룸으로써 소설적인
목적론적

서사에

저항한다는

것이다(24).

화자

메리를

전통적인

이야기꾼과

동일시하는 이런 논의는 소설로서 『크랜포드』가 가진 서사적 가능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작품은 과거의 양식의 소산으로 규정되며, 화자 메리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이야기꾼의

그것과

동일시된다.

『크랜포드』를

이야기꾼의

작품으로

남겨놓는다면, 이는 다시 한 번 『크랜포드』가 향수에 대한 작품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스켈의 소설가적 자의식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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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한다. 작품의 서사는 마치 끈이 버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화자 메리가
주머니 가득 “모아서 함께 꼬아놓은 작은 끈 뭉치들”(little hanks of it[string],
picked up and twisted together; 42)과도 같다. 별 것 아닌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
당분간의

대화거리를

확보하는

크랜포드

숙녀들의

수다의

기술이

작품의

서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개스켈이 이러한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의 활용”에 사용하는 글쓰기의
재료는 소위 말하는 여성적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랜서는 작품의 화자가 “편지,
이야기, 대화, 소문”(their letters, stories, conversations, and gossip)과 같은
“여성의 사적인 형식”(women’s private forms; 243)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산한다고 말하며, 파울러 또한 작품이 “소식과 기억과 이야기를 말하고 또
말하는, 수다와 편지로 이루어진 여성의 세계”(the female world of talk and
letters, the telling and re-telling of news and reminiscences and stories; 722)와
본질적인 친화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다. 개스켈이 메리를
통해

조직하는

서사의

브리콜라주(bricolage)는

‘여성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질적인 글쓰기 재료 또한 다수 포함하기 때문이다. 12 예컨대 밀러가 주목하는
두 개의 직선적 서사인 은행파산 서사와 탐정서사를 여성적 형식이라 부르긴
어려운 일이다. 서간체 소설이라는 유구한 전통을 염두에 둔다면 편지 역시 그
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형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12

브리콜라주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
vi-Strauss)의 용어로, 그는 신화적

사고가 “일종의 지적인 ‘브리콜라주’”(a kind of intellectual ‘bricolage’; 19)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신화적 사고의 특징은 아무리 광범위하더라도 제한절일 수밖에
없는 잡다한 수집자료를 통해 저절로 드러난다”(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mythical thought is that it expresses itself by means of a heterogeneous repertoire
which, even if extensive, is nevertheless limited; 17)는 것이며, “브리콜라주를 만드는
자는 재료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 재료를 통해 이야기하며, 제한된 가능성
속에서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개성과 인생을 전달한다”(he[bricoleur] ‘speaks’ not
only with things . . . but also through the medium of things: giving an account of his
personality and life by the choices he makes between the limited possibilitie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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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포드』의 서술이 여성적인 것은 개스켈이 여성적 형식만을 재료로
삼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를 여성적 욕망과
필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직하기 때문이다. 개스켈의 예술적 자산은 영국
소설의 전통과 동시대에 유행하던 이야기, 그리고 너츠포드에서 물려받은 유산
등에 폭넓게 걸쳐져 있다. 그녀는 기존 서사의 동력을 빌려와 가장자리에 잔류된
채 방치되었던 서사의 찌꺼기를 다시 흐르게 한다. 여성 소설가로서 개스켈의
작가적 자의식은 이처럼 주어진 재료를 여성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전통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마술사 시뇨르 브루노니의 방문과 함께 촉발되는 일련의 사건은 개스켈이
고딕소설의 장르적 관습을 전유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인 고딕소설의
여주인공은 젊은 처녀이며, 그녀의 순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사의 활력과
긴장감이 발생한다. 개스켈의 패러디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맡는 것은 중년(혹은
노년)의 노처녀 폴 양이다. 폴 양의 처녀성은 사실상 그 누구의 흥미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서사의 작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주인공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very much inclined to install herself as a
heroine; 93) 폴 양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망상을 끊임없이 부풀리며
서사를 밀어붙인다. 그녀의 명명법은 마술사와의 마주침을 “모험”(adventure;
82)으로, 평범한 거지 셋을 수염 난 여장남자와 거대한 덩치, 그리고 곱사등이로
이루어진 “잔학한 무리”로, 항상 지나다니던 도로를 목 없는 귀신이 등장하는
“어둠의 길”(Darkness Lane; 99)로 변모시킨다. 폴 양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신의 잉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패러디의 핵심은 고딕소설 형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표출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데에 있다. “그 누구도 안전을 자신할
수는 없다”(one is never too safe; 106)며 호들갑을 떠는 폴 양은 사실은 공포스런
사건이 실제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스스로 만들어낸 서사의 흐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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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날 밤 크랜포드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리라 확신하고”(She had been
sure we should hear of something happening in Cranford that night),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she] nodded her head in great
satisfaction; 93). 폴 양은 순결을 위협받는 대상을 연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섹슈얼리티를 가진 주체가 된다.
개스켈은 또한 풍속소설의 틀을 십분 활용해 너츠포드로부터 물려받은
여성적 유산을 전달한다. 글렌마이어 백작부인의 첫 등장은 지체 높은 귀족부인이
시골 마을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환대가 이어지는 풍속소설의 평범한 전개를
예견하지만, 숙녀들이 백작부인에 대한 “알맞은 호칭법”(etiquette of address;
69)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사교계의 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크랜포드에서 이와 같은 장르적 관습은 예기치 못한 변화를 겪는다. 계속해서
대화의

