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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toOvercometheSocialRepression
inMrs.Dalloway

Lee,MinYoung
DepartmentofEnglishLanguageandLiterature
GraduateSchoolofKoreaMaritimeUniversity

Thispaperaimstostudyhow theEnglishpeoplearerepressedby
thesocialsystem ofthe20thcenturyinEngland,andfurtherhow
the repression is overcome by the main characters in Virginia
Woolf'snovel,Mrs.Dalloway
Englandin1923isruledbyarulingclassinruinsathome,while

beingcollapsedabroadbytheIndianandIrishindependentmovement.
Itisdifficultfortheruling classto acceptthesechanges,so it
createsanew setofvalues,asceticism,torestrainandtostandardize
personalfeelings.Thesepowerfulinfluencesandideologyignoresthe
individual'srights.NotonlyClarissabutalsopeopleinthissituation
have some misgivings and feellonely,also they become isolated
individualslivingwithoutcommunicationsandconfidence
Ontheotherhand,Septimusknowssocialrepressionatfirsthand

and hewandersin itasa psychopath.Hecannottoleratesocial
repression,sohebreaksoffrelationswiththesociety.Finallyhekills
himselfbecause ofthe solitude and the fearofhis own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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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Inthispartwecanunderstandthatthesocialrepressionis
verydangerousandfatalandcandriveapersontodeath.However,
forSeptimus,this suicide is a way ofcommunication with the
society,andSeptimus'choiceisnotdisturbedinhisownmentalfield
DuringthepartyClarissaexperiencesthedeathindirectlythrough

herdouble,Septimus.Sheacknowledgesthatshealsoisdisturbedby
socialrepressionandbecauseofthatshefeelssolitude,impotency,
and fearofunknown thing,and she acknowledges thatextreme
solitudein socialrepression devastateslife,soshetriestocreate
better human relations to bring abouta wealthy life.For this
purpose,she presents the party as a place where good human
relations are made and she wants to recover solitude by
communicationswithasinceremindandheart.
Woolfsuggeststorecovergoodhuman relationsasan effective

alternativetofaceagainsttheauthority ofthesocialsystem,and
choosesthepartyasawaytocultivatedesirablerelationships.Before
makinggoodrelations,wehavetoestablishouridentityfirst.A true
mind,confidence,andofcourse,preservingtheprivacyofthesoul
canbehelpfultocreategoodhuman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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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인간이란 단순히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과의 관계만으로 살아가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 곳곳에서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회적 존재이다.일찍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를 비롯하여 세네카(Seneca),하이데거(Heideggar),월론
(Wallon)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렇듯 인간은 인간
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신념
들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의 권위가 커져갈수록 인간이 가지는 소원감,상
실감,불안감,절망감,비인간화,냉담,고독감,무력감,무의미감등이 확
대되는데 이러한 심리상태,혹은 사회현상을 바로 소외(alienation)로 개
념화 할 수 있으며,이러한 소외는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Woolf)의 『댈러웨이 부인』(Mrs.Dalloway)

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처럼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개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인생무상,삶의 의미,인간소외,인간
의 원초적인 고독 내지는 의사소통 문제를 쉰 두 살의 클래리서
(ClarissaDalloway)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댈러웨이 부인』은 울프
의 네 번째 소설로서 1925년에 출간되었고 『등대로』(To the
Lighthouse)와 더불어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그의 실험
소설 가운데서도 최초로 예술적 통일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그녀는 열 네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클래리서와
셉티머스 (SeptimusWarrenSmith)의 두 인물을 축으로 하여 이들의
과거 회상과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그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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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몰두하고 싶은 욕구와 그 순간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
시에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만 셉티머스는 사회의 억압적 요소에 극단적
으로 반발하다 자살하고 클래리서는 자살한 셉티머스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짓누르는 사회적 억압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클래리서는 사회의 억압이 한 젊은이의 영혼을 자살로 이끌 정도
로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사회를 비판하며,그 속에서 자
유로울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소외를 자살과 삶이라는 두 방향으로 해결
책의 모색을 시도한다.
사실 자살은 인간에게 죽음의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

며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오늘날의 한국에서 자주 다양한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20세기 초의 영국의 자살을 다룬 이 소설을 다시 새로
운 각도로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된다.근대사회
로의 진입은 인간소외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더구나 인터넷은 그러한 현
상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특히 인터넷 자살 사
이트가 집단 자살을 야기시키고 컴퓨터가 개인간의 소통을 연결시켜주기
도 하지만,또한 저해하는 주범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3년의 런던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5년이 지난 시점

으로 대내적으로는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되고,대외적으로는 아일랜드와
인도에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대두되어 대영제국의 붕괴와 기존의 가치
가 심하게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다.이는 『댈러웨이 부인』의 시간적
배경으로 대내ㆍ외적인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지배계급은 대중
에게 당대의 사건이나 자신의 삶에서 도출되는 격렬한 감정에 동요되지
않도록 이런 감정을 억누르는 금욕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이러한 금
욕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벡스버로우 여사(Lady
Bexborough),브래드쇼 박사(SirWilliam Bradshaw),또는 리처드 댈러
웨이(RichardDalloway)의 시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이 시대의 지배
계급은 국민들의 통합을 위하여 금욕적인 마음가짐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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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무시한 채 사회적 통합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셉티머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망각하려

할 때 유일하게 전쟁이 가져온 파괴를 잊지 않고 뒤늦게 개인적인 감정
을 사회가 억압하도록 강요받은 것을 알게되어 ‘광기’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그는 사회를 상징하는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Dr.Holmes)의
처방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억압이 개인에게는 아주 치
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클래리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금기시되는 샐리(Sally

Seaton)와의 동성애적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입맞춤의 순간을 가장 감동적
인 순간으로 생각하지만,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부정하고 사회
적으로 인정되는 이성간의 결혼으로 클래리서는 ‘Mrs.Dalloway’로 살아
가며 그 틀 안에서 남성에게 종속된다.즉 클래리서는 사회체제로부터
극단적으로 자신을 단절하지도 않고 이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지도 않는,
적어도 겉모습만은 사회와 결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델러웨이 부인으로
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은 그녀 대신
셉티머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는 인간에게 고독이라는 문제도 안겨다 준다.

