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빼 쭉푼햄얘 &쭈빽휠뽕 혔 궁짧족ξ빽 에: 

젊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I. 용뼈ritanism 염구와 변천사 

미국 건국이념의 한 토대가 되었으며， 미국인들의 정신과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Puritanism은 그 동안 학자들 사이에 옹호와 비판 사이를 오가며 

시 대에 따라 다르게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19세기 중반과 후만에 미국의 조상 

들을 숭배 했던 Geroge Bancroft나 J ohn Pa1frey 같은 사람들은 Puritanism을 종 

교적 자유를 허용한 지성적이고 건강한 이념이자 미국 건설의 초석이 된 긍정적 

인 존재로 파악했지만， 20세기초의 Van Wyck Brooksl)나 H. L. Mencken이나 

Wa1do Frank 같은 사람들은 Puritanism을 타종교를 박해한 편협하고 독선적 교리 

로 보았다. 후자의 영향으로 인해 20세기초에는 Puritanism의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 욕망과 쾌락의 억압， 위선， 배타주의， 선민의식， 마녀사냥 등 -- 이 주 

로 강조되 었다. James AdamsY- V. L. Panington2) 같은 지 식 인들도 가담한 20 

* 이 연구는 1998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삼송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Van Wyck Brooks는 The Wine of the Puri따15(1900)와 America's Coming of 

Age(1915)에서 Puritanism이 미국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성미주의를 무시 

하고 물질주의를 발달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초의 진보주의 사상과 무 

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Purita띠sm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은 The Flowering of 

New Engl，αld(1938)와 New England lndian Sαnmer(l없0)에서도 계속된다. 

2) V. L. Parrington 역시 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l9Z7)의 제1권인 η1e Colon따l 

Mind에서 Puritanism을 미국의 진보를 방해한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벼판하고 있다. 

See V. L. Parrington, Main Currents in Am낀nα111 77wught, Volume 1 The Colinial 
Mind 1620-1800 (New York HB], 1927)‘ Parrington은 이 책 의 Book 1: Liberalism 
and Puritanism에서 Puritanism을 Yankee id않l과 대 비 시 켜 비 판적 시각으로 논의 하고 

있다. 특히 Part 1 “The Puritan Heri떠ge， 1620-1660"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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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초의 이 Puritanism비판 운동에서 Puritanism은 인간을 자유를 억압했으며， 

신의 절대성만을 중요시한 반민주적인 도그마로 비난받았다. Puritanism에 대한 

그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물론 20세기초의 진보주의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Puritanism의 옹호자들은 20세기 잣대로 17세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반발했다.3)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Kenneth B. Murdock이나 Samuel Morison 

같은 사람들이 등정해 다시 한번 Puritanism 옹호론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Puritanism을 단순한 뉴잉글랜드 지방의 이념이 아니라， 미국의 건국이념과 서구 

의 지성사적 측면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접끈한 사람은 

Perry 뼈ller였다. puri없nismo ] 미국인들의 사상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빌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Because their societies were tightly org3IÙzed and above a11 because they were 

a highly articulate people, the New Englanders established Purit3IÙsm--for better 

。r worse--as one of the continuous factors in American life and thought. It has 

played so dominant a role because descendants of the Puritans have carried tr려ts 

of the Puritan mind into a variety of pursuits and 때 the way across the 
continent. Many of these qualities have persisted even though the original creed 

is lost. Without some understanding of Puritanism, and that at its sources,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America. (Miller, πJe Ameriam Purítans, ix, 1956)4) 

3) For further reference to the hiStOIγ of New Eng!and Puritan studies, see Sangjun 
Jeong, “Perrγ MiIler and New England Puritan Studies," in Studies of English 
Languages and Cultures, Vol. 4(1996), 171-198. 국내의 Puritanism연구가 얼마나 일 
천한가는 다음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1. 1954년 창설된 한국 영어영문학회에 의뢰해 지난 46년 동안 「영어영문학」지에 발 
표된 논문 중 “Puritanism"이나 “청교주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글을 검색 의뢰한 

결과 단 한편도 없었다는 회신이 왔음. 

2.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기 “퓨리탄 문학”이나 “청교주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도서를 검색한 결과 “해당자료 없음”이라는 답이 나왔음 

3. 국내 최대규모의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에 가서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역시 “Puritanism" 
이나 “청교주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한글 도서는 단 한 권도 없었음. 

물론 『미국문학사』같은 책， 또는 연구서나 논문의 일부로 Puritanism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있었겠지만， 위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제목 자체가 Puritanism이라고 

붙은 본격 연구업적은 없었던 것차렴 보인다. 

4) Perry Mì띠er， ed., 암Je Ameriam Puritans(New Y ork αubleday Anchor, 1956),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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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의 중요성은 그가 Puritanism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은 채 지성사적 측 

면에서 PuritaJ꾀sm에 이성적 질서를 부여하려 했고， 묘rritanismol 미국사회와 

정치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본격적/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밀러는 1920 

년대 puriι빼sm의 비판자들이 흔히 Puritan들을 이상한 모자를 쓴 편협하고 

왜곡된 집단으로만 보았지만1 사실 뻐tan들은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입었으며 

나름대로 융통성 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Puritan들이 과도한 

금욕생활을 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 Puritan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술도 마셨다며， Puritan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o seek no further, it was the habit of proponents for lhe repeal of the 

Eighteenth Arnendrnent during 따le 1920's to dub Prohibitio띠S않 “Puritans," and 

cartoonists rnade the nation f，없띠l때 with an image of the Puritan: a gaunt, 

lank-haired 싫ll-joy， wearing a black steeple hat and compounding for sins he 

was inclineel to by damning those to which he had no rnind Yet any 

acquain띠nce with the Puritans of the seventeenth century will reveal at once, 
not only that they did not wear such hats, but a1so that 뼈ley attired themselves 

in all the hues of the rainbow, and further more that in their 따ily Iife they 

imbibed what seem to us prodigious quantities of a1coholic beverages, with never 

the slightest i띠ding that they were doing anything si따띠. (Miller, Th.e Puritans, 
Vo!. 1, page 2, 1963)5) 

멀러는 Purit때ism에 애정을 느꼈고，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Puritanism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밀러 역시 때로는 

puri얹nism에 대해 과도한 옹호론을 펴기도 했다‘ 멸랴와 동사대인이었던 

Clifford K Shipton이 나 George S태ement 같은 사람들은 심 지 어 Puritanism 

이 다양성을 허용했다는 다소 극단적안 주장을 해서 설득력을 잃기도 했다(물 

론 이 들의 주장은， Puritan society가 a diverse society라는 뜻이 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다양성 있는 사회였다는 의마일 것이다). 밀러에 

대한 궁극적인 비판은 그가 너무 지성사적， 정신사적 측면에서만 puri떠nism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묘rri뻐1Ìsm의 신비주의적 측연이나 감성적 측면은 무시했다 

5) Perry Miller, ed., πJe Puritans(New York‘ Harper, 1963),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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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밀러는 엘리트 Puritan들의 글과 사상만을 중요 

시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는 Puritanism을 the American 

mind와 연결시켜， 미국인들의 정신 속에 흐르고 있는 Puritan vestige를 밝혀내는 

데 성공한 중요한 학자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Puritanism의 제도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 

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이 시기에 두드러진 엽적을 낸 학자로는 많mund 

S. Morgan이 있다. John Winthrop의 전기 인 The Pi띠itan Dilemrna(l짧)를 쓴 모 

건은 밀러의 영향권 아래 있기는 하지만， 특히 Puritan들의 가족제도와 그것이 함 

축하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의미에 천착했으며， Puritanism을 바라보는 시각의 

형평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The Puritan Dilemrna의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었다. 

The Puritans of New England are not in good repute today. Authors and 

critics who aspire to any degree of sophistication 때，e care to repudiate them. 