코드가

어긋나는

가운데

백작부인과

시골

숙녀들

사이의

사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폴 양이 레이스를 삼킨 고양이에게 구토제를 먹이는
황당한 내용의 일화를 모두와 공유하면서다(78-79). 개스켈은 세탁 기법에 대한
관심과 예쁜 직물에 대한 욕망 등 여성적 공감대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이 일화가
너츠포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편지에 적은 바 있다(Letters 747). 그녀는
풍속소설의 응접실 장면과 너츠포드의 여성적 유산을 엮어냄으로써 유산에
현재성을 부여하고 소설적 서사의 외연을 넓힌다.
개스켈은 소설적 전통 이외에도 당대 유행하던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를
폭넓게 전유한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서사유형을
발명하고 유통시키는 데 기여했다. 은행 파산에 따른 매티의 경제적 몰락은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경제적 실패담”(a characteristically Victorian story of
economic failure; Miller 102)의 응용이다. 개스켈은 매티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전형적인 위기에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즉 제도를
원망하는 대신 제도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게 만듦으로써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암묵적 위계를 뒤집는다. 브라운 부인의 회고는 전형적인 인도 수난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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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보여준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19세기 유럽에 “순례지로서 동양이라고 하는
모티프”(279)가 유행했다고 말하는데, 성모마리아의 그림을 가슴에 품은 채 마치
마리아 자신처럼 “아이를 안고”(carrying my child; 108) 인도를 횡단하는 브라운
부인의 모습은 동양에서 종교적 체험을 하는 남성 순례자의 클리셰에 여성적
색채를 덧입힌다.
일종의 반결혼서사인 『크랜포드』가 가장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결혼서사의 형식이다. 매티와 홀브룩의 재회와 그 후의 전개는 일반적인
결혼서사의 틀에 거의 완전히 부합한다. 다만 이들의 늙은 육체가 로맨스를
로맨스에 대한 패러디 혹은 로맨스의 실패로 귀결시킬 뿐이다. 메리는 홀브룩이
일흔 살이라는 정보가 (로맨스에 대한 기대라는) “나의 성을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작은 파편들로 폭파시켰으며”(blowing up my castle, as if by
gunpowder, into small fragments), 매티를 알아보지 못할 뻔 했다는 그의 잔인한
언사가 “내가 지으려고 했던 그 어떤 감상적인 로맨스도 말살해 버렸다”(any
sentimental romance which I might be inclined to build, was quite done away)고
서술한다. 그러나 “하지만”(However; 31)으로 시작하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결혼서사의 관성은 다시 힘을 발휘한다. 홀브룩의 초대, 자신의 집이 될 수도
있었을 옛 연인의 집 방문, 함께하는 식사와 시 낭송, 이어지는 답방이라는
전개에는

전형적인

결혼서사의

요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폴

양의

섹슈얼리티가 고딕소설의 틀을 빌려 드러날 수 있었다면, 매티의 섹슈얼리티는
결혼서사의 전유를 통해 표현의 기회를 획득한다. 비록 결혼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에 작품의 본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는
결혼서사 및 결혼서사의 와해를 통해서만 서사화될 수 있다. 성이 있어야 그것이
무너져 내린 파편—『크랜포드』의 서사구조상 특징—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쇼어는 『크랜포드』가 “스스로 서술할 수 없는 로맨스, 놓친 기회와
말해지지 않은 애정의 로맨스”(a romance that cannot narrate itself, a romance of
missed opportunities and unspoken affection)에 대한 작품이며, 이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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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거의 부재하는 이야기”(a story that is itself almost absent; 101)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여자처럼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서술될

수

없는

『크랜포드』의

서사적

특수성에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쇼어는 논점을 발화보다는 침묵에 놓음으로써 화자 메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간과한다. 그녀에 의하면 매티가 자신의 연애담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화자 또한 그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발화할 수 없다(101). 화자는 매티의
“숨기려는 노력”(effort at concealment; 40)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일종의 침묵의
서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공에 성을 짓는 것, “스스로 서술할 수 없는 로맨스”를 서술하는
것이야말로 화자 메리 스미스의 과업이다. 쇼어의 분석과는 반대로, 그녀는
매티의 침묵을 존중하기보다는 파헤친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그 여린 마음
속을 지나치게 파헤쳤던 데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낄”(I felt almost guilty of
having spied too curiously into that tender heart) 이유가 없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다고 매티 양이 믿는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I was not going to speak of its secrets—hidden, Miss Matty believed,
from all the world; 39)고 다짐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그것을 폭로한다.

