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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어 비달(Gore V벼 a J)은 일곱 권의 소성로 구성된 소위 그의 께국서사

(Narratives of Empire)에서 독립전쟁으로부터 냉전시대에 이트기까지 미국
역사에서 핵싱적인 역항옹 당당했던 인율이나 미국사회의 성격옴 규정하는 데

충요한 계기가 된 사건용 비딴적으로 다운다

「버 Bu rrJ (}973) ‘ r 링컨

LincolnJ(984). r1876 J 0976} ‘ r 제국 Empi r e J 0987L r할리우드
Ho Ll yv ∞d J (990). r워싱턴 D.C. Washington. D.C. J (19E 끼 「황금시대 The
Golden AgeJ (2000) 동 일련의 역사소설에서 비달은 워생턴과 제퍼슨 제퍼
슨의 정적이여 반역자로 몽린 애헌 벼(A.aron Burr) 링건과 냥북전쟁 1 876년

의 대용령 선거 미서전쟁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향 윌슨과 제 1차 세계대

•

이 논문은 200' 연 갱부재원(표용인적자원우 이용연구￡성 사업비 )2호 엔R히송진흥재연의
지원응 엉야 연구되었옹

1. Gore

(KRF -2005-079- AS0153)
Poinl w Point Ne. vige. rion: A Mcn: αr. 1964 w 2006 (New York
2006) 123 에당응 용딴A녕애서는 껴국연대기 (A mcrican Chro띠clæ)라는

V띠0.1.

"'"비 eday.

영갱융 얘극서사보다선호한다고 씨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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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춘

선 프랭를린 루스헨트와 저 2 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세계 제국으로의
미국의 부상 동에 관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역사와는 다른 미국의 실상을 제시

한다 그의 제국서사는 건국시조를 포항하여 미국의 정치가들과 권력 프로커들
의 은일한 야망과 교요한 책략에 의해 미국이 공화국으로부터 제국으로 연화해
가는양상을그려낸다 ·
하지만 비달의 제국서사는 만만치 않은 반돈을 야기하기도 했다 가령 그의
제국서사에서 발표연도로는 내1 번째이며 연대기상으로는 두 번째 작풍인 「링

컨」 은 역사가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려져드 커런트 (Richard N
Current)는 비당이 수많은 요류틀 벙하고 있으여 링컨의 -인격과 역사상의 역
할i 을 -엄청나게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3 로이 바슬러 (Roy

P.

Bas!er)의 분석

에 따트연‘ r링컨」 에서 제시되는 사건의 -정반 이상-이 조작이며 25에센트는
거짓이다 그는 작가에게 -역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요도항 권리가 없다-고 비난한다

‘ 우드워드 (C.

Vann Woodward 는 역사적

인을올 정확하게 재현하는 연에 있어서 비달이 역사가툴 능가한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고 그의 소성이 작기들과 -적어도‘ 일부 역사가등에 의해 -터무니없
이- 찬사를반았지안커런트나바승허처링 권위 있는링컨사가들은이려한공

갱적 명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
r링컨」 이 역사적 ^1-실용 왜콕하고 있다는 역사가들의 명가는 이 작용이 당시

유앵하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과 달리 전용적인 역사소설의 인습을 대제
로 따트고 있a 며 비달이 그의 작품에서 역사가들에 의해 ‘합의된 사실

(agreed-upon facts)6.올 의도적으로 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정을 고
려힐 때 더욱 흥미롭다 실제로 비달은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져럽 역사나 일
~HMη Kloπm π‘e Gore VId띠 h녕ex' thttp:f.“~ι 이， . .ω -i<JanM, 띠에뼈me. hUl이

3. Richard N. Cu rrent. 1이다 ion as History: A Re view Essay: ηeJoumaJof&씨 them
History 52:1 (F ebruary 1986) 81
4. Roy P. Bas ler. 1...i nc이 n and Am erican Writers: JoumaJ of the Abmham Li ncoln
Associaûon 7 (1 985) 7-17
5. C. Vann W，αxlward ， "Gilding Li r ∞ ln's Uly ‘ η1e New York Re view of Boo ks 34:14
(Se ptember 24 , 198η 23
6. VidaL ï'he A‘~eed-upon F'acts: in Pa ths of Resistance: Th e Art and Craα 。rthe

l어 비옐의 r링 컨」파 포스트오더니증 역사소성

201

차사료의 사성성에 의운을 제기하기는 하지안 그들과 달리 고의로 사실과 허구
를 혼합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사건과 인플을- 이용õH근 서울전략을 채택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그는 총종 연1모더니즘- 성향과 연f포스트모더니즘‘ 방식옹
지닌 -구식 사실주의자-로 요해와 비띤을 받。}왔다 ’ 그는 합의왼 역사적 사실

을 기반으로 알려진 사질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딴 판연 사건올 재구성할
때 작가의 특권인 상상력의 지유을 허용한다 r링컨」에서도 비당은 이러한 태
도플 견지하며 작풍 속의 주요 퉁장인풀들의 발언파 행위 극히 일부를 제외하
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강죠한다 l
「링컨」에 대한 역사가들의 비딴은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에 대해 사실신

용자들이 인감하게 부정적 반웅을 보이는 이유와는 달리9 비달의 서술전략보다
그가 그리는 링컨의 모숨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고 황 수 있다 비당의 링컨은
신화화된 링컨의 모습과는 거려가 멀다 r핑컨」속의 링컨은 신화나 전설 속의
-정직한 에이브~ (Ho n est Abe) 나 -위대한 해방자~(Great EmancipatorJ가 아

니라 옥재자에 가까운 냉혹하고 교휠한 정지인이다 그럽에도 올구하고 r링컨」
은 에스트셈러 목록에 오랜 기간 올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NBC 에서 미니시
리즈로 각색되어 방영될 쟁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 그리고 여러 작가와

비명가들은 비당의 작용에 판해 링컨을 탁월하게 재현했다는 긍정적인 영가툴
내린다 "

Po litical Novel, 00. \ViIl iam zi따잉r (805ton: Houghton :\1ifflin. 1989) 127-52
7, Jay Paπini. "Gorer Vid a. 1 깨e Writer and His Critics: in Go re 씨 dBl: IVriter AgBinst
the Grain. 00. Pari띠 (New York: C이 umbia University Press. 1992) 2-6
8. Vida l. Lin∞In: A Nov，이 (New York: Ra ndom House. 198씨의 후기
9 대표적인 얘포는 Wα성 ward. The Fu wre of the Pas 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 ess , 1989)의 Ch ， αer 13. Fictional History and Historical Fïction과 Cushing
Strout의 1'h e Veraι 。 us Imagination: Essays on American His lOry. μ""，이 "'ε "d
B;앵T8phy 이떠dlet-。αn. Co nnecticut: WesJeyan University Press , 1981)의 Chapter
10. Th e Antihistorlcal N。‘잉 상죠

10

헨딩 에}우스애서 초안용 2c에 αm부 앙간었으에 에이어액 초딴은 일액안부가 일간되었나

Merrill Peterson , Un∞ n in AmeriC81l Mem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 ess , 1994) 393
11 원홍{Harold B ∞ m)응 r링건」이 '~).J-급의 소설껴여 비양의 링컨은 뀐위 있는 진정한 이
이지 용 재시한다고 영가안다 브예드에리 IMak이 m Bradbury)는 r링컨」얘서 갱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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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역사기슐척 에타픽션‘Ch istoriographical metafiction)이 ” 포스트모더니
즘 역사소설의 동의어로 여져지고 그것이 공식적인 역사에 도전하고 그 역사블

전복'};는 가상 효과잭인 양식으로 간주되던 시대에 전흥적인 역사소설의 툴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역사소설이 대충적 인기와 비명적 찬사흉 동시에 누리
는 것은 이례적일 안큼 장신한 현상이었다 비닿은 역사적 인울올 투명하게 재
현힐 수 있다고 믿지 않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처럽 다양하고 기발한 서

술전략올 채택하지 않는다 그떻다고 해서 비달이 서슐전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r링건」에 서 역사의 재현에 관한 그의 인식은 링컨의 내연올 당색
하는 작업에서 장 드러난다 그는 절코 전지적 화지흘 동원하거나 링컨이 직겁
서향}는 방식올 취하지 않고 링컨 주연 인울들이 대봉령을 보는 다양한 시각
올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링컨의 내연융집작하게 한다 '"링센의 부제로융
은 -소설W (A Noveú 은 역사소설에서 재현의 문제와 그에 따른 서슐전략을 합
축적으로 시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흥적인 역사소설의 장르에서 링컨이 재
현되는 영식과 그것에 대한 사싣 지향자률의 반응올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
의 서울전략과 더볼어 검토하는 것은 역사적 재현의 사설성과 허구성올 심도

인상적인 요샤 가 가장 학영한 부응이라고 지척한다 어지스(Anthony

Burgess:애

따르연

일반 욕자읍은 비당의 「재능- 억찍애 링컨파 냥g전갱에 영힌 욕장한 상양융 인식앙 ιF 잉재
되었다 오우츠(Joyce

Ca rol

08ts)는 이당의 링컨 요사가 -샤리애 잊고 현영하여 직성적이

고 전쩍으호 영득력이 았다-고 정용융 내련!:J-. Bl∞m τ11e

Ce ntral Man." New York
Re l' iew of Books 3I:l2 (July 19, 1984) 5-6, 8: Bradbury , "In the Hot Seat:
01"，，，γer 10068 (Se ptember 23. 1984) 22: Burgess 개。 nest Abe' s Obsession."
Ti mes Ut erary Supplement 4252 (Se ptember 28, 1984) 1082: 08ts. ì'he Union
Justified the Means: New York 1ìmes Book Review (J une 3. 1984) 1. 36-37 장조
12. Li nda Hutchoon, '"Be ginning t。 ηeorize Postmodernism: Tex tual Pr8Ctκ， 1
(1987) 12
13 비당의 영식과 앵석상의 설엉애 얘한 판상응 당영한 포스트요더니층 작가인 갈비노Otalo
C띠，m이의 가치용 인식하고 그용 미국문단애 소개한 사싱애서 용명히 드러난다 [V idal
、Calvino' 5 Novels: in United States: Essays 1952-1992 (N ew York: Broadway
Books. 1993) 476-495. 1 그리고 강비노는 비날의 "1 이러 므예컨리지 Myra
Br ec:: ki nridgeJ (l 968)와 r흩쭈스 αu]ut}y(l983)톨 ·쇼성의 앵식융 부.w 시킨 하용이라고 명
기한다 [Calvino. 1magining VidaJ: in Parini , Writer against the Grain 31-36.1 또한
마리니는 비달이 포스트요더니츰 소성의 ·갱시지융‘ 가용애 안 샤랍이라고 주장한다

