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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에 나타난 제인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l. 시작하면서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영문학에서 자주 셰익스피어에 버금 

가는 작가로 평가된다. 영문학사에는 많은 기라성 같은 남성 작가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인 오스틴이 이처 럼 홀륭한 작가로 평가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스틴이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훌륭한 작가 

라는 의견을 개진한 평론가로는 머콜리(Thomas Babington Maucau1ey, 1800-

1859)와 테니슨(Tennyson)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식안을 가진 문학가들 

이 있다. 이들과 더불어 그녀의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인물로는 그녀의 

소설들을 깊이 연구했으며， 또한 그녀의 작품을 편집하기도 한 채프먼(R. W. 

Chapman)이 었다. 그는 오스턴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꼽으먼서~엠마』는 필 

딩 (H. Fie1ding)이 쓴 『톰 존스~(Tom Jones)에 버금가는 훌륭한 소설로 꼽는다. 

그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엠마』 의 탁윌성은 그 구성에 였어 추종을 볼허하는 대칭성에， 기교면에서는 끝 

없는 매혹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끄랩게 다듬어진 표면 밑으로 흐르는 따뜻한 정 

감에 있다고 냐는 생각한다. 인간적인 공감과 따뜻한 정감이 맥박처렴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가는 드물게는 그러나 중요한 때에는 맥박이 높게 뛰면서 우리[독자]의 

* “이 연구는 200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 
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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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써박도 힘께 뛰기1 히다 

J find the supπm3cy of Emma in the matchless symmζtry of iι design, in the end[ess 

fascination of its technique, above a[[ in the f10w of the 에ood beneath the Sl1100th 

polished skin: a Ilow 01" human sympaLhy and ιharity that beats with a ‘ teady pulse, 

mre1y- but m π momentously - quickening to a 비rob that sets our own vζins leaping in 

uniso l1. (Parrιh vii-viii) 

위에 인정한 '11프번의 말은 디음의 두 기지로 요약될 수 있디 그 히나늠 

j이 소섣의 기교기 보여주는 끝없는 ul력”이마고 말한 기.iJL의 측연이고， 디른 

히나는 이같욕 형식을 담아내는 내용이디 오스틴 지신은 이 소설을 기리켜 

j나 말고 어느 누구도 벨로 좋아 하지 않을 여주인공을 설정하겠다‘(1 am 

going to take a heroine who 110 one but myself 、，\，ill much likε ， Parrish viii)라고 

말힌 바 있다 오스턴은 그녀의 많은 독자들이 :오만과 편건」이나 「맨스필드 

파견』릎 더 선호참 것이라고 만하면사 이 소선에 매해 큰 기대을 하지 않고 

았음음 펴벽한 바 았마 이같은 오스딘 자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앵마=는 

출간된 이후 독자와 비평가틀로부터 꾸준한 호평음 받아 왔다 그러면 이 소 

설이 이저럽 오랜 통안 호평을 받아 온 이유능 무엇인기? 우선 얘기할 수 있 

는 것은 이 소셜은 채프만이 지적딴 바와 같이 형식파 내용이 적절히 걸합두1 

작품이디 

그텅다연 우리는 오스틴이 이 소설에서 헝끽과 내용을 아떻셰 이처럼 살 

"1합했운까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오스턴의 글쓰시 전략은 채프언의 

지객처럼 “연간적인 공감‘’(human sympathy)와 기고1들 아주 기술적으로 접합시 

키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들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들 읽는 과성에시 작가의 

생각에 통감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기도 하면서 독자 자신이 자신의 텍스트 

해석음 끊임없이 기1손 하는 과정이다 이같쓴 톡서 과정은 단순히 독자가 작 

기의 의도1간을 수통적으로 따라 기늠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를 통~II 목지 

기 작가와 서로 상호주체적인 썽방향 작용(intersubjεctive intζ1μ이iun)을 함으로 

써 기능히디 아같유 상호 주체적인 썽방향 자용은 독지 반응 이판(rea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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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heory)의 큰간이 된다. 따라서 우리 가 오스턴의 글쓰기 전략을 좀더 

면밀히 살펴 보기 위해서는 이 소설을 독자 반응 이론의 측면에서 살펴 보는 

것이 기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디. 그렇게 허기 위해 우리는 독지 반응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우선 살펴 본 후 r엠마』를 독자 반응 이론의 측면에 

서 살펴 보기로 하자. 

2. 독자 반응 이론의 주요 개념틀 

독자 반응 이론 (또는 독자 반응 비평)은 독일의 콘스탄츠(Konstanz) 대학에 

서 수용 미학(Reception Aesthetics)이라는 이름으로 1960-197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던 미학 이론에 그 근원이 았다. 수용 미학은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 기초한 미학 이론으로， 이 이론은 1980년대 초에 들어서 

야 영어권에 소개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수용 미학을 활발하게 연구한 학 

자들을 이것이 처음 발생한 콘스탄츠 대학의 이름을 벌어 콘스탄츠 학파(The 

Constance School)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학파의 중요한 인물로는 한스 로버 

트 야우스(Hans Robert Jauss)와 볼프강 이 저 (Wolfgang Iser)가 가장 활발한 연 

구 활동을 했다. 

독자 반응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야우스가 사용한 기대 

지평(horizon of expectation, Erwartuη'gshorizont)이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야 

우스만의 발병품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여러 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그가 차용 

한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칼 포퍼 (Karl Popper)나 칼 만하임(Karl Manheim) 등 

이 야우스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이다. 곰브라치(E. H. Gombrich) 또한 포퍼의 

영향을 받아 그가 쓴 『예술과 환상~ (Art and Illusion, 1960)에서 기대 지평을 

“정상으로부터의 일탈파 수정을 과장된 감수성으로 받아 들이는 정신 자세 "(a 

menta1 set which registers deviations and modification from a norm with 

exaggerated sensitivity, qtd in Se1den 322)라고 정 의 한 적 이 았다. 

야우스가 즐겨 사용한 기대지평이란 용어는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그가 이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애용하던 용어이다. 야우스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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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을 정렵히늠 대 많은 영양을 받은 학문 분야늠 사회학이과기 보다늠 

형상학(ph대omenology)과 해석학(henneneutics) 등이디 현상학으로부[1 의 영향 
。

• 
」 에드문트 후설로부[1 ‘ 그랴고 해석학의 C영향은 바브틴 히 이 미 거 (Martin 

Heidegger)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보다 더 직집적인 영향은 가다머(Ga니amζr)로 

부터 받았다 야우스는 자신의 스승91 힌스-게오긍크 가다머(Hans-Georg 

Gadamεr)까 사용한 지평 (hori70n)이란 용어에시 가장 많은 영향용 받은 것으보 

여켜친다 가다머는 지펌이라논 용어노 우리가 이 세상에 위치해 였음 

(situatedness)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였는데， 이 경 우 F랴의 시야 

는 필연적으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휴 우비의 제한되고 닫힌 시야 

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디머능 지평이린 용이를 사용했늠디i， 그는 지 

시이 쓴 『진리와 방법， (ηl씨IGIκ/ μ'eth(“0에서 “지평퓨 우리기 그 속으로 

늘어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기 함께 움직이는 것"(Der Horiωnt i~t vielmehr 

ζtιias ， in das \vir hineinwan니t:m un‘1 das mit uns mil씨잉1니 ert， qlù in SζIdem 322) 