그녀는 차 마실 시간이 되어 거실로 나왔는데, 무척 애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죽은 언니 젠킨스 양에 대한 원망이 오후 내내 그녀를
괴롭혔고, 이제와 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녀는 마치 사죄라도
하듯 데보라가 젊었을 때 얼마나 착하고 똑똑했는지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 그녀는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앓아 누웠을 때 데보라가
어떻게 간호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전까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홀브룩 씨의 청혼을
거절하고 난 후의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She came into the drawing-room at tea-time; but it was evidentl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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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 to her; and, as if to make up for some reproachful feeling against
her late sister, Miss Jenkyns, which had been troubling her all the
afternoon, and for which she now felt penitent, she kept telling me how
good and how clever Deborah was in her youth; . . . and how she had
nursed Miss Matty through a long, long illness, of which I had never
heard before, but which I now dated in my own mind as following the
dismissal of the suit of Mr. Holbrook. (39-40)
실제로 “매티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Miss Matty never does speak; 103)는
쇼어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녀는 데보라를 칭찬하는 이유가 그녀를 원망한 것이
미안해서라고도, 오래 전 아팠던 것이 홀브룩 때문이었다고도 말한 바 없다.
그러나 그녀를 대신해 메리가 말한다. 메리는 추측하고, 상상하고, 원인과 결과를
조심스레 결합하여 매티의 서사가 침묵에 파묻히는 것을 방지한다. 메리의 작가적
활약은 오히려 “놓친 기회와 말해지지 않은 애정의 로맨스”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가장 돋보인다. 그녀는 예리한 시선으로 타인의 떨림을 감지하고, 탁월한
상상력으로 그것을 서사화한다. 메리를 통해서야 비로소 독자는 매티가 “심각한
두통”(bad headaches; 39)으로 가장하는 다른 고통의 존재를 안다.
개스켈은 여담과 같은 전통적인 담화의 테크닉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사를 살찌운다. 화자는 지난날 매티의 연애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운을
띄우고는 곧바로 여담으로 빠져든다. 한참이 지나고 마침내 화자가 “이제 연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And now I come to the love affair; 29)며 본 궤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하녀 단속 문제와 오렌지 먹는 방법, 그리고 인도에서 온
손님맞이에 대한 내용으로 챕터의 반 이상이 지나가버린 후다. 이 일련의 흐름은
겉보기에 일관된 주제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뒤죽박죽이어서, 『크랜포드』가
“실질적으로 구조가 없다”고 단정짓는 초기 비평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그러나 화자가 여담을 통해 거쳐가는 일화의 기저에는 섹슈얼리티의
범람과 그에 대한 경계라는 공통된 주제가 은밀하게 놓여 있다. 통제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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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인계급의 섹슈얼리티, 집안에 출몰하는 노동계급 남성의 육체, 오렌지를
빠는 행위가 연상시키는 성애의 동작, 인도라는 이국적 장소에서 온 남자 친척,
그가 데려오는 유색인종 남성, 그 남성이 연상시키는 푸른 수염(Blue Beard) 등,
여담처럼

스쳐지나가는

모든

내용은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매티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종의 전주곡과도 같다. 메리의 서술은 그 느슨해 보이는
전개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연한 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소설적 기법을 복합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치밀한 글쓰기의 소산이다.
따라서 『크랜포드』는 드럼블 및 런던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탄생한 이종의 서사가 아니라, 문학적 전통 및 문화적 유산의 산물이며 그러한
자산의 독창적 운용이다. 화자 메리의 서술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스켈의 글쓰기는
“쓸 만한 내용이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는다. 잉여 그 자체는 “쓸 만한 내용”이 못 될지 모르지만, 개스켈은
다양한 서사의 재료를 활용해 잉여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작품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내는 근엄한 편지의 끝에 급하게 덧붙여진 어머니의
필적과도 같다. 아버지는 “그의 부인이 발목을 접질려 (그가 말하길) 도저히 펜을
들 수가 없어서 자신이 편지 쓰는 것을 금지했다”(he had forbidden it[writing a
letter], she being indisposed with a sprained ankle, which [he said] quite
incapacitated her from holding a pen; 45)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래 작게 “T.
O.”라고 덧붙이며 그녀가 비록 발목은 다쳤을지언정 손목은 멀쩡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편지지에는 뒷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다. 어머니의 편지는
독자적인 지면이 없이 아버지의 편지지 가장자리와 뒷면을 빌려 쓰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식의 품에 닿는다.
작품 안에서 메리가 쓰는 편지는 이와 같은 개스켈의 여성적 글쓰기를
은유한다. 메리는 인도에 있는 피터를 찾기 위해 “그가 만일 피터라면 감동을 줄
것이지만 낯선 이라면 단지 딱딱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할 편지”(a lett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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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affect him, if he were Peter, and yet seem a mere statement of dry facts if
he were a stranger; 126)를 쓴다. 서신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 설명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편지는 아마도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갖추되 그 가장자리와
뒷면을 활용하여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개스켈의
글쓰기가 그러하듯, 메리는 “사실”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를 통해 “사실” 이면의
것을 전한다. 메리가 크랜포드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기 이전, 인도의 피터가
영국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는 “‘사망’이라는 불길한 글자”(the ominous word
“Dead”; 150)가 찍힌 채 반송되어 돌아간 바 있다. 메리의 서술 없이는
크랜포드가 그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적 글쓰기의
방식으로 쓰여진 메리의 편지는 성공적으로 “갠지스 강 너머 신비롭고 미개한
나라”(the strange wild countries beyond the Ganges; 127)에 닿아 피터에게
매티의 생존을 전한다.13
학창 시절 피터가 쓴 편지는 그가 메리의 이중적 편지쓰기를 해독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13

