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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에 의한 첫 소설 1) 이 발표된 1853년을 시발점으로 하는 미국 흑인소설(Afro

American Novel)의 역사는 4단계의 시대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각 시대의 흑성애 대 

한 해석의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2) 4단계의 시대는 대체로 1차대전 前後 흑은 1920낸까지의 

初期， 1920년대의 흑인문예부흥(묘ar lem Renaissance)λ-171 ， 19301율대 공황기에서 2차대전까 

지의 戰前시기 ， 2차대전 이후 요늘에 이르는 현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자 

나 비평가들은3) 미국문학사에서 본격적인 미국 흑인소설이 등장한 時點을- Richard ￦right 

가 작품 활동을 시 작한 1930년대 후반， 흑은 조금더 거 슬러 올라가 Harlem Renaissance 시 

기인 1920년대로 잡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학사가들도 1900년 이전의 초기 흑인소설을 소홀 

히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다. 미국 흑인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학사가들도 1890년대 

의 Charles ￦. Chesnutt과 Paul Lawrence Dunbar의 작품을 미국 흑인소설의 효시로 삼아 

초기 마국 흑인소설의 起點을 Chesnutt의 작품 활동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901건으로 산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폰 그들의 이러한 산정 기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록 최초의 미국 흑인 소설이 

발표된 것 은 1853년 이 지 만 그로부터 εhesnutt의 첫 단훨 “The Goophered Grapevine" 이 

Atlantic Monthly에 발표된 1887년 이전까지확 30여년 동안 흑인 작가에 의하여 발표펀 소 

설은 장펀이 3펀， 단펀이 6펀에 불과할 정도로 사질상 1890년까지의 흑인 작가들의 작품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g 

1) Wil1iam Wells Brown의 Clotel, or the President’s Daughter가 1853년 영 국에 서 출판되 었 음。 
2) 예 컨 데 Roger Rosenblatt는 그의 Black Fiction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γersity 

Press, 1974) 에 서 1차대 전 전 까지 플 백 인 동화주의 (assimilationism)의 시 기 로， Harlem Renaissance 
시 기 릎 black cultural identity릎 예 잔한 시 기 료， Depression 이 후 2차대 전 전까지 를 protest 
Ii terature의 시 기 로， 2차대 전 이 후의 현 대 를 /ìction과 non-/ìction의 한계 가 요호해 진 시 기 로 구 

분하며 , Robert Bone은 그의 g’he Negro No엉el in America (New 묘aven & London: Yale 
Uniγersity Press, 1965)에 서 1920년 까지 를 Middle Class 소설 의 발홍 시 기 로， 1920년대 의 

Harlem Renaissance 시기를 흑인 민속의 발견의 시기로， 2차대전 전까지의 1930'건대를 전통의 
탐색의 시기로， 194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를 항변문학에의 반발의 시기로 각각 그 시대적 특 
성을 설명하고 있다. 

3) Black Fiction의 Roger Rosenblatt나 Black on 때힘te(New YQrk: τhe Viking Press, 1966)의 
Daγid Little john은 그 좋은 예 일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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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 그 첫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빈 약한 숫자는 Chesnutt 

의 장편소설 3, 단펀소설 53 , Dunbar의 장펀소설 4, 단펀소설 734) 이라는 엄청난 숫자와 

또하나의 이 유로는 Chesnutt과 Dunbar가 Atlaηtic Monthly같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국적인 유명 문에지 등에 많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발표한데 反해 그전의 작 

품들은 제한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단편소설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l，.Q...
.0 '-- 지방無名紙 

그들의 소설에서 

본격적인 직업 

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술 작품￡로서 

분명한 질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Chesnutt과 Dunbar가 

문인이었먼데 反하여 그전의 작가들은 직업적인 운인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소 

설을 쓴 아마츄어 작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e 

그러나 이러한 수긍할만한 몇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초기에 쓰여진 세 장펀， 즉 

William Wells Brown외 Clotel, or tlze Presideηt’ s Daughter (1853)5) , Frank J. Webb의 

The Garies and Their Friends (1857) , Martin Delany의 Blake, or the Huts 0/ Aηurica 

(1 962)6)는 결코 경시되거나 소흘히 다루어질 수 없으며 초기 미국 흑인소설의 시발점을 이 

루는 중요한 선구적 작품으로 응분의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소설들은 노예 설화(slave narrative) , 反노예제설교 등 흑인 

산문문학의 여러가지 중요한 전통을 그 안에 흡수하여 전승하고 있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들 작품은 담부에서의 노예제도， 북부에서의 자유 흑인 (free 

negro)들의 삶， 노예 반란， 흑인 민족주의 등 19세기의 미국 흑인이 당면한， 그래고 20세 

기 이후에도 계속 그들의 삶에 영향을 마쳐온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미국 휴인소설의 주제설정과 그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W.E.B. DuBois가 적절히 지적한 바7)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흑인이어야하는 미국 흑인 째， 

의 二重的 의식 구조， 그 이 중적 의 식 구조에 서 비 롯된 백 인 동화주의 (white assimilationism) 

와 흑인 민족주의 (black nationalism) 라는 미국 흑인의 중요한 두개의 異質的의식 양태가 

이미 이들 작품에서 의미심장하게 劇化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의식 양태 혹은 이중적 태도 

는 이후 미국 흑인소설의 기본적인 정신작 토양을 이루어 요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 

흑인문학의 변전과 浮沈은 바로 이 두가지 의식양태중 어느 쪽이 보다 전면에 나서서 강조 

4) 습작기의 작품까지 포함하연 97펀에 이르는데 Dunbar는 詩가 본령 임을 감안해야 한다。 
5) 이하 Clotel로 줄여 씀. 
6) 이 하 Blake로 줄여 씀. 
η W.E.B. DuBois는 그의 The 80μls of Black Folk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It is a peculiar 

sensation, this double-consciousness, this sense of al￦ays looking at one’5 self through the 
eyes of others, of measuring one’ s soul by the tape of a world that looks on in amused 
contempt and pity. One ever feels his twoness, -an American, a Negro; t￦o souls, two 
thoughts, two unreconciled strivings; t￦o warring ideals in one dark body, τvhose dogged 
strength alone keeps it from being torn asunder." J, H. Franklin, ed. , Three Negro Classics 
(Neτv York: Avon Books, 1965) ,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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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의 운저l 와 직결되어 있우며 미국 휴인소설의 역사적 시대 구분도 이 두가지 의식 양 

태의 변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몇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해서 븐 논문은 비록 초커 미국 흑인소설 연구라는 다소 

광범한 표제를 달기는 했지만 그 논의의 범위를 초기 중의 초기라 할 수 있는 이 세 작품 

에 국한 시킬 것이며， 어떤 연구 방법에 의해서나 어떤 특정적 주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암시한 바 여러가지 흑인의 삶의 진상과 흑인소설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콸적 시각을 통하여 이 세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미국 흑인소설사에서 

의 이 세 작품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렴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상을 것이다. 이러한 문 

학사적 접근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는 각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 작품들이 

쓰여질 당시와 그 전후의 문학사적 배경에 대한 다소의 설명이 펄요하리라 생각된다。 

B 

남북잔쟁의 한 결실로 합법적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국 흑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가 노예제도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전 

쟁 전까지의 흑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펀 것은 불론 이 노예제도였다- 흑인 

을의 삶을 전적으로 조건지우고 통제하는 이러한 노예제도가 그들의 문학의 기본적인 배경 

을 이루고 그 노예제도 하에서의 그듭의 절박한 삶의 기록이 그들의 문학의 주된 내용을 

이룹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흑인문 

학의 시 작쓸 18세 기 후반의 Phillis Wheatley와 Jupiter Hammond의 시 에 서 찾는 것 이 보 

통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흑인문학의 시작은 미국에서의 휴인의 삶에 대한 흑인들의 집단적 

인 의식과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19셰 71 초의 항변 (protest) 문학에서 찾아야할 것이며 이 

항변 문학은 바로 노예제도의 비판과 노예생활의 참상에 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문학은 노예제도의 홉용板에서 파종되고 싹트고 자라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의 삶에 대한 자각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의 비판과 그 폐지 운 

동으로 발전하게 되어 1827년에는 첫 흑인 신문인 앞'reedom’ s Joμf엉al이 발행되고 18301건까 

지에는 反노예제도 단체가 50개에 이르게 된다， 이 시거의 혹인문학은 George Moses Hor

ton, James M. Whitfìeld, Frances Harper 등의 항변詩나 David Walker의 A양양eal in Four 

Articles (1829) 같은 설교운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은 노예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자서전 형식의 노예 설화(slave narrative) 이다. 