[Parini , "G ore

Vid띠"

2.1

고어 비양의 r냉킹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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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i ， 에서 신화화된 워싱턴과 셰어슨을 벼의 잉장에서 해제한 비닿은 r링컨」
에서 링컨에 대해 유사한 작업을 시도한다 벼의 관정에서 볼 때 워싱턴은 독링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애한 무놓한 장군이지안 따당적인
책략에는 농란한 인울이며 제며슨은 1800년 대홍령 선거에서 벼에게 거의 패

배블 당한 후 벼필 만역죄로 올아가는 혀영심이 많은 위선자이다 우엿보다도
두 사랑 모두 재산권의 보존에 징착하여 군주제를 비난하지만 본인들은 왕처

펌 행용한다 마찬가지로 r 탱컨」의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직하고 열
싱히 노력하여 자수성가했으연서도 소탈하고 온화한 싱성올 갖고 있으며 또한
노예를 해망하려는 대의에 헌신하는 신화나 전설 속의 위인이 아니다 그는 남
부의 탈퇴를 저지하여 연방올 존속시카고 미국을 새로이 창조하려는 비전에 사
로잡힌 냉혹하고 노회하여 싱리적으로 복합적인 정지인이고 요히려 독재자에

가까운 인울이다 그러나 그는 워싱턴이나 제퍼슨과는 달리 비극적이고 더욱이
신비로운인물로냥는다
r링컨」은 남북전쟁이 아니라 굉컨의 개인적

정치적 연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싱인율이 링컨이지만 렁건의 판정에서 서숭되지 않는다 제국서사의

다른작풍어서 종총 7냉적인화자가등장하는것과달리 r링컨」은제한된상
인칭 화사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이 소설의 화자는 링컨올 제외한 다른 동장인
풀을의 생 ζ>이나 느낌 옹기 등에 관해서 서슬하연서도 링건의 마음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링건의 시각이나풍기 퉁에 판해서는그의 양언과 다른사람
을의 말과 생각을 흥해 짐작힐 수밖에 없다 작중 인을들은 당시 자신이 령건에
관해 생 ζι하고느낀 정안제시할수 있옹뿐이므로 영컨에 관해서 알고 있는사

실이 종종 옥자들보다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잉장에서 되툴아

보아 사태을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독자는 다0，한 퉁장인물들의 능올 흥
해 링컨융 보게 왼다 톡자는 링컨의 아내인 에리 토드 링컨 ( Mary Todd

Li ncol n) 그의 정지적 경쟁자인 윌리엉 슈어드(W illiam Sewa rd)와 새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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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Sa l mon P. Chase) 그를 살해한 존 윌크스 부스 (John Wilkes Boothl 의
공범인 데이비드 헤롤드(David H잉。ld) 스울세 샅인 그의 비서 존 헤이 (John

Hay) , 일리노이주 출신 연방하원의원 엘라이후 워시번 (Elihu B. Washburnel
동의 관정올 취사선택하고 용합하여 링컨에 대한 견해을 스스로 형성해야 한

다 r링컨」에서 특히 제이스와 헤이의 관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유는 그
틀이 일기를낭졌기 때문이다 ”
비달에 의하면 역사적 사건이나 인을올 해석할 때， 특히 역사적 인물의 싱

리적 용기룹 해석할 경우 작가는 역사가보다 자유롭지안 그것이 작가에게 실
제 사실에 대해 자유로올 수 있는 특권올 부여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시대

나 인울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정서를 포착하기 위해 광벙위하게
조사했으며 어휘와관용구얻아니라산운의운융도각시대에맞추어작풍마
다 다양하게 제시한다 ，"링컨」 에서도 비달은 역사적 기륙에 충실히 입각하여
허구적인 링컨의 초상을 창조한다 링컨에 관해서는 그가 냥긴 기 록과 볍융사
무소의 동업자였던 윌리엉 헌던 (Willîam Herndoru 의 자료 그리고 혜이와 셰
이스의 일기에 주로 의존했다 비당은 링컨융 비롯한 역사적 인울솥쉰슬 그들의
-면지， 저널， 신문기사， 일기， 기타 기록” 등응 종항생}여 -셰'è생-했으며， 링컨

이 앙살당할 때까지 열로 알려지지 않았던 헤필드의 경우에는 작가에게 부여된
특권올 행사하여 그를 '1'류계총의 인율로 만들었다 그는 역사적인 오류툴 최
소회하기 워하여 연구자을 고용하여 구제적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 분야의

권위자인 하버 드대 역사학자 데이비드 도널드 CDavid H. Do naldl에게 원고의

강수플 의뢰하기도 했다 비닿은 헤올드를 제외한 소설 속 주요인물의 연행이
-대제로- 실제와 일치하며 링컨을 제외한 다은 인율을과 관련왼 사실은 ‘이따
금6 연정했다고 밝힌다

‘

14. Vidal eL. al.. "Vid어 s l.i ncoln': An Exchangc'- New York Review of Books (1 8
August 19밍8): 66• 69
15. S잉a Ba ker and Cu rtis S. Gibson. Gαre Vidal: A C끼 ical Com앵 nion (W estport
Co nnecticut: Greenwood Press, If’9끼 66
16. Vidal , Lin∞ n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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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풍은 링컨이 대동령당선자로 워싱턴에 도착"는 1861년 2월부터 그가

암살당히는 1865 년 4 월까지를 다흔다 가공 어련 시절 링컨의 모습이 나오지
만 r링컨」은 그의 액악관 시절에 초정을 맞추어 대풍령으로서의 환동장을 집중

적으로 나룬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비달은 링컨이 저한 어려웅올 강조한다 그
의 주요한 정치정력은 연망 하원의원으로 한번 당선된 것과 연방 상원의원 선

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이 전부였으여 그는 전체 투표자의

40 며센트

지지

도 채 얻지 못한 소수 대홍령당선자였다 그의 당선에 반발하여 냥부의 7개 주
가 연방으로부터의 당퇴를 선언했고 복부와 남부의 경계에 있는 다른 주틀도
탈퇴을 위협하거나 당퇴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에게 우호적인 워시번초차 링컨
의 대홍령 당선을 -일올 수 없는 정치적 기적‘ ”으로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소
수 대용령이기 때문에 그는 조각(쇄1패시 여러 당따 출신융 기용하여 그의 내각
에는 그플 경멸히는 주지사 출신의 강력한 경쟁자인 슈어드와 제이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부인 메리는 두흥과 온전지 못한 정신으로 고흉을 겪
고 있었고 총총 여 상할 수 없는 행동올 했기 때운에 링컨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냥부에 둘러싸인 워싱턴은 서부 융신인 링컨에게 적대적인 장소였으므
로 그는 일리노이의 스프링휠드에서 워싱턴으로 오는 도중에 볼티모어에서의
압상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을 우회하여 두 정호원안 대동하고 은일하게
워싱턴에 도착혔다 이것은 그가 결국 앙삼당항 때까지 지속된 않은 앙살 시도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가정에서부터 그의 행정부 그리고 국가 전체의 상황
둥 어디플 보더라도 링컨에게 유리한 요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저협 상황
이 열악했기 때문에 대흉령이 되려는 야앙을 느꼈던 슈어드조차 자신이 아니

라 링컨이 이국의 16대 대용령으로 당선된 사실에 잠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
다

굉컨이 처한 상횡융 보여주연서 비달은 다%댄f 퉁장인울의 판정에서 대흉령

당선자인 영컨의 모숨을 제시한다 우선 워시번에 의하연 링컨은 농당과 유어
로 웃응을 이끌어내는데 째주가 있으며 연호사율의 이야기 경쟁에서도 늘 이겼

17, Vidal. Lincoln 8 (이하인용운온운애

연수얀 g 시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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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자신은 심각한 표정으로 알하연서도 다른 사람을올 애가 아풀 정도
호 웃기는 재능이 있다 갱중들에게 자연스럽고 협게 연설을 하는 스타일은 아

니지만‘ 서1 심하게 준비할 때에는 인상적인 연설을 한다 워시언은 슈어드에게
링컨이 ‘매우 복잡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랍" (131 이라고 알하연서 그를 얄잡아
보지 알라고 정고하기도 한다 또한 링컨올 허수아비 대용령으로 만들고 자신
이 국정을 장악하려는 의도율 가진 슈어드는 여러 자례 굉컨이 진성여부율 판
단하끼 어려운 딸로 은근히 안냐는 사랍틀의 페위를 잘 맞추는 재주‘ (251블 가
진 것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에릴핸드가 연방에서 탈퇴할 경우에

수도를 해리스버그나 멸라델피아로 옮겨야 할 것이라는 스훗(Winfîeld Scot t)
장군의 말에 링컨이 -우표정하게‘ 061 아무런 보k용도 보이지 않자 슈어 드는 불
안감올 갖기 시작한다 그는 링컨을 우-유부단한 인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링
컨이 단호한 연올 보일 때마다 깜싹 놀라여 그의 마음올 읽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다른 한연 헤이는 링컨이 걷 g로 보기와는 당리 늘 어릿속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다고 생킥4한다 대중의 의견융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포 유도하

는 데 전채척인 재능을 지니고 었으여 신비스러운 갱도로 설득력이 강하다고
느낀다 1860 1경 링컨이 이댈 로매트를 만나러 영링스 엑스터로 간다는 이 g흉

내세우며 동부로 갔지만 헤이는 그것이 치일한 계획 끝에 내린 정치적인 경정
이라고 결론올 내린다 반면에 제이스는 링컨이 -싱약하다 고 생각f하지안 동시
i