이라고 정의힌 바 았다 

여기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다머가 지펑이란 용어에사 강조힌 섬은 이해란 

과거의 지댐과 헨재의 지펌의 융합 과정(proζess of fi야îon， Horizontverschmebr끼잉， 

qtd in Selden 323)이라는 점이다 묻론 이같쓴 지팽의 융합과정은 과서외 헌 

재의 융합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지평 융합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경 우 우 

라는 티지로서의 텍스트와 자기까지를 푼함히늠 지평 융합을 기정할 수 있다 

(Makaryk 553) 야우스는 지신이 사용히는 기디1 지평이린 용야를 이디어)서도 

냉픽히게 정의안 바는 없디 그니내 그기 가디머의 지평이아는 용아에 영향 

을 받아 기대 지평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았였다고 유수할 수는 았다 

[키대 지평유] 스체 상호간이1 일어나는 기대의 처겨]이기나 구초이며， 삼조의 세계이 

거니 구조。1다 [이는] 시상식얀 개얀[득지]이 허니의 주"1 진 텍스F 를 읽는 상산상 

태이다 보는 지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라힌 기대 지평을 배경으로 하이 

읽힌다 

[The horizon of expectatiol1 (En‘οrtllngslψrcα씨 an intersubiective svstem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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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Ucture of expectati이1s‘ a system of retèrences‘ 0 1' a mind-set that a hypothetical 

individual hrings to a given LexL All ‘ iorb are read againsL some horι:on l)[ expeCllOll 

(Sdden 323) 

야우스논，문학 "1핑가는 텍스트외 독자의 기대 지굉 사이이1 존재하는 거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예술적 가지를 가늠할 수 있다 

고 주장한마 그는 텍스트와 기대 지평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기대가 무니 

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시시한 작품 (the cu1inary)이과_i!_ 본다 반면에， 텍스트와 

기디1 지평 사이에 괴리기 신할 경우 이블 흘륭한 작품으로 본디 (Selden 323) 

따마서 흥륭한 작품이린 독지의 독서 행위기 언제나 기변적인 기대 

이를 

지평을 

형생힘 으로써 텍스드와 독자의 기대 지평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았는 문희 텍스드엔 섹이다 

야우스가 기대 지핑이란 용어로 문혁 텍스드에 매힌 독자들 사이의 통시식 

~l 상호 직 용음 보다 더 강iε한 반면에， 01 저 (lser)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기움였다 이같은 

어떻게 의미를 

공시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의미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이저의 관심은 션제적으로 톡자가 문학 데스트를 읽으면서 

산히능기 허늠 디1 에 츠전이 모아졌디 이같은 그의 관심은 함학원 

생 

독지 

(implied r，εader)아는 그의 용이에서 잘 드니닌디 함측되 독지는 독서 행위과 

정에서의 독지의 능동적인 잠여에 관션의 ;f:점을 모은 용이아디 따아서 함 

축된 독자는 단지 텍스드에만 종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과 또힌 단지 얽는 행 

위에 국힌된 독자가 야니다 힘축된 독자는 텍스드에 종속되지 않으면시도 

독시 행위들 하는 독자들 싱정힌 용어이다 따라사 힘축된 독자는 텍스드들 

미리 구조회힘으혹써 의비의 생성음 허 용하여 이들 용이하게 합 뿐만 아니라‘ 

심제의 톡서 과정음 통하여 잠재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 착여하는 독자를 

의미한다{Makaryk 562) 이러한 함츄된 톡자는 산제 톡자이기보마는 하나의 

구조툴 (a construct, Makaryk 373)로 즌재하며 이러한 독지는 의사소통이론에 

따브떤 동일한 잉아적인 약호와 문화적얀 약호(lhζ samε linguistic and cullural 

code, Makaryk 373)을 공유히는 발산지 와 수신지아고 말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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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indeterminacy)이 발생하 

기 마련연데，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문자를 매개로 한 예술 작품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불확실성은 직선적얀 의사 소통을 방해허기 마련이디. 이런 

경우 함축된 독자에게 있어 텍스트에 내재하는 이같은 불확실성은 의사 소통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와의 능 

동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함축된 독자는 의 

사 소통이 용이한 텍스트보다 의사 소통이 어려운 텍스트를 선호함으로써 자 

신의 의미 생산 영역을 확충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πhes)가 의미 생산이 용이한 텍스트를 독서 가능한 텍스트(readerly text)라 

고 부르고， 의 미 생산이 어 려운 텍스트를 씌 어지는 텍스트(writerly text)라고 

부르는데， 후자의 경우가 이저가 말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텍스트가 되는 셈 

이다. 

이저에 따르면 함축된 독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텍스트를 대하면서 텍스트 

에 나타난 틈새(gap)와 공백 (blanks)를 메꾸고 빈틈(vacancies)을 채울 뿐만 아 

니라， 텍스트에 나타난 피상적얀 정보까지도 고도의 숙련된 읽기 과정에 의 

해 꿰뚫어 보는 독자인 셈이다. 오스틴이 훌륭한 작가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고도로 세련된 읽기 전략을 요구하는 글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임상사처럼 보이는 그녀의 소재를 소섣에서 다루면서 

도 독자의 기대 지평을 언제나 넓혀 가기 때문에 그녀의 독자들은 항상 새로 

운 가능성에 열려 았어야 한다. 이같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뻔한 것 같 

이 보이는 이야기에 많은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을 심어 놓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오스틴이 『엠마』에서 어떤 글쓰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텍스트 속 

에 불확실성을 역동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3. 반전과 벤복으로서의 오스턴의 글쓰기 전략 

오스턴의 많은 소설에서 처음에 나오는 묘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만과 펀견』의 처음에 나오는 화자의 서술도 그러하려니와 『엠마』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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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엠마에 대한 묘사 또한 그이히디 이처엄 오스틴 소설의 처음에 

나요는 요사에 우리기 유의해야 히는 。|유는 이이한 요사기 우선적으로 목지 

의 기대 지평의 큰거기 뇌지만‘ 。]이한 기대 지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 

입없이 번복되고 수정되고 의심의 π거가 뇌어 후에 반전될 의미 생생의 까 

거까 되기 때문이다 이 소성의 처음에 나오는 엠마에 대힌 묘사 역사 이같 

은 오스턴의 글λ쓰기 캔략에시 예외일 수 없다 이 소설은 이령개 시직펀다 

아듬답끼 영리히머 부f「한 미다 안락한 I1 정이 있는 낙진식얀 생격의 앵미 우트히 

우(는 삶이 증 수 있는 최」익 축복 가운데 엿 가지를 힘께 지나Jl 있는 깃서런 

보였다 엠마늠 별다든 식정이나 고민 없이 행꽉하게 스불한 해듬 살아 았다 

I::mma Woodhouse‘ hands이1e‘ clever. and ri이‘ 、virh a comfortable home and happy 

dispostiO!l, seemed [0 unik 씨me 0 1' the höt bles ‘ ings 0 1' exi사ence; and had lived nearly 

u、 enLy-one years in Lhe world 、‘iLh νery 1iule to disiress (π vex her. (1) 

이 소성의 치음에 나오는 추인공 엠마의 이같은 생격 묘사에서 F리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함 될요가 있다 이 소성이 21 세의 미휴 여성이] 관한 얘기랴 

면， 우랴늠 텅연히 그것이 사랑파 결혼에 연관원 이야기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디 그린 [11 그녀는 아름답고 영리허며 부f「히고 안략한 기정이 있 

는 낙신적인 성격이아변， 우리기 통상적요로 아는 디른 미흔 처디들과는 전 

혀 다른 종류의 여성입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씌여진 19새기 영국의 상팽 

ζ[보 비구어 볼 때 여성에게 았어 결흔이란 경제직인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아주 중요힌 사회적 행위이다 그런네 엠마에 대힌 이같은 R사보 미누어 붙 