1930년대 이후8) 남북전쟁 전까지 말표된 30여펀에 이르는9) 이 slave narrative들은 작품 

8) slave narratiγe가 본격깎으로 발표펀 것은 1930년대 이후이지만 그 첫 작품은 1789년에 발표된 
Gustavus Vassa의 The 1ηteresiiηg Narrative of the Life of GUS((l'VIIS Vassil ‘ the African2., 
쿄 기록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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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문학적 수준의 차이가 심하고 내용의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스려운 작품이 많은데 

노예제도 폐지 

진정한 문학 작품 

Frederick Douglass의 

다10) 대부분의 작품이 흑인 자신들에 외해서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백인 

론자들에 의하여 대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흑인문학을 대표하는 

으로 평가받기에는 다소 문제가 없지 않지만 몇몇 작품들， 예를 들어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1 845) , 11) W i11iam Wells Brown의 Narrative 

of William Wells Brown, a F，μgitive Slave (1847) , Henry Bibb의 Narrative of the Life 

and Adψentures of Heηry Bibb, an American 8lave (1849) , Solomon Northup의 

Yeαrs a Slave: Narrative of Solomoη North앵 (1853) 디] 
^ Josiah Henson (1849) , 

Twelve 

Henry 

본질과그 

묘사하고있 

적극 활용되 

다양한삶의 

Box Brown (1849) , Samuel Ringgold Ward (1855) 등의 작품들은 노예 제 도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흑인 노예들의 고통스런 삶의 진상을 캄동적으로 

다. 또한 이 slave narrative들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홍보 및 선전 자료로 

어 노예제도 폐지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었고 무엇보다도 흑인 노예들의 

기록의 저정고로서 이후의 본격적인 휴인문학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펀 휴인들의 삶에 대한 백인들의 문학적 기록 역시 초기 휴인문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당대의 대표적 인 Washington Irving, Edgar Allan Pce, Herman Meìville같은 백 

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간흑 고;;:'01 -, ，스 인물이 등장하고 Poe의 The N，ιrrιtiψe of Arthιr 

Gordon Pym이 나 Melville의 Benito Cereπo의 경 우에 는 흑인의 운제 가 심각하게 다루어지 

고 있는 것이 사설이긴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주로 상징적인 치-원에 머물뿐 그들의 작품이 

흑인 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큼 흑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 

다. 따라서 흑인들의 삶이나 흑인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백인문학은 흑인의 현실과 

직결된 노예제도와 그 제도하에서 살아가는 흑인 노예들의 삶을 소재로 다문， 일반적으로 

널리 읽히는 백인 작가들의 대중소설이었을 것임을 짐작키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백인 소설의 대표적인 유형외 하나가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 

장하는 反노예 제 도소설 (anti-slavery fiction) 12) 이 다. slave narrative로 위 장한 첫 antislavery 

9) Roger Whitlow, Black American Literature (Totowa: Rowman & Allanheld, 1984) , p.39. 
한펀 Gilbert Osofsky에 따프연 abolitionist들에 의하여 수집되고 abolitionist 신문 잡지에 발표 
된 모든 이 야기 를 다 포함하면 slave narrative는 수천펀에 달하며 WPA의 slave narrative 수 
록 작품집 도 17권 에 이 른다는 것 이 다. Gilbert Osofsky, ed. , Puttin’ oπ Ole Massa (New York, 
Evanston, San Francisco, London: Harper & Ro￦， 1969) , pp.9-10. 

10) 예컨대 The Autobiography of A Female Slave (1856)는 Mattie Griffith라는 노예주의 벡 인 딸 
이 쓴 것 이 며 , The Slave: or the Memoirs of Archie Moore (1836)는 백 인 역 사가인 Richard 
Hildreth7} 쓴 사실 상 첫 antislaγery 소설 이 다. Gilbert Osofsky, ed. , PuttÎη’ oη Ole Massa , 
p.12 창조. 

11) Douglass의 이 작품은 1855년에 My Bondage and My Freedom으로， 1881년 에 는 Life and 
Times of Frederick Douglass로 계 속 증보되 었음. 

12) antislaγery fiction에 대 한 설 명 은 Sterling Brôwn, The Negro η Aη~erican Fictioη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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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인 .Richard Hildred의 Thg Slave, or Memoirs of Archy Moore (1836)13)의 등장 이래 

Emily Catherine Pierson의 Jαηzie ， The Fugitives (1851) 등이 발표되 었 지 만 antislavery 소 

설이 결정적인 영향릭을 발휘한 것은 Harriet Beecher Stowe의 Uncle Tom’s Cαbin (1 852) 

의 경우이다。 새삼 설명이 필요 없을만픔 이 작품은 미국 사회애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맘북전쟁을 일으킨 遠因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크게 기여 

하였고， 이 작품의 이러한 역할은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노예제도의 폐지와 노예해방의 실 

현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흑인문학에 당연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된 것이다. 이 antislavery 

소설의 전통은 Mrs. Stowe의 두번째 소설 업red， A Tale of the Dismal Swamp (1856) , 

￦。W. Smith의 The Planter’ s Victim (1855), H‘1. Somer의 Adela, The Octoroon (1860) 

등으로 이어지며 노예제도를 디-루는 초기 흑인소설에 중요한 형척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antislavery 소설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휴인들의 노예 생활을 다루고 있는 백인 

소설의 또 하나의 대표적 유형이 노예제도 옹호(proslavery) 소설이다。 14) proslavery 소설 

은 남부의 노예 농장(plantation)의 목가적인 평화로운 삶을 예찬하는 노예농장 전통(planta

tion tradition)을 따르면서 노예 생활을 낭만적으로 美化함으로써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백 

인 소설이다。 이 proslavery 소설의 효시는 J. P. Kennedy의 Swallow Bα?’n (1832)~로 알 

려져 있지만 proslavery 소설이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은 Uncle Tom’s Cab짧이 발표된 이 

후이다. Uncle Tom’s Cab싫의 출판이 물의를 일으키자 이 소설에 대한 응당오로 ￦。1. G. 