Liberals and conservatives alike find it advantageous to label the measures they 

oppose as Puritan. Whatever is wrong with the American mind is attributed to 

its puri없n 없lcestry， and anything that escapes these assaults is smothered under 

a homespun mantle of quantities by lovers of the antique. Seventeenth century 

Massachusettes has thus become in retros많ct a pr!얄lOsteroUS land of witches and 

witch hunters, of kill-joys in talI-crowned hats, whose main occupation was to 

prevent each other from having any fun and whose sole virtue lay in their 

furniture. (Morgan, 영， 1958)6) 

밀러의 영향을 받아 puri없nism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미국적인 것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한 두 명의 학자가 바로 묘obert Da1y와 Sacvan Bercovitch7l 

다. 구겐하임상을 수상한 야1 God's Altar의 저자 데일리와 The American 

6) Morgan! 많mund S. The Puritan Dilerrum (Boston: Little Brown, 1958), p. xi. 
7) Robert Daly는 현재 State University of New Y ork at Buffalo에서 R띠tan literature 
를 가르치고 있고， Sacvan Bercovitch는 Columbia University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는 Harvard University에서 Puritanism을 가르치고 있다. 전자의 α1God강 A/，αlT와 후 
자의 The Ameri，αm Jeremiad와 The Puritan Ori밍n of the Ameriam Se/j는 오늘날 

Puritanism연구를 위한 필독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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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ad와 깐Je Puritan Orígin of the Ameri뼈lSe뼈 저 자 버 코비 치 는 둘 

다 Puritanism이 어떻게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작용하고 있으며， the 

Puritan mind가 어떻게 the American mind로 확대되었는지를 탐색한 현존하 

는 가장 영 향력 있는 묘ui얹11lsm학자라고 할 수 있다. 

Puritar꾀sm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이렇게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변 

천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Puritanism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태도일 것이다. Purita11Ïsm이 일반적으로 알 

려진 것과는 달리 다양성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미국정신의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측면도 엄연히 존 

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흠뼈『뼈없애 ism빽 원빽웰 흩장 

puri없rusm은 좁게는 1620년대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세워진 신교의 교 

리지만， 넓게는 미국인들의 의식형성과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중요 

한 도덕적 규범이며， 따라서 미국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기

된다. Susan l\뻐nning은 암Je Puri따l-Proví.η:cial Visíon에서 “puri떠rusm is not 

a body of doctrine but a state of mind. "8) 라고 말함으로써， Puritanism의 의 

미를 미국정신의 형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Puritanism의 변천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식민지 시대 

부터 19세기초까지， 둘째는 19세기 전반부터 남북전쟁까지， 그러고 셋째는 남 

북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 Puritanism은 구약 성서의 가르 

칩을 따라 엄격한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을 그 특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시 

대의 puri떠n들은 성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지켰으며， 그 가르침에 의 

8) See Sus31n M3ll1IlÏng, The Puritan-Provinc따1 Vision (Cambri(협e’ Cambridge UP, 
1990), p. 1. 이 책은 영국인 학자의 시각으로 Puritanism에 접근했다는 점， Puritanism 
과 현대문학이론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Puritanism 
과 스코틀랜드 문학/미국문학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 

러나 17세기 New England Puritanism보다는 유럽의 Refonnation과 Calvinism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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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의 도덕적 선을 추구했다. 띠라서 이 시기의 Puritanism은 개인의 도 

덕적 성취나 결함에 주로 관심을 갖느라，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번째 시기에 이르러서야 puri떠rusm은 비로소 사회적 문제 

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악으로 평가되었던 노 

예제도 폐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개혁은 교회 내부가 아니고， 

주로 교회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Puritanism의 문제 

점을 지적하며 일어난 개혁운동인 Ur꾀얹rianism과 Transcendentalism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사기인 남북전쟁 이후의 Puritanism은 도덕적인 설교보 

다는 엄격한 법 제정을 통한 도덕적 목적 달성을 추구했으며， 그 결과， 사회문 

제보다는 다시 한변 종교적 관심사에 치중했다. Puritarusm의 개인주의는 잠 

시 사회적 문제들과 제휴하다가 또 다시 개인주의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Puritanism의 주요 원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것들은 그동안 미 

국문학과 문화， 그리고 the American mind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Puritanism은 제도와 원리로부터 벗어나 자유스러워지기 

를 원하는 미국작가들로부터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1. Predestination: Election and Preterition 

puri떠rusm에 의하면 언간의 운명은 이미 태초부터 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 

었다. 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미리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그래서 「예정론J이라 불라는 이 교리에 의하변 인간은 「선택받은 부류」인 

The Elect와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인 The Preterite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결정론은 결국 두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하나는 스스로 선택받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민의식과 배타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 

람들의 운명론적 체념과 비관주의였다. 그러한 「예정론」은 또한 Puritan들의 

사회개혁 의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Puritan들의 r 예정론」 

은 차츰 r예지론」으로 수정되어갔다. 신이 인간의 운명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 

고 해서 반간의 운명이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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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vidence: Bondage of the Will: 

Puritanism은 인간의 행동은 곧 선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의 

지는 신의 의지라는 보다 더 큰 굴레에 속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정론적 구 

속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낮은 위치에 놓게 만들었다. Puritanism에서 신은 우주 

에 존재하는 전지전능의 존재로서， 때로 인간에게 상벌을 내리기 위해 우주의 

질서에 간섭을 하는데， 그러한 신의 뜻과 섭리를 puri얹n뜰은 Providence라고 

불렀다. 그러한 신의 섭리는 물론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었으며， 인간의 지식 역시 신의 섭리일 뿐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간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믿는 「신앙J뿐이었다. 

Puritan들은 또 우주를 정지된 존재로 보았고 신이 파멸시킬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악이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여전히 살아남아 인간을 괴롭힌다고 보았 

다. Providence에 대한 Purit떠n들의 신념은 우선 신의 은총과 섭리에 대한 과 

도한 기대，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감으로 인한 좌절의식， 그리고 겸손의 탈을 

쓴 자기비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3. Perseverance of the Saints: 

Puritanism은 「성도의 언내」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곧 선택된 성도는 모든 유 

혹을 견디고 승리하리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 

남아야만 했던 뻐i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와 같은 생각 

은 곧 절제， 근변， 정직 같은 puri없n ethics를 미국인들의 삶에 부여해주었으며， 

그 결과， 미국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게 되 

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work ethics는 오늘날 모든 미국인들의 특징이기도 하 

지만， 특히 아직도 초장기의 미국정신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the Latter-day S때lts같은 소수종파 신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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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uritanism and Politics: 

The Elect를 주축으로 하는 Puritanism은 기본적으로 평등과 다수의 견해 

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Puritan들은 자신들에 게 

정치적 지배권을 주는 부와 명문가문과 지식과 능력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자신들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으 

로 보았다. 당시 Federalism의 근간을 형성했던 이와 같은 논리는 강력한 중 

앙정부와 theocracy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연방수사국이 사건의 성격에 따 

라 주 정부의 local police를 지휘하는 것도 그러한 맥략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다. 그러나 18세기말부터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서부로 진출 

함에 따라 Puritanism은 frontier spirit과 조우하게 되었고， frontier의 평등주 

의와 낙관주의는 Puritanism의 특권주의와 비관주의를 상당부분 희석시켰다. 

5. Utopia / Millennium : 

Sacvan Berkovitch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와 버지니아의 메릴랜드에 도착한 

정착민들이 신대륙을 the Virgin LandLl-, 원시림 속의 낙원이나， 새로운 에댄동 

산 즉 유토피아로 생각했던 반면， 뉴잉글랜드에 상륙한 Puritan들은 아메리카를 

성서에 약속된 예언의 성취， 즉 밀레니엄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Most dramatically, perhaps, the impact of the Puritan' s rhetoric appears in the 

contrast between their vision of America and that of other New World colonists. 

