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홍글자』의 칠링워스에서 『각성』의 만델 
렛까지: 19세기 중 · 후반 미국의 의학사와 

의사들의 문학적 재현1) 

이동환 

19세기 미국사회는 과학기술 발달로 엄청난 혁신을 이루었으며 특히 지식과 

물품 생산이 모두 비약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다. 또한 이민 인구의 급증과 기술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졌으며 도시화는 급격히 진행되었다. “생산에 있어서의 미 

국적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미국의 진보하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 (Timmons 4). 의학의 경우에는 19세기 중반 이후 

에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의 후반-특히 남북전쟁 이후

에 의학적 진전이 있어서 국가 보건의 주목할 만한 개선으로 이어졌다” 

(Timmons 140). 그 이유는 전쟁에서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다루면서 임상경험 

이 풍부해져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1832 

49 ， 66년의 콜레라 창궐로 도덕까지 포함한 개인의 건강문제로부터 공중위생으 

로 무게중심 이 옮겨가던 맥락까지 고려 한다면 (Roseri뼈rg 5) , 의사는 단순히 개 

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는 상징으로 탈바 

꿈하게 된다. 이제 의사는 단순한 질병치유사가 아니라 당대 과학을 이끄는 힘과 

같은 위상을 부여 받는다. 19세기 중엽까지 갖가지 불확실한 의료행위로-그다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의사들은 세기말로 가면서 급격한 위상변 

화를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의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상변화를 

겪으며 문학 속에는 또 어떻게 재현되는지 추적하는 작업은 당시 미국사회를 원 

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작가들은 의학적 성과를 무턱대고 거부하지는 않 

았으나 “그들은 의학 부상의 정치적 함의들로 엘리트의 특권 및 권위와 의학에 

의해 신체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틀이 잡혔을 때 그에 펼적하여 가해지는 손해는 

1) 본 논문에서는 『주홍글자』는 SL , r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HF , r바보 윌슨」은 PW , 

『뾰족한 전나무 숲 마을』은 CPF, 그리고 『각성』은 A로 약칭한다. 



r주흥글자」으| 칠링워스에서 r각성』의 만델렛까지: 55 

걱정했다 .. (Browner 3). 이처럼 19세기 작가틀의 반응은 양가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과학을 그린 

다거나， 과학발전의 총아로서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의사를 내세운 

다든지 . 아니면 교육받은 의사와 여성 환자라는 구도가 젠더 위계질서를 고착시 

킬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런 몇 사람의 작가들은 의학의 신체 이 

해가 협소할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건강에는 질병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문학 

의 영역이라 할 심리적이고 심미적 안녕도 필수적임을 암시하였다. 여타의 사람 

들은 남성적 기운과 교양있는 섬세함을 돋우는 국가적 우상으로서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남자 의사를 제시하였다 .. (Browner 11). 

그런데 공교롭게도 19세기 미국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주홍글자.I (The 

Scarlet Letter. 1850) , ~허클베리 핀의 모험.1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 

1885) , 그리고 『각성~ (TheAωakenù핑， 1899)에는 각기 세 명의 의사가 동장한 

다. 그리고 『바보 윌슨.o(Pudd’'nhead Wilson , 1894)과 『뾰족한 전나무 숲 마을』 

(The Count.η of the Pointed Firs , 1896)에서는 과학과 의학을 비중있게 다룬다. 

『주홍글자』의 칠링워스(Chi퍼ngwoπh)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작품들에서 의사들 

은 모두 ‘조연급’ 이지만， 그 밖의 작품들은 각 시기별로 의사의 특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할 만큼의 논의는 끌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학사를 간략히 개관한 연후에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의사 

와 의학/과학 관련자들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통해서 문학적 재현이 사실(史實)을 반영하면서도 과학의 영향력 

이 증대하던 현실을 상상의 힘으로 굴절시키는 양상에 집중하여 논의를 개진할 

것이다. 19세기 중엽은 『주홍글자』를 중심으로 종교의 힘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 

하는 과학의 불완전함을， 19세기 후반을 다룰 때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각 

성』을 주로 다루되 , 필요에 따라 『바보 윌슨』과 『뾰족한 전나무 숲 마을』을 부분 

적으로 포함하면서 의학의 힘을 이해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에 집중할 것이 

다. 참고로 문학 작품 속에서 의학이 지니는 위상은 특히 19세기 중반 이전의 경 

우에는_11'프랑켄슈타인J， (Frankenstein , 1818)에서 의사와 과학자의 경계가 불 

분명한 것처럼-과학과 섞여 있으며， 또한 시대가 흐르면서 점증하던 의학의 역 

할이 문학적으로 재현되면서 과학 일반의 상정처럼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의학을 경우에 따라 과학을 의미하는 것으 

로 맥락을 넓혀 잡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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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의학사 약사(略史)-식민지 시대부터 19세기까지 

20세기 이전의 미국 의학사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으로부터 영향을 받 

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쉬륙(Richard H. Shryock)은 본격적인 미국 의학사 

전개를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한다. “그 중 첫 번째 시기인， 18세기 중엽에 

서 1820년 무렵까지는 영국의 영향이 주종을 이루었다. 두 번째 시기는 1820-60 

년까지 프랑스로부터였고， 세 번째인， 1860-1895년은 독일에서 받은 영감이 두 

드터졌다. 마지막으로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로서， 그 사이에 미국의 의학은 오랫 

동안 유지된 식민 상태를 뛰어넘고 문화적 독립 수준으로 부상하였다 .. (Shryock , 

American Medical Research 9). 쉬륙이 언급한 첫 번째 시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문 직업으로서의 의사는 거의 없었다. “독창적 의미에서의 의과학은 초창기 

영 국 식 민지 들에서 는 부재 했다 .. (Shyrock, Medicine and Socie낀I 44). 설령 있다 

고 해도 유럽에서 교육받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미국 혁명기에 의료행위자들 상 

당수는 도제 시스댐의 소산이었다 .. 이런 위계질서의 맨 밑바닥은 소위 “돌팔 

이 .. (empirics)라 불리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전문적 훈련도 부족했으나， 

식물성 약의 치료 성분들을 종종 잘 알고 있었으며， 식물 치료사들의 비공식적인 

도제실습 시스랩으로부터 종종 배우기도 했다 .. (Rothstein 35). 이들은 사혈 

(bloodlet마19)을 하거 나， 아니 면 하제 (purgative)나 구토제 (emetic)를 환자에 게 

복용시켜 ‘나쁜 체액· 을 뽑아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거의 모든 아이들의 질병 

을 이빨을 잘라내는 것에 기인한 짜증 탓 .. (Rothstein 53)으로 돌리는 동 과학적 

으로 근거없는 만병통치식의 ‘특효치료법’ (heroic theraphy)에 매달렸다. 

이렇게 부실하던 미국의 의학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전문 분야로 굳 

어져 갔으며 , 로스스타인 (W퍼i밍n G. Rothstein)은 이를 다섯 가지 특정으로 설 

명한다. 요컨대 의학의 전문화란， “ (1) 전문직 구성원으로서 공유하고， (2) 대중 

에 의해 받아들여진， (3)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덩어리를， (4) 대중의 필요에 

따라 응용하면서 , (5) 생 계를 유지 하던 수단 .. (Rothstein xv-xvi)으로 의술의 성 

격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의술 발달과 상업화에 따른 의사 자격제도 및 의학교육 

의 정비가 자리하고 있다. 비록 돌팔이 의사들과 산파들이 활동하던 시골지역에 

서는 자격증으로 규제하려던 움직임에 저항하지만. 의술이 전문직업으로 짱짤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사들은 협회를 조직하고 자격증 발급을 자신들 

이 관리하면서 의사 수급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는 개원 

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구분선은 자격증이 있는 개원의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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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지 못한 의료비를 법정에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 (Ro암lstein 76). 

따라서 ”면허허가법과 벌금은 개원의 숫자를 조절하는 것에 효과가 없었다” 

(Rothstein 77). 