에 -놀라올 정도로 냉쟁하며 " "지극히 교황하다n 고 느낀다

(38-391

그올 i독주

를 아시고 입당애를 씹는 패거리등-과 잘 어올리여 놓당올 잘핸 서부출신이
라고 생각했지안， 그의 주위에는 그런 패거리가 없으며 그를 가장 잘 아는 워시
번같은 사랍들은 그플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올 알고 놀란다 그의 농당과 유머는 사랍들올 그에게 끌어들일 뿐만 아니
라 사랍틀과의 간격올 유지하끼 위한 수단처럽 보인다고 체이스는 느낀다 링
컨이 겉으로는 “소탈하게i 보이지만 속으로는 겨옹의 -오하이오 강처렁 차고

울투명한"(501 사람이란 것융 갑지한다 링컨이 쟁적들을 내각의 각료로 임용
하려는 것올 보고 링컨부인이 반대하가 링컨은 대용영이 되고 싶어 하는 경쟁
자을은 -자신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 μ21 우는 연이 더 낫다고 대당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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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과거에도 늘 결국은 링컨이 옳았다고 시인한다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탱컨의 재능과 더붙어 그의 정적들에게 갑단과 올안감
흩 안겨주는 것은 연방 수호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와 강철 같은 의지이다

취임하기 전부터 링컨은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언하여 스콧장군에게 전쟁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섬터 요새의 상힘 진전에 관해서 질운한다 스콧장군이
닝부연합의 대용령 "(25)이랴운 영칭을 시용하자 링컨은 단호하게 남부연합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아니 대풍령이라는 호칭을 시용하지 알라고 쏘아붙인다 링

컨은 취임 연설문융 슈어드와 검토하연서 그에게 연방의 -영구성-이 헌법에 영
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합의왼-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이 영원하다
는 정올 강조한다 또한 냥부의 주들이 연땅에 대 해서 그것이 우연히 결성 되 었
고 연방 가입도 그틀의 자의에 따랴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당연히 거기서 탈퇴
항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헌법에 -내재해- 있다고 밍는다는 지적에 대
해서 링컨은 그러한 -기본적- 사항은 현엄에 영문화되어 있지 않으연 인갱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슈어드는 링건의 어조에서 -전쟁의 테너 트렁옛 소리‘를
들으여 전쟁이 올가피할지도 모른다고 느끼며 링건의 크기플 깨닫고 불안해 한

다 (44) 냥부가 언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내전은 없고 자신은 미국을 보존
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서믿뇨응 할 것이여 냥부는 -평화- 와 -영화 가운데
하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링컨의 알을 듣고 슈어드는 그를 두려워하기 시
작한다 (45) 취엄연성에서 링컨은 이 부분율 삭제하고 보다 화해를 강조하는
수λH뼈함)용 택하여 남북은 적이 아니며 진구로서의 화합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 연설융 을운 섬너 (Charles Sumner)상원의원은 링건이 연방을 수호하기 위
해서라연 노예제를포합하여 모든 것을 냥부에 양보할준비가 되어있지안남부

는 유혈 전쟁 없이는 연방으로 동아오지 않올 것이라고 논영한다 그리고 령컨
이 선서할 때 현엉융 -수호한다-고 얄하는 순간 포대가 축포를 쏘기 시작하여
그것은 전투의 대포소리처 럽 을린다 혜이와 니촬라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고단언한다 (69)

연방 수호에 대한 링컨의 신엽은 종교적인 신앙과도 같다 링컨은 대통령으
로 취임하기 전에 슈어드에게 연방의 의이항 이렇게 띠력한다 -냐는 운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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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숙영을 일습니다 나는 이 연방올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운영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숙명입니다 " (J

believe in fate--and neçessity. I

believe in this Union. That is my fate , 1 suppose. An d my necessity
46) 그는 헌엄을 방을겠다는 대홍령의 맹세가 히능이 보기에 자신과 연방에
‘정홍 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여낀다 연방을 존속시키려는 링컨의 믿음은 마

음속 깊이 뿌리박힌 강박관념과 같아서 논리적이거나 헌법적인 근거플 들어 반
박항 수도 없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대기를 지불하더라도 연방올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즉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예제도흘 유지할 훨요가 있으연 노예
제도블 보호할 것이며 전쟁이 필요하다연 전쟁올 수행할 것이다
연방에 대한 링건의 집착에 대해서 비달은 그리 공감하지 않는 입장이다 오
히려 비달은 헤이의 발언올 흥해 「납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해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었다‘는 정올 부각시킴으로써 (656) 냥북전쟁

의 발방책임이 링컨에게 있다는정쏟시사한다 링컨은냥부가언저 성터 요새
올 공격하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했고 냥부의 공격융 애우 유감스럽게 여졌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전쟁올 수챙하논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식하고 피비연내나는 전쟁올 수행했다 남부의 입장에서 보연 성티
요새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있었올 젓이나 낭부 특유의 자기애와 낭만적인 기

사도 전용‘ 패애하지 않는다는 믿응 등으로 딸이앙아 연방 당퇴를 경정하게 되
었을 것이다 이 냥부가 이런 식으로 안웅하리라고 예'.r하끄 링컨이 모헝올 감행

했지만 이러한 위협한 도박이 가능했던 이연에는 령컨이 냥부에게 양보할거라

고 생각하연서 입을 다울었던 슈어드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러
나 그의 주위 사랍틀은 링컨이 얼마나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인을인지를 정차

깨알게 된다 비닿은 령컨의 1838 년 연설어 서 그가 대용령이 된 이후의 결정과
행통올 설명항 수 있는 실마리틀 찾는다 스티은 더글러스 (Stephen Do 니 glas)
는 남북전쟁이 시작된 후 백악관으로 링컨올 찾아가 그가 이싱대 후반에 청년

‘

18. Owen Du dley Ed wards: "F iction as History: 0 0 an Ea rl lr
64:1 (Janußrγ 1985) 뼈

pres띠ent En∞ 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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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을 상기시킨다 더글러스는 그 연성에서 링컨이 알핵
산더 대왕과 시저

나플러1용 퉁올 언급한 후 미국의 -창시자들이 모든 영팡올

독정하고 후대 사랑들은 관리 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i 는 접올 지적하고 그러

한 역할에 - 샤자의 가족 이나 독수리의 종쪽‘ M(the family of Lhe lion ‘ 。r

the tri be of the eagle)으호 태어난 거인은 만족할 수 없다고 강죠한 사실올
링컨에게 환기시킨다 (11 1) 링컨은 무g갱하게 아무런 반웅올 보이지 않는다
비달에 의하연 미국 역샤에서 남북전쟁이 갖는 의미는 그리스인들에게 트로이
전쟁이 갖는 의이와 다르지 않고 링컨이 미국인틀에게 갖는 의미는 교환한 올
리시즈가 그리스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같다 남북전쟁을 용해 형건은 자신올

새로이 창조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올 재장조했다

”

링컨의 야망이 연방X 상주의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암시는 냥욱전쟁
이 윤가며한 전쟁이 아니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수십만 영의 희생자를 피할 수
도 있었응올 시사한다 r링컨」은 -연방의 구세주，"(Savior of the Union). ~정
직한 에이므

-민중의 대연자H (Man

of the people) ,

~.위대한 해방자."CGreat

Emancip없이) 동 링컨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 특히 성인과 같은 이미지플
타파하고 그을 인간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

우선 링컨은 거용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중요한 연설올 항 때마다 손을 엘여 장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그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갈‘ (he seldom moved his

bowels more than once a week 9) 정도로 지독한 연비로 고생하여 이 때문
에 방구 냉새가 지옥했고 설사제를 한 갱련씩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전

연두에 걸렸으며 또한 헌던의 입옹 풍해 암시 '0듯이 젊은 시절에 애옥에 걸렸
을 가운r성도 있었다 비닿은 링컨에 관한 에세이에서 링컨이 젊은 시절 애옥에
걸렸고 그 결과 그의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쭉었으며 그의 아내가 정신이상을
일으컸올지 모른다고 의운융 제기한 적이 있었지안" ，링컨」에서는 이 분제흘

19. Vidal and Woo:xl wa띠 "Gore Victar s
of Boo ks 35:7 (A p께 28, 1988): 58

'Lin∞ hl?:

An Exchange: New York Re view

20 명건의선격회애완얘서는 Peterson. Un∞ln in American Memory 26-35
21. Vidal , rirst Note on Abraham Li nc 이 n . Unjt~엉 S!81es 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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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a 또한 장남인 로어트와 소원했다는 정융 앙시함
으로써 。}을로부터 존정과 사랑올 받는 자애홉고 엉칙한 아어지라는 이이지를

타파한다 그리고 링컨이 종종 하나닝을 거론하지만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
음을앙시하기도한다
비당은 링컨이 정직합과 민주주의의 상정으로 여걱지 는 가지와상반되는 행
동올 서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 소설속의 링컨은 스스로도 수치스럽게 여

기는 여러 정지적 흥정옹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녕이나 원칙과 상반되더라

도 연의와 정치적 이익올 위한 정치적 게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가 노예제를
혐오었지만 노예제가 정치척인 쟁점임융 챙저히 인식하고 당선과 재선올 위해

노예제을 이용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전시 대용형의 권한올 냥용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독재자의 연모를 보여춘다 그는 영장올 심사하거나 발부하지 않고 무
기한 신운사의 연집인를올 갑긍하거나 감긍한다 특히 링건이 부인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사태블 피하기 위해서 슈어드는 대봉령의 권위융
빌어 제포와 우기한 구금으로 관련된 사람틀을 위협한다 또한 지원영이 부족
하자 정명제흩 도입하며 상빽용옹 냥부하연 징영을 연항 수 있도록 5-처한다

이 금액은 보흉 근로자의 일 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거금이 었으므로 가난한 사
람들은 징병될 수밖에 없었다 1863년의 이 정영엉으로 인해 뉴용어 서는 백 명

이 녕는 시민들이 사망하는 격혈한 욕풍이 발생한다
또한 령건은 정치적 계산과 책략에 뛰어냐 늘 그의 갱잭을의 혀를 찌르고 결
국에는 그들올 압도한다 그는 사이언 개머론

