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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소설 『남아 있는 나날』(The Remains of the Day)

은 시작부터 전경을 가득 채우며 장엄하게 우뚝 서는 ‘달링턴 저택’(Darlington Hall)을 시각

화하며 집사(butler) 스티븐스(Stevens)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아름다운 잔디 정원과 귀족적

인 자태를 자랑하는 이 집은 화자인 스티븐스가 집사로서 오랜 세월 봉직한 곳이라는 단순

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시종일관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강렬한 이미지로 독자의 마음을 사

로잡는다. 저택은 주인인 달링턴 경(Sir Darlington)이 주재한 국제적인 회합을 목격하는 역

사적인 공간으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위대한 영국의 전통에 빛나는 문화적 자산의 집합체로

서, 따라서 ‘영국성’(Englishness) 그 자체로서 탐구되기도 한다.

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스티븐스가 6일에 걸쳐 진행하는 서부 지역으로의 여행과

여행 중 간간이 삽입되는 기억과 삶에 대한 반추이다. 표면적으로는 달링턴 홀의 직원 충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옛 동료였던 켄턴 씨(Miss Kenton)를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 의미를 달링턴 경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의하고 나아

가 달링턴 홀이 상징하는 영국의 위대한 전통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스티븐스는 여행 내내

집요하게 달링턴 홀이 상징하는 거대한 가치들에 자신의 삶을 편입시키려는 생각에 몰두하

고, 달링턴 홀은 집사가 정신적으로 혹은 ‘의식’(consciousness)의 차원에서 유희하는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스티븐스는 먼저 ‘위대함’(greatness)과 ‘품위’(dignity)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자신은 평생

이러한 고귀한 이상을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 구현하고자 헌신했음을 천명한다. 스티븐스의

선언은 이어서 ‘전문성’(professionalism), ‘명예’(honor), ‘신사’(gentleman), ‘정의’(justice), ‘평

화’(peace), ‘충성심’(loyalty) 등의 거대 담론으로 확대되면서 자신이 집사로서 달링턴 홀이

내포하는 ‘위대한’ 과업에 참여했다는 신념을 공고히 한다. 하지만 독자는 집사의 기억과 서

술이 진행됨에 따라 그가 화두로 설정한 소위 ‘위대함’과 ‘품위’ 담론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의 수사(rhetoric) 여기저기에서 감지되는 균열을 발견하게 된다. 달링턴 경이 그토록 열망

했던 평화와 정의 구현은 달성되지 못한 채 주인은 몰락하고, 스티븐스가 구축하던 이상과

삶의 기반은 붕괴된다. 집사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따르던 신념이 와

해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존재론적 위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설의 종결부에서 바닷가 휴

양지의 벤치에 앉아 스티븐스가 흘리는 눈물은 회한인 동시에 통렬한 각성의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겠다.

스티븐스가 얻은 깨달음의 깊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스티븐스와

켄턴 씨의 에피소드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사소한 듯 배경으로 처리된 켄턴 씨와의 일화

들이 집사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스와 달링턴 경과의 관계는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지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된 반면

스티븐스와 켄턴 씨와의 관계는 부수적으로 다뤄지거나 관가 된 측면이 있다. 이는 부분적



으로 스티븐스의 서술 방식에 기인하는데, 그가 종종 내적 동기를 숨기거나 특정 사안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따돌리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평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화자’(unreliable narrator)로서의 스티븐스

의 서술에 주목한다. 종종 스티븐스의 기억과 서술은 파편화되어있고 의도적인 생략이나 침

묵 혹은 은폐의 양상을 보이면서 집사의 진술과 동기(motive)는 분석의 대상이 된다. 스티

븐스는 익살스럽게 자신의 기록 행위의 ‘비공식’(off the record)성을 강조하는데 이 또한 그

의 진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화자로서 비공식의 위치는 장점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정치, 사회 이슈와 인물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

다.