협회가 의사면허의 수량을 통제하던 분위기는 의학교에서도 정부가 인정하는 

졸업장을 발급하여 의사를 양성하게 되면서 변하게 된다. 소위 지도의사 

(preceptor)로 불리던 사람들 중 일부는 각자 한 명씩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명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을 알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 퍼 

지면서 18세기 말부터 의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학교들이 생겼음에 

도 19세기 초반에는 여전히 의학교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담당하지 

않았다. “19세기 초반 의학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세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첫째로， 실제 해부를 제외하고. 강의는 전체 코스에서 유일한 교수법이 

었다 ... 둘째로， 가르침의 질은， 심지어 가장 훌륭한 학교들도， 의학 지식의 수 

준 보다 좋을 수 없었다. 셋째로， 정식 의학교육은 도제시스템을 대체한다기보다 

는 차라리 보충했었다. 임상 과목들은 〔도제식〕 지도선생 (preceptor)에게， 과학 

과목들은 의 학교 교수들에게 교습받았다 .. (Rothstein 89). 

이렇게 의학교가 늘어나자 협회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사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생겨났다. “의과 대학들과 의사들의 관계는， 현저하게 다른 두 집단의 경제적 이 

익으로 야기된 상황으로. 19세기 내내 적대적이었다 .. (Rothstein 19). 즉， 의사들 

은 의사 공급을 줄여야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으나. 의학교들은 학생을 많이 받 

아야 수업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집단이 갈등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게 

다가 의사들은 싼 임금으로 도제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갈등은 1830-1840년대에 주의 면허허가법 폐지 

로 고조되 다가 1847년에 미국 의 학협 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셜 립 으 

로봉합된다. 

그러나 시대는 의사들이 점차 제도 속에 포섭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의학지 

식이 발달하여 몇 사람의 힘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져 가던 흐름 때문 

에， 초창기 의학교에서 제외된 교육 내용들이 점차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되면서 

의학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마취학과 세균학 

등의 기술진전은 신체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전문화가 급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 

다. 미국 의학협회의 회장직도 이비인후과 안과처럼 자기만의 세부 전공만 다루 

지 않던 일반개 업 의 (general practitioner)가 주로 맡다가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서 외과의사나 전공의 (speci떠ist)가 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옐 

리트 의학협회들을 통제하고， 의과대학의 교수진 및 종합병원과 클리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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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실의 스태프를 장악했으며， 많은 수가 부유하고 힘있는 고객들을 보유하였 

다 .. (Rothstein 212). 그 결과 약초술， 동종요법 퉁을 다루던 군소 의 학분야 

(se야양ianml때icine)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2. 종교/의학 역학관계의 변천_Ii".주홍글자』의 첼링워스와 19세기 중 

엽 의학의 문학적 재현 

칠링워스는 자신의 의술을 과시하면서 작품에 동장한다. 그는 펄 (Pearl)을 치 

료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갈 때 정규교육을 받은 의사는 아니지만 자신의 실력만 

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홍미로운 점은， 당시 의학계에서 식물 

(botanical) /화학(chemi않1) 약재 사용， 그리고 동종요법 (homeopathy) /대증요법 

(려1opathy)이 대립하던 구도 하에서 철링워스가 전자 편을 든다는 사실이다 2) 
물론 ·‘호손은 17세기의 식물학/화학적 대립과 19세기의 동종요법/대증요법의 반 

복들에 대한 어떤 유비관계도 시도하지 않았으나， 그는 철링워스가 인디언의 치 

유법들을 높이 떠받들면서 “학교의 연구 의학 .. (school m빼iφle)에 대한 배반자 

임은 명백히 한다." (Stoehr 114). 요컨대 철링워스는 종교적 권위와 다른 과학의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주류 과학자는 아닌 독특한 성격을 띠는 것이다. 

“연금술에 대한 나의 연구들 .. 그가 진술하기를 .. 그리고. 과거 1년 이 

상 동안， 약초들의 온순한 성질들에 정통한 사람들과 체류한 것으로， 나 
는 의학 학위를 취득한 많은 이들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되었소. 이보시오， 
여인네야! 저 아이는 당신 아이로서-내 아이는 아니지-내 목소리 혹 
은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깨닫지는 못할 것이오. 고로， 이번의 복용량은， 

그대의 손으로 투여하시게 ” 

맘lIy old studies in alchemy," observed he, “andmys띠ourn， for above a 
year past, among a people well versed in the kindly properties of simples, 
have made a better physician of me than many that claim 상le medical 

degree. Here, woman! The child is yours, - she is none of mine. -
neither will she recognize my voice or aspect as a father’s.A뼈피úster 

this draught, therefore, with 상피le own hand." (SL 55) 

2) 동종요법은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을 고친다’ (likes cure likes)는 전제 하에 병의 

원인 물질을 소량 투여하여 자가면역력을 작동시키는 치료법이다. 대증요법은 이와는 
반대로 열이 심할 때 해열제를 사용하는 풍， 병의 원인과 정반대 성질의 물질을 투여하 

는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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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워스가 위의 인용에서 자기가 정식으로 의학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훌륭한 

의사라고 말하는 점은 18세기 이전의 의학교육이 대부분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별다른 자격증없이도 얼마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된다. 의 

학교육기관은 19세기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 이들이 발급한 졸 

업장과 일종의 길드 조직인 각 지역의 의사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은 모두 국가 

에서 정식 의사면허로 인정했다. 특별히 구애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 

던 사회에서 칠령워스는 여러 의술을 시도할 수 있었다. 칠링워스가 인디언과 머 

물면서 익힌 약초다루는 기술은 미국의 독립이전부터 민간의학으로 사랍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고， 따라서 정규 의학교육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시기 

많은 미국 가정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식물 약제들을 사용했다. 매번 

가을에， 주부들은 사르마파릴라， 박하， 사사프라스， 그리고 민들레와 같이 재배 

하거나 야생인 약초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말렸으며， 식재료마냥 앞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 다발로 걸어두었다. 병이 도지면， 주부들은 신문， 연감， 이웃， 그리고 

친척에게서 수집한 조리법 노트북을 넘겼고，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몇 가지 처치 

법을 고안하였다 .. (Rothstein 33). 이런 점은 『뾰족한 전나무 숲 마을』의 배경이 

되는 메인 (Maine) 주(州)의 한적한 어촌 더넷 랜딩(Dwmet Landing)에서 토드 

부인 (Mrs. Almira Todd)이 정원에서 약초를 가꾸고 마을에서 .. 우리가 “사람들 

을 돌보는 것”이라 부르는 즐거움 .. (CPF 8)을 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 

라서 17세기 의학 발달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칠링워스의 의술이 특출나다고 볼 

필요는없다. 

그러나 칠링워스는 17세기 사람일지라도 이 텍스트는 19세기 중반에 쓰여졌 

으며， 서술자는 두 가지를 섞어 독특한 역사적 지평 하에서 의사의 이미지를 주 

조한다 칠링워스는 치료 명분으로 최면술(mesmerism)을 발휘하여 덤즈데일 

옆에 붙어 내면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역을 맡는다는 점에서 19세기 중엽의 돌 

팔이 의사(혹은 ‘미친 과학자. )와 유사하다. 그런데 종교와 의학의 권위가 명확 

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은 종교의 권위가 쇠락하던 19 

세기 중엽 이후의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다. 

인간의 골격에 관한 그들의 연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더욱 높고도 

미묘한 능력들이 체현되며 , 그들은 자기 안에 삶의 온갖 것들을 충분히 

포함하는 기술과 관련된 듯 보였던， 그 놀라운 메카니즘의 미묘함들 속에 
서 존재에 관한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어떤 경우라도， 보스 

턴 그 훌륭한 마을의 건강은， 의학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한， 어떤 나 

이든 집사이자 약제상， 즉 졸업장 형태로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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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함과 경건한 집무가 더욱 강한 자격증명서들이던， 그 사람의 인도 하 

에 여태까지 좌우되었다. 유일한 수술의는 그런 고상한 기술 실습들을 매 

일 습관적으로 면도날을 휘두르는 것과 결합한 자였다. 그런 전문가에게 

로저 철링워스는 귀하고 훌륭하게 얻은 사람이었다. 