울프에게서의 고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그 하나는 타인과의 교통
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이요,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고독이다.고독한 인
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인간관
계이며,이러한 관계를 울프는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인간이 그 고독에 몰입하여 자신
을 폐쇄해버리고 인간적인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러한 극단적인
고독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또는 자기를 성찰하고 삶의
신비를 체험하며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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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울프와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비평은 그녀가 주장한 양성론
적 페미니즘에 입각하거나 그녀의 실험주의적 글쓰기인 의식의 흐름 등
에 따른 기법적 측면에 치중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그러나 현실
은 이미 레즈비언,게이,그리고 양성애자등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이며,
울프 못지않은 새로운 기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이중론적 구조 속에서의 그 조화를 연구하기 보다는,여
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으로 보고,사회적 억압에 영향
을 받는 인간 존재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따라서 다음 Ⅱ장에
서는 『댈러웨이 부인』의 시대적 배경인 1923년의 상황과 사회적 억압
에 따른 클래리서를 중심으로 그 외의 등장인물들의 대응방법을 살펴보
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며,Ⅲ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억
압에 따라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셉티머스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클래리서의 모습을 살펴보고,Ⅳ장에서는 자살이 아
닌 파티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억압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과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마지막 Ⅴ장에
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고독한 존재임이 틀림없는 인간이지
만,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그 억압에 따른 고독한 존재로의 인간으로서
도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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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클클클래래래리리리서서서와와와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억억억압압압

『댈러웨이 부인』은 『율리시즈』(Ulysses)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1923년 6월 13일 수요일,런던의 웨스트민
스터(Westminster)구에 사는 클래리서가 그날 저녁 파티에 쓸 꽃을 사
러 집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클래리서는 아직도 아름다움을 유지
하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이미 결혼 생활을 30여년 정도 한 쉰 두살
의 중년부인이다.그녀의 남편은 하원의원인 리처드이며 그녀에게는 엘
리자베스(ElizabethDalloway)라는 17살 난 아름다운 딸이 있다.그녀는
남편과 딸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이는 이 소설의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
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댈러웨이 부인』의 배경은 1923년으로 이 시기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후이다.이 때의 영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계에는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되는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대외적으로는 인도와 아일
랜드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대영제국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특
히,인도에서의 상황이 급박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서 돌아온 피터
(PeterWalsh)가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리처
드에게 “공화당 멍청이(theconservativeduffers)”(Woolf(2002),254)1)들
은 인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려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함에 따라 지배계급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내어 대중의 의식을 그 한곳으로 수렴하려고
권력을 행사한다.우선 지배계급은 사회체제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국민들이 당대의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하여 이
런 사건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이는 당대 사건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
1) 앞으로 본 작품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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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당시는 모든 사람이 전사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쟁은 많

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그렇지만 이 당시는 금욕적인
마음가짐이 이상적인 행동방식으로 여기던 시대였다.예를 들어,벡스버
로우 경 부인은 아들의 전사통지를 받고도 슬픔에 동요하지 않고 바자회
를 여는 모습을 보고 클래리서가 존경을 표하는 부분(42)에서 금욕주의
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또한 리처드
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되풀이함으로써 전쟁을 과거의 일로 간주하
고 그 결과를 망각하려고 한다.그러나 사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는 엘리자베스가 거리에서 군대 음악소리를 듣거나,군수품 창고가 백
화점으로 바뀌는 등 군의 요소가 아직도 런던의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장면 등에서 알 수 있다 (Tambling,142).
또한 영국사회는 국민을 통합시키려는 방법으로 전통의 중요성도 강조

한다.빅벤의 종소리는 국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통합의 의
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존
재한다.하나는 “의식의 시간 (conscious time),혹은 심리적인 시간
(psychologicaltime)또는 내적인 시간(innertime)으로 기억과 연상에
의해 과거,미래,현재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시간이 고,
다른 하나는 시계시간(clocktime),외적인 시간(exteriortime),혹은 기
계적인 시간(mechanicaltime)이라고 하여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
간이다.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소리 이미지는 바로 빅벤이 일관되게 되
풀이해서 나타낸다.빅벤은 시계시간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가혹하
기 이를데 없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모든 인물들에게 무
의식적으로 그 시간으로 국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진,307).
그 외에도 전통성의 강조는 웅장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에도 권위가 부

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사람들은 권위의 실체에 의해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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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순한 권위의 상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Cialdini,306).
미완성되어 있는 버킹엄 궁이 이미 사람들에겐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 되
어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또한 이런 성향은 조형물뿐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여되어 있다.헹크 (SuzetteA.Henke,
128)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 사고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 사람
들은 최고급 수준의 자동차만 보고서도 한결같이 자동차 안에 영국왕족
이 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그 안에 탄 인물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장면에서 드
러난다.

자동차는 차일을 내리고 수수께끼 같은 침묵의 분위기로 피카딜리 쪽을
향해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여왕인지 왕세자인지
수상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여전히 길 양쪽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다같이 신비로운 숭배의 표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달려갔다.

Themotorcarwithitsblindsdrawnandairofinscrutablereserve
proceededtowardsPiccadilly,stillgazedat,stillrufflingthefaceson
both sidesofthestreet,with thesamedark breath ofveneration
whetherforQueen,Prince,orPrimeMinisternobodyknew.(23)

그 자동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제국을
생각하고 권위를 느끼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쟁 후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영국의 모습은 스포츠,

연예프로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더불어 국가에 대한 권
위를 내세움으로써 지배계급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개성보다도 사회 유지가 절실했다.이에 지배계급들은
국민의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상(금욕주의)을 강요
하여 개인의 감정을 숨기게 하였고,영국 지배계급의 권위를 주입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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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일반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권위와 사상에 물들어 가게 만들었
던 것이다.이러한 인간 소외를 관료제에 의한 인간소외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조직이 강화되면 일종의 마력을 가지게
되어 개인은 그것에 묶이게 되고 마는 것으로,이것 역시 현대 인간소외
의 한 현상이다 (박승위,30).
이러한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

들이 그 사회적 억압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델러웨
이 부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도 사회에 대한 적응정도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먼저 클래리서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물은 휴(HughWhitbread)

