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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ore things in heaven and earth, Horatio‘ 
Than are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짧'amlet 

Thε Princi짧I!ö of 당S엇chology， Pragmatism , Var’ieties of 

여 러 해 전 어 느 날 때assachusetts州 Car뾰&뼈짧의 

칙 근에 펼 자는 때Tilliam James의 

Rel~활IJUS EXþerience 등의 主著를 

우뚝 솟은 백 색 의 20층 뱉 덩 ￦illiam James 圓a11의 cafeteria어1 책 연 Harvard 대 학 구내 에 

철학같 

이 썼다는 말이었다， 과연 그 비유가 옳았다고 여껴진 것이다. William의 저술은 그자 대 

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소설처렴 비교적 평야하게 읽혀지는 반변 

에， 동생 James의 작품-특히 그의 후기 소설은 통념적얀 철학 책만큼이나 읽기 어렵고 의 

/←젤을 Henry는· William은 철핵-을 소설같이 썼고， ;z. 
""1, 뭇 엿들은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양자의 저작을 비교 고찰해 보면 그 채치있는 벼유 

않고， 철핵사상변에서의 형제적안 연계성을 시사 

미가 꽤나 모호하기 때운이다e 

James의 작품 

그치지 

하는 말이기도 함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g 그 연계성을 논증함무로써 묘e뼈ry 

의 주제에 새로운 조명을 가해 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흡적이다. 

는 文體上외 치-이를 두고 한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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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형제가 한 칩에재 자라난 상황과 그들이 받은 특수한 교육과 성년이 된 

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걸을 결어가면서도 평생토콕 깊은 우애와 知的인 

해 나간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Leon 묘뼈el의 방대하고 통찰력 있는 전거와 

껄~!mee 양、'he GraUen의 표lartley 잉。 The James Faη2싫.y， Mauhiessen의 명 저 F. O. 서한집， 

앞서 그쉴 

그 요습을 도러낸다， 그 

그가 자식들에게 빼푼 휴 

명考와 경력에 결쟁적인 역 

lrela!l생에 서 신세 계 에 야 pJ 해 

한결같이 이들 형제에 

에 게 심 대 한 영 향을 미 친 부친 묘enry J ames Senior가 두도려 지 게 

는 미국 동부에서 손팝히는 딩대왜 종교철학가요， 저술가였 ö 벼 

수한 교육용 그가 보여준 창의성의 본보가와 더불어 자식물외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국외 쭉럽 캠후에 

그 전기틀을 보-띤 James 등에 소상히 설맹되어 있는 바9 

할쓸 했다파 해도 

* 이 논문용 1983년도 운교부 학술염구증성비에 외하역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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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Henry James Sr.의 부친 William James Sr.는 청교주의블 신봉한 대사업가였다。 거의 

맨주먹 o 로 시작하여 自力으로 巨富블 축적하였고， New York州 Albany이1 정착한 그는 장 

로교 교회에 헌신하고， Erie운하 건설을 추진시키는 등 公益事業에도 한 몫 들어 덕망높은 

지방유지가 되어 이른바 ‘American Dream' 을 실현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칩안 일에는 시1 심한 배려를 못했￡나 매일 한 번씩 가족과 함께 기도회를 갖는 일만 

은 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 나 집 안의 자유 분위 기 는 표면뿐이 었다. 그리 고 종교와 도덕 

의 일치블 표방한 그는 두 부인을 여의 었고， 세째 부인의 네째 아들이 었던 Henry가 열 세 

살때 한쪽 다려에 火傷을 입어 절단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난도 겪어야 했다. 

Henry (James Sr.)는 일찍부터 부친이 강요하는 청교도적인 계율에 반발해 오다가 그 엄 

청난 재난부로 없席하게 되자， 자기가 神의 벨을 받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고，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무서운 神의 눈초리플 의식하고 고민했으며， 좀더 자비로운 神을 갈 

구했다。 보행 부자유 탓도 있었겠지만 그는 내성적， 종교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그러 

나 종쿄 문제에 관한 한， 끝내 청교도적인 부천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WJ Sr. (이하 William James는 WJ, Henry James는 HJ로 略記하기도 함)는 3백만 달려 

나 되는 막대한 재산을 12자녀에게 분배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업가었던 부친과는 정반대 

로 HJ Sr.는 사업에는 취미가 없었고， 부친의 유산으로 가족을 이끌고 여행하기를 즐겼고， 

자녀들을 학교 대신 가정교사를 두거나 私혈에 보내어 교육시키고p 形而上學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직업없이 살았다@ 후년에 둘째 아들 묘enry가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그의 천구들에 

게 우어 라고 대 답해 야 하는가고 물었을 때 , 묘J Sr.는 “Say 1’m a philosopher, say 1’ma 

seeker for truth, say 1’m a lover of my kind, say I'm an author of books if you like; or 

best of al1, just say I’m a student."l)라고 대 탑했다고 한다. 이는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절대성보다는 유연성을 택하고 특히 영원한 ‘student’로 自任하고 끝없이 배우면서 reality 

를 추구하려고 한 그의 사람 됨됨을 단적우후 나타내는 말로 주목할만 하다. 자식들이 그 

같은 특성 을 이 어 받았기 때 문이 다. HJ Sr.는 神學을 연구하기 위 하여 Princeton장로교 신 

학교에 들아갔 o 나 교회의 형식적인 慶式과 성직자의 세속적인 직엽 의식에 환멸을 느껴 

정통적인 εalvinism의 敎義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2년만에 자퇴하였다. 그후 그는 

영국과 Irela뼈를 여행했고， 귀국해서 신학교의 동급생 이 었던 Mary Walsh와 결혼하여 New 

York市에 정착했다. 1842년에 그들 사이에 William (WJ Jr.) 가 태어났고? 이듬해에 Henry 

(HJ Jr.) 가 태 어 났다. 형 은 이 민해 온 조부 William James의 이 름을 았고， 동생 음 부친의 

이 름을 왔기 때 문에 혼동할세 라 각기 Senior 또는 Junior라는 꼬리 를 붙었는데 이 같은 이 름 

의 계승에 대해서 Edel 교수는 ‘James Dynasty’블 연상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이 가문은 

知뾰A의 ‘王횡~’ 라고 부플만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1) Leon Edel, Henry James: The Untried Years (New York: ].B. Lippincott Co. , 1953)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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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J ames Sr.는 Emerson이 王唱한 초월주의 (τranscendentalism)에 전적￡로 가담하 

지는 않았으나 당대의 미국의 知뾰을 주름잡던 8년 연상인 그와 찬교를 맺었다。 그리고 그 

를 통해 Margaret Fuller , ￦illiam Ellery Channing, Bronson Alcott, Thoreau 퉁 다른 초 

월주의 자블과도 사귀 었고， Hawthorne, Longfellow와도 자주 만났다. 후년에 HJ Jr.는 그가 

어렸을 때 그들의 칩을 찾아온 Emerson이 그를 귀여워해 주곤 하던 것과 그 哲A의 ~the 

5weetness of the voice and the finish of the speech"2) 를 상커 하커 도 했 다. 

Emerson의 소개로 영국에서 사귀게 된 Carlyle처럼， 또 대부분의 초월주의자가 그려했듯 

이 묘J Sr.는 Swedenborg 신비철학에 섣취했으며， 성경을 신비적 。 상정척으로 해석했다， 

그는 장로교 정통파였떤 WJ Sr。와 종교관을 달리했으나 그래도 종교와 도덕의 일치블 주장 

하는데 있어서는 선천과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그는 사회사상가 。 사회개혁가 Q 노예제도 

폐지론자이기도 했다@ 그러한 사회개량주의 (ameliorism)는 후년 그의 맏아들이 표방한 것아 

기도했다. 

1844년 봄 영국의 힘l1indsor 가까이에 체재하고 있을 해 3 뾰J Sr。는 그의 정신생활에 획기 

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건을 겪었다。 그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일순간 악귀의 엄습을 

받아 기절했던 것이다。 그 신비로운 체험 이후 2년간 그는 항상 그로 언해 심적인 불안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하나의 채달음에 이르렀다g 그것은 그에게 惡의 實在와 그것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惡이란 한마디로 자껴 본위의 정신이라는 것이 

다‘τhe curse of mankind, that which keeps our manhood 80 little and 50 depravecl is 

its sense of selfhood, and the absurd abominable opiniona:tiveness it engenclers얀’ 3) 임 을 깨 

달았다고 그는 기 록하고 있다。 

자신은 Calvinist가 아니 었는데도 철저한 Calvinist었던 Carlyle과 평생로록 親交를 지속시 

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Carlyle의 自然顆에 공명하고φ 惡의 實在에 대해 그와 의견을 같이 

했던 째문이 었던 것오로 보인다. Carlyle은 1843년 Emerson에게 보낸 펀지에서 Henry James 

S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人物評을 하였다@ 

James is a very good fellow, better and better as we see him more. Something shy and skittish 
in the main; but a brave heart intrinsically, with sound, earnest sense, with plenty of insight, and 
even humor.4) 

그의 ‘shy’한 면은 특히 둘째 아들 Henry가， ‘skittish’한 먼은 장남 William이 이어받았 

￡며， 도덕의식과 통찰력 등 나머지 속성은 형제가 똑같이 물려받은 것으로 여겨져 그 부 

분만 가지고는 부전자전의 사례가 된다고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천을 닮은 두 아들 

2) Ibid. , p.89. 
3) C. 묘artley Gratten, The Three Jameses (New York: The Gotham Library, 1962) , p.49。
4) Ibid. ,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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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속성 은 창의 성 과 ‘pragmatic’ 한 정 신이 었다。 사실 상 창의 성 과 pragmatism은 상 

호보완관계에 있어 한쪽만 가지고는 존립할 수 없다. 

HJ Sr.의 사상을 부각시 켜 주는 듯한 제 목을 가진 l뼈orality a~뼈 εhristiαnity (1850) , 1’he 

Nature of Evil (1855) , The Secret of Swedenboγg (1869) , Society-the Redeemed Foγm of 

Man (1879) 외 많은 저서는 그 어느 것도 기존의 철학 종교 사상을 액면대로 받아들인 것 

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재음미하고， 재구성하는 장의성을 발휘한 것들이다. 그의 종교관 

만 하더라도 그는 그가 속했던 장로교의 觀義롤 수정하여 죄지음 인간에게 지옥의 벌을 주 

려고 노래고 있는 神이 아녀라， ‘Divine Love’혹서의 神을 믿었다。 그는 신비에 대한 깊은 

의식은 있어도 신비온자는 아니었고， 이블테면 청신적인 경험흔자 (spiritual empiricist) 였다. 

그래 샤 그는 계 시 (Revelation) 보다는 사실 (Facts) 을 더 중요시 하여 과학자적 인 정 근법 을 보 

여주었다。 그것은 후년에 뼈TJ가 師事한 Charles Sanders 맏elfce의 주장이 71 도 했다 Peirce 

는 “없le question of its [reasoning’ sJ validity is purely one of fact and not of its think

뼈g."5) 이라고 했다。 사설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뜻도 된다. HJ는 후 

년에 부친의 가정 교육을 회 고하떤서 HJ Sr.가 그들 생 -할 주변의 ‘facts ’ 에 일갱 한 판단의 

기준을 주는 일이 없었고， 자녀들로 하여금 매사에 주위플 기울이고 그 ‘process’에 의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했고， 삶과 경험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가르쳤다고 했다@ 

He felt himself forced, he reasoned much later, to pay attention to everything and by this process 

could seek to bring order and reason and common sense out of the world’s chaos. The senior 

Henry gave him, he felt, no sense of values save to realize the value of all life and all experi

ence. 6) 

묘J Sr。는 위 의 목적 을 달성 하기 위 해 서 자녀 들이 ‘s pon tanei ty' 를 행 사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고， 궁극적 ù 로는 그들이 올바료고 착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했다. 

