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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를 記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 종의 하나가 시대 구분의 문제일 것이다.
10년 (decade) ， 한 세대 (generation) , 한 세기 등의 일정한 기간과 큰 역사적 사건 흑은 思

湖가 일반적 S로 적용되는 시대 구분의 두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기계적인 적용은 그 시대의 문꽉적

득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이한 시대 구분으로 이어지기 쉽다. 본 논문 역시

년대와 1930년대라는 10년 단위의

구분의 편의를 위한
못하는 피상적이고 안

양차대전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과 1920

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미국문학의

한 시대를 구분잣고

자 하지만 그 구분은 결코 편의를 위한 기계적인 것아 아니다. 1 차대전과 2 차대전， 그리고
그 중간 時點에 일어난 대공황 (τhe Great Depression) 은
라 20세기 前半의 미 국문화와 미 국문학에

결정적인

단순히 큰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

영향을 끼친

문자 그대로의 획기적인

( epochmaking) 사건들이 고， 공교롭게 도 1 차대전의 종결(1 919년)과

2 차대전의

시 작(1 939

년)의 한 중간인 1929년의 대공황을 정점으로 하여 정확히 10년썩 양분된 1920년대와 1930
년대는 매우 독특하고 이질적인 두개의

미국문화와 그 시대적

특성을 각각 대조적으로 보

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본 논문은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를 1 차대전의 종캘부터 대공황까지의 1920 1건대와 대콩황
으로부터 2 차대천 발발까지의 1930년대로

나누어 이 시기에

변화와 그 독특한 변화의 의미를 당대의 문학이

마국의 사회에 일어난 중요한

어떻게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는가블 캠검

해 보려고 한다. 이 점검의 과정에서 펄자들은 문학은 사회의 한 표현이요 척도이며 3 문학

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나 지배적인 청치 사회적 특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사희적
세 력의 산물이 라는 비 코 (Giambattista Vico) 나 스타엘

(Madam de Staël) 류의 고전적 엽 장을1)

대체로 따를 것이나 한 시대블 대표하는 하나의 시대 청신이란 따로 있을 수 없고 다른 이
장틀을 추구하는 일 련의 여 려 정 신틀이 존재 할 따름이 라는 Schücking의 示랫플2) 또한 존중
할 것이다. 얼핏

*이

지배적인 시대 청신을 뚜렷이 드러내보이고 있는듯한 1920년대나 1930년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James Thorpe , ed. , Relations of Li terary Study (Ne￦ York: MLA , 1967) , p.96 참조.

2)

Leγin

L. Schücking, The Sociology of Literary Taste (Chicago:

1966) ,

p.8。

Uniγ.

of Chicago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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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청신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조화플 감지할 수 있고 그 긴장과
갈등은 때로 매우 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양차대전 사이의 미국문학이라는 포괄적인 제목을 담고 있지만 이 논문은 그 주제의 성
격과 지면의 제한으로 이 시기의 미국의 사회직 양상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즉 보다 사
회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작기와 작품을 점검의 대상으로 선별하여 다룰 수 밖에 없는 한계
블 지니게 될 것이다.

1.
1.

1920년대의 미국의 사회와 문학

전후의 미국 사호1: 그 변화와 갈등

1 차대전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못지않게

미국에도 획기적인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

련해준 사건이었다. 물론 미국은 남북→전갱 이훈 미국사회에 나타나기

화， 예컨대 중앙집권적
등의

경향， 산업화， 과학적 발전， 금권주의적

영향으로 이미 20세기

초에는 대기업

채권국으로 발돈움하고 있었지만 세계

시작한 여러가지 변

민주주의， 국로 확장주의

국가， 대공업기술 (technology) 국가， 국제적

강대국의 궤도에 명실공히 진입한 것은 l 차대전의

참전에 의해서였다. 1 차대전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게 인간 문명의 야만성에 대한 철망
과 전후의 인플레， 채무， 혁병의 위험에 대한 불안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타격을 가한 것과
는 대조적으로 미국에는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정치력 강화와 경제적 번영 등 대체로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미국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은 유럽인들에
못지않게

1 차대전의 결과에 정신적

칠서플 위하여 참전한 미국의

환멸과 좌절을 느껴야 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와 세계

이상주의플 배만한 베르사유 (Versai1le) 조약의

결과， 윌슨

(Woodrow Wilson) 대 통령 의 국가 연맹 (League of Nation) 의 이 상적 꿈의 좌결 , 그리 고
종전 후 귀국한 참전

젊은이듭의

전쟁에 대한 환멸， 고국에서의

소외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었다.
1 차대전의 결과에 대한 이러한 환별은 결과적으로 20세기 초의 진보주의 정신 (Progressi vism) 과 함께 여묻어온 미국의 국제적 이상주의의 태도룹 다시

의 상태로 몰려 놓게 되는데

이러한 退行的 태도가 국내

고렴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정치의 강화와 안정， 경제 발진

등 현질적 이익을 가져오게 펀 것， 그러고 정치적 안청과 경제의 번영이 다시 여려가지 사
회적 문화적 칼등을 야기하게 펀 것은 역사의 아이려니가 아널 수 없다. 사설산 미국의 역

사는 아이러니 흑은 역절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넘 것이다. 많은 학자와 비평가들이
미국 문화의 행說性을 지적하며 그것을 미국문화의 특성으로 강조해 온 것은 우리가 잘 아

는 사섣로서 예컨대 이제는 고전이 된 리차드 체이스 (Richard Chase) 의 『미국소섣과 그 전
통 (Americaη Noψel

aηd

Its 1 ’radition)JJ 이 나 리 오 밝스 (Leo Marx) 의

『정 원

속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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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iη the Garden) .iJ 같은 책 도 근본적 우로 미 국운학 및 마 국문화의 특성 과 전통을
이 역설성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후요튼 (Rod W. Horton) 과 에드워주

(Herbert W. Edwards) 는 이 역 설의 양극을 이 상주의 와 펀의 주의 ( opportunism) 로3)

브래 드

베리 (Malcolm Bradbury) 와 레반 (Lawrence W. Levine) 은 각각 혁신과 보수， 진보와 향수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4)

크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 양극의 태도가 1920년대를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역설적 시대로 만들고 있음을 부래
드베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1920년대는 역설적인 10 건이다。 그 역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과 기업 (busi

ness)

확장의 시기로서

'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시기로 종종 明示되는 그 시기가 동시에 미국문

학사상 가장 주목할만한 실험기로서 현대

미국운학의 기초를 세운

창조적 탐험과 발전의 혁신적 시

기라는 사실이다 5)

브래드베리는 전후의 혁신적

변화를 문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終戰과

더불어 문학이나 다른 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패션， 행동 양식， 언어， 뾰문제， 도덕의식 등
삶의 모든 양상에 걸쳐서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
거의 인습과 전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는 과거와의 관계를 재
정렵케하고 이 시기를 유동성과 실험성의 시대로 만들면서 결국 ‘째즈 시대 CJazz Age) ’로
발전시켜 가게 된다. 반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진보적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과거

의 안정과 정상상태로 돌아가려는 보수적 욕구 또한 이 시기의 강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
는데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자 (return to normalcy) ’를 슬로건무

료 내 건 하딩 (Warren G. Harding) 의

6)

압승은 이 흐름의 강도를 잘 보여 준다。 세 련된 지 식

인 윌슨의 이상주의에 대하여 무식한 촌도기

하딩의 현실주의가 압승을 거둔 것은 1920 년

대 미국사회의 중요한 한 단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딩은 집권 이후 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고렵주의를 택하여 보호관세블 높이고 국

내 기업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하멍을 이은
불릿 지 (Calvin Coolidge) 와 후버 (Herbert Clark Hoover)

등 3대 에 결 쳐

권 아래서 미국의 중산층은 전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하딩의

계 속된 공화당 정

“ less government

3) Rod W. Horton and Herbert W. Edwards , Backgrouηd 01 American Literary Though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 pp.1-5 창조.
4) Malcolm Bradbury and Daγid Palmer , eds. , The Aηurican Noνel and The Niπeteen 1’wenties
(London: Edward Arnold , 1971) 에 실 려 있는 Malcolm Bradbury의 “ Style of Life, Style of
Art and the American Novelist in the Nineteen Twenties"와 Lawrence W. Levine의 ‘'Progress
and Nostalgia: The Self Image of the Nineteen T￦enties" 참조。
5) Ibid. , p. 11.
6) 1920년 Boston 에서 행한 연션에서 하멍은 우섬코 “normalcy" 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다음과 같
이 아 야기 하고 있다， “ America ’ s present need is not heroics but healing, not nostrums but
normalcy, not revolution but restoration ... not surgery but serenity." Rod W. Horton :md
Herbert W. Edwards의 앞 책 p.306에 서 제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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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usiness and more business in government" 나 폴릿 지 의 “ business of the United States
is business" 같은 명언(?)에 잘 드러나 있는 행정부의 강략한 기엽육성
호 정책은 기업에 좋으면 미국에도 좋다는，
능 풍조플 가져오게

되는데

정책과 대기업 선

모든 것 이 기 업 (business) 으로 동하는 기업만

이러한 풍조는 전쟁의

격동과 궁핍

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안정과 풍요에 대한 욕구， 복잡하고 위험한 것을로부터 단순하고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려
는 안이한 도파 의식과 쾌락 추구 심리를 만족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것이어서

1920년대를

E

H

상과 사회 문제， 예컨대 관고 원부제도 등 새로운

공을 보장하는 고학력 취득을 위한 이상 교육열，
략의 발달，

는

b

조
푸Q

느。

찬은 필연적으로 물질만능 풍조로 이어지고 이

딸 」u패

미국 역사의 어느 때보다 다 흉청대고 분방한 기업 예찬의 시대로 만든 것이었다. 기엽 예
여러가지

새로운

사꾀 현

장치괄 통한 과소비 현상， 기업 성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온 대중 연예 오

‘멋 쟁 이 ’ (sheik) 와 ‘말관량이 ’ (fiapper) 로 대표되는 급진적이고 반항적이띤서도

중산층의 윤질주의적 인슴에 젖은 검은이의 유형 , Teapot Dome Scandal 등 정 경 유착이 펄
띤척으로 빚는 정치적 부패 7)

아이러니칼하게도 禁패令 (Prohibitìon)8) 에 의하여 생겨난 주

류밀매엽과 볍의 무시 풍조， 자동차 산엽과 무기 제조업의 발달로 대규모화 조직화 되어가

는 법죄의 확산 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업만능 풍조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마치 기엽

발달에 의한 규격품의 대량

생 산같은， 규격 화펀 가치 제 도와 규격 화된 대 량 교육에 의 한 ‘규격 화펀 미 국 시 민 (Standard

American Citizen) ’의 대 량 생산이 아닌가 한다. 이

규격화띈 미국 시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무관심， 사회 ul 평이나 급진적 사상에 대한 反
쩌]住的 혐오감， 자기

만족감 (self-complacency) ,

바람직한 삶의 처방으로서의

자족적 인 중산층의 평 범 함 (middle class mediocrity) 에
다 9) 호오튼과 에드워즈도 지적하고 있듯이
광을 가져 다 준

생산적이고

대 한 신봉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이

1924 년 대통령 선거에서 쿨릿지에게 압승의 영
등의 그의 선거 구호

“ Keep Cool with Coolidge ," “ Don’ t Rock the Boat"

는 안일한 자기만족감과 자족적인 평뱀함의 운리가

당시의 마국민들의

삶과 의식 속에 61
E

마나 만연되 어 있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이같은 反지성적엔 안얼한 자기만족감이나 사고의 떤협함 (provincialism)

7)

하딩 집 권 시 의 여 러 가지 정 치 부폐

사건들에 대 하여 는

(New York: The Perennial Library , 193 1)

Frederick Lewis Allen ,

0ηly

Yesterday

참조.

8) 禁酒黨이 결성된 1870'건대 이대로 정치적 이슈가 되어온 금주령 (Prohibition) 의 문제는 1919년
1 월 미국 36개 주에서 주류 생산 판매플 긍지하는 미헨볍

18조 수정안(1 8th Amendment) 을 인
준함으효써 결정적 단계에 이프게 되는데 Horton과 Edwards도 지걱하듯이 이 금주령의 정신은
미국적인 이상주의와 현질주의가 미묘하게 선인 것으로 戰後 도덕심의
정 보호 등， 도덕착 사회걱 이상주의에서 비릇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여한다는- 섣용적인 목적을 중시하고 있다. 1920'칸대에 았아서
운회의 역섣성윤 상경적으포 브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9) Horton and Edwards , p.314

창조.

앙양， 노동자의 구제， 가

기엽 이익에 결정적으로 기

이 금주령의 역할과 운명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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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미국 시민을 ‘미국의 바보’

맹켄 (H. L. Mencken) 같은 바평가는

(boobus americanus)

그들의 속물성을 매도히-었￡며，

즉 ‘바보 중산층’

。1 런 종듀의 규격화펀

(booboisie) ..'?.로

명명하여

나아가 정신적 창조적 삶을 저해하는 당대 미국사회의 모

든 요소들을 신랄히 비판함으로써

영국의 GBS(George Bernard Shaw) 에 버금가는 마국의

HLM(H. L. Mencken) 으로서의 명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비평의 전통은 20
세기에 이르러 추문폭로가들 (Muckrakers) 을 동해서 강화되어 이어져 왔지만 전후 급변하는
미국사회에 대한 1920년대의 사회 비평은 1922 년 스턴 ξ(Harold Stearns) 가 엮어 펴낸 『미
국의 문명 ( Civilization 싫 the United States)JJ의

당대의

쟁쟁한 논객들이 당대의

미국사회의

출현을 그 기 폭제 로 삼게

된 다. 이 책 은

여러 측면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한

심포지움의 내용을 수록한 것우로， 예를 들면 멈포드 (Lewis Mumford) 는 물짚적 성공과 정

신적 실패의 지표로서의 도시의 문제점을3 맹켄은 미국 정치가의

고질적인 비겹함과 부패

성을， 메이시(John Macy) 는 광고염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언롭의 타략상과 일반 독자의 우
비판적 수용을， 러뱃트(R. M. Lovett) 는
관심과 활동이 무시되어
그려한 척박한

가는 문화 불모의 사회

풍토에서의

본능 뿐 아무런 운리

미국의 대학 교육의

둔학 생활의

펄연적인

분위기를，

천박성을， 스턴주는 운화적
브룩스 (Van Wyck Brooks) 는

고갈을， 개릿트 (Garet Garrett) 는 획득

의 식 이 없는 무의 미 한 기 엽 윤리 블，

커 트너 (Alfred Kuttner) 는 기 업

만능 사회에서의 가정 붕괴의 위험을， 각각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이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대체로 당대 미국 사회에

만연한 안일하고 실용적아고 편협하고

얄팍한 사고 방식과 비정서적 3 비정신적， 비지성적인

문화 불모의 사회 풍툼에 초점이 맞

추어진 것이었고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대공황을 맞게되는 1920년대 말까지 계속 미국

사회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e 이들은 특히 미국 문화의 빈곤성과 정신적 자원 고갈을 초
래 한 3개 의 근본 요소를 청 교도주의 (puritanism) , 개 척 자 정 신 (pioneer spirit) , 기 업 (business)
a로 보고 이들을 신랄히 비판했는데
과 불법성， 기업의 속물성과 탐욕은

청교도주의의 위선과 경직성， 개척자 정신의 부랑성
1920 1건대는 물론 1930 1건대까지도 계속 여러가지 형태

로 비판되고 풍자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청교도주의는 그 위션， 독션， 억압 등의 속성과

실용주의 운리로 해서 맹켄을 비릇한 완도 프랭크 (Waldo 뀐rank) ，

버논 패렁튼 (Vernon 1.