로 그는 궁정의 말단 직원이다.그는 영국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물
로 약 55년 간 영국 상류층의 시중을 들며 귀족들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표한다.그는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없이 표면만 핥고 다니는 지극히 단
순한 인물로 피터나 샐리는 그를 영국중산층 생활의 혐오스런 측면을 대
변하는 인물로 보고 비난한다 (138).게다가 휴는 뷰어튼에서 샐리가 여
성도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흡연실에서 샐리에게 키스하
여 벌을 가하는 인물로 사회의 남성성을 대변하며 그 사회에 순응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135-136).영국 중산층의 혐오스런 측면을
대변하는 휴이긴 하지만,그도 브루턴 부인(LadyBruton)에게는 필수적
인 도움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브루턴 부인은 여장부다운 인
물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그러나 남성의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펴는 편지를 쓸 때마다 리처드의
조언과 휴의 문체를 필요로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의 직함은 가장 성취하기가 어렵지만 반면에 가장 쉽게 사칭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다 (Cialdini,307).이런 권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사회 순응적인 인물들이 바로 권력의 대행자로 등장하는 정신과 의사인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라는 권위자들이다.브래드쇼 박사는 “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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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다(Healthisproportion).”(171)라고 주장하면서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주관대로 균형을 규정하고,사람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
분해낸다.그리고 이 기준에 적합한 인간이 되도록 각 개인의 삶에서 개
인적 감정을 부정하도록 강요하고,개인을 획일적인 역할에 묶어두려는
기준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모든 사람들을 이 기준에 맞게 개조시키려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그는 부적격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균형감각
을 공유할 때까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켜 체중이 두 배쯤 증가할
정도로 혼자 휴식을 취하는 처방을 내리거나,전향(conversion)이라는 것
으로 부적격자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의지를 굴복시켜 그들의 얼굴에 자
신의 얼굴을 낙인찍어서 균형감각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균형과 전향에 부적절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

로 클래리서의 분신으로 등장하는 셉티머스이다.셉티머스는 브래드쇼
박사에 의해 균형을 잃은 인물로 규정되어져,심각한 환자로 취급된다.
그는 런던으로 시인이 되려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젊은이로,그에게
이 가부장제 사회는 하나의 획일화 된 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주어진다.이는 폴양 (MissIsabelPole)이 셉티머스가 쓴 시를 빨간 잉
크로 수정하여 상상력의 틀에 맞추는 부분이나,브라우어(Mr.Brower)가
남자는 독서보다는 축구를 하며 남자다움과 건강을 유지할 것을 권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그는
영국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원입대하게 되고,거기서 남성다움을
키우게 된다.또한 자신의 상사인 에반스 (Evans)와 연인에 가까우리만
큼 친하게 지내지만,그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
견하게 된다.그 당시에 그는 이러한 감정이 사회가 주장하는 금욕주의
에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이는 이미 무감각해진 즉 외부 세계와
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셉티머스는 곧 에반스에 대한 감정이 사회
로부터 억압 받아온 하나의 결과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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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으로 억누를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
고,그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니었기에 권력의 대행자인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로부터 균형을 잃은 인물로 규정지어 진다.
다른 비평가는 슬픔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예

를 들면,낸시(NancyToppingBazin,110)는 셉티머스의 슬픔의 결핍에
대한 원인이 그의 호모섹스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녀는 애도의 감정
이 잘 안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무의식 적으로 바랬고 에반스에게
성적으로 끌린데 관련된 죄책감은 죽음이 그러한 관계를 끝내준 데 대해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했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장 역시 사회적으로 통
용되지 않는 호모섹스라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억압의 속성이 드러나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강요와 억압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는 과연 브래드쇼 박

사나 홈즈박사가 대변하는 사회가 “균형”(168)이라는 미명하에 그에게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고 그 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반문
하며,결국은 그 지배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창으로 뛰어내려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억압이 인간에게 치명
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불균형적인 삶은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여성들,특히 상

류층 여성들의 상당수가 브래드쇼 박사에게 환자로 취급되어 치료 받고
있는 장면에서,남성의 통제 하에 놓인 여성의 삶이 축소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음을 알게 된다.이러한 사실을 템블링(145)은 “남성의 통
제와 여성의 병(malecontrolandfemaleillness)”이라는 유형으로 구분
짓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가정교사인 킬먼 (DorisKilman)은 가난에 찌들리고 직

업을 박탈당하고 욕망을 억압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특히 그녀는 매력 없는
육체를 소유한 채 “육체의 욕망(theflesh)”(211-213)을 통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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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문제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습관적으로 되뇌는 인물이다.오로지 종
교와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안식을 찾는 광신자로 엘리자베스에 대한 동
성애에 가까운 집착을 가지고 있다.특히 클래리서의 모든 악덕이 그녀
에게 이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클래리서의 내부의 사악함을 비
춰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그녀의 이름 역시 kill+man
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여성이면서도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재능을 펼칠 곳을 찾지 못하고 가정교사가
되며 미모를 타고나지 못해서 결혼 상대도 찾기 힘든 상황의 인물로 설
정되어 있다.그녀는 이렇듯 사회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
는 것이다.
또 다른 여성 인물인 샐리는 대단히 개성이 강하고 유능한 출중한 여

성으로,자유분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탈선적이기 까지 한 여성이다.그
녀는 열정적이고 검고 큰 눈의 아름다운 미모에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
로 클래리서가 호감을 가지고 동성애의 감정을 가진 여성이다.그녀는
목욕을 하다가 스폰지를 가지러 벌거벗은 채 마루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많은 시를 쓰고,그리고 모리스(Morris)와 셸리(Shelly)를 읽고,사회 개
혁의 방책을 토론하기도 하는 의식이 깨어있는 총기 넘치는 여성이다.
이러한 샐리를 통하여 클래리서는 자신이 얼마나 속박받으면서 살아왔는
지 깨닫게 된다.샐리는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만 헬레나고모는 그러한 샐리를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한다.클래리서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생기가 넘치는 샐리와 키스하는 순간을 자신의 일
생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할 만큼 자연스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
게 된다.