Smith의 Life αt the South, or Uncle Tom ’s ε'abin As It Is (1852) , Mrs. Eastman의 4싫nt 

합hyllis’ Cabin (1852) , John W. Page의 Uncle Robin in 묘ïs εabin (1853) 등 3년만에 우 

려 14개의 proslavery 소설이 쏟아져 나와 Mrs. Stowe를 지원하는 antislavery 소설플과 활 

발한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 

이후 antislavery 소설과 proslavery 소설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slavery 자체가 폐지됨으 

로써 표면상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지만 antislavery 소설의 전통은 노예제도하외 휴인 노 

예의 삶윤 다루는 이후의 흑인 소설에서 slave narrative의 전통과 함께 맥을 잇게 되고 

proslavery의 전통은 노예제도 폐지 추 남부에서의 Reconstruction의 실패 이후에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제도 시철에 대한 향수를 그리는 plantation tradition에 더욱 강화되어 업lOmas 

Nelson Page, Joel Chandler Harris, Harry Stillwell Edwards 등 백 인 작가들과 Paul Law. 

rence Dunbar 등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 면면허 이어져 간다. 첫 흑인 소설인 ￦.W. Brown 

(1816"-' 1884)의 Clotel이 출판된 1853년은 Uncle Tom’s Cabin이 출판된 바로 다음 해 로， 

Clotel은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백인 작가들에 의한 이러한 antislavery 소설과 proslavery 소 

York: Atheneum, 1969) , pp.31-4 창조。 
13) 1836년에는 무명으로 출판되었으며 1852년 작자의 。1 릉을 밝혀 The 흉'hite Slave라는 제목으로 

증보되어 나왔음. 

14) proslaγery fiction에 대 한 섣 명 은 Sterling Brown, The Negro η A1.ηerican Fiction, pp.17-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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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열띈 공방이 시작된 시첨에서 말표띈， 휴언에 의한 첫 antisÎavery 소섣이라는데에 우 

선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메
 뻐
 

흑인 작가에 의한 첫 소션이 反노예제도의 주제블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해 보인 

다. 앞에서도 시사한바 있듯이 노예 해땅 이전의 흑인 작가로서의 Brown에게도 가장 중요 

한 관섬사는 아마도 노예제도이었을 것이고 이 노예제도의 폐지는 곧 모든 흑인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열쇠로 기대되었을 것이기 때문아다@ 더욱이 Brown 자신이 도망 노예였 

기 때문에 이려한 느낌은 그에게 더욱 절실하었을 것이다. 

백인 아벼지와 Daniel Boone의 딸로 전해지는 혼혈 (mulatto) 어머니 사이에서 노예의 신 

분으로 태어난 Brown은 10세 때 이미 어머니와 도망을 시도하지만 질패하고 만다. 그로 

인해 서 어 머 니 는 Deep South로 판려 가고 그는 1834년 다시 도망을 시 도하여 성 공하는데 이 

때 그를 도와준 Ohio의 한 Quaker 교도의 이 름을 따서 William이 라는 자신의 이 름 뒤 에 

￦ells Brown이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후 뼈assachusetts Antislavery Society에 가담 

한 Brown은 Frederick Douglass의 역할을 이어 받아 주로 反노예제도 강연 연사로 활약하 

다가 영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영국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강연 활동을 하며 머물던 

중 Clotel을 칩펄하여 발표하기에 이른다. εlotel， or the President’s Daughter (1 853)는 

Jefferson 대 통령 의 흑인 노예 딸에 대 한 전설을 배 경 으로하여 Brown 자신의 노예 생 활의 

실제 체험과 노예제도 폐지 운동 과정에서 수집한 여러가지 실제 자료들을15) 바탕으로하여 

쓰여진 소설로서 세번이나 改作되어 발표된 그의 일생에 걸친 집요한 작엽의 견실이다. 

이 소설의 첫 改作인 2nd version은 Miralda: A Beautiful Quadroon: A Romaηce of 

American Slaτ!ery라는 제목으로 1860년부터 1861년까지 The 맹Teekly Anglo Africaη誌에， 

두번째 개 작인 3rd version은 Clotelle: A Tale of the Sομtheγ :n States라는 제 목으로 1864년 

에 , 세 번째 개 작인 last version은 Clotelle: θr， the Colored Heroine: A Tale of the Southern 

States라는 제목으로 1867년에 각각 발표되었는데 각 version에 따라 주요 등장 인물들의 이 

름이 바뀌기도 하고， 플훗트가 보다 단순하게 정리되기도 하고， 센티멘탈리즘의 요소가 더 

욱 강화되기도 하고， Clotel을 Jeffersono1 아닌 한 미국 상원의원의 딸로 설정하기도 하고， 
결말부 처려를 약간 바꾸기도하는 등 내용이 다소 딸라지긴 하지만 두 자매인 Clotel과 

Althesa를 중섬으로 하는 。riginal version의 기본 틀과 그 중요한 세부 내용에는 커다란 변 

화가없다‘ 

15) Bro￦n은 Clotel의 후기에서 그가 의존한 자료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WiIliam Wells 
Brown, Clotel, or The President’s Daughter (Ne￦ York: Collier Book, 1970) ,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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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 은 Jefferson 대 통령 의 청 부포 알려 천 흔혈 노예 éurrer와 푸 딸 Clotel, Althesa 

가 함께 노예 판매매에 오르는 장면￡로 시작되는데 이 세 모녀가 각각 다른 백언에게 팔 

려 감으로 해 서 이 야기 는 각각 Currer, Clotel, Althesa를 축으로 하는 세 갈래 의 플릇트로 

나누어진다。 Currer는 약간 위신적인 John Peck 목사에게 팔려가는데 Currer 플릇은 εurrer 

의 삶이 아니 라 Peck 목사의 발언 Georgiana와 Peck목사의 친구인 Carlton과의 관계에 춧 

점 을 맞추고 있다. Georgiana는 Uncle Tom’ s Cabin의 Evangeline을 연 상케 하는 신 앙심 이 

두렵 고 인 간애 가 풍부한 백 인 아가싸 로 εarlton을 기 독교에 귀 의 케 하고 Peck 목사가 죽은 

후 Carlton과 결혼하여 그틀의 노예를 모두 해방시킨 후에 Evangeline처렴 폐결핵으로 죽 

는다. Georgiana의 이 러 한 모습은 인 간애 의 화신 인 Evangeline의 모습일 뿐만 아나 라 끝내 

노예의 해방을 실천에 옮기는 Uncle Tom’s Cab뼈의 George Shelby의 또다른 ￡습이가도 

하다. 그러니까 Currer 플롯트의 중요한 의미는 양식 있는 백인들에 의한 노예제도의 비인 

간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러한 비판이 가져올 수 있는 노예 해방워 가놓성 

의 시사라 할 수 있다。 

한편 Althesa는 Mr. Crawford에 판려 가서 Crawford의 친구인 의 사 Henry Morton과 결 

혼하게 되 는데 Henry Morton 또한 Georgiana약 Carlton처 럼 노예 제 도에 반대 하여 이 를 비 

판하며 Crawford도 노예 들과의 접 촉을 통하여 노예 제 도의 죄 악을 차츰 깨 닫게 펀다. 그허 

나 Althesa와 Morton아 캅자기 역 병 요로 죽게 되 자 그들의 두 딸 Ellen과 Jane은 좋지 에 

노예로 전락하여 경매대에 오르는 운명을 맞는다. Ellen은 수치감의 충격을 못이겨 자살하 

고 Jane 역시 한 불란서 청년이 그녀를 구출하려다 피살된 후 곧 심장 파열효 죽는다‘ 

Althesa 플롯트 역 시 Currer의 플롯트처 럼 노예 제 도의 부정 적 본질 에 대 한 백 인들의 자각 

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플롯트가 더욱 의미깊게 전하고 있는 것은 두 딸의 비극적인 죽음 

을 통하여 드러나는 노예제도의 근본적인 불합리성과 그 인간 파괴의 잔혹성이다‘ 

Clotel의 플롯트는 이 소설의 주인공의 그것탑게 좀더 복장하다. Clotel은 Horatio Green 

에게 팔려가 그와 결혼하여 Mary라는 달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Green이 정치에 뜻 