Parrington) ,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 (William Carlos Williams) 같은 비평가들에 의하여
미국의 문화적 질병의 근본 원언으로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11)
이렇듯 1920년대는 순응과 비판， 현실과 이상， 전통과 개헥， 보수와 혁신， 도덕과 방종，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그러나 그 역동적 긴장도4 갈등의 결

10) Frederick J. Hoffman , The 20’ s: Americaη Writiηg tη the Postψ ar Decade (Ne￦ Yor k: The
Free Press , 1965) , p.22.
11) Peter Conn , Literature 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γersity Press , 1989) , pp.35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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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쩔

과로 오히려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학을 산출해 낸

역설의 시기었다. 이제 이 시기의 미국

사회의 여러 양상과 그 문제점들이 당대의 문학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어떻게
수용되어 여과되었는지를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2.

모더니즙과 리얼리즘

1) 미국의 모더니즘과 사회비평적 성격

서구문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1 차대전을 전훈한 1910년대와 1920년대플 대체로 모더
니즘의 시기로 상정하며 미국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간성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고 버지니아 울도 (Virginia W oolf) 가 지칭한 1910년이 어떤 의마에서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1910년대 초는 유럽에서만이

특별히

모더니즘의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술 및 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흉

(T.E. Hulme) 의 예술 철학에 영향을 받아 에즈라 파운드 (Ezra Pound) 가 주도한 이미지즘
(i magism) 운동이 다. 에 이 미 로월 (Amy Lowell) , 힐 다 두리 블 (Hilda Doolittle) , 윌 리 염 캉
로스 윌리엄즈 등이 합류하여 1912년에 간행하게 된 첫 『이마지스트 시인들 (Some

Imagiste

Poets) .lJ의 서문에서 이들은 일상적 언어의 사용， 정확한 표현의 구사， 새로운 리듬의 창조，
소재의 자유로운 선택， 단단히-고 (hard) 명료하고 (clear) 응축된 (concentrated)

이미지의 제

시 등을 이미지스트 시의 특성으로천명하고 있다. 즉 이미지스트 시는 그 反낭만적 정신과

관습적이고 모방적인 시와 결별하여 새로운 詩的 기교를 탐험하는 그 실험성에서 현대시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 미 지 즘 운동에 뒤 이 어 보티 시 즘 (vorticism) , 퓨쳐 리 즘 (futurism) , 센특리 즘 (centrism) ，

슈례알리즘 (surrealism) ,

이는 1913년 아모리
동의 한 결과였다.

다다이즘 (dadaism) 등 유럽의

전시회 (Armory Show) 가

여러가지 실험

운동이 소개되는데

계기가 된 회화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식운

또한 현대 문학과 미술 뿐만 아니 라 현대의 삶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

야에 서 큰 영 향을 미 치 게 된 도로이 드 (Sigmund Freud) 의

심 리 학이

미 국에 소개 되 기 시 작

한 것도 이 시기였다. 프로이드가 마국을 방문하여 강연회를 가진 것은 1909년이었지만 폭
로이드의 심리학， 특히

끔과 ↑生에 관한 그의

이롱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꿈의 해석』이 영어로 번역띈 1913 년부터였고 그의 이론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러나 다분히
요도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性的 방종이 심각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1 차대전 후의 일이었다.

물론 1 차대전 전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정신’의 변화가 곧 모더니즘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럽지만 그러한 변화는 요더니즘의 초기 증상무로서 모더니즘의 開花의 선도적 역

할플 한 것임에 틀램없다. 우리가 대표적인 미국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꼽는 에즈라 파운드
와 T.S. 엘리어트 (T.S. Eliot) 는 바로 이러한 변화른 주도했거나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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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모더니즘을 정의하는 것은 낭만주의나 리얼리즘을 정의하는 일만큼
이나 쉬운 일이 아니며 뎌우기 그 운동의 한계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필자들
은 이 논문에서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대체로 확인하는 이상으로 모

더니즘을 정의해야 할 명분도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모더니즘과 리
얼리즘의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그 대렵적인 개념을 어떤 작품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을 오
히려 피하려는 업장을 취하려 한다. 그러한 구분법은 적어도 전후 1920년대의

특히 미국 소설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미국문학，

않는다고 믿는 까닭이다. 펄자들은 모

더니즘과 리얼리즘이 반드시 서로 대립되는 양럽 불가능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
설 1920년대 미국 소설들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조화에서 그 예술적

생명력을 얻고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서구문화 예술의 전통적 토대와의 견별， 이전까지의 사회
관습 o 종교 e 도덕의 지주가 되어온 확실성에 대한 의문 제기， 전통적

문학 형식과 내용에

대한 항 71 와 새로운 실험， 부르주아 문화의 규범과 경건심에 대한 도전 등으로 설명된다 12r
그러나 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 전위적 요소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그것은 새

로운 예술 형식의 창조와 그 실험 정신은 물론 흔히 금기시되어온 소재의 개발， 기성 질서

에의 항거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 금기시되어온 소재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기성 질서에의
항거의 요소는 문명 비판 및 사회 비판의

다。 1920년대 미국 소설의

경우， 소위

성격으로 변형 흑은 말전되어 가는 경향이 강하

모더니스트 작가로 구분될

수 있는 셔우드 앤더슨

(Sherwood Anderson) , 헤 밍 웨 이 (Ernest Hemingway) , 핏 츠제 랄드 (F. Scott Fitzgerald) ,
포크너 (￦il1iam

Faulkner)

등은

제임스

조이 스(James

Joyce) ,

마르셀

표루스트 (Marcel

Proust) , 버지니아 울프등의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에 비해 새로운 소설 형식에 대한 실험성
이 다소 벨어지지만 (아마도 포크너는 예외일 것이다) 바로 이 문명 비평과사회 비평적 성
격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강도가 높은 것처럼

나 사회 비평적 요소는 어떤 의미에서

보인다. 그런데 금기시되어온 소재의 개발이

리얼리즘의

한 특성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1920년대의 미국 소설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대램이

아넌，

양자의

조화의 상태

에서 소섣로서의 바람직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3) 멜컴 브래드베리

가 유럽의 모더니즘과 미국의

모더니즘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유럽에서는 모더니즘이 대체

로 지식인들과 예술의 사회적 위치의 위기로 보이는 반면 미국에서는 혁신과 마래에 적응
하는 민주적 진화적 사회의 발로로 보일

수 있고， 1920년대의 미국의

미안적 발로가 아니라 미국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띨접히

설험은 단순히 보히!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다고 주

12) 李明燮 펀， ~世界文쩔批評事典J1(서울 : 을유문화사， 1987), pp.131-33 참조.
13) 셔우드 앤더슨， 어네스트 헤밍웨이， 휠리염 포크너 등 1920년대의 대표적 작가틀은 모더니스트와
리열리스트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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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때씨 그의 주장 역시 비슷한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모더니즙은 사

싣상 소섣보다 시에서 더 실험적이고 더 큰 영향녁을 말휘하었지만 미국의 모더니즘 시 역
시 유램의 그것보다 운명비평적 사회비평적
이다. 이러한 특색은 미국의 모더니즘의

요소가 더 강한 것은 소설의 경우와 마찬가지

두 대표적 시인인 파운드와 엘리어트의 경우에서

도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진정한 의미의 모더니즘시의

효시로 평가되기도 하고 엘리어드의 『황무지 (Waste

Laηd)~ (l 922) 의 선구작우로 불리기도 하는 파운드의

대표적 장시

『휴셀딘

모벨리 (Hugh

Selwyn Mauberley)~ (l 920) 는 다양한 리 듬과 복합적 인 引 n값 등 모더 니 즘의 새 로운 시 형 식
속에 날카로운 문명 바판과 사회

비판을 담고 있는 풍자시이다.

문명의 다락과 진박성， 그 상엽적 기계적 비문화적

이 시에서 파운드는 현대

룹모성， 그리고 예술의 부패한 상업성

을 자신의 분신이랄 수 있는 모멜리릅 풍해서， 정교한 아이러니의 복합적 구조 속에 신괄
허 풍자하고 있는 것 아 다. 파운드는 자신을 ‘제 퍼 슨적 공회-주의 자’

(J effersonian Republican)

로 부룹딴큼 사회 현실과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反자본주의 反유대주의의 인장을 공공연히
낀녕하였고 결국은 풋소리니 (Mussolini) 와

쇼래하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파시즘 (fascism) 을 옹호함우로써 자신의 불행을

사실이다.

그러나

파운드는 엘리어트， 하트 크레인 (Hart

Crane) , 윌리염 깐로스 월리엄즈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전후 현대 사회와 현대
문맹에서 근본적인 어떤 흔란감 분열감 소외감을 동감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복합적 의식은

그 의식을 표현할 적철한 새로운 詩的 구조와 방볍을 모색하게
멍이 불러일으키는

분열 • 혼란

작품에 찰 나타나 있다.

g

소외

의식과 그 의식의 새로운 표현은 그의 Cantos 같은

‘제퍼슨적 공화주의자’라는 말이

주의 입장과 파시즘의 옹호라는 다른

만들었던 것이다. 현대 문

암시하듯이， 그리고 그의 反자본

두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파운드는 제퍼슨

적인 자유 진보 정신과 Republican으로서의 보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파운드가 현대
문명의 혼란과 타락에 대한 의미심장한 개혁은 재건펀 과거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은 것

은 바로 이러한 그의 보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파운드를 바롯한 많은 국외도피자 (expatri
ates) 들이 파리같은 유럽 문화의 중심지에 집결한 것은 예술작 자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

는 이러한 과거의 뿌리에 대한 추구에서 비릇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파운드로부터 많은 영향과 지원을 받온 엘리어트 역시
서 잔통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주지의

(Adνocate) J 誌 편칩 시절 한편으로 현대시의

현대 문명의 위기의 극복에 있어

사실이다.

하바드 대학의

「애드보킷트

기교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 문화의

여러 측면에 대한 정뚱하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엘리아트는 그의 문맹비평적 시각을 그의 시
에 반영 하기 시 작했는데 파운드의 도움으로 1915년 「詩 (Poetry)J 誌에 말표하게 된 「프루프

콕의 연가(“The Love Song of

14) Malcolm Bradbury an c1

J.

Daγid

Alfred Prufrock") J 는 그 칫 회-리한 결질이라 할 수 있다.
Palmer, eds. , op. cit.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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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적 진행，

아이라닉한 대조， 고도의

상정，

간접적 引템 등， 이

시의 새로운 표현 형식

안에 담긴 현대 문명의 不能뾰과 그 붕괴의 위기에 대한 탐색은 「제폰손(“Gerontion")J (1920)

을 거쳐『황무지~(l 922) 에서 그 절정에
로 평 가되 는 『황무지 』에 서

이릎다. 20세기 전반의

엘 리 어 투는 제 시

맨스로 (From Ritual to Romance)~ 와

가장 기념비적 문학 작품으

웨 스턴 (J esse L. 떼Teston) 의 『蔡式으로부터 로

제 임스

표레 이 저

Goldeη Bough)~로부터 많은 상정 과 인유를 援用하면셔

(James Frazer) 의
聖杯 전설에

『황금가지 (The

비 추어 현대 서 구 문

명의 위기의 실상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5부로 나건 이 시는 20세기 황무지에서의
‘죽음이나 다름 없는 삶’

(l iving death) , 과거의 영광과 대조되는 현대의 닙1 열함， 현대 문

명의 탐욕과 불모성， 性의

다략과 그 不姬뾰， 현대적

삶의 천박함 등 전후의 가치 렁꾀와

그로 인한 현대 세계의 황폐성과 흔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대 문명 비평의 백과사전
같은 작품이다.

~聖J3( S (Ash 흉Tednesday) ~ (1 930) 까지의 1920년대 엘리어트의 시는 대체로

현대 사회의 공허함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절망감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聖林 (The Sacred
Wood)~ (I 920) 등 그의 많은 비평에서 엘리어트는 전통의 중요성과 정신적 자각， 보수 정

신， 역사에의 책무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함￡로써 현대 서구 문화의 회복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엘리어르는 언어의 정확한 동제，

아이러니， 상징 기교등새로

운 시형식의 창조에 있어서 매우 진보적이고 실험적이었지만 현대 문명의
단과 처방에는 매우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병폐에 대한 진

양면을 드러내보이고 있는데 이려한 양면

성은 파운드와 다른 모더니스트 시인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공동된 것으로서 바로 1920 년대
미국문화의 역설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빌 (Herman Melville) 의 재발견과 같은 1920 1건대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허만 멜

미국문학사의 매우 중요한 엽적을 가져왔

지만， 멜빌이 이 시기에 재평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피터 콘이 지적한 대로 미국적인 안

이한 만족감의 거부， 문체상의 헥신， 형이상학적 모호함의 경향， 페이소스와 음울한 유머
의 흔합 등의 멜벨의 현대성 (modernity) 이 환멸과 저항에 젖은 전후의 감수성에 잘 부합된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15)

엘리어트의 뒤를 이은 소위 1920 년대의 대표적인 미국의 모더니스트 시인들인 하트 크레
인， 웰리엄 칼로스 윌리엄즈， 월러스 스티븐스 (Wallace

mings) 도 엘리어트의 모더니즘에

Stevens) , E.E. 커밍즈 (E.E. Cum-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영향은 대체로

새로운 시혐식과 시적 기교에 대한 옐리어트의 혁신적인 실험 정신과 현대 운명에 대한 위
기 의식에서였다.