A11 others conceived of their venture as Europeans, in the context of providential 

history. This is obvious!y true of the mercantile colonies, like New Sweden and 

New Amsterdam, whose “newness" meant dependency or at most imitation of the 

parent country. It is equally true, in 때 even more revealing way, of the colonies 

to the South. . . . Such phrases, all of them commonplaces of Elizabethan 

literature, are virtually unthinkable in colonial New England. The Puritans could 

be equ때y erotic in their irnagery, but they conceived of the American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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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fulfillment of scripture prophecy. 낌le Southem myth was essentially 

utopian. (Bercovitch, 137, 1975)9) 

버코비치는 주로 상엽적인 이유로 식민지에 정착한 전자의 경우에는 언제 

나 아메리카에 자신들이 떠나온 모국의 새로운 모습을 투영했으며， 역사의 진 

보를 믿었고， 더 나아가 처녀림의 훼손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식민지에 정착한 후자는 모국에 대한 향수가 없었으 

며， 유럽과 연결되는 역사의 진보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신대륙이 신이 내려 

준 선물이었기에 별다른 죄의식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코벼치에 의 

하면， 미국의 신화는 초창기 미국인들이 가졌던 바로 야 두 가지 비전--즉 

유토피아와 밀레니엄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미국문화의 커 

다란 두 흐름을 이루어왔으며1 미국문학은 바로 그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의 

충돌과 갈등을 작품 속에서 늘 구현해왔다. 

6. The Puritan-Provincial Vision: 

Susan 뼈nning은 뼈 Puri없1-Proviη'ci.al Vision에서 다음 사항들을 puri얹n 

vision의 특정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특정들이 19세기 미국문학에 면면히 나타 

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10) 

9) Sacvan Bercovitch, πlePuritan α-r밍n qf the AmeriCUll Self (New Haven: Yale 
UP, 1975), p. 137. 

10) Susan Manning, The Puritan-Provincia1 Vision (Can1bridge: Can1bridge UP, 1990), 
p. 47-69. See Chapter 3 “From Purit없ùsm to Provincialism." 이 책의 서문에서 저 
자는 Provinci머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Similarly, ‘provincial’ and ‘puritan-provincial’ are intended to define an outlook 
and a use of language, not as terms of derogation or dismissal implying 
second-rateness. This may indeed sometimes be the consequence of writing from 
within this fran1ework or assumptions and procedures, but it is not necessa퍼y so. 
Some of the works consideJ1때 succumb to the negative as뼈cts of 
puri tan -provin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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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단의 지식을 얻기 위한 탐색 여행(journey to the region of forbidden 

knowl어ge) 금지 

2. 금단의 지 식 습득으로 인한 펼 연적 인 타락(inevitable transgression) 

2. 절대적 진리의 추구(quest for absolute truth)와 순례자로서의 방랑 

4. Center!Province의 자리 바꿈 

5. Double의 추구(the purs띠t of the double) 

6. 타락으로 인한 말과 의미， 또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괴리(discontinuity 

betw않n r，얹lity and appearance, between the self and the public world, 

due to 뼈e transgressÍon) 

매 닝은 또 자신이 “the puri때n-provincial vision"이 라고 부르는 것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paradox of the puritan-provincial mind is that it knows it cannot know 

the hidden truth of the “centre", and yet must strive for knowledge. Inscrutable 

appearances both tonnent and fascinate. The centre of significance seems a!ways 

veiled by 디1e surfaces of nature and of language; truth and knowleclge are 

forbidden secrets which must be fathomed in opposition to the tyrannous w퍼 at 

the heart of things. The puritan’s or the provincia!’s search for knowledge is 

thus a!so a bid for independence, an attempt to shed the abject state of distanced 

ignorance and to live apart from the forces which seem to control existence. 

(M없IÙng， p. 70, 1990)11) 

Manning에 의하면， 진리는 금단의 지식이 되고 베일에 가려지며， the Puritan -

provincia1 mind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센터로의 탐색여행에 나 

서는데， 그것은 곧 폭군적인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과 자립을 의미한다. Manning의 

이와 같은 시각은 흥미롬게도 poststructur벼ism이나 postrnodemism의 특징과도 긴 

11) Ibid. ,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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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문화의 특징이 poststructuralism이나 

postmodemism과 찰 부합된다는 장 브드리야르의 말이 설득력을 갖고 다가온다.12) 

rn. 며뿔뿔학때 꺼혔 몹uritanism왜 영향 

미국문학은 자신도 모르게 Puritanism의 전통 위에 서있거나 그 흔적을 보 

여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Puritanism적 전통에 대해 준엄하고도 예리한 비 

판을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학--특히 19세기 미국문학--의 주인공들은 Puritanism 

이 금한 “금단의 지식을 얻기 위한 탐색 여행”을 떠남으로써 Puritanism의 지 

침에 정면으로 대항해 자유와 깨달음을 획득한다 -- 비록 그것이 Puri떠n들이 

우려하는 “타락”이라 할지라도. 또 절대적 진리의 발견 불가능， 탈 중심， 언어 

의 문제， 자아와 타자의 문제 등을 통해 미국문학은 Puritanism과 조우한다. 

그러면 Purita띠sm이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19세기 및 20세기 미국 

문학에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작품 분석 

을 통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1. 19서l 기 며국문학파 Puritanism 

미국문학을 통털어 Puritanism과 가장 긴밀한 관련을 맺고있는 작가는 단 

연 Nathaniel 묘awthome일 것이다. 호손은 자신의 거의 모든 작품 속에 

Puritanism이 야기하는 문제들과 the Puritan mind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 

12) 프랑스 사회학자 Baudrillard는 미국을 여행한 후 쓴 글에서 미국이 원래 건국신회나 
Center가 없이 생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de않nt얹ng을 주장한 Deconstruction Theory 
나 Poststructuralism이나 Postmodemism이론에 잘 부합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Douglas Kellner, J，αJJl Baudrillard (Stanford: Stanord UP, 1989) 중 “America"라는 
chapter(pp. 168-17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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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이한 작가로서， “Puritanism의 예술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 압Je Smrlet Letter(l잃0)는 Puritanism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 

품으로 알려져 있다. 

암Je Smrlet Letter가 Puritanism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작가 호손의 예리 

한 비판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는 선 

대륙에 아메리카 공화국을 건설한 pilgrim fathers들의 왜곡된 꿈괴 편견， 식 

민지 시대 Puritan들이 저질렸던 타자의 억압과 독선， 그리고 미국의 어두운 

역사와 암울한 과거를 파헤침으로써 “What is America?"라는 19세기 미국문 

학의 주제를 섬도 있게 탐색한 중요한 작가였다. 

그러면 Purit없꾀sm과- 그것에 대한 비판은 호손의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호손은 The Scarlet Letter에서 스토리뿐만 아니 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묘_rrit없ism의 특성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puri않n인 Arthur 돼mmesdale은 Puritanism의 특성 중에서도 “인간 

영혼의 인고”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창백하고 우유부단한 

덤스데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얘 율법을 어기고 금단의 지식을 추구하다가 

타락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표적 Puritan이 

다. Puritan들에게는 죄인들의 구원을 약속한 신약성서보다는， 아담의 타락과 

원죄가 기록된 구약성서가 절대적앤 것이었다 덤스데일은 마치 아담처럼 여 

인의 유혹에 의해 타락하며 스스로 원죄의 속박과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 

고뇌한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자신의 가슴 속 어두운 섬연으로의 여행이었지， 

타언을 걱정하고 외부세계로 나가는 여행이 아니었다. 그는 “자아”에 과도하 

게 집착했으며， 그 결과 극단적인 자기부정에 빠져 들어갔다. 덤스데일은 자기 

자신 속의 센터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기 원했고， 자신의 고문당하는 양심 외 

의 모든 것은 비 현실적 언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 진리 

를 찾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된다. Chapter 11. The Interior of a 

H않rt에서 호손은 덤스데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minister we머메n 1삶m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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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in which his vague confession would be viewed. He had striven to put a 

cheat upon himself by rnaking the avowal of a guilty conscience, but had gained 

only one other sin, and a self-acknowledged shame, without the momentary relief 

of being self-deceived. He had spoken the very truth, and transformed it into the 

veriest falsehood. And yet, by the constitution of his nature, he loved the truth, 

and loathed the lie, as few men ever did. Therefore, above all things else, he 

loathed his miserable self! 