을 두면서 Gertrude라는 백 인 여 자와 가까워 지 고 결국 그녀 와 결흔하게 됨 으로써 Mary와 

떨어져 맨 남부로 팔려 가게 된다。 Clotel은 이사람 저사람에게 계속 轉賣를 당하다가 

때Tilliam이라논 흑인의 도움으로 북부로 도망하는데 어렵사려 성공하지만 Mary를 데려오려 

고 다시 Virginia로 돌아가다가 붙잡히 게 된 다. w워 싱 톤의 국회 의 사당과 대 통령 의 집 과의 

중간 쯤에 서 있는~16) 감옥에 서 탈출하여 쫓기 게 된 미 국 대 통령 의 딸인 다otel은 대 통령 의 

집 이 뺀히 보이 는 Long Bridge 위 에 서 Potomac강에 폼을 던 져 자살한다. 한현 반란죄 로 

사형 선고를 받은 뼈ary의 애 인 인 mulatt。 노예 George는 Mary의 도움으로 탈옥하여 Canada 

도피에 성풍하지만 다시 Mary를 찾는데 실패하고 영국으로 가서 성공하게 된다 Mary는 

16) W.W. Brown, Clotel,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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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대로 갖은 고초 끝에 한 프랑스 청년의 도움으로 프랑스에 건너와 살게 되는데 결국 

Mary와 George의 재 결 힘-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다. Clotel 플릇트는 노예 매 매 , 도 

망， 노예 사냥， 가족 이산 등 노예 생활의 고통스런 체험을 통하여 노예제도의 온갖 버연 

간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보이고 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사실 Clotel의 가장 큰 강점은 노예 생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자세하고 사실적인 묘사 

를 통하여 미국의 노예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도덕한 것인가 하는 그 부정적 진 

상을 폭로하고 비 판함으로써 그 『이 싱 한 제 도~(peculiar institution)의 폐 지 블 섣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초기 흑인작가들과 마찬가지로 Brown에게 있어서도 문학이란 

이러한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Brown 

은 이 소설의 서문에서 이 글을 쓴 목적이 노예 생활의 진상에 대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보 

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미국 노예제도의 폐지에 영국이 강압적인 영향력을 말 

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η) 다음과 같은 미국 노예제도에 대한 비난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Where the slave is placed by law entirely under the control of the man who claims him, 
body and sou!, as property, what else could be expected than the most depraγed social condi
tion?18) 

Browr에 이 소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두가지 주요 작업은 미국의 노예제도가 가져온 바로 

이 “ the most depraved social condition"의 진상을 충실히 밝혀내는 일과， 이 “ the most 

depra ved social condi상on'’에 대 하여 1'11 판을 가함으로써 그려 한 조건의 지 양을 촉구하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Brown은 前者의 작업올 풍부한 흑인 민속 자료(folk material)의 활용과 

노예 생활에 대한 slave narrative 전통의 풍부하고 사실적인 묘사블 통하여 이룩하고 있다. 

한편 後者의 작엽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상실한 기독교의 위선적 

태도와 펀견을 강조함으로써 수행되고 있는데 주로 Georgiana같은 인물을 통한 ‘antislavery 

lecture’의 활용이 이 작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이 소설은 노예제도 폐지 

(abolitionism)의 주제블 성공적으로 다룬 첫 흑인 소절이라는 점에 있어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 받아야 할 작품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또한 많은 결함과 문제점을 지난 작 

품이기도 하다. 

우선 이 소설의 여러 갈래의 플훗트는 너무 산만하고 전체적인 구조는 너무 허솔하며 인 

물이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강상적이고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너무 두드러진다. 특히 

이 작품의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는 이런 종류의 목적 소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하는 사실적 

17) Ibid. , XX. 

18) Ibid‘,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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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불화플 일으킴으로 해서 때로 

러나 이 시기의 흑인 작가가 고도의 

작품의 

서구식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19) 그 

문학적 기교에 익숙해 있기를 71 대하기는 어 

려운 일이다.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Browl1의 작가로셔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은 요히 

려 이러한 문학적 기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그의 기본 자세에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owl1은 우선 인 간의 자유플 위 한 투쟁 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처 

리하고 있다. 예컨데 이 소섣의 주인공인 Clotel이나 Althesa 등의 주요 인물들은 Stowe 부 

인이 꾸며냈음직한 낭만적 이미지의 상투적인 인물들로서 주로 백인의 동정에 호소하도록 

그려져 있는데 흑인의 인간적 자유에 대한 투쟁이 바로 이러한 감상적 인물들에 의하여 시 

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소섣에서 비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주요 등장인물들 

이 거의 다 mulatto라는 사실은 이 작품의 이러한 감상성을 잘 

mulatto 인물에 대 한 Brown의 選好는 다른 의 미 에 

대한 Brown의 특병한 관심은 이 소설의 바로 첫 

있어서 매우 

문장에서부터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mulatt。에 의미심장하다. 

드러나고 있다. 

With the growing population of slaγes in the Southern States of America, there is a fearful 

increase of half ￦hites ， most of ￦hose fathers are slaveo￦ners， and their mothers slaves. 

Society does not frown upon the man who sits with his mulatto child upon his knee, whilst 

its mother stands a slaγe behind his chair.20 ) 

물콘 Brown은 백인 담자 노예주와 흑인 사이 에 서 태 어 나는 mulatto에 대 한 언 

그 부도먹성， 백인에 의한 흑인 노예 가정의 

여자노예 

性的폭력과 급을 통하여 흑인에 대한 백인의 

무자비한 파괴， 그리고 그에 대한 백인의 무비판과 

한 비판은 백인에 가까운 mulatto들을 그 희생자로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劇j化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일 수 

그러 

。)..9.
λ^E 

것으로 Brown은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 half black" 인 아닌 “half white" 라는 표현 에 서 

지향 의식이 장재해 있 암시되고 있듯이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백인 우윌의 수용과 백인 

다는 점이 중요하다。 

black)과 피부의 

쉽게 말하자면 이려한 )]1 판의 기저에는 피부가 검은 순수 흑인 (pure 

을 수밖에 없는데 

색깔이 백인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만큼 흰 흔혈 흑인사이에는 

그 우영의 차이나 질적인 차이가 결정되는 것은 백인 가치의 

차이가 있 

기준에 의 

해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많은 백인 작가들 뿐만 아니2-j- (Stowe 부인이 곧떠 

오른다) 때로는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 서 도 무지 한 순종형 의 상투적 인물로는 피부가 검은 

(pure black) 노예가 등장하는데 反하여 아름담고 이지적이고 저항적인 인물들은 

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백인지향 의식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것이다. 

mulatto 

。l ι

-‘-

절에서도 잉otel， Althesa, Mary의 아름다움과 독자들의 띤민을 불러 일으키는 그들의 노예 

19) Robert Bone은 그의 The Negro Novel in America, pp. 23-4에서 휴인소섣과 melodrama와의 
관계릎 자세히 설명하면서 melodrama의 긍청적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커도 한다. 

20) W.W. Br。￦n ， Clotel,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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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 않음은 백언에 가까운 그들의 흰 피부색과 백인과 분간키 어려운 그들의 서구식 외양 

에 의하여 강조펴고 있마. 예깐데 경매대에 올라 션 Clotel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The appearance of Clotet on the auction block created a deep sensation amongst the crowd. 