피터의 편지가 반송되는 것을 포함하여, 『크랜포드』에는 유난히 우편과 관련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삶의 거친 우연 때문에”(by some wild chances of life) 피터의
상사인 “대령이 보낸 편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딘가에서 억류되어”(by some wild
chances of life, the captain’s letter had been detained somewhere, somehow; 57)
너무 늦게 도착하고, 피터가 인도에서 보낸 소포 또한 어머니가 죽은 다음 날에서야
크랜포드에 닿는다(58). 섀퍼는 이를 “크랜포드가 남성적 영역에 스스로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도 엄청나게 무능력한 것”(Cranford’s failure to be
heard in the male sphere, Cranford’s ruinous inability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234)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섀퍼는 이와 같은 크랜포드의 구시대적
무력함이 메리와 그녀의 편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메리가 국제적 우편 시스템이라는 제국의 사회적 생산 기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세대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매개의 원칙을 구현하는 메리의 편지는 상징적으로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기 때문이다(234). 섀퍼의 논의는 매개자 메리의 서사적 성공이
갖는

중요성을

포착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서사형식을

통해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며, 근대적 발전의 부산물인 크랜포드의
잉여성을 단순히 세대의 문제로 치부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69
69

소년의 편지들이 보이기 위한 편지라는 것은 명백했다. 간간이 고전을
인용해 주면서, 공부 진도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종류의 지적 열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지적인 문체로 적혀 있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에서는 이따금씩 동물적인 본성이 흘러나왔다. 편지 검사를
받은 뒤에 굉장히 급하게 휘갈긴 것들이었다. “사랑하는 엄마, 제발
케이크를 보내주세요. 레몬을 잔뜩 넣어서요.” 엄마의 편지는 그 묶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사랑하는 엄마”는 케이크와
사탕으로 아들에게 화답한 것이 분명했다.
It was very clear that the lad’s were what are called show-letters. They
were of a highly mental description, giving an account of his studies,
and his intellectual hopes of various kinds, with an occasional quotation
from classics; but, now and then, the animal nature broke out in such a
little sentence as this, evidently written in a trembling hurry, after the
letter had been inspected: “Mother, dear, do send me a cake, and put
plenty of citron in.” The “mother, dear,” probably answered her boy in
the form of cakes and “goody,” for there were none of her letters among
this set. (49)
피터의 편지 역시 아버지에게 보이기 위해 “지적인 문체”를 가장한 부분과
어머니를 향해 “짧은 문장”으로 급하게 휘갈긴 대목의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마치 개스켈이 고전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잉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서사화하는
것처럼, 피터 역시 고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을 전달할 편지의
뼈대를 구성한다. 그의 소통은 기존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되 그 언어의 차원에
종속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오간 언어나 다름없는 레몬 케이크는 그
특성상 소통의 징표로 남지 못하지만, 가장자리와 뒷면을 활용하는 그의 글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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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소통이 존재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14 스스로 이중적 편지쓰기를 일삼던
피터라면 반드시 메리가 쓴 편지의 앞면이 아닌 뒷면을,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를
읽어줄 수 있을 것이다.
피터는 이처럼 “보이기 위한 편지”를 쓸 수 있는 인물, 사회적 언어의
작동방식을 알고 이를 전유할 줄 아는 인물인데, 이와 같은 그의 능력은
복장전환과 관련한 일련의 기행을 통해 구체화된다. 젠킨스 목사는 “학교의
장난질 대장”(the captain of the school in the art of practical joking; 50)인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직접 “사전과 어휘집”(dictionaries and lexicons)을 펴놓고 그에게
책을 읽히지만, 피터는 이렇게 터득한 아버지의 언어를 오히려 아버지를 놀려먹는
데에 이용한다. 숙녀로 분장하고 목사관으로 찾아간 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훌륭한 설교를 출판한’ 크랜포드의 목사”(the Rector of Cranford, “who had
published that admirable Assize Sermon”; 51)를 만나보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접근해 감쪽같이 그를 속여넘긴다. 이 장난의 성공을 계기로 피터는 자신과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의 분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 틈새를 누빌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얻는다.
매티가 이 사건을 언어화하며 겪는 어려움은 피터의 장난이 빅토리아 사회를
구획하는 언어 체계를 교란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매티는 여장을 한 피터를
지칭할 대명사를 결정하지 못한 채 “그녀를 위해서—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아니지, 그녀지, 왜냐하면 피터는 그 때 숙녀였으니까”(for her—him, I mean—no,
her, for Peter was a lady then)라며 말을 더듬는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바로 숙녀였다”(He was the lady)와 같이 의미론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이분법적 구획을 어지럽힌 대가로 피터는 “숙녀를

14

피터는 여성적 물건을 통한 소통에 능한 인물이기도 하다. 매티는 피터가 인도에서

보내온 “얇게 테두리가 둘러진 큼직하고 부드러운 흰색 인도 숄”(a large, soft, white
India shawl, with just a little narrow border all round)이 결혼 무렵 그의 “어머니가
꼭 좋아했을 만한 것”(just what my mother would have liked; 58)임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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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열두 편의 부오나파르트 설교 전부를 베껴 쓰는
일”(copying out all those twelve Buonaparte sermons for the lady—that was for
Peter himself; 51)을 떠맡는다. 강제로 아버지의 언어를 복기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
피터의 첫 번째 복장전환이 언어와 젠더 규범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적
문법의 작동방식을 폭로한다면, 두 번째 복장전환은 그에 대한 응용을 통해
마을에 본격적인 “이야깃거리”를 선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터는 데보라의
옷을

빌려

입고

타락한

여인을

연기함으로써

억압된

여성

섹슈얼리티를

가시화하며, 이 광경은 엄청난 스캔들이 되어 구경꾼을 불러모은다. 개스켈에게
기왕에 존재하는 서사 유형이 글쓰기의 재료가 되듯 그에게는 데보라의 “오래된
가운, 숄, 보넷”, 흰 천으로 돌돌 만 베개가 장난의 도구가 된다. 남성의 육체를
가진 그는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문법을 전유함으로써 은폐되어 있던 여성의
육체를 전시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뒤로도 태어나지 않을
데보라의
구체화되지

아기가

세상에

못하고

나온다.