하트 크레인은 초기에는 엘리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차츰 그의 시세계가 성숙되어
가면서 「다리(“The Bridge")J 같은 작품에서는 그의 혁신 정신윤 이른바 ‘유용한 과거 (usable
past)' 블 찾으려는 노끽과 연갇시치 그 니→픔의 꽉득한 미국적

15) Peter Conn , Literature

iη

America , p.365 ,

신화플 창조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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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염즈 역시 엘리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처음부터 윌리엄즈는
엘리어트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즉 월리엄즈는 파운드나 엘리어트의 정교하
고 세련된 작품을 유럽 전통에 대한 순응적 태도의

산물로 보았고 서구 문명의 몰락에 대

한 엘리어트의 진단이 너무나 현학적이고 귀족적이라 생각했으며

엘리어트의 국외 도피의

태도플 뭇마띤하게 여갔다. 미국의 원시성 (primitiveness) 의 중요함에 대한 그의 인식과， 보
옹의 삶과 詩블 한꺼번에 수용하려는 그의 민주적 思考， 그리고 예술의 소재로서의 상식적
인 것에 대한 그의 강조는 엘리어트의 세계와는 대조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스티븐즈의 시는 현대의 삶의 폭력적

요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 예컨대

믿음， 가치， 전쟁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대의 상실의 세계에서

무엇이 우리를 충

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시세계 역시 엘리어트의 그것과

우「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티븐즈는 규범화된 모든 제도의 독재에

반대하며， 엘리

어투가 그의 이상적 사회에서 종교적 전통의 복원을 추구한 반면 현대의 종교적 전통의 붕
괴블 독재적

제도의

역압으로부터의 현대정신의 해방￡로 오히려

찬양하는 임장을 취한

다. 그리고 상상과 리얼리티의 상호 관계플 탐색하면서 현대 세계의 흔돈에 대향하는 수단
으로서의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스티븐즈의

태도는

「일요일

(“Sunday Morning")J (1 923) , I 항아리 일화(“Anecdote of the ]ar")J (l 923) ,

아침

I클라비 어

를 치는 피터 뀐스(“Peter Quince at the εlavier") J (1 923) 등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E.E.

커맹즈 역시 그의 시에서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20년대의 상업주의적 폐해， 그러한 폐해를 조장하는 정치 제도， 그리고 그러한 것
들이 자유에 가하는 위협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비판은 때로 너무 피상적이고 그러한 비판의 내용을 충격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려는

그의 시 형식상의 실험은 때로 너무 자기

탐익적이거나 언어 유희적이어서 현대 미국사회

에 대한 그의 위기 의식과 그 의식의 예숨적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
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1920년대의 미국의 모더니즘 시의 특성과 대표적 시인들의 시세계를 그 사회비

평적 문맥에 비추어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그려나 시에 있어서

사회비평적 요소는 시 장

르의 근본 성격상 추상적 차원에 머무르기가 쉰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이 추상적 차원의

사회비평적 요소가 1920년대의 미국 소설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새로운 리열리즘
19세기 딸 이후의 미국 소젤이 대체로 리얼리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태어도어

드라이저 (Theodore Dreiser) ,

표랭크 노리스

(Frank Norris) , 잭 런던(Jack London) 으로대표되는자연주의 소성， 엽튼 싱플레어 (U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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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lair) , 링 컨 스티 픈스(Joseph Li ncoln Steffens) 등의 사회 소설 (social novel) 흑은 폭로
소설 , 이 디 스 화든 (Edith Wharton) , 윌 라 캐 더 (Willa Cather)의

온건한 사실주의 (genteel

realism) 쇼셜， 이들은 모두 리열리즘의 어떤 특성을 강조한 경향들이라 할 수 있다.
시와는 달리 소설의 경우， 1 차대전 이후에도 이 흐름은 그대로 지속되면서 소위 사회소
설의 경향은 계속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었지만 특히 몇몇 주요 작가들의 경우 그 관심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즉， 이전의 경제적 정치척

문제에 대한 폭로성

비판에서 중산 계급 사회의 관습과 태도에 대한 천착， 그리고 다분히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을 인간의 본성 문제 탐험으로 관심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그 관심의 초점은 소도시나 시골의

마을로 옮겨져서 소도시의 생활을 특징짓는 펀협

한 윤리 의식，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청교도 정신， 지도적 위치에
들의 탐욕과 위션， 그러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사업가

잘아가는 소시민들의 닫혀진 삶의 내용 등이 새로운

비 판과 주목의 대 상이 된 것 이 다. 거 의 비 슷한 시 기 에 부스 타킹 튼 (Booth Tarkington) 과
같은 이른바 감상적 사실주의자 (Sentimental realist) 들이 시골의 마을이나 소도시를 홀풍하

고 미국적인 미덕이 살아있는 목가적 낙원으로 예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셔우드 앤더슨이
나 쌍클레어 루이스 (Sinclair Lewis) 같은 작가들은 그곳에서의 삶의

집요한 눈걸을 보냈다.

부청적인

그러나 그 눈걸은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연간의

측면에 더

본성과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과 연민을 담은 눈걸이었다。

@ 셔우드 앤더슨과 심리적 리얼리즘
요하이요 (Ohio) 주의 콜라이드 (Clyde) 라는 한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앤
더슨에게 이 소도시에서의 성장기의

체험은 그의 작품 세계의

모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만

큼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그의 눈에 비친 구체적 현실의 외양이 아니라
그의 상상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면

아래 감추어진 삶의

진질과 언뭉틀의 내척 칼등이었

다. 앤더슨이 보여주는 중서부의 소도시나 마을은 자기 나름의 진실과 정열을 지나고 있으

면서도 중류사회의 청교도적인

엄격한 도덕성， 완고한 편협성， 물질주의적 속물 근성? 피

상적이고 위선적인 미덕에 의하여 좌절당하고 소외된 불행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
앤더슨의 인물들은 대체로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그 사회 환경의 구속적이고 억압적인

힘에서 벗어나지 옷하고 그 힘에 의하여 희생되는데， 이같은 사실온 앤더슨의 의식의 어느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주의적인

결정론적 태도플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이나

배경의 설정， 결정흔적 인생관에 담긴 자연주의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인성의 발
전을 억압하는 사회의 복합적인 힘과 그 희생자인 인물들의 좌철펀 삶에 대한 앤더슨의 탐

구는 신비스러운 상징과 심리적

통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이 아마도

앤더슨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앤더슨 자신은 표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
안하려 들지 않지 만 그의 많은 작품， 특허 억 압련 삶과 性的 좌절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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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드적인 의식 세계의 갈등을 강렬하게 보여줍으로써 그를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대
표적인 미국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하고 있다.
앤더슨은 『가난한 백인 (Poor White)~ (l 920) ，

장펀소설도 많이 썼지만 그의 본링은
리

알려진

~어두운 웃음 (Dark Laμghter)~ (l 925) 등

아무래도 단편소설이었다. 그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요(뼈Tiηesburg，

대표작으로 가장 널

Ohio)~ (l 919) 역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전환기의 한 중서부의 마을을 배경으로 일군의 소외된 인간들의 삶을 그린 단
펀소설들을 유깨적으로 엮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앤더슨은 외부 세계플 통하여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이나 외양적 사실보다는 그들의 내면 세계의
들의 삶의 숨겨진 진섣듣윤 추작함으로싸 그가 익히

심중한 의미를 그의 독득한 구어체

섬리적 動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알고 또 꼼소 체험한 미국적 경험의

언어 속에 성콩적으로 펼쳐

능한한 플훗트의 조착을 배제하고 내적 논리를 이야기

보이고 있다. 앤더슨은 가

구성의 원려로 잠았고 이려한 내적

논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삶의 현대없는 흐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언어블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언어에 대한 그의 이러한 질험적

태도는 물콘 거투르드 슈다언 (Gertrude Stein)

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다시 헤밍웨이와 포크너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36세의 중년 실업가였던

앤더슨이 어느날 깝자기 작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질을

홀연히 걸어나가 버린 전섣적 얼화는 순응을 거부하고 관습에 반발하는 예술가적 감수성의
하나의 상정적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다. 앤더슨이 인성을 옥죄는 미국의 소읍 문화의 억
압에 반발하여 인간의 본성을 새로이 밝혀 보이는 작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러한 예술가적 감수성에서 ul 롯된 것이었다。
@ 썽클레어 루아스와 ‘규격화판 마국 시만들’

쌍클레어 루이스는 셔우드 앤더슨 뭇지 않게 미국적 삶의 정푸와 그 의미를 예려하게 포

착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작가이다. 마네소다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
스는 일찌기 사회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할만한 『큰걸 (Main Street)~ (l 920) 은 한 중서 부의 소도시 에 대 한 사회 학적

만한 작품으로 그에게 리엘리즘 작가로서의 그리고 사회풍자가로서의

출세작이라고

탐구라고 불렬

명성을 확보해 주었

다. 이 소설은 루이스의 고향인 미네소타의 소크 센터 (Sauk Center) 가 모텔이 된， 와인즈
벼 그같은 가공의 소도시

고퍼

프레 이 리

(Gopher Prairie) 를 배 경 으로， 그 사희 플 지 배 하고

있는 순응의 원칙과 무기력한 안일주의플 신랄하게

풍자한，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행복

한 소도시의 감상적 신화블 충격적으로 깨뜨려버린

문제작이었다. 뒤이어

딸표된 두편의

소섣 『배비트 (Babbitt)~ (l 922) 와 『애로우스미스 (Arrowsmith) ~ (1 925) 는 일반적으로 그의 대
표작으로 꼽히는데， 전자에서는 한실엽가의 삶을 통하여 미국 중류 사회의 속묻적 위선을，

후자에서는 한 이상적인 젊은 의사의 갈등윤 통-하여 편협한 도덕성과 속펀 상엽주의플， 각

각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특히 여러 면에셔 『큰걸』의 후속펀이라고 불러도 좋을 『배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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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후이스는 농촌의 소도시로부터 신흥의 래도시로 부래블 확래하여 충산 계층의 무 ìl] 판
적언 안이한 낙관주의와 금전 중심의 모방문화 속에서 이른바 ‘규격화된 마국시민들’이 어
떻게 제조되고 있는가를 배비트라는 한 인물의 삶의 갈등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 준다.
이러한 배비트의

갈등을 루이스 자신의

모호한 태도로 비판하는 평자등도 많지만 맥스웰

가이 즈마 (Maxwell Geismar) 같은 바 평 가는 그 갈등에 암시 된

루이 스의 애 증의 시 각이 오

히려 이 소설의 장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6)

루이스는 이후에도 맹켄에게 헌정한 『엘머 캔트리 (Elmer Gaηtry)~ (l 927) 에서 종교도 정

치， 기엽과 마찬가지로 메바르고 허위적인 것엄을 드러내 보이거도 하고， ~여기서 얼어날
순 없어

(It Can’ t Ha뺑en Here)~ (l 935) 같은 작품에서는 미국에서의 파시￡트 독재외 가

능성에 디|하여 경고하는 등 미국 사회의 여러 양상을 풍자의 대상오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계속했지만 위의 세작품의 수준에는 이료지 못했다。 20세기

은 다소 멜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도 그는 1920년대확

후반에 이르러 루이스의 명성

미국의

리즘 작가 중의 한 사람오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세부적
마국적 삶의 질상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산 계층의

가장 영향력있는 리열

사질플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말과 행동을 실감있게 재현해내는，

그리고 소도시 사회의 우매하고 속된 독선과 무마건조함의 분위기플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그의 뛰어난 능력에 기언한다. 그러한 능력은 여행꾀- 인터뷰를 통하여 작품의 소재플 철저
히 조사하는， 일종의 다큐멘타리를 기록하는 식의 그의 창작 방법과무관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불틀이 심층적오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데체로 하나의 유형 (type) 에 머무르

고 마는 것은 그러한 그의 창작 방법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루이 스는 1926년 풀리 처 상의 수상을 거 부했으나， 1930년 미 국 작가로서 는 그에 게 처 음으
로 수여된 노빨상을 수상했다。 그의 노벨상왜 수장은 그가 당대에 문학적 우상파괴자의 대

변자로서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썽클레어 루이스와 셔우드 앤더슨은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와 스타일에 있아서， 앤더슨이
미국의 가려진 삶의 내면을 파헤쳐 보인 반면 루이스는 미국의 현대적 삶의 표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이지만， 중소도시나 시골 마을의
삶의

생활을 통하여 미국적

진수블 포착한 점이나， 상엽주의와 기계문명에 의하여 표준화되어 가는 미국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개탄하고 비판한 점에서，

그리고 마국사회의

부정적 관습에 대하여 집요하

게 반항한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3. ‘월 잃 은 세 대 (lLo밟 Genera뼈g없) ’ 와 ‘쩨 3 시 대 (엎없g용 Âge) ’
셔우드 앤더슨과 썽클레어 루이스의 뒤를 이어 1920년대의

미국소설에는 일군의 주목할

16) Maxwell Geismar, The Last of the Provincials: The American Novel ,
York: Hill and Wang, 1963) , p.96.

1915~1925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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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젊은 작가들이 나타난다. 앤더슨과 루이스도 1920년대에 이들과 함께 작품 펠동을 했
지만 앤더슨이나 루이스가 전통적

미국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점에 눈길을 돌렸다면， 이들

젊은 세대의 작가들은 1 차대전의 체험과 그 위기의식의 결과로 미국사회 흑은 미국인 사회
가 안게펀 새로운 문제점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했다. 이 일군의
‘걸 잃은 세대’의 작가라 부른다.

‘갈 잃은 세대’라는 용어는 유명한 작가이자 파리에 머

물고 있먼 미국 젊은 작가들의 代母격인
걷 잃은 세대

작가들을 일반적으로

거투르드 슈타인이

(You are al1 a lost generation) ’

헤밍웨이에게

‘당신들은 모두

라고 지칭한데서 비릇된 것으로， 대체로 1 차

대전 중에 청년기에 이르면서 참휴한 전쟁의 충격으로 환멸을 겪은 젊은 지식인과 예술가
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환멸의
로 벚어진 사회의 불안정과 분방함에

직면하여

느끼며 자조적인 철망감과 쾌락주의에서

경에 적응하지

상태로 전장에서 돌아온 이들은 전쟁의 후유증으
기존의 전통적인

이상이나 가치에 회의블

위안을 찾으려 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환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꼈으며

이러한 공허감， 무력감， 목표 상실감， 정신적

해체감 등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劇化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1) 어네스트 헤밍웨이와 ‘걸 잃은 세대’
‘길 잃은세대’의 작가로는헤밍웨이 3 핏흐제랄드， 존도스패소스 CJohn

Dos Passos) , E.E.

커밍즈 등을 플 수 있는데 그 명설상부한 대표적 작가는 아마도 헤맹웨이일 것이다.

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투르드 슈타인의
『태 양은 또 다시

떠 오른다 (The

말은 헤밍웨이가 그의 첫

‘당신

장편소설인

Sun Also Rises)JJ (l 926) 의 題蘇로 사용함으로써 유명 해 진

것이다.
이 소설에서 헤밍웨이는

유럽을 방황하는 미국

들의 분방하고 불안정한 삶을 통하여

맞 영국의

담녀 국외도펴자 (expatriate)

자신이 직접 참전한 1 차대전의 심각한 경험과 그 경

험이 가져온 후유증， 즉 삶에 대한 환멸과 허무감，

안일하고 퇴폐적인 향락주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의 붕괴 등을 질갇있게 그려 보이고 있다.