1 desire my child to become an upright man, a man in whom goodness shall be induced not by 

mercenary motives as brute goodness is induced, but by love for it or a sympathetic delight in it. 

And inasmuch as 1 know that this character or disposition cannot be forcibly imposed upon him, 

but must be freely assumed, 1 surround him as far as possible with an atmosphere of freedom. 7) 

그러한 자유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는 자녀들을 국민학교에 보내는 대신 가정교 

사를 두고 집안에서 가르치고， 가족끼리 자유로이 토론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로 유럽에서 

보낸 그플의 중등교육도 그런 방식을 계속하면서 정규학교 아난 私흉한에서 규칙에 얽매이지 

5) Max H. Fisch (ed.) , Classic Americaη Philosophers, Chapter 1, Charles Sanders Peirc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 1951), p.57. 

6) Ede!, Henry James: The Untried Years, p. 116. 
7) F. O. MaUhiessen, The James Family (New York: Alfred A. Knopf, 1947) , p.70. 



않고 배우케 했다. 1855년 가족을 이 끌고 援歐하여 1960년까지 영 국3 

일 등지에 전전하며 자녀들록 하여금 舊世界의 文化를 체험하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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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랑스， 스위스， 독 

그들이 프랑스어， 독 

일어를 배우고，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나은 감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 

다.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기대할 수 없는 다양한 감각적 。 심미적 。 종교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험 외에 그처렴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 

유를 누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장차 WJ Jr.가 그의 철학으로 체계화했고 묘J Jr。가 그의 소 

구현한 Pragmatism의 바탕을 충분히 터득할 수 있었음을 의며한다. HJ Jr.가 그의 소 

즐겨 그런 세계는 바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의 유명한 國際主題도 그 

려한 경험없이는 물론 불가능했을 것이다。 Edel 교수는 소년 HJ의 유럽에서의 경험이 그의 

설에 

설에 

작품 세계를 특정젓게 한 하나의 모멘트가 되었음을 꽤나 회화적으로， 

목으로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 

High on the road into Switzerland that day Henry James seízed the romance and the ruin of Eu

rope, the contradictions of old and new, the symbols human and material of the old feudal order. 

He had seen a peasant woman with her ‘forehead in the soil.' A vivid slice of life, a whole world 

of history, floated in through the window of the travelling-carriage. Past and present, the old 

。rder and the new-the Old W or뼈 and the New-this was to be the heart of Henry James’s haH

century of creation.8) 

자녀들에게 직접 간컵&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 HJ Sr.의 자유 정신과 창조적인 m1生은 

평생 변한 적이 없었다. 1850년 말기에 ￦J Jr.가 화가가 되기를 원했고， HJ Jr。가 작가블 

지망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둘 다 불만스럽게 생각했었다. 그는 예술이란 그것을 생업￡로 

삼기엔 펀협한 것￡로 보고 그들이 과학이나 종교를 통해 기본적인 진리를 탐구하기를 바 

랐던 것 이 다。 그러 나 그의 자유주의 적 이 고 pragmatic한 청 신은 자식 들이 스스로 택 하는 걸 

을 막지 않았고， 또 그것을 神意로 돌렴오로써 체념하는 낙천성까지 보여주었다。 “ Whatever 

befaHs my dear boys in this world , they and you and 1 are all alike, and after all, abso-

lute creatures of God, vivified every moment by an infallible wisdom and an irreproachable 

tenderness .... "9) 

그러나 후년에 그의 

하여 Harvard 대 학에 서 

맏아들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감안하여 회화를 버리고 과학을 택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치다가 다시 심리학A로 돌아 저명한 심리 

둘째 아들은 미국이 작가생활을 할만한 風土가 못된다는 이유로 프랑스 학 교수가 되었고， 

로 가서 Paris에서 훤laubert와 τurgenev 등과 交遊하면서， 그곳 문단에서 立身하려고 했요 

나 곧 그곳의 자연주의 작가들의 사상이 너 우 ‘mordant’ 하고， 소견이 너 무 ‘narrow’ 한 것 

8) The Untried Years, p. 122. 
9) The Untried Years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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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의 비위에 맞지 않아 10) 1876년에 도덕의식이 보다 건실한 영국오후 건너가서 뿐리을 

내 리 고， The Portrait of a La찌l에 이 르는 좋은 작품들을 속속 내 어 작가로서 의 발판을 굳 

혔다。 이렇게 자식들이 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나가는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떤 

서 HJ Sr。는 1882년에 그의 처 를 뒤 따라 세 상을 떠 났다. 그의 임 종시 에 딸 Alice가 그에 게 

그의 장례 식 을 주관하게 될 목사가 규3解에 서 그에 대 해 무어 라고 말해 주기 를 바라는가고 

물었을 때 , 그가 “Here lies a man who has thought all his life that the ceremonies attend

ing birth, marriage, and death were all damned nonsense!" J1)라고 하라고 대 탑한 것은 인 

습적인 것을 지양하고， reality를 추구한 그의 한평생의 마지막 말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는 항상 인숨적연 것， 권위주의적인 것， 觀成의 것에 맹종하지 않고， 그 자신의 

直顆과 쩌]뾰에 악하여 새롭게 선택하고 채음미하고 채구성하는 독창적인 정신을 발휘하였 

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두 아플이 이어 받응 pragmatism의 기본청신이었던 것이다。 

18581건에 WJ J1".와 HJ Jr.는 유럽에서 귀국하여 Newport로 돌아왔다. 그것은 그들의 부 

친이 ￦J Jr.가 이곳에 사는 유명한 화가 ￦illiam Hunt에 師事하여 본격적인 그림 공부블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Mauhiessen교수는 이때의 사정을 기술함에 있어 묘J Sr.의 

임기응변하는 pragmatist다운 처사와， 묘J Jr.7]- 부친과는 달리 舊世界를 택하여 자신의 취 

향에 따라 독자적안 노선을 취하게 될 정초를 극적으로 요사하고 있다。 이 글 속의 인용부 

분은 HJ Jr.의 Notes 01 α 80n and Brother에 서 따온 것 이 다， 

With all the studios of Europe to choose from , they returned to Newport 80 rhat WJ could study 

with Hunt. Perhaps a contributing factor was that their father, as HJ put it, “had gradually ceased 

to ‘like’ Europe." His isoìation there was absolute, with no audience whatever for his writing. 

And even though the air of his native land, as HJ a180 noted, was “no brisk conductor at any 

time of his remarkable γoice，" still he preferred to live “ rather in the thin wilderness than in the 

thick." For HJ, to whom the ‘thickness’ of Europe was an ever increasing excitement, the neces

sity to leave was desolating. 12) 

그러나 만년 동안 묘unt의 화실에서 열심히 시도해 본 뒤에 WJ는 회화블 포기했다。 일유 

화가가 될만한 재능이 없는 것을 실험을 통해 깨달았가 때문이다‘ The 정:Jrinc썽les of Psy

chology에 서 그는 “ I am myseH a good draughtsman, and have a very lively interest in 

pictures, statues, architecture and decoration, and a keen sensibility to artistic effect. But 

I am an extremely poor visualizer, and myself often unable to reproduce in my mind’s 

eye pictures which 1 have most carefully examined." 13)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최소한 미술가 

10) F. W. Dupee, Henry James (New York: William Morrow & Co. Inc. , 1974) , pp.77"'78. 
11) The Three Jameses, p.107。

12) The Jmηes Family, p.94. 
13) William James, The Principles 0/ Psychology Vol. n. (New York: Dover Pub1ications, Inc. , 

1950)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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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마안만은 다분히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갖지 옷했다는 ‘visualiza tion’ 

의 능력윤 바로 HJ의 소유물이었고， 그것음 그의 사실주의 작품에 충분히 발휘되어 있다。 

WJ는 화가가 되 는 것을 포기 하고 1861년에 묘arvard 대 학의 Lawrence Scientífic School에 

들어갔다. 그러나 과학자가 되고， 심리학자 。 철학자가 된 후에도 그는 미술가 o 예술가의 

안목을 계속 과시했으며， 그것은 그의 서숭이 감각적인 세부적 서술과 문체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섬에 반명되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조예도 상당히 깊었고， 특히 HJ의 작품에 향 

상 兄다운 충고를 곁들안 의견을 피력하곤 했었다。 

묘X는 WJ가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자신도 형을 모방하여 스케치블 해보카도 했 

으나 이 기 간에 그의 適性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일깨워준 친구와 사귀게 되 었다。 그 사람은 

후년에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된 John La 망arge였다. La 함arge는 그에게 권해서 없erimée 

의 Lα Vénus d’Ille을 英譯케 하고， Balzac의 작품들을 읽도록 쉰했다e 이것이 많X가 작가 

를 지 망하게 된 계 기 가 되 었다. Edel교수에 의 하면 묘X가 작가 지 망자로재 La Farge어1 진 

빚은 ‘영향’ 정도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6눈’도 그 화가블 본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14) 사 

실상 “멈le Art of Fictionn에서 HJ는 소설가와 화가가 형제 예술가엄을 강조하고， 양자는 

서로 겨루어 ‘ the air of reality’를 그려내려고 시도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또한 그는 양자 

모두 많은 자료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며 창작과정에서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남의 지 

시 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행 사해 야 한다고l 주장함￡로써 소설 가나 화가의 작품활동은 

모름지기 pragmatism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He has to take a great many in order to select a few, he has to work them up as he can, and 

even the guides and philosophers who might have most to say to him must leave him alone when 

it comes to the application of precepts, as we leave the painter in communion with his palette. 15) 

HJ7} pr:agmatism의 사상을 소설 내 용에 담는데 앞사 작가 경 력 과 더 불어 창작과정 에 셔 

소재선택과 문체와 가교면에서의 부단한 실험을 통해서 pragm:atise했다면 WJ는 pragmatism 

을 철 학으로 체 계 화함에 앞서 경 력 상의 많은 시 행 착오를 통해 pragmatise했다고 할 수 있 

다。 왜냐면 그는 과학과 미술을 동시에 해보다가 과학을 포기하고 예술에 전념하다가 화가 

로서의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깨닫자 그것을 단념하고 다시 과학(해부학 e 생리학)으로 몰 

아갔다가 이번엔 새로이 그의 흥미블 끄는 짐리학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 분야에 투신하여 

신경째를 개발하기까지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reality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껴， 다시금 

방향을 몰려 마침내 철학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천성이 매사에 'active' 하고， 思、考를 민캡 

하게 했으며， 신경질적이고 사교성이 있고 'the will to change’가 장하고 변하는 상황촉에 

14) The Untried Years, p.166。

15) James E. Miller, Theory 0/ Fiction: I-lenry James (ε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2),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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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질적인 것을 추출해 내는 재능이 뛰어났었다. 

한편 HJ는 어릴 때부터 형과는 대조적으로 ‘passive’ 하고 형 에 추종하고 (주으 λJ 푸。1 
T 닝'C 'd -P -I 

었다. 게다가 1862년에 그가 허리에 입은 불가사의한 상처로 인해 그의 동생들이나 다른 

젊은이들처럼 남북전쟁에도 나갈 수 없어서 열등감마저 조장되었었다. 그가 끝내 결혼하지 

않은 것은 그의 젊은시철의 애인이었던 Minny Temple의 天折에서 받은 追暴의 정 때문이 

라는 說도 있지만， 겉으로는 멜쩡한 그 허리의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說이 더 유력하다. 