독자를 교란하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모습은 헨리 제임스(Henry James) 작품의 많

은 화자가 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웨인 부스는 『소설의 수사학』이라는 저서에서 제임스

의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들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거나, 기본

적으로 자기 기만적이거나, 심지어는 착오를 범하거나 악의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340). 제임스의 소설『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에서 여가정교사

(governess)가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령의 출현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가정교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의 모호함은 양 진영의 상반되는 주장으로 많은 이목

을 끌었다. 제임스 자신도 『나사의 회전』의 서문에서 화자의 진술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

고 “분별력 있는”(disillusioned) 독자가 되어 줄 것을 경고하는데, 이렇게 제임스의 모호함은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면서 작가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헨리 제임스의 대표적인 단편 「정글의 야수」(“The Beast in the Jungle”)

를 『남아 있는 나날』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스티븐스와 켄턴 양의 관계를 혹은 그 관계의

‘모호함’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티븐스의 비극은 「정글의 야수」의 존 마쳐(John Marcher)

의 그것에 비견할 만한데, 두 인물 모두 거대한 신념에 사로잡혀 가까이에 있던 사랑을 놓

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삶의 참 의미를 깨닫는 회한의 순간을 맞기 때문이다. 스티븐스

가 추구하는 ‘위대한’ 집사로서의 책무는 스티븐스에게 현재의 ‘삶’을 부정하거나 ‘충만한 삶’

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집사로서의 공적인 삶과 의무감은 내면화되면서 갈등을 겪고

결국 켄턴 씨가 표현한 사랑의 호소마저 냉정하게 거부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마쳐를

따라다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삶’1)이라는 묘사는 스티븐스에게도 적절한 묘사가

된다.

스티븐스의 비극은 공적인 책무감에 압도되어 진실한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며 그

로 인해 빚어진 불행을 여생 동안 곱씹으며 살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여행의 종착지에서

이제는 벤 부인이 된 켄턴 씨와 나누는 대화에서 극명하게 예시된다. 스티븐스에게 이제 달

링턴 홀로 돌아가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라고 묻는 벤 부인에게 그는 대답한

다. “글쎄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허함은 아닐 겁니다. . .그럴 리가 없지

요. 일 다음에 일. 그리고 또 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둘의 대화는 본질은 외면한 채

그들이 감당하게 될지 모르는 ‘공허함’(emptiness)의 몫을 애써 부정하면서 어색한 작별로

끝난다. 이제 ‘진실’을 마주한 스티븐스에게 남겨진 나날들은 어쩌면 어떤 책무감으로도 그

어떤 거대한 이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며 ‘살지 않은 삶’에 대한 회한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1) 리온 이델(Leon Edel)은 마쳐를 “공허한 삶”(futility) 혹은 “살지 않은 삶”(the unlived life)으로 표

현하기도 했다(134).



II

「정글의 야수」는 스토리가 단순한 것에 비해 야수(beast)라는 메타포가 지니는 상징

성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단편이다. 존 마쳐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대단한 일, 모종의 운

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기다린다는 명분에 몰두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마쳐를 압도하는 이 “확신, 불안, 집착은 여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만이 그에게는 중대사였다”(249) 결국 그는 친구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던 메이 버트램의 애

틋한 사랑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녀가 죽은 후에야 너무 뒤늦게 깨달은 탓에 ‘이기주의

자’(Edel 134)라는 꼬리표를 얻기도 한다.

야수는 결국 마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쳐가 평생 기다리고 추구한 모종의

‘진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마쳐의 상상계에 자리하는 ‘야수’와 그것에 대한 열망은 마쳐를

압도하여 연애나 결혼 따위의 일상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는 독신으로 늙는다.

어느 날 메이의 무덤을 찾은 마쳐는 결국 자신이 숨죽이며 기다리던 삶의 ‘진실’, ‘거대한 사

건’은 어쩌면 놓쳐 버린 메이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 참혹한 인식

으로 마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그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무덤에 주저앉는 것으

로 이야기는 끝난다.