Simon

Ca meron) 이 타락한 정

치인이지만 대홍령 후보 지명과정에서 엽은 정치적인 부채와 펜실베이니아에

서의 그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그을 전쟁장관a로 입영한다 그리고 조지 애클
헬헌 (George

McC lellan)

정샌이 포토액 군단 사령관으로서 전투 수행에 문제

가 않았지만 그의 대중적 인기를 고려하여 1862년 의회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22

링건의 얘옥 강영 여우용 r링 ξL애서 전연얘 우각시키지 않고 슐에 취한 헌언의 앙언융 용해

간정책으로 간당하게 취당@는 것애 판해 애드워즈는 강싼 션갱주의애 아지지 않응 비당의
작가호셔의 -샤기정재- 톨농이 영가한다 Ed wards. '"F iction 잉 History"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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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해임시키지 않는다 슈어드와 체이스 모두 링컨이 단임 대홍령 S로 끝나리
라고 예상하면서 차기 대통영이 되려는 야망올 지니고 있었고 령건의 임기 중

에는 서부의 풋내기가 제대로 정권용 장악하지 옷할 터이으로 각자 자신들이
정부블 실제로 장악하리라고 예상했다 슈어드는 일찌강치 링컨의 놓력을 깨닫

고 그를 존경하게 되며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대풍령올 융기로 작정한다 제
이스는 지속적으로 링컨에 대항하여 솥잭올 쓰지만 애변 그에게 당하고 정치적
수모를 겪는다 1864 년 대봉령선거에서 제이스가 민주당후보블 지원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고 병컨은 제이스의 친구들에게 그흉 대엉원장으로 고려하고 있
다고 앙시한다 그 당시 대영원장인 로저 테이니(Rodger

B. Taney)가 팔십쟁

세의 고령으로 초만간 사임할 것을 엽두에 둔 회유책이었다 결국 제이스는 굉

건올 지원하는 선거유세를 하게 되고 선거가 끝난 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노예해방령융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링건의 정치적 책략이 돋보인다 그는
남부연합에 속한 주에서안 노예를 해방시키고 연방에 남아 있는 주을은 해방령

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냥부연합에 속한 주들 기운데 연망이 향才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의회에서 연방주의자들의 요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예제륭 허 용한
다 또한 링컨은 해방된 노예음 미국 바깡으로 이주시켜 정착시걸 계획올 세웠

고 여러 가지 우악한 시도툴 하기도 한다 영컨은 1864 년 초반까지도 이러한
생걱올 지니고 있었다 그가 왜 혹인과 액인이 공존항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헤이는 노예제가 노예틀뿐안 아니라 노예쇼유주에 대해서도 -야만적인

결과-을 낳기 때문에 랭건이 노예제를 진정으로 중오하지안 혹인이 액인보다
열동하다는 링건의 믿음에는 -혼들컴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356) 또한 오웬
에드워즈가 지적하뭇이 소설의 초반부에서 워시엔이 혹인 마부에게 인종차별

주의적이고 경멸적인 언사플 구사하는 것은 혹인파 혹인이주에 판한 링컨의 시
각윤 밝혀준다 워시언이 일리노이주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이 며 공화당이 반노
예제도에 기안을 두고 있지안 서부의 안노예제도 정서는 혹인에 대한 혐오와

명흔했다는 점을 상기한다연 일리노이주에서의 정헝으로 형성되었올 팽컨의
혹인과 노예제에 대한 관녕이 워시언의 입장파 크게 다흐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순 있다 따라서 워시언의 경열적인 언사는 흥인에 대한 링건의 생각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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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유용한배정으로 조심스럽게 소설의 첫 부분에 퉁장하는 것이다 @

「링컨」 에서 비달은 링컨과 다ot한 관계플 맺고 있던 여러 인물들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신격화된 링컨을 인간화시킨다 그러나 역설적이제도 그것은 링

컨을 왜소하게 안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한다 슈어드는 링컨의
정치적인 천재성올 깨닫는다 전쟁 발발 후 사랍들은 크롭웰과 같은 강력한 옥
재자나 군주가 펼요하다고 외쳤지만 정작 액악관에 -일연단심의 독재자

(single-minded dictator)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옷했다 링컨의 천재성은 바
로 -절대적 톡채자?로 행동하연서도 주위 사랍들로 하여긍 놓당이나 장하는 소

심하고 정손한 시콜연호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게 만든 데 있다여 59) 슈어드

가 처음에는 링건을 과소명가했던 인울이기 때문에 링컨에 대한 그의 변화왼
명가는 설득력을 더한다 링컨의 벼서로 4 년 퉁안 백악관에서 그블 가까이 지

켜보았던 헤이는 링컨올 워싱턴보다 더 우위에 놓는다 혜이의 판단에 따르연

링컨은 워싱턴보다 영샌 어려운 연망이 분리윌 가능성이 농은 상황에서 연방
올 보존하기 위해 한 인간이 강당하기 거의 불가능한 책임을 떠맙고 전예 없이

창혹한 전쟁올 숭리로 이끌었으며 그 결과 미국을 그의 a이미지@대로 (656) 완
전히 새로운 국가로 창조해냈다 i 이야한 정에서 헤이는 전쟁을 용해 욕일을
국민국가로 홍합한 비스마르크와 링컨이 유사하다는 견해에 동의하며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올 것이라는 점올 깨닫는다 링컨은 새로운 나
라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행했던 -위대하고 끔찍한 일-에 대한 일종의

‘속죄「로서 신비롭게도 자신의 축응올 예견하고 옥숭올 바친다 (657) 결국 비

알은 링건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기록한다 을릉이 지적한 대로 링컨은 미국 정
치사의 비극융 제공하며 그 충싱에 -진정한 비극적 영용‘인 링컨이 있다 @ 그

23. Ed wllrds , "'fïction 8s History" 37
24 이허안 에이의 명가는 링컨이 정치핵

정쟁지벼융 내각얘 요두 포앙시키고 앙엉한 갱치객 수

완융 양휘하여 강인 한 정신력과 유연한 강갱 용티H능 야싱 등 힐휘하여 앵갱우용 원<H능 앵

향으효 이 g고 나가연서 흩영의 위기용 극혹한 위대한 인용이리는 역사가 도리스 굿왼

(I)J ris K. Gα><Iwi이의 명가와 다르지 않다 Do끼 s

K GoOO win

ηeam

of Riv81ι

Po/i ticaJ Ge nius of Abraham μn∞ In 이 ew York: Simon & &hu‘t.e r. 200:히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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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선택한 일을 완정지어야 하며 완절되는 순간 -자신이 끝난다-는 사
실올 인식하고 있었다 (569) 비극적 영용은 회며할 수 없는 선택과 억누를 수
없는 야땅과 강청 같은 의지의 결과 자신의 삶의 정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링
컨의 죽응이 볼가피한 종알이라논 비극적 의띠는 그가 자신의 삶의 정점에서

암살당한다는 사실올 독자가 알기 때문에 강화된다 @
굉컨에 의혜 새롭게 탄생한 풍합된 미국에 대한 비달의 시각은 링컨에 관한
복잡한 시각과 대죠적으로 분영하다 비달은 1803년 루이지 애나 구입이후 미

국이 지속적으로 제국의 길올 걸어왔고 특히 184 6년의 액시 E 전쟁에서 제긋
의 개념이 미국 정치의 핵싱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 이런 관정에서

그는 r영속적인 명화를 위한 r영속적인 전쟁 Perpetual War fo r Perpetual
PeaceJ(2002) 에서 에1틀 린 공수Cl948-49)로부터 묘소보λ{ 태 (1999)에 이르기
까지 이국의 군사적 개입옹 열거하연서-이 달의 적 클협 W(enemy of t h e

month c1 ub)융 만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a 매달 선제공격을 할 -우시무시한
적- 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풍자라고 항 수 있겠지안 이싱 페

이지에 향버 군사적 개입의 사예는 미국의 제국적 연모를 보여주는 중거라고
하겠다 하지안 비당은 r링컨」에서 자신의 -연향된- 성향에도 융구하고 자기
견해를 강요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각- 에서 링컨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으며

결론은 흑자들에게 맡겼다는 접올 강초한다 . .링컨」은 링컨에 의해 새롭게 탄
생한 미국이 제국의 형태로 퇴행하는 지난 120 년간의 역사에 대한 만 7f"(1!t
%라고항수있다 g

25. Bl∞m _"The Ce ntra! Man. 6
26. Ba ker and Gibson. Go앤 VidllJ92
27. Ri chard Lacayo. ïen Questions for Gore Vida l, 끼 me (November 12 , 2α)61
28. V띠 al ， PerpelulJ l lVar for Perpew aJ Peace: How We G이 to Be 50 H8f ed (New
York 깨 under"s MOUl h Press. 200잉 22-41
29. Vidal , "Gore Vidal: Li ncoJn ‘ The Amerιßn Poetry Review 21:5 (Se ptember
。이。 ber 199잉

%

30. Bloom. ïhe Ce ntral

~taκ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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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령컨은 1858 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인주당의 더글러스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 해 공화당의 대봉형 예비선거에 나가게 된다 예
비선거에서 자신올 알리기 위해 작성한 자전적 스케치에서 그는 오십년에 걸친
자신의 삶올 네 단락으로 요약했다 보잘것없는 가족의 내력， 혐오스렵게도 가

혹했던 농장일로 정청된 어린 시절 인디언 전쟁의 인명대 주 하원의원 변호
사 그리고 연방하원의원으로서의 소박한 성공이 전부였다 링컨은 더 이상 씀
것이 없다고 연영하듯이 덧붙였다 m 그러나 그가 사땅한지 액년도 지나지 않아
그에 관해 서 충딴왼 책과 쟁을릿올 수혹한 관련운현 옥록은 전 메이지가 넘었
으여 그에 관한 책은 그 어느 미국인보다도 많이 출판되었다 잉 그렁에도 불구

하고 비달이 보기에 링컨에 대한 만촉스려운 역사나 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국가 신화의 전운적인 파수문‘틀이 국가의 신생한 인울로서 링컨올 노예
예지론자로 둔갑시카고 -국인의 국민에 의한 국민올 위한‘ 민주주의자로 변
형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정년을 보장받응 판료를‘과 ‘링컨 성직
자플’을 괴룡힐 엘인 출 얄연서도 -성인전‘(뿜Af~)을 대쩨합 원전에 가까운
r형킨융 총간었다고 싱영한다 ”