띠1 엠마는 정제식 91 즉면에시 보면 석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럽 

보인다 이같은 엠마의 지지는 오스딘이 쓴 'f_ 다른 소선인 『오만과 띠꺼』이1 

나오는 여주인공인 엠리자버스 베넷(E1izabeth ßennet)과도 간 대조를 이룬다 

엘리지베스늠 경제적인 형편이 엠마보마 못했으며1 또한 그녀의 어머니기 옐 

리지버스를 f함딴 많은 딸늘의 걸혼에 발빗고 나섰기 때문아디 과년한 딸 

늘을 둔 이머니의 기장 큰 판신사는 지연히 지신의 딸늘의 걸혼 문제기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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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디 그이나 엠마의 경우에늠 그녀에게 걸혼을 재촉히거나 적극 

적으로 중애틀 할 이머니조치 없디 엠마를 양육히디시피 한 엠마의 가정 교 

사인 테일이는 사회적인 신분상 엠마의 결흥을 적낙적으로 주선할 위치에 있 

지 못하다 더구나 터1 일라는 가정쿄사라기 보다는 엠마의 낀f처펌 지내기 

예문에 엠마에게 경훈용 재촉하거나 채까함 위치에 있는 것은 디더?나 아니 

다 

이같은 앵마의 치지논 매단히 만족스러운 것지럼 보이 1]는 하지만 그렇마 

고 해도 완진한 자족감(自足感)을 주는 것유 아념을 오스딘욕 곧 이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로써 앵마에 대한 우녀의 기대 지평유 수정이 불가피하게 

힌마 

엠마가 가진 진정한 단점이라면 ι녀가 보는 인을 자가 마은대로 추1 다는 깃‘ l리 

고 자선을 다t 파신하는 경향이 있다늠 검이었다 。1 러한 정틀온 엠따의 많온 즐 

거웅을 망검 소지를 안7 있는 약김듣이었다 그미니 그 단김은 눈에 띄지 않았 '1 

떼문에 사란들은 L깃응 엠마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The real evils indeed of Emma's situation \vεrε the power of ha、 ing rather too much 

her own way. and a disposition to think a little too \yell of herself‘ these 、，'iere

disadvalllage 、 “ hich threatène(‘i alloy to her many ènjoymenLS. The 이ang: er. “.)wever 、‘ias

at pre~、 ent '<':0 urlpèrc히ved， tl띠L they 이1이 l씨t hy any means rωlk a<, misfÌJrtunes 씨lh her. (l) 

이치럽 이 소션은 톡자가 기대 지i껑을 선정암 수 있는 몇 가지 진제를 제 

공함으로써 시자되디 오스딘의 균쓰기 진략은 이치럼 독지로 히여금 지신의 

기디1 지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히연서‘ 그와 아울ι1 이 ι1 한 기디) 지평이 

후에 전복될 수 있거1 히는 실바리(미ues)를 동시에 제공송1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이같은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은 그디의 대부분의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네， 각각의 소설에는 그녀의 이러힌 글쓰/] 천략이 변주되어 나타난다 

버지니아 융프(Virginia \v001η는 오스틴의 이러힌 글쓰，] 전략에 대해 다음과 

짙이 말힌 식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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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요/ 틴 은 겉으로 보가보다는 휠씬 갚은 정걷음 가진 이싱 지가이다 nj는 

[녹자호 하여금 표먼척으토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내도록 부우낀다 그녀가 'co 

섣에서 E 시히는 겉。로 보기에는 ，)녀로워 보이지 않는 것이 덕지의 미 g을 넓혀 

준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힌 갱면같이 보이는 깃들이 오딩1 통안 기역 속에 남게 만 

든다 작중 인응이 언제나 강조되다 [숭약1 대회의 반전용 무01 토 하여금 언제나 

긴장을 늦즐 커 없거] 낀든다 우리는 띤째 일아니" 있는 일에 관심을 끼지연서도 

앞으로 인어날 얻어1도 경계를 늦주지 않는다 

Jane Au<;ten is thus a mistrε<;5 of mu<.:h dζeper εm이ion th:m (i ppemS Up이1 the surfaιt 

She stimu[a•es llS to suppl、 、‘ hat is not •here. \Vhat she offers is, apparemly, a tritle 

yet IS compose이 01' 30m히hing thm expand‘ in the reader's mind and endow‘ 、、 ith the 

most endurinι fonn of liflε sιεnεs \Vhiιh ::I fe O\lt“;ardlv trivial. A[wavs thε S이ress is laid 

upon ch이꺼cter잉 ['he turns 3nd t\Vists of the dialogue keep US on the tenterhooks 

of suspense. Our atkntion is h띠 r upon the preSelll mornent, hal l" UpOll the fuüne. (ql이 

in Iser[l ',l XO] 16:-9 

。1 것이 바로 오스턴의 글쓰 11 천략의 핵섬이며‘ 그녀 자신의 이런 글쓰시 

친략이 항상 생공하는 것쓴 대단한 문학적 생취이다 오스띤 자신이 토혹한 

바 있듯이 이러한 그녀의 글쓰기 진략은 대단히 거대한 구도를 가지고 였다 

기 보디늠 ‘시곧 마을의 서니 니텃 기정 이야기기 바로 풀어 나기야 얄 구도 

이다 "(3 α 4 Families in a COLmtry Village is lhe veη thing to \\'이k on, ALιlen 

vii) 그리고 。1 이한 구]고에서 구애와 결흔은 기상 중요한 주저1]0] 며? 이야기는 

대새 행복힌 걸말로 같이 닌다 그린대 오스틴은 이이한 자신의 각기 다른 

소설에시 매번 다른 주인공을 등장시키연사도 이러힌 구도들 성공시키고 있 

다 오스틴의 다른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들과는 달리 엠마는 경제식인 이 

유 때문에 꺼혹해야 함 필요는 없다 19세기 영국에시 여 생이 건혹해야 하는 

가창 단 이유 푼의 하나가 갱제적 안정의 추구라면 엠마는 이미 이런 필요로 

부터 자유스러운 상대에 었다고 해야 팍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스 

딘은 이 소설에서능 결혼이 갱체적인 이유에서기 아니라맨 어떤 이유에서 행 

히1지는기랴는 주제를 진착히고 있다 이같유 주제를 엠마는 처음으로 해랴잇 

스미스(Harri다 SmiLh)와의 대화에서 드"]내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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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똥 이자들이 느끼는 겸후에 대한 유혹옥 안 느껴 내가 사렁에 빠진다면 l 

건 ，，:든 이이기가 되겠지따 난 한 번 1는 사랑이 빠저 본 적이 없어 그건 내 식이 

아니? 니) 성격에 맞지도 않야 그런매 닌 야마 절대 시당에 안 빼징거야 사랑 없 

이 내가 얘 내 센활환경흘 바꾸겠냐) 바보 아닌 이성 지산도 직업도 사회천 지우( 

1는 난 웬하지 않아 아마 어떤 결흔싼 여자노 내가 하브필느。11 서 차지하는 여수인 

。로서의 중요성의 반도 옷 누링거야 누가 우리 아버지낀큼 냐듣 그렇게 중요허케 

이겨주고 지낙승| 사망해 주겠니) 