꽃들이 심어진 돌 항아리 곁을 지나갈 때 클래리서에게 전 생애를 통
하여 가장 행복한 순간이 왔던 것이다.이때 샐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
서,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는 클래리서에게 입맞추었다.온 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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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것만 같았다!다른 사람들은 눈에서 사라졌다.거기에는 클래
리서와 샐리만 있는 것 같았다.단단히 포장한 선물을 받아 가지고 뜯
지는 말고 잘 간수하고만 있으라는 부탁을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
다.다이아몬드나,포장된 한없이 귀중한 보물을 샐리와 둘이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걷고 있는 동안에 열어 보았다고나 할까,아
니 그 광채가 저절로 포장을 뚫고 나왔다고나 할까.그때 클래리서는
계시를,종교적인 황홀감을 느낀 것만 같았다!

Thencamethemostexquisitemomentofherwholelifepassinga
stoneurnwithflowersinit.Sallystopped;pickedaflower;kissed
heronthelips.Thewholeworldmighthaveturnedupsidedown!
Theothersdisappeared;thereshewasalonewithSally.Andshe
feltthatshehadbeengivenapresent,wrappedup,andtoldjust
to keep it,notto look atit- a diamond,something infinitely
precious,wrappedup,which,astheywalked(upanddown,upand
down),sheuncovered,ortheradianceburntthrough,therevelation,
thereligiousfeeling!(87)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가부장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 억압으로 억누르고 스스로 부정한다.바로 이 장
면에서 사회적 억압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
다.젠슨 (EmilyJensen,162)은 이 경험이 클래리서의 삶에 매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클래리서가 사회적 관습에 부딪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감정마저 부정했으며,이
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파악한다.또한 울프가 강조하는 샐리는 대
단히 가난한 인물이라는 것이다.결국 이 가난과 가부장 사회는 개성이
강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녀이지만 그녀의 끼를 발휘할 공간을 잃어버리
고 사장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여성은 돈도 벌 수 없
었고,재산 소유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기였으므로 결국 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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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돈은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다섯씩
이나 낳고,뚱뚱하게 살이 찐 채 현실에 안주하는 “광채가 완전히 가셔
버린”(296)로제스터 부인(Mrs.Rosseter)으로 변해버린 것이다.결국은
생기발랄한 샐리는 사회에 의해서 사장되고 만 것이다.
클래리서 역시 그러한 여성들 중의 한명이다.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

신이 속한 사회가 여성의 열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클래리서는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샐리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
렸듯이,피터에 대한 사랑도 접어버리고 리처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여
기서 클래리서가 사랑하는 피터를 두고 리처드를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
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피터는 지적인 욕구도 왕성하고,정열적인 인물
이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이며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피터
는 클래리서와의 사랑이 깨어진 후 인도로 떠난 이후에 여러 여성과 사
랑에 빠지게 되지만 어느 여성에게도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또한 이 작품에서 피터는 가부장제에서 남성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다.그것은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칼과 그녀가 가장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하는 샐리와의 키스하는 순간을 깨어버리는 즉,사회의 일반적인 시
각에서 그 순간을 방해하는 인물이다.반면에 그는 어느 여성보다도 더
여성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그는 여자처럼 울기도 잘하고,감각적이
다.이런 피터와 클래리서는 모두 서로를 열렬히 사랑한다.사랑의 감정
은 피터뿐만이 아니라 클래리서도 느끼고 있다.이러한 감정은 5년이라
는 세월이 흘렀지만 피터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를 이렇게 뜻밖에 보
게 된 것이 하도 기쁘고 하도 수줍어서 그녀는 어리벙벙했다.”(93)라는
그녀의 감정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그녀는 “만약 내가 그와 결혼했
더라면,나는 온종일 이렇게 즐거웠을 걸”(101)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은 바로
5년 만에 만난 클래리서 앞에서 “조금도 창피한 줄 모르고 소파에 앉아
서 우는”(101)모습이다.이 장면은 피터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놀라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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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모습일 수 밖에 없다.이는 셉티머스를 태우고 지나가는 앰뷸런스
차를 보면서 혼자서 명상하는 피터의 모습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고독의 특권인 것이다.혼자 있을 때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
은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는 것도 자유
이다.이 민감성 -울 때에 울지 못하고,웃을 때 웃지 못한다는 것.지
금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인도의 영국인 사회에서 내가 파
멸된 원인 -그것은 감수성이란 것이다.

Itistheprivilegeofloneliness;in privacy onemay do asone
chooses.Onemightweepifnoonesaw.Ithadbeenhisundoing
-this susceptibility- in Anglo-Indian society;notweeping atthe
righttime,orlaughingeither.(242)

감수성이 예민한 그는 울 수 있는 자유조차 확보할 수 없음을 한탄한다.
피터는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 슬프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
야 하는 것이다.이는 암묵적인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의 감정이 억눌러
지는 것이다.이런 피터가 클래리서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녀
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그래서 영국인 사
회에서 남성에게 암암리에 금지되어 있는 우는 모습도 그는 아무런 거리
낌 없이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래리서는 결국 리처드를 선택한다.샐리나 피터는 클래리서

의 선택을 세속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그녀의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샐리는 리처드가 클래리서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녀는 물론 반 농담이지만,피터더러,클래리서를 쟁취하라고 했
다.그리고 휴나 댈러웨이등 클래리서의 '영혼을 질식'시키고,세속적인
면을 조장시켜 한낱 주부로 만들어 버릴 그런,소위 ‘완전한 신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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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녀를 구하라고 했다.

While she implored him,halflaughing ofcourse,to carry off
Clarissa,tosaveherfrom theHughsandtheDallowaysandallthe
other'perfectgentlemen'whowould'stiflehersoul',makeamere
hostessofher,encourageherworldliness.(138-139)

그러나 클래리서의 선택은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독자적
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옳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는 위엄이 있다.다시 말하자면 고독이다.남편과 아내 사이
에도 심연은 있다.그것을 존중해야 한다.클러리서는 그가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그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또
남편의 의지와 반대로 남편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잃게 된다.너무나도 소중한 그 무엇
을.