His inward trouble drove 매m to practices more in accordance with the old, 

corrupted faith of Rome, than with the better light of the church in which he 

had 야en bom and bred. In Mr. Dimmesdale’s secret closet, under lock and key, 
there was a bloody scourage. 야tentimes， this Protestant and Puritan divine had 

plied it on his own sho버ders; laughing bit않rly at himself the while, and smitir땅 

so much the more pitilessly because of that bitter laugh. It was his custom, too, 

as it has been that of many other pious Puritans, ω fast, - not, however, like 

them, in order to purify the body and render it the fjtter medium of celestial 

illumination, but rigorously, and untiI his knees trembled beneath 비m， as an act 

of penance. (Hawthome, 150, 1948)13) 

위 인용에서 호손은 팀스데일이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단지 고행을 위한 고행으로 단식과 자기학대를 계속했다고 비판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것은 묘uitan들의 전형적인 위선과 형식주의와 자기중심적 사 

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팀스데일에 대한 저자 호손의 묘사가 대체로 부정적 

인 이유도 바로 덤스데일이 모범적인 청교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팀스데일은 불론 형 집행대 위에 헤스터와 펄을 세워놓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가없은 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 

고 구경을 즐길 완고하고 냉흑한 Puritan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팀스데일 역시 Puritan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종교가 곧 법이었던 시절， Hester 빠ynne은 Puritan ethics에 과감히 도전하 

며 자유로운 인간성과 구속받지 않는 삶을 주장하는 청교도 사회의 이단자로 

13) Nathaniel Hawthome, ηle Smrlet Letter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70),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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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감옥 문 옆에 피어난 한떨기 찔레꽃처럼 정열적인 그녀는 경직되고 

냉혹한 Puritanism의 문제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서 중요성을 갖는 

다. 헤스터는 마치 이브처럼 금단의 지식을 얻기 위해 금단의 지역으로 여행했 

으며， 그 결과 필연적인 타락과 형벨을 경험한다. 소설이 시작되면 헤스터의 불 

륜은 이미 끝나고， 그녀는 생후 3개월쯤 된 펄을 가슴에 안고 감옥에서 나와 

형 집행대 위에 서있다. 즉 원죄는 이미 저질러지고， 독자들은 그 죄의 결과만 

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헤스터의 불륜은 다만 독자들의 추측과 해석 

에 의해서만 드러나고， 독자들은 우려와 염려 가운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 

가를 가늠해보게 된다‘ Puritanism에서도 원죄는 이미 저질러지고， 청교도들은 

부단히 그 원죄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한다. 그래서 부재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 

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Puritanism의 또 다른 특징이 된다. 

헤스터는 청교도사회의 정죄와 판결에 의해 가슴에 평생 주홍글자 “A"자를 

달고 다니 게 된다. “A"자는 adulteress를 의 미 하지 만， 호손은 그것 이 able, 

angel, artist를 의 미 하기 도 한다고 말하며， Tony Tanner는 그것 이 “America" 

를 상정한다고도 주장한다.14) 그렇다띤 헤스터는 유럽적인 유산인 Puritanism 

으로부터 벗어나는 “아메리차”의 자유 흔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헤스터가 평생 가슴에 탈고 다녀야할 주홍글자 “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해석학적 시도와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 

록 주홍글자가 헤스터에게 순례자의 짐이 되지만， 동시에 구원과 자유도 가져 

다준다는 점이다. 헤스터는 신세계의 독선적 확신과 구세계의 자유 사이를 오 

가는 영혼의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헤스터는 puri따l1sm에 외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저항한 

다. 그러나 Puritan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협이 된다. 그녀는 pur때n 

boundary를 건너서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며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다. 

그것이 왜 호손이 이 소설을 “a hell-fired story"라고 불렀는가하는 이유일 것이 

다. Puritanism은 금단의 지식을 향한 여행을 금한다. 그러나 헤스터는 마을의 계 

14) Tony Tanner, αty cf WordS'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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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있지 않고， 광야로 나가 숲 속의 자유를 얻는다. 

묘oger Chillingworth는 운명론자이고 결정론자여서 인간성도， 그리고 인간 

의 가능성도 갖고있지 못한 또 하나의 묘rritan으로 제시된다. 그는 절대적 진 

리를 추구하는 폐쇄적 청교도로서 복수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파멸하고 만다. 

그는 순례자가 아니고 다만 복수의 화신이었으며， 타인의 접근을 금했고 질문 

을 금했던 닫힌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파멸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다만 Pearl만이 인간의 무한한 기-능성을 상정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사실 

펄은 뀐rritan들이 헤스터의 가승에 달아놓은 A자와도 같은 존재로서 고정된 

의미를 초월하고 거부하는 신비스러운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뀐rritan들에 

게 펄은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온 텍스트가 된다. 

But it was a rernarkable attribute of this garb, and, ind많d， of the child' s whole 

appearan∞， that it irresistibly and inevitably remindt최 the beholder of the token 

which Hester prγnne was d∞med to wear upon her bosom It was the s떠rlet 

Jetter in another foπn; the scarlet let않r endowed with life! (Hawthome, 1m, 1948)15) 

펄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히려는 Purit없ism적 접근 사이를 빠 

져나가 결국은 유럽으로 떠나버린다. 그래서 펄은 absent center가 되고， 주홍 

글자 “A"도 역시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absent truth가 된다. 펄은 마치 

그 글자의 의미를 밝혀내려 태어나기나 한 듯이. 엄마의 주홍글자를 본 따 자 

기도 초록색 “A"자를 만들어 자신의 가슴에 단다. 

PearJ took 50me eεI-gra5s ， and imitated, as best she cOlùd, on her own bosom, 

the decoration with which she was 50 familiar on her mother' s. A letter - the 

letter A - but freshly green, instead of scarlet! (Hawthome, 186, 1948)16) 

펄이 가슴에 단 “'A"자가 녹색이라는 점은 그 아이가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Puritan들은 펄의 상징적 의미를 알지 못한다. 절대적 진 

리를 추구했던 puri얹n들은 수수께끼 같은 신의 섭리와 말씀의 절대적 의미를 

해석하려 했고， 절대적 지식을 추구했으며， central meaning의 존재를 믿었다. 

15) ηJe Scarlet Letter, op. cit., p. 103. 
16) lbid.,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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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주홍글자 “A!.'의 의미를 

끝내 알지 못했으며， 그 주홍글자의 육화Cincamation)인 펄의 의미 또한 이해하 

지 못했던 것이다. 

호손이 puri빼sm을 해체하고， Puritan들 또한 스스로 해체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주홍글자 “A"는 바로 Puritmrism의 독선과 자만을 해체한， 해석 불가능 

한 수수께끼 같은 텍스트였던 것이다. 알파뱃 “A"는 모든 글자의 시작이자， 아메리 

차의 상징이다. 미국작가들이 아직도 호손이 제시한 주홍글자 “A"의 fullrr뀐aning 

을 알아내기 위해 부단히 지적 순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호손의 유명 한 단편 “Young Goodman Brown" (l잃5)의 주인공 G∞dman 

Brown 역시 헤스터처럼 금단의 지식을 얻기 위해 금지된 지역으로의 여행을 감행 

한다. 어두운 숲 속으로의 여행을 만류하는 아내 Faith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는 기어이 “'journey to the end of the night"을 고집한다. 그리하여 저녁 무렵 그 

는 청교도 마을을 떠나 홀로 숲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금단의 지식을 얻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F떠th"를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지된 지식을 얻는 대신 그는 

타락과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 금단의 지식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치명 

적이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때로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 

절대적 진리를 보고 알게되는 순간을 성서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 이브처럼 눈이 열려， 보아서는 안될 것까지 보게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반대로 눈이 멸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경 

우이다，17) 굿맨 브라운 역시 밤의 여행을 통해 보아서는 안될 것까지 보게 되 

고， 결국 입을 굳게 다물게 된다. 그는 밤의 숲 속 악마의 머사에서 Puritanism 

에서 주장하는 “타락으로 인한 말과 의미 사이의 괴리” 또는 “리얼리티와 표면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게된 것이다. 