스티븐스가 집사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상은 한마디로 ‘달링턴 홀’로 상징되며

주인인 달링턴 경이 실현하고자 하는 과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상의 동일화는 켄

턴 씨와 나눴던 대화에서도 강조된다. 스티븐스는 주인의 “숭고한 과업들이 마무리되는 것

을 볼 때”가 비로소 나의 “사명을 다했노라”고 말 할 수 있는 때라 강조한다(173). ‘위대한

집사는 무엇인가?’에서 시작되는 그의 질문은 소설 전체를 통해서 정의되고 예시되고 부연

설명 되면서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 ‘위대함’(greatness)에 대한 설명은 곧 ‘품위’(dignity)로

이어지고 ‘전문성,’ ‘의연함,’ ‘명예’ 등 다양한 덕목으로 옮겨가며 정의되고 논의된다.2)

스티븐스 역시 공적인 명분에 매몰돼 사적인 삶을 부정하는 인물이다. 그는 ‘위대한’ 집

사의 범주에서 평가되기를 열망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스티븐스가 부정했던 사적인 감정은 아버지의 임종과 켄턴 양의 에피소드에서 잘

예시된다. 스티븐스는 달링턴 경의 주재로 저택에서 진행되던 중요한 컨퍼런스 중에 아버지

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해 듣는다. 하지만 집사로서의 의무에 몰두하기 위해 아버

지의 임종을 뒤로한 채 재빨리 걸음을 돌린다. 때마침 달링턴 경의 회의에서는 ‘프로페셔널

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 화두로 떠오르고, 달링턴 경이 스티븐스를 향해 “지금 울고 있는

가?”라고 묻는 장면은 극한 상황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스티븐스의 복잡한

심경을 공(public)과 사(private)의 대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극화한다.

스티븐스의 책무감은 켄턴 양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난다. 사실 켄턴 양은

2) 스티븐스의 작업은 매슈 아놀드가 『교양과 무질서』에서 진행한 것과 유사한 사회적 관심과 비

평을 동반한다. 빅토리아 시대를 대변하는 지식인으로서 아놀드의 성취 중 하나는 ‘교양’이라는 이

념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이다(윤지관 11). 이시구로가 스티븐스를 통

하여 시도하는 작업은 아놀드의 교양이론과 맥을 같이 하며 담론의 방식도 추상화, 이념화, 관념화

를 통한 문화비평이라는 점에서 아놀드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달링턴 경의 몰

락이 많은 평자에 의해 영국성이나 제국주의적 유산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되기도 하나 이시구로가

소설 전체를 통해 진행하는 문화담론과 영국성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스티븐스가 보이는 냉담함에 비해 적극적인 구애의 노력을 펼친다. 꽃을 담은 꽃병을 들고

스티븐스 집무실에 들이닥치거나, 잘생긴 하녀에게 스티븐스가 마음을 뺏길까 걱정하거나,

둘만의 시간으로 간주되던 ‘코코아 모임’을 계속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스티븐스에 대한 호감

을 표현한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켄턴 양과의 관계에 있어 매사를 사무적으로만 처리하면서

번번이 켄턴 양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다. 켄턴 양의 스티븐스에 대한 구애가 절정에 달

하는 순간은 다른 남성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하며 스티븐스의 마음을 떠보는 장면에서다.

스티븐스는 아무 감정의 동요 없이 상투적인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켄턴 양을 다시 절망케

한다.

결국 켄턴 양은 달링턴 홀을 떠나고 스티븐스가 대수롭지 않게 전한 켄턴 양의 갑작스러

운 결혼에 관한 일화는 소설 말미에 의미심장한 대화로 재구성된다. 이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켄턴 양은 오래전에 달링턴 홀을 떠

난 것은 어쩌면 스티븐스를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239)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한

다. 결혼은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녀

는 말한다.

하지만 이따금 한없이 처량해지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가,’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누

구나 지금과 다른 삶,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지

요. 이를테면 저는 스티븐스 씨 당신과 함께했을 수도 있는 삶을 상상하곤 한답니다.

(239)

사실상 켄턴 양은 이미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한 셈이었다. 그녀는 스티븐스에게 보

낸 편지에서 남은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암울하게 느껴짐을 토로했던 것이다. 이 대화에

서 예시하는 것처럼 스티븐스가 자신의 삶이 놓친 사랑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과정은 마쳐

가 무덤가에서 마주하는 ‘진실’처럼 순간적이면서도 참담하다.

참고문헌

Booth, Wayne. The Rhetoric of F 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1.

Edel, Leon. Henry James: The Master, 1901-1916. New York: Avon, 1978.

Ishiguro, Kazuo. The Remains of the Day. New York: Vantage.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