Andthereisadignityinpeople;asolitude;evenbetweenhusband
and wife a gulf;and thatone mustrespect,thoughtClarissa,
watchinghim openthedoor;foronewouldnotpartwithitoneself,
ortakeit,againsthiswill,from one'shusband,withoutlosingone's
independence, one's self-respect--something, after all, priceless.
(200)

피터는 클래리서와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자상하고 자질구
레한 것에까지 마음을 쓰는 다정다감한 성격이기에 상대에게 자기만의
세계를 허용해 주지 않는 인물,즉 상대방이 자기에게 몰입하기를 바라
지 둘이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원치 않
는 인물일 뿐 아니라 주로 클래리서의 단점을 관심사로 삼고 이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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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좋아한다.반면 클래리서는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물
이기에 그 다양성을 억압하려는 피터대신 대범해 보이기도 하고 무관심
해 보이기도 하는,무감각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리처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리처드는 클래리서가 사랑을 느끼는 인물은 아니다.그러나 클래리서

의 피보호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인물이다.그는 소위 그녀를 받쳐줄 사
람이며 하나의 버팀목이다.에이블(ElizabethAbel)에 의하면 클래리서의
회상에서 리처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피터의 기억
속에서 클래리서는 리처드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살
펴볼 수 있다.

물론 바로 그날 오후의 일이었다.댈러웨이가 이 집을 찾아오고,클래
리서가 그를 “위컴”이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이것은 모
든 일의 발단이었다.누군가가 댈러웨이를 이 집으로 데려왔는데,클래
리서는 그의 이름을 잘못 알았다.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컴
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마침내 이 남자는,“제 이름은 댈러웨이올시
다!”하고 내뱉었다.

For ofcourse itwas thatafternoon,thatvery afternoon,that
Dallowayhadcomeover;andClarissacalledhim "Wickham";that
wasthebeginningofitall.Somebodyhadbroughthim over;and
Clarissagothisnamewrong.Sheintroducedhim toeverybodyas
Wickham.Atlasthesaid"MynameisDalloway!"(120)

여기서 나타난대로 그녀는 리처드에게 관심도 없었다.다시 말해,클래리
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실패자인 피터 대신에 애정은 없으나 안락
한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리처드를 선택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그
러나 클래리서 자신의 의도는 자신만의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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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보다는 간섭이 덜한 리처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에이블은 말하고 있
다.즉,클래리서는 그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
위,거기다가 그녀만의 공간을 내어줄 그를,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제
도 속에서 그래도 그녀에게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내에서도 그녀만의 공
간을 내어줄 그런 보호막 구실을 해 줄 수 있는 남성인 리처드를 반려자
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듯 감정적으로는 샐리 또는 피터에게 끌리지만 이성적으로는 리처

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클래리서는 결혼 이후에 델러웨이 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메이즐(PerryMeisel)은 그녀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론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는 클래리서와 댈러웨이 부인이다.각각
의 명칭은 그녀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하고 공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집결체를 의미한다.가령,클래리서라는
호칭은 부어턴,피터 월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적
매혹 등등에 관한 기억과 관계가 있는 반면,댈러웨이 부인이란 호칭은
리처드와의 결혼,딸 엘리자베스,그리고 파티 주체자로서의 그녀의 역
할 등과 관련된다.

The two primary ones, of course, are "Clarissa" and "Mrs.
Dalloway,"witheachpropernamesignifyingadifferentclusterof
thevariousandincompatible"parts"thatconstituteher"own"or
"proper"self-undertherubric"Clarissa,"forexample,hermemories
ofBourton,herrelationshipwithPeterWalsh,hersexualfascination
withotherwomen,andsoon;under"Mrs.Dalloway"hermarriage
toRichard,herdaughterElizabeth,herroleashostess,andsoon.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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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그녀가 느끼는 공포가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불
만과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다시 말하면,클래리서는 자신의 역할
이라는 덫에 걸린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보이지 않고 알
려지지 않았다는 것,더 이상 결혼도 아이도 없었다.그러나 단지 본드
거리를 사람들과 놀랍고도 장엄하게 행진한다는 것,댈러웨이 부인이라
는 것,더 이상 클래리서가 아니라는 것,바로 이 리처드 댈러웨이 부
인이라는 것만을 느꼈다.

She had the oddest sense of being herself invisible; unseen;
unknown;therebeingnomoremarrying,nomorehavingofchildren
now,butonlythisastonishingandrathersolemnprogresswiththe
restofthem,upBondstreet,thisbeingMrs.Dalloway;noteven
Clarissaanymore;thisbeingMrs.RichardDalloway.(52)

이는 여성 삶에 대한 회한과도 같은 것이다.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한계는 자신이 벡스버로우 경 부인처럼 몸집이 크고 남자처럼 정
치에도 관여하는,뭔가 쓸모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중상층 여성의 수동적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난다.즉 이미 자신 즉 클래리서라는 주체를
잃고서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편입되는 삶을 살고 있고 진정한 자아를 찾
지 못하고 거기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고독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파티를 위한 꽃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클래리서 자신이

브루턴 부인의 점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입지가 축
소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이곳에서의 삶의 핵심에 감도는 공허감
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결여되어 있는 핵심적인 무언가가 무엇인지 고민
하게 된다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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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갖
지만,그녀에게는 일상적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없다.일상적 자
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일부를 포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하루는 여주인공이 상류층의 가부장제하에서 살아온
자의 삶에 대한 회의가 의식의 저변에서 살아나는 일탈의 하루인 것이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나 귄위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이 시키

는 어떠한 명령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Milgram,
45). 권위에 대한 복종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명령에도 복종
하게 되는 기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이렇듯 사회는 국민들에게 막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은 획일화되고 고정화 된 사회
속에서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하며,누구에게나 불안과 고독을 안겨
주며,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다수의 사람들은
그 억압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죽음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래리서야말로 사회적인 억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

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사
회적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그 억압을 알지 못하고 불안감과 고독감을
안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사회적
억압 속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했고,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클
래리서는 자신의 삶속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막연한 고독을 느끼는 것
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이런 막연히 불안한 삶을 조장하는 사회의 억
압은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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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셉셉셉티티티머머머스스스의의의 자자자살살살의의의 의의의미미미

이 장에서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
었던 셉티머스와 간접적으로 그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클래리서의 모습을 살펴보고,그들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살이 과연
사회적 억압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울프 역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는 작가이다.1904년 아버지