굿맨 브라운은 아직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상들의 유산과 과거의 짐을 

17) 예컨대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를 만나 그를 바라본 후 
3일 동안 눈멸었으며， 밀턴의 『실락원』에서는 아담이 타락 직후 잠시 말을 못한다. 

See John Milton, Paradise Lost (New York: Signet, 1잃8) ， Book VII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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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에 맨 채 어두운 숲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조상 

들과 대변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악마를 불러낸다(conjure up)는 것이 

다. 그가 “만일 나무 뒤에 사악한 인디언이 숨어있다면， 만일 지금이라도 악마 

가 나타난다면”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악마는 나타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악마가 굿맨 브라운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는 점이다. 즉 그 악마 

는 굿맨 브라운이 불러낸 자기 자신외 “double"이자， 동시에 굿맨 브라운의 

Puritan 조상의 모습이 라는 것 이 다. 

악마는 그애게 Puritan들의 위선과 그의 조상들의 최악에 대해 말해준다. 

더구나 숲 속 악마의 미사에서 그는 그렇게도 경건했던 마을의 목사와 집사，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교라문답을 가르쳐준 선생과 아내 Faith까지 발견 

하고 경악한다. 숲 속에서 담m않n들의 위선과 기만을 발견한 굿맨 브라운은 

실망과 분노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얘 마을로 돌아온다. 그의 영혼은 끔 

찍한 진리를 감당할 만름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 

내 Faith와도 멀어져 고립된 영혼으로 쓸쓸하게 죽어 간다. 

굿맨 브라운은 마비되고 수동적인 8빼ta뼈 후손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청 

교도적 유산의 의미를 탐색하러 떠났다개 암울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다. 호손은 

이 소설을 “그의 묘비명에는 아무런 희망의 말도 각인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시간은 암울했으므로라고 끝맺는다.18) 그렌 의미에서 Young Goc성man 

Brown은 puri떠nism에 대한 비판이연서 동시에 굿맨 브라운처렴 Puritanism의 짐 

에 비관적으로 억눌란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 Nathaniel 뼈wthome， “Young Goodman Brown," in The Ameri，αu1 Trαditio，η in 
μ’terature (New York: Random House, 1996), pp. 328-9. 

“Young Goo이없n Brown"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난다 
“Often, awaking sudden1y at midrúght, he shrank from the bosom of 뀐aith， and at 
mOrlÚng or eventide, when the family lrnelt down at prayer, he scowl려 and 
muttered to himself, and gazed steπùy at his wife, and tumed away. And when 
he had lived long, and was bome to his grave a hoary corpse, followed by F머th， 

an aged woman, and chlldren and grandchlldren, a goodly procession, besides 
neighbors not a few, they 떠rved no hoρefuJ verse upon his tombstone, for his 

dying hour was gloom"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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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손을 정신적 아버지로 생각했던 작가 Herman Melville의 대작 Moby-Dick 

(1851) 역시 언어에 대해 과도한 신뢰를 보였으며，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고 믿었던 puri얹nism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 문학작품이다. 예컨대 

Moby-Dick은 폐병에 걸려 죽은 그래머 스쿨의 조교사가 제공한 Etymology 

(고래에 대한 어원과 각기 다른 외국어 이름)와 도서관 사서보조원이 제공한 

Extrac얹(고래에 관한 언급을 모은 source materi따S 모음집)로 시작되고 있는 

데， 이는 언어와 그 지시대상 사이의 괴리， 즉 절대적 진리의 부재에 대한 멜 

빌의 패러디로 읽을 수 있다. 

그러 나 Moby-Dick은 Puritanism 그 자체보다는 Puritanism의 개혁을 주창하 

며 19세기 중반 뉴잉글랜드에 등장했던 llranscendentalisrn에 대한 비판으로 읽 

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7}져다준다. 왜냐하면 Ishrnael이 transcendental 

reverie에 짖는 πle Mast-H얹d chapter나， transcendental idealist라고 볼 수 있 

는 Ahab 선장에 관한 묘사들에서 멜빌은 분명 transcendentalisrn을 예리하게 비 

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Puritanisrn과 U띠tarianisrn의 한계를 지적하며 1830년경부터 1잃0년경까지 

매사츄세츠주 콩코드를 중심으로 시작된 llranscendentalisrn은 직관과 감각의 

초월을 통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τ'ranscendentalism은 피조물의 조 

화와 합일， 인간의 타고난 선함， 논리나 경험보다 우선하는 통찰력의 힘 등을 통 

한 심오한 진리의 발견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다. 또한 llranscendentalism은 진리 

가 모든 자연과 피조물 속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직관에 의해 그 진 

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Transcendenta1ism is the recognition in man of the capacity of knowing truth 

intuitively, or of attaining a scientific knowledge of an order of existence 

transcending the reach of the senses, and of which we can have no sensible 

experience." -J.A. Saxton, D따l II, 90. (1840-44) 

기본척으로 낭만주의적 명상에 근거하고 있는 맘αlscenden빼sm은 puri따j앙n의 

암울함과 비관주의를 밝고 건강한 낙관주의로 바꾸어 놓는데 공헌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서로 정반대되거나 강력하게 대조되는 특정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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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범신론과 후자의 유일신 사상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J극 이론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사이에 전혀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Perτy Miller는 Uni떠nam앙n의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Transændentalism이 

Puritanism의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적 흔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9) 

멜빌은 우선 Chapter 35. The Mast - Head에서 Ishmael의 입을 통해 

Transcendentalism의 낭만적 시고방식을 경고한다. 쫓대 갑시탑에 올라가 고래 

의 출현을 감시하는 Ishamel은 잠시 아름다운 바다의 분위 기 에 젖어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는 끔찍한 현실언 Moby Dick의 존재를 잊고 낭만적 몽환에 빠 

진다. 그러다가 그는 그러한 초월주의적 꿈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Let me rnake a c1ean breast of it here, and frankly admit that I kept but S011γ 

밍lard With the problem of the Ul1Ìverse revolving in me, how could I • being left 

completely to myself at such a thought-engendering altitude -- how could I but 

lightly hold my obligations to observe all whale ships' standing orders, “Keep your 

weather eye open, and sing out every 마ne." 

For nowadays, the whale-fishery furnishes an asylum for many romantic, 

melancholy, and absent-minded young men, disgusted with the carking cares of 

않]남1， and seeking sentiment in tar and blubber. 

But while this sleep, this dream is on ye, move your foot or hand an inch;slip 

your hold at all; and your identity comes 벼ck in horror. (Melville, 255•'25 7, 1972)20) 

한편 바로 그 다음 장인 Chapter 36. The Quarter-Deck에서 Ishamael의 낭 

19) See Perry Miller, ed., ηJe Transcenden따lists (Cambridge: Harvard UP, 1앉íQ)， pp 
3-15. 이 책은 밀러의 서문과 더불어 Transcendentalist들의 글을 모아 싣고 있어서 

Transcenden때lsm에 대한 포괄작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Transcendentalism에 대한 국내 

자료 중 추천할만한 글은 신문수 교수가 번역한 에머슨의 『자연~(문학과 지성사， 1993) 
에 실린 역자해설초월주의자의 길， (216-232쪽)인데， 이 글은 Transcendentalism과 

Emerson의 사상을 병료하게 해설해놓고 있다. 

20) Herrnan Melville, Moby-Dick (New York: Penguin, 1972), pp. 25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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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적 백일몽(꿈/목가주의)을 망치 소리와 금화 소리(현실/기계)로 깨면서 등장 

한 봐lab 선장은 대표적 인 Transcendentalist로 제시 된다. 우선 그는 과도한 

Emersonian self-reliance외 소유자로서， 모비 닥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신념에 차 있는 사람이다. 더욱 그는 언어가 지시하고 자 

신이 그 의미를 규명할 수 있는 초월적 지시대상(Transcendenta1 Signified)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harpoon으로 그 초월적 지시대상 

속에 내재해 있는 절대적 진리를 pin down하려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던진 

작살 끝에 달린 빗줄에 폼이 감겨 자기가 잡으려했던 모비 덕과 하나가 된 채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Ahab 선장은 무질서나 모호함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기어이 질서를 부 

여하고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파멸한다. 그는 수수께끼 같은 

모비 덕을 기어이 잡아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절대적 진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 

러므로 그에게 벽은 허불어야만 하고， 마스크는 벗겨야만 하는 장애물이 된다. 