리어트의 『황무지』의 그것과 유사하다. 뭔가 잘못되어

이 소절의 지배적인 토운 (tone) 은 엘

있다는 느검， 뭔가 모두들 상처블

받고 있다는 느낌， 삶을 지탱하는 어떤 지주가 상실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 소설의 모든 풍

경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느캠은 결국은 불모성과 不姬性의 황폐함으로 수럽된다.
『황무지』의 어부왕 (Fisher King) 의 상황을 연상케하는， 지}이크 바안즈 CJ ake Barnes) 의 상
처와 그로 인한 성불구가 이 작품의 올바른
니는 것은 그런

이해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

이유에서이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넬리

알려진 『무기여

찰 있거라 (A

Farewell to Arms)JJ (l 929) 역 시 자신의 참전의 경 험 을 둥대 로한 한 미 국 병 사와 영 국 간호
원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서 전쟁이 가져온 공허캄， 방향 상실감， 그리고

전쟁이 개인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등 『태양은 또 다시 떠오른다』에서 이마 다문바 있는 비
슷한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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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후 젊은이들의 세계의 부청척 측면을 실감있게 보여준다고 해서 헤밍웨이를 마
치 그런 측면의 대변자나 옹호자처럼
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소

‘잃어버린 세대’의 실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되는 위의 두 작품에서도 술과

섹스와 폭력의 표면적 이 야기

밑에는 송어 낚시 장면과 로메로 (Romero)의

투우 장면에 암

시되어 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작자의 진지한 노력이 (W태양은 또다시

다』의

경우)， 전쟁과 사랑의 허무한 실패의

와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작자의

이야기 밑에는 삶과 죽음에

태도가 (W무기여

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정적

잘 있거라』의

떠오른

직면하는 용기

경우)

암시되어

있

상황에 대한 헤맹웨이의 정확한 인식과 진단

이다.

사설 허l 밍웨이 문학의 정수는 죽음과 폭력이라는 냉휴하고 불가피한 인간 조건을 어떻게

정당하고 떳떳하게 대면하여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에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

은 작가 자신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주인공들의 공
통된 태 도이 다. 단펀 소설들의 모음인 그의 첫 작품집 『우리 시 대 에 (In Our Time)~ (l 925)
에서 노벨상 수상작인 마지막 소설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l 952) 에 이

르기까지 해맹웨이의 문학은 대체로 이러한 태도를 지닌 인물들-삶의 격렬한 조건에 대
면하는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지킨다 해서

'code hero' 라 불리는-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헤밍웨이가 사냥， 낚시， 투우， 전쟁 등 삶의 격렬한 그리
고 극한적인 상황을 즐겨 다루는 것은 이러한 주제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
을것이다.

헤맹웨이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언어와 문체에서 발견된다. 거투르드 슈타
인과 셔우드 앤더슨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개발하기에 이른 소위
라 불리는 그의 문체는 가응한 한 착가의 강청을 섞지 않고 수식이 없는 간결한 문장 속에
대상을 냉혹할 청도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주로 구어체를 사용하는 문체이다. 이러한 그
의 문체는 그의 주제와 썩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또한 마크 트웨인 (Mark Twain) , 셔우

드 앤더슨， 헤빙웨이로 이어지는 미국의 구어체 문학의 전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그가 포크너와 함께 미국 소설의 대표척인

모더니즘 작가로 불리게 된 것은

언어의 성질과 표현 기교에 대한 그의 집요한 관심때문이었을 것이다.
헤맹웨이의 문학은 마치 그의 문체가 암시하듯이 비교적 단순하고 한계가 좁고 분명하다

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그러나 그려한 한계성은 그의 약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강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헤밍웨이는 미국의

사회 문제와 미국적 사회장

황을 외연하고 있다는 비난을 간흑 튿지만 그의 대표적 소젤들이 다루고 있는 전후의 상처
받은 세계는 곧 1920년대 미국의 知的 정서적 풍토의 진수를 드려내 보여주고 있다해도 지
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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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콧트 핏츠제말드와 ‘째즈 시대’
1 차대전의 후유증으로 빚어진 불안정하고 분방한 1920년대의 미국 사회플 가장 다채롭고
풍부하게 그려 보인 작가-는 아마도 핏측재랄드일 것이다. 을u:고 분방한 삶으로 점철된 핏
츠제랄드의 생애 자체가 바로 1920년대의 정신적 정서적 삶의 상징이라 할만큼 핏츠저l 랄드
는 여러가지 점에서 1920년대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중서부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핏츠제랄드는 그의

대표작 『위대한 갯츠바 (The

Great Gatsby) J](1 925) 의 주인공 제이 갯츠 CJay Gatz) 처럼 백만장자로 성공하겠다는 꿈과
야심을 가진 소년이었다. 포린스단 (Princeton) 대학 시질을 습작기로 보낸 핏츠제란드는 l

차대전이 끝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1920년에 그의 처녀

출세작이라 할 『낙원의 이

쪽 (This Side of Paradise) J]을 딴표함으로써 성공의 첫단계에 오르게 펀다. 프린스턴의 갱
험을 소재로 분망한 젊은이들의 세계블 다푼 다분히 자서전적인 이 소션이 소위 ‘걸 잃은
세대’의 존재플 강릭히 인식시키고 그를 젊은 세대의 대변자의 위치로 끌어올려준 때문이
다. 이후 젊은이들의 삶을 주로 다푼 『말광량이들과 철학자블 (Flappers and Philoso뻐ers)JJ

(1 920) , ~째즈시대의 이 야기들 (Tales of the Jazz Age) J] (1 922) , ~아름다운 者와 저주받은
者 (The Beautiful and the Damned) J](l 922) , 그리 고 『밤은 부드러 워 (Te뼈er Is the Night) J]

(1 934) , ~마지 막 大君 (The Last Tycoon) J](1 94 l) 등- 많은 장펀과 단편 소설을을 썼지 만 그
의 대표적인 성공작은 아마도 『위대한 갯츠비』일 것이다.
이 소설은 중서부 출신의 한 가난한 소년이 전형적인 미국식 자수성가의 과정을 거쳐 풍
아일랜도 (Long Island) 의 부호로 입신하고 그의 환상적인 꿈을 쫓다가 결국 환멸과 허무
속에서 비극적안 죽음에 이르는 한 미국의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성공만이

至高한 가치로 인정되는 1920년대 미국사회의 한 아이러니찰한 풍속도플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소절은 전후의

허무감， 찰나적인

기엽란리가 가져오는 자본주의의 피l 해， 물질이

하는， 핏츠제랄드 자신이

향락주의， 상엽주의와 비도덕적

정신을 지배하는 인간 상실의 풍조가 범람

‘째즈시대’라 명명한 1920년대의 미국사회의 단순한 하나의 풍속

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핏츠제랄드는 이 작품에서 삶에 대한 갯츠비의 태도를 동
해 미국적 경험과， 미국 정신의 도덕적 구조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위험을 역사
적 안목으로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물질적 성공의 획득이 갯

흐비로 하여금 현재와 과거， 사랑과 힘블 흔동하는 뒤틀련 환장에 빠지게
그 왜곡된 상상의 세계 안에 갚이 참재해 있다.

갯츠비에게 있어서

하는， 갯츠바의

불켈적 세계는 정신적

세계의 차원으로까지 승화펀 것이었고 부의 획득은 그에겐 마치 종교적

의식과 같은 것이

었다. 갯츠비의 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프랭클린식의 자치향상의 노력이 가득 담
긴 갯츠비의 소년 시철의 일과표와 결심 내용은 그의 성공에의 의지와 자세가 얼마나 강하
고 진지했던가플 보여줍으로써

갯츠 ll] 의 비극의

아이려니블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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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츠비는 결국 ‘방대하고 야비하고 저속한 미를 섭기는 일’ 17) 에 얽매언 미국 정신 그 자체
를 상칭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갯흐비의 환멸과 좌절과 패배플 통하여 핏츠제

랄드는 많은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 힘을 소모시킨 그 왜곡된 理想을， 이른바 ‘낭만적 물질
주의’의 역설 위에 세워진 미국의 꿈의 허상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삶에 대한 핏추제랄드의 태도는 갯츠ll] 의 그것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 물질적 성공
에 대한 강한 집념， 행복의 근원으로서의 富에 대한 믿음，

‘삶의 약속에 대한 고양된 감수

성’， 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비록 환상적일지라도 끝까지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 낭만적

自愛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핏츠제랄드의 독특힌- 장점은 그가 동경하고 추구하는 그 화려
하고 분방한 세계를 동시에

경멸하고， 그가 끝까지 집착한 그 물질적 성공의 꿈이 포괄하

는 부정적 의미블 꿰뚫어볼 수 있는 예리한 도덕적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삶에 대한 핏츠제란드의 이러한 의식은 닉크 카라웨이 (Nick εarraway) 를 통하여 섣득력있
게 전달되고 있다.

핏츠제랄드는 부와 명예와 自愛에

대하여 애증의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성공과

질패를 하냐의 법주 안에서 파악했으며 ‘행복의 가장 튼튼한 초석은 삶의 悲感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핏츠제랄드의 문학의 진정한 이해는 이러한 그의 근본적 양면성에 대한
이해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려한 양면성은 미국 문화의
1920년대 미국 사회의 역절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데에

역섣적 양면성， 특히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 핏츠

제랄드가 『위대한 갯츠비』에서 성취하고 있는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바로 이러한 역섣적 양
면성을 예술적 균형 속에 성공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이 점은 나아가 문략의 바
람직한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짧。

남부 르배쌍스와 윌리엌 포묘벼

지 금까지 검토해 본 1920년대 미 국문학은 주로 북부의

작가들에 의 하여 ,

북부의

대도시

나 소도시 사회플 배경 a로， 북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며 이루어진 것
이다。 그러나 1 차대천의 영향은 남부에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테니시 (Teηnessee) 주의

내 슈벨 (뼈ashville) 을 중심 으로 이 른바 담부 르네 쌍스 운동이

얼 어 나게 된다。 도닐 드 데 빗

슨 (Donald Davidson) , 앨른 테 이 트 (Allen Tate) , 존 크로우

랜섬 CJohn Crowe Ransorn) ,

로버트 펜 워렌 (Robert Penn Warren) 등 반더벨트 (Vanderbilt) 대학과 관련을 맺은 문인
들에 의 하여 주도된 이 운동은 1922년
이 참지의 말간이

「더 휴지 티 브 (The F;μgitiψe)J 의

계속된 3년동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발행 을 시 발정 으호

된다. 이틀은 남부의 과거를

채평가하고 전후의 남부 사회플 조망하는 일을 그플의 주요 과엽으로 삼았으며 현대 도시

생활의 천박하고 수션스려운 불철주의와 상엽주의플 ll] 판하고 이와 대조되는 남부의 차분

17) F. Scott

없tzgerald，

The Gγeat Gatsby (Hammondsworth: Penguin Books , 1950)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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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순박한 전원 생활을 예찬했다. 이 남부 득유의 전원 생활 및 농경문화의 가치와 담부
역사의 고상함과룹 연결하려는 이들의 노랙은 활말한 지역주의 운동 (regionalism) 으로 발전
하게 되 는데 이 들의 심 포지 움 내 용을 모은， 경 제 예 술 종교 인종 등 모든 문제 플 남부의 독
특한 시 각으로 검 보하고 비 판하고 있는 『내 입 장을 고수하리 라(I’ II

T ake My

8taηd)~ (1 930)

는 1920년대의 이 운동의 중요한 기념비적 기록으로 담이 있다.
한펀 옐른 테이트， 존 크로우 랜섬 등새로운 남부 시인들은 남부의 과거의

가치의 재발

견과 전후의 도시화 산업화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문학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시 형식성
의 실험을 시도하였고 이 실험 운동은 푸에 이들이 주도한 신비평 (New

로 이어지게 된다.

Criticism) 운동으

그러나 이 시기에 등장한 가장 주목할만한 남부 작가는 아마도 윌리염

포크너일 것이다.

포크너는 미시시피 (Mississippi) 주 뉴 올바니 (New Albany) 의 전통있는 한 남부의 가문에
서 태 어 나 곧 같은 주의 옥스포드 (Oxford) 로 옮겨 서 거 의 일생 을 그곳에 서 보낸 남부의 로
박이었다. 이 옥스포드와 그 주위 환경으로부터

포크너는 요크나파로파 (Yoknapatawpha)

라는 신화적인 가공의 세계를 그의 소섣의 주무대로 만들어내어 1929년의 『싸토리스 (Sarto
ris)~ 를 시발점으로 그의

걸고 험난한

요크나파토파의 탐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모든

남부를 상징하는 이 요크나파로파블 배경으로 그가 주로 다푼 문제는 경제적 불모성， 도덕
성의 붕괴， 흑벡의 갈등， 진보적 상업주의적 북부 문명에의 저항 등으로 점철된 남부의 위
기와 그 몰락상이었다.

포크너 의 소젤의 백 인 주요 인물들은 대 체 로 싸토리 스， 콤프슨 (Compson) 家 등 몰락한 담
부 귀족 가문 출신의 보수적이고 명예플 존중하는 이른바 ‘싸토리스’형과 능률적이고 물질

주의적인

기업가나 휴은 상인들인 이른바

『싸토리 스~， Il'소음과 분노 (The

‘스노움스 (Snopes) ’형으로

Sound and the

구분될 수 있는데，

Fury)~ (1 929) ， Il'聖域 (Saηctuary)~ (l 93 l)，

『촌락 (The Hamlet)~ (l 940) 등에서 전자와 후자의 갈등， 특히 후자에

의한 전자의 비극적

인 패배가 작품의 주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전자가 과거에 집착하는 옛 남부의 전통을，
후자가 현재블 대표하는 남부에 멜려닥천 새로운 장업주의적 물질주의의 힘을 각각 장정한

다면 후자에 의한 전자의 패배는 새로운 상엽주의적 변화에 의한 남부전통의 붕괴와 그 정
신적 죽음을 돗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크너의 소젤에 담긴 주제는 결코 그처

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또한 새 작품윤 쓸 때마다 시도하는 그의 새로운표현 기교 역시 매
우 다채롭고 실험적이며 특히 그가 즐겨 구사하는 상징적 수법은 고도로 정교하다. 포크너
가 헤밍웨이와 함께

미국 소설의 대표적

모더니스트로 팝히는 것은 표현 기볍과 언야에

대한 그의 이러한 부단한 질험에서 연유한다.
문체나 주제 면에서 포크너는 헤맹웨이와 매우

를 느끼게 하는 헤맹웨이의

대조적이다. 비교적 분맹한 성격과 경계

주제와는 달리 포크너의 주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판냄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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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펼쳐져 있고 간결하고 단순한 헤밍웨이의 문체와는 대조적￡로 포크너의 문체는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모호할 정도로 난해하다.