비달이 예상했던 대로 역사기들의 안용은 비우호적이었다 우드워드가 권위
있는 링컨전문가라고 지칭한 바슬러는 r링컨」 이 비달의 역사소설 가운데 -최
"l"이며 ‘가장날조된작용‘이라고 비난한다 μ 비달은인간성에 대해 냉소적이
며 삶올 묘사항에 있어서 용자적이다 바슬러는 이 작용의 절반 이상이 소설 속
의 이야기처럽 열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연서‘ 예컨대 시인 휘트언이 제이스

틀 안나 일자리를 요갱하는 장면은 조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스E툴핸드 던
디의 영사직에 관성이 있었던 인울은 스미스목사CRe verend Smith)가 아니라

31. John 1. Simon & Har。떠 Holzer. Th e Lin∞ ]n Fonun: Rediscoverinf( Abrahl.l m
Uncoln (N ew York: F'ordham Universi y Press. 200잉 "
32. Jay Monaghan , Linα)1n Bib1iography , 1839-1939 (8pringfie ld: JIl inois Stale
Histori ca1 Li brary. 1943-1945)
33. VidaL "Go re Vidal: Un에 n" 25
34. Basler. 1..i ncoln and American Writers"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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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들 휴 (Hugh) 였고 영컨부인이 신경영증세흘 보이기는 했지만 정신이상
은 아니었다 바슬러는 나어지 2S 퍼센트의 사건을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비
달이 서송한 방식으혹는 결E 발생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바슬러에게 가장

비도덕적이고 불안스럽게 보이는 점은 비달이 역사적인 사싣파 인물에 대해서
거안하게 냉소적이고 가꿈은 악의에 차서 묘사-한다는 것이었다 가영 혜이가
링컨부인에게 -소년져렁 해맑게 미소툴 짓다‘가 나중에 그어를 -지옥팽。1"
(H마\caü 라고 부트는 것흉 바슬러는 용납할 수 없었다 헤이가 매응골융 정기

적으로 찾아간다든지 헤이의 계략에 빠진 현던이 술이 취해서 링컨의 젊은 시

정에 판한 비밀올 털어놓으연서 령건이 매독에 켈혔다고 진슐하논 장연도 바슬
러는 용서항 수 없었다 나머지 2S 퍼샌트에 대해서는 역사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비달이 사건의 순서를 뒤바꾸던지 아니연 게티스버그 연설
에 관한묘사에서 볼수 있듯이 극적인 효과릎 위해 사실을윤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구리처럽 채이있게 강겨진 왼쪽 눈

....새퉁지를

닮은‘ 틱수영 풍과 같

은 R사로 링건의 외모블 회화화하고 령건이 거의 모든 사랍들과 교요하고 교
vf하게 거래했고 더욱이 혹인의 열퉁함을 일었다고 암시한다는 것이다 바슬러
는 비당의 원고를 강수하연서 도널드가 엉마만한 인내싱과 수고를 듭였을지 짐
작할 수 있으여 도널드가 수정한 이후에 이 정도라연 그 이전에는 어떠했응지
집작할 수 있다고 비닿용 죠롱한다
커련트는 r링컨LO] 윌리엉 스타이런 (Wllliam Styron)의 r내트 터너의 고액J
(ηle Conf겉'ssiOllS of N8t Tu rner， 이나 얄핵스 헤일리(Alex Haley) 의 r뿌리J
(Roots)보다 역사적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으여 링전용 다룬 과거의 어
떤 작가보다도 비달이 링컨과 링컨의 시대에 판해 연구를 않이 했다는 사실올
인갱한다 i 하지안 그는 이 작풍이 텔레비전의 미니시리즈에나 적합할 것이라

고 비온다 r멍컨」은 비달아 직정 구성한 부분과 다른 작가로부터 가져온 부분

들의 -잡탕’이어서 않은 경우 링컨이 제시하는 설영이 그가 독창적으로 고안

한 것인지 잘뭇 해석한 것인지 아니연 단순한 실수인지휠 알 수 없다고 지적

35. Current. Tiction as History"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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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커런트에 의하연 성너는 1각대기‘ (stick) 가 아니라 -지팡이 ~(cane) 의 공

격을 받았으며

링컨이 일주일에 한 변 화장싱에 갔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없

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을에 덧융여 r링컨」 의 심각한 오류는 링컨이 정제에 운

외한이여 헌법을 무시하고 혹인을의 권리에 관심이 없었다고 왜곡하는 점이
다 커런트에 의하연 헌딘의 언급을 지나지게 신뢰하여 링컨이 매옥에 걸렸다

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기술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다 역사가나 전기 작가는
객관성과 업진성올 옥요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증거을 제시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인습임에도 융구하고 그에
대한 우지블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셜은 링컨에 대한 충실한 역사라고
주장항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설의 인물과 실제 인뭉에 어떠한 유사성 이 라도
있다연 그것은 순전히 우연일 뿐이라고 서분에서 밝히는 것이 온당했율 것이
다 커런트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흰상올 구별 없이 혼합하는 경향이 심화되
는 가운데 -우리 역사가들- 중에도 일부안 이러한 경향에 추목하고 비판하는
현실융 개탄한다 커런트는 -역사소설 " (hisωrical fïction)과 -허구적 역사‘

(fictional history)를 구영하연서， 역사소설은 역사적인 사건올 배경으로 가상
적인 인을과 사건용 제시하는 반연 혀구혀 역사는 싱제 인을파 사건윷 다루는

것처럼 *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가공t애 과거를 다시 기슐하는 것으로
r링컨」은 영백히 허구적 역사에 속한다 λ 질상 비달은 링컨에 관한 어떤 역사

학자보다도 자신이 더 나은 역사가라고 주장하며

r링컨J 응 링컨에 관한 최고

의 책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t;H긍 도널드를 제외하고는 링컨에 관한 최고 전

문가인 스티븐 오우츠(Stephen B. Oates)릅 포함하여 다른 링컨 학책을올 무
시한다고분개한다
커런트와 마찬가지로 우드워드도 역사소설과 허구적 역사등 구분하고， 허구
적인 인풀이나 사건을 진정한 역사적 애정에 두는 역사소설의 모엉으로 「전쟁
과 명화j 나 r바랑과 항께 사라지다J을 든다 역사소설과 달리 허구적 역시에서

는 사성과 허구가 뒤섞이고 혼동된다 울론 역 사가도 요류플 엉'Ii= 정우가 있
으나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i;~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가로서의 소영을 애신하는 행위이다 우드워드는 다양한 이유로 허구

고어 이당의 r링컨J 과포스트오더니응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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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사가 역사책보다 연생 많은 옥자를 확보δ}는 현실을 안타강게 생각한
다 허구적인인뭉에관해작가가전지적관정에서그심리등읽어내는것은작
가의 -특권- 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안 실제 인울 특히 잘 알려진 역사적

인 인울에 대해서 이러한 특권올 행사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한다 우드워드는
허구적 역사저엄 사실과 허구를 지속적으로 영치시키고 덤섞는 것은 역사가틀
에게 -오한과 발열-올 일으킨다고 얄한다 l
또 다른 역사학자 돈 에펀바허 (Oon E. Fehrenbach e r)도 이 작용이 허구적
인 역사이며 따라서 문학적인 "1 억뿐 아니라 역사적인 정확성이 이 작용의 영
가에 충요한 기춘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r링컨」에 혼합왼 사실과 허구는 분
리하기 어려올 정도이고 사실의 -오류-와 의싱스러운 해석 그리고 자료의 신

빙성 문제 때문에 링컨에 관한 전기로서 -유혹척이지만 신뢰항 수 없으여 - 일
반 독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혼란만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블품이
나 오우츠처럼 뛰어난 문학비형가나 작가가 이 소성올 농이 명가"Õ~는 것도 비

달의 오류를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이 소설에서 더글러스가 링건의 야망에 관
해 지적한것으로 되어 있는 언급은시쉴 링컨이 1838 년에 행한연설문에서 나
오는 내용이었다

1858 년 선거에서 랙캔은 항도적으로‘ (decisively) 패애한

것이 아니라 -근소한차이 로

(narrowly) 패했으며 비달은재머슨통상의 위치

를 잘옷 알고 있었다 또한 에런바허는 「냥부블 본 적이 있습냐깨끼 (Have you

ever seen the Sou t h?) 라는 슈어드의 질문에 링컨이 -뉴 을리언ξ에 간 적이
있었소 "(I was in New Orleans once ，)라고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 갔었
다고 지적한다 역사학자로서는 드잘게 에런바허는 비달이 다%얘t 둥장인울의
시정에서 링컨올 관창하고 그 의 마음속에 직접 틀어가지 않으여 링컨올 -수수

게끼와 같은 인물-로 제시 δ변 기엉용 사용하고 있응을 인식하지안 이러한 기
법이 주연 인울들과의 관계플 풍해서 링건의 리더싱올 묘사하는 데는 효과적이
지만 링건의 인격올 분석하는 데에 는 효과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t 더욱이

36. Woodω a rd ， "G lidi ng Uncoln"s Li ly" 잉 26
37 , Don B. Feh renbache r. -Vida!" s Lincol n." in The His lO rÎan 's Li ncoln
P>eoo 이'Jistory， Psychoh잉 0σ and Hisfαry. 00. Ga∞r S, &J ritt (Urbana

218

정상춘

이러한 서울전략올 용해서 비달이 동장인울의 생각에 관해 어떠한 오류블 범하

고 나서도 책잉올 지지 않을 수 있나는 정을 그는 지적한다 i
" 1 달은 나보E프(Vl adimir Novokov)을 인용하연서 그의 예숭에 판해 비판
<1'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판자의 문제이므로 관심올 두지 않지안 그의

연구 결과흘 공격하는 정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웅하지 않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휘트언과 제이스의 만냥이 체이스를 실제에 가깝게 형상화하기 위한 초작
이었다는 정은 인정하지만 바슬라의 다른 비판들은 오옥과 오해에 따른 사소
한 지적에 불과하다는 정을 역사가들의 연구를 근거로 들어서 반박한다 특히