If man will strike, strike though the mask! How can the prisoner reach outside 

except by thrusting through the wall? To me, the white whale is the wall, 양10Ved 

near to rne. Sometime 1 think there' s naught beyond .... TI1at inscrutable thing is 

chief!y what I hate. . . . Talk not to me of blasphemy, man; l' d strike the sun if it 

insul뼈 me. (Moby Dick, p. 262, 1972)2]) 

Ahab 선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가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던 피쿼 

드호의 선원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갔다는 점이다. Transcendenta1ism은 물론 

Puritanism에 비해 진일보한 이상적인 철학이자 사상이었다. 그러나 Ahab의 경 

우는， 한 집단의 지도자가 과도하게 경직된 Transcendenta1 idea1에 맹목적으로 

섬취해 있으면， 자칫 그 집단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대단히 교훈적이다. 

21) Ibid ,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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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세기 미국문학와 Puritanism 

20세기의 대표적 미국작가인 Emest HemingvIaY와 William Faulkner의 주 

인공들에게서 나타나는 stoicism도 사실은 Puritanism의 유산이라고 할만큼， 

Puritanism의 영향은 20세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Puritanism과 연관되고 있는 작품이 바로 F. Scott Fitzgerald의 

안7e Gr∞t Gatsby일 것 이 다. 

Fitzgerald의 대표작 The Great Gatsby(l925)의 주인공 Gatsby는 원래 

뻐tan et비cs에 의거해 살아가던 미국의 한 젊은이였다. 이름을 바꾸기 전， 그 

가 아직 J Gatz였을 때， 그의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발견된다. 

GENERAL RESOL VES 

No wasting time at Sh따ters or [a name, indecipherablel 

No more smokeing or chewing 

Bath every other day 

Read one improving book or magazine per week 

Save $5.00 [crossed out] $3.00 per week 

Be better to parents 

(Fitzgera1d, p. 180, 1950)22) 

흔히 Benjamin Franklin의 깜7e AutobiogTiαIJhy과 비교되는 이 구절에서 

Puritan ethics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J Gatz는 그런 
생활방식과 정신으로는 물질주의가 밀려오고 있는 20세기 초 미국사회에서 살 

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신한다. 그래서 그는 Gatsby로 이름을 바꾸 

고，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수상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22) F, Scott Fitzgerald, The Great Gatsby (New York: Pen맹n， 1950), p. 180 
Compare the above passage to the first section of Benjamin Franklin's ηJe 

Autobiography, which is addressed to his son. Franklin’s ηJe Autobiography, 
which was originally called Memoirs by Franklin, was written over a period of 
eighteen y'얹rs. Benjamin Franklin’s πJe Autobiography and Other Writings (New 
Y ork: Signet,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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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질주의자로 완벽하게 변신힌 Tom Buchanan이나 Daisy Buchanan, 

또는 Jordan Baker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Gatsby는 두 세계의 경계선상에서 

머뭇거 리다가 결국은 살해당하고 만다. puri빼sm은 물론 PragmatismO 1나 

CapÎ떠lism과도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것들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실용주의와 자본주의가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결합하면서 둘 

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Gatsby는 바로 그 

두 상충되는 원리 사여에서 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한 미국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Henry Mil1er는 Tropíc 01 Ûlncer(1934), Tropic of Capri’com(1939) 등 금 

서가 되었던 대표작틀을 통해 미국의 Puritanìsm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자유의 환상을 추구했던 특이 한 작가였다. Leslie A. Fied1er의 지 적 대로， 모두 

가 조국과 책임과 사회 참여를 외치던 시대에 그는 홀로 개인의 완벽한 자유 

를 추구했다. Miller가 보기에 미국의 Puritanìsm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뿐 

아니라， 관습적인 사회제도까지 계율과 규범으로 얽어매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30년대의 좌파 이데올로기와 정치의식의 저변에도 깔려있었다. 

자신이 쓴 후반기 삼부작인 Sexus(1949), Plexus(1953), Nexus(19뻐) 중 

Plexus의 마지막에 밀러는 다음과 같이 고통을 통한 자유를 찬양하고 있디 

Suffering is unnecessary. But one has to suffer before he is able to re떠ize 

that this is so. It is only then, moreoveζ that the σue significance of hurnan 

suffering becomes clear. At the last desperate moment--when one can suffer no 

more!--something happens which was draining the blood of life c10ses up, the 

organism blossoms like a rose. One is “free" at last, and not “with a yearning 

for Russia," but with a yearning for ever more freedom, ever more bliss. The 

tree of life is kept a1ive not by tears but the knowledge that freedom is real and 

everlasting. (Miller, 없0， 1963)23) 

23) Henry Miller, Plexus (New York: Grove Press, 1963), p. 640. 
πJe Tropic cf αlJ1Cer의 opemng page에도 Puritan ethics and morality의 억 압으로부 
터 벗어나 방랑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주인공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이 때 

얻어지는 자유와 자랩에는 고독과 소외와 방황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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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anism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빌라는 반이성주의를 주 

창했고， 에로틱한 백일몽을 꿈꾸었으며， 건강한 유쾌함과 희극적 풍자의 정수 

를 보여주었다. 그의 소설들은 영원한 추방자/방땅자/망명자의 문학이었고， 진 

하게 배어나는 이국의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도 자유의 희열을 발산 

했다. 빌러는 Puritanism의 미국적 유산에 종언을 고한 최초의 현대 작가였으 

며， 미국인으로서 그것은 가혀 혁명적인 것이었다. Leslie A. Fi어ler는 Miller 

와 Puritanism의 관계에 대해 이 렇게 말한다. 

The Thirties, too, was the period in which Henry Miller produced his most 

valuable work, though the Thirties themselves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his 

untidy dithyrambics or how to juctge his half←co삐ic， half-eamest prophetic 

stance. . . . Moreover, they are the novels of an expatriate, celebrations of the 

illusion of freedom from puri띠nism possible only to Amelicans abroad; yet they 

were produced at a moment when theoretically all American writers had tum어 

their backs on such illusions in favor of home, responsibility and social progress. 

(Fielder, 38, 1964)24) 

나사니엘 호손처럼 Puritan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명문의 자손으로써 토머 

스 핀천 역 시 자신의 작품 속에 빠m얹nism에 관한 주제를 많이 사용한 작가 

로 알려져 있다.25) 처녀작 V에서부터 사작해 최선작 Mason & Díxon에 이 

르기까지 그의 작품 속에는 언채나 Puritan tradition의 영향이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GraviφJ's Rainbow는 Center로 표상되는 모든 것--예컨대 puri떠nism， 

Fascism, Nazism, Imperialism, Colonialism 등_.-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Puritanism에 대한 강력한 고발장이기도 하다. 예컨대 Gravity's Rainhow(1CJ73) 

의 주인공 Tyron Slothrop의 묘ni떠n 조상인 Wùliam Slothrop과 John Slothrop 

24) For Miller and Puritanism, see Leslie A. Fi려ler， Waiting for the End (New York: 
Stein and Day, 1984), p. 38. 