In their researches into the human frame, it may be that the higher 
and more subtile faculties of such men were materialized, and that they 
lost the spiritual view of ex:istence amid the intricacies of that wondrous 
mechanism, which seemed to involve 앞t enough to comprise 외lof 파농 
within itself. At all events, the health ofthe good town ofBoston, so far as 
medicine had aught to do with it, had hitherto lain in the guardianship of 
an aged deacon and apothecary, whose piety and g때ly department were 
stronger testimonials in his favor, than any that he could have produced 
in the shape of a diploma. ’The only surgeon was one who combined the 
occasion떠 exercise of that noble art with the daily and habitual flourish 
of a razor. To such a professional body Roger Chillingworth was a 
brilliant acquisition. (SL 87) 

서술자는 “미묘한 능력들 .. (subtile fac띠ties)로 명명한 인체 연구와 관련된 기술 

(의술)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놀라운 매커니즘의 미 

묘함들”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의술의 힘에 대한 찬탄과 두려움이 인용 

문의 첫 번째 문장에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나이든 집사이자 

약제상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모두 관장해 왔다는 점이 암시하듯이， 서술자와 

동시대인들이 종교와 의술을 분리하여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 “전입 직업으로 의술을 행하는 것은 17세기와 18세기 초 미국 식민지들에서 

는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의 공동체 인구가 너무 적고 가난하여 전임 의사를 부 

양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의사들은 성직자， 교사， 정부 관리， 혹은 다른 

직업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으며， 의술은 그저 시간제 노동으로만 행했다” 

(Rothstein 34). 그러므로 의사가 평소에 성직자와 함께 다닌다면 이는 곧 그의 

정규직업은 사람들에게 목사로 인식되기 쉬웠을 것이다. 게다가 “이 유식한 이 

방언은， 적어도 종교적인 삶의 외적인 형태들로 받아들여졌기에， 모범적이었고， 

그가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존경스런 딩즈데일 (Dimmesdale)을 자신의 영적 안 

내자로 선택하였다 .. (SL 87-88)는 점을 보면， 칠링워스의 의술은 종교적 권위의 

‘외피’인 듯하다. 

그러나 실상 그의 의술은 반(反)종교적이다. 서술자는 “의학과 외과작업에서 

능숙한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희귀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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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다른 이민자들이 품었던 종교적 열정에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 

다"(SL 87)고 진술한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칠링워스를 높이 평가한 이유가 신 

대륙에서 ‘진짜 의사’ 가 부족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면서 , 신설하지 않고 기술만 

지닌 (돌팔이) 의사가사람들에게 좋은 명가를 받지 못하던 19세기 이전의 분위 

기를 반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을 이처럼 반어적으로 읽게 되는 이유는 

종교와 의술이 손잡던 시절에 신대륙으로 건너옹 의사들은 그런 열정과 거리를 

두었다는 말이 텍스트에 연달아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를 배경으로 하면 

서도 19세기 당대의 고민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칠령워스 

와 덤즈데일 대립구도는 종교가 시대를 이끄는 힘을 상실했다고 하여 의사가 대 

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작가의 현실 이해를 반영한다. 

철링워스는 『주홍글자』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불완전한 과학의 힘을 담 

즈데일에게 투사하여 고통을 주는 악마로 제시된다. 그는 “충분하게도， 남들 모 

르게 살다 죽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러니， 세상에다 네 남편이 이미 죽은 것으 

로 알게 해라 ... 만일 이를 실패한다면， 기억해라! 그 사람의 명성， 지위， 삶은 

내 손 안에 있을테니. 명심해라!" (SL 58)라고 헤스터 (Hester Prynne)에게 명령 

한다. 철링워스는 “인류 연명부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철회하기를 선택"(SL 87) 

한 후 덤즈데일에게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머리마냥 달 

라불어 내면의 고통으로 점점 죄약해지도록 한다. “그는 광부가 금을 찾는 것처 

럼， 이제 그 불쌍한 성직자의 마음 속을 파들어갔다." (SL 94) 그는 최면술 지식 

을 전용하여 약초술 이외에 덤즈데일을 심적으로 괴롭힌다. 오히려 그의 목적은 

팀즈데일의 병증 치료보다 왜 아푼지 원인을 짐작한 상태에서 정말 그 원인이 맞 

는지 확인하면서 격심한 정신의 고동을 부과하는데 있다. 

칠링워스는 뭐든 밝혀야 되는 사람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신성함을 중시하는 

종교인과 대척점에 선다. 그는 “열심히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미스테리를 푸는 

것에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SL 57)고 말한 

다. 비록 헤스터가 목사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자신의 날카로 

운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목사들〕이 지닌 것과 다 

른 지각들로 심문하기"(SL 57) 때문이다. 마치 최면술이라도 거는 것처럼 그 

주름진 학자의 두 눈이 너무도 강렬하게 그녀에게 번뜩거려， 헤스터 프련은 두려 

워하면서， 심장 위에서 자신의 두 손을 움켜쥐면서， 그곳의 비밀을 그가 읽지 못 

하게 하려 했다." (SL 58) 칠링워스는 그녀와 간통죄를 범한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밤혀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숨어보라고 말한다. 이런 그의 태 

도 속에는 최면술과 같은 과학의 힘으로 상대를 옥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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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심지어 그는 헤스터와 펄을 지목하면서 “헤스터 프린， 너와 네 아이는， 내 

소유 .. (SL 58)라고까지 말한다. 

칠링워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까닮은 인간의 육체가 동물적 자력 (없파nal 

magnetism)의 지배를 받아 정신과 육체가 상통한다고 보았던 당시의 최면술 

(mesmerizing)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면술은 오스트리아 빈의 의사 

메즈머 (Fr없lZ Anton Mesmer)가 1779년에 주장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주목을 받 

자 포이엔 (Charles Poyen)은 미국에 이것을 소개하였다. 포이엔은 .. 인간의 행복 

과 안녕에 숨겨진 비밀의 베일을 벗기기 위함이라고 .. (Hazen 118)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연회에서 시연하는 형태로 전파하였다. 이런 그의 명성을 쫓는 

사람들은，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의학적 치유를 얻으려는 희망에 펴험자로 지 

원하고자 그의 강연장으로 오게 된다 .. (Hazen 118). 그 결과， 우주가 자기 장으로 

구성되었고 인간 또한 그러하기에， 이런 메커니즘만 잘 알고 있으면 정신까지 포 

함한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에 퍼지게 된다. 돌팔이의 

사(empiric)라 불리던 당시의 의료시술자 중에서 이런 최면술을 의료목적에 이 

용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었으며， 독자들은 철링워스의 언행도 이런 배경과 관 

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스토어 (Taylor Stoehr)는 183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유 입 된 최 면 술 이 골 상 학 과 결 합 하 여 1840년 대 에 “ 골 상 자 기 장 ” 

(phrenomagnetism)으로 불리면서 1850년대 초반까지 의술의 한 분야로 만개한 

다고 본다. 이후 최면술은 1850년대에는 현실 맥락과 유리된 유심론 

(spiritualism)과 짝을 이루다가 남북전쟁 전후의 혼란 속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종교적 색깔을 띠고 재등장하는 변천과정을 거친다(Stoehr 32) . 

의술을 발휘하여 덤즈데일의 신체를 통제하는 동시에 말로 회유하여 정신 세 

계마저 장악하려는 칠링워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최면술의 파괴적인 힘 

을 잘 보여준다. 그의 독심술에 가까운 최면술은 과학의 힘을 빌려 인간의 내면， 

더 넓게는 삼라만상의 본질마저 꿰뚫겠다는 호손 당대의 과학맹신 분위기를 보 

여준다. 이런 우려 하에서， “무텀 파는 사람으로서의 의사가 당시에 널리 통용되 

었을 때， 그런 이미지를 자극하면서， 호손은 신체를 개봉하여 그 내부를 조사하 

려던 의학의 열의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자극한다 .. (Browner 56). 