August)~ (l 932) 같은 작품은 하루에
연루되는 여러 상황이나 사건들이

리고 미묘한 상징적

예컨대 『소음과 분노』나 『팔월의 빛 (Light iπ

일어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사건에

등장인물들의 복합적인 의식 활동과 회상을 통하여， 그

이미저리와 의미깊은 단어들의 효과적인

하게 발전되어간다. 특히 새로운 표현

양식을 위한 혁신적

반복과 변조에 의하여 정교

실험의 첫 성공적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소음과 분노』는 재래의 전통적인 소설 형태와는 전혀
갖춘 작품이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된 네개의

다른 매우 복잡한 구조를

章으로 나뉘어 있 A며 각 章

이 각각 다른 인물들의 의식을 통하여 전체적￡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들의 자유로운 의

식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의식의 흐름’과 시간의 선후의 자연스런 변환이
이 작품의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설의 네개의 章은 포크너 자신이 시사하듯이 하나의 이야기를 네번의 다른 관점과
네번의 다른 방법으로 네번
빛』과 『압살롬

!

압잘롭

이야기하려

! (Absalom!

한， 집요한 시도의

산물이다.

포크너는 『팔월의

Absalom!)~ (l 936) 에서도 어떤 중요한 경험이나 사건이

나 상황을 여러 사람의 여러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時點에서 요사하고 기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흔히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진

실에 가까운 것인가， 인간 경험의

진실이란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삶과 사

물의 단순치 않음에 대한 포크너의 인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런 시도를 통하여 포크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작가적
결코 단순치 않은 개인의 진실， 나아가 역사의

목표는，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서

진실의 실체에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여

그것이 함축하는 복합적 의미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 포크너는 그가 익히 알고 자신이 바로 그 한부분을 이루고 있는3 남부라는 특수 사회의
구체적인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에

대한 풍부한 탐험을 통하여 이러한 옥표를 성공

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문학에 있어서 특수성과 보펀성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
삼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안이하고 기계적인 물질주의적 사고 방식에 의하여 개인의 삶， 흑은 어떤 지역， 집

단의 삶이 획일화 규격화 되어가던 1920년대에 결코 단순할 수 없는 개인과 역사의 진질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구한 포크너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값진 것￡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남부에까지도 빌어닥쳤던 상업주의， 물질주의， 기업 만능주의의 풍조와 그것들이

뒷받첨하는 1920 년대의 물질적 풍요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키워온 ‘대공황’이라는
괴물의 불가해한 괴력 앞에 무참히 무너져내리고 미국사회는 1930년대라는 전혀 다른 새로
운 시대를 맞게 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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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념대 미국의 사회와 문학

1930 년대 미국 문학의 배경

마국의 1930년대는 경재공황 (The Great Depression) 과 함께

시작되었다. 캅자기 밀어닥

친 주식의 폭략과 달러의 하락은 20년대의 물질적 풍요에 종말을 고했 ξL며 , T.S. 엘리어트
가 개탄했던 20 1건대의 정신적

를 일순간에 굉→괴시킨

‘황무지’룹 물질적

놓았다. 미국의 경제

‘황무지’로 바꾸어

‘미 국의 꿈’ 은 차츰 환멜의 악몽유로 그리 고

대공황의 현싣 속에서

미국의 낙관주의는 돌이컬 수 없는 비관주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치는 것이

그러무로 경제공황은 미단 불질적 붕괴에서

아니라， 미국인들의 의식과 정

신과 사회에 본질적인 변화룹 가져오게 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이었다

]8)

으」
드긍
그

를 누구보다도 민감히게 깨닫고 대응랬던 사란들은 당대의 문얀들과 예술가들-과 지식인들
자신들의

시대가 이제 더이상 멜 벨 (Melville) 이 나 호손 (Hawthorne) 의

도덕적 죄의식이나， 에머슨 (Emerson) 이나 휘트먼 (Whîtman) 의

수 없음을 깨닫고， 당대의 사회현실에

목가적

낙관주의로 해석될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 삶을 추구했다. 에

드먼드 윌슨 (Edmund Wilson) , 룬이스 멈포드 (Lewis Mumford) , 왈도 표랭크 (Waldo Frank)
존 도스 패 소스(John Dos Passos) 그리 고 셔 우드 앤 더 슨 (Sherwood Anderson) 에 의 해 1932

년에 발표된 다음 「선언문」은 딩대 작가들의
우리의 혐멍을 단지 오늘의

경제적

그러한 의식을 잘 나다내주고 있다.

혼란에 대한 혁영으로서만 。1 해해서는

새로운 것의 창조블 위한 직정적인 구성체가 된다.

우리는 창작과 철학척

후에 라이오넬 투릴링 (Li onel Trilling) 은 “ 30 1건대의 급진적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운동은 결국

펌

단 속에 지긍 새로운 사회의 핵과 토대가 창조되고 있다고 믿는다.

안된다. 그것은 사실

사유와 구체적 행동과 집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미국의 좌파 지식인 계급

을 생성시겼다고 볼 수 있다 "19) 라고 말함으로써 30년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30년대 미국의 작가들은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석하고 타개하기 위한 한 방

편으로 마르크시즘을 선택했다. 이마

20년대 부터 미국사회에

서서히 쁨리를 내리고 있던

좌파 이데올로기는 극도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당황하고 있던 당대의 마국작가들에게 확고
한 신념과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냐 마루크시즘의 등

장과 지배로 인해 30 년대

미국문학은 다시한번 예술과 이데을로기， 문학과 정치， 그리고

Alfred Kazin은 “ The impact of the crisis on culture was far more γio len t than i ts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order." 라고 말하고 있다. See Alfred Kazin , 0η Native Grouηds
(1 942: New York: Doublcday , 1956) , p.283.
19) Li onel Trilling, “ A Noγcl of thc Thirties ," in The Last Decade Essays and Reνiews， ed.
Di ana Trilling (New York: HBJ , 1979) , p.15.
18)

예 컨대

159
순수와 참여의 문학사적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사실 30년대에는 많은 작가들이

스스로를 좌파 지식인오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견해나 강령과 충돌하지 않은 작가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무로 문

학과 정치， 순수와 참여， 그리고 예술과 이념의

충돌과 갈등은 30년대 마국작가들의 공동

경험이 되었다. 예컨대 1935년에 있었던 제 l 차 작가회의〈τhe First Writers' Congress) 에
서 존 도스 패 소스와 제 임 스

패 렐 CJames τ. Farrell) 과 케 네 스 버 크 (Kenneth Burke) 는 공

산당에서 벼난하는 작품들을 옹호했으며， 1937년에 열린 제 2 차 작가회의에서는 펄랩 라부

(Philip Rahv) 와 윌 리 엄 펄 렵 스 (William Phillips) 가 역 시 공산당에 맞서 예 술성 있는 작품
들을 옹후했다. 1936년에는 제엄스 패렬이 쓴 『문학비평에

대하여』라는 책이 공산당 기관

지인 「뉴 매시스 (The New Mα sses) J 를 통해 그랜벨 학스 (Granvi1le Hicks) 에 의해 비판을
받자， I네이션 (The Nation)J 지의 에드먼드 윌슨과 「파티잔 려뷰 (Partisan Review)J 지의 。걸
런 카머 (AUen Calmer) 에 의 해 반론이 나요는 등， 좌파 작가들 내 부에 서 도 충돌과 갈등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37년 12월에는 라브와 펄립스가 「파티잔 라뷰」지를 공
산당의 지시를 받지않는 독립적인 마르크시즘 비평지로 복간시겼무며， 메리 매카시 (Mary

McCarthy) , 라이오넬 트릴링， 드와이트 맥도널드 (Dwight MacDonald) , 제엄스 패럴 등이
예술과 정치의 조화를 추구했던 그 그룹에 합세하기도 했다。
1978년에 엘 라바마주

터 스칼루사에 서 “30년대 의

미 국작가 (The American Writer in the

1930s)" 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 5 차 앨라바마 영미문학 심포지옴은 특히 그러한 시각으로 30
년대 를 바라보며 , 30 년대 작가들이 사실

모더 니 즘과의 완선 단절

보다는 모더 니 즘과 리 얼

리 즘의 절충을 추구했다는 입 장을 취 하고 있다 20) 그러 나 레 슬리 피 들러

(Leslie A. Fiedler)

같은 비평가는 30년대가 “비정상적인 탈선이자 일종의 광기”와도 같았음을 지적하면서， 그

거대한 유행에 합류했던 문학작품들이
오늘날 거의

역사적 3 사회적

문헌오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읽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21)

30년대의 미국문학야 과연 요더니즘의 예술지상주의적 요소나 개인주의적 요소를 초월해
경제공황기에 결맞는 탁월한 사회적 리얼리즘을 성취했는가， 아니면
고 사회 저 항에 만 치 중한 나머 지 격조높은 예 술작품을 산출하지

이데올로기에 경직되

못했는가하는 문제 는 아직

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0년대는 문학과
정치， 예술과 현실， 또는 순수와 참여라는 고전적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곧 영속하는 과거의

논쟁이 만복될

교훈-으로서

에서 30년대 미국의 문학과 사회의 연구는 곧 오늘날 우리의

때마다， 언제나 현재를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 의미
현실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이 섣포지움은 1982년에 엘라 ll} 마대학 출판부에서 책으포 묶어져 나왔음. See Ralph F. Bogardus
and Fred Hobson , Literature at the Barricades: The American Writer in the 1980s (University: Uniγ. of Alabama P. , 1982).
21) See Leslie A. Fiedler, Waiting for the End (New Yor k: Stein and Day , 1964) , p.3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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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릅진적 좌파작가들의 경 우

1) 프롭례 타리 아 문학과 1930년대
1929년에 시작펀 경제공황은 미국의 작가들로 하여금 미국사회가 계급사회라는 것을 깨

닫게 해주었으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가진자와 옷가진자， 그리고 상류계급과 하류계

급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30년대 미국의 표-할례타리아 문학은 바로 그
러한 계급의식에서 부터

비릇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부르주아 계급의

모순과 착취릅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그러으로 표롤레타리아 문학은 흔히 급진 문학으로

붉려웠다.

‘급진 소셜’ (radical novel) 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월터 라이드아웃 (Walter

Rideout) 은 “급진 소설이란 저자가 사회경제적 체제에 의해 부과된

인간의 고통에 반대하

고， 그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소설을 의미한다 "221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온건한 사회주의가 마르크시즘이

되고 더 나아가 스탈린주의로 경직되어

감에 따라3 프롤레타리아 운학은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논쟁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 대

표적 인 예 가 30년대 초반의 손돈 와일더 (Thornton Wilder) 와

의 논쟁과， 30년대 후반의

제엄스 패럴과 그랜빌

혁스의

마이 클 꼴드 (Michae1 Gold)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논쟁은 자칫 경직되기 쉬웠던 30년대의 문학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30
년대 이전에도 미국에는 사회주의 소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체로 폭

력을 옹호하지 않았던 반면， 30 년대의

표롤레타리아 소설들은 인민의 단합과 혁명과 체제

전복을 주장했다. 그 결과로 30년대에는 파업을 다룬 소설들이 많이 쏟아져 냐왔다. 예컨대
보르스 (Mary

히튼

(Meyer

Levin) 의 『시민들 (Citizeη$) .!I(1 940) 같은 작품들은 그 대표적 예가 된다.

Heaton

Vorse)의

『파업

!

메어리

(Strike!) .!I(l 930) 이 나

마이 어

레빈

그러으로 30년대의 표롤레타리아 문학은 비록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기는 했지만 폭력을
정당화시컸고， 그것이 또 일군의 작가들을 당혹시컸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입

문소설을 쓰도록 해주었다. 그러한 소설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위치를 깨딛고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잭

콘로이(J ack Conroy) 의

박탈자 (The Disinherited) .!I 나 헨 리

『감이 라 부르자 (Call It Sleep) .!I

로스 (Henry Roth) 의

『상속권

같은 소설 틀， 그리 고 극작가 클리 포드 오데 츠 (Clifford Odets) 의 희 곡들은 바로 그러 한 ‘깨
달음 문학’의 한 좋은 예가 된다.
프롤레 다려 아 문꽉은 1935년에 조셉 프라 만(Joseph Freeman) 의
프롤레 타리 아 문학 (Proletarian Literature

22) Walter Rideout , The Radical
p.12.

Noν el iπ

η

면집 으로

the U;ηited States) .!i에 의 해

the United States (Cambridge:

나온 『미 국의

정 리 된다. 하비

Harγard

UP. ,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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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도스 (Harvey Swados) 는 표롤레 타리 아 문학의 장점을 이 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급진주의， 이러한 휴머니티， 부조리가 아닌 의마의 추구， 개인적 분리가 아닌 심오한 동지

의식-바로 그러한 것들이 경제공황기의 문학에 생기를 부여해준 것들이었고， 운학사가들이

제공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성과였다 23)

그리고 30 1건대 미국 작가플의

그러한 인식과 운동은 곧 “미국의

정체와 본질을 추구하고

탐색하기 위한 것 "24) 이었다.

2)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작가-마이클 골드와 30년대
마이클 골드 (Michael Gold) 는 30년대 미국의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는 급진주의자였으며，
“미국 공산당을 위한 문인 자객의 수뇌 "25) 였다. 그는 1914년 「매시스 (Masses)J 에 시를 발
표함으로써 작가생활을 시작했으며

1930년에 『돈없는 유태인 (Jews Without Money)jj을 발

표함으로써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12세 때 부천의 죽읍으로 학교를 다니지 옷하
게 된 골드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한펀 3 뉴욕 시티 칼레지에 설치된 야간고등학

교 과정을마치고 1916년에는 23세의 나이로 하버드대학에 조건부 학생으로 업학을 하게 되
었다. 그러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오로 인해 그는 한 학기 후에는 하
버드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매시스」를 중심오로 시블 말표했으며，

당시

핀집인이었던 맥스 이스트만 (Max

Eastman) 과 플로이드 델 (Floyd DeU) 로 부터 문학수업을 받았다. 한 때는 실험시에도 심

취하고 또 한 때는 회곡도 쓰던 골드는 점하 마르크시즘에

이끌리게 된다. 그러다가 골드

는 1930년 「뉴 리퍼블럭 (The New Republic)J 에 “점잖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손돈 와일더”

라는 글을 써서 정치와 현실에서 괴리된 와일더의 문학세계를 비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
로 유명한 “골드-와일더 논쟁”의 시발점이 된다. 이 논쟁은 에도먼드 윌슨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곧 30년대의 순수문학/참여문학 또는 예술/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이
어지게 된다.