There she stood, with a complexion as white as most of those who were waiting ￦ith a wish 

to become her purchasers; her features as finelydefined as any of het ~ex of pure Anglo-Saxon; 

her long black waγy hair done up in the neatest manner; her form ta1l and graceful, and her 

whole appearance indicating one superior to her position.2ll 

이 러 한 백 인 지 향 의 식 은 『백 인 동화~(white assimilation) 라는 용어 로 보다 구체 적 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많은 흑인들의 white assimilation 의식은 노예가 주인의? 피식민지자가 식 

민자의 상황을 모방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심리의 연장으로 이해펄 수 있을 것 

이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고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는 백인 우월 사회에서 하나의 펄연적 

인 생존 조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피부색을 통하여 white assimilation이 가능한 

mulatto를 주축으로 한 휴인 중류 계급 흑은 흑인 부르좌 계총의 경우 이러한 assimilation 

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white assimilation의 결정적인 부정적 요 

소는 그것이 흑인의 자기 정의 (self -deJ1nition)의 포기와 민족척 정체 의식의 소멸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정이다g 

Brown이 이 소젤에서 white assimilation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 

예제도 폐지 문제를 흑인의 자기 정의에 근거한 어떤 자주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인 

의 각성과 도움에 수동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흑인의 자각 의식을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Clotel 등 주요 인물을 백인과 흑인 중류 계춤의 공강에 호소하는 유형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거나， 무엇보다도 『흑백 인종간의 차이의 문제플 근본적으로 두 인종간의 치-이가 없다 

는 점 을 지 적 함으로써 해 소~22l하려 고 한 것은 white assimilationist로서 의 Brown의 가능성 

을 충분히 시 사하고 있다. Brown의 이 런 요소와 관련히 여 Addison Gayle, Jr.는 다음과 같 

이 이 소설의 功過를 논한다. 

__ .Brown is the first black protest novelist, and as such he waged WUl' in support of the cuuse 

of munumission; for this act he is to be applauded. 

Yet he leaγes the major ground untilled, shies away from the equally important battle to be 

waged in behaH of the right of a people to define themselγes. In 80 doing, he sets an ominous 

precedent for writers to come. To understand the ideas and attitudes expressed in Clotel is to 

begin to understand as well why the cause of Black Nationalism is set back almost two hundred 

years, ￦hy assimilationism after the Civi1 War becomes the majol' objective of the black 

bourgeoisie, why the black writer dedicates himself to spurious theories of art for art’s sake 

21) lbid. , p ‘ 42。
22) Addison Gayle, Jr. , The Way 01 the New World: The Black Novel iη America (New York: 

Doubleduy, 197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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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ncl ilterature ￦hich e퍼dences little more than his educatîonal attainments. 23) 

흑인 작가에 의 한 두번째 소섣 인 Frank J. Webb의 The Garies and Their Friends (1 857) 

는 Clotel에 뿐려 진 이 protest와 assimilation의 싸 앗이 휴인 중류사회 의 로양 속에 서 어 떻 

게 싹트고 자라는가플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때
 μ 

The Garies and Theiγ Friends 역 시 노예 해 망 이 전에 쓰여 진 일종의 항변소설 (protest 

novel)이라 볼 수 있지만 노예제도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W. Brown 

은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면 모든 흑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ebb의 이 작품은 Brown의 그러한 믿음이 얼마 

나 소박하고 낭만적인 것인가플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노예제도가 영향올 마치 

지 않는 북부의 한 도시를 주무대로 노예가 아닌 자유 흑인 (free black)들의 삶을 통하액 

미국 흑인들이 당면한 또다른 문제점들을 제가하고 있커 때문에다。 Clotelol 노예제도하의 

남부블 배경으로 흑인노예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작품은 노예재도가 

시행되지 않는 북부를 배경으로 자유 흑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북부에서의 자유 흑인 

들의 삶과 그 문제점을 다푼 최초의 흑인 소설이라는 데 이 작풍의 중요한 푼학사척 의의 

가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노예제도나 노예생활을 배경으로 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그러나 

노예제도가 제기하는 여려가지 문제점들에 못지 않게 중요한， 예컨데 북부의 도시나 노예 

해방 이후의 남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觀婚(mixed marriage) , 린치 행위 

(lynching) , 백 인행 세 (passing) , 흑인 차별 대 우(segregation) 등의 주요한 주제 를 처 음으로 

심도있게 다푼 작품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Webb는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으로 알려진 24) Philadelphia를 주무깨로 하여 한 離婚

가정 과 한 흑인 가정 과 한 백 인 가장 을 배 경 으로 한， Samuel Richardson과 Henry Fielding 

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렴없는 다양한 플롯트 속에 이러한 주제틀을 엮어 나가고 있다. 01 
작품의 줄거리는 두개의 큰 가닥과 두개의 곁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개 

의 큰 가닥은 Garie家를 중심으로한 북부에서의 한 離婚 가정의 비극적 경험과 Ellis家라는 

한 흑인 중산층 가정이 겪는 시련을 각각 다루고 있고 두개의 걷가지는 각각 흑인 Mr. 

￦alters와 백인 Mr. Stevens룹 중심으로 이 두개의 큰 가닥에 연결되면서 주로 흑백간외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gane 플릇트는 남부의 노예제도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노예들에게 매 

23) Ibid. , p.l0. 
24) 이 소설의 서운에서 Mrs. Stowe가 밝히고 있는 정도 이외에는 Frank J. Webb의 전기적 7) 록a 

로는 알려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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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친절한 이른바 『좋은 주인dI (good master) 안 Garie가 자신이 사온 혼혈 노예 EmiÌy를 사 
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게 됨으로 시작된다。 Garie와 Emily는 백인과 구분이 안되는 두 남매 

εlarence외- Em을 낳고 Georgia에서 살아가다가 휴벡 결흔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부 

에 서 의 이-이 들의 장래 플 걱 정 하는 Emily의 권유에 따라 Philadelphia로 옮겨 오게 된 다. 그 

들은 가까스로 볍 적 결혼을 성 사시 키 는데 성 공하지 만 이 웃인 Mrs. Stevens에 의 하여 Emily 

와 아이들의 흔혈신분이 드러나고 이어서 Mrs. Stevens의 농간오로 두 아이는 다니던 학교 

에서 쫓겨나게 된다， 결국 Garie는 흑인옹호자로서 Mr. Stevens에 의하여 사주된 백인 폭 

도들의 흑인에 대한 공격의 주 목표가 되어 자신의 집에서 백인 폭도들에게 반항하다가 잘 

해되고 벙환 중인 만삭의 Emily는 헛간에 피신했다가 아이를 낳고 죽는다. 오랜 세월 후 

고민 끝에 ‘passing’의 길을 택한 Clarence는 백인 처녀 Birdie와 결혼 약속에까지 이르지만 

Stevens의 아들 George에 의하여 자신의 혼혈 신분이 드러나자 그 고통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고 Clarence를 진심으로 사랑한 Birdie도 끝내 상심하여 죽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passing을 포기 한 Em은 Mr. Ellis의 아들 εharlie와 결혼함으로써 비 극적 인 Garie家의 종말 

에 한가닥 희망의 빛을 남긴다. 