사후 약 4개월 만에 창문으로 투신하였고,레너드 울프(LeonardWoolf)
와 결혼 후 약 일년 만에 다량의 수면제를 삼킨 적도 있다.결국 우즈강
에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친다.이런 그녀가 처음엔 클래리서를 파티가
끝날 무렵에 자살이나 혹은 심장마비로 죽도록 구성했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녀는 죽음만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래리서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도록 중간에 그녀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이것은 자신의 자살의
공포에 대한 위안으로서,즉 작가 자신의 심리적 반응으로서 자살을 위
한 대역을 궁리해 낸 것 같다고 한다 (박희진,332).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와 cædo(죽이다)의 두 낱말

의 합성어로 스스로 선택하여 죽는 것이기는 하지만,무조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한다.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뒤르켐
(EmileDurkheim,391)에 의하면 자살이란 희생자가 스스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고,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를 말한다.
한 사회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종교와 도덕철학적인 전통과 관련되

어 있고,문화의 발전 단계와도 상관이 있다 (뒤르켐,162).자살은 지역
적,시대적으로 다양한 발생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프랑스,미국,한
국 등은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이렇듯 자살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네스티에,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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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또한 시대별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고
대사회에서의 자살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일종의 의무였다.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 덕망 있고,이성적이고,적극적으로 살다가 축제가 끝나
면 손님이 돌아가듯이,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없
을 때는 툭툭 털고 일어나 이승을 등져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미슐러,
31).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셉티머스의 자살은 가장 이성적인 행위
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중세사회에서는 기독교의 번창과 더불어 자살에 대해 종교적인

금기가 더욱 부각되어 자살을 아주 큰 죄로 보았고 자살 금지령이 내려
지기도 했다 (미슐러 49-65).초기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신앙은 분열
양상을 보였지만 자살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그대로 남았다.신앙의 분
열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국가가 정치적 구조의 틀 속에 국민을 가둬
놓음으로써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지식과 노동력을 이용해 국가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는 자살을
실정법으로 금지시키게 되었다.사회적 억압이 개인의 선택마저도 결정
짓는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유롭고 자
주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본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자살에 대
한 전통적 편견은 계몽주의 시대에 심한 공격을 받게 된다.물론 계몽주
의 철학자들도 자살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에
게 자살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요청했다.즉,자살이 처벌의 대상
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미슐러 69-99).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문학사적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함께 자살은 유행처럼 번져나갔고,자살 예찬론을 펼친 쇼펜하우어의 등
장으로 자살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결말이라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
졌다.그리고 19세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변화
와 더불어 심리적 버팀목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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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었다 (미슐러 103-116).즉,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
기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많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고 자
살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살은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
은 아니다.사회나 종교 또는 도덕에 의해 사람들은 대개 자살을 강요받
았고,전통과 관습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자살을 택해야 하는 희생자
들이 속출했다 (미슐러,235-237).
『댈러웨이 부인』에서의 셉티머스의 자살도 역시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의 억압 속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선택이
었다.자살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고 한다 (뒤
르켐,네이버 두산대백과 사전).이기적 자살(利己的自殺),애타적 자살
(愛他的自殺),아노미적 자살(anomie:無規制狀態)로 나뉘는데 이기적 자
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樣式)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일 경우,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의 자살이다.애타적 자살은 그 반대
로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이다.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환경의 차이 또
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缺如)에 의한 자살이다.이런 유형에서만도 우리
가 알 수 있듯이,자살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인 것이다.셉티머스의 죽음 역시 사회에 결
합하지 못한 이기적인 자살인 것이다.
『델러웨이 부인』에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그 인물들 중에서도 클래리서와 그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셉티머스를 두 축으로 하여 별개의 다른 두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리히터(HarvenaRichter,113-128)는 울프가 자아를 그리는 방
식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첫째는 프리즘처럼 다면체 거울을 통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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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차원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둘째는 자아가 시간과 회상을 따
라 분리된 정체성을 띠고 나타나는 방식,셋째는 인물을 더블이나 다른
자아로 나누는 방식이다.그의 이론에 따르면 『댈러웨이 부인』란 작품
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클래리서와 셉티머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즉,셉티머스는 부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타인이면서 또한 부인이
자신을 발견하는 타인이기도 하다.
클래리서는 여성적인 비전으로 삶과 정상적인 정신을 제시하고,셉티

머스는 남성적인 비전으로 죽음과 비정상적인 정신을 제시해주고 있다
(Nancy,103). 그러나 이들이 정상과 광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indalGorden,67).또
한 그는 울프 작품의 가장 전복적인 요소는 광기와 정상의 개념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범주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그녀의 소설은 고의적 망
설임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하였다 (190).즉 울프가 셉티머스
의 광기 속에도 클래리서의 정상을 심어두고,클래리서의 정상 속에도
셉티머스의 광기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요약하자면,
셉티머스와 클래리서를 각자의 분신으로 설정하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묘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울프는 클래리서가 보기에 정상인인
셉티머스의 일면을 의사들은 비정상으로 몰아가게 되고, 클래리서의 정
상적인 면이 독자들이 보기엔 비정상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게 울프는 그
경계를 흐려 놓았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첫째로,그들은 모두 이

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셉티머스는 루크레치아(Lucrezia Warren
Smith)가 보듯 아내의 고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이
며,클래리서 또한 리처드의 고독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또한,셉티머스
가 부인 루크레치아(Lucrezia)와의 사이에서 남편 역할을 거부하고 아이
를 원치 않는 것은 클래리서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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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녀로 느끼는 것과 병행한다.둘째,그 둘은 모두 사랑하지 않는 사
람과 결혼했다.그녀에게 피터가 있듯 그에게는 이사벨라(IsabellaPole)
가 있었다.현재 둘은 모두 리처드와 루크레치아라는 배우자가 있다.셋
째로,그 둘은 동성애적 경험도 가지고 있다.셉티머스는 에반스에게,그
리고 클래리서는 샐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마지막으로,그들은 삶
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
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막 병을 앓고 난 클래리서는 현재 폐경기
에 든 그녀의 몸에 대한 “나이를 먹어 쭈그러들고 젖무덤까지 잃어버
린”(80),혹은 “화려함과 꽃다움이 빠져나가는”(80)등의 반응을 통해서
그녀 스스로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둘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