J have l10ne of the usual inducements of womεn to marry. \Vere 1 to fall in love, 

indeed, it 、vould be a different thing! but [ never have been in love: it is ncη my way 

or my nature; and 1 ψ) 110t lhink T evef shal 1. And ‘,v it}lout love, r am SUfe J should 

be a tì삐 to change such a situation w:; mine. F0l1une J do n이 \\'a11t employment J do 

110t \vant‘ conseqlκnce I do 110t want: [ believe few malTied women are half as ffiL 이 1 

misiress of their husbanαs house, ι T am or I Ja이liel이 and neveι never could J expect 

to be 50 tml)' beloved and important; so aI、、 avs ， fírst and aI、、 ays right in any TI1(l\1 'S 

eyes as 1 am in my father's. (55) 

。1 같븐 엠마의 말에서 그녀의 성격을 생각 그리:i!_ 이미한 그녀의 생각이 

앞으로 이빙셰 바뀔지블 예견해 주는 벚 기지의 힌트를 윈을 수 았디 우선 

그녀는 독선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치히기까지 허디 그녀는 지금까지 걸코 

사량에 빠져 본 적이 없 ò_며 또한 앞으로도 사량에 빠지지 않을 것이마고 강 

조 용법 (ever ， 11εve이을 써 가면시 강조힌다 만약 그디의 이런 이야끼가 사실 

이랴먼 이 소설은 여기시 끝나고 말았음 것이다 그려내 이 이야기가 이후보 

도 몇 백 쪽이나 더 세속되는 것음 보면 이갇은 그녀의 던언은 멘척되고 수 

정되어야 1앙 생진의 것임에 틀림없마 서1상에서 강한 부정이 끝까지 유효한 

경 우는 대단히 F묻기 때문이다‘ 이같은 그녀의 가정이 대단히 신빙생이 없 

다는 사실은 그녀가 한 몇 기지 발에서 나다난마 그녀기 지남까지 결코 사 

당에 빠진 적이 없다고 히더아도 그녀기 앞으로 사당에 빠지지 않으려랴는 

보장은 없디 사당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뇌는 것이 아니라 운 

냉적인 것이아연， 그녀는 운영적얀 사당(_amor .fà씨이아는 말이나 개념을 아직 

얄고 았지 못한 뿐이다 그디는 더군다내 남편과 자신의 아버지의 λ}량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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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同列)에 놓늠 실수를 빔히고 있다 이는 아직보 그녀기 소녀티를 벗지 못 

히고 있음을 의미한디 

엽 ul의 기장 중요한 실수는 여지의 걸훈이 단지 경거1적인 이유에서민 기능 

하다는 독선적인 전셰블 하고 았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이 결흔하는 가장 븐 

이유 증의 하나가 물론 경제직엔 이유아시는 하지만 경제식언 이유사 필요 

충분 조긴은 아니기 에1문이다 경휴은 경제식얀 이유 말고도 애정이라든가 

~1 생관 또는 인간적인 유매 둥의 다른 중요한 이유에 연유한다 오스띤이 삼 

던 시대에는 묻론 그런 이유를 틀지는 못했겠지만 성적(性며)얀 요인도 견혼 

의 아주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앵마가 견혼하지 

않겠디;L: 이죄「는 대~+히 산빙성이 약하다 헤리엿파의 이이지는 대화에서 엠 

마는 경셰적인 이유에서바연 결흔할 필요기 없음을 힘주이 강조한디 

난 괜찮을 기야 해이엣 난 가난한 노치디는 안됨 기니까 각정아 독신 생활이 혐 

오감을 주는 것은 기닌 때 운아야1 주1 민리민한 슈 입 을 가진 익신 여자는 우 스광스넙 

jl 흉하지 아이튿의 놀힘김이 되기 딱 약맞지 얀선힌 수업음 가진 몬신 이싱은 어 

느 누구 룻지 않게 존경받을 수 있고 」김감을 줄 수 있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사 

과 별 상관없이 직은 슈 업응 마 음가집에 영향을 비겨서 생격 윤 "1붙아지게 히지 

간신히 상아가서나 적은 사교 범위악 영등힌 사염틀 속에시 살아간다면 l디늠 십 

중딸구 자유스라운 성격도 옷도I __È. 1:1 1 뚱어지기 쉽지 

Never mind, Harriet. 1 sha l1 not be a poor old maid‘ 이띠 It IS poverη on[y 、Yhκh

makes celibacy comemptible to a generous publiι! A sinp; le 、、ioman 써Lh a veη naπO\\' 

lT ωme‘ must be a ridicuιu‘ ‘Jis (igrεeab1e， old maid! the proper sport of boys 3nd girι‘ 

but “ single "'1이nan ， of good [1아tune， is always respectable “nd may be as sensi에ζ and 

pleasant a.<, anybody else. An이 the 이htinction is not quite w lt\ uch againsl lhe candour 

alld COllllllOll :::.ense 01' 싸 "yorld as appears at Jirst ror a very narro“ illcome has a 

tendency to contract the minι.1. and SOUf the temper. Those 、이10 αn barely jive, and 

who I ive l1 erf이Cε 111 a veπ sma[[ ‘ and Qenerallv veγ inferior, societv. may 、vell be 
‘ ‘ - ‘ 

illiberal ω1d cross. (55-56) 

그렇다면 햄마는 션혹해야 함만힌 경제적인 이유가 없기 띠문에 입생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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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지 않」 이떻게 살 것인7]? 01같은 우랴의 의구선에 대해 그녀늠 디음과 

같이 말한디 

내가 나듬 제대로 파악하고 았다먼 나는 향상 객극척으로 녹휘석jι"" 할 것을 창을 

꺼 있는 능막이 았지 니1 기 왜 21살에 한 일이 이렇게 많은내 40대 50대 되 "1서 한 

인이 없겠어! ^l남 Jf 김은 시렉‘ 능럭아 항기를 "에도 가쥔 수 있응 거야 l힘음 

저게 그린다F 잭을 디 많이 읽겠지 음악을 포기한다F 카페트등 짜겠지 관식?t 

애정의 cll상인 지식틀。1 없다는 것이 니1흔일 경우에 가장 아쥐운 것이지 "1흔일 

겸우에도 이런 아쉬운 점은 보증해야^I 나는 우리 연니의 아이듣과 츄분히 행복힐 

기야 ，+의 저능어 가는 인생을 윤댁하게 해숭 모든 기쁨을 충판히 가실 기야 부모 

보다 다 따뜻히:11- 맹목식인 사당윤 쏟윤 쥬 는 없겠지빈 니한터)는 그 정도먼 팬갱다 

Jl il- 수 았지 내 사망〈러분 조카들1 내 조카들응 자주 날 보러 올 셔야 

Jf J know l11YSεlt Harriet, mine is lln m;trvζ bus、 mind, \vith a grε~t many independent 

res이1αes‘ and I do not perceive 、이1)' 1 shûuld be more in 써nt of employment at forη 

or fìrty than one-and-lwenLy. Woman's usu띠 n“:upaω)W， 01' eye and hand and mind will 

be open to me then, (iS they are 110씨 or ‘”이1 no 111띠Jrtant variation. 11' 1 dra‘.V less, 1 

shall read 1110re: if J give up musiι 1 shall take to carpet-w끼ork. /\nd as for ob.iects of 

l1llere‘t, objecLs fnr the aηectiO!l S ， 씨lich is in truLh the greaL point of inferiority, the 

、써11t ot 、씨ich is really the great evil to be a、 oided in n이 maπ)'ing ， 1 shall be v강η 

、.vell off. wit11 all the children of a sister 1 love 30 l1111ch, to care about. There ""ill be 

enough of 씨em， i11 all rπ'ohahil이ι ω supply every SOft of sensation that declining life 