어쨌든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활동척이기 보다는 觀照的이고， 물질주의적 e 관능적이기 보 

다는 정신적 。 심미적인 가지에 치중케 하였다， 따라서 형과는 달리 그에게 있어서의 prag-

matism은 창작생 활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묘J는 그의 초@중기 대표작 

인 The Portrait 01 a Lady의 서 문에 서 “The house of fiction has in short not one window, 

but a million-a number of possible windows not to be reckoned, rather; every one of 

which has been pierced, or is still pierceable, in its vast front , by the need of the indivi

dual vision and by the pressure of the individual wil1"16) 이 라고 말함으로써 작가의 관점 

에 따라 소설의 주제와 作法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 

운데서 소설가는 절대로 자유로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를 부연하듯이 그는 “ The Art of 

Mr. Besant가 좋은 소설의 전제조건을 제 시 Fiction"에서 당대의 유명한 소설가 。 비평가인 

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He CMr. BesantJ seems to me' to mistake in attempting to say 80 definitely beforehand what 80rt 

of an affair the good novel will be.... Certain traditions on the subject, applied a priori, have 

already had much to answer for, and ... the good health of an art which undertakes so immedi

ately to reproduce life must demand that it be perfectly free. It lives upon exercise, and the very 

meaning of exercise is freedom. 17) 

소설가에게 머리 창작상의 유의사항을 지시하여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작 

가가 자신의 역량-상상력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규제하는 처사이다. 소설 창 

작을 회화에 Bl 교한 HJ는 그의 단편 “ The Real Thing"에서 이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십분 말휘할 수 없는 모델을 앉혀 놓고 그리려 했 

오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서 다른 모텔로 대치하고 나서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話者인 

이 화가는 어느 장지의 삽화 청닥을 받고 퇴역장교 부부의 그림을 그려야 했다. 모텔을 구 

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Monarch소령 부부는 ‘전짜’ 퇴 역 장교 부부여 서 안성 마춤이 라 생 

각되었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을 앉혀 놓고 그려 보니 模寫에 그치기 일쑤이고， 화가 자신 

16) Henry James, The Art 0/ the Noψe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 p.46. 
17) “The Art of Fiction," Morton Dauwen Zabel Ced.) , The Portable Henry James (New York: 

Penguin Books, 1977) ,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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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그럼에 담을 수 없었다。 게다가 모델 자신도 너무 ‘stiff’하고 유연 

성이 없어서 아무리 되풀이해 그려도 쓸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그 ‘진짜’ 

들 대신 두 직업적인 모델을 앉혀 놓고 자신의 심미안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렸더니 잡지사 

를 만속시 킬 만한 좋은 그림 이 나왔다。 화자는 “ in the deceptive atmosphere of art even 

the highest respectability rnay fail of being plastic. "18) 임 을 새 삼스레 깨 닫는다。 예 술세 계 

에 서 는 ‘respectability’ 보다는 ‘plasticity’ 가 더 중요한 것 이 며 , ‘respectability’ 가 이 소설 

에서 ‘Monarch' 라는 姓에서 상징되는 것 같은 권위주의에서 파생한 것이라면， ‘plasticity’ 

는 pragmatism의 罷兒인 것이다。 

묘X가 “τhe Art of 함iction"에 서 ‘exerClse’ 와 ‘freedom ’ 을 생 명 처 럼 중요시 한 것은 곧 

'plasticity’를 전제로 하고 한 말이다. 소설 창작에서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 

은 단 한가지-재미있어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HJ는 주장했다。 그리고 재미있게 쓰는 방 

법은 작가가 얀생에서 받는 언장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자 

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접펄 (execution) 과정에서는 별의별 시행착오를 하 

게 된다고 하여 창작과정이 곧 pragrnatism의 실천엄을 시사하고 있다. 

The execution belongs to the author alone; it is what is most personal to him, and we measure 

by that. 였le advantage, the luxury, as well as the tormen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novelist, 

is that there is '110 limit to his possible experiments, effor찌 discoveries, successes. 19) 

(이탤릭體-필자) 

그러한 실험과 노력과 발견은 그 자신의 Notebooks나 The New Y ork Edition을 위해 각 

작품에 붙인 서 문들에 풍부히 例示되 어 왔다. 그 한 예 로서 그의 Notebooks어1 그가 1881년 

에 劇作에 손을 대어보고 싶다면서 쓴 대목에 “ My mind 18 full of plans, of ambitions; 

they cro￦d u양on me [ ... J After long years of waiting, of obstruction, 1 fÌnd myself 

able to put into execution the most cherished of all rny projects-that of beginning to 

work for the stage. "20)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기대에 부풀어서 시도한 이 ‘project’는 

피치못할 이유혹 결국 큰 실패로 돌아가긴 했어도 이 試行錯誤를 거친 그가 다시 소설로 

돌아갔을 때 劇作의 실험 에 서 터 득한 기 법 을 소설에 응용하여 The A없Ik었lard 얘ge를 거 의 

전부 대 화체 로 쓰기 도 하고， 그의 후기 작품에 이 른바 ‘ tell’ 하지 않고， ‘show’ 하는 dramatic 

meth뼈 또는 indirect method블 대폭 도입하여 크게 성공했던 것이다. Percy Lubbock가 그 

의 The Craft of Fiction에 서 HJ의 그 수법 을 小說史上 획 기 적 공로로 대 서 특펼한 것은 周

18) Clifton 합adiman (ed.) , The Short Stories 0/ Henry Jame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45) , p.213. 

19) “The Art of Fiction," p.395. 
20) F. O. Matthiessen & Kenneth B. Murdock (eds.) , The Notebooks 0/ Henry Ja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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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1897"'1901년에 'Technical Exercises' 라는 章은 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자 속의 

된 What Maisie K:ηew， The 1뼈，kward Age, The Sacred Fount 등에 언급하여 HJ의 기 교가 

그 오랜 창작의 질천과 개발을 거쳐 한계점까지 말고 나갔다고 쓰고 있다@ 

The novels of this period, taken as a whole, give the impression of being, to a considerable 

extent, technical exercises .... These books, wrÍtten at the height of the author’ s self-consciousness, 

are rather expeγiments with a method [ ... J he impresses one as taken up with his technique almost 

more than with his subject. 21l 

그러나 그는 기교에서 뿐만 아니라 불론 주재에 있어서도 巨E다운 허다한 싣힘을 했다. 

HJ의 경우 그7]-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주제의 새로운 그야 어떤 작가나 작품마다 

ThePγin-주제 외 에 도 이 를테 면 The Bostonians외- 같은 사회 소셜 , 長技로 하는 국제상황의 

The Turn 01 the Screw같은 유령소설， 남녀가 서로의 精cess Casaη2assima 같은 정 치 소설 ? 

The Sacred Fouηt 같은 소설 은 그의 주제 상의 실험 이 유난히 다 

The Boston없ns의 주제 와 그 작품을 쓰려 는 

氣를 빨아 먹는다는 내용의 

양했음을 보여 준다. Notebooks에 서 그는그의 

그이지만 당시에 New England에서 벨어지고 있는 영국에 살고 있는 동겨에 대해서 비록 

異또 여성들끼리의 동성애? λι -::7 /ζ1 어「 
"':---L:- 'st. λλ ‘-, 한 미국적인 소설을 한 篇女權運動을 소재로 

뾰에 대한 캄정의 쇠퇴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이 새로운 시도 

는 그의 작가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The subject is strong and good, with a large rich interst. The relation of the two girls should be 

a study of one of those friendships between women which are 80 common in New England. The 

￦hole thing as local, a8 American, as possible, and as full of Boston: an attempt to show that 1 caη 

￦rite an American story . '" At any rate, the subject is very national, very typical. I wished t。

write a very American tale, a tale very characteristic of our social conditions, and I asked myself 

what was the most salient and peculiar point in our social life. The answer ￦as: the situation of 

women, the decline of the sentiment of sex, the agitation on their behalf.221 

방대 한 @‘'he Portrait 01 a La짜l에 서 

않을 갱도로 육체적인 사랑의 묘사는 하 

있지만， 

하지 

주제로하고 

밖에 나오거1 

HJ는 어느 작품에서나 사랑을 

도 끝머 리 에 키 스 장면을 한 번 

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접적 흑은 상칭적인 暗示에 그치는 것이 常例였으나， 말기 작품 The 

원색적인 묘 오랜 독자가 깜짝 놓딸만큼 Golden Bowl에 서 는 마침 내 그 禁료를 깨 고 그의 

21) Joseph Warren Beach, The Method 0/ Henry ‘James CPhiladelphia: Albert Saifer Publisher, 
1954) , p.237. 

22) The Notebooks,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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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했다g 老境에 이르러 비로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육체관계블 신성한 屬式으 

로 받아들인 까닭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것이 묘X로서는 애욕 묘사의 하나의 대담한 실험 

이었음에 틀림없다. 부유한 마국인 Mr. Verber와 그의 딸 Maggie는 영국에 와서 살고있다 

가 각각 Charlotte, Prince와 결흔한다. 그러 나 원래 Prince와 Charlotte는 사랑하는 사이 었 

먼 관계로 결혼 후에도 픔을 타서 밀회한다. 아래의 인용은 그들이 밀회하여 옛정을 나누 

는 한 창면이다。 

“It’s sacred," she breathed back to him. They vowed it, gave it out and took it in, drawn, by 

thejr intensity, more closely together. Then of a sudden, through thís tightened circle, as at the 

issue of a narrow strait into the sea beyond, everything broke up, broke down, gave way, melted 

and mingled. ’rheir lips sought their lips, their pressure their response and their response their 

pressure; with a violence that had sighed itself the next mome;lt to the longest and deepest of 

stillnesses they passionately sealed their pledge. 23) 

Maggie는 남편과 그녀의 친구였떤 많larlotte와의 은밀한 관계를 알이냈다. 그러나 그녀 

는 이 두 결흔을 살리기 위하여 남펀을 용서하는 한펀， 속임수를 써가띤서 없r. Verber와 

그의 젊은 아내 다larloUe를 미국흐로 이주케 한다。 과연 Maggie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 

법을 가려지 않고 일처리를 잘 해나간 전형적인 세속적 pragmatist像이라고도 할 수 있다。 

1861년， Harvard 대 학의 La￦rence Scientific School에 들어 간 햄TJ는 화학을 전공하다가 2 

년 후에 비교해부학 。 생리학과로 轉科하였고， 이듬해에 다시 의학부로 籍을 옮겼는데 이 

대학에서 그는 스위스인 박물학 교수 Jean Louis Rodolph Agassiz에 1년 남짓 師事하였다‘ 

그는 교수를 따라 Brazil에 가서 Amazon江의 魚族을 분류 연구하다가 지 쳐 쏘려 져 없病하 

기 도 했 다. 이 교수는 “A physical fact i5 as sacred as a moral principle. Our own nature 

demands from us this double allegiance."24) 라고 주캉했고， 나아가서 과학과 종교와 도덕의 

화합과 제휴플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WJ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었다. 그로부터 얻은 또 하 

나의 교훈이자 그 자신의 필생의 신초가 된 것은 ‘Re행ect for concrete Facts' 25) 였다。 그것 

은 그가 이 기간에 들은 Charles S. Peirce의 經驗論的인 청학 강의와 더불어 그후 二L 자신 

의 Pragmatism 철학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4년에 그의 가족은 Newport 

에서 묘arvard 대학이 있는 Cambridge로 이사를 왔다。 1862년에 HJ는 그 대학 볍학과에 업 

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1년만에 중퇴하였:나 작가로서의 경력은 착실히 다져가고 있 

었다g 이에 반해 WJ는 아직 그의 직업으로 삼을만한 전공분야를 갖지 옷했다. 요히려 극 

심한 우울증에 걸려 1867"-'68년에는 유럽에 가서 전지 요양을 하기도 했다. 그 기간에 그는 

23) 묘enry James, The Golden Bowl (New York: Dell Publishing Co. , Inc. , 1963), pp.212"'213. 
24) The Three Jameses, p. 116。

25) Ibid. , p. 1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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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생리학을 연구했고， 저명한 생리학자 Helmholtz 교수로부터 생리학과 심리학을 

합동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심리학 연구에 흉미블 갖게 되었다. 그는 1869년에 M. 