그렇다고 해서 칠링워스의 파고드는 힘에 덤즈데일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점은 이들이 각각 대변 

하는 19세기 의술(넓게는 과학)과 종교의 대립 구도를 반영한다 팀스데일은 어 

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마치 갓내린 눈처 럼 순수하게 보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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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그들의 동료 인간들 가운데로 나가지요.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제거할 수 

없는 사악함으로 마음이 온통 얼룩지고 점이 찍혀버렸을 때는"(SL 97). 그러나 

칠령워스는 그것을 두고 자신의 수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사랑， 신에게 사역하려는 그들의 열정-이런 

신성스런 추진력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빗장을 열었으며， 틀림없이 자신들 안에 

지옥같은 품종을 퍼뜨릴 필요가 있는 사악한 지기들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 속에 

서 공존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신을 찬양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불결한 손들을 하늘을 향해 틀어올리지 말도록 해야 하죠!" (SL 97) 

즉， 속마음이 어떻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사역꾼이라면 마땅히 겉과 

속이 깨끗한 상태로 상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앞서 언급한 최 

면술 이해와 통한다. 이들은 17세기 미국에서 종교와 과학이 섞여 있는 것을 보 

여주기라도 하듯이 한동안 동거하지만 어색함은 어쩔 수 없다 비록 작품의 명시 

적인 배경은 식민시대일지라도， 그 속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작품이 생산된 

19세기적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괴로운 표정의 헤스터 프린을 본 딩즈데일이 “불쌍한 여인 헤스터처럼， 자신 

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 덮으려 하기 보다는， 고통받는 자가 그의 고통을 스스 

럼없이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펼요가 든다"(SL 98)는 말을 할 때. 철링워스 

는 덤즈데일의 병이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번 속 

마음을 털어놓을 생각이 없는지 셜득한다. 덤즈데일의 말이 마치 최면술에서 육 

체와 정신의 상통성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판단하면서， 철링워스는 덤스데일의 

심경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에 육체와 정신이 상통한다는 사고를 끌어들 

여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가 그것 자체로 전체이자 전부일 것이라고 간주하 

지만. 결국， 영적인 부분에 기인한 어떤 질환의 징후일 뿐일 수도 있습니 

다. 다시 한 번， 목사님 , 만약 제 말이 불쾌한 기색을 담았더라면 용서하 

십시오. 목사님은， 제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육체가. 말하자면， 

도구로서 정신과 가장 긴밀히 엮이고. 침윤되었고， 그리고 식별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소" 의자에서 다소 성급하게 일어서며 

목사가말했다. 

”내가 받아들이건대 , 당신은 의학으로 영혼을 거래하지 마시오，" 

“'A bo며ly disease, which we 100k upon as who1e and entire within itself, 
may, after 떠1， be but a symptom of some ailment in the spiritual part. 
Your pardon, once again, good Sir, if my speech give the shadow of 
offence. You, sir, of all men whom 1 have known, are he whose body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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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st conjoined, and imbued, and identified, so to speak, with the spirit 

whereofit is the instrument." 
‘“l'hen 1 need ask no further," said the clergyman, somewhat hastily 

rising from his ch머r. “You deal not, 1 take it, in medicine for 암le soul!" 

(SL 99) 

이 대목에서 과학자와 종교인의 눈을 각각 대변하는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가 소 

셜 속에서 분명한 대립각을 형성한다. 칠링워스는 육체와 정신의 상통성을 확인 

하려 하고. 이에 반해 덤즈데일은 의술로 영혼을 거래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자리 

를 박차고 일어난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져도 칠링워스는 여전히 “당신은， 그 

러니까， 당신의 의사가 육체의 죄악을 치료하도록 하지 않으렵니까?. (SL 99)라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간다 그러자 덤즈데일은 “아니요!-당신은 아니야!-，지상 

의 의사는 아니란 말이요!"' (SL 100)라고 강하게 외치며 밖으로 나간다. 이후 덤 

스데일은 아래와 같은 여유있는 말을 내뱉으며 승리를 자축한다. 

로저 철링워스는， 저 목사를 진중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 역시 이런 단계를 밟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잃은 것은 없지. 우리는 다 
시 곧 친구가 될 거니까 지금， 그렇지만 열정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로잡 
았는지， 그리고 왜 혼자 나가버리게 했는지를 보아야지! 하나의 열정과 
관련되어， 다른 것도 그러리니! 이 신성스러운 목사 팀즈데일님， 그는 여 
태껏， 자기 섬중의 뜨거운 열정 속에서 방종한 짓을 해왔던 것이지 !" 

“It is as well to have made this step," said Roger Chillingworth to 
himself, looking after the minister with a grave smile. ‘'There is nothing 
lost. We sh며1 be friends ag떠n 없lon. But see, now, how passion takes 
hold upon this man, and hurrieth him out of himself1 As with one 
passion, so with an뼈ler! He hath done a wilde ting ere now, 상lÍs pious 
Master Dinlmesdale, in the hot passion ofhis he앞t!"(SL 100) 

칠링워스는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저런 격한 육체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 

연하다며 자신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다진다. ““아주 드문 경우로군!" 그는 중얼 

댔다 “내가 분명 더 깊숙이 조사해봐야겠는걸. 영혼과 육체 사이의 회한한 공감 

인지라! 오로지 의술을 위해서라도， 바닥까지 이 문제를 추적해야겠군 ! .... (SL 

100) 이처럼 공격적인 의술(넓게는 과학)은 날로 죄약해져가는 덤즈데일의 육신 

만큼이나 사람들의 신심도 줄어드는 종교의 위기와 맞물려 ‘영토확장’ 을 꾀 

한다. 

덤즈데일은 영혼의 순수함을 붙잡을지라도 이미 그의 육체는 칠링워스의 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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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서 쇠약해져 버린다. 물론， 덤즈데일이 대변하는 종교의 권위가 현저히 사그 

러든 것은 아니다. 덤즈데일은 자기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 

느 정도 성공한다. 그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떠받들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철저히 오염되고 거짓된 사람"(SL 104) 이라 말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유지하고 고통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어느 정도 덜어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덤 

즈데일이 육체가 아닌 정신적 가치에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권위를 얻는 과정 

은， 그의 육신을 장악하는 철링워스의 ‘성공적인 전략’ 과 맞물려 돌아간다. 목사 

의 쇠약한 육체는 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철링워스가 대변하는 

과학적 가치 역시 ‘영광스런 종교의 부실한 육체. 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렇듯 칠링워스의 과학적인 탐구는 덤즈데일 목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덤즈데일의 고고한 정신에 주목할 뿐 그의 진실한 내변을 포착 

하지 못하지만， 철링워스는 덤즈데일의 고뇌가 육체로 드러났음을 확신한다. 그 

는 정신과 육체의 상통성에 입각하여 딩즈데일에게 속내를 터놓도록 요구하지만 

덤즈데일은 거절한다 철링워스는 최면술로 덤즈데일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괴 

로운 상황임을 꿰뚫었다기보다는， 덤즈데일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최면술에서 

주장하는 육체와 정신의 상통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는 최연술을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확인사살’을 하는 것이다. 만일 철링워스가 최면술을 몰랐더라면 육 

체를 괴롭혀 정신마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칠링워스는 의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저 목사와 동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게 ‘미친 과학자’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이런 철링워스의 행위는 과학 혹은 의학 

의 메커니즘을 개인의 목적에 맞춰 전유하는 것이며. 서술자는 칠링워스를 위처 

럼 형상화하면서 얄팍한 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한다. 베임 (NinaBaym)은 이전에 

는 개인들이 흘로 지적 호기심을 발산한 정도"과학자" (scien tists )가 아니라 

그저 “과학하는 사람들" (men of science)로 불리던-였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과학자들이 1880년 이후에 극적일 정도로 늘어나 

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이전과 같은〕 개인 과학자들은 경건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수행과 과학을 분리 하게 되 었다"(Baym 2) , 

종교와 과학(좁게는 의술)이 분리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 

던 19세기 중엽의 분위기는 칠링워스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된다 이런 독특한 

작품의 구성 속에 당대 지식인들의 고민이 투영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서술자는 

이러한 종교와 과학의 권위 변화 속에서 선뜻 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못한) 

다. 스토어도 지적하듯이， 호손은 개인적으로 동종요법 치료를 받고 최면술로 병 

을 고친 것을 목도하기도 했기에 과학의 “가능성”은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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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가짜과학에 대한 호손의 상당한 개인 경험이 중대한 방식으로 그의 소설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러한 소재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적어도 공식적 이견 진술 

과 연계시키는 한， 끝까지 주저하고 애매하게 남았다" (Stoehr 30). 