Garie 플릇트가 주로 雜婚과 passing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면 Ellis 플릇트는 주로 흑 

인 중산층의 삶과 그 모랄에 관련되어 있다. Ellis家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목공 기술 

자인 Mr. Ellis와 성실하고 정숙한 아내요 주부인 Mrs. Ellis (Ellen) , 맏딸랍게 사려깊고 

용기있는 Esther, 왈가닥 기질이 있는 명랑쾌활한 Cad, 짖꽂은 데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악의 없는 Charlie로 구성되어 있는데 Ellis는 근면， 검약， 노력 등 이른바 신 

교 윤리 (protestant ethic)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백인들과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려고 

정질허 노력하는 모범적인 흑인 중산충의 한 인물이다. 작자는 이들과 Walters 및 Garie家

와의 천분 관계， 이들의 일상적인 가정생활 특히 Charlie의 행적， 그리고 이들이 겪는 여 

러가지 시련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들에 닥친 결정적인 시련은 흑인 

폭동을 유도하기 위 한 백 인 폭도의 린 치 난동과 함께 시 작되 는데 이 들은 Walters의 집 에 

집결하여 백언 폭도들에 대항하여 싸워야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백인폭도 

들의 Garie의 습격 계 획 을 Garie에게 미 리 알리 려 던 Ellis가 폭도들에게 쫓져 치 명 적 인 부 

상을 입고 이들의 집마저 파괴되어버렴으로써 이들의 시련은 절정에 이른다g 그러나 폐인 

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와 인내와 근면으로 결국 이러한 시 

련을 이겨내고 Esther는 Mr. Walters와， Cad는 이제 많은 재산을 풀려받게 된 Charlie의 

친구 Kinch와， Charlie는 Mr. Garie의 딸인 Em과 결혼함으로써 각각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룩한다， 

한편 두개 의 결 가지 줄거 리 의 축을 이 루는 두 인물 Mr. Stevens와 Mr. Walters는 Garie 

플롯트와 Ellis 플릇트 모두에 직 접 간접 으로 관여 하고 있 다. Stevens부부는 Mrs.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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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rell 부부， Miss Jordan, Mr. Balch 등 이 소설 에 등장하는 션의 의 백 인들과 대 조적 으로 

휴인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악한 백인의 전형 o 로 그려져 있다. 이른바 악덕 변호사인 

Stevens는 흑인 소유 재 산의 가격 을 폭락케 하기 위 하여 백 인 폭도들로 하여 금 소요를 일으 

키게 하고 노예제도 폐지릎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사에 투고하는 

점 을 이 용하여 McCloskey에 게 Garie를 살해 하도록 지 시 함으로써 

한펀 살인 혐의의 약 

파멸시키고 Garie家를 

Ellis의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이 소설의 종반부에서 알콜 중목으로 폐언이 되 

다싶 이 한 Stevens는 McCloskey의 협 박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경 찰에 쫓겨 추락사함으로써 

불의와 오욕으로 일관된 그의 일생을 마치는데 이렇듯 철저한 악한으로서의 

할은 (권선정악의 원리에 따르는 정석적인 그의 죽음까지 포함하여) 

Stevens의 역 

전형적인 이 소설을 

19세거식 멜로드라마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백 언 악한의 상투형 인 Stevens와 가장 대 조적 인 인물은 Mr. Walters이 다. ￦alters는 

Stevens의 만압에 굴하지 않고 실제 로 Stevens가 사주한 백 인 폭도들과 정 면 대 결을 벌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 있어서 백인들의 부당한 억압 행위에 저항하여 흑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인 까닭이다. 또한 Walters는 필요할 째마다 Garie와 Ellis의 곤경을 돕 

고 특허 Ellis가 폐인이 된 후 Ellis의 아이들이 그들에게 닥친 힘겨운 시련을 극복하고 

로운 삶의 터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 소설에서 가장 독창적 

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리고 사실상 이 소섣획 주인공이라고 할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Walters이다。 부동산업으로 큰 돈을 벌고 백인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Walters는 그때까지 흑인이나 백인 

에 의하여 그려진 흑인 상투형， 예컨데 순종형 s 우자형， 태평형， 가련형， 무조건적 

化형 등과 사뭇 다른 새로운 유형의 독창적 인물이다@ 

상당한 

작가들 

白人同

물론 Walters는 백인동화형의 인물에 속한다。 그러나 

사 

무조건 백인의 언행을 

모방하고 백인의 가치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거기에 순응하는 인물이 아니다。 

Walters는 

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白J\.f司化 (white assimilation)이 며 Walters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assimilation의 본질을 밝혀 보이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 소 

설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흑인 인물들은 white assimilation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 

여서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백인 세계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데 Emily는 백인 남편 

의 아내로서 자연스렵게 그리고 합법적부로 백인 세계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고， Clarence 

는 피 부색 자체 에 의 한 同化 즉 ‘passing’을 동하여 완전한 백인으로 행 동하려 하고， Ellis 

및 Char1es 등 El1is家의 사람들은 대표적인 백인의 가치 체계인 근연 8 노력 @ 걷약 등의 新

敎윤리를 통한 물질적 성공우로써 백인 사회에 同化하려한다. Walters는 이 러 한 물질적 성 

인물이다. 그는 백인 사회에서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성 공을 가져 올 business 정 신의 중요성 에 대 하여 다음과 

공을 탁월하게 성취한 대표적인 

적 성공， 그리고 그 물질적 

물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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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 있다. 

“If you can’ t get on without the boy’s earning something, why don ’ t you do as white women 

and men do? Do you ever find them sending their boys out as serγants? No; they rather give 

them a stock of matches, blacking, ne￦spapers， or apples, and start them out to se l1 them. 

What is the result? The boy that learns to sell matches soon learns to sell other things; he 

learns to make bargains; he becomes a small trader, then a merchant, then a millionaire ... "25) 

Walters는 여기서 약삭빠를 정도로 백인 사회의 미국의 꿈의 정곡을 쩔러 보인다. 그러 

나 ￦alters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흑인도 백인처럼 

물질적 성공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일 

이다. 그가 물질적 성공에 칩념하는 것은 물질적 성공이 미국 백인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살용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성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alters에게 있어서 불질적 성공은 백인의 모벙-을 동하여 얻는 安웹라거보다는 백인의 방 

식을 취하되 궁극적으로 백인의 극복을 통해사 쟁취하는 自尊의 확인인 셈이다。 그래서 

Walters는 백인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백인의 성공 방식읍 띠르되 자신이 흑인이라는 

정체의식과 흑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백인의 부당성에 대한 저항 정신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 

는다， 즉 그에겐 물질적 성공이나 백인同化는 목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용적 수단이라고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휴인소설에서 다루어진 첫 휴인 실용주의자(pragmatist)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 Walters의 이 러 한 모습은 한 세 대 이 후의 Booker T. Washington이 나 

보다 금정 적 츄면 에 서 의 W.E. B. DuBois에 대 한 하나의 據示的 모습이 기 도 하다. ￦alters 

의 assimilation이 다른 인물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으며 그것 

은 또한 Clotel의 인물들을 통하여 암시펀 W.W. Brown의 assimilation과 Frank J. Webb의 

assimilation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것은 분명 진일보한 의미의 차이임에 틀림없다. 

이 소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 흑인들， 특히 Walters와 El1is家를 

중심으로 한 흑인 중산충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북부의 백인 사회의 

진상이다. Webb가 이 소설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흑인에 대한 바로 이러한 펀견， 

인종적 차별， 계급적 사회제도(caste system)의 가휴함이다. 예를 들어 남부의 부당한 인종 

적 억 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북부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기대했던 Garie 부부에게 Mrs. Stevens 

의 다음과 같은 반응은 매우 충격적이다. 