로 인간관계와 사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셉티머스는 사물과는 의사
소통을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무심한 인물로 인간들과는 단절되어 독백적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다.그는 가장 가까운 루크레치아 역시도 거추장
스런 장애물로 여기고 홈즈 박사와 브래드쇼 박사와도 소통을 거부한다.
그는 매번 마음 속으로 냉소적인 혼잣말은 하면서도 겉으론 더듬거리며
대답을 회피한다.이러한 모습은 피터에게 “속물적”(139)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래리서와는 대조적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사자와의 관계이다.그의 정신분열의 원인이 된 에

반스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그는 이 에반스라는 사
자와의 관계를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있다.그러므로 몸으로 느끼
는 그의 죽음 충동은 그로 하여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다.반면,클래리서는 어머니,동생,숙부,아버지 등의 죽음을 보아왔지
만,사자와의 영교를 하지는 못한다.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 둘의 선택이 다름을 의미한다.억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셉티머스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그를 통하여 클래리서는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함
으로써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즉,클래리서가 느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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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충동은 자신의 분신의 죽음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사회적 주변인으로 나타나는 셉티머스의 모습은 겉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이는 클래리서에 내재한 자아의 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절제되고 균형 감각을 지닌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가부장제 하에
서 자신의 정체성에 불안을 느끼고 옛 애인 피터의 계급일탈과 자유로운
인생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다.셉티머스가 사회와 결혼,출세에 대해
보이는 자기 파괴적 거부인 이런 극단적인 반발은 클래리서가 감히 외부
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이다.즉,클래리서는 셉티머스처럼 극단적으로
사회 체제로부터 자신을 단절하지 않고,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동조하지
도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반면 셉티머
스는 일상적인 삶과 사회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사회와 완전히 결별한
채 단절되어 살아간다.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직접 사회 속에서 경험
을 해서 부딪쳐보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클래리서와 셉티머스를 통하여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게

될 그런 불안과 고독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클래리서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셉티머스는 클래리서가 한번도 만

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쟁과 군대생활
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사회가 장려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변모하였
다.그러나 이러한 변모 뒤에는 그만의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
을 포기하는 대가가 뒤따르게 되었다.그 결과로 그는 전투 신경증에 걸
릴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도 잃고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고 만다.
이러한 증상은 에반스라는 장교가 폭격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그는 무기력증,불감증,피해의
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어떤 식으로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
다.즉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성공했으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는 죽음이 드리워진 것이다.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관점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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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없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도 찾지 못하고 사
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낀다.이러한 공포는 그를 인
간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대신 자신만의 세상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연
및 천지만물과 교감하고 그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게 만든다.
이런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클래리서와는

대조적이다.이러한 대조 속에서 셉티머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셉티머스가 바라보는 나뭇잎에 대한 반응은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제

시된다.그는 나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죽음의 공포와 생의 신비가 엉킨
격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바로 나무처
럼 호기심 가득한 양식이며 그는 고정된 나무에게서 보다는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유동적인 잎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다 (Schlack,70).
반면 클래리서가 나무를 바라보는 반응은 자기와 나무와의 유사성을 생
각하면서 자신은 나무의 한 부분이고 나무는 사람들을 지탱시키게 해주
는 “고결한 활력”(52)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런 생각은 그녀가
나무를 통해서 지탱되고 있는 그 자신을 안개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즉 자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면서 그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곧 멀리 퍼져가 있는 존재가 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무튼 런던 거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영고성쇠의 세파 속에
서,그녀도 피터도 각자의 생을 영위하고 있다.사실 자기는 고향에 있
는 수목들의 일부분이여,저기 저렇게도 지스러기처럼 보기 흉하게 늘어
서 있는 가옥들의 일부분이요,또한 면식 없는 사람들의 일부분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확신했다.그녀는 자기가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펼쳐 있는 안개같이 여겨졌다.나뭇가지들이 안개를 떠받치고 있는 광경
을 보았듯이,그 사람들이 그처럼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그러
나 이렇게 해서 그녀의 생명,그녀 자신은 줄곧 멀리 퍼져가고 있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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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how inthestreetsofLondon,ontheebbandflow ofthings,
here,there,shesurvived,Petersurvived,lived in each other,she
being part,shewaspositive,ofthetreesathome:ofthehouse
there,ugly,ramblingalltobitsandpiecesasitwas:partofpeople
shehadnevermet:beinglaidoutlikeamistbetweenthepeopleshe
knew best,wholiftedherontheirbranchesasshehadseenthetree
aliftthemist,butitspreadeversofar,herlife,herself.(50)

이렇게 클래리서는 나뭇잎을 봄으로써 그녀가 현실의 세계에 있음을 실
감하게 되고 이를 그녀 중심으로 모으기 위해 애쓴다.
또한,셉티머스는 엘리엇(T.S.Eliot)의 『황무지』(TheWasteLand)

에서처럼 마르고 건조하고 혼돈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수확을 위한 비
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다로 몸을 던져야 함을 느끼고 그 자신을 물에
빠진 뱃사공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그대로 이 바위 위에 높이 남아 있구나,물에 빠진
뱃사공이 바위위에 홀로 남겨진 것 처럼 나는 뱃전 밖으로 몸을 내밀다
가 떨어졌다.하고 셉티머스는 생각했다.바다 속에 풍덩 빠진거다.그래
서 나는 죽었다.그런데 지금은 살아났어,하지만 이제는 좀 쉬게 해 주
십사,하고 그는 간청했다.