D. 자격을 받았으나 개업할 의사는 없었고， 문학과 철학 부문의 독서로 소일했다. 1870년 

4월 어느날 그는 방금 읽은 Renouvier의 Essais 중에 ‘Free Will’의 定義로서 "the sustaining 

of a thought becaμse 1 choose to when 1 might have other thoughts" 라고 한 말에 감명 을 

받고 그의 Notebooks어1 “My first act of free will shall be to believe in free will ... care little 

for speculation; much for the form of my action ... Life shall (be built in) doing and 

suffering and creating" 261 이 라고 썼 다. 의 지 의 자유와 행 동의 필요성 을 절 감했던 것 이 다. 

그리고 행동의 펄요성을 느낀 것은 그가 HJ Sr.처럼 惡의 實在를 인정했고， 그것을 묵과할 

수 없 었 기 때 문 이 었 다. “It (the evilJ is as real as the good, and if it is denied, good 

must be denied tOO. 1t must be accepted and hated, and resisted while there’s breath in 

our bodies .... " 271 라고 말한 WJ의 신념이 그의 철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뼈eliorism 

과 Pluralism의 根底를 이 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72년， WJ는 Harvard 대학에서 解部學과 生理學을 담당하는 전임강사로 임명됨으로써 

그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직업에서 그의 말을 빌리면 “study-

ing, experimenting, reading, reflecting, investigating, instructing, talking and writing"28J 

하는 활기찬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875년부터는 강의과목을 심리학으로 옮겼다. 당 

시의 미국의 철학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Charles Darwin의 진화론적인 물질 

주의에 반대했던 Louis Agassiz교수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배척받았고， 묘erbert Spencer의 

추종자인 John Fiske가 Harvard대 학 철 학 교수로 임 명 된 후로 철 회-도들은 Spencer나 Ernst 

Haekel을 신봉해야만 진보적인 것으로 자처하였다。 이러한 진화론자들의 -‘元論的언 물질 

주의가 활개치는 속에서 이에 대항하여 새로 대두한 과학이 心理學이었던 것이다. WJ는 

섬리학자로서 머국에서 처음으로 명성을 떨쳤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WJ의 심리학 연구가 HJ의 ‘심리’ 소설과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상호 관련성 

이 희박항이 판명되었다。 인간심리에 대한 관삼이 ‘reality’를 파악하려는 이들 형제의 공 

통된 시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쪽이 다른 쪽에 영 향을 주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인간의 의식의 유동적인 성질에 주목하여 John Locke 이래로 의식을 靜的 n 本質的인 것 

￡로 보는 사고방식을 개혁한 WJ는 인간의 의식이란 단편적인 사슬처럼 연결되는 것이 아 

니라， 강이냐 벗물처럼 연속해서 흐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6) The Three Jaηteses， pp. 123rν 124. 

27) Ibid. , p. 125. 
28) Ibid. ,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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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then, does not appear to itself chipped up in bits. Such words as ‘chain’ or ‘train’ 
do not describe it fitly as it presents itself in the first instance. 1t is nothing jointed; it f1ows. A 

‘river’ or a ‘strearn’ are the rnetaphors by which it is rnost naturally described. In ta뼈셔g of it 

hereafter, let us call it the stream of thoμght， of conscioμsness， or subjective life. 29) 

문학기 볍 상의 용어 인 ‘stream of consciousness' 란 말이 여 기 에 서 유래 된다. 한편， HJ가 

심리소설가라고 일결어지는 것은 그가 종래의 작가들과는 달리 주요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 

에 앞서 동기유발(motivation) 을 ‘show’하는 심리 묘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 첫째 두 

드러진 예로서 The Portrait 01 a Lady의 제 42장의 소위 “midnight vigil"에서 여주인공이 

벽난로가에 앉아서 밤을 세워가며 지난날의 회상과 오늘의 처지에 대한 상념에 빠지는 장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생각을 자유 연상 그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논리성 있 

제 정리하여 기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그러했기 때푼에 Robert Humphrey 

의 저 서 Streaηt 01 Consciousness 썽 the Modern 행ovel에 서 도 HJ을 ‘의 식 의 흐름’ 을 구사한 

작가들 속에 넣지 않았다， 표umphrey는 “Stream-of-consciousness nction differs from all 

other psychological nction precisely in that it is concerned with those levels that are more 

inchoate than rational verbalization--those levels on the margin of attention." 30) 이 라고 

규정짓고 있다。 더구나 WJ가 ‘의식의 흐름’論을 제기한 The Principles 01 Psychology가 출 

판된 연대 가 1890년인데 The Portrait 01 a Lady는 1880rν81년에 출판되 었 o 묘로 묘J가 WJ 

의 심리학에 힘입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WJ가 HJ의 작품을 읽고 한트를 얻 

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의식에 대한 

뼈7J의 그러한 과학적인 접근은 그것에 대한 종래의 형식론 내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 

기여함A로써 안간의 사고의 유연성을 펄요로 하는 Pragmatism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WJ의 Pragmatism 철학의 우상타파 정신과 질험주의 청신은 HJ가 시도한 소 

설기법의 획기적인 혁신， 전례없는 심리 묘사의 도업에서도 충분히 말휘되었다. 일찌기 이 

점 에 주목한 비 평 가 Eliseo Vivas는 “ Henryand 뼈rilliam"01 란 그의 글에 서 다음과 같이 논 

하고있다。 

For just as Williarn heads a crucial developrnent in philosophy, initiating strong rnovernents of 

iconoclastic power, and preparing the ground for the advent of the rnuch heralded though, I fear, 

doubtful bounties that our brave new world will bring us, just so Henry. His influence, too, was 

deeply revolutionary. For the radical innovations in literary forrn which are involved in the work of 

writers who carne after hirn, like Mrs. Woolf, Gertrude Stein, Jarnes Joyce, fo l1ow, no doubt, the 

29) John J. McDerrnott Ced‘), The Writings of ￦illiam ιrames (τhe University of εhicago Press, 
1977) , p.33. 

30) Robert Humphrey, Stream of ConscioμS1'lm irt th~ M f,J!jerll Nqr;ç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5, 1958),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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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which he pointed in his own 80 magnificently successful experiments. 31) 

최P說하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펀 뼈TJ는 한 때 그 자신도 매휴되었던 Spencer의 철학을 

어둡고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과감한 脫 Spencer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일찌기 그가 Charles Peirce외 철학 강의에서 들은 바 있는 Spencer 비판을 진전시 

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생리학의 껍질에만 의존할 수도 없었고， 심리학의 圖式에만 

의지할 수도 없어서 1879년에 또 다시 방향을 바꾸어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7년에 사임한 때까지 이따금 중단하는 일은 있었어도 계속 철학강좌를 맡고 있었다. 그 

가 神의 존-재를 부언하지 않은 것응 전통적인 가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Spencer의 독단적 

인 유물흔을 깨기 위해서였다‘ 그는 과학자 출신의 철학가탑케 Spencer의 철학야 구체적인 

뒷받침이 없는 막연한 것이며? 그것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해명하지도 옷한다고 B1 판했다‘ 

한펀， 그는 비 록 자신이 HJ Sr.와 같윤 종교인의 자질은 갖고 있지 못했자 만 종교적 인 성 

향이 있는 도덕가염을 자언하고 있었다。 전술한 것처럼 햄TJ는 惡이 善과 더불어 實在하고 

있는 이상， 惡을 물리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善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사색이나 의도만 

가지고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우묘후 모릅지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No matter how full a reservoir of maxims one may possess, and no matter how good one’s seηti

meηts may be, if one have not taken advantage of every concrete opportunity to act, one’ s char

acter may remain entirely unaffected for the better. With mere good intentions, hell Ís proverbially 

paved. 32) 

그는 또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철학 명제나 믿음이란 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청 

학에 순수이성비판을 도엽한 Kant플 포함한 유럽 대륙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고가 그의 

행동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릇 철학을 논할 때 

에도 그 주요 원칙들이 갖는 이론상의 차이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언가플 확인하는 

것3로부터 시 작해 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즉 “In what facts does it result? What is the 

cash-value in terms of particular experience?"33) 라는 질문에 긍청적인 탑이 나와야 한다늠 

것이다. 한편 영국의 George Berkeley의 이른바 'matter’의 개념도 그것의 실제적얀 가치는 

신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구체적￡로 확인되는가 여부에 있다고 했고， Hume의 ‘Causation’ 

의 개념도 명확한 무엇인가를 찾는 인간의 습성에 가치를 둔 것이며， Dugald Stewart, 

Thomas Brown, James 뼈m， John Mill 등도 모두 결 과를 무시 하고 행 동이 수반되 지 않는 

31) Eliseo Vivas, “Henry and William (Two Notes) ," The Kenyon Review 5 (Autumn, 1943) , pp. 
593"'4. 

32) The Princi야es of Psychology Vol. I , p.125. 
33)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London : Collier-MacMillan Ltd. , 1961),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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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명제란 깊이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근본적오로 유사한 개념을 내도하고 있다고 WJ는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영국 철학자들이 본능적 o 로 인도되고 있는 원칙을 Peirce가 그리스 

에서 벌어온 ‘Pragmatism’이라는 용어로 불렀는데 그것응 WJ 자신의 철학사상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WJ는 용ragmatism: A Ne얹I Name for Some Old ￦ays of Thi빼싫g (1907) 에 서 합리 주의 g 

경험주의와 비교하여 Pragmatism의 특징음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시 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이을테면 종교 눈제에서도 神을 믿음오로써 실제로 좋은 결과을 가져올 수 있다면 

神을 믿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In 8hort, she CPragmatismJ widens the field of search for God. Rationalism sticks to logic and the 

empyrean. Empiricism sticks to the external senses. Pragmatism is willing to take anythi없g， to 

follow either logic or the senses, and to count the humblest and most personal experiences. She 

will count mystical experiences if they have prαctical consequences. She will take a God w싫o lives 

in the very dirt of private fact-if that should seem a likely place to find him. (야 행 릭 體-훨 자)34) 

그가 Pragmatism을 唱훨한 것운 그것 이 가능한 진리 내 지 는 reality블 포착하기 위 한 최 

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온갖 질험을 해보고， 그 종에서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s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종교적인 경험이 좋음 결과를 가져 

온다면 그것이 어떤 종교이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Her CPragmatism’sJ only test of probab!e truth is what works best in the way of collectivity of 

experience’ s demands, nothing being omitted. If theological ideas should do this, if the notion of 

God, in particular, should prove to do it, how could Pragmatism possibly deny God’s existence? 

She could see no meaning in treating as ‘not true' a notion that was pragmatically so successful. 

What other kind of truth could there be, for her, than all this agreemerit with concrete reality ? 35) 

이보다 앞서 W]는 The Wi‘II to Believe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적당한 이론적엎 근 

거가 없을 때에도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혹 하나 

의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神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논라적인 細뾰￡로 

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맏는 태도를- 취할 권라는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젓야 바 

로 ‘믿￡려는 의지’인 젓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神의 존재블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심리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믿으 

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심리적인 효과로서 그는 “a new zest which adds 

itse1f like a gift and takes the form either of lyrical enchantment or of appeal to earnest-

34) William James, Pragmatism and The Mean싫c 0/ Truth (Cambrid~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p.44. 