C3n ne떼 끼1ere ‘-vi l1 be enough for eveη hope a떼 every fèar; and though my 

attachment to n이R 이n equal that of a parent, it suits my ideas of comfOl1 better th씨n 

“ hat is 、‘ianner ar띠 blinder ’-1)' nephew:; and nie(:es!-[ :;hall o l1en have a niece with 

me. (56) 

이같은 그녀익 생각은 아주 이기적입 뿐만 아니라 성제적이 아니다1 그녀 

는 자신이 힘틀여 자식음 키 우지도 않았으면서도 이틀로부터 위안파 기쁨윷 

얻음 수 았마고 생각한다‘ 그녀가 견혹하지 않고 노치녀로 늙었음 때 어느 

조카기 그뎌기 점었을 때치텀 기쁨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인기늠 대막히 의 

심스ι1운 열이 아닐 수 없디 더구나 엠마기 오지란 넓게 조카들의 엘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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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저것 간섭한디연? 그녀늠 。1 띤 조카로부티도 즐거움을 얻기는커녕 이들의 

따돌립을 받아 기피 디1 상이 뇌기기 십상이디 ::L녀의 걸흔에 대한 생각과 " 

후에 대한 비려기 실제적이지 못히여 우리의 기디1 지평에 미치지 못한디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녀의 생각을 의심하거1 하고 지평을 수정하게 하 

는 계시가 된다 이러힌 。1유호 해시 우리는 우리의 기대 지펑유 항생 변경 

하고 수정하면시 반천과 번복 속에 이 소설븐 임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시대 지평의 백회을 ]장에서 15장까지에서 보시혹 하자 여 

기서는 옐마는 엠튼과 해라엿이 서로 사땅한마고 생각하고 였다 그러나 우 

비는 이같유 Q엠마의 생각이 사싣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구싣을 떨져 나l 릴 수 

기 없디 옐튼이 히1리엇에게 관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엠마에게 관심 

이 있디는 증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같유 우리의 의구심은 16장에 기서 엘든 

파 엠마 둠민이 마치를 타고 기는 중에 엘든。1 엠마에게 청흔히는 장년에서 

우리의 의구심이 뉴거가 없는 것이 아니랴는 것이 판냉펀다 

엄마의 판딘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18장에시 

30 장까지에시 엠마는 그녀와 프랭크 처질이 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힌 

다 그녀의 이같은 생각은 그녀가 꺼코 사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던 공언을 

뒤집는 것입뿐만 아니라， 사심과도 다트마 엠마는 또한 제인 패어랙스와 벽 

슨이 서로 사땅하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더 곰곰히 생각해 보고 나 

서 엠마는 지선이 치칠을 벌버 해야 히늠 거] 충디고 생각한마 그러나 이같 

유 엠바의 결온욕 사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프랭크 처칠과 패이 

팩스 사이에 애정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디 이같은 사실유 3부 5장(41 장)에서 

q이틀리(Knighlley)가 처칠과 패아팩스 사이에 “애정의 증후 (symptoms 0 1' 

atta 

았다 

죄냥에 듀 사람 사이익 은띨한 K정듣윤 보7 애성의 층후기 있는 것윤 알끼 들 시 

이에는 냥이 모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갓임에 틀림이 없다고 센각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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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ve lately imagined that 1 sa、.\' symptoms of aπachment bet\veen them ceπam 

expressive looks. wh띠1 1 did not believe meant to be public. (229) 

그렇다연 프랭크 처칠은 엠마， 해러엿， 그리고 저1 인 패어팩스라는 서1 여인 

들과는 어떠 관셰릎 까지고 었음까? 걷 0_보 보면 처낌은 엠마에게 마음이 였 

는 듯하다 그러내 엠마는 그가 해리엇에게 마음유 주고 있는 것으보 생각한 

다 그런데 치 진은 섣제도는 나이들려가 의섬하고 았논 닝}와 같이 저11 ~l 패어 

잭스에게 마음이 였다 이같유 상황에서 톡자는 자신의 기대 지평을 기]속해 

서 수정하고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이같유 톡자는 수통적인 상대에서 텍스 

트를 따과기는 것이 아니마 능통적으로 상횡을 판만하면서 텍스트에 있는 괴 

리와 공백을 베꿔 나간디 독지기 이처럼 능동적으로 지신의 기디1 지평을 수 

정히고 변경히기 위해서는 이저기 말히는 “진숙함의 부정 ’(negaLion 01' thζ 

familiar, "Reading Pruι이s" 64)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만 힌다 이저는 이러헨 

친숙핍의 부정이 무엿인사들 다음과 같이 말힌다 

운학 텍스튼의 효과는 친숙생을 환시시긴 다음 그것이 곧。1 "1 부정됨P 로써 성쉬된 
다 언뜻 보아 서음에는 우리의 가성을 확인시치는 깃 김이 부이늠 갓이 곧 가정의 

바전으호 01 어지번서 우이는 방양을 새릅거] 잔게 ￥l 다 우ι1 가 가지뇌 있는 선입건 

은 버리끼 친슈함에 안주히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애로운 경험윤 한 감 있게 펀다 

문학 텍즈트가 독자로 하여긍 흰싱을 헝성하먼서 이러힌 흰성음 꺼뜨티는 수단의 

형성을 풍시이) 가능하게 하는 것。1라면? 독서는 [우이가] 새도운 경멍을 하는 과정 

은 반영한다 피지기 피 서 생위어1 일단 들이가게 되년 그는 이미 가지고 있딘 산입 

건음 셔1속해서 파기힌다 。1 링게 되던 텍/느트는 독자의 ‘~핵재~가 되며‘ τ가 가셨던 

생각듬은 ι--'4 /1> 속으호 사라진다 이라한 일이 일어나며서 독7-}는 텍스트의 헌재 

적인 경힘이1 얼리게 된다 그끼니 역지기 자신믹 선입건윤 지신의 /현깨、로 기지끼 

있는 힌에 었어서는 이려힌 파정은 툴샤능하기] 띤다 

The eflicacy 0 1" a litεrary 1εxL i:'l brought aboul 바 thε apparellt εv α~aLioll and 

~llb~eqllent negation of the familiar. What at first seemed to be all affirmation of αU" 

assumptions lead이 to our 0-써1 reJeαion of them. 이1US tending to prepare us for a 

rζ orienlation. And it ι only 、、 hen wε ha\'e outsripped ωr prζconceptions and ]，레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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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ter of the tàmiliar that we are in a position to gather ne、‘ e‘ periences. As the 

likrarv text invo]ves the reader in Lhe Jonnation 0(" illusioll an이 lhe sirnultanem ‘ 
fonnation of the me (i!lS \vhereby the ill…011 IS puncture이， reading πflects the pπoι야s b)' 

、이lich \ve gain experience. Once the reader is entangled, his 0-씨1 preconceptlOs are 

continually overtaken, so th띠 Lhe text becomes his "presenL" 、、hile his OW11 띠ea.<， fade 

into thε "past"; as νXl\l <lS this happens he is open to the immediatε εxpenenιε of the 

text, 、이lich \vas impossible so long as his preoccupations 、‘ ere his "present." ("Readin딩 

[>rocess" 64) 

오스틴아 그녀의 자신의 텍스드블 통해 독자를 끊임없이 진숙힘의 부정 과 

정으로- 이끈다는 샤심은 그녀가 독자와 텍스드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릎 잦 