해방왼 혹인들올 해외 식민지에 정착시킨다는 견해는 바슐라 자신이 1935 년

r링컨의 천성 J (TI꺼 e Li ncoln μ1gen 이에서 밝힌 견해와 동일하다는 정을 상기
시킨다 반연에 커런트의 주장은 대제로 사소하거나 무의미하여 자기 주장에
집착한 나머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를 구멸하지 못하고 종종 입중항
수 없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쓴 결과라고 비판한다 비달은 막대기와 화장실 가
는 회수 풍 사소한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중요한 쟁정인 링건의 경제에

판한 지식， 헌법 무시 해방왼 노예의 식인 이주 둥에 판혜 역사적 근거흘 제시
하며 반벅앤다 부엇보다도 흑인 식인지 문제에 판해서는 "1슐러의 정우와 마
찬가지로 커런트의 1958 년 저서 rot.무도 모르는 링컨 J (The

Lincoln Nobody

Kn o ‘vs) 에 비달 자신의 견해와 유사한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비달
은 바슐라와 커런트의 이러한 자기수정은 시대의 지적 정치적 기상도가 변화
합 때마다 자신의 입장올 바꾸는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들의 특정이며 연구에

올두하여 자신과 같은 비전문가들에게 지쩍인 도웅을 주는 「싹".Áf 와 달리 그들
은 "<1랑쥐 같은 학자들M(scholar→ squîrrels)이라고 용자한다 a
우드워드의 비판에 대해서 비닿은 우드워드가 령건이나 냥북전쟁에 관해서

Univeπ ty 이 Il Hnois Pr ess. 1988) 387- 91
38. Fehrenbacher. "Co mmunîcations: Th e Ameriæn Histo끼 CaJ Review 96:1 (Februarγ
199 I) 326
39. Vidal and W∞<l ward . "Gore 、 da l' s l.incoln' 7' 56-58. V띠al e t. 01.. 'Vidars
1.inc이n‘ "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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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한 바가 없는 역사가라는 정용 지적하고 바슬라와 커런트의 근거 없는

주장안 안복할 뿐 아무런 근거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가 r링컨」
을 읽지 않은 것 같다고 추측한다 @ 비달은 이 납부 출신 역사가가 수십 년전에
혹인이 인간이라는 뉴턴과 같은 발견을 한 공로로 정년을 보장받고 명예를 얻
었으며 역사가로서의 자신의 영역올 징엄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 g적인 대학

관료라고 조흉한다 ‘ 1 비달은 에헌바허가 지적하는 오류나 운학적 창작은 사소
한 문제에 관해 서툴게 꽤연 올 늘어놓은 것이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안믿L하고 선생티흉 내는 비판자등의 혹징은 이 작풍융 읽
지 않았거나 아니연 옥장한 책올 읽올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온다 그리고 바
보라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은 쉽게 흉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사실융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달은 r링전J 의 가장 중요한 에시
지 가운데 하나는 냥부 주틀의 탈퇴에 대한 링컨의 ‘정혈적·‘ (blood-a nd

iron) 반응이 끽r한 것이었고 그 결과 링건의 비극과 미국의 비극이 시작되었
다는 것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단적인 엽장을 대학의 -자기 영역 수호자들

(turf-de fende rs)이 대변하지 옷한다고 주장한다 ι

비날은 r링컨J 에서 웅장인웅의 언행이 대체로 실제와 일지하여 자신。 I .이
따금- 사건을 변화시켰다고 밝히지만 비달의 발언에서 -대제로-외1 .이따긍-이

정확히}게 어느 정도인지플 앙 수 없다는 역사가들의 지적은 정적으로 정냥하
다 그러나 링컨 전문가와 권위자들이 r링컨」에서 발견한 사싣적 요류는 그 양
이나 질에 있어서 비당이 주장하듯이 대제로 사소하거나 입충 올가능하다는 점

올 고려하연 일반 독자들이 이 작용의 사실적 오류로 인해 오도월 가능성은 역
사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농아 보이지 않는다 r링컨」에 대한 역 λ17，.들의 부정

적인 명가는 비달이 제시하는 링컨의 우상 타파적 묘사에서 연유한 바가 커 보

40. Vidal af띠

W∞dι잉 rd， "Go re

Vida J's

υn ∞.In'

T 56-58

에당의 안악애 대해 우드써트

는 자신의 서형은 월리엉 사파이어 (Wil1 iam Sa fire)의 r자유'J (Freedoni!얘 판한 것이었으여
그 가용애 r영&에 판해 장'i! 언급한 대 암과하다끄 앙히고 역사가 -우리 얘 대안 비앙의

용격얘대왜 '1는링컨션은가인 "1슐라와커언트가뻗f항책잉이 %다고논란애서용융!다

4 1. VidaJ. ïhe Ag reed-upon Facts‘ 140
42 , Vidal. 'Co mmunications"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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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하지만 커런트나 우드워드와 같은 주류 역사학자들의 반용과 달리 비달
이 수용한 링건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전혀 새로

운 것이 아니다 캉 샌드어그<Ca r] 잃 ndbur빙가 r아브라함 링컨」 에서 낭만적
으로 신화화한 령건의 초상과는 다른 모습이 여러 역사가들에 의해 제시되었
다 도널드가 r링컨에 관한 재고

Li ncoln Reconside red J (956)에서 링컨시대

의 기본적 쟁정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갱한 이후” 축척된 연구 결괴|흘 토대

로 토머스

J

딜로렌조 CThomas

J.

Dilorenzo)는 링컨을 -위대한 중앙집권자

(Great Centralizer) 라고 영영하고 미국의 모든 대홍령을 가운데 가장 두드러
진 국가주의의 상징이라고 지척한다 딜로렌조에 의하연 링컨은 연방정부제틀
따괴했다 헌법 및 건국 시조들의 기본 갱신은 미국건국의 기초가 되는 모든 서

류에서 충앙정부의 권력 냥용에 개영 주들이 대웅할 수 있는 유일한，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연방 탈퇴권올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방탕퇴가 반역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했냐 남북전쟁에서 전투와 판련된 사앙자의 숫자가 약 육심
이 만 명이었고 그 당시 인구가 약 삼천안 영이었으므로， 오늘날의 인구로 환산
하연 오백만 영 이상이 사앙한 셈이다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다른 국가에서 모
두 영화로옹 방식

o로

노예릉 해방했다는 사싣훌 고려하연 이것은 지나치게 비

싼 대가이다 노여 제도의 예지가 굉건의 전쟁목표가 아니었으며 령건은 인종간
의 영둥을 얻지도 않았다는 점융 고려하연 더욱 그렇다 또한 령컨은 -독재자
로서의 연모를 유감없이 과시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군사적 행똥을 시작혔고

영장을 보류했으며 그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천 영의 북부 시민틀융
재판 없이 투욕하고‘ 오든 전신 홍신올 검열하고 비우호적인 신운사의 연집인
들용 투옹했다 결론적으로 반대파을 앙도객인 군사력으로 제압한 그가 낭긴

유산은 냥부의 인중관계를 악화시키고 영원의 인디언을 도륙하여 군산복합제
률탄생시킨것이었다 틸로렌조는무력으로냥부의주들융연방에잔류시킴으
로써 연방용 구한다는 링건의 신조는 실은 개영 주등의 -자옐적인 연합”으로

43. Oavid H. Donald “n∞.In Reconsidered:
A1 fred A. Knop f. 1956) i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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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연방 개녕을 파괴했고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 께국올
추구녕F는 기구로 연형되었다고 강조한다

4

역사적 사실의 오류나 역사의 왜곡은 그것윤 바라보는 사랍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며 역사7벌이 자신이 원하는 비전에 따라 역사소설올 명가한다는 사실
은 「링컨」과 유사한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스타이련의 r내트 터너의 고
액J 에 대한 반옹에서도 분영하게 드러난다 1831 년 버지니아어 서 발생한 노예

반란과 그 보완의 우두머리인 터너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이 작용에서 스타이
련은 터너와 그가 살던 시대툴 -재창조-하기 위하여 펠려진 사실‘올 근거로
알려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역사의 경계 안-에서 -상상력올 최

대한 짜닮게 발휘「하여 사건올 -재구성”했다고 밝힌다 스타이런으로서는 유

갑스럽게도 허버트 압테커 CHerbert Apthekerl 는 스타이련이 역사적 현실을
싱각하게 왜콕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스타이런이 역사적 사료에 의혜 전혀 입

중되지 않은 사쉰임에도 물구하고 올리치 영링스(Ul rich B. Phillips)와 스탠
리 엘킨스 (Stanley Elkins)가 제시한 노예제도의 모습을 수용했다고 공격한
다 ι 헨리 트레이글 (Henry

1.