35) 얘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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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 and heroism," “an assurance of safety and a temper of peace and, in relation to 

others, an preponderance of loving affection" 36)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심리학자 출신의 철학자에 어울리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Pragmatist답 

게 HJ Sr.의 신비주의적인 종교철학을 과학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WJ의 

그러한 종교관을 Bertrand Russell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WJ가 “If the hypothesis of 

God works satisfactorily in the widest sense of the word, it is true." 라고 한 말을 인용 

하고 어 이 가 없다는 듯이 “ No wonder the Pope condemned the pragmatic defense of reli

gion." 이라고 했다. 그는 행복의 방편으로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철학적인 

思考라고 할 수도 없다고 신랄하게 111 판하였다。 

We come here to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James’ s religious outlook and that of religious 

people in the past. James is interested in religion as a human phenomenon, but shows little inte

rest in the objects which religion contemplates. He wants people to be happy, and if belief in God 

makes them happy let them believe in Him. This, so far, is only benevolence, not philosophy .... 

To the man who desires an object of worship this is unsatisfactory ... Berkeleian idealism combined 

with scepticism cause him to substitute belief in God for God, and to pretend that this will do just 

as well. But this is only a form of the subjectivistic madness which is characteristic of most 

modern philosophy.37) 

그러나 Hamlet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의 철학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Russell 자신도 예 

외는 아닐 것이다. WJ는 당대의 여려 철학자들과 교류하였다6 특히 C. S. Peirce, Josiah 

Royce, George Santayana, John Dewey, Henri Bergson, F. H. Bradley와는 천히 교우하여 

그플 모두가 그의 철학사상 육성에 자양분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독창척인 사 

상가요， 그런 의미에서 개연주의자였다. 그는 다른 철학자틀을 상대로 그의 철학 이론을 

내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귀를 기울여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 

는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는 그듬의 일반적인 감정과 희망을 소중히 여겼으며， 언간의 

경험에 큰 자리블 차지하는 騎士道精神을 무시하는 것을 용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국 

민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Harvard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은 강의체 그대로 책에 

담아 출판되어 널리 환영받았다. 말년에 가서 그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미국 철 

학의 대표자로 균렴하게 된 것이다. 

WJ는 이른바 철대적인 것， 추상적인 것 대신에 구체적으로 사질과 행동과 힘으로 구현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그는 독단론이나 인위적인 것이나， 최종 

척얀 진리를 발견한 척하는 태도플 배격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플 택하기 위하여 

36) The Varieties 0/ Religious Experience, p. 377. 
37) Bertrand Russell, History 01 ￦esterη Philosophy CLondon: George Allen & Unwin, 1946) , 

pp.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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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주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실험을 계속한다. 그러한 입장을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천명하고 있다. 

A pragmatist turns his back resolutely and once for all upon a lot of inveterate habits dear to 

professional philosophers. He turns away from abstraction and insufficiency, from verbal solutions, 
from bad a priori reasons, from fixed principles, closed systems, and pretended absolutes and ori

gins. He turns towards concreteness and adequacy, towards facts, towards action and towards 

power. That means the empiricist temper regnant and the rationalist temper sincerely given up. 

It means the open air and possibi1ities of nature, as against dogma, artificiality, and the pretense 

of finality in truth. 38) 

한편 HJ는 전술한 바와 같이 창작과청에서 Pragmatist었을 뿐만 아니라， WJ가 철학으로 

체계화한 Pragmatism 사상을 작품속에서 번번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 나타 

난 종교관만 보더라도 그것은 Pragmatist적인 것이다。 어떤 종교를 숭상하거나 신앙심을 고 

취하는 인상을 주는 대목은 그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카폴릭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제도와 敎義를 옷마땅하게 생각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그것은 위에서 인용한 ‘fixe뼈 

principles, closed systems, and pretended absolutes and origins’ 를 외 면 하는 Pragmatist의 

태도인 것이다. The Ameri，εan에서 미모의 젊은 미망인 Claire de Cent뼈는 그 이름도 Prag

matist다운 Christopher Newman의 구흔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모친과 큰 오빠에 

의해 결흔을 저지당한다. 失意에 찬 그녀는 설상가상&로 작은 오빠가 결투에서 죽기까지 

하자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수녀가 될 것이라는 사질을 알자 Newman은 

충격과 아쉬움을 느껄 뿐 그녀가 몸바치려는 카폴릭 교회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The idea struck Newman as too dark and horrible for belief, and made him feel as he would have 

done if she had told him she was going to mutilate her beautifu\ face or drink some potion that 

would make her mad .... 39) 

수녀원에 들어감으로써 그녀의 미모만 망치고 광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아쉬워 

하는 Newman의 반응에 대 해 서 Oscar Cargill은 ‘characteristic Protestant horror, not un

shared, seemingly, by his creator’ 4이 라고 했는데 이 는 HJ가 개 신교도 펀 이 며 反敎權主義 (anti

clerism)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HJ는 그 자신도 자기와 교회의 관계는 ‘pewless’ 41) 라고 말 

했듯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또 그의 작중에 간휴 나오는 성경， 특히 구약으로부터의 引

38) εlassic American Philosophers, p. 131. 
39) Henry James, The Americ'an (New York: Rinehart & Co. , Inc. , 1958) , p.279. 
40) Oscar Cargill, The Noψels of Hcηr'l J(lrp.es (NeViT Yor~: H!lfnE}r P1,lblishjnft Co. , 1971), p, 52, 
41) The U:ηtried Years, p. 1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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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없도 ‘an occasional ornamental allusion' 42)의 역 할 밖에 하지 

론 청식 개신교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그의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John Milton, 때Tilliam Blake, Emerson, 

國美34 

Hawthorne, 

그 전통은개 HJ Sr.가 받들어 온 전통이기도 한 것이다. 형제에게 뿌리깊은 영향을 미친 

인적인 자유와 각자의 책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고 현흑적이고 세속적인 환락을 멸시하지만 금욕적인 전통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충심 

여자가 현세를 등지고 수 

않으며 오히려 

그가 결혼하려던 

하지는 

요구한다。 

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등을 몰려려고 

우로 그리고 용캄하게 받아들일 것을 

가리 켜 “They give up 
E 
-E 너

 「
수
 

l 크게 질망하여 뼈ewman이 것에 대해 들어가려는 녀원에 

wear a They father and mother, brother and sister,-to say nothing of other persons 。

shroud under their brown cloaks and a rope around their waists, and they get up on 

“The ηvinter nights and go off into c。뼈 places to pray to the Virgin Mary."라고 했고， 

Virgin Mary is a hard mistress!" (p. 315) 라고 덧붙인 것운 끓X의 진보적 인 개신교도의 견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Milton이 Areo-

를 반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입장은 진보적인 

pagitica에 서 “1 cannot praise a fugitive and cloistered virtue, unexercised and unbreathed, 

개신교도로서는 그의 

that im-where that never sallies out and sees her adversary, but slinks out of the race 

-
중
 않고 오히려 

한 말에 의해서 

등을 돌리지 

mortal garland Îs to be run for, not without dust and heat."43) 라고 

허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권위주의적인 동제를 ι만대하고， 세상에 

온갖 수단을 다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영광을 차지하려는 일 Pragmatism의 정 신과 X내 /‘1 파L 
o l...!. L 

치한다。 

오랜 역사와 

음흉하고이기적인 

예술적인 건축 양식과 교회는 The Portrait 01 a Lady에 서 도 로마 카돌릭 

권위를 자랑하는 형식과 예모와 인습의 전당같은 인상 밖에 주지 않는다. 

인물로 부각된 Gilbert Osmond는 외면상으로는격식과 예모와 인습을 한몸에 지니고 있고? 

또 審美眼도 갖추고 있 다. 그가 St. Peter’s 성 당에 서 Isa bel Archer블 꼬이 려 고 다가갈 때 

모숨을 묘X는 “ He now approached with a11 the forms-he appeared to have multiplied 의 

그녀가 그더러 묘사했고， the 짱lace. "44) (이 탤 릭 體-필 자) 라고 them on this occasion to suit 

그는 “Ah, I should have enjoyed that!"라고 

회삼의 미소를 짓는다. 또 그포 하여금 “X’m not conventional; I'm convention itself."라고 

선언하게 하는 등 차툴릭 교회와 교황을 Osmond 같은 寫人의 

“You ought indeed to be a Pope!"라고 하자， 

득성과 결부시킨 것 등은 서 

42) 묘obert L. Gale, The Caμ:ght Lηwg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4), p. 156. 
43) John Milton, “Areopagitica," The Norton Aηthology 0/ English Literature, Vol. 1. (New Ybrk : 

W.W. Norton & Co. , 1962) , p.904. 
44) Henry James, The Portrait 0/ a Lady (New York: Penguin Books, 1963) ,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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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오랜 전동을 자랑하는 교회에 대한 그의 태도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또 Princess Casamassima에 서 HJ는 주인공 Hyacinth Robinson이 지 하혁 명 단에 대 해 충 

성 을 다하겠 다는 맹 세 블 “a vow of blind obedience, the vow as of Jesuit fathers to the 

head of their order"45)로 비유하는가 하면 ， Confidence에서 Longueville의 법을 빌어 자가가 

여 성 에 대 해 너 무 모르는 것 을 “as ignorant of women as a monk in his cloister" 라고 벼 

유하고， Roderick 1뼈dson의 Christina Light가 “ half like a Madonna a뼈 half like a balle

f뼈a"46)로 비 유되 는 따위 는 물흔 재 미 있는 수사척 표현 인 도시 에 HJ의 反敎權主義， 휴머 니 

즙， 나아가서는 寶用主義 (Pragmatism) 정신을 은근히 나타내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젖 

이다. 

묘J는 카톱릭교의 교권주의에는 반대하면서도 그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요히려 경의와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그의 Hawthorne 評傳에서 마국이 결핍한 서구문명의 유 

산들을 열거하는 속에서 카툴릭 교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상3 당시 그가 미국을 버려고 舊世界를 영주지로 택한 동거의 하나는 舊世界가 마국아 

갖지 뭇한 문명의 다양성을 가진 것에 대한 매력과 선망 때문이었다。 그 대목을 인용하면， 

HJ가 얼마나 문명의 다양성의 예찬가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며， 다양한 것에 대한 

기 호는 예 술과 Pragmatism의 공통된 중요한 속성 염 은 이 마 언곱한 바 있 다. 

One might enumerate the items of high civilization, as it exists in other countries, which are 

absent from the texture of American life, until it should become a wonder to know what ￦as left. 

No State, in the European sense of the ￦ord， and indeed barely a specific national name. N。

sovereign, no court, no personal loyalty, no aristocracy, no church, no clergy, no army, no diplo. 

matic service, no country gentlemen, no palaces, no castles, nor manors, nor old country-houses, 

nor parsonages, nor thatched cottages nor ivied ruins; no cathedrals, nor abbeys, nor little Norman 

churches; no great Universities nor public schools-no Oxford, nor Eton, nor Harrow; no literature, 

no novels, no museums, no pictures, no political society, no sporting class-no Epsom nor Ascot!47l 

백펀이 넘는 단펀을 낸 묘X는 그가 단펀 쓰기률 좋아하는 이유로서 ‘'By doing short things 

1 can do 80 mally, touch 80 manγ subjects, break out in 80 many places, handle so many 

threads of life." 48) 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그의 그러한 성 향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Roderick Hudsθ%에 서 Mallet가 로마의 τrastevere의 聖 Cecilia 교회 에 서 Christina Lig않 

45) p뼈ncess Casamassima ll , Leon Edel (ed.) , The Novels aηd Tales 0/ Henry James V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8, 1936) , p.54。

46) The Ne없I and Coml생ete Editiα 0/ Henry James, Vol. 4 CLondon: Macmillan & Co., 1921'" 
23) , p.58。

47) Henry James, Hawthorne (London: Macmillan & Co. Ltd. , 1967) , p‘ 55。

48) Percy Lubbock Ced.) , The Letters 0/ Henry Jaη?es (New York : Charles Scribner’ s 80n8, 1920) , 
Vol. I,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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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 “I ’ve never ceased for a moment to \ook at the Faith simply from the outside. 1 

don’ t see an opening as big as your finger-nail where 1 could creep into it!" (The New 

York Edition , 1, p. 279) 라고 한 말은 키-툴럭 교 신 앙에 대 한 작가 자신의 방관자적 인 태 도 

를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재확인하듯이 The Ambassadors에서 HJ를 

몹시 닮았다고 일러지는 주인공 Lambert Strether 또한 교회를 마음의 안식처， 미술의 전 

당 정 도로 밖에 생 각지 않는 방관자이 기 때 문이 다. Chad가 연 상의 애 인 Madame de Vio

nnet를 버 리 려 는 것에 분개 한 Strether는 다른 어 떤 곳보다도 마음을 달래 기 에 적 당한 곳으 

로서 Notre Dame 사원에 들어간다. 