암고 였응용 의미힌다 따라시 그디는 독자와 텍스드 샤이의 관계들 가맨적 

11 대 지평을 끊염없이 

관게에 대한 통찰이 그 

언제나 새롱게 읽히는 

만둠으혹써 독자호 하여금 자산으1 

그녀의 텍스트외 독자 사이의 

소재외 낮익은 ~l묻틀윷 가지고도 

이고 여회 무쌍하게 

수정하게 한다 이같은 

녀도 하여급 제한된 

금을 쓸 수 있게끔 oFc 관건인 셉이다 

。1 이한 진숙함의 부징은 이 소설 윈기에서는 서로 디른 등장 인물 간의 상 

호 관계기 붙 "1 일으키는 역동성과 더불야 독지기 이를 지신의 새로운 경험 

cι로 만늘려고 하는 능동적 자시1에 기여힌다 엠마는 자신의 불완전힌 판단 

에 끼초하여 독딘식얀 결정을 내리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같은 그녀의 결 

정이 딘호하면 할수콕 반복의 가능생이 더 농 q며‘ 또한 신빙성이 그다지 농 

그디의 성격으둘 ~l하여 독자~1 우비논 이 소션을 읽으번시 

아이러니를 느끼는 수가 많다 이같쓴 여]는 그녀가 자신의 견 

지 않다 이같은 

그녀의 판단에 

휴에 대해 내린 껴온에서 투~_i:라진마 그녀는 자산이 견혹하지 않을 것엄윷 

말한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나는 지낱 현재 겸휴하지도 않음 웬만 아니라 앞으로도 걷혹힐 생각은 거의 없어 

And 1 3m not only, n이 going to bε married, (1t present, but h야 e very 1i이le int，ζntiol1 ot 

ever marryig at al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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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미나 이같은 엠마의 단호함은 얼마 기지 않아 오스턴의 디음과 같은 설 

맹에 의해 무너지고 만디 

점대 결혼 안하비라고 결석한 엠마였지만 ，~'2"~3.. 치칠이라는 이음 어닌가가 항상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그의 아버지시 테일미 양파 깅흔한 이후 그디가 김흔 

히다면 나이나 생격 조건으로 봐서 l가 상대라x 증증 시J각해 왔다 가족들 간의 

판계토 봐서 그야1괴 효 그녀익 상대라고 생샤오1 었다 그 결함이이1괴로 모누가 긍정 

한 것이 "1 끼 생각했다 헤스틴 씨 부부JI 그 강함을 앵각히끼 있다는 사실은 엠미 

에케 듬 익미를 가지는 깃이있다 이마 다른 1뉴 F와 걷혹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떤 

한 조건을 핀기하지 앓겠다고 결심판 그녀였지마 그듬 마나먼 어느 정보까지 좋아 

히시 위。11 노약해보기‘ 다류 친구틀이 를윤 쩍지어 놓? 행복해 히는 기쁨을 주지 

는 센킥이 lq옴랐다 

No\v it 50 happεned that in spitε of Emma• s Te~이ution of never marrying, there \VaS 

something in the name, in the idea of Mr. Frank Churchill 、이lich ah,vays interested her 

She had frequen띠 lhought - especially ‘ ince his father'‘ rnamage 、、 îth Miss Taylor-lhaL 

if she were to mat"T\'. hε W (iS the very person to suit her in age. charac• er 씨씨 

C에dition. He seemed by this α씨nection behveen the fam i1 ies quite to b어이g to her 

She could noL buL SUppO‘e it lO be a maLch that eνeη body who kne、、 them must think 

of. That f\..'Ir. and fvlrs. W센on did think of it, she 、、깅s very strongly pζ:rsu~야d; and 

though 110t meaning to be induced by him. 01' 바 any body else‘ to gμe Up a sltuatlon 

싸lic.h she helie‘ ed more repleLe with g이xi than any she COL1띠 ιhange it for, 사le had a 

grellt curiosity to see him , a decided int，εntiün üf tinding him pleasant, üf being likζd bv 

him to a certain degree. at띠 a sort of p[easure in the 띠ea of th이r being coupled in 

their friends' imagination. (ì7-78) 

。1 에서 보아 알 수 있늦이 엠마가 말하는 것과 전지전능의 시점을 가진 소 

설까보시의 오스틴의 설명 샤이에는 거마란 괴리가 았다 그령마면 독자는 

염마와 오스턴 증 오스틴의 의견에 무거1들 두게 되며， 엠마는 세싱 울정에 

어둡고 정힘이 부족한 91물이라는 판단음 하개 펀다 

엠마의 이같은 단점윷 얀고 었는 독자는 그녀가 애 해며엿의 중매에 적극 

적인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음 수 없다 매릴린 u]틀러(Marilyn ßutler) 



「엠마J이) 나다난 제인 요스턴의 극쓰기 전략 185 

는 엠마기 해랴잇의 중매에 일성적인 이쥐 를 디음과 같이 말한디 

젊응 여성이 자신 ~/.로 남띤감음 칫아 적낙적으토 나서는 깃은 사희적으로 납기 

된 것이었다 그리나 엠마늠 처1 번 카힐 펄요 없이 해 ~I엇의 l늬펀삭을 찾아 발벗고 나 

섰다 

Social taboos would have pre、 enLed any young 、、 ornan frorn taking so cotllmanding a 

ro[e in 띠rsuing (l m(l1\ f(이 hεrself. But El11ma is unhamperεd 야 propnεη '.yhen she 

takes the initiative in 이100sing a husblU띠 for Harrier. (386) 

물판 허I~I 잇 지신이 지신의 난편감을 스스로 찾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얀습〈즈로 봐시 적절하지 못하다는 버틀러의 주장이 전적 0_로 틀린 것은 아니 

다 사회객으로 여러 가지 제약유 받고 있던 19세시 여성에게 있어 자신의 

남편깅유 객곡식으로 까하러 나시는 것은 생각한 수 없는 일이마 그러나 이 

같은 버플러의 생각은 행웅을 딘지 피싱식으혹 관창한 후 내린 객론에 불과 

하마 엠마가 해이엇의 중깨어1 이치럽 연정을 쓴는 원인은 그녀의 심리 갚숙 

한 곳에서 찾아야만 암 것이다‘ 

히1랴엇이 엠마의 관션의 미상이 뭔 이유 중의 "'1 나는 그녀기 엠마보마 사 

회적으로 낮유 지위에 있기 때문이디 이에 덧붙여 헤리엿은 미모이간 히지 

만 똑똑한 편은 아니랴는 이유로 해서 엠마는 그녀를 민만딴 상대로 생각히 

여 그녀 대신에 남편삼을 대신 찾아 나선 것이다 더 구나 엠마는 자신은 걸 

흔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음 표명힌 바 았기 때문에 그녀까 해리엿의 증매 

들 적극적으로 주선힌다 해도 아무도 그녀의 의도들 의심하지 않을 것이 '1 
때문이다 이같은 합법식 91 명분음 가지고 엠마가 해리엇의 증매들 적극식으 

로 주선하지만6 사선은 해랴엿의 중매는 엠마이1 거] 였어서는 “그녀 자신익 넙 

띤감을 찾는 대며적인 방법 "(a vicarious viUy of explαing the idea of a suitable 

partnεrship for thε sεlf， Kurrik 85)이랴능 사실을 우리늠 간파할 수 없디 

엠마기 헤리엿의 난펀감으로 생각한 사탐유 부꼭사인 엘든(Mr. Elωn)이디 

엠마는 히1리잇과 엘든의 결합을 위해 헤리잇을 뒤에서 조흥히년서 최션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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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 나이틀리의 소작인인 로버트 마틴(Robèrl Marlin)이 헤리엇에게 청흔히 