그러나 이런 스토어의 견해는 정작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형상화한 헤스 

터를 간과하고 있다. 비록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형상화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 

는 과학의 가능성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헤스터는 종 

교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의와 타의에 의하여 거리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칠링 

워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해결책 또한 볼 줄 안다. 즉. 

그녀는 의술로 상대를 옳아매려는 칠링워스로부터 벗어나려면 정신이 아니라 육 

신이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이해한다. 헤스터는 고통받는 딩즈데일을 구원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늙은이!-그 의사말이예요!-로저 칠링워스로 불리 

는 그 사람!-그가 제 남편이었어요!" (8L 138)라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헤스터 

의 도움은 덤즈데일에게 사건의 전모를 이해시키는 것일 뿐 자신이 지은 죄를 씻 

어내는 힘은 되지 못한다. 그는 부여잡은 가슴을 열어제쳐 주홍글자를 밖으로 드 

러내었을 때 비로소 고통받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서술자는 고통의 증상을 

제거하는 약초의 힘을 뛰어 넘는 양심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으며， 헤스터는 쇠락 

하는 종교의 권위를 구원하는 인물인 셈이다. 이런 점은 19세기적 속성이 강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철링워스를 내세워 청교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를 대속 

하는 동시에， 헤스터를 구원자로 셜정하여 청교도 사회의 .쓸만한 과거’ 를 -건 

진 것이 아니라-건져내려는작가의 의지를보여준다 

2.19세기 후반 의과학 담론의 문학적 재현 

2.1. r허클베리 핀』의 로빈슨-의술없는 의사의 사회적 권위 

『허클베리 핀』에서는 비록 짧게 동장하지만 로빈슨(Robinson)이라는 의사가 

죽은 윌크스(Peter Wilks)의 친구로 형상화되어 사회 질서가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한다. 로빈슨은 영국사람처럼 말하는 ‘왕’ 에게 “네가 피터 윌크스의 형제라 

니. 너는 사기꾼이지， 그게 네 본모습이야!" (HF 135)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러 

자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진정시킨 후， 온갖 소소한 것들을 이름까지 

기억하므로 사기꾼일리 없다고 말한다. 의사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이들이 미리 

정보를 얻었고 멍청한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역셜한다. 이어서 그는 윌크스의 딸 

인 메리 제인에게 호소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기의 6，000달러를 왕에게 쥐어주 

면서 같이 투자해달라고부탁한다. 이처럼 로빈슨혼자바보가된 분위기를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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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 왕이 자기 머리를 쳐들고 당당하게 미소짓는 동안에， 모든 사랍들은 

엄청난 폭풍우처럼 손빽을 치고 바닥에 발을 굴렀다. 그 의사가 말하기 
;프 
능흐· 

‘·좋소， 나는 이 문제에서 내 손을 털겠소. 그렇지만 당신들 모두에게 

경고하는데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이 신물날 때가 올 것이오 .. 

그리고그는사라졌다 

Everybody clapped their hands and stomped on the floor like a perfect 
storm, whilst the king held up his head and smiled proud. The doctor 
says: 

“All right, 1 wash my hands of the matter. But 1 w없nyou 떠1 that a 
time’s coming when you’re going to feel si상‘ whenever you tl피lk of 앙lÎs 
day" - and away he went. (HF‘ 136) 

사랍들은 마치 정상이 아닌 것처럼 감정이 고조된 상태이므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고， 오직 로빈슨만 왕의 실체를 직시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두 가 

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중요한 판단을 내렬 때 종교인이나 판사가 아니라 

의사가 권위자로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의 권위 또한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랜저포드(the Grangerfords)와 셰퍼드슨 가문 

사랍들(the Shepherdsons)이 교회에서 총을 겨누고， 가문의 불화와는 아랑곳없 

이 사랑에 빠진 그랜저 포드 가문의 소피 아(Sophla) 와 셰퍼드슨 가문의 하니 

(H않ney)가 성경을 물리적 매개체로 활용하여 약속시간을 주고받는 점은 종교 

의 권위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작품 초반부에서 대처 판사 

(Judge Thatcher)가 그리 비중있는 인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남부 귀족의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판사의 권위가 미미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대로 된 권위가 부재한 곳에서 텍스트 밖 독자들만 로빈슨의 혜안을 

알고 있을 뿐. 소설 속 인물들은 그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못 

한)다. 왜냐하면， 로빈슨이 분명한 물증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직 혁과 

짐만이 의사의 형안으로도 잡아내지 못한 사기꾼들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 왜냐 

하면， 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며칠 동안 지내며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w바보 윌 

슨』에서 윌슨(David Wilson)은 살해범을 잡기 위해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다는 

점부터 출발하여 물증을 통해 범인이 톰(Tom)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혀내지 

만 로빈슨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로빈슨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보다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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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관심사에 매몰된 칠링워스와 구분된 

다. 철링워스는 과학의 힘으로 상대를 자기 식으로 끌어 당긴다는 점에서 오히려 

왕과 공작이 그와 유사한 부류에 해당된다. 

로빈슨에게서 엿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전문 치료사라는 변모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중 · 후반 이후로， 자기 이익에 들떠 신빙성이 없는 

의술을 시행하는 요란스러운 돌팔이로부터 치료에만 집중하는 전문직 의사들이 

세부 분야로 분화되었던 세태를 염두에 둔다면， 로빈슨의 위치는 다소 애매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로빈슨은 왜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일까? 

그해답은의학이 단순한치료기술이 아니라과학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삶 

의 양태를 규정하는 힘의 상징으로 이해한 작가의 시대의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 

다. (의술까지 포함한) 과학을 움켜쥔 사람은 주도권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나거 

나 보호하는 지위에 있지만， 현실 속 의사들은 치료행위에만 자신의 에너지를 집 

중하므로 의사들만 봐서는 이런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과학 발달 및 전문화， 

그리고 교육제도가 정착되면서 .. 모든 과학들은 증가하던 수리화로 더욱 발달하 

였으나 이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다 .. (Baym 

2) . 그러므로 작가가 문학적으로 의사들을 형상화할 때는 치료행위나 과학적 탐 

구와 같은 점 이외의 차원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 법하다. 따라서 로빈슨은 이런 작업을 통해 『허클베리 핀』 

에서 형상화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작가들 중에서 최초로 타자기로 원고를 작성하여 출판사에 넘겼다는 점 

이 암시하듯이， “클레멘스는 개인적으로 인식의 원시적언 방식으로 되돌아가 예 

술과 과학의 긴장에 방해받지 않았다 .. (Marx 140). 트웨인 (Mark Tw외n)은 19 

세기 말 사회를 움직이는 과학기술을 거부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막스(Leo 

M없x)의 언급에서 드러난 것 이상으로 그런 힘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 『바보 윌슨』에서 과학을 쥐고 있는 계층이 본인들이 이를 

의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의 주도 세력임을 잘 보여준다. 