25) Hawthome의 소설 The House of the Sevεn Gahies어l 나오는 New England의 명문 
Pyncheon판사는 소설가 뀐mchon의 실제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위 소설이 출간된 

후 Pynchon의 조상인 Pyncheon판사는 Hawthome(~l게 항의펀지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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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닥트린(the doctrine of Preterition)를 

세운 양돈엽자로 제시된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돼지는 곧 신의 선택에서 제 

외된 사람들을 상징한다. 돼지는 사나운 개(신에게 선택받은 the Elect의 상 

징)에게 쫓기는 속죄양의 이미지이며，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다. 구약성서에 의 

하면 돼지는 세속적이고 부정한 동물로서 그 고기조차 먹을 수 없었고， 신성 

한 기독교도들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된 동물이었다. 그랴나 이 소설에 

서 Tyron Slothrop은 신화 속에서 바이킹의 침략흑로부터 마을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는 돼지영웅의 의상을 입음으로써， 주변부로 밀려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된다. 그는 돼지의 의상을 입은 채 유럽 전역을 여행 

하다가 사나운 경비견에게 쫓기기도 하는데， 그 때 Frieda라는 돼지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기도 한다. Tyron Slothrop은 세속적이고 소외된 돼지들의 영적 지 

도자가 됨으로써， 선택받은 자(The Elect)와 선택에서 제외된 자(안le Preterite) 

에 대한 Puritan들의 경직된 신념을 전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이고 소외된 돼지의 옹호를 통한 모든 신성한 센터에 대한 

핀천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Puritanism의 엘리트 선민의식， 경직된 강령， 단선적 

인 시각， 그리고 절대적 진리의 추구 등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된다. 그와 같은 

비판작업을 위해 핀천은 흰색과 무지개색을 대비시킨다. Grauity낭 Rainbow에 

서 핀천은 흰색을 죽음이나 화장실 변기 같은 부정적인 색으로 묘사하는 반면， 

현란한 무지개 색은 삶과 풍요， 또는 변화와 다양성을 상정하는 긍정적인 색으 

로 제시하고 있다. Tyron Slothrop이 입고 돌아다니는 다양한 무지개 색 돼지 

의상은 바로 그러한 반청교주의적 특성 --즉 풍요와 다양성 --을 드러내주는 중 

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지개가 이 세상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는 신의 

약조임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은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26) 

26) Although ‘rainbow’ symbolizes c1ream, idealism, and c1iversity, it also 
represents a mocking promise of God who has never prornised not to 
destroy the earth by fire or heat-death. The prornise of raìnbow thus 
becomes meaningless before the entropy which eventually causes the 
destruction of the earth by heat-death. Gravity ’ s rainbow, then could be an 
attractive but deadly trap or the ‘zero zone' as Pynchon puts ìt, that we 
have to transcend to reach the land of Oz. 



미국문핵에 나타난 청교주의 325 

핀천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puritan heritage를 억압적인 father에 비유하며， 

아들을 억누르고 살해하려는 부친--즉 청교도적 전통--으로부터의 도피가 결 

코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Even though there is a villain here, serious as death. It is this typical 

American teenager’s own Father, tryi때 episode 따tεr episode to kill his son. And 

the kid knows it. Imagine 뼈lat. So far he ’s rnanaged to escape his father' s daily 

little death-p\ots--but somebody has said he has to keep escaping. (Gravity's 

Rainbα1J， 674, 1973)27) 

부친(과거/전통)으로부터의 도피는 또한 때로 부친살해를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친살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나다. 더욱이 Donald B뼈아me의 소설에 

서처럼 “죽은 아버지(업le Dead Father}"는 쭉어도 죽지 않고 여전하 아들 곁에 

남아있는 법이다 “아버지， (현재의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를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바셀미의 주인공에게 「죽은 아버지」는 “나에게도 사실 열쇠는 없었 

다”라고 대답한다.잃) 

puri떠msm의 특생 중 하나는 the Word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즉 절대적 

진리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래서 PU1itan들은 성경 말씀의 일점 

일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벼， 성서의 자구에 매달라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물론 성서를 임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타락을 합려화시켰던 중 

세의 캐톨릭에 대한 신교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Puritan들의 편협함과 융통성 없음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성서라 

는 것은 결국 번역 텍스트이며(신의 말씀의 번역이자， 각국어로의 번역)， 번역 

과정에서 얼마든지 오역과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 Thomas Pynchon, Gravity’'s Rc뼈bow (New York: Viking, 1973), p. 674 
cf, “He is the father you will never manage to kilL The Oedipal situation in the 

Zone these days is terrible. There is no dignity," (GR, 747) 

28) See Donald Barthelme, 얘~ D없d Father (New York: Bantarn, 1975), the fαst 

chapter. 이 소설은 힘을 잃었으면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거의 전통을 the 
father-son relationship을 통해 패 러 디 한 작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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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핀천은 소설 The Crying 01 Lot 49(1966)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각과 

태도가 현대 미국인들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랄하 

게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Oedipa Maas는 Richard Wharfinger의 

연극 까"!e Courier강 Tragedy를 관람한 다음，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고 연출가 

Randolph Driblette를 찾아가 대본을 요구한다. Driblette은 누군가가 원본을 가 

져갔으며， 자기는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에 첨삭도 해서 무대에 올린다 

고 대답한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Oedipa의 물음에 Driblette은 짜증을 내며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You don't understand," getting mad. “You guys, you're like Puritans are 

about the Bible. So hung up with words, words. You know where that play 

않ists， not in that fiJe cabinet, not in any paperback you're 10아dng for, but--" a 

hand emerged from the veil of shower-steam to indicate his suspended head--“m 

here. That' s what 1’m for. To give the spirit flesh. The words, who cares? 

They’re rote noises to hold line bashes with, to get past the bone barriers 

around an actor' s memoη， right? But the reality is in this head. Mine. 1’m the 

projector at the planetarium, aIl the c10sed little universe visible in the circle of 

the stage is coming out of my mouth, eyes, sometimes other orifices 려so." (The 

Crying 짜 Lot 49, 56, 19(6)29) 

Driblette은 。어ipa에 게 왜 사람들은 아직 도 Puritan들처 럼 말(the word) 또 

는 자구_.-곧 절대적 진실--에 그렇게 연연해하며 매달리느냐고 반문한다. 

Driblette의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나 원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비록 원본과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사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uritan들의 독선과 선민의식과 이교도 박 

해 역시 스스로를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정-변에서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은， Driblette이 샤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꽉 차서 Oedipa가 그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29) Thomas pynchon, The CIηing of Lot 49 (New York: Bantam, 196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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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어ipa가 애타게 진리를 찾고 있는 동안， Driblette의 전신은 보이지 않고 다 

만 그의 얼굴만이 안개 사이로 간혹 흐릿하게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절 

대적 진리의 불확실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Richard Brautigan의 대표작 암out Fishing in Amerim(l967)는 샌프랜시 

스코의 워싱턴 광장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동상으로 

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자서전(The Autobio앙"(lPhy)~에서 자수성가한 낙관주 

의자 프랭클린은 빠1꾀얹n ethics인 근면， 성실， 정직， 자립을 미국인의 덕목으 

로 내세운다. 그러나 바로 그 프랭클린의 동상 앞에는 위 덕목을 실천했지만 

결국은 빈자외- 패배자로 전락한 가난한 미국인들이 길 건너 교회에서 주는 샌 

드위치를 타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round five 0 ’clock in the aftemoon of my cover for Trout Fisrung in 

America, people gather in the park across the street from the church and they 

are hun맑y. 

It’s sandwich time for the poor. 

A friend of mine unwrapped rus sandwich one aftemoon and looked inside to 

find just a !eaf of spinach. That was all. 

Was it Kafka who leamed about America by reading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Jin . 

Kafka who said, "1 like the Americans because they are healthy and 

op디mistic. (Brautigan, 2-3, 1967)30)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르쳤던 Puritan ethics는 브라우티건의 Trout Fishing 

in Amerim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통렬히 조롱당한다. 프랭클린은 Puritan 

ethics를 통해 the American Dream의 성취를 꿈꾸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오면 그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하고 나이브한 꿈에 불과한 것으 

로 판명난다. 브라우티건은 바로 그 프랭클린의 동상 옆에서 1956년 애들라이 

30) Richard Brautigan, Tro따 Físmng íη Amerím (New York: Dell, 196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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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슨(Adlai Stevenson)이 4만 명의 군중을 앞에 놓고 연설을 했다는 사실 

을 언급하고 있다. 1952년과 1956년에 서 민들의 the American Dream을 강조 

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스티븐슨은 중산층과 상류층의 지지를 얻었던 공화 

당의 아이젠하워 후보에게 연속 패배했고， 그와 더불어 50년대는 가난한 미국 

인들과 진보주의자들의 좌절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다， “정신이 건전하고 낙 

관적이기 때문에 난 미국인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한 부조리 작가 카프카를 맨 

첫 장의 마지막에 인용한 것은 물론 실패한 the American Dream에 대한 브 

라우티건의 통렬한 패라디일 것이다.3D 

그러나 Trout Fishiηg ín America에서 브라우티건은 미국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회석된 the American Dream에 만족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 

한다. “The Kool-Aid Wino"라는 장에서 브라우티건은 잘 먹지 못해 탈장에 

결렸어도 너무나 가난해 탈장대를 살 돈조차 없는 한 독일계 미국인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 소년은 쿨 에이드 쥬스 분말을 한 봉지 사서 마 

치 신성한 의식처럼 거기에 l갤론외 물을 부어 저장한다. 