지 엠 uf기 헤리엿에서) 이를 거절히]고록 유도한 것은， 헤리엿파 얼든의 결합 

을 위한 엠마의 복안에 따른 것이디 엠 uf기 헤리잇으로 히여금 마틴의 정흥 

을 거절하거1 힌 것은 그의 재산 정도가 대딘헨 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같은 엠마의 생각은 그디 자신븐 해리엇 〈즈로 대치]한 경우에 

는 타당힌 것입지 !，'~른다 그러나 그녀와 해리엇유 병개의 독입펀 개새로 본 

경 우 이 등은 아주 이상적인 배필감이 될 수 았다 이같은 사산에 비추어 북 

때 엠마는 자신과 해라엿을 통엘시함으로써 사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여 

일을 그트λ]고 얀마 이는 해버엿의 견혼을 엠마 자신의 대비 걷혼이랴고 생 

각히피 있기 때문에 생긴 오산이마 한편 엠마기 엘튼파 헤리엿의 중매에 열 

성적인을 얄고 있는 내이틀리는 해리엿과 마틴이 썩 잘 이울리는 상디1라고 

생각히연서， 엠마기 히1리엣으로 히여금 uf턴의 청혼을 거절히게 한 것을 비 

판힌다 나이틀리의 생각q로는 해러엇이 새산이 많지 않고 사회적얀 지위가 

낮시 때둔에 엘튼이 질응1 해리엣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엠마에게 말힌다 

이같은 의건 차이호 인애 엠마와 나이틀리는 시로 다투lil 된마 

엠마는 나이툴리의 이같은 비판에도 볼구하고 엑튼이 해다엇에게 관심이 

았마고 생각한마 엠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엠튼이 자추 엠마를 방문 

함 뿐만 아니라‘ 엠마가 틀려 추는 해이엿의 이야기에 엠튼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디 엠마기 나이틀리와 화~ll한 후 이 틀유 웨스턴 씨 집에서 파티기 

있기로 ￥1 년 같이 기셰 된디 여기서 나이틀리는 엘든이 해리엇에게 판심이 

있다기 보디는 엠마 지신에세 관심이 있음을 귀뜸해 준디 나이틀리기 이렇 

게 생각하는 이유는 엠마가 엘든에거1 잔절하기 때문에 옐든은 이같은 엠마의 

친싣힌 행동음 보고 그디가 옐튼에게 관심이 었다고 생각하여 용기들 얻었 '1 

이1운이라고 말힌다 。1같은 나이틀리의 말에 엠마는 펄씩 뛰면시 나이틀리의 

판단이 잠옷원 것이라고 딴힌다 엠마의 눈에는 엑튼이 우스광스럽고 거만힌 

~l붕로 보인다고 엠마는 나이틀리에게 만한다 

눈 때문에 웨스떠 씨 집에서의 파티가 입찍 파하게 되어 귀가하는 강에 엠 

마는 엘튼과 단 둠이서 같유 마치를 다게 F 마 엘튼은 이것이 놓은 기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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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생각히여 엠마에게 사망 」백을 한디 이에 엠마는 크게 놈과 그에게 실 

망히거1 된다‘ 엠마기 옐든의 애정 고맥을 뿌리치지 옐든은 그내기 이저1껏 그 

를 진절히게 디1 해 왔기 때문에 그녀기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디 

고 닫한다 이같은 경힘을 통해 엠냐는 자신의 。1세까지의 증매 행위가 잘못 

된 것이었음욕 깨닫고 아주 븐 c, 욕김욕 느끼면시 앞 o_보는 십대로 남의 증 

매장이가 되지 않겠다고 경섣힌다 이같은 그녀의 경험은 그녀까 지금까지 

퍼상적으둘만 상황 판단을 애왔음음 보여 주논 아주 좋은 여1 이마 그녀의 이 

같유 피상적인 판단 행위는 톡자가 그녀외 독자 사이에 츄재하는 커다란 괴 

이를 보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산으1 판단 능략을 농이게 하는 게기가 믿다 따 

랴서 톡지-c 지신의 기대 지평을 넓혀능 기회를 갖게 되늠 것이디 

엠마기 절미 결흔히지 않겠디고 선인했음 에도 볼구히고 그녀의 걸흔 상디1 

는 걸놔 두 병으로 압축된디 그 히나는 프랭크 처칠이고 또 디든 히나는 냐 

。1틀리이다 처칠은 엽마에세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인다 이같은 처칠의 관 

심에 엠마 또힌 같은 방석으호 반응힌다 그려내 처질이 엠마에게 보이는 애 

정과 호의는 진정힌 애정에시 내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제인 패어팩스 사이 

에 존재하는 비띨 약휴음 숨기시 위한 수단에 지내지 않음 뿐이다 치션은 

이 소성이 시작되기 친。11 이미 제 ~I과 비밀로 약휴한 사이 ~I 데， 이같은 약휴 

쓴 그를 키워준 지친 씨 내외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틀은 이를 비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엠마늠 이런 사실을 진혀 모르:iL 있으며， 지신과 지칠유 

여이 모로 많유 공통접。1 있디고 생각히고 있디 처칠。1 제인과의 비익 약혼 

을 숨기기 위한 우1 장술의 허냐로 엠마에세 관심이 있는 척히는 것은 처칠이 

정지한 인물이 아념음 드 "1내는 증거이다 

처질의 이같은 부정끼생에 비하여 나이틀리는 정시하고 성실힌 인물이다 

~l-이틀리는 ‘ 성 사하며 사심 없는 동창릭과 관심 "(honest， disint잉 εsted insight 

and conce미， Gillie 146)음 가?l 사란이다 그는 언제냐 공명정대하며 엠마에게 

사섣없이 충고하고， 그녀가 참뭇윷 저지트면 그녀에게 충고하는 서의 유입한 

~l붕이다 이같은 나이퉁이의 ~I묻 됩됩이는 오스딘이 즌갱하던 사뮤엠 존슨 

(Samuel Johnson)의 성격을 모넬로 한 것이라고 길이(Gilliζ)는 주장한마(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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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튼파 히1리잇의 걷혼이 실패로 끝난 후， 댄스 꾀티에서 엘튼이 그녀와 춤추 

기를 공개적으로 거절한다 。1같은 엘는의 행동에 헤리잇은 대단히 상심한다 

。1 린 일이 있은 후 해랴잇은 엽 uf에게 지기는 디른 닌「지를 총아히게 되였디 

고 털어 놓는다 이 말을 늘은 엠마는 해리엿이 좋아하게 된 남자가 프랭크 

처침입 거라고 판딘힌다 그러나 해리엿이 좋아하게 된 남자는 해리엿이 엠 

튼 q로부터 공개적 q로 춤추기들 거부당한 에 그녀와 춤추기들 정힌 나이틀 

리이다 그러나 앵마논 그 님자까 나이플라샤 아난 다른 사람으노 생각한다 

엠마와 해리엿 사이의 마음과 같휴 대회에서 우이는 해이엇이 나이틀라를 어 

떻게 생각하며 또한 그가 어떤 인묻인가를 엿볼 수 었다 

“내 센 전혀 놀링 얀이 아니야， 해려엿 L 분이 내에케 내1문 호의는 네 마음옥 빼 

앗아가기에 충분했겠지 

호의리:11-요↑ 그것은 표현한 커 없음 성도의 친절이었어요↑ 그 둔이 그런 잇진 P 

습으로 비찬히 잉태에 있던 저에 711 다가 오시는 깃음 왔듬 띠1 저의 갇정은 "JJ 각만 

해노 그것온 커다란 앤회였어요1 눈 깜짝할 λ}이이1 일어난 변회였어요 치절깐 플맹 

에서 완전한 행복P 토요1 

“[ am not at all surprised at 、 ou， Ha tT iet. rhe service he rendered you 、‘ as enough 