‘ . .if there is one thing in this world 1 detest more than another, it is coloured people, I 

think. ... 1 think all those [coloured peopleJ that are not slaves ought to be sent out of the 

country back to Africa, where they belong: they are, ￦ithout exception, the most ignorant, 

25) Frank J. Webb, The Garies and Their Friends (New York: Arno Press and New York 
Times, 1969)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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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 miserable set 1 ever sa w. "261 

Mrs. Stevens만이 아니 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북부 백 인들， 예 컨데 Garie의 아이 들 

을 학교에 서 축출하는 Mrs. Kinney, Charlie의 Academy 입 학을 허 용하지 않는 뼈r. Glent

worth, Walters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 호텔 주인， Charlie의 취직 응요를 거부하는 yankee, 

Garie 부부의 매 장조차도 불허 하는 백 인들， 이 들은 남부 백 인 옷지 않게 흑인에 대 한 강한 

인종적 펀견을 가지고 있다. 그려고 이러한 펀견이 노예 해방 후 남부에서 흑인 차별 정책 

이 심각해지기 훨씬 이전인 1850년대에 이마 북부에서 버스， 기하， 식당， 학교 등의 공공 

시설과 장소에 대한 흑백 차별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이 소설은 의미심장하게 보여 

준다. 이 소설은 비록 노예해방 이전의 흑인 소설이 마땅히 다루었음직한， 노예제도의 비 

판이나 노예제도 폐지흔의 주장갚은 적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남부의 흑인들 

에게 인종적 자유와 평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북부의 실상과 허상을 드러내보엄요로 

써 미국 흑인이 처한 보다 복합적인 부당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담고 있는 항변 소 

설로서도 의의가 갚은 작품이다@ 

같은 항변 소설의 법주에 속하연서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흑인의 상황을 다루 

면서도 Clotel이나 The Garies and T.빼eir Friends와는 전혀 다른， 흑인 문제에 대한 새로 

운 쟁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작품아 세번째의 흑인 소설인 뼈artin 요. Delany 

(1812"-' 1885)의 Blαke or The H.μts 01 Americα이 다@ 

멤 

Clotel과 The Garies and Their F’'riends가 white assimilationism을 작품의 밑 바닥에 깔고 

있는데 反하여 Blake는 그려 한 white assimilationism을 철저 히 배 격 하며 흑인 민족주의 

(black nationalism)적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의 두 작 

품과 다른 새 로운 시 각이 라는 것은 바로 이 black na섭onalism의 시 각을 뜻하며 새 로운 챙 

캠이라는 것은 바로 이 black nationalism 의식에서 비롯되는 흑인의 자주적인 혁명적 투쟁 

을 통한 자유의 쟁취라는 쟁청을 의미한다。 이 소설이 같은 노예제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강상척인 mulatto 여주인공의 비극， 가족 붕괴의 비참함 둥 反노예제도 소설의 정석적인 

주제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거냐 노예주의 저택을 배 

경 으로한 칩 종(house servant)의 이 야기 보다는 노예 들의 옴막을 배 경 으로한 일종(field hand) 

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859년부터 

1862년까지 잡지에 연재 발표된 27) 이 소설은 사실상 Stowe 부인의 Uncle Tom’ s Cabin에 

26) lbid. , pp.129-30. 
27) 첫 26장은 1859년 The Anglo-African l\lagazine"ll , 나머지는 1861년부터 1862년까지 The 

쩍Teekly Aη，glo-African어1 각각 연재되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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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으로서 1852년부터 집필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Delany는 Uncle Tom’s 

Cab쩌에 요사펀 mulatto 주안공의 美化， 흑인 노예 들의 순종， 기 독교적 희 생 과 忍、苦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느껴 그에 매조되는 상황을 그의 소설에서 제시해 보고자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8) 그리하여 그의 소설에서는 mulatto 주인공 대신에 순수 흑인 (pure black) 이， 

순종하는 노예들 대신에 반란을 모의하는 노예들이 등장하고 기독교적 희생과 인고는 미덕 

으로서가 아니라 위선적 악덕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플롯트는 혁명주의자인 주인공의 강한 개성에 결맞게 그의 모험적 행동에 따 

라 전개되는 분명하고 단일한 하나의 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Cuba에서 태어난주인공 Henry 

Blake(쿠바 세례명은 Carolus Henrico Blacus)는 선원 생활을 하기 위하여 17세에 Africa행 

의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 그 배는 결국 노예선으로 판명되고 Blake는 노예로 취급되어 미국 

으로 팔려 간다. Blake는 Henry Holland라는 이름으로 Mississippi의 Franks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노예주의 mulatto 발언 Maggie와 결흔하는데 Maggie가 εuba로 판려간 것을 

계기로 훤ranks 농장을 탈출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노예들의 조직적인 반란 계획을 

세 운다. Blake는 Mississippi로 다시 돌 아오t Franks 농장의 노예 들을 탈출시 켜 서 함께 갖은 

고초를 겪 은 끝에 보다 자유로운 땅-인 Canada에 도착한다. Blake가 이 들과 작별하고 Maggie 

를 찾기 위하여 εuba행 배블 다려고 New York에 돌아오는 것으로 1부는 끝이 난다. 1부 

가 미국 내에서의 Blake의 노예반란 조직 활동을 담고 있다면 2부는 Cuba에서의 Blake의 

혁명준비 활동을 다루고 있다。Blake는 Cuba에서 Maggie와 재결합하고 Canada의 동료들 

과도 재회하는 한펀 εuba의 흑인 저항 시인인 Placido의 도움을 받아서 Cuba 정부를 전복 

하기 위한3 그리고 Cuba를 합병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되치하기 위한 흑인 혁명위원회를조 

직하여 혁명군의 총사령관에 임명되기에 이른다. 이 소설은 靈事가 임박한 헥명 전야의 긴 

장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리는 미완성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말은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저항과 혁명 의식의 필요성을 암시함무로써 오히려 이 작품의 주제을 강조 

하는 효과적인 결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물론 Delany 자신의 체험적 지식과 slave narrative의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예생활의 실상， 예컨데 비인도적인 노예 매매， 노에의 가흑한 처벌， 목숨을 건 탈출， 잔 

휴한 노여1 사냥， 특히 Africa에서 수송되어 오는 노예들이 노예선에서 겪는 참상 등을 사 

실적 으로 묘사함으로써 노예제 도의 비 인도적 잔휴성 을 실감 있게 보여 주고 있지 만 작자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휴인 자신의 손 o 로 

쟁취되어야 하며 그것은 분명한 흑인의 정체의식과 불글의 저항 정신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자는 용기와 의지력이 강하고 이지적인 pure black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러한 

28) Floyd J. MilIer, introduction to Martin R. Delany, Blake or the H，μts 01 Ar.ηerica (Boston: 
Beacon Press, 1970)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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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백인의 억암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 그라고 흑인임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고취 

함으로써 흑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black nationalism 의식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Blake나 Placido 등 흑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black nationalism 정 

신은 바로 작자인 Delany 자신의 그것이기도 하다。 black nationalism에 대한 E. U. Essien-

Udom의 다음과 같은 설맹은 Delany의 민족주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concept of nationalism ... may be thought of as the belief of a group that it possesses, 

or ought to possess, a countrγthat it shares, or ought to share, a common heritage of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and that its heritage, way of life, and ethnic identity are distinct from 

those of other groups. Nationalists belieγe that they ought to rule themselves and shape their 

own destinies, and that they should therefore be in control of thei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Such be!iefs among American Negroes ... are here called black nationalism.29) 

서아프리카 추장의 후손답게 자신이 흑인엄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Delany는 

1854년의 Negro National εonvention에 서 nationalism의 엽 장을 대 표하여 백 인동화적 통함 

주의 임 정-을 대 표한 훤rederick Douglass와 맞서 기 도 하였고， 1854년의 Emigration Convention 

에서는 마국 흑인들의 서아프라카 이주를 주장하여 그 대표자로서 현지 랍사를 위해 실제 

로 Africa 여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중남마에 흑인 국가를 세우자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하 