골드는 엄밀히 말해

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는 아닐지 모르나 그 누쿠보다도 30년대를

잘 대표하는 좌파 지식인이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뉴욕 이스트 사이드의 빈민가에서 유

23) Harvey Swados , ed. , The Aη~erican Writer aηd the Great Deþression (New York: BobbsMerrill , 1966) , p. xxxii i.
24) See Marcus Klein , “ The Roots of Radicals ," in Proletarian Writers 0 η the Thirties , ed. Davis
Madden (Carbondale: Southern Ill inois UP, 1968) , p.150. 마커스 플라인은 30년대의 문학 역
시 19세기의 미국문학처럼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란 무엇인가?"릎 추구하는 것이 그 주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25) Marcus Klein , Foreigη ers: The Making 01 Aηuricaη Literature , 1900"-'1949 (Chicago: Uniγ.
of Chicago Press , 198 1), p.231 。 이책의 231-248변에 해당하는 제 6 장은 마이클 골드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할애되고 있다. 루마니아 유태계 이민인 골드의 본명은 Itzok Granich 이다. 마이클
골드에 대 한 장세 한 자료는 다음 책 을 참고할 것 。 Daniel Aaron , Writers on the Le!t (NeW
York: HBW , 1961) , pp.187-19Q , 199-205, 237-243 , 37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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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이민의 아들로 태어나 소외된 이방인으로써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써
그가 겪었던 어린시질의 비극이 자리장고 있었다. 그의 대표작 『돈없는 유태인』은 사실 그
의 자서전이라고 보아 크게 플리지 않을만큼 그의

어린시절의 극빈과 불행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물론 1930년대 이전이지만， 그러나그것은여러가지 면에서 경제공

황기인 30년대에 걸맞는 공황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골드는 자연스
렴게 혁명에 동조하게 된다. w돈없는 유태인』은 다음과 같은 감작스러운 깨우침우로 끝난다.
어느날 밤， 이스트 사이드의 연단에서

한 사내가 수백만의 분노와 우울에서 부터， 질망에서 부터

빈곤을 똥식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오 노동자의 혁명이여， 너는 내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오 외용고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소년

이여， 너야말로 진정한 에시아이다. 네가 오는 날， 너는 이스트 사이드블 부수고 거기 인간의 정신
을 위한 정원을 세우리라.

오 혁명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투쟁하게 하고 살게 해주는구나.
오 위대한 시작이여 I 26)

이 장면은 사실 골드가 1914년 4월 어느날 오후 우연하 유니온 광장을 지나가다가 결리 플
린의 연설을 들었던 때의 자전적 기록이기도 하다. 처음에 골드는 단순히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급진적 마르크시스트가 펀다.
1921 년 골드는 최 초로 노동자 계 급의 시 각에서 문학을 바라본 에세 이 인 “프롤레 타리 아 예
술을 향하여”를 「리버레이터 (The Liberator) J 지에 발표했다. 그는 예술은 귀족보다는 아직
도 순수한 민중을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허구 보다는 현실과 현실변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외된 미국인들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공동체의식과 공정
한 분배가 가능한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67년에 타계 했다.

3) 급진적 흑인작가의 경우-리처드 라이투와 경제공황기
흑인 작가 리 처 드 라이 트 (Richard Wright) 의

살던 1927년 부터 1936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문학수엽 은 담부에 서

이 주해 와 시 카고에 서

시카고의 빈민가인 이스트 사이드에서 거리

의 노동자， 배수로 공사 인부 등 온갖 잡일을 전전하면서 라이트는 대도시의 경제공황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 그가 잠시나마 가졌던 유일한 사우직은 견슴 우체국 직원이었는

데， 그것도 공황이 시작되면서 감원대상이 되어 그만두게 된다. 그는 감시 먼 친척의 주선
으로 보험회사의 수금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 때 흑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먼만가의

참상을 목도하게 된다. 백인들의 농간으로 가난한 흑인지역의
다 더 Bl 싸서 거리로 쫓겨나는 흑인들， 한 땅에서 여러

26) Michael Gold, Jews

Withoμ t

Money (1 930: New York:

집세가 부자인

백인지역 보

세대가 거주하는 반민 아파트에서
Aγon ，

1978)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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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야만 하는 흑연들， 그리고 보험료를 낼 돈이
인 여자들-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한

없어 몸으로 대신

라이트는 자연히

지불하기를 원하는 흑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해결책

을 찾게 된다

그의 본격 적 인 작가활동은 1933년 시 카고의

난생 처음 백인들로 부터

존 리드 클럽에

가업 하면서 부터 였다. 그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고， 그 클럽의

기관지인

공

흐드금~E
「례도트 -L--

(Left Froηt)J 에 시 를 발표함으로써 작가로서 등장하게 되 었다. 그리 고 그는 갚은 해 에
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관심을 끌어야만 했던 공산당으로서는 휴

인 라이트의 합류가 커다란 선전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트와 공산당의 관계는 요

래가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 1944년에

「애틀란틱

만슬리(잃lantic Monthly) J 에

기고한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다(I 망ried to Be a Communist)" 라는 글과 1949

년에 리처드 크로스만 (Richard Crossman) 이 펀집한 『실패한 신 (The God That Failed)jj에
기고한 글에서 라이트는 자신이 왜 공산당을 떠 나게 되 었는가를 기 록하고 있다. 그는 1942
의

속

년에 공산당에서 탈퇴했다.

진

자

가

되었다.

당시 미국사회에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
시， 주

각

분

철
최걱

‘”-

즉

이

반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와동시에 그들은 그와같은 상황을 백인들

김μ

흑인들은

썼 햄밴 버”

고

한

을 갖고 30년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었다， 말을 바꾸연， 30년대에

지

작가들이

갖

인종문제를 초월해서 보다 더 커다란 시각으로 30 년대의 미국사회를

못

리-이 트의 소설들은 단순한

뮤
γ
웹

주었으며， 그결과로

흑인으로서의 독특한 경험은 라이트로 하여금 다른 백인

상황에 비추어 파악

조

적철한 모티표블 작가 라이투에게 제공해

휴인들의

가
가

백인과 흑인의 관계는 억압자와 억눌린자， 가진자와

옷

함으로써 독특한 시 각과 입 장으로 30년대 를 대표하는

작

리처드 라이투는 1930 1건대의 경제공황기를 미국사회

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무로 라이트가 1936년에 쓴 『톰 아저씨의 후예들 (Uncle

Tom ’ s Childreη)jj과 1940 1건에 출판한 『미 국의 아들 (Nαtiνe 80η)jj은 단순한 흑백간의 인종
소설을 넘어서， 당대의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파헤친

소설들이며， 경제공황

은 그러한 주제를 위해 매우 적절한 모티표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융。

27)

온건한 화파 작가를의 경우

1) 제엄스 T。 패럴과 『스터스 로니건』 삼부작
제임스 T. 패렬은 1910년대와 2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25세 되던 해에 경제공황기를

27)

30년대와 리처드

라이트와의 관계에

대한 끌로서는

Clifford Hand , “ The Struggle to Create
Poetry , Drama (Deland ,
FLA.: Ecerett Edward , 196 7)을 볼 것. 이 잭은 Warren Frenc 에 의해 편집되었음。 30 건대의
'
경제적 참상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자료는 다음 책의 서문에 찰 정리되어 있음 . Joseph North ,
ed. , New Masses: Aη AnthQlogy 01 Rçbçl Thirties (New YQrk; I D. ternati<;>nal Publishers
1969) , pp.19-33 ,

Li fe in the Fiction of Richard Wright ," in The Thirties: Fictio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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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판다. 그는 상부작 『스터스 로니건 (Studs Lo껴gaη)JJ의 제 l 부인 『어 련 로니건 (Young

Lonigaη)JJ을
Youπg

1929년에

시작해서 1931 년에는 제 2 부인

Manhood 01 Studs

Lonigan)JJ 까지

『스터스 로니건의

완성했고， 이어서 1930년대

청년시절 (The

전반에는 제 3 부인

『심판 (Judgment Day)JJ을 집펄했다. 그러므로 1 부와 2부에서는 스터스 로니건의 어린시절
이 20년대 후반을 배 경 으로 묘사되 고 있고， 3부에 서 는 청 년 로니 건의 좌절과 죽음이 30년
대블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마국의

20년대의

방탕과

방황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30년대의 물질적， 정신적 공황으로 이어지며， 그러한 와중에서

스터스 로니건이라는 한 균많은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몰락해갔는가흘 보여주고 있다는 침
이다. 말을 바꾸면， 스터스 로니건의 비극적 질패와 죽음은 곧 당대 미국사회의 실패와 붕

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1938년에 쓴 『스터스 로니건』의 서문에서 패렬은 스터
스가 “정신적으로 궁핍한 시대에

태어난 평범한 미국의

소년으로서， 사회의

가치관이 곧

자신의 가치관이 되었던” 비극적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8)

이 소설은 비록 폐련이 시카고 대학 재학 중에 쓰기 시작했고 제임스 런 CJames Lynn) 교수
와 로버 트 러 뱃 (Robert Lovett) 교수의 격 려 하에 쓰여 졌지 만， 사실 대 학과는 거 리 가 먼 반민

가의 한 부랑아의 일대기이다. 패렬은 이 삼부작소설을통해 당대의 사회상을훌륭하게 조감
하고 있다. 스터스 로니 간은 시카고의 사우스 사이드의 빈민촌에서 살고있는 캐폴틱 아일랜
드계 이민의 후손ξL로， 58먼가의 부랑아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비정한 사회에서 끝내

꿈을 펴 보지 못하고 펴l 병 오로 죽고만다. 스터 스의 교육은 당시 다른 보통 미 국인들처 럼 불

우한 가정， 거친 거려， 그리고 제도화된 학교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이미 비인간적인 환경과 사회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받￡며，

결국

일생동안 그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무로 스터스의 실패는 곧 당시 미국사회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결정론적

운명관에 근거한 자연주의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과연 스터스 로니건은 거대하고 비정한 환경에 의해 펄연적으로 파멸되어 가는 비극
적 인물의 전형 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이 삼부작은 단순한 자연주의 소설
이나 사회저항소섣에만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심리묘사에도 탁월한 슴써를 보여주는 예술
소섣의 수준을 성취하고 있다. 비록 그 자신이 30년대 작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패렬은
20년대에 이미 제임스 조이스의

『융리시즈( Ulysses)JJ 와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스버그 오하

이오(찌Tiηesburg， Ohio)JJ의 영향을 갚이 받았으며， 자신의 대표작인 이 소섣에서도 바로 그

와같은 수준의 심리묘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로 이 소설에서는 드라이저

나 란라 (Emile Zola) 의 자연주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정성과 개인의 고뇌가 발견

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스터스 로니건』은 단순한 공황소설이

아니고， 20년대와 30년대플

28) Jame~ T , Farrell , Stud,ç L(mig4n (New York: Random House , 1938) ,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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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켜 풍요와 궁핍의 시대에 미국사회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쳤던 격조
높은 사회 고발소설이며， 동시에 탁월한 심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스터스
로니건』은 1916년 부터 1931 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단순히 경제공황만
을 다푼 소설이 아니라， 일차대전 이후 부터 1930년대까지를 하니-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
고 그 사이의 전이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패렬은 그 자신이 빈민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당시만해도 차별의 대상이었던 아일랜드계
이민의 후예로서 미국사회의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비록 스터

스 로니건같은 실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좀 더 불운했을 경우의 모습을 스터스
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패렬은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허구적 자서전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은 곧 자신의 사회를 제소하는 고발장이었다.
패렐은 좌파 지식인에 속했던 작가였지만， 문학이 정치나 이념의 도구가 되는 것에는 반대

랬던 사람이었다. 그는 30년대에 와서

마르크시스트 작가틀이

조이스를 맹렬히 비난하자，

1938년에 조이 스를 옹호하는 『문학비 평 에 대 하여 (A Note 0η Literary εriticúm) Jj 라는 책 을

써서 「뉴 메시즈」의 마이클 골드와 그랜빌 헥스로 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에드먼
드 윌슨과 더불어 극좌와 극우를 경계했던， 그러나 다분히 좌파계열의 지식언으로서， 궁핍
한 시대에 작가가 산출해벨 수 있는 작품의 한 귀감을 『스터스 로니건』을 통해 잘 보여준

이상적인 착가었다.

2) 존 도스 패소스와
도스 패소스의

liU.S. A.Jj

Il' U.S. A.Jj

삼부작

삼부작은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시작되어

사코와 반제티

(Sacco and Vanzetti) 가 처형당하는 1928년에 끝나고 있다 29) 그러나 질제로 이 삼부작은
모두 30년대에 출판되었고， 2부와 3부는 30 1컨대에 씌어졌오며， 내용 역시 30년대 공황기의

펠언적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30년대 사회저항소섣로 분류되어 왔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Il' U.S.A. Jj 삼부작은 그동안

Ii' U.S. A.Jj

상부작은 20세기의 시

작이 아니 라 종말을 예 견한 책 이 었다。 도스 패 소스는 제 1 부인 1i'42도선 (The 42ηd Parallel) Jj

(1 930) 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두개로분열된 미국의 모습에， 제 2 부인
에서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던

Ii' 1919Jj (1 932)

해인 1919년의 좌절에， 그리고 제

3 부인 『대금 (The Big Moηey) Jj(l 936) 에서는 다락한 자본주의의 모습에 절망하며， 그러한

사회의 펄연적인 붕괴와 종말을 예견한다. 그러드로 그에게 있어서

미국의 30년대는 방탕

과 타락의 펄연적인 결과였으며 9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9) 평자에 따라서는 WU.S. A..]가 1899년에서 부터 1929년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See
Leo Gurko, “ John Dos Pussos' U.S. A.," in Pγoletarian Writers of the Thirties , op. ci t.
p.48. Sacco 와 Vanzetti는 시질리 출신의 이민으로써 격음에는 은렌강도의 현의로 체포되었다가
나중에는 무정부주의자라는 혐의로 보스톤에서 처형당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양성에 위비l 띈다
는 지적으쿄 로젠버그부부 처형사건과 더불어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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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도스 패소스는 자신의 시대에 갚은 환멸과 좌결을 느꼈던 절망의 작가었다. 그려고
[j'U. S.A.~ 삼부작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의 신랄한 단랙서였다. 미국에

는 1928년 커다란 희망을 갖고 혁명의

환별을 느낀 그

나라 러시아블 방문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스탈린

주의에 대한 또 한번의 환멸이 었다. 그가 [j' U.S.A.~ 라고 명명한 이 세권의 소설을 통해 면
면허 흐르고 있는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은 그 자신의 바로 그러한 깨달

음의 소산이었다.
경제적 공황의

시기만은

아니었다. 그가본

써 그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플 정신적， 문화적 문제의

하

30년대는 그동안의 부패와 방탕으로 안해 야기된 정신적 공황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앞

그러드로 도스 패소스가 본 30 1건대는 단지

u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렸고， 미국의

사회와 정신의 건강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었다. 그와같은 작엽을 위 해서 그는 자신의 소

설에 여러가지 꽉신적인 테크닉을

도입했다. 그는 자신의

소설에 뉴스 멸 (The Newsreel)

과차메라의 눈 (τhe εamera Eye) 기법을 차용했으며， 신문기사의 제목， 유행가3 전기적 요
소，

르포르타슈，

넌픽션

등의 수볍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의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각기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전 미국을 돌아다니며 당대의 사회상을 다각도로 조감해주고 있다.