You’re supposed to make only two quarts of Kool-Aid from a package, but 

he a1ways made a gallon, so 비s Kool-Aid was a mere shadow of it desired 

potency. And you’re supposed to add a cup of sugar to every pac없ge of 

Koo!-Aid, but he never put any sugar in his Kool-Aid because there wasn’t any 

sugar to put m l t. 

He created his own Kool-Aid rea1ity and was able to illuminate himself by it. 

(Brautigan, 15, 1967).32) 

31) A배ai Stevenson은 Puritanism적인 또는 벤자민 프랭클린 식의 the American Dream 
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빈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나섰다 

가， 냉전시대에 불안을 느낀 중산층과 부유층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전쟁영웅 아이 

젠하워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사람이다. 그는 1956년 샌프랜시스코의 워싱턴 광장 프 

랭클린 동상 앞에서 4만 명의 군중응 놓고 연설했다 Trout Fishing in Amerim에 대 
한 국내학자의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이키우생태학적 상상력과 소생의 문학: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미국의 송어낚시~J ， 

『외국문학』 제47호， 1996, 여름호， 17-33쪽. 
32) Trout Fishing in Americα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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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로 희석된 쿨 에이드 드렁크에 설탕도 넣지 않은 채 아껴 마시면서， 

그 소년은 그걸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다. 즉 그는 희 

석된 꿈과 희석된 리열리티 속에서도 조금도 절망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찾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순폐자로서 여정을 마친 1γout 

Fishing in America의 주인공은 작품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프랭클린의 동상 

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방을 향해 “환영한다!"라고 쓰여있는 통 

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빈자들을 바라본다. 바로 거기에 실패한 American 

Puritan visioα이 있기 때문이다. 

IV. 뿔 

신대륙의 정체성 정립과 미합중국의 성립에 중표한 역할을 했던 Puritanism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동안 미국인들의 의식과 미국문화의 

형성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비록 그동안 그것의 문제점과 단 

점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Puritanism은 아직까지도 미국사 

회의 근간을 이루며， 미국인들의 삶과 사고방식달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미 국문화의 중심 에 서 있는 미국문학 역 시 Puritanism의 영 향을 받 

았고， puri떠n h앉itage를 탐색해왔으며， 각기 다른 방식 으로 Pw.it닮llsm의 의 

미에 대해 반응해왔다. 

puri얹nism에 대한 미국문학의 반응은 물론 비판적 인 경우가 많다， 문학은 근 

본적으로 종교적 교리나 시-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스러워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Puritanism을 미국이 지고있는 “과거의 짐”으로 파악했헌 

Nathaniel Hawthome이 나， 억 압적 인 puri뼈n ethics and morality로부터 의 완벽 한 

도피를 꿈꾸었던 Henry 뼈ller ， 또는 현대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의 근원을 

Puritan persp않tive에서 찾으려 했던 Thomas 묘rnchon 같은 작가들은 그 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Peπy 때ller나 Susan 뼈뼈ng의 말대로 puri않nis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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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doctrine이라기 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a state of mind"33)이 

기 때문에， 그리고 Puritanism의 주요 원리들이 현대문학이론과 상몽하거나 대 

조되기 때문에 미국문학은 흔히 자신도 모르게 Puritan적 요소를 갖고 있거나 

Puritanism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다. 또는 비록 puri때nism에 대한 반발로 생 

겨났지만 Puritanism과 여전히 공통점을 갖고 있는 Transcendentalism을 다루 

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예컨대 묘awthome의 암Je Blithdale Romance나 

Melville의 Moby-Dick은 Transcendentalism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 

인 작품들에 속한다. 

이 논문은 Puritanism의 특성으로 원죄의식， 금단의 지식에 대한 유혹과 열망 

과 타락， 선민의삭， 타자의 억압，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념， 진리를 찾기 위한 탐 

색여행， 탈중섬，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괴리(타락으로 인한 언어의 불완전함) 등을 

상정하고， 그러한 모티프가 미국문학 작품들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반영되어 있 

는가를 탐색해보았다. 사실 원죄의식， 타락한 아담， 금단의 지식을 얻기 위한 반 

항 같은 모티프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성립의 합법성과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부 

단히 심문해온 미국문학의 근저에 무겁게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 

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문학의 특성인 “ the joumey motif"도 사실은 

Puritan heritage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사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uri않n들이 굳게 믿었던 “절대적 진리의 있음”에 대해 미국작가들 

은 한결같이 비판적언 태도를 취했다 예컨대 호손은 주홍글자 “A"의 의미를 

끝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처리했으며， 멜빌 역시 거대한 흰 고래 모비 덕 

의 의미를 영원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제시했다. 20세기에 와서도 펀 

33) “Puritanism and provincialism relate primarily not to a body of doctrine, a 
geograprucal location or a political affiliation, but to a state of rnind, a 
Iπ벼isposition to view the world in certain ways. The structure and expression of 
Scottish and American fic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characteristically exemplify trus mode, but although it is pre-erninently visible here 
because of intense reinforcement from all the cultural forces wruch impringe upon 
literature--and is therefore best revealed by this context--the puritan-provincial 
out look is not in any sense confined to it." 
See Susan Manning, The Puri따1-Provincial Vision, op. cit.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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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브이를 찾아서』에서 불길하면서도 신비한 글자 V의 의미를 끝내 밝히 

지 않는다， 미국작가들은 Puritanism과는 달랴， () 1 렇게 진리의 모호성을 인정 

하고， 절대적 진리와의 대변을 오히 려 deadly encounter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인식이야말로 이미 성서(특히 신약성서)에 나와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Puritan들이 구약성서에만 너무 때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미쳐 

깨닫지 못했던 것뿐인지도 모른다. 

많은 미국문학 작품에서 Puritanism은 또한 인간성과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 

는 “a system of repression and oppression"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호손의 헤스터 

프린이나 밀러의 자전적 주인공이나， 핀천의 타이 론 슬로스롭은 모두 그러한 청 

교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유스러워지고 싶애한다 헤스터의 경우， 억압은 가 

슴에 단 주홍글자 A의 형태로， 그리고 밀러의 경우에는 성적 금기의 형태로， 그리 

고 타이론의 경우 그것은 자신의 성기 속에 압입된 조건반사용 화학물질의 형태 

로 나타난다. Puritan oppression은 가슴에 단 글자(17세기의 헤스터)에서 몽 속에 

삽입되어 미국인들을 조종하는 테크놀로지(타이론)로 변화한 것이다. 

Jonathan Winthrop을 비롯한 초기의 묘uitan들은 신대륙에 신이 약속한 

“city upon a hill"을 세우려는 crusade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Puritanism은 점차 원래의 취지와 이상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불 

러왔고， 미국 작가들은 매 시대 바로 그 문제점을과 대변해 씨름해왔다. 그 결 

과， 17세기 뀐rri떠nism은 다양한 형태로 며국문학과 미국문화 속에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미국인들의 의식과 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Puritan heritage는 사실 미국문학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주제와 소재와 

모티프가 되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Puritanism에 대한 연구는 미국문학 

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뀐띠않nism은 

또 미국과 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알기 위해서도 필히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매에서도 윈띠없nism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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