흩어진

잉여

결혼과
여성의

출산이라는

공적인

섹슈얼리티가

방식을 통해

실체를

부여받아

크랜포드의 잔잔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젠킨스 목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before all the people; 53) 피터가 걸친
보넷과 숄, 가운을 찢어 이면에 존재하는 남성 육체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의 도발에 대응한다. 옷을 벗겨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전형적인
기독교의 레토릭이며, 무엇보다 근대 문명이 수사법이기도 하다(Berman 106).
목사는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명도 가지
않도록, 그 누구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도록”(not one of them to go, not
one to stir a step; 53) 명한다. 진실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대를
장악한 그는 피터를 발가벗겨 체벌함으로써 “상징적 강간”(symbolic rape;
Lambert 78)을 행하고, 그가 안고 있던 베개를 빼앗아 관객들에게 던짐으로써
그의 거짓됨을 낱낱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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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끝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체벌이 끝나자
“피터는 울타리 밖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려 그 어느 신사만큼이나
진지한 태도로 정중하게 인사한 후 천천히 집으로 걸어 들어간다”(Peter turned
to where the people outside the railing were, and made them a low bow, as grand
and as grave as any gentleman; and then walked slowly into the house; 53). 이와
같은 연극적 퇴장은 아버지에게 빼앗긴 무대를 다시 한 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피터의 작가적 서명과도 같다. 그와 그의 아버지가 공유하는 무대 위에서 그의
폭로와 아버지의 폭로, 그가 전달하는 서사와 아버지가 전달하는 서사가 경쟁한다.
가장의 편지와 그가 금지한 아내의 편지가 같은 편지지를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대의 초점이 수행하는 육체에 놓이는지 수행이 만들어내는 서사에
놓이는지의 갈등 사이에서, 피터는 여성의 타락과 그에 따른 처벌이라는 교훈적
서사에 다른 관점과 가능성을 새긴다.
피터의 장난은 이처럼 억압된 서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메리의 서술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메리가 매티의 “그 여린 마음 속을 지나치게 파헤쳤던”
것처럼, 피터 역시 데보라의 엄격한 옷매무새 아래 넘실대는 섹슈얼리티의
드라마를 감지한다. 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터야말로 “여자처럼 읽는” 능력의
소유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가 무대에 올리는 사건은 “그 자체로 거의 부재하는
이야기”의

창조적

재현이다.

피터는

“마을에

무언가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하여”(to make something to talk about in the town; 53) 장난을 일삼으며,
그리하여 서서히 소모되어 가는 크랜포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크랜포드』의 서사는 메리와 피터 각자의 작가적 활동과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해진다. 피터의 가출 이후 크랜포드의 부르주아 규범은 그가
가시화시킨 선정적 서사를 다시금 은폐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의 장난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까지도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의 잊혀지는 것이다. 메리는 오래된
편지로부터 매티의 남동생의 존재를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왜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의아해한다(47). 마침 매티는 “내가 가고 나서는 아무도 이 편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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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No one will care for them when I am gone; 44)이라며
가족들 사이에 오간 옛 서신들을 마지막으로 읽고 태우는 의식을 치르는 중으로,
그와 함께 피터에 대한 유일한 기록 또한 사라지게 될 참이다. 메리는 이 역사
소멸의 순간을 함께 함으로써 매티로부터 피터에 대한 증언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그와 그가 벌인 소동을 소재로 『크랜포드』의 한 챕터를 기술한다. 피터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이야깃거리”가 메리의 글쓰기를 통해 소설이 되는 것이다.
피터는

인도에서

귀환함으로써

그의

작가적

과업을

물려받은

메리의

편지쓰기에 화답한다. 그의 첫마디 “당신이 메리 스미스인가요?”(Is your name
Mary Smith?; 148)는 작중에서 메리의 이름이 직접 불리는 몇 안 되는 순간 중의
하나다.

15

피터는 단번에 메리를 알아보고 그 누구보다도 정중하게 그녀를

지칭함으로써 그녀의 작가성(authorship)을 인증하고 그녀와 자신 사이에 놓인
작가적 공모의 끈을 확인한다.
메리의 크랜포드 이야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피터는 인도로부터 “놀라운
이야기”(wonderful stories)를 수입해 들어와 마을에 활기를 부여함으로써 이전의
작가적 활동을 이어간다. 피터가 마치 “선원 신밧드”(Sinbad the sailor; 152) 혹은
“뮌하우젠 남작”(Baron Munchausen; 150)처럼 입담 좋게 늘어놓는 인도산
모험담은 마을 숙녀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들의 조용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다”(their quiet lives were astonishingly stirred up; 152). 피터의 서사는
특별할 것 없는 “빅토리아 시대에 흔한 제국주의 모험담의 표본”(a paradigm of
the imperial adventure tale in Victorian society in general; Brantlinger 12)이지만,
그는 탁월한 작가적 기량을 발휘해 이를 목표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조직한다.
매티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얌전하고”(comparatively tame) 목사 앞에서는
“차분한 어조로”(in the quiet way) 전해지는 그의 여행담은 메리와 다른 숙녀들
15