과연 도스 패소스의 주인공들의 특징은 부단한 이동성에 있다. 그들은 모두 끝없이 흘러다
니고 있는 유랑아들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정체블 탐색하고 있다. 이 소션의 장점은
역사와 개인의 인생이 부단히 서로 뒤엉키는 바로 그러한 득이한 구성에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도스 패소스는 다른 프롤레다리아 작가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미
국의 30년대는 헨리

제 임스 (Henry James) 나 D.H. 로텐스 (D.H.

Lawrence) 같은 작가들이

부패한 부르주아 예술가로 비난받던 시철이었으며， 예술은 사회개혁의 도구로 복무해야 된
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시기였다. 도스 패소스 역시 사회의식이 강한 좌파 지식인이었지만，
결코 문학과 프로파갱다블 흔동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역사를 조감하띤서도 이념이나 집
단의 강령보다는 작가 개인의

바잔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권력-심지어는

상 사회를 꿈꾸는 마르크시스트들의 권력까지도 포함해서-의

위험성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도스 폐소스는 등장인물들 개개인에 대해서
보여주는 보다 더 큰 주제인

보다는 그들이 탐색하고

‘미국의 경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리오 거코 (Leo

Gurco) 의 다음 언급은 도스 패소스의 바로 그러한 태도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세권의 제목들은， 마치 삼부작 천체의 제목이 그령듯이， 도스 페소스의 관성이

12 명의 등장인

불들의 사척엔 운영보다 더 큰 것에 있음윤 말 t11 주고 있다. 예컨대 1142도산』은 공간의 개념윤， n919~
는 시간의 개념을， 그리고 『대금』은 가치의 개념을 나다내주고 있다. 또한 『대금』에서의 대 (Big) 는

30) See Eleanor Widmer, “ The Lost Girls of U.S. A.: Dos Passos' 30s Movie," in The Thirties ,
op. ci 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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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큰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가치부여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31)

그렇다떤 ~U.S. A.~ 삼부작은 20세기 초의 미국을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가치판단적오로

탐색한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스 패소스는 그러한 탐색을 위해 미국소설의 한 전
형적 형태인

‘여행 모다표’를 사용한다. 과연 이 소절은 거리에서 시작해서 거리에서 끝난

다. 그라고 등장인물들 역시 모두 뿌리들린 방랑아들아다-。 도스 패소스가 본 미국은 바로
그 끝없는

‘킬’이었고， 미국인들은 그 걸을 헤매는 방랑아들이었으며， 30년대는 바로 그

여로의 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서
나의 방대 한 여 행 기

미국의 역사， 또는 ~U.S.A.~ 삼부작은 하

(travelogue) 였 다。

3) 존 스다인벡 과 1930 1건대
뉴욕과 시카고에서 문학의 사회성을 놓고 격론을 벨아고 있던 1930년대 초반에 스다얀벡
(J ohn Steinbeck) 은 멀리 캘리포니 아에서 인간과 대지의 관계블 신 lcll 주의적 관점으로 탐색
한 소설 『미지의 신에게 (To A God V뼈nown)~ 를 집펄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1941 년 제

4 차 미국작가 회의에서는 좌파의 기수었던 마이클 골드로 부터 30년대의 최대의 문학적
성과라는 평을 받을 만큼 사회의식이 강한 작가가 되어 있었다， 잉:타인벡은 30년대에 모두
일곱권의 소설-~하늘의 초원(野ze Pastures θ'1 Heaψen)~ (l 932) ， ~미지의 신에게 (To A

God V빼 nown)~ (l 933) ， ~로털라 플랫 (1‘'ortilla Jiμt)~ (l 935) ，
Battle)~ (l 936) ， ~인 간과 생 쥐

(01 Mice

(1 938) , ~분노의 포도 (The Grapes

01

~불확실한 싸움(Iη 뼈뼈ious

αnd Men)~(1937) ， ~긴 골짜기 (The Long Valley)~

흉Trath)~ (1 939)-을 썼다.

그 중에서도 『불확실한 싸움』과 『분노의 포도』에서 스다인벡은 특히 강력한 사회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과 농장에서의 파업을 다룬 전자와 오클라호마 농부들의

집단 이주를 그린 후자는 lcll 평가틀에 의해 30년대 표롤레다리아 소섣의 전형으로 일컬어진

다。 스다얀백 소설이 다른 프롤레타리아 소설들과 다른 점은， 우선 그것이

뉴욕이나 시카

고의 거리나 사무실이 아닌， 경제공황하의 농장에서의 저자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왔다
는 캡이다。 두먼째 다른 점은3 스타인벡의

주된 관심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있었다기 보다

는 그러한 극한 장황하에서 칩단이 보여주는 생물학적 반응에 있었다는 점이다。 사질 30 년

대는 개인의 운리나 능력보다는 집단의

윤리나 능력이 중요시

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가 선호되던 시기었다。 그려한 시기에 자연주의 계열의 작가로서 스다인벡
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우선 개인과 칩단의 미묘한 차이점에 주어졌다. 예컨대， ~불

확실한 싸움』에서 개인적으로는 바캡하고 게으르던 노동자들이 일단 공산주의자 맥에 의해

집단을 형성하게 되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펀다。 스타인벡은 이 놀라운 변화의 에커니즘
에 주목한다。

31) Leo Gurco , op. cit.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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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노의 포도』에 이르면 칩단 매커니즘에 대한 스타언벡의 생물학적， 사회적， 청
치적 관찰은 신비적， 초월적 단계로 접어든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로 대이주플 해가는 오키

스들은 집단 파업을 일오키는 단계를 초월해， 생존을 위해 서사시적인 이동을 한다. 캘리
포니아인으로서 스타인벡의 관심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경제공황기라는 극

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생태학적 변화를 인간과 로지와의
이었고，

둘째는 약속된 I당-곧 캘리포니아

원초적 관계플 통해 고찰하는 것

으로의 대이동의 메다포였다. 그러나 그는 낙

원이란 결국 아무데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비록 60년대 이후 인기하략의 걸을

걷고 있지만，

한 때 30 년대 최대의 프롤레타리아작가라는 찬사플 받았던 스타인벡은 경제

공황기를 인간과 대지와의 단철，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라는 측먼에서 탐색했던 작

가였다 32)

4) 제임스 에이지와 워커 에반스의 르포르다쥬
1941 년에 출판된 『이 저} 유명 한 사람들을 칭 송하자 (Let Us Now Praise Famous Meπ) ，ll는

30년대의 가-장 완벽한 기록이라는 평을 받은 재임스 에이지 CJ ames Agee) 의 현장 르포르타
쥬이 다. 그는 1936년 「포춘 (Fortune)J 지 의 부닥을 받고 사진 작가 워 커 에 만스 (Walker Evans)
와 함께 앨라바마의 어느 소작농가에서 한달을 실제 기거하면서

이 책의 원고플 썼다. 그

러나 잡지사에서는 에이지의 취재를 실패로 규정하고 원고를 만송했다， 에이지는 그 원고

를 에반스의 사진플과 함께 보스돈의

출판사로 보냈고， 이유고 그 책은 1941 년에 휴튼 미

플린 출판사에 의해 간행되었다.

제임스 에이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삶의 양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교류하고 분석하며 변호하기 위한 것 "33) 이라고 자신의 집펄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살을 있는 그대로 드려내 보이기플 원했

으며， 그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도， 예술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온잔한 의식을 가지고”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견 이것은 에이지가 자연주의적
전통 위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실의

기록자로서

에이지는 완벽한

녹음기와 영사기의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다. 모든 사건틀과 사물들은 자동적으로 그의 시

각과 경험에 여과된 후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에이지는 내레이터로서 이 책의 처음부터 끝

까지 존재하고 있다. 또 소작농인 거지스 가족과 칼이

잘면서 에이지의

의 현재 생활은 자주 뒤섞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로 전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도로한다.

과거 경험과 그들

중간중간 에이지는 사실을 재대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책은 “소작농에 대한 책윤

32) 스다인벡 과 30 \'1.대 에 대 한 끌로는 Sylvia Jenkins Cook , “ Steinbeck , the People, and the Party,"
in Literature at the Barricades, op. ci t.과 Pascal Co퍼 ci ， Jr. , “ John Steinbeck and the Language of Awareness ," in The Thirties , op. ci t.가 있음.
33) James Agee and Walker Evans , Let Us Now Praise Famous Men (Boston: Houghton Mi fR in ,
1941) , p. xγ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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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에 대한 책”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34)
에이지는 이 책을 쓰는 것이 결국에는 실패할 것을

알고 이 책을 썼다. 그러나 저자의

바로 그와같은 깨달음이 이 책을 탁월한 성공작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진다.
력도 없이 바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잡지사의

그는 “방어능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저널리즘이

라는 구실로 엿본다는 사실”에 대한 도덕적 죄의식에 내내 시달렸다.

그러나 이 책을 다

른 수많은 30년대의 다큐벤타리들과 달리 구별짓는 것은 저자의 바로 그와같은 운리의식
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자연주의적이면서도 낭만주의적

텍스트로 만들어 주

었으며， 자칫 거칠고 에마르기 쉬운 다큐멘다리를 서정적 리 얼리즘으로 승화시켜준 요인이
었다.
에이지의 이 책은 30년대 같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철에 소설이 해내

지 못하는 리열리즘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정에서 그 가치플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60년
대에 소설의 죽음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
에 눈을 돌렸던 사실에서도 증명이

많은 유능한 작가들이 뉴 저널리즘 또는 년픽션

되고 있다. 에이지는 끔찍한 리얼리티 앞에서 허구적

상상력이 무력해질 수 밖에 없었던 시철에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넌픽션을 몽해 당대의

사회블 효과적으로 묘사

제임스 에이지는 한 시대블 조감하는 책을 썼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시대블 초월하는 보펀적 진리가 되었다 .
생. 30년대외 바쩔치적 확 7~ 를

1) 헨리 밀려
경제공황과 파업과 데모와 마르크시즘이 모두의 관심사였으며， 모든 것이 정치와 이데올

로기로 귀결되던 1930년대에 기이하게도 그러한 것들과 단절된 채， 작품을 써내고 있었떤
일군의 지하작가플이 있었다. 1891 년에 맨하탄에서 태어나 43세가 되던 1934년에야 작가생
활을 시작한 헨리 밀려 (Henry Miller) 는 바로 그러한 작가들을 대표하는 독특한 작가였다.
그의 동년배

건너갔다.

작가들이

유럽에서

몰아오기

시작했던

20년대 말에야 그는

홀로

유렵으로

그라고는 금지되고 추방된 망명작가로서 그는 파리에서 30년대의 대부분을 보

냈다9
밀려의 두 대표작인 『북회귀 선 (Tro휩c

corn)~ (l 939) 은 모두 30 1건대에 씌어졌다.

0/

Cancer)~(1934) 과 『남회귀선 (Tropic

0/ Capri-

그러나 그 두 소설이 과연 진청한 공황소설인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과는 무관한

개인의 자유와 청교주의의 종말을 추구하는 사적인 소젤틀이었기 때문이다. 밀려는 경제적
착취로 부터의 자유가 아넌 관습과 도덕과 천치와 모든 이데올로기로 부터의 자유를 추구

34) Victor A. Kramer , “ The Consciousness of Technique: The Prose Method of James Agee’ s
Let Us Now Praise Famous Men," in Literature

01 the Barricades, op. cit.,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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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든 미국작가들이 이콘적으로는 그러한 환상을 배격
하고 고국과 깎업과 사회진보를 외치던 시기에 쓰여졌다"35) 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물폼 그는 공간적으로 마국을 떠나있었지만， 그려나 당시

경제공황은 전 세계적인 현상

이었음을 감안할 때， 멜러의 이려한 태도는 모두를 어려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분명 사
회적， 도덕척 책임의식도 없었고 자신의 사적인 세계외에는 타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
다。 남녀의 육체적 관계마저도 그에게 있어서는 유쾌한 회극이었을 뿐이다. 사실 밀려는
인간의 이기섬과 인간관계의 끝없는 단질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
명한 것은， 그가 이차대전 이후 청교주의의

죄의식에서 벗어나 극도의 개인주의와 쾌락만

을 추구하게 된 미국인들의 모습을 30 년대에 미리 예시해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
에서 밀러는 호손과 멜빌의 죄의식에 종발을 고하는 새시대의 기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는 미국의 중산층의 속물적 근성을 조롱했으며， 그들이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관습의

굴레블 비웃었던 자유주의적

작가였다. 1940년 유럽에서 귀국하여

미국 횡 단여행을 마친 후 그는 미국을 “냉 방된 악봉 (an

불렀다. 30년대의

air-conditioned nightmare)" 이 라고

미국사회를 보는 밀려의 시각도 역시 그런 것이었다. 밀려에게 있어서

30년대의 이데올로기나 정치， 그리고 집단의식은 벗어버려야만 하는 또 하나의 굴려1 일 뿐
이었다. 그는 이데올로거의 시대에 이데올로기가 부재한 작품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들은 예숭성을 추구하는 순수문학과는 거리가 면었다。

정치의 시대에 그는 다만

자유롭고 싶었던 보헤마언이었을 뿐이다.

2) 나사니엘 웨스트
밀러와 더불어 또 한사람의 특야한 30년대 착가가 바로 나사니엘 웨스트 (Nathanael

Wes t)

이다. 웨스트는 일생 네권의 소설을 썼는데 그것들은 모두 30 년대에 출판되었다. 그의 소설
은 소위 60 년대초에 블랙유머라고 불리웠던 것들의 원형이라고 할만큼 미국사회에 대해 절
망적인 웃음을선사했으며， 시적 자연주의라고할만큼초현실적 라엘리즘을 추구했다. 그리
고 그의 소섣들은 기괴하고 어두운 폭랙으로 점철되어

있다. 례승리 피들러는 “그의 소설

을 읽으며 우리는 리얼리다의 형태릎 가진 악몽올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악몽처럼 불확실한
리열리티플 보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36) 라고 말하고 있다.