『바보 윌슨』에서 흑인 록시(Roxy)와 그녀의 아들은 흑인 조상의 피가 각각 

1/8과 1/16에 불과하여 겉으로는 백인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규정 

된 법칙에 따라 그녀는 여타 흑인들과 노예생활을 한다. 그녀는 어느 날 주인집 

(Percy Northumberland Driscoll) 아들과 자신의 아이 가 겉으로는 차이 가 없다 

는 생각을 하면서 몰래 바꿔치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두 아이는 뒤바뀐 운명으로 

성장하고. 록시의 생물학적인 아들인 톰은 주인집 아들 행세를 하더라도 그 천박 

한 본성은 버리지 못하여 유산을 노려 살인을 저지른다. 한편， 북부에서 미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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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의 도슨스 랜딩 (Dawson'’sLan버ng)이라는 소도시로 이사를 온 윌슨 

은 손금보기 (p머mistry)와 지문(fingerprint) 보관이라는 독특한 (과학적인) 취 

미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심하게는 바보취급을 당한다. 그러나 작품 후 

반부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문감식으로 톰이 범인임을 밝혀내고 덩달아 

그가 가짜 백인이라는 점도 판별해내면서 흑백 질서를 수호하는 영웅이 된다. 윌 

슨은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에게 “피고의 지문과 자객이 남긴 지문을 비교해주세 

요-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들은 심지어 닮지도 않았습니다"(PW 111 , 

이텔릭은 원문 강조)라고 말하면서 과학 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는 과학 

이 어떤 방식으로 체제옹호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작가는 비록 엄밀한 흑백구분이 언제라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서 피부색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질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과학 

의 힘을 빌렸을 때 혹백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 

고 있다. 단. 과학의 힘은 어디까지나 적당한 수준으로 작동했을 때만 기존 질 

서와 같은 편에서 움직인다 만일 흑인작가 슐러(George Schuyler, Jr.)의 『검은 

피부는 없다J (Black No More , 1931)에서처럼 모든 기원을 낱낱이 까발리면 과 

학적 사고가 극으로 치달아 어느 누구도 순수혈통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기 때 

문에 매우 전복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슐러의 작품에서는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심한사람들조차 가계도를 따지고 들어가면 흑인 피가몇 대 조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섞였음이 밝혀지고， 그들은 결국 도망을 치더라도 비행기가 남부에 

불시착하여 린치를 당한다 3) 

2.2. rr각성』의 만텔렛-감시하는 의사와 반항하는 에드나 

트웨인에게서 살펴본 19세기 말 의사의 사회적 권위나 영향력 증대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의사들이 치료전문가로 분화되었으나 문학적으로 재현되면서 과 

학기술이 힘을 뻗치던 세상의 질서 수호자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준다. 쇼팬(Kate 

Chopin)의 『각성』에서는 의사 만텔렛 (Dr. Mandelet) 이 치료전문가로 등장하므 

로 트웨인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그가 질서 일탈자들을 관리하는 보수적인 인물 

3) 이 소셜에서 극단적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앵글로-색슨 협회(Anglo-Saxon Association) 
의 회장인 스놈크래프트(Mr. Arthur Snobbcr빠)와 역시 같은 단체 소속의 의사인 버 

거리(Dr. Samuel Buggerie)가 린치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버지니아 제 1가문 

(F.F.V.; the First Families ofVirginia) 출신으로서 백인 혈통이라는 자부심이 무엇보 
다 강한 자들이지만， 버거리가 인종간 위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스놈 

크래프트의 모계쪽 조상 중 한 명은 17세기 말에 영국인 하녀와 혹인 노예 사이에서 태 

어났음이 드러난다(Schuyler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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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는 트워l인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이어받는다. 만텔렛은 폰탤리어 

가문 의사로서 레온스(Léonce Pontellier)의 부탁으로 에드나(E며la)의 예측불가 

능한 언행을 진단하고 처방하려 시도한다. 

모랜츠-산체츠(Re밍na Morantz-Sanchez)도 지적하듯이， 이처럼 남자들이 여 

자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당시에 생산된 다른 작품들에서도 종종 접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병든 여자들이 남편， 가족들， 혹은 친구들에 의해 의사에 

게 불려간다고 가정하는 것은 남자 의사들과 그들의 여자 환자들을 다룬 19세기 

의 문학 상당수를 여전히 특정짓는다 .. (Morantz-Sanchez 295). 의학적으로. 19 

세기에는 산부인과 지식이 부족하여 여성들이 느끼는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에 관련된 

여자들이 같이 만나 자기들끼리 적당한 의사를 물색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다(Morantz-Sanchez 298). r각성』과 같은 작품들은 여성 들을 환자로 셜정 하면 

서도 체재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들이 정서적으로 박탈과 고통을 당하는 내용 

을 다루었던 것이다 4) 

만텔렛는 에드나가 이상해서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레온스의 말을 듣고 어떻 

게 행동하느냐고질문하며， 이에 레온스는다음과같이 대답한다. 

“그래요， 그건 셜명하기 쉽지 않지요 .. 폰텔리어씨는 의자에 동을 내맡 

긴 채 말했다 .. 그 여자는 집안일을 개떡으로 만들고 있어요 .. 

“그래요， 그래요. 여자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죠， 경애하는 폰텔리어 
씨. 우리가고려를해봐야될 듯싶네요-

.. 그건 저도 알아요. 제가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사람 

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대하는 - 그 여자의 전반적인 태도가 변했습니 

4) 베임은 여성작가들이 19세기 중엽 이후의 과학기술 발달이 .. 인간 지적 능력의 최상의 

예시”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충 문화의 남성들이 과학적 문해력에 대 

한 관념들을 미합중국 시민의 정신적 능력에 통합시켰기에-규모는 적지만 확신에 갔 

고 영향력있던 일군의 19세기 여성 문인들이 자신들이 접근가능했던 인쇄매체를 사용 

하여 여자들도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하였다 .. (Baym 4)고 말한다. 즉， 여 
성 작가들이 과학 담론에 뛰어들어(일종의 전유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냈 

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여성작가들이 과학을 긍청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실제로 베임은 여성작가 몇 명을 거명하여 셜득력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여성작가들이 과학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도 유념해야 

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다룬 두 여성작가인 쇼땐과 쥬엣도 과학을 긍정적으로 이해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베임의 견해를 수용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면도 아울러 조 

망할 때라야 당대 여성작가들이 과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다 분명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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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격이 급하지만， 여자에게， 특히 제 아내 

에게， 무례하거나 혹은 싸우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요. 그럽에도 저는 그 

런 생각에 내몰리며 , 스스로를 바보로 만든 다음에는 수만 개의 악령들처 
럼 스스로를 느낀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지독하게도 불편하게 만들지 

요" 그는 계속 초조하게 이어나갔다. “그 여자는 여성들의 영속적 권리 

들에 관한 어떤 종류의 관념들을 머리 속에 지녔지요. 그러면서 - 선생 

님도 이해하듯 - 우리는 아침에 밥상에서 마주합니다 ” 

“Well, it isn’t easy to explain," said Mr. Pontellier, throwing himself 
back in his chair. “She lets the housekeeping go to the dickens." 

“Well, well; women 망e not 머l 허ike， my dear Pontellier. We’'ve got to 
consider-" 

“1 know that; 1 told you 1 couldn’'t explain. Her whole attitude-toward 
me and everybody and everything - has changed. You know 1 have a 
quick temper, but 1 don’t want to quarrel or be rude to a woman, 
especi려ly my wife; yet 1’m driven to it, 없ld f농ellike ten thousand devils 
after 1’'ve made a fool of myself. She’sma퍼ngit de여lis삐.y uncomfortable 
for me," he went on nervously. “She’s got some sort of notion in her head 
concerning the eternal rights ofwomen; and-you understand-we meet 
in the morning at the breakfast table." (A 63) 

레옹스는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가사를 돌보지 못하는 아내를 이해하 

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관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에드나가 “가짜 여성지식인 모임 .. (A 63)에 드나드는 것이 문제라는 

레온스에게 만텔렛은 “특별한 유전적인 것 .. 다시 말해서 “그녀의 가족 조상들에 

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지요?" (A 63)라고 묻고， 이에 대해 레온스는 켄터키 

(Kentuck.y ) 주(州)의 건전하고 오래된 장로교 혈통이라고 일축한다. 에드나를 

통생 결혼식에 보내서 환경 변화를 꾀하도록 주문하자， 레온스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싶지만 에드나가 .. 결혼이란 지상에서 가장 통탄할만한 광경 중 하나"(A 63) 

라며 거절했음을 언급한다. 칠링워스처럼 만텔렛은 에드나가 속내를 터놓기를 

요구한다. 그는 유전과 환경 둘 가운데서 에드나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 시도 

하지 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간다. 