메리는 작품을 통틀어 총 아홉 번 직접 이름이 불리는데, 그 중 다섯 번이 피터의

등장 이후 마지막 두 챕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피터의 귀환을 통해 작가적 활동을
인정받기 전까지 그녀가 가진 인물로서의 희미한 존재감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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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나날이 과장이 심해지는 터무니없는 기담으로 진화한다(152).
피터의 귀환을 기점으로 크랜포드에서 서사는 은폐된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역할을 넘어서 섹슈얼리티의 역할 자체를 대신하게 된다. 마치 브라운 대령이
그랬듯 피터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순식간에 “크랜포드의 인기인”(such a
favourite at Cranford)으로 등극한다. 숙녀들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며 생소한
식사 예절을 가진 그의 “매우 이국적인”(so very Oriental) 면모에 매료되는데,
무엇보다 그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아라비안 나이트만큼이나 흥미진진한”(quite
as good as an Arabian night) 그의 이야기가 가진 색다름이다. 메리는 만일
피터가 과장 섞인 모험담을 늘어놓지 않았다면 숙녀들이 그를 그토록 “굉장한
모험가”(a wonderful traveler; 152)로 여겼을지 의문이라며 그의 이국적 매력에서
서사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증언한다. 서사적 긴장감이 성적인 긴장감과
겹쳐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의 대체하는 셈이다.
따라서 피터가 크랜포드에 불러일으키는 생기는 전통적인 비평에서 주장하듯
그가 가진 “남성적 생명력의 정수”, 즉 남성 섹슈얼리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가 만들어내는 활력에서 비롯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폴 양을 포함한
다른 크랜포드 숙녀들, 그리고 심지어 메리까지도 피터가 제이미슨 부인에게
청혼할지 모른다며 이와 유사한 오해를 품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는 피터의
결혼에 대한 염려가 기우에 불과함을 곧 깨닫는다.

나는 단 한번도 제이미슨 부인이 그처럼 들뜨고 생기발랄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피터 씨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 진지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무척 안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인도에서 겪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히말라야 산맥의
엄청난 높이를 묘사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거듭할 때마다 점점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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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고 터무니없는 과장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제이미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정말로 좋아했다. 그녀를
무감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극제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I had never seen Mrs. Jamieson so roused and animated before; her
face looked full of interest in what Mr. Peter was saying. I drew near to
listen. My relief was great when I caught that his words were not words
of love, but that, for all his grave face, he was at his old tricks. He was
telling her of his travels in India, and describing the wonderful height of
the Himalaya mountains: one touch after another added to their size;
and each exceeded the former in absurdity; but Mrs. Jamieson really
enjoyed all in perfect good faith. I suppose she required strong
stimulants to excite her to come out of her apathy. (157)
모두의 예상과 달리 제이미슨 부인의 볼에 홍조가 떠오른 것은 피터가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서 천사를 쏘았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예전과 같은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
양과 글렌마이어 백작부인이 결혼을 통해 한층 더 젊어졌던 것과 대조적으로,
크랜포드의 그 누구보다 “둔하고 무기력한”(dull, and inert; 114) 제이미슨 부인은
성적 자극이 아닌 서사적 자극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다. 서사의 소재가 남녀 간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고무적이다. 연인들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시
「록슬리 홀」(“Locksley Hall”)을 낭송하는 홀브룩의 목소리가 매티를 “편안한
낮잠”(a comfortable nap; 36)에 빠져들게 했던 것과 달리, 피터의 장난스런
이야기는 그 “신성모독”(sacrilege; 157)적인 성격을 통해 “제이미슨 부인을 충분히
깨어있게”(keeping her[Mrs. Jamieson] well awake; 158) 만든다.
섹슈얼리티가

아닌

서사를

통해

발생하는

활력은

서서히

생명력을

소진해가는 크랜포드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일대일의
이성애적 결합의 틀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체의 지속을 도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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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피터가 제이미슨 부인과 맺는 관계는 배타적인
결혼계약과는 달리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백작부인이 마을의 거의 유일한 남자인 의사 호긴스와 독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불거지는 그녀와 제이미슨 부인 사이의 갈등—이는 전적으로 계급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진다—은 계속해서 매티를 괴롭히고, 피터는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한
중간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다. 저녁 만찬을 앞두고 그는 “오늘밤 한 쪽에는
제이미슨 부인을, 다른 쪽에는 나의 숙녀 호긴스 부인을 모시고 연회장에
입장하겠다”(I intend to enter the Assembly-room to-night with Mrs. Jamieson
on one side, and my lady Mrs. Hoggins on the other)고 약속하고, 메리는 “어떤
식으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했고, 감쪽같이 그들이 함께 대화하도록
만들었다”(Somehow or another he did; and fairly got them into conversation
together; 158)며 감탄한다. 서사가 지닌 마법 같은 힘을 통해 피터는 두 숙녀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끌어들이며 결국에는 화해에 이르게 만든다. 제이미슨 부인과
호긴스 부인 사이에 선 피터의 물리적 위치와 그를 가운데 두고 이루어지는 두
숙녀의 화합은 이들의 관계가 일대일의 이성애적 결합을 대신하는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서사적 결합임을 암시한다. 본디 외부인이었던 백작부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로 완전히 포섭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크랜포드 공동체는
서사의 힘을 통해 위기를 딛고 일어서며 그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크랜포드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이처럼 한층 유연한 서사의 생명력이다.
천사를 쏘는 이야기로 제이미슨 부인을 놀라게 하는 도중 피터가 메리와
교환하는 “익살스런 눈빛”(funny twinkle; 157)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작가적
공모의 끈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소년 시절의 피터가 여성의 숨은 욕망을
드러내 전시함으로써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그의 과업을 물려받은
메리는 다양한 서사형식을 활용해 언뜻 단조로워 보이는 크랜포드적 삶의 리듬을
부산스럽게

재현한다.