LO “aηn 、 our heart." 
i 

“ Ser、 1ιel ohl it \VllS such an inζxpressiblε obligation! The v야y reιollection of it, and 

all that 1 felt at the rime, 、이len 1 sa、N him coming his noble look, and my 

씨히이ledne:'>s bernre. Such a change• In one m이nent SL ιh a change! Prom perlèd 

misery to perfect hap끼ness! “ (223) 

이러한 해리엿의 나이틀버에 대한 감정과 그에 대한 묘사를 얽고 독자는 

그 지신이 지남까지 기지고 있던 헤이엇과 엠마와 나이틀랴의 삼각관계를 시 

험해 보는 계기가 된디 해리잇과 엠마는 결f 나이틀러 한 사맘을 서로 사 

당딴 샘이디 두 여인익 이같은 나이틀리에 미한 감정은 이 둠의 디음과 같 

은 디)화에서 잘 드이나는미， 01 둘 사아의 미화는 엠마가 처읍에 걸흔히지 
않겠다는 공언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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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엿은 잔문 앞에 시 있있jl 엠마는 L녀를 보기 위해 몸을 돌런 후 납하게 말 

을시작했다 

니아틀리 씨도 너를 좋아히기 서1 시는지 아넌지 혹시 "1 도 야니 'ì" 

네”라피 해리엣이 견손하기]， l러나 객혀 두라워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했다 ‘ l 

런다고 불 수 있어요 

앵미는 둔길윤 떨구끼는 조용허 앉ι서 몇 문 응안 생각에 장겼다 단지 맺 둔 

간의 센각만으로도 운분히 자산의 마음음 악 수 있있다 힌 벤 의심이 품리자 l 

다음부터늠 급속하게 생각01 발전해 나샀다 그녀는 낀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 왜 011 리엿이 프랭프1약 사당에1 빼진 것과는 다F 게 니이틀리 씨등 좋아히는 

깃이 더 나쁘케 써각되는지) 왜 해랴엇이 나이트린 씨힌에서 사랑의 화답음 민jl 

있는 것 감다는 1김이 자간의 가슴을 찌브며 펙룹'1는지9 회잘치럭 날아느는 생각e 

비로 니이툴리 씨는 지가 달"는 누구헤끼도 길흔한 수 없다는 생각이였다 

자신이 뉘우지고 있는 심정아 마찬가지로 l디익 과서익 행동들이 하냐 하나 띠 

올랐다 얼마나 부적절하게 행놓해 았는가1 얼마나 생각없이 여|의벅첼없이 플함피하 

끼 누성히거l 행능해 컸는가↑ 아무것도 9_.?먼서 맹」(4 。로 지긍끼지 달려온 등 히 

였다 이언 센각을 하q 겁이 났다 자신이 힌 행동틀은 세성에서 가장 나쁜 짓이라 

는 느낌이 ， 1 자기 듬었다 

Harriet "yas standing al 이le of the windo‘NS. Emma turned round 10 1αJk at her in 

C이l:'-kmaL ioll. at띠 haSlilv sai이 
i 

‘ Have you any idea of Mr. Knightley's returning yOUT (J flection?" 

Yes ," replied Harriet modestly‘ but not fealfullv: "1 Illust sa、 thm 1 have." 

L::mma's eyes wefe insιmtly 、NiLh띠rawn; an이 에e sat silent샤 m삐삐ng， in a lìxed 

aηitudε tüπ a f'e\v minutes. A thv minutes \-vere sufticient for making her acquainted 

씨th her 。‘.vn heart. ^ mind like hers. 이lce opening to SUSpκion. made rapid progress 

She touched -she adrniUed -she acknowledged lhe whnle lrulh ‘,Vhv was it w lt\ uch ~ ‘ 
、.Yorsε th (1t Harriet should be in love with Mr. Knightley , th311 ‘.yith Frank ChUlιhill? 

\Vhy “ as the evil so ‘.Ireadfu l1v increasζd by H“rriet's having some hope of a rdum? Jt 

dark서 through her, with the spèed 01' an arro、、 that I'vI r. Knightley mu:'>t marry 110 l)ne 

bul hèrsε111 

Her 0씨1 conduci‘ as well as her 0씨1 heart 、、이s before her in the same fe、‘ minlltes 

She saw it all 、‘ ith a ιlearness 、이lich had never bl‘”‘ ed her before. I!이ι improperly 

had shε been acLing by Harriet! How incon :;， idε aLε how indelicatζ how irral ional, how 

unfeeling had been her conduct! 、에at blindness 、'V hat mμ.Iness， had led her on! Jt strllck 

her with dre，씨ful force , and she “ias ready to give it eveγ bad namε in thε \yorld.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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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엠마는 자신이 해리엇을 대신해서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 

신이 나이틀리와 결혼해야 할 유일한 얀물임을 직감한디. 그녀기 결혼히지 

않기로 공언한 것이 그녀의 무지(blindness)와 경힘 부족에 근거한 경거 망동 

이었다면， 엠마는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낸 후에야 비로소 나이틀리를 어느 다 

른 여자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설을 느낀다. 나이틀라는 엠마에게 홀륭 

한 남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없이는 삶의 의욕까지도 느끼지 못하라라는 것을 

그녀는 가슴 속에 느끼게 된다.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공언이 대단히 공허 

하게 들렸다면， 그녀가 나이틀리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우 

리를 안심시킨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 지평을 

수정해 왔을뿐만 아니라，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를 수정하고 보 

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미숙한 상태에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미혼 

으로 살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의 기대 지평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근거가 됐 

다. 그 뒤로 많은 우여 곡절， 반전， 그리고 역전을 거친 후 우리는 엠마의 행 

동을 되돌아 보면서 이같은 우리 기대 지평의 능동적인 수정과 변경이 바로 

오스틴의 글쓰기 전략이 독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읽기 방법임을 알게 된다. 

그녀의 글쓰기 전략은 단지 수통적인 텍스트 소비자로 머물게 하기보다는 그 

녀의 소섣 텍스트와 능통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독자인 우리도 또 

다른 텍스트 생산자가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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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n 

Jane Austen's Writing Strategy in Emma 

Chong-Ho Lee 

Jane Austen has been considered to be a very skillful novelist in spite of the 

fact that her novels are mainly concemed about one theme: courtship process. 

This seems to have been a great enigma to many critics. When we examine her 

writing strategy in Emma, we come to realize how complicated her writing 

strategy is. Even though she deals with a very simple theme of courtship in this 

novel, she pushes the reader always on the edge, forcing her to readjust her 

horizon of expectations. This is the secret of Austen’s wntmg. 

Emma starts out looking for a husband for Harriet, but she herself ends up 

getting married to Nightley. Emma at first publicly announces that she would 

never marry, but at the end of the novel she realizes that Nightley is just the 

man for hersel f, not Harriet. The reader, therefore, has to a에ust her horizon of 

expectations to realize what has been going on in her mind. In Austen’s novels 

seemingly trivial hints all add up on which the reader bases her own decis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reader of Auten's novels always has to be alert to the 

most trivial-looking hints dropped along the way. She has to constantly adjust her 

horizon of expec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