He was aware of having no errand in such a place but the desire not to be for the hours in cer

tain other places; a sense of safety, of sirnplification, which each tirne he yielded to it he arnused 

hirnself by thinking of as a private concession to cowardice. The great church had no altar /or 

his worsh~엉， ηo direct νoice /or his 50μl: but it was none the less soothing even to sanctity; for 

he could feel while there what he couldn’ t elsewhere, that he was a plain tired rnan taking the 

holiday he had earned ...... He trod the long dirn nave, sat in the splendid choir, paused before the 

clustered chapels of the east end, and the rnighty rnounrnent laid upon hirn its spell. He rnight 

have been a student under the charrn of a rnuseurn-which was exactly what, in a foreign town, 
in the afternoon of life, he would have Iiked to be free to be. 49) (이 탤 릭 體-필 자) 

HJ가 차툴릭 교회를 신앙의 전당으로서보다는 심리적인 위안과 審美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위에 연용한 대목에 이어 Strether는 뜻하지 않게 그 안에서 그 배경에 어울리는 

미 인 Madame de Vionnet가 기 도하는 모습을 본다)으로 본 것은 신 앙보다는 WJ의 이 른바 

‘practical consequences’를 중요시하는 태도이며， 그런 의미에서 HJ 역시 종교관에 있어 

서 Pragmatist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좀 뺑說的이기는 하나， HJ에게는 審美感의 만족이 최 

상의 ‘practical consequences' 로 여겨졌음이 플렴없다。 H. G. Wells가 HJ의 후기작품의 文

體가 구름을 잡는 듯이 애매모호하다고 힐난했을 때 HJ는 이에 대구하여 “It is art tha t 

makes life, makes interest, makes importance, for our consider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things, and 1 know of no substitute for the force and beauty of 뼈8 맹I!'OC\IlSS. "50) (고먹 뿔 

-필자)라고 자신의 예술관을 피력한 것은 그가 죽기 바로 전 해에 한 말이므로， HJ의 白

鳥의 노래 라고 해 도 좋을 것 이 다. 또 이 보다 몇 해 전에 쓴 “ Is τhere a Life after Death?" 

라는 에셰이에서 그는 인간의 신체적인 생명은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종결되며， 來生이란 

잘 간직된 예술품에 담긴 예술가의 창조의식뿐임을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종교는 다 

름아닌 예술임을 암시한 바 있다. 

Like Proust he saw that art alone retains and holds the 1ife-the consciousness-of rnan long after 

49) Henry Jarnes, The Ambassadors (New York: W.W. Norton & Co. Inc. , 1964) , p.171. 

50) Bruce R. McElderly, Jr. , Henry James (Boston: Twayne Publishers, 1965)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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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ers and makers are gone. The true immorta1ity was the immortal picture or statue, the 

immortal phrase whether of music or of words. This was his deepest faith. 51) 

행 동과 경 험 을 중요시 하고， Monism보다 Pluralism을 택 하는 Pragmatism 사상이 농후한 

HJ의 작품을 들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비단 HJ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의 작품아건 간에 소설이란 본질상 인간의 경험을 다루며 등 

장인물이 다양할 뿐만 아니 라 그들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론 

따라 선택을 하기 

복수주의를 강초하는 

각자가 자기 단에 는 항상 자유의 사에 

좁은 의미에서 3 특히 경험 또는 

주제 의 작품을 문제 로 삼는다. 전자의 두도러진 예로서 Hawthorne이 즐겨 죄의식에 사로 

아쉬워하는 주인공을 릉장 잡한 사람을 등장시켰듯이 HJ는 행동과 경험에서 제외되었음을 

시컸음을 볼 수 있다@ 

“엄le Beast in the Jungle"의 John Marcher는 그의 이 름과는 반대 로 무척 이 나 비 행 동적 

인 寫人이다- 작가인 그는 여러 해 전에 그와 May Bartram이 아직 젊었을 때 그녀에게 앞 

으로 그기- ‘rare and strange' 한 일을 하게 될 것을 그의 삶의 정글 속에 참복해 있는 야수 

가뛰쳐 나올 

지켜보겠다고 

수가 출현하지 

것에 비유해서 

약속했었다。 

말한 적이 있다. 그때 그녀는 자기도 그것을 같이 기다리면서 

그가 중년이 되어 만났을때 그녀와 다시 

가까이 살면서 

그들은 아직도 그 야 

그는 이젠 젊지 않았음을 안다e 그후 ::z..투~.Q.. '2.-1- 자주 만난다a 

않았 ö 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한채 허송세월했음을 새삼 깨닫고 지신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한다. 無寫는 인생의 실패요， 차라리 모험을 함으로써 파산이나 치욕을 당하거 

나 법 죄 로 처 형 당하는 것 만도 못하다。 "lt wouldn’ t .have been failure to be bankrupt, dis-

honoured, pilloried, hanged; it was failure not to be anything. "52) 그는 더 이상 허망한 

꿈에 ‘sold’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었다。 그러 나 그는 그가 "to pass for a man like another" 

(p.571)하도록 도와주컸다는 그녀 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았고， “ 1t’ s never too late." 흑은 

“The door is open." (p. 581) 이 라는 말로 

기다려다 지쳐 쇠약해져서 몸져 누었다@ 

geness 싫 the strangeness." (p. 585) 라는 

ever touched him." (p. 595) 한 사람탑게 

그를 꾀었무나 그는 여전히 목석 같았다. 그녀는 

그녀 는 “Your not being aware of it is the stran

말을 난기고 죽고 말았다. 그는 “No passion had 

죽은 그녀 를 담담한 마음으로 매 장해 주었을 뿐이 

다. 1년 후에 아시아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그녀의 무텀을 찾았다. 그때 그 옆에 새로 생 

긴 무럼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너무나 슬픔이 북바쳐 통곡을 하는 것을 보고 그는반성한 

다。 지나간 긴 세월동안 그의 정서가 얼마나 머1 말라 있었던가블 깨닫고 상대방 남자가 부 

렵기만 하다. 방관만 하고 경험을 못한 인생은 허무하고 뉘우침만 뒤따른다. 

51) Leon Ed화， Heηry James: The Master (New York: J. B. Lippincott Co. , 1953),. p.564. 
52) Fadiman, The Short Stories of Henry James, p.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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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had seen 0μtside of life, not learned it within, the way a woman was mourned when she had 

been loved for herself: such was the force of his conviction of the meaning of the stranger's face , 

which still :Ilared for him as a smoky torch. 1t hadn't come to him, the knowledge, on the wings 

of experience; it had brushed him, jostled him, upset him, with the disrespect of chance, the 

insolence of accident. Now that the iIlumination had begun, however, it blazed to the zenith, 

and what he presently stood there gazing at was the sounded void of his life … he had beell 

the man of his time, the man, to whom nothing on earth was to have happened. (p.596) 

그에 대한 May Bartram의 진정한 사랑을 感知조차 하지 옷한 자신의 ‘egotism’ 을 홀연 

히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그 순간 그의 삶의 정글에 잠복해 있던 야수가 드디어 

출현하였다‘ 흉악하게 큰 짐승이 그블 덮치려는 순간 Marcher는 눈앞이 장깎해지는 것플 

느끼며 몸을 핵 돌려 그녀의 무럼 암에 엎드린다. 

Clifton Fadiman이 “For me this is the best of James’s shorter fictions , combining the 

utmost concentration of effect with the utmost inclusiveness of meaning." (p. 508) 이 라고 

격찬한 이 단편과 쌍벽을 이룬다는， 6년 후에 나온 “τhe Jolly Corner" (1909)도 경험의 중 

요성을 강초한다. 주인공 Spencer Brydon은 유럽에서 33년만에 중년이 되어 그가 살던 New 

York市로 돌아왔다. 그가 유산으로 받은 낡은 건물윤 헐고 그 자리에 새로 빌딩을 짓기 위 

해서였다. 그는이 도시가 몰라보게 근대화되고 억만장자가 기라성같이 많이 출현한 사실 

에 압도된다. 그 건물 가까이에 있는 그의 옛칩을 찾은 그는 만약 그가 이곳 Manhattan에 

그대로 머물러 잘있‘더라면 그도 억딴장자가 돼었거나， 그의 소칭을 발휘하여 대건축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아쉬워 한다。 그는 그럭저럭 살면서 

해놓은 일 없이 나이만 먹고 初老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자기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가능성을 잠재워버린 사질에 대해 자기가 옳았다고 自鼠해 보기도 

한다‘ 물질문명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He had Iived his life with his back so turned to such concerns and his face addressed to those 

of so different an order that he scarce knew what to make of this Iively stir, in a compartment 

of his mind never yet penetrated, of a capacity for business and a sense for construction. These 

virtues, 80 common all around him now, had been dormant in his own organism-where it might 

be said of them perhaps that they had slept the sleep of the just. 531 

그러나 날이 갈수록 Brydon은 자기가 미국에 머물러 잘았을 경우의 다흔 자아-alter ego 

에 대 한 마 련은 깊어 만 간다. He found all things come back to the question of what he 

personally might have been, how he might have led his life and ‘turned out,’ if he had 

not so, at the outset, given it up. (p. 613) 그는 아직도 이웃에 잘고 있으며， 젊은 시철의 

53) Fadiman, The Short Stories 0/ Henry James,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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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만약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물질주의적인 경력을 쌓 

아 왔더 라면 그 결과는 ‘monstrous’ 하고 ‘hideous’ 하고 ‘offensive’ 한 것이 되 었을 것이 라고 

그녀가 그 말에 찬동해 주기블 바란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그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커 나 하듯이 그가 억 만장자나 대 건축가가 됨 으로써 갖게 되 었을 ιpower’ 를 상상케 함으 

로써 오히려 그의 아쉬움을 더 한총 북톤아 준다。 

친 구였던 陣iss Staverton에 게 

말하고g 

6‘What you feel-and what 1 feel for you-is that you’d have had power." 

“You’d have like me that way?" he asked. 

She barely hung fire. “H。￦ should 1 not have liked you?" 