마치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듯

돌아온

피터는

먼

타국으로부터 이국적 서사를 수입해 들어와 크랜포드의 잔잔한 일상에 동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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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

메리와

피터의

상호작용

속에서

크랜포드는

드럼블과

런던으로

표상되는 바깥 세상으로 자신의 서사를 유통시키는 동시에 더 넓은 세계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활발한 서사의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현재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개스켈은 서사의 창조적 힘을 통해 불임의 공간 크랜포드를 소멸로부터
구한다. 스스로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크랜포드의 잉여적 존재 양상은 기존의
서사형식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두 명의 작가적 대리인 피터와 메리를 통해
서사화되며, 이들을 통해 크랜포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미학적인 차원에서도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다만 이와 같은 해결책은 크랜포드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개스켈이 십분 활용하는 “놀라운 이야기”, 즉 피터의 서사적
자본이 “인도산 모슬린 가운과 진주 목걸이”(an India muslin gown and a pearl
necklace; 149)로 대표되는 그의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직접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성적인 긴장감을 서사적 긴장감으로 대체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을 도모하는 대안의 추구가 제국주의의 힘에 기대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스켈이 지향하는 예술적 해결이 그녀가 작품 전반을 통해 비판적으로
조명한 근대적 생산체제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크랜포드의 역사적 생존이 그만큼 불가능에
가까우며 마을이 실질적으로는 임박한 종말을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크랜포드의 잉여 여성들이 “익숙하고 다정한 친교”(the old
friendly sociability; 158)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해주기 위해서는, 서사적
활력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강력한 마법까지도 전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크랜포드』는 잉여 여성의 사회적
비생산성을 극복하는 서사적 생산성의 흥미로운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개스켈의 세심한 시선 속에서 시골 마을의 밋밋한 일상은 여성의 욕망을 담는
극적인 사건사고의 연속으로 재구성된다. 화단의 발자국과 오래된 레이스, 오렌지
과즙과 오후의 두통은 『크랜포드』에서 충분한 드라마의 소재가 되며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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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여성적 세계의 리듬을 펼쳐보인다. 크랜포드는 “자투리와 소소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개스켈의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크랜포드』가 되며, 이를 통해 더
넓고 활발한 서사 유통 경제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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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홉킨스는 삽화가 곁들여진 『크랜포드』의 두 판본을 검토하며 1891년
판본의 삽화를 그린 휴 톰슨(Hugh Thomson)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한다. 그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터를 흰 수염이 풍성한 “미국 산타클로스”(American Santa
Claus; “A Uniquely Illustrated Cranford” 310)처럼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수는 톰슨의 삽화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미국인 삽화가 윌리엄
드레이크(William Henry Drake)의 그림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홉킨스의
지적대로 개스켈은 피터가 풍성한 흰 머리와 검게 그을린 얼굴, 형형한 눈빛과
깊은 얼굴주름을 가졌다고 묘사할 뿐 작품 그 어느 곳에서도 흰 수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148). 그러나 작품의 인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톰슨의
삽화에서 피터는 어느새 흰 수염이 풍성하게 달린 온화한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다.
홉킨스는 이것이 “작품에 대한 톰슨의 해석이 틀린 유일한 경우”(the only
time Thomson’s interpretation of the story strikes a false note; 310)라고
말하지만, 이 사소한 실수는 사실 톰슨이 삽화를 통해 보여주는 작품 전반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삽화를 사랑했던 많은 독자들이 작품을
읽는 시각 또한 그대로 반영한다. “인도산 모슬린 가운과 진주 목걸이”와 같은
이국적 선물을 잔뜩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피터는 많은 독자들에게 말
그대로 산타클로스처럼 비춰졌을 것이다. 그의 “행복한 귀환”(A Happy Return;
141)은 “크랜포드에 평화”(Peace to Cranford; 152)를 가져오는 마법의 열쇠다.
피터는 매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크랜포드 숙녀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여 “그 날 이후로 크랜포드 사회에서 그 옛날의 다정한 친교가
되살아나도록”(Ever since that day there has been the old friendly sociability in
Cranford society; 158) 만든다. ‘그 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적 결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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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인 셈이다.
『크랜포드』의 결말은 이처럼 지극히 행복하다. “내 인생이 슬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을 뿐”이라며 눈물짓던
잉여 여성 매티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얻는다. 피터의 귀환을 통해 그녀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와 경제적 안정을 얻고, 마사의 출산을 통해 그녀는 그토록
품에 안고 싶어하던 갓난아이를 얻는다. 그녀는 (후에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게 되지만) 모슬린 가운과 진주 목걸이를 얻으며 친구들 사이의 평화 또한
얻는다. 개스켈은 매티를 포함한 작중 인물들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과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만족할만한

흐뭇한

결말을

내놓는다.