자연주의에서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내 외부의 압력에 꺾이고 만다. 만일 본능(혹은 선천적 기 

질)이 주변 환경과 충돌하여 개인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두 편이 어딘가에서 

접점을 잡아야만 개인이 살아남아 사회도 유지된다 이 때(의술도 포함한) 과학 

이 접점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 작품을 예로 든다면， 만텔렛은 에드나의 기질을 



72 口 이동환 

‘순화’시키는 쪽으로 접점을 만들려 노력하는 것이며， 에드나는 이를 거부하므 

로 죽음을 맞게 된다. 어차피 인간이 유전과 환경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과학의 힘을 빌려 적당히 비집고 들어갈 틈만 만들어 

파국을 피하는 일이다. 이를 좋게 보면 과학이 비관적인 세계 속에서 그나마 생 

존은 유지시켜주는 격이다. 

그러나 과학은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또한 유전(혹은 본연의 기질)의 일부 

임을 여성에게 주입하여 자연주의적인 질서-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만텔렛은 여성일반의 생물학적 독특함을 내세워 

.유전이 규정하는 바 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 결과. 유전이나 환경 어느 쪽으로 

도 쉽게 규정되지 않던 에드나는 의학 담론에 포섭되어 버린다. 그는 에드나의 

아버지에게 그녀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충고한다. “내가 알기로는 

폰텔리어 부인처럼 , 민감하고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여자는， 특별히 독특합니 

다 .. (A 64)라고 말하면서 , 만텔렛은 에드나가 여성의 독특함 중에서도 도드라진 

경우로 풀이한다. 그러나 독특하다고 규정한 말 속에는 실상 언어적 범주 이외에 

물리적으로 명확히 대상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함의 또한 깔려 있다. 만텔렛 자신 

도 .. 당신〔레온스〕과 내가 측량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무슨 원인 혹은 원인들 .. (A 

64) 이 있다고 짐작만 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영감있는 심리학자라야 된다 

고말한다. 

그는 아로빈(Alcée Arobin)과 그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심증을 갖고 에드 

나에게 속내를 터놓으라고 권유한다. 칠링워스가 괴롭힐 목적이었던 것과는 대 

조적으로， 만텔렛은 ‘진짜 의사’ 답게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에드나에 

게 위와 같이 부탁한다. 그가 볼 때， 젊은 에드나는 환상적인 것들-가령， 남자 

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나 욕정-에 사로잡혀 었다. 그러나 에드나는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붙들고자 한다. 만텔렛은 인간도 동물이기에 본 

능의 지배를 받지만 그런 욕망이 심해지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책무-아 

내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므로 의술의 힘으로 적절히 본능적인 부분을 제어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그의 생각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전제로 받아들인 이후 

에 나온것이다. 

실제로 그는 에드나에게서 남편이 알려준 것과 같은 어떤 병적인 징후도 찾아 

내지 못하였으며 , 오히려 안색이나 몸짓에서 억눌린 것이 없었기에 만델렛에게 

“햇빛에 깨어나는 어떤 아름답고， 반반한 동물 .. (A 67)이나 떠오르게 한다. 쇼왈 

터 (Elaine Showalter)도 지적하듯이 , 이 구절이 환기시키는 “그 이미지는 에드 

나의 관능성을 전달하는 것과 아울러 자기 안에 봉쇄되어， 거의 자위행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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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녀의 성적인 기질을 암시한다. 졸린 고양이의 비단같은 털을 쓰다듬는 것 

뿐 아니라， 아로빈이 그의 ‘부드럽고， 자석같은 손길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고르 

면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 햇빛비치는 정원에서， 그녀는 로버트와 만나게 된다” 

(Showalter 44) . 레온스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에드나를 주조하려 했기 때문에 

병적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사업차 뉴욕으로 떠났기 때문에 구 

속에서 벗어나서 표정이 핀 것일 수도 있다. 

만델렛은 사랑에 빠져 길을 잃었다가도 종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야말 

로 “그의 오랜 의사 경력 내내 전개되었던 많은 소소한 인간 자료들 중 하나"(A 

67)로 치부한다. 그가 볼 때， 에드나의 문제 또한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언급을 통해 보다 분명해 

진다. 

그는〔의사 만텔렛] 자신의 동료-존재들이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더 낫 

다는 것을 알았다. 내면의 삶이 성유를 바르지 않은 시선들에게는 좀체로 

밖으로 펼쳐보여지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폰텔리어의 초청을 

수락했던 것을 유감스러워했다 그는 점점 늙어갔으며. 휴식과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정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다른 인생들의 

비밀들이 끼어들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로빈이 아니길 바래 .. 그는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늘에 바라건대 알시 아로빈은 아니길 바래 .. 

He [Dr. Mandeletl knew his fellow-creatures better than most men; 
knew that inner life which so seldom unfolds itself to unanointed eyes. 
He was sorry he had accepted Pontellier's invitation. He was growing old, 
andbe힘m피19 to need rest and an imperturbed spirit. He did not want 
the seα'ets of other lives thrust upon him. 

“1 hope it isn't Arobin," he muttered to himself as he walked. “Ihope to 
heaven it isn't Alc e Arobin." (A 68)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칠링워스와 날카로운 눈썰미로 상대방의 속내 

를 짐작하는 만텔렛은 둘다 독심술이라 부를 법한 최면술을 발휘한다. 만텔렛은 

기왕 에드나가 독특한 여자라서 문제가 된다면， 바람둥이 아로빈과 엄히지 않는 

편이 그나마 덜 골치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텔렛의 이런 능력은 “성유를 바 

르지 않은 시선들”이 암시하듯이 보통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그 

는종교적 권위라도구비한존재인 듯제시된다. 즉， 빼어난과학은과거에 종교 

가 지니던 위상에 버금가는 것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에드나를 일단 두고 보면서 자연스레 문제가 수정될 것으로 예상한 만텔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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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빗나간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독립하였을 뿐 아니라， 로버트(Roberl 

Lebrun)와 재회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감정을 솔직히 토로한다. 만델렛은 에드 

나를 만나서 아텔 레티그놀(Adèle Ratignolle)처럼 변덕이 심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들을 제외한다면 혼자이고 싶다고 말하며， 

이에 만델렛은아래와같이 그녀를진단한다. 

“문제는 .. 그 의사가 한 숨을 내쉬고 그녀가 한 말의 의미를 직관적으 
로 간파하며 , “젊으면 환상들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자연의 지급품과 
같지요. 어머니들을 종족에 묶어놓는 미끼랄까요. 그리고 자연은 어떤 도 
덕적 결과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의도적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값 
을 치루더라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지요 .. 

“’rhe trouble is," sighed the Doctor, grasping her meaning intuitively, 
"that youth is given up to illusions. It seems to be a provision ofNature; a 
decoy to secure mothers for the race. And Nature takes no account of 
moral consequences, of arbitrary conditions which we create, and which 

we feel obliged to maintain at any cost." (A 105) 

만텔렛은 위의 인용에서 젊은 혈기로 인해 공상에 사로잡혀 ‘정도’ 를 가지 못하 

는 에드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자연상태에서는 도덕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 

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자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도덕률을 준수해 

야 된다 인간이 유전(혹은 기질)이나 환경의 영향에 사로잡히면 개인의 의지는 

뒤편으로밀려난다. 

위와 같은 만텔렛의 발언은 앞서 자연주의를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측면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만일 가혹한 자연주의적 세계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만텔렛은 인간생존을 위해 과학의 힘으로 여성이 어머니의 책무를 다하 

여 종족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즉， 만텔렛은 유전과 환경 

을 거부할 수 없어도 의학의 힘으로 에드나의 기질이나 주변 환경에 약간의 변화 

를 주어 인간이 생존할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만텔렛이 에드나를 

대하는 이런 태도 속에는 자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과학으로 인류를 지 

킨다는 ‘신성한’ 책무감이 녹아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책무 또한 ·자연의 기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만텔렛이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은 자연주의적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 

여 여성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질서에서 벗어난다 

면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자연주의적 세계는 실질적으로 과 

학의 힘으로 구성한 질서와 구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과학에서 내세우는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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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가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수있다. 

위의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일지라도， 독자들은 만텔렛의 발언 속에서 최소한 

과학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힘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었다. 만텔렛은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는 듯이 여성들이 본래 그러하므로 그 

냥 두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기껏해야 육감으로 아로빈과 에드나의 관계 

를 짐작할 뿐， 정작 의술의 힘으로 특정한 질병의 원인과 처방을 내려는 단계까 

지 나가지 못한다. 이런 점은 작품에서 가장 빅토리아조 여성상에 가까운 아텔이 

산통으로 신음하는 대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가령， 그녀는 시간이 되어도 도착 

하지 않는 만텔렛을 두고 다음과 같이 내뱉는다. 