6‘I see. You’d haveliked me, have preferred me, a billionaire!'’ 
“How shou뻐 1 not have Iiked you?" she asked. (p. 614) 

。f 느날 밤 Brydon은 그가 그렇듯 찾던 자신의 alter ego의 

그것은 自愚를 위해 그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흉칙하게 생낀 모습 

이었다。 진주 단추에 금시계줄을 드리우고 있었으나두 손가략이 부러져 나간듯 뭉클한채 

그 舊家에서 보았다. 요습을 

vulgar" (p. 635) 한 데 충격 을 

그는 뼈iss Staverton의 무릎을 베 고 있 었 

유령 의 용모가 너 무나 “evi1, odious, blatant , 쳐다보는 르
 
E 그

 
깨어나서 보니 받고 묘yrdon은 기절해 쓰러진다9 

묘rydon은 그녀 와 포옹 그 유령에 대해 그와는 달리 그녀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으나 

한다。 

다‘ 

one learns The Golden 짧owl에 서 Charlotte Stant가 “맴Then it’ s a question of learning, 

sometimes too late."54)라고 한 말도 있지만 역시 중년신사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가차를 놓 

쳐버린 것에 비유하면서) 願時z購을 하는 것을 주제로 한 묘X의 대표작은 The Ambassαdo;s 

이 다。 Edelöl “a ‘philosophical’ novel-a novel of a certain kind of ‘education’" 55) 이 라고 

부른 이 장편에서 50대 후반에 New England에서 Paris에 온 Lambert Strether는 이곳에서 

New Engla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가 초대받은 대조각가 

미 국 유학생 Little Bilham에 게 젊 은 시 절 을 이 곳에 Gloria떠 집에셔 열련 원유회에서 

셔 보람있게 보내라고 매우 심각한 어초로 충고한다e 

그는 

심쟁을 토로하는 그 말 가운 자신의 

데서 독자는 묘X의 언생철학의 목소리플 튿는다。 

“Live aH you can; it’s a mistake not to. 1t doesn’t 80 much matter what you do in particular, s。

long as you have your life. If you haven’ t had what have you had? and 1 see it now. I haven’t 

done 80 enough before-and now I’m old; too old at any rate for what I see. Oh, 1 do see, at 

least; and more than you'd believe or I can express. It’s too late. And it’s as if the train had 

fairly waited at the station for me without my having had the gumption to know it was there. 

54) James, The Golden Bowl, p.156。

55) Ede!, The Master,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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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1 hear its faint receding whist1e miles and miles down the line." 561 

이어서 그는 인생사란 누구의 것이든， 일청한 틀에 장혀 형성되기 마련이고， 결국 자기 

가 살 수 있는대 로 사는 것 이 지 만 그래 도 ‘ the illusion of freedom' 만은 가지 고 살아야 한 

다고 말한다. 그 자신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낸 생애에서는 자유의 환상을 가져본 기억조 

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당시 New England의 청교주의 g 권위주의 사회를 Paris 

의 자유분위기 사회와 대비시킨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유분위기가 보장된 사회는 Prag

matism이 먼창할 수 있는 사회이고， 권위주의 사회는 그렇지 못하묘로 HJ는 Strether의 

업 을 벌 어 Pragmatism을 두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 목에 언급하여 F. W. Dupee 교 

수는 Paris가 개인이 자유롭게 ‘culture and experience' 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인데 반하여， 

Strether가 그의 여 사장으로부터 나쁜 여 자의 유혹에 빠진 그녀 의 아들 Chad를 구해 오라 

는 사명을 받고 떼나온 Woollett는 흑백논리의 단조롭고 엄격한 청교주의 사회이어서 남 

녀 간의 사 랑의 문제 만 하더 라도 “Here are only wicked liaisons or ideal love affairs-nothing 

in between." 571 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nothing in between' 이란 말은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선악을 간단히 판가름하는 黑白論理는 바로 Pragmatist가 무엇보다도 

만대 하는 것이 기 때 문이 다. Chad의 문제 만 하더 라도 Strether가 Paris에 와서 본 바로는 

Woollett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판가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So Chad’ s affair, with all it implies, is adulterous after all: So Woollett was right all along: But 

Strether will 110t have it this way; he will no longer oversimplify. The moral sense of individuals, 
as distinguished from the practical simplifications forced upon actual ambassadors; is complex aηd 

tenuous, and sometimes consists in a willed sμspension of judgηzeηt. If Strether judges anyone it is 

himseH, for his failures of perception. 581 (이 탤 릭 體-펼 자) 

아마도 개인의 도덕의식 중에서도 사랑의 문제는 더 한층 복잡하여 손쉽게 판단을 내렬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Chad가 경험한 사랑은 비록 부도덕한 것이긴 했지만， Strether는 그 

것을 장려하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Vionnet부인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experi

ences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것야 될 것이며， 삶을 보람있게 해줄 것이다. “ Live all you 

can; it’s a mistake not to." 란 말은 여기에 가장 잘 적중하는 말이다. 그것은 Strether 자 

신이 그 여안에 대해 느끼는 애정에서 우려나왔기에 더욱 진실하다， “The Beast in the 

Jungle"에서 Marcher가 그의 비극적인 운명윤 피하는 길은 May를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이 

다. 사랑이 곧 삶의 길이 었던 것이 다. “τhe escape would have been to love her; theη he 

would have lived." (p. 579) 이 ‘to love' = ‘to live' 의 等式은 “The Jolly Corner"에 서 재 확 

56) James, The Ambassadors, p.132. 
57) Dupee, Heπry James, p.211. 

58) [bid.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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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 었다. J. J. Rousseau가 “Vivre ce n ’est pas respirer, c’est agir." (Living is not breath

ing but acting.) 라고 한 말은 유명하지만， 주인공 Brydon 이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등을 돌리고 외국에 가서 그의 생애의 가운데 도막을 걸가에 버리다시피 하고 돌아온 

것이다。 보람있는 일이라곤 한 것 없이 숨만 쉬면서 허송세월한 것이다‘ 그가 기절한 것을 

본 Alice Staverton이 얘1ad a long unspeakable moment not doubted he Was dead" (p. 637) 

했다는 것은 그의 기철이 상징적인 죽음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이를테면 그녀의 품에서 

再生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再生의 걸이 시-랑의 걸이 될 것임을 거의 종교적 構式에 가까 

운 다음의 장연에서 볼 수 있다. 

“It must have been that 1 was." He made it out as she held him. “ Yes-I can only have died. 

You brought me literally to life. Only," he wondered, his eyes rising to her, “only, in the name 

of a11 benedictions, how?" 

It took her but an instant to bend her face and kiss him, and clasped and looked his head while 

he felt the cool charity and virtue of her lips, something in all this beatitude somehow answered 

everything. “ And now 1 keep you," she said。

“Oh keep me, keep me!" he pleaded while her face still hung over him. (p‘ 637) 

D‘묘。 Lavγrence의 The Mα% 때'ho Died 를 연상시키는 이 재생이 어떤 계기에서 이루어졌 

든 간에 그것은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갱험을 발견하기까지 주인공은 과거 수 십년을 소바한 실험을 거친 뒤에 그의 생활방식이 

착오였음을 깨 닫고 그 방식 을 ‘remodel,’ ‘reconstruct’ 하는 셈 이 묘로 이 는 바로 Pragmatism 

의 원칙과 일치한다。 

그러나 꿇行錯誤를 거친 再調整 。 再構成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Prag

matism이다。 만약에 Hegel의 *￥證法的인 그러한 과정을 믿지 않고 주어진 하나의 命題의 

항쿠적인 철대성을 믿는다면 그것은 Monism을 신봉하는 것이벽 Pluralism을 전제로 하는 

Pragmatism의 젤 땅이 없어지므로 부단한 질험과 연구를 가하여 주어진 것보다 더 나은 것 

을 만들어낼 것을 도모할 수는 없다。 불완전성이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다는 것이 Prag

matism엄 을 WJ는 다음과 같은 말로 명 백 히 하고 있다。 

τhis pluralistic view, of a world of additíve constitution, is one that pragmatism is unable to rule 

out from serious consideration. But this view !eads one to the farther hypothesis that the actual 

world, instead of being complete ‘eternally, ’ as the monists assure us, may be eternally incomplete, 

and at all times subject to addition or liable to los8. 59) 

하나의 명제 또는 가치체계가 항구적￡로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과 

대 렴 할만한 명 제 또는 가치 체 계 를 펠요로 하는 Pluralism을 묘J는 그의 국제 주제 의 작품에 

59) WJ. Pragmatism and The Meaning 0/ Truth.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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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arian , actíve, natural, crude, innocent, 미국인의 naive, 

유럽人 

서 풍부히 보여주고 있다. 

refined, 유럽 人化한 미 국인 의 -sophisticated, 는
 

또
 

。-E 
‘ 
씨
 
d 

E 
「일반적인 democratic한 

decadent, artificial, inactive, formed , aristocratic한 일 반적 인 특성 과 각각 대 비 시 켜 그 양 

자의 충돌 또는 교차로써 인간 드라마를 펼쳐내는 HJ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좀처럼 뼈on

ist적 인 흑백 논리 로 판단을 내 려 지 않는다. “It’ s a complex fate , being an American, and 

one of the responsibilities it entails is fighting against a superstitious valuation of Eu-

rope. "60) 이 라고 쓴 척 도 있는 묘J는 또한 心理的 自然主義作家로서 연 간심 리 의 복잡한 reality 

블 추구하였다. appearance만 보고 섣불려 사람이나 사태플 판단할 수는 없다. The Sacred 

Foμnt에서 화가 Ford Obert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탐정을 내세워 조사하거나， 

멍 을 통해 사생 활을 훔쳐 보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에 의존하는 것이 더 신뱅성이 있다고 말한다. “-resting on psychological signs alone , it’s 

a high application of intelligence. What’s ignoble is the detective and the keyhole. "61) 

열죄 구 

‘섬 리 적 인 증거 ’ (psychological evidence) 

“J ames, in this way, justifies Edel교수는 아 말을 巨JlI: HJ의 생 각을 대 변한 말로 보고， 

γI'hat had always been his greatest art-that of seeing into human behavior. Of all writers, 

he was the novelist perhaps most in tune with what people said behind the masks they 

있다. ap-지적하고 appearance vs. reality가 HJ의 중심 주제 임 을 put on. "62) 이 라고 하여， 

또 Monism만 가지 고는 reality블 파악할 수 없기 

역할도 증가시키는 소설의 서스펜스를 때문에， ambiguity가 생거는 것이며， 

한다. 이 것 이 HJ의 technical skill이 요 art인 것 이 다。 

pearance가 반드시 reality는 아니 기 때 문에 , 

한편 이것은 

이것을 Bewley는 다음과 깜이 부연하 

고있다. 

Sometimes the technique is almost too skillful, too pat. What the technique amouts to is an ex

ploration of the ambiguities of experience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of showing up, ‘the world’ s 

artifici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tories are designed to call into radical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s and the reality they profess to represent. 63) 

The ι앵mbassa갱ors 에서 우리는 그 art가 심분 1괄휘되었음을 볼 수 있지만? 그의 단펀 “τhe 

함igure in the Carpet'’는 묘X가 즐기는 ambïguity의 團話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소젤의 대 

話者에게 

話者는 그 참돗을 알고 있는 사람을 백방오로 추적했으나 결국 허사 

애매하71 만 하다‘ 

못한 참뜻야 있다고 èll 평가들이 발견 한 작품 속에 가 묘ugh Vereker가 자신의 

귀띔만 하고 죽였다. 