아마

이것이

그녀가

『크랜포드』가 자신이 쓴 소설 중 유일하게 다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며 아플
때마다 이를 꺼내 다시 한 번 웃는다고 말했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크랜포드』의 행복한 결말은 이제껏 작품이 보여주던 고민을
마지막 순간에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비평적 과제를 남긴다. 피터가 돌아온 지
하루만에 매티의 차 점포는 문을 닫는다(151). 공사 영역 분리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으며 잉여 여성의 경제적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대안적 경제 형태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던 공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피터는 매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선물을 나눠줌으로써 매티가 보여주던 것과 같은
비자본주의적 경제행위를 이어가지만, 그의 선물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제국의
금화며 이와 같은 단순한 증여는 매티의 물물교환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가 인도에서 수입해 들어온 흥미진진한 서사는 성적
긴장감을 서사적 긴장감으로 대체함으로써 크랜포드를 생동감 넘치는 화합의
장으로 이끌지만, 그의 서사적 자본 역시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의 근대적
착취구조의 산물이다. 작품 전체를 통해 드러나던 문제의식이 동방을 경유한
19세기 산타클로스의 놀라운 마법을 통해 순식간에 잊혀지고 마는 것이다.
결말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문제의식과 행복을 쉽게 맞바꾸는 타협적
자세는 작품이 언제든지 개스켈의 급진적인 크랜포디즘이 아닌 톰슨의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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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포드화”(Cranfordization)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톰슨의 삽화가
보여주는 “산업화 이전 사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색다르고 감상적인
전원 풍경”(a whimsical, chocolate-box idyll, reflecting a nostalgia for a preindustrialized society; Sutherland 6)은 1890년대를 기점으로 이 소설이 영국의
시골 풍경에 대한 향수어린 이상화로 해석되는 경향을 대변한다. 삽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크랜포드』의 이미지란 실로 막강한 것이어서, 그 뒤로 오스틴
소설이 톰슨의 삽화와 함께 거쳐간 마찬가지의 과정 역시 급기야 오스틴 소설의
“크랜포드화”라고 불리게 될 정도였다.
그러나 개스켈이 『크랜포드』에서 보여주는 촌스러운 시골 숙녀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시골 생활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며 이성애적
결합에서 소외된 개인에 대한 애틋함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빅토리아 사회의 근대화 기획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에
대한 관심을 대변한다. 놀랍게도 한가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보넷과 숄과
가운에

파묻혀

살아가는

크랜포드의

노처녀와

과부들은

거대

산업도시를

작동하게 하는 인위적 구획과 경계를 가시화하는 존재다. 그들의 주름 잡힌
치마자락 사이로 언뜻 내비치는 늙은 육체의 모습, 정겹고 우스꽝스러우나 어딘지
모르게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개스켈의 크랜포디즘의 핵심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크랜포드화”될 수 없는 『크랜포드』의 한 부분으로서, 이 작품이 여전히 중요한
비평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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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gments and Small Opportunities”:
Women and Superfluity
in Elizabeth Gaskell’s Cranford
Haejoo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ways in which Gaskell represents the
superfluity of women in Cranford.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the doctrine
of separate spheres defines women’s role as a wife and a mother, thus alienating
unmarried women from the social process of reproduction and production
altogether. By inventing an imaginary space of Cranford, a community of
seemingly unmarriageable women, Gaskell problematizes superfluity’s social
construction and its inscription onto women’s lives in multiple levels. This thesis
thematizes superfluity under the rubric of unproductivity that corresponds to
three interrelated levels of meanings—female sexuality, economy, and narrative.
Gaskell’s novelistic exploration of the social meanings of superfluity can be
interpreted as a feminist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Victorian ideology of
progress and production.
The first chapter focuses on the female superfluity embodied in the very
presence of women in Cranford who fail to be subsumed under the marriage plot
and the cycle of reproduction. The superfluity of these women, Gaskell
demonstrates, is an effect of the social mechanism that sustains itself by
proliferating the category of productivity. Superfluous sexuality unassimi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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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reproductive cycle, however, manifests itself through three minor
Cranfordian marriage plots, suggesting the multifaceted sexuality of Victorian
women which exceeds the dichotomous frame of productivity and nonproductivity.
The second chapter examines a variety of economic operations and
transactions in Cranford which are characteristically superfluous. Gaskell
undermines the cult of domesticity by portraying scenes of domestic labor and
locating the home in an economic context. Cranfordian domestic economy
consists of non-mainstream economic practices such as recycling, thrift, and
bartering,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pensating the general deficiency
of the Cranford ladies. These alternative economic activities suggest the
arbitrariness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leading a
reconsideration of the modern concept of economy.
The last chapter analyzes Gaskell’s writing strategy that enables her to
create and weave narratives of her own when there is no conventional material
for narration. Gaskell employs two authorial figures who fluently appropriates
available literary forms to develop Cranfordian narratives that uniquely
empower women’s needs and abilities. The collaboration of two authorial voices
revitalizes Cranford into a fertile narrative soil.
This study on the social meanings of superfluity offers illuminating insight
into the modernity project in Victorian society. By portraying the lives of
redundant women, Gaskell not only criticizes the oppressive social system but
also reveals vagaries of life irreconcilable within the modern categories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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