“아무 소용없구나， 아무 소용없어 .. 그녀〔아텔 레티그놀〕는 당장 에드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만텔렛을 없애야 돼. 그는 너무 늙었고 무관심해 

지고 있어.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 7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 8시임 

에 틀림없어. 조세핀. 지금 몇 시인지 봐라 .. 

‘'There is no use, there is no use," she [Adèle Ratignollel said at once to 
E이la. “We must get rid ofMandelet; he is getting too old and careless. He 
said he would be here at half-past seven; now it must be eight. See what 
time it is, Jos phine." (A 103) 

심지어 그녀는 격한 고통에 못이겨 ”만텔렛은 죽어 마땅해， .. (A 104)라고 내뱉는 

다 그러나 정작 만텔렛은 차를 타고 도착한 후 그런 경우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즉， 자신도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의 책무 유지를 위해 애를 낳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의 필 

수불가결한 부분이지만， 의사는 의술의 한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 에 

텔은 의술의 도움을 포기하고 같은 여성들로부터의 정서적 공감이라도 얻으려 

했으나 에드나를 데려가 여성이 가야할 올바른 길을 ‘셜교’ 하려는 만텔렛의 시 

도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남성의 산부인과 독점으로 그녀 〔아텔〕가 이렇게 생물 

학적으로 여성적인 작용을 완전히 남성의 면전에서 의존하였다는 것만이 아니 

라， 그녀를 후원하는 여자들인， 에드나와 조세핀， 간호원이 그녀에게 보이지 않 

는 것도 드러낸다 .. (Schweitzer 180). 의술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물리적/정서적으로 격리시켜 그나마 가능한 도움마저 절단낸다. 

만텔렛과 같은 의사나 과학자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부적 

응자를 과학의 힘으로 생존시키는 체제옹호적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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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술을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이기적 생각을 딩즈데일에게 투사할 뿐 과학의 

힘으로 개인이 사회와 조율하는 넓은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철링워스의 경우 

와 대조된다. 정신과 육체의 상통성을 전제로 한 최면술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만텔렛도 현상을 관찰하여 병의 원인이라는 내면으로 파고들려 시도한 

다. 물론 육체의 반응이 정신과 통한다는 철링워스의 ‘막연한’ 믿음으로 이미 어 

느 정도 병언을 짐작하여 목사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인 때문에 

병증이 발현된다고 생각하여 에드나를 ‘건강한. 여성으로 치료하려는 만텔렛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다. 만델렛의 이런 생각은 과학(혹은 의술)이 발달하여 사회 

적 기능이 부각되었던 19세기 말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날카롭게 관찰했어도 에드나의 병인을 잡아내지 못한 만텔렛은， 앞서 언급한 

『뾰족한 전나무 숲 마을』에서 직업이 작가인 여성화자(I)가 마을 사람들의 사투 

리와 그 내면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작가의 영감을 되살려 치 

유하는 것과 대조된다. 처음 도착했을 때 화자는 글을 써내려는 욕심 때문에 더 

글이 써지지 않지만， 마을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오히려 애초에 원하던 바를 이루 

게 된다. 즉， “쥬엣이 개인 영혼의 미묘한 차이들을 전달하기에 충분히 정확하고 

보편적인 것을 제시하기 위해 충분히 강한 언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창안할 것인 

가’ (Holstein 192)를 다루고 있으며， 이렇게 언어로 자가 치유를 한 것은 토드 

부인의 약초치료와 평행관계를 이룬다. 약초술은 19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의술의 치유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작품 

이 생산된 19세기 말의 현실， 어촌 바깥 세상의 과학기술 지배를 은연중 비판한 

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실의 의사들은 불완전한 과학기술로 때로는 병을 고 

치는 것에 실패하지만，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은 이런 제약을 인간에 대한 공감에 

기대어 넘어서는것이다 

3. 결론-문학 속의 의사들: 불완전한 위상에서 신질서의 상징으로 

의학은 문학에서 재현될 때 19세기 중엽에 나옹 『주홍글자』에서는 과학이 종 

교의 권위가 내려가던 틈을 타고 부상했으나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 

여줬다. 이후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의 학까지 포함한 과학의 힘은 작품 속에 

서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된다 r허클베리 핀』과 『바보 윌슨』에서는 사회의 질서 

를 수호 혹은 창출하려는 에너지로， 반면에 『각성』에서는 의(과)학의 한계를 비 

판적으로， 그리고 『뾰족한 전나무 숲 마을』에서는 약초술이라는 ‘쓸만한 전통’ 

을 건져내어 작가의 영감 회복과 병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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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의사들은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전공한 치료 분야에 집중하 

는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였으나， 이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기술이 부상하던 사 

회의 가치관의 상징처럼 묘사되었다. 실제 의사들은 예전처럼 다양한 의술을 시 

도하여 대중이 미렵지 못해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의학 기술 발전과 제도의 정 

비 하에서 오늘날과 같은 정형화된 의사의 이미지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문학 

에서는 정반대로 이들이 더욱 다양한 양태로 제시된다. 요컨대 현실 속의 ‘규격 

화’ 된 의사들은 작가들에게 풍부한 해석의 대상이 되었던 셈이다. 

우선， 일단의 의사들은 ‘우매한 대중’ 들과는 달리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조 

망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런 점은 철링워스가 속임수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것과 구분된다. 이런 차이는 

19세기 중엽 이후로 의사가 의학이 발달하고 자격증제도가 정비되어 의학교육이 

체계화되면서 전문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던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한다.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전문지식으로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예전처럼 영 

뚱하게 속이거나 영터리 시술로 환자를 괴롭히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의사의 지위 향상은 이들이 특수 기능인으로 자리잡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룬 두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확인했듯이， 작품에 따라 명시 

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학속에서 의술이 나름의 한계를지니기에 진실된 

인간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도 엿볼 수 있었다. 즉， 현대 과학 대 

신 전통 의술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가장 순종적인 여성의 입으 

로 체제 옹호적이던 과학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는 의사들이 정치적 목소리와 거리를 둔 상황이라 잘 보이지 않 

지만， 작가들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처럼 의학(과학)이 실제로 어떤 정 

치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삶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 

였다. 의사들이 탈정치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가들은 실상 이들이 부 

지불식간에 지배담론을 공고히 하는 역할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의 

사들은 수동적으로 담론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기 보다는 이들도 그런 담론을 자 

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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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Chillingworth to Mandelet: 
Literary Representations of Doctors and Medical 

Science in Mid-Late Nineteenth Century America 

Dong-hwan Lee 

The technological pr앵ress in mid-late nineteenth century America had 

endowed doctors wi암1 the emblematic significance to keep the moral inte맑ityof 

community, as well as the menta1 and physical sanity ofindividu려s. ’I'his paper 

aims at scrutinizing how the changing social status of doctors and the rapid 

progress of medical science have represented in the exemplarγ liter없y texts of 

mid-late nineteenth century America. As the medical education had established 

in late nineteenth century, the real doctors who had been blarned for “empiric" 

have acquired the standardized medical skills and stable social standing. 

Nevertheless, the texts from The Scarlet Letter, Huckleberry Finn, Pudd'nhead 

Wilson , The Country of the Pointed Fir, and The Awakening revealed the 

developmental phases of the heightening influence of doctors and medical 

science; the literary crystallization on doctors and medical science has covered 

잠om the yearning for creating a new social order to the hostile criticism for 

limitation of medicinal power. The doctors and medical science c밍ne to be the 

su피ect matter ofliterarγ interpretation, for the writers endeavored to gau뿔 the 

unpredictable aftermath of ever burgeoning medical knowledge which had 

seeped through 머1 the corners of our lives. 

K엉， Words Medical Science, Doctors, Mid-Late Nineteenth Centwγ America, 
Institutiona1ization, Su비ect Matter ofLiterary Repres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