웨스트에게 있어서 30년대는 폭력과 광기의

시대었다. 그는 그러한 시대블 블랙유머로

대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의 유머는 웃유과 공포 사이의 경계선에 존재하고 있다. 그는 그

어떤 정치적 개학이나 혁명의 결과에도 회의척이고 냉소적이었다. 그는 인류와 문명의 진
보를 믿지 않았던 작가였다. 그리고 과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듯， 그는 아직도 젊은 나
이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35) See Waitiηg for the
36) Ibid. , p.49.

Eηd，

op_ ci t.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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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가 1931 년에 발표한

첫 소설언 『말소 스넬의

Sηell\J]은 히스테리와 풍자와 자기조풍이 뒤섞얀

다.

꿈 인생

(The Dream Life of Balso

앤티히어로의

앤티예술이라고 할 수 있

서정시연 말소는 트로이의 목마의 항문을 통해 들어가 마로 속을 헤매며 12세된 유태

인 안내인과 그의

스승을 만나 여러가지

동시에 그것은 현살에서의 그의
가 되고3 목마에

얘기들을 듣는다. 그는 기나긴 꿈을 꾸고 있지만

인생일 수도 았다。 웨스트의

의해 피-멸할 패리스는 20년대에

결잡이는 그들의 스승 거투르드

파리로 간 망명작가들이

스타인 (Gertrude Stein) 이

풍자는 극에 달한다. 1933년에 나온 『고독

요덧세이는 목마 속의 미로

되면서

되며，

유태인

이 소설의 아이러니와

양 (Miss Lonelyhearts)~ 역시 마국 사회의 일상

의 공포가 광기와 악몽￡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일간
지의 한 칼럼을 통해 펀지를 보내요는 사람들에게 충고블주는 일을하다가， 자기가 우연히
모욕한 사람에 의해 총에 맞아 죽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떤 의미에서 그 능력을 상실
한 구세주의 이마지이다. 그리고 그가 받는 거칠고 조장한 펀지들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차단당한 공황시대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헨리 밀려와는 달리， 웨스트의 의식의

배경에는 언제나 경제공황과 그 여파가 자리장고

있었다. 웨스트는 경제공황이 곧 정신적

공황을 초래했다고 믿었 S며， 30 년대의 반질서와

광기와 폭력에 대해 고뇌했다. 1934년에 발표한 『백만불 (A ε001 Millioπ)~과 1939년의 『에
뚜기 의 날 (The

Day of the

Locust)~에 서 도 웨 스투는 초현실적 인 공포의 세 계 를 그렸 다. 30

년대의 공황기플 웨스듣는 외면이 아닌 내연의 거울로 바라보았으며， 그 결과 그는 프롤레
타리아 작가들이 보지 옷했던 악몽의 현실을 통찰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왜 그의 작품들
이 그처럼 강렬한 꿈의 속성을 따고 있는가 하는 이유이다。

3) 에드먼드 윌슨의 문학 Bl 평
에 드먼드 윌슨 (Edmund Wilson) 은 비 단 30년대 뿐만
의 미국사회와 문화를 가장 포괄적인

아니 라， 20년대 부터 40 년대 까지

안목으로 Bl 판하고 기록한

비평가로서 알려져 있다。

윌슨은 분명히 예술의 사회성을 주장했고문화의 참여를옹호했던 좌파 지식인이었다. 1931

년에 나온 책 『액을의 성 (The

Axel’ s

εαstle)~ 에서 윌슨은 현실과 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링

시킨 상징주의를 비판하면서， 예이츠， 엘리어트， 조이스， 프루스트 등이

창조한 안물들의

무정치성과 Bl 현실성 3 그리고 사회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윌슨은 마이클 골드 갇은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이데

올로기의 경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정주의의 일방적 매도와 자연

주의의 일방적 찬양보다는 그 두가지 양극의

조화와 화합을 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액

슬의 성』의 마지막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플 연구하는 작가플은 상정주의의 새5'~운 지성과 테크닉으로 부터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자연주의와 상징주의가 결합한다띤

아마 우리는 보다 더

미묘하고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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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낌

보다 더 복합적이고 보다 더 완벽한 인생과 우주에 대한 u] 전융 가칠 수 있을 것이다.인)

마르크시즘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에 이끌렀으나， 그것에 심취하기에는 너무 안목이 컸

던 윌슨의 복합적인 태도는 마르크시즘의 역사를 탐색한 그의 저서 『핀란드 역￡로 (To the
Finlaηd Statioη)~ (l 940) 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 코의 역 사관에 서 시 작되 어 마르크스， 앵

겔스， 례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사펴주의

사상의 역사와 꽉명관을 추적하고 있는 이 책

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혁명에 대한 윌슨의

관심과 기대로 부터

비롯되었다. 사실 30년대

플 경제적 위기 뿐만이 아닌 정신적 위기의 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윌슨은 당시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쇠퇴와 사회주의의

도래를 절감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회를 건섣하기 위한

01- λl

의

口

'i'-,

꾀
디

은 이미 이상적 마르크시즘과 현실의 마르크시즘 사이의 괴리를 깨닫고 있었다.

탤

혁명의 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핀란드 역으로』블 마무리지을 때 품에는 윌슨

모스크바 재판의 지식인 대숙청， 그리고 쏘련과 나치의 조약 등 스탄란주의의 평

포는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큰 환멸을 가저다 주었다. 1953년판 『판란드 역으로』에 붙
인 회고장에서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u]. 프크시츰은 이재 다소간 사양걸에 겹어을고 있다. 마프크시즘에 있어서 이제 한 시대가 막융 내

란 것이다…마프크시즘의
다

신조라고

해서 다픈

이념의 신조보다 더 신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

38)

30년대의 문학과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마이클 골드나 그랜벨 핵스에 맞서 제엄스 패럴같
보다 온건한 작가들을 옹효했던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주의의

윌슨은 40년대에

조화플

추구하게

된다.

오면 마르크시즘의
윌슨에게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마르크스주의나

표로이드주의는 모두 그의 역사적 안목과 사회적 관심 속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는궁극
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도 프로이드주의자도 아니었으며， 다만 인문주의자로서 30년대의 격

동기를 삼았먼 “세겹의 사상가” 였다.

結

1929년 10!웰

,

뉴욕 월

스트리트의

言

증권시장 폭락이

그 시발캠이 된 경제공향은 그 후

10년간 미국문학의 향방을 바꾸어놓은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미국의 1920년대는 전후의
호경기로 인한 불질적 풍요， 무분별한 사치와 향락과 과소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덕적

타락으로 전천되었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핏츠제란드나 헤밍웨이같은 전후

37) Edmund Wilson , Axel’ s Castle (New York: Charles Scribner ’ s Sons , 1931) , p.294.
38) Edmund W i1 son , To the Finlaηd Station (Neπ York: Doubleday , 1953) , p.484. 1953 년 판에
수콕흰 “ Summary as of 1940"0] 라는 이 에 셰 이 는 “ Marxism at the End of the Thirties" 라는
제 목으로 1952 년 에 The Shores 01 Light 이 라는 책 에 수콕띈 것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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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잃은 세대 (Lost

Generation) ’, 또는 파운드나 옐리어트 같은 전통과 문화의 수후자

들을 단생시컸으며， 그 결과는 모더니즘 문학의 르네쌍스였다.

매 시대의 작가들이 그랬듯이， 20년대의

작가들도 물론 자신들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

로 파악했다. 그러나 20년대의 위기가 다분히 정신적， 문화적

위기였다면， 30년대의 위기

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였다. 은행들은 운을 닫았고

회사들은 도산했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은 빈민급식을 타기 위해 줄을 서야만 했었다. 당시
대도시들은 동유렴과 아일랜드에서 몰려 온 이민들s 유태계 이민들， 그리고 소위

‘대 이동

(The Great Migration) ’

때 남부에서 올라온 흑인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극빈자들이었다. 당시의

한 기록에

의하면， 1930년에 시카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 일세들이었으며 3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란 기껏해야 거리의 막노동 뿐

이었다，

그러무로 당대의 문학 역시 더 이상 개인의 고뇌나 전통의

수호나， 질서의 회복에만 전

념할 수는 없게 되었다. 20년대 운학의 주된 관심사였던 ‘현실과 이상’， ‘순진과 경험’이나
상징，

‘의식의 흐름’ 등의 모더니즘의 기볍들은 이제 공동체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리얼리

즘적인 사회저항소설로 바뀌게 되었 o 며，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은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오
로 변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은， 심지어 포크너나 헤밍웨이나 핏후제랄드 같은
20년대 작가들 까지도 자신들의 문학적

성향이나 신념이나 재질과는 정 반대인 30년대식

소절융 쓰도록 강요했다. 예컨대 포크너는 『비행탑 (Pyloη) J)에서 스턴트 파일러트들의 계급
투쟁을 다룸으로써， 당대의 독자들의 취향에 자신의 문학을 맞추어보려고 했다. 그려고 그
러 한 과정 에 서 그는 자신의 문학적 고향인 요크나파토파를 떠 나 30년대의 도시 취 향에 따라
뉴 올린스를 작품의 무대로 삼았다。 그러나 포크너의 상상력 속에서 도시는 생소한 곳이었

고， 그 결과로 오늘날 『비행탑』은 아푸도 읽지 않는 참담한 질패작이 되었다。
헤 멍 웨 이 역 시 『누구를 위 하여 종은 울리 나 (For
노선과 반파시스트노선의 압력에

웅을 산출해냄:로써 자신의
‘분리 된 평 화 (separate

Whom the Bell

의해 반전소절 대신 전쟁소설을， 그리고 반영웅 대신 영

문학적 신념을 배반했다.

peace) ’ 를

의 전쟁’을 언정하게 된 것이다。

1닝Is) J)에 서 당대 의 민중

20년대의

『무기여

잘있거라』에서

추구하던 그가 이 제 는 시 대 의 요구에 따라 ‘공감과

동참

헤멍웨이는 또 마국을 배경으로 한 『소유와 비소유 (To

Have and Have Not) J) 라는 소설에서 드롤레타리아적 가치관과 부르주아적 취향 사이의 갈
등을 그림으로써

시대의 유행에 영합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치 포크너에게 도시가 그댔던

것처럼， 헤밍웨이의

상상력 속에서 미국은 생소한 곳이었고，

따라서 『소유와 비소유』 역

시 실패작이 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핏츠제랄드 역시
급투쟁에

작품의

u] 완성 유작이 되고만 『마지막 大君』에서 시나리오 작가들 사이의 계
초점을 맞춤오로써， 자신의

재능윤 전혀

삼리지 못하고 겸국은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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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고 말았다. 그의 진정한 재능은

차라리 『위대한 갯츠비』냐， 또는 표롤레타리아적얀

결말을 의식적으로 피함오로써 성공한 『밤은 부드러워』같은 작품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무
로 20년대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경제공황기의 10년동안은 당흑과 좌절로 가득찬 재난의 시
기가 되었다 39)

30년대는 그런 작가들보다는 차라리 20세기

초의 스티 븐 크레 인 (Stephen Crane) 이 나 도

랭크 노리스나 태어도어 드라이저나 잭 런던의 사실주의적/자연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은 새
로운 마르크스주의 적 작가들의 시 대 었다.

당시 미국 공산당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하고

새로운 낙원을 꿈꾸며 투쟁하먼 급진주의자들의 모임이었으며，
휴인

같은 당대의 소외계층의

아일랜드인이나 유태인이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또한

언제냐 약자와 빈자와

피압박자의 펀이었덴 마국작가들 역시 대부분 좌파계열인 「작가동맹」에 가업해 사회저항문
학 또는 경향문학윤 산출해냈다.
경 제 공황기 는 『담배 의 길 (Tobacco Road) J](l 932) 의 저 자 어 스킨 콜드헬

(Erskin Caldwell) ,

또 어두운 시대의식을 이데올로기화 시키지 않고 표현했던 『그대 다시는 고향에 뭇가리 (You

Can ’ t Go Home AgaÎn) J](l 940) 의 저 자 로머 스 울프 (Thomas Wolfe) , 그리 고 유태 계 이 민
소년의 고통과 좌절과 바 애 를 심 리 적 으로 묘사한 『잠이 라 부르자 (Call It Sleep) J](l 934) 의
저자 헨리로스 (Henry Roth) ,

그리고 택시파엽을 다문 희곡 『레프티를 기다리며(￦aiting

for Lefty) J](l 935) 의 저자 클리포드 오데추 (Clifford Odets) 같은 작가들을 배출했다.
그러 나 30년대 의 작가들 중 적 지 않은 수가 급진적 인 마르크시 스트가 되 기 보다는 온건한
사회주의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공산당의 강령으로 부터 운학과 예술
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그들과 급진적인 작가듬 사이의 충툴은 불가피했지만， 그러나 그

것은 30년대 문학에 다양성과 차이를 제공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었다. 또 일군의 작가들은
당대를 어둠과 폭력과 광기의 시대로 파악하고 블랙유머가 가미된 폭력소설을 쓰거나， 개
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극도로 비정치적인 소설을 쓰기도 했다. 이와같은 다양성에도 불구
하고 미국의 30년대 문학은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고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 30년대 미국문학은그 어느 시대

의 문학보다도 당대의 사회상을 더 충실히 반영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공황은 1941 년 12원 일본군의
로써 바로소

01-걷L
끼 E

내렀다.

그 때까지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이치대전에 참전함으

30 1건디l

는 여 러 가지 정 치 적

사건들-예 컨대 1936년

어샤
커끼

으

패배

드。

년 표랑스의

E

다

의 스페 인 내 란， 1937년의 모스크바 재 판， 1939 년의 러 시 아/독일 불가첨 조약， 그리고
이와같은 와중에시

1940

갱제공황기는 사회의식이 강한 리

열리즘적 저항소섣들을 산출하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에 대한 보수주의자들 또

39)

참고로 Waiting for the Eηd중 제 3 잔인 “ The Beginning of the Thirties: Artificial Paradises
and Real Hells"윤 판 것 (33-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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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지상주의자들의 누적된 불만과 반발은 결국 1940년대와 50년대의 미국문학의 흐름
을 비정치적언

‘개인의 정체성 탐색’으로 이끌어갔다. 이차 대전을 전후하여 남부 보수주

의자들로 이루어진 신비평가들과 유태계

미국작가들이 떠맡았던

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대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내력

경제공황은 작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논할 때 좋은 예를 제공해줄 수 있는 문학사의 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1 차대전 이후 2 차대전에 이르커까지의， 대공황을 정점으로 한 1920년대와 1930년대라는
두 이질적 사회에서

미국의 문학이 겪어야 했던 그 긴장과 갈등의 역사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증적￡로 보여 주는 매우 의미갚고 교훈적

인 문학사의 한 章으로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