Tra밍e)도 스타이 련이 ‘갈려진 사실-의 않은 부

분용 왜곡앤다고 지적하며 씨 러로운 에예드(Lerone

Be nnett. J r.)는 스타이런

이 터너를 꺼세-하기 위하여 사신의 전엉견-에 따라 실제 터너와는 정반대의
인을옴 창죠해내었다고 주장한다 ” 스타이런의 소섣이 역사적 사실올 왜곡했
다는 역사가들의 주장과 달러 우드워드는 이 작용이 -우리 문학에서 노예제도
용 가장 심요하게 허구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사건을쁨만 아니라 그 사건이

44. Thomas J. Dilorenzo. Th e ReaJ μ"∞ n: A New Lι。k 81 Abraham 니noo/ll. His
Agends. and an Unnecessa π \VlI r (New York : Th ree Rivers Press. 200잉 1-9
291-92, 304
45. Herbert Aptheker , "A Note on the His\ory: in Willillm Styrons 까le Confessions
。f Nat Turne r. ed Mel씨n J. Friedman and hving 111에 in (B잉 mont. Ca1 ifomia
Wadswonh Pu blishing Co.. 1970) 89-92
46. Henry !. Tragle. Th e So uth8mptoll Slave Revolt of 1831: A α mpi/a !io/l of So uπe
Mateη'81 (A 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 1)없@
47. Le rone Be nnett. Jr .. "N ai s La st Wl끼te Man: in Wij ilm $tyron's Nat Tu mer
Ten Black IVriters Respond. ed. John Henrik 디 arke (Bos ton : Bea con Pres 1968)
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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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났던 -시대와 강소용 초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역사올 충실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영가한다 @ 존화이트 (John Wh ite)역시 r내트 터너의 고액」에서 냥부

을 잘 알고 있는 작가가 갱부 노예제도를 포팔적으로 종함-하고 았으여 노예
와 노예소유주와의 관계에 대한 스타이 련의 서숨은 -일차사료‘에서 입증될 수
있다고주장한다 a

「링컨」에서 비당과 역사가를의 핵심적인 쟁정은 결국 띠터슨이 지적한 대 로
역사소설의 장르 속에서 작가가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특권올 발휘할 수 있는
가 하는 데 있다 g 그리고 r링컨J 의 서출방식이 비당의 주장처럼 역사소설의
인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접이다 커런트는 스타이련이 소설의 제목

과 주인공의 이릉만 바꾸었더라연 역사적인 근거에서 비딴융 연할 수 있었으리
라고 제안한다 " 어쩌연 스타이련이 소설의 계목을 r조지 워싱턴의 고액 J (The
Confessions

of Geroge

령의 초상"J (The Portmit

뼈 shingωn)이라고 붙이고 비달이 r링컨」을 r대흥

of 8

Presidl잉띠으로 붙였다연 역사가들의 비난올

어느 정도 연했을지 모든다 하지안 그떻다고 해서 그률의 작용이 스타이런과
비달이 의도한 대로 역사에 충설하연서 터너와 링컨옴 그혈 듯하게 재현했는가
라는 큰본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시어도어 루스벨트π1，∞dore Roosev잉 t) 대홍령의 전기로 융리처상올 받

은 에드언드 모리스ædmund Morris)는 로널드 레이건 대용령에 관한 전기
r더지--로널드 레이건 회고혹J (Dutch:

A Memoir of RonaJd Reaga찌에서

역사소설의 형식을 도입한다 그는 레이건의 내면세계률 포착하기 위하여 허구

48. w.∞dward ， Th e Co nfcssions of William Styron: in ConveTS.1 tÍons with W미wm
St)'TOil. cd. James l W, West 1Jacks:xJ: Uni 띤'SÌty press of 싸ssíssippì. 1985) 85•%
49. John Whitε "T he Nove!isl as Historian: William 8tyron and American Negr。
Slavery: Joumal of American Studies 4 (197 1) 245
50. Peterson. Un∞ In Ín AmeriCll n ’femoσ 394
5 1. Cu rrent , "F' iction as History"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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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자신과 레이건의 생애툴 조홍't}i긍 촬럽니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영의 허구

적인 인블융 풍장시켜 레이건의 삶올 극회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드언드는 주
석에서조차 이러한 허구적인 인울을 실제 인뭉처럽 제시한다
사싱을 근거로 삼는 전기어 서 모리스의 시도는 전흥적인 전기 기술의 인습

에 어긋나는 것이지안 이와 유사한 작엽은 1960 년대에 사싣에 기반올 두는 저
널리즘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동 옳프(Tom Wolfe)와 트루언 캐포티(Truman
Capote) 를 비롯한 일군의 작가와 저널리스트들은 저넣리증에 문학적 장치를
도입했다 올프에 따르면 그들은 장연에 따라서 스토리을 전개하고 대화을 완

벽하게 기록하여 특정한 풍상인울의 시점에서 각 장연융 제시하고 일상적인
동작 습관 울건 동올 자세하게 기혹"는 풍 혼히 소설이나 단연소셜올 연상시
키는문학적기법융저널리즘에적용했다 ” 뉴저널리즘 팩션 -예술저널리즘
비허구 소설 에세이 허구 사성적 허구 저넘리트- . 둥 다양하게 영영왼 이 새
로운 장르는 저널리증을 소설저펌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자즉운을 지적으

로‘ 정서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허구이지만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는 역사소설에서도 뉴저널

리즙과 r더지」저링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

다 비달이 r링컨」올 발표했을 때 존 바스 (John Ba rth) , 로어트 쿠에 (Robert
C ∞ ver) ， E.L 닥터로 (E. L. Doctorow) 풍 포스트오더니즘 작가틀은 다$헨
서울전략옳 동원하여 미국인틀이 소중하게 여끼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수정주의쩍 어전윤 제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역사적인 인울이나 사건올 다루는

방식은 다양하지안 역사에 관한 그들의 인식은 유사했다 역사는 우리의 멸요
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을어 가는 허구라는 것이다 바스에 의하연 우리는 -연

덕과 이해관겨 에 따라 우리외 과거을 만을어내여 -지난 시대의 사건응 동찌켜

룡 때 좋든 싫든 현재 우리가 빚어야 할 신흙‘과 같은 것이다

‘

쿠어에게 있어

52. Tom W，이「ι TheNelιJOUI7l81ism (New York: Harper & Row , 1973) 31• 32
53. Ro nald Weber, The Uterature of Fac!: Ulera긴y Nonfiction in Ame꺼 can Writing
(A thens: Qhio University Press, 1980) 1
54. Ba nh. The $(n- lVeed Faclor (N ew York: Double Da y, 1960)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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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상춘

서 역사란 -대부분의 이야기가 제외되고 대체로 우연히 모인 알일 뿐‘이다 s

닥터로가 -허구와 비허구 의 구분은 없으며 -서사Ú1arrative)'‘가 존재항 뿐이
라고 선언했을 왜 그의 선언은 당대의 많은 작가들이 지닌 역 λ }에 대한 인식을
대연했다 g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은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소악한 견해를 극복하기 위
해 여러 가지 기법올 사용한다 ” 그들은 역사자료상의 사실이 갖는 진리개~
맹떠)에 대해 회의를 용고， 의도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차 사료률 창조하고
공식적인 사료룡 부인한다 가령 닥터로의 r랙타임 J(Ragtimé 에서 앵머 골드

먼 (Emma Goldmanru은 에멸린 네즈빗 (Evelyn Nesbi t)융 마사지하며 쿠벼
의 r공개화앵 J(The Pu blic Burnin，링에서 리처드 닉슨 CRichard Nixon)은 에
설 로젠어그æthel Rosenberg)가 갇혀있는 강육올 잦아가 그녀응 유혹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은 또한 종종 역시용 환상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여 고의

로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나 인울융 만들어 낸다 전흥적인 역사소설가가 허구의
세계를 실제 서 계와 유사하게 싸l 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반연 포스트오

더니증 작가는 현실세계의 논리륜 어기거나 역사적 인툴들이 명액히 후애에 속

t;t-e- 행위을 하도록 항으혹써

의삭척으로 전용적 역사소성의 인융을 어기고 역

55. Robert Coover. Th e Pu blic Buming (N ew York: The Viking Pr ess. 19771142
56. Docto row , in Wa1 ter Cl emens. "Houdini. Meet Femand: Newsweek , J띠y 14 1975

76. ~，o.애 얘한 작가율의 인식은 역λP땅에게는 전혀 새호용 것이 아니다 항 에커{Carl
Becker깨 의하연 -사건 자째는 이이 사라겼기 때운애- 역사7 는 사건 자혜융 다룰 수 었
다 그가 직정 다용 수 있는 것은 사건얘 예한 진융 룬’이다 장스 비어 드 (Cha rles

A

Bæ떠，) 역시 역사가가 과거용 찌판적인 생째로 야악')고 연견 었이 서용힐 수 있다는 견얘
융 거부한다 과거의 어떤 사건애 판한 1 생의 선택과 애영응 선핵자와 애영자의 이용얘 있

는 증거 융에 의해 엽연적으호 지애 외기 때운이다 비어드의 견얘용 따E연‘ 역사는 역사가
가수않은사건융션빽하고재얘영힐때자신의이예용호기 성 계g 인총 총흔생풍애의
왜 영양& 받기 때문애 역A 는 주판적이 l 쩌구쩍인 요소톨 가질 수여얘 없다 이러한 유사
성애도 g구하고 전용쩍인 역사가와 요스트요더니증 작가 간애는 혀싱적인 ')이가 있다 이
어드는 역사의 혀구객인 요소는 인갱었지안 자샌의 작용옵 허구랴고 여길 정도혹 긍진척이
지는 않았다 ca끼

Becke r. 'What Are Historical FactsT
8 (1 955): 32? ‘ 0 와 Charles A. Beard. iIIrilt.e n HislOη
Hisιorical Re view 39 (1 934): 219-31 장조

Weste.꺼 Po litical Quaπerly
8S

Act of Faith: American

57 포스트오더니증역사소성의 서 g전학에 굉얘셔는종끄 「포스트오머 니증쇼성과역사의 재기
융J ， f，，)국야논징 J 27:1 (1 99히 101-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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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허구성을 부각시킨다
비닿도 포스트모더니즘 작가틀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사실성에 의운을 제기
한다 그는 일차사료의 사실성에 대해 회의을 요시하여 합의왼 사실들이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형될 수 있끄 역사가 이 합의된 사실의 선택과 배열에
의해 기슐된다는 점올인식하고 있다 a 그는또한포스트모더니즘작가들처럽
공식적 역사에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비달은 그들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여 그들의 기법상의 실엉을 의싱스려운 시선으로 바
라온다 그는 오늘냥 작가틀이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운영 방식에 우관싱
하고 무지하다고 지쩍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이 -최악

이라고 주장한다

바스

개스 (Wi l liam Gass)

도널드 바슬미<D onald

Barthelme) 퉁 -대학 작7}을-은 소섣의 이론에 집착하고 그 이혼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설을 쓴다 그들에게 캠퍼스 이외의 서 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작풍은 대학에서 수엽교재호 사용되고 대학 비명가의 해부 대상은 되지만 낀

정한- 독자와는 거리가 멸다 g 비날은 닥터로의 재능을 높이 명가하지만 그의
환상적 소설에 관해서는 역사가을과 의견이 같다고 밝힌다 미국인을처럽 교앙