였다。 그 참뜻은 끔내 

60) Dupee, Henry Jaη2es， p.65. 
61) Henry James, The Sacred Foμnt (London: Rupert Hart, Davis, 1959) , p.57. 
62) Leon Edel, Henry James: The Treacheroμs Years (New York : J. B. Lippincolt Co. , 1953), p.341. 
63) Marius Bewley, The Coη2양le.x Fate (New York: Gordian Press, 1967),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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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X의 경우， 내용상의 그러한 애매성은 문체에도 반영된다。 형식과 내용의 일치는 HJ의 

작품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상과 감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것을 진슐하 

는 그의 문체 도 더 욱 정 교해 진 다。 Richard Blackmur도 “뾰is style grew elaborate in the 

clegree that he renclered shades and refinements of meaning and feeling not usually rend

ered at al1. "64)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것은 문체뿐만 아니라 기교떤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그것은 인공성 (artificiali ty)의 증가로 나타난다. 마치 형식이 내용과 공모하여 독자나 

비평가가 갈피를 못장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The 없~rn 01 the Screw 같은 후기 작품에 대 해 서 는 HJ 자신 이 그것 을 ‘an excursi。업 into 

chaos' 라고 했 을 정 도이 다。 appearance와 reality의 충돌이 주제 인 이 작품에 서 appearance 

블 reality처 럼 부이 기 위 한 용의 주도한 artificiali ty가 말휘 되 었 다。 이 작품은 확질 히 독자 。

비평가를 흔란에 빠뜨리도록 의도되었고， 또 그런 효과를 거두었디. 순수하고 단순한 유령 

소설로만 여 겨 져 오던 이 소설에 대 해 Edmund Wilson은 합reud 심 리 학적 인 해 석 을 내 려 

읽는 이의 意表를 찔렀다ι 즉， 실제로는 作中에 유령이 없￡무로 유령소설이 아니랴는 것 

이다. 話者인 여가청교사가 보았다는 유령은 션E많l錯;뾰얘 킬린 그녀의 눈에만 바친 허깨비 

에 지 나지 않는다。 “τhe young governess who teUs the story is a neurotic case of sex 

repression, and the ghosts are not real ghosts at a11 but merely the governess’ s halluci

nations‘ "65) 라고 말한 그는 같은 집에 기거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 곁에 있을 때에도 그 유 

령을 보지 못했음을 지적했고， HJ는 독자가 그녀의 참재의식이 노출된 몇 가지 사례(탑 위 

의 남자 유령， 못가의 여자 유령， Flora가 sex 상징의 장난감 배를 만들어 띄운 것， Miles 

에 대한 여교사의 애착 표시)에서 힌트를 얻어 appearance 둬에 숨은 reality를 찾아내도록 

작품을 꾸민 것 이 라고 했다。 그러 나 따지 고 보면 Edmuncl Wilson이 여 기 서 주장하는 reality 

도 실 상은 reality기- 아니 고 appearance에 지 나지 않는지 도 모를 일 이 다， 왜 냐하면 어 차피 

話者인 여교사는 제정신야 아넌 것 같오으로 그녀의 말은 신병성이 적고， 신빙성이 적은 

말을 토대로 하여 병리적인 분석을 해봤자 진실성이 보장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뼈hat Maisie Knew의 話者는 어 린 소녀 이 어 서 생 각이 미 숙하고 The Sacred Fount의 화지

역시 “You’ re crazy."라는 평을 땀을 정도로 편견이 있다면 그들의 엽오로 하는 이야기블 

기초로 하여 reality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 것은 모두가 ‘ambiguous’하다는 

것 뿐이다， 

F. R. Leavis와 Marius Bewley는 갱끼'he Turn 01 the Screw를- Wilson과는 다른 각도에 서 보 

았는데， 그들 두 비평가 사이에서도 견해차를 나타냈다. Leavis는 이 작품을 어디까지나 

64) Richard Blackmur, “Introduetion, " 짧eηry James: The Art of the Novel (New York: εharles 
Scribner’s Sons, 1962) , p. 형ii。 

65) Edmund Wilson, “The Ambiguity of Henry James," Hoμnd & Horn , W (AprilrvMay, 1934),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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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소설로 보았고 하찮은 내용을 가지고 HJ가 기교면에서 ‘extreme freedom of improvi

sation' 을 구사한 ‘a mere thriller' 라고 평 한데 대 해 Bewley는 기 교면 에 서 보다는 내 용， 특 

히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작품이라는 점이 자기에겐 더 큰 관심사라고 했다. 그리고 

도덕 적 치-원 에 서 그런 즉흥적 인 꾸며 대 기 (improvisation) 와 ‘an excursion into chaos’ 를 멋 

지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HJ가 인간의 경험에 어떤 선천적인 절대 지배 법칙이 있음을 인 

정 하지 않은 까닭이 과고 했 다. 그는 이 어 서 “for James the universe was pragmatically 

plastic, both for good and for evil. "661 이 라고 했 다. 즉，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서 HJ가 예 술 

가로서뿐만 아니라， 철학사상 면에서도 Pragmatist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 에 서 보아 온 것처 럼 WJ와 HJ는 똑같이 HJ Sr.로부터 Pragmatism을 신봉할만한 깊은 

영향을 받았고， 서로 다른 걸을 가면서도 각기 그 사상과 방법을 실천하고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拉行的인 것이었을 뿐 직접 영향을 주고받은 뚜렷한 증거는 없 

는 것같다. 그러나 WJ의 Pragmatism에 대한 지식은 HJ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큰 

조명이 된다. 사실상 Pragmatism은 WJ기- 그것을 체계화하기 훨씬 전， 식민지시대부터 미 

국인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전한 중심적인 생활철학사상이었던 것이다‘ 유럽에셔 신대 

륙으로 이민해 온 사람플은 생존과 개척을 위해서 임껴용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습성이 

펄요했고， 그들의 손을 기다리는 광활한 땅에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일거리를 

눈 앞에 두고 각자 스스로가 선택해야 했다. 사색할 시간은 적고3 행동의 필요성은 다급했 

다. 그들은 유렵 적 인 reality를 그들의 새 로운 상황에 맞도록 재 조정 @ 재 구성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거듭하자 그플은 점차 자신이 생겼고， 그럴수록 더욱 더 

pragmatism을 신봉하게 되었떤 것이다. 특히 1840년경에 독일계와 Ireland7-l1 이민이 격증하 

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인이 이민의 대다수였고， 그 후에도 여전히 중섬 세력이었던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인의 practical한 국민성과 자연을 지배하려는 강한 정신은 신 

대륙에서 pragmatism을 육성시키는 데 추진력이 되었을 것이다. WJ는 그러한 풍토에 알맞 

는 미국인의 전흥적인 사고방식을 그 자신 실천하고 철학으로 체계화했던 것이고， HJ는 그 

방식을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실천하고， 그 사상을 작품 속에 반영시컸던 것이다. 1910년 

그 자신의 불건강을 무릅쓰고 병약한 형외 독일 Nauheim 전지요양을 따라갔고 다시 New 

Hampshire에 있는 형 의 집 에 와서 그의 임 종을 지 켜 본 HJ는 T.S. Perry에 게 보낸 펀지 에 서 , 

“1 sit heavily stricken and in darkness-for from far back in dimmest childhood he had 

been my ideal Elder Brother, and I still, through all the years , saw in him , even as a 

small timorous boy yet, my protector, my backer, my authority and my pride .... "671 라고 

썼다. 兄음 향상 그의 ‘authority’로 모셔왔다는 말로 미루어 철학사상에서도 兄을 추종했 

66) The Complex Fate, pp.145""146. 
67) The Letters 0/ Heηry .James, Vol. n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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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력 을 갖춘 작가였다. 그들이 같은 時期에 똑같이 HJ Sr。의 영 향하에 서 Pragmatism의 훈 

련을 받았다는 사실만 상기하면 될 것이다. HJ가 WJ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文句가 있다， 그것은 1907년 HJ가 兄한테서 보내온 새 책 

합ragmatism을 읽고 그것을 크게 찬양한 펀지 속에 있다. HJ는 “a full-length defense of his 

(WJ’sJ insistence that, in the last analysis, philosophical beliefs-answers to ultimate ques

tions-must square with the facts of human nature. "68)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전체 개념 

에 공명하였던 것이며 그 자신“the facts of human nature"를 다루는 작가로서 兄의 철학 

이론을 문학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음을 우리는 보아 왔다. HJ는 兄에게 보낸 그 펀지 

에 서 얘 was 10st in the wonder of the extent to which all my life 1 have (like M. Jour

dain) unconsciously pragmatised. You are immensely and universally right .... "69)라고 감 

탄조로 고백했던 것아다. 

HJ가 그 자신 일생동안 Pragmatism을 실천해 왔으며， 그리고 ‘우의식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사설을 兄의 책을 읽고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이 철학사상 내지 그 실천 방볍에서 HJ는 兄의 영향을 받았거나 모방을 힌- 일 

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와 묘X 형제는 서로 拉行的

인 Pragmatists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各其 독자적무로 부친의 humanistic한 

pragmatism을 進一步시 컸던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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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표e짧!'y 짧없mes a용 짧 Pr짧훌ma뼈st 

X겼$ 명양짧n~훌a짧ok C빼n짧 

Ab!'lbad 

묘enry James Sε , father of William and Henry, and a liberal一minded theologian-맹hilo

sopher, friend of Emerson and Carlyle, paved the way of pragmatism for his two sons by 

exposing them to a constantly stimulating educational and aesthetic atmosphere. He was 

an individualist and a spiritual empiricist who preferred ‘ facts ’ and the exercise of s명lon

taneity to ‘ revelation’ and conventional thinking。 묘is orig뼈al mind al￦ays sought to re

examine , reconstruct , and improve whatever ideas he had inherited. 꺼rhe e똥perimental 

method and pluralistic thinking which also constitute pragmatism were the daily diet of 

the two brothers when they were still chi뼈ren. 

WilHam James , who was temperamentaHy no less pragmatic than his father, systematized 

pragmatism and became the champion of these new philosophical ideas-diametrically op

posed though they were to traditional thought• after experimenting with his talents in art, 

physics, medical science, and psychology ín which he excell.ed. Pragmatism recognizes the 

compleχity of life and turns away from TIxed principles, dosed systems, claimed absolutes 

and knowable origins. It values practical consequences and prefers action and ex땅erience 

over abstract concepts or social preconceptions. 묘e might also be thought of as the first 

theorist of ‘stream of consciousness’ in that he provided a basic description of it as a 

normal process of human consciousness in his major work, The Principles of Psyc싫θlogy. 

This 댐Tas consistent with other aspects of Pragmatism insofar as it theorize생 that the r갱ind 

is ever-sh표ting from one focus of interest to another。

묘enry James was as pragmatic in his life as his brother 샘10 constautly e똥perimente얘 

￦ith new subjects until he decided to devote himself completely to philosophy。 끼rhis can 

be shown by the fact that 묘em‘Y left his native country for France where he was sure 

to fìnd more of that freedom which is necessaεy for a writer and that he left Paris 옮ε 

London because of the deca뼈ent atmosphere reigning in France, and of the naturalistic 

philosophy of the French writers to which he objecte뼈. h can also be seen in the fact 

that when he failed in his attempt to ￦rite drama, he returned to fiç었on， the wr싫i없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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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e improved by applying the dramatic method. 

He shared his brother’s pragmatic principles as he suggested in his “ The Art of Fiction" 

and implemented them in the act of writing as well as in the themes of stories such as 

“The Real Thing." This can be seen as weH in his anti-authoritarian, pragmatic view of 

religion which he shared with his brother. Just as his brother developed radical new ap

proaches to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mind, Henry James incorporated similar and 

equally sophisticated approaches in his lìction, which also demonstrated his pragmatic 

tendencies. 

The pragmatic hunger for experience and ‘practical consequences' is contained in his 

lìctional theme of regret for the ‘unlived life,’ as ref1ected in “The Beast in the Jungle," 

“The JoHy Corner," and especially in The Ambassadors. And his notion of reality as 

something which can only be known through the process of growth and experience (the 

theme of appearance vs. reality) shows itself throughout virtuaUy aU of his works, while 

his pluralistic approach can be seen in his familiar trealment of characters in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in the way he made a virtue of ambiguity, which also serves to objectify 

his underlying pragmatic ambivalence. Examples of the latter can be found in “The Figure 

in the Carpet," The Sacred Foμnt， The T.μrn 0/ the Screw , and What Maisie Knew, among 

other works. 

Henry James, as he himself recognized in the letter he wrote to his brother upon the 

publication of Pragmatism, pursued his philosophy in almost all of his tìctional wri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