였다. Delany는 또한 미 국의 첫 흑인 소령답게 매우 호전적이어서 그의 이러한 기질은 

Blake나 많은 흑인지 도자들의 성 격 에 만영 되 고 었으며 남북전쟁이 끝난후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을 바꿔 가며 정계에서 활약한 정치가맙게 그의 정치적 관심은 이 소설의 많은 에피 

소드에 짙게 배어 있다. 이 작품의 무대를 Cuba로 섣정한 것도 이러한 

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한 설정은 Cuba에서의 흑인 혁명의 

그의 정치적 

성공이 미국 

관심 

노예 

제도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정치적 기대와 혁명을 통한 

랩의 가능성을 劇化해 브고싶은 그의 black na tionalist적 욕구에서 아마도 

흑인 국가의 수 

비릇되었을 것 

이다。 

Delany의 black nationalism의 성 격 은 그의 첫 저 서 The ε'ondition， Eleψation， Emigration 

and Destiny 0/ the εolored People 0/ the United States (1 852) 에 잘 나타나 있는레 30) 二L

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흑인의 민족적 자긍심에 71 초한 그려고 흑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自助(self-help) ， 자렴의 정신이다.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自助 자럽의 정신은 자 

주 언급되어 있는데 득히 종교문제에 있어서 흑인의 주체성과 자렴의 강조는 이 소섣의 중 

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Blake는 εharles에거1 이렇게 조언한다. 

29) E.U. Essien-Udom ,' Black Nationalism: A Search /or an 
London: The Uniγersity ()f Chicago Press, 1962), pp.6-7. 

Jcl?ηtit:y iη Americ{l (Chic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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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make your religion subserve your interests, as your oppressors do their3! They 

use the Scriptures to make you submit, by preaching to you the texts of ‘obedience to your 

masters' and ‘standing still to see the salvation,’ and we must now begin to understand the 

Bible 30 as to make it of interest to us. "311 

또한 기독교의 종파에 관하여 질운하는 Madame εordoraoll 게 Blake는 다음과 같이 설밍 

한다. 

“ We have all agreed to know no sects, no denomination, and but one religion for the sake 

of our redemption from bondage and degradation, a faith in a common Sa쩌or as an intercessor 

for our sins; but one God, ￦ho is and must be our ackno￦ledged common Fathel'. No religion 

but that ￦hich brings us liberty will ￦e know; no God but He who owns us as his children 

wil1 we serve. ‘ 9'32) 

Uncle Tom’ s Cabin이냐 Clotel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대조적으로 이 작 

품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Clotel 등의 反노예제도 소섣과 이 소섣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뜻하는 것이 

기도 하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이나， 작품의 소재나， 소재플 다루는 그 시각적 측면 

에서 매우 새품고 이질적인 작품으로 주목을 받을만하다. 그러나 Addison Gayle, Jr.가 시 

사하듯이 331 인종적 분열 대신에 인종적 통합(racial unity)을， 수동적 저항 대신에 반란 

(rebellion) 을， assimilation 대 신 에 nationalism을 제 창한 최 초의 흑 인 소설 이 라는데 에 아마 

도 이 소설의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w 

지금까지 검토해 본 이 세 소설은 사실상 문학 작품무로서는 많은 결함과 한계를 지닌 

작품들이다. 소설로서 갖추어야할 여러가지 기본 요소들， 예컨데 이야기의 구성， 성격묘사， 

대화 처리 등에 있어서 이 작품들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나치게 감상적 

이거나(Clotel의 경우) 지나치게 설명적임으로 해서 (Blake의 경우)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할 

절제와 함축의 미덕을 결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것은 이들 흑인 착가들에게 문학이란 일 

차적으로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 즉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고 부도 

덕한 억압에 대항하여 그 진상을 알려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 

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문학의 여러가지 convention을 익히고 고려하기에는 그 

30) Addison Gayle, Jr. , The Way of the New World, p‘ 19 창조. 
31) Martin R. Dclany, Blake, p.41. 
32) lbid. , p.258. 
33) Addison Gayle, Jr. , The Way 01 the New World, p.23 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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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문회적 경험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세워야할 주장이 너무나 급 

박하고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성에 있어서의 결함에도 블구하고 이 작품들은 여전히 그 사회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적 기록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 

하는， 그리하여 인간의 삶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의 메카나즘을 최대한의 진실 속에 묘사 

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냐인 까닭이다. 이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메카니즘， 즉 사회의 제도적 장치나 관습을 그들 나름으로 충질히 분석하여 Jí.사하 

고 그러한 제도나 관습의 反도덕적 비인간화적 병폐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풍펀다。 

εlotel과 Blake는 노예제도 하의 남부 사회 및 Cuba를 배경으로 흑인의 인간적 캘리와 자 

유블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있고， 1’'he Garies and Their 

Friends는 북부에 서 의 자유 흑연들의 삶을 배 경 으로 흑인 고유의 삶과 존재 양식을 거 부하 

는 인종적 펀견에 기초한 사회적 관습， 예를 들어 caste system, 린치 행위? 흑백 차별 

(segrega tion) 등을 비 판하고 있는 것 이 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이려한 부당한 사회적 메카니즘의 극복이나 개선을 위하여 내라고 

있는 처방은 각각 다르다. Clotelo] 백인의 도먹 의식 특혀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촉구하며 

노예제도의 폐지에 있어서 주로 백인의 역할에 호소하는 반면 Blake는 흑인이 백인의 부당 

한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흑인으로서의 자각 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억압하 

는 그러한 제도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가능한것임을강조한다。 

한편 The Garies and Their F념ends는 흑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인종적 훨견을 극복하는 

걸은 오히려 백인을 능가하는 근면 노력 인내 등의 미덕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엄을 Garie家의 사람들과 특히 없r‘ ￦alters를 통하여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세가·지 

처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Clotel의 경우에서 암시펴고 있는 백인 우월생을 묵인라 

는 백 얀 지 향적 태 도， 즉 white assim얘ation의 가능성 과 The Garies an뼈 T‘'heir Friends의 

경우에 드러나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백인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는 white assimilation의 실 

용적 수용 태 도， 그리 고 Blake의 경 우에 강조되 고 있는 어 떠 한 종류의 white assimilation도 

거부하는 강렬한 black nationalism의 의식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 흑인의 

삶의 정 신적 로양을 이 루어 온 이 assimilation과 nationalism이 라는 이 중척 의 식 양태 가 초 

기의 이 세 소살에서 이미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전쟁의 

종결 이후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당연히 첨체 상태에 들어서게 된 흑인 둔학은 남부에서 

의 흑인 차별 과 탄압이 심 각해 점 에 따라 1890년대 부터 다시 활기 를 띄 게 되 는데 Charles 

W. Chesnutt, Paul Lawrence Dunbar, Sutton Griggs 등에 의 하여 주도되 는 이 시 기 의 본 

격 적 인 휴얀 소설 에 서 이 assimilation과 nationalism의 문제 는 더 욱 줌요한 주제 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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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작품은 흑인 문학의 항변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 흑인들의 인간적 권리와 자유 

를 박달하는 백인 중심의 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에카니즘 

아래서 억압받는 흑인들의 삶의 설상을 처음으로 소설의 형식안에 劇化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assimilation과 nationalism이 라는 미 국 흑인의 이 중적 의 식 구조를 처 음으로 문학 작 

품 속에서 의미깊게 형상화하여 그 전통을 세웠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응분의 펑가를 

받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