이 빈약한 옥자들에게 합의된 사싱로 유희*댄 것은 잘못이며 휘트언과 후디
니가 타이태닉호 위에서 대회별 나누도록 안드는 것은 현영하지 않은 전략으로
서 이 집에 있어서는 자신이 대학의 -자기영역 수호 관료‘와 아잔가지로 연r동
적-이라고앙한다 ‘

58. Vidal , Th e Ag reed-upon FacIS.

127-52과 'G ore

Vida]'s 'Li ncoln'?: An Exchange"

56-58 장조
Vid써1.

interview with Parini , "An lnterview with Gore Vidal: in Co nversations
with Go re Vid어 1. eds. Richard Pea bo::l y and Lu이 nda E야 r떠 e {J ackson: University
。f Press of Mississip이 131-32 또한 Vidal. -rhe Hacks of Academe" 과 Ame꺼""
Plastic 깨 e Matter 이 Fiction: in Uniled $Iates 111-46 창조
60. Vidal. "Communications" 326 이달이 포스트오더니풍 작가동융 명하하지안 용이용재도

59.

r링;:L이 대중적인 인기용 누리께 원 애애는 다용 여러 요인융과 앙껴 포스트모더니즘 작가
등이 용언했다고 앙 수 있다 얘리 쉬워츠뻐arry Schwartùlε -포스트오뎌니증객 션외
(poslmodern tu미)의 영양으포 궁가의 기원과 욕적 운영 흥과 관련원 궁극객인 쟁용애 당
하는신와기갱석되었다고지적한다 쉬워츠에여르연 령건대용형애대한명가는 1960 년대
얘 급릭한 이후 영E 회혹외지 앙았으"1， u l 극의 거대서시중얘서 가장 거애한 서사인 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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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준

r링컨」은 아브링 플라이시언(A vrom Fleishman)이 제시한 역사소설의 전

흥적인 정의에 잘 들어맞는 소설이다

” 비달의 소설은 과거를 애경으로 알려진

역사적 시질에 충실하연서 상상력올 동원하여 역사적 인울과 사건올 재창조한
다 그것은 역시을 고빵}기 위해서 허구흘 시용하며 가끔 역사에 드러나지 않
는 부분에 관해서 추측을 제시한다 그것은 r바람과 함께 사랴지다」 와 비교하
면 훨씬 역사에 가깡다 r링컨」은 미첼의 소설처럽 갱조왼~(j nvente이 역사소

설이 아니고 로버트 벤 워런 (Robert Penn Warren)의 r왕 주위의 사람틀iAII
the King’ s Men) j，~ 럽 ‘위장된M Cdisguised) 역사소설이 아니라 r내트 터너의
안란J 처럼 -사료에 입각한'~(documented) 역사소설로 제시되기 때문에 역사적

시설을 더욱 충실하게 따르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비닿은 설명을 사용함으

로써 실강을 더하고 긴장감과 생동강올 강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역사가들에
게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올 충족시쳐얘F는 엽장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r링
컨」의 부제인 ‘소설‘이 영액히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풍은 소설이기 때문에 그는
역사가와는 다른 인습의 적용융 받는다 쪽 기록된 역사에서 잉중할 수 없는 부

분에 대해서는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볼을 창조하거나 추측과 의견을 싸F롭게
제시항수있는것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올때 어떠한독자도 r링컨J올읽으면서 커런트나우드워드
의 저술이나 r뉴욕 타임즈」 의 일연융 읽융 때와 강은 수준의 정확성을 기대하
거나 요구하지 않올 것이다 「링컨」 에 나오는 모든 대화가 r뉴욕 타임즈」에서

인용되는정치인들의 발언처럽 왼래의 대화와한단어도다르지 않아야한다고
요구하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가령 r제국」 의 첫 부분에서 헨리 제잉스(Henry

James)는 영국의 한 저댁에서 친구인 헨리 애덤스어 emγ Adams에게 필리

서사도광욕앙갱도호대충객 지지용상실했다 Ba，η Schwartz. 1'ostm여 ernityand

‘

Historical Re putation: Abraham Li ncoln in La te 1 entieth- Ce ntury American
Memory: Social Fo πes 77: 1 (Se ptember 1998): 63-103 장조
61. Avrom Fl eishman. The EngI 야 HistoricaJ NoeJ: Walter Sco t to Vi영inia \ foolf
(Ba ltimore: Th 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 1) 4
62. Joseph W. 1'urner τ'he Kind떠 。f Histoncal Fi citon: An Essay in Definition and
Methodology: G때 re 12 (얘79) 3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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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기도혈 비판하는 엘언용 한다 이 발언은 실제로
는 제잉스가 한 친구에게 보낸 연지의 내용융 요익f한 것이므로 대화의 내용이
연정된 것이다 하지만 비닿은 대화의 내용이 압축되었지만 -실짙적으로 정확
하다고 강초하며 전기 작가는 경코 압축해서는 안 되지만 소설가는 반드시 압
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비당이 링컨의 야심올 드러내는 1838 년의 연설용

더글러스의 발언융 흉해 전달히는 것도 동일한 액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자
들은 인습에 의해서 자신듬이 읽융 텍스트에서 무엇옹 기대항 것인지 알고 있
으여 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기준올 적용하고 다른 종류의 진리를 맞이할 준비
가 되어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의 경우처럼 아직까지 인습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서 흥린올 겪올 수 있다 r형건」의 대중적 성공은 일반 독자들이

작가가 염두에 둔 역사소설의 인습을 독자들이 수용하는 데 영 문제가 없다는
정융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온다연 링컨을 울버싼 논쟁은 각각 상이한 기준
올 가진 장르에 대한 인습의 적용이 벚은 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용적인 역사
소성을 거론하연서 애}랍과 함께 사랴지다」냐 r전쟁과 영화」을 예로 드는 역사
가의 관정에서는 r링컨J 은 사실적 요류가 않은 작용으로 보일 수 있올 것이여
전흥적 역사소성쁜만 아니라 역사기승의 인승 자체에 의문응 제 71 히논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소설인 r핵타임」올 읽을 때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성의 상이한
인습율 적용할 수 있는 독자에게 댐건J 은 을릉이 지적하웃이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과 역량이 돋보이는 -최/앙급‘ 역사소설로 읽힐 것이다
전흥적 역사소설의 인숨을 대제로 따르 연서 욕장하고 신비스러운 링컨의 초

상을 그려낸 비당의 r링컨」은 역사기술적 에타픽션이 역사적 현실올 재현하는
이상적인 양식이라는 인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룬 무케르지

(A run P. Mukherjee)가 주장히웃이 사실주의를 지애적인 양식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독자들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에타의션적 요소가 갖는 영향력은 그
이전 세대의 옥자들과는 달리 미미하여 자아성장적 서울전략올 채택한 작풍이
독자에게 이치는 영 향력이 더 강하다는 띨연적인 연관성은 쏟재하지 않는 것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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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서슐전략은 일부 흥헌받은 독자에게는
유희적 즐거용응 제공하지만 비달이 지적"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없는
소설의 일반 독자를 소설로부터 더 얼어지게 할 수 있다

‘

비달은 따라서 r링

컨」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작가을과 달리 의도적으로 역사 기록에 배치되는 인웅
과 사건올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역사와 역사소설의 장르상의 인습에 도전하
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과 역사가 모두 구생된 것이라는 점을 강초하지
안 허구와 역사블 의식적으로 혼힘성뜯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의 관행에 반대
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의 서송전략올 동원하지 않고 사건융 재구

성하며 링컨에 대한 대중적인 신화와 전설올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고 링
컨에 대한 상반된 해석의 가능성을 인갱하연서 동시에 자신의 입장올 암시한
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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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re Vidal' s Li ncoln and
Postmodernist Historical Fiction

Sangjun Jeong
(Seoul Na tional University)

’

Gore Vida l' 5 Lill Cofll 5 an iconoclastic work attempting t。
shatter the image of Lînco!n as a saint or god. 1n a story told
from the poin ts of view o f six characte rs , Vidal p resents a
president awkward in his behavior and dress, su ffering from
constipation and a possible case of syphil is con trac ted while
young, estranged from his 50n Robert, ignonmt uf eωnomι:S ，
and disregardfu l of the Constitution. Vida l emphasizes Li ncoln’
5 efforts to settle the freed blacks on foreign soil and suggests
that it was not merely the presiden t' 5 desire to preserve the
Union, but also his obsession to excel the Founding Fathers, that
drove him to maneuver the South into attacking the Sumter with
consequent casualties of over 600，α)(). Th anks to this a1 ternative
Lincoln' 5 overweening ambitioπ the United States began its
gradual transformation from Republic to Empire. The portrait
。 f Lincoln that th us emerges is of a co ld and manipulatîve
po1i tician driven by a towering desire to insure his place in the
pan theon of great presid ents. No longer the Great Emancipator,
Vidal casts Li ncoln as A merica‘ 5 Great Centralizer
Unlike postmodernist fiction writers, Vidal does not pl ay
with historical figures or events in a manner tha t contradicts
historical record s. He d oes not challenge the con ventions of
histo ri cal w riti ng nor the tradit ional historical no ve l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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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 ricating facts or creating anachronistic si tuations. Like the
professìona l historian , he builds his narrative around ~ag reed ~
upon ~ historical fa cts while exercising his license as a novelîst in
th∞e areas where Ii ttle factual knowledge is avaiJable. Without
adopting postmodernist narrative strategies , he reconstructs the
Civil War period and portrays Lincoln stripped of his pop비 ar
myths and legends. The popu\ar commercia! reception of LillCOl1l
suggests that there is no necessa ry link between metafictional
techniques of a novel and its affective effects , a lthough Vidal
잊ems to have benefited from the postm od. em erosion of rnaster
narratives regarding national origin and p urpose, in particular
the grand narrat ive of Lin co ln. The negative res ponse by
professional hislorians to LiIlC，이 I also suggests that the overall
satir ical portrayal of the preside nt , along with their lac k of
underslanding regarding the conven tions of different historical
novels, has provoked them 10 re꺼 c t negatively rather than the
factual errors they observe (w hich are trivial) . Lincoln' 5
historiography thus prompts questions about the hi s t oriciψ 。f
historical novels, both traditional and postmodernist, and the
fi ctionality of historical writing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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