Buthimselfremainedhighonhisrock,likeadrownedsailorona
rock.Ileantovertheedgeoftheboatandfelldown,hethought.I
wentunderthesea.Ihavebeendead,andyetam now alive,butlet
mereststill:hebegged(129)

바다는 셉티머스에게는 죽음으로 나타난다.반면에 클래리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면서 삶의 의미는 순간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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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는 파도를 통해서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한다.즉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다시 재생을 하는 원형의 이미지를 갖게 된
다.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심벌린』(Cymbeline)의 인용구를 받아들

이는 관점에서도 드러난다.셉티머스와 클래리서가 인용한 장송곡 “태양
열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Fearnomoretheheato'the
sun)”(50,79,227)는 말은 그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그
러나 클래리서가 받아들이는 그 문구는 창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책을
통하여 그 문구를 알게 되고,현실 긍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만,셉티
머스는 자신의 방에 누워서 이 글을 떠올리는 것으로,그를 짓누르는 강
박 관념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다.이렇듯 이미 셉티머스는 사회의 억
압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물 하나를 두고도 셉티머스나 클래리서가 바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셉티머스는 모든 것은 죽음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있으나 클래리서는 그래도 현실을 긍정하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이
렇듯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이 가부장사회는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정상
인과 비정상인이라는 획일적인 틀을 부여하여 매사를 인위적으로 구분지
으려고 한다.즉 여성은 남성에게 그리고 비정상인은 정상인에게 종속시
키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셉티머스를 비정상인으로 규정짓고 사회 속에 순응시키

려고 만드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인 브
래드쇼 박사나 홈즈박사다.그들은 자신과 다른 인물을 수용하지 못하고
셉티머스를 지배하고 조정하려 하며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들은 전쟁을 직접 유발하거나 높은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독재력
을 뒷받침하는 사회악으로 묘사되고 있다.그들은 치료라는 미명하에 셉
티머스의 정신세계를 짓밟으려고 한다.여기서 등장하는 정신병리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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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재조정하기 위해 셉티머스를 소외시키고,사회통제의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사회 유지를 위해서 셉티머스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 사회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
자체는 그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소외되어 고독이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살은 사회 반항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그를 죽
음으로 내몬 것은 불안이지만,그를 죽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홈즈박사다.그는 루크레치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셉티머스에게 강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를
창에서 뛰어내리게 만든다.바로 이런 홈즈박사의 행동은 이 사회를 대
변하는 것이며,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지니지 않는 것 자체
도 바로 이 사회를 고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셉티머스의 상황은 작가인 울프의 생각과도 많이 닮아있다.울프

도 이미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인지,셉티머스의 정신세계를
잘 묘사해 내고 있으며,또한 그가 느낄 그런 공포심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그녀 또한 의사들의 권유로 리치몬드라는 조용한 마을로 내려와서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그 곳에서 그녀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함
을 느끼고 그 적막함 속에서 더 괴로움을 느낀다.그리고 그 치료라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으며,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아무 희망도 없는 삶 속에서 진실된 자아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
는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것이고,이러한 상황은 셉티머스를 표현하는 부
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그리고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들이 더 넓
은 의미로 이 사회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신이상자로 단정해버리고 그들
을 부정적으로 취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친 사람이란 자기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며 다시 말해서 일반 사

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병이 아
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과 닮기를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
이다.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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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신장애,편집증을 유발시킨다.즉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들의
편견에 의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규정되는 것
이다 (코엘료,52-53).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사회 속에서 정신병자로 규정지어진 셉

티머스는 창으로 몸을 내던지면서 자신을 요양소에 데려가기 위해 온 홈
즈박사를 향해 “내가 널 혼내줄꺼야!”(239)라고 외치며 창밖으로 뛰어내
린다.이 말은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의 육체는 주지만 자신의 정신
만은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셉티머스는 망상
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독재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지키
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그레이엄 (JohnGraham,187-189)에 의하면 방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상징하며,창문은 자아가 자아의 외부세계를 조망하는 것
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즉,창문을 통해 몸을 던지는 셉티머스의 자살
은 외부세계와의 교통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또한 그의 자살은 그의
삶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에게 맞서서 영혼의 독립을 이루었다
(Brower,59).
결국 셉티머스는 이렇게 창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 행위는 자

신을 억압하는 힘을 뚫고 열린 창문으로 날아간 새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그는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클래
리서도 자유를 얻고 더 높은 비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그녀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감정의 억압에서 풀려난다고 할 수 있다.그녀는 자
신을 완벽한 사교계 안주인으로 그 뒤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
아가고 있고,셉티머스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그
러나 이렇게 억제 되었던 감정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억제되었던 것이었
음을 클래리서가 깨닫게 되고,더 큰 성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 레드가 탈옥을 한 에드를 그리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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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 안에 갇혀 살 수 없는 새들이 있다.그 깃털은 너무나 찬란했다.
새들이 비상하는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독백하는 장면
이 있다.아마도 이 사회 자체가 하나의 새장이며,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셉티머스에게는 창에서 뛰어내려 자유를 찾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상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 순간에 자살이라는 선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

의 그리고 최선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즉,자살은 셉티머스가 선택한 정
신을 속박하는 독재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이었고,그 사회 속에서의
불안과 공포,그리고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다.이 죽음은 클래리서
가 그녀의 정신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타협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셉티머스가 그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지속 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리서가 연상하게 되는 붉은 꽃,즉 녹슨 철책 밖으
로 그의 몸을 내던져 버리는 일이다.완전히 타인에 불과한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클래리서는 철책이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듯한 육체적 고통
까지 그대로 느끼며 그의 체험에 공감한다.

자살을 했다고-그러나 어떻게?별안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클래리서는
자기 육제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는 것만 같았다.옷에 불이 붙고 몸은
타는 것 같았다.그 청년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했다.지면이 불쑥
치솟는다.녹슨 철책의 뾰족한 끝에 청년의 몸뚱이는 푹 찔려 상처가 난
다.그는 그 자리에 눕는다.머리에서 펑펑 피가 쏟아진다.이윽고 의식
불명의 암흑-이런 광경이 눈에 선했다.

Hehadkilledhimself-buthow?Alwaysherbodywentthroughit
first,whenshewastold,suddenly,ofanaccident;herdressflamed
herbody burnt.Hehad thrown himselffrom awindow.Up had
flashed the ground;through him,blundering,bruising,wen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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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lyspikes.Therehelaywithathud,thud,thudinhisbrain,and
thenasuffocationofblackness.(287)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청년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클래리서는 추락의
순간을 재생해내고 그녀 자신의 몸도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와
일체감을 느낀다.그리고 그녀는 셉티머스가 브래드쇼 박사의 지배 하에
굴복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그의 의지를 느끼게 된다.이 부분에서 클
래리서는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즉 브래드
쇼 박사는 셉티머스를 그저 하나의 진료 사례로 취급하고 있지만 클래리
서는 이 죽음에 즉각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Zwerdling,74). 그리고 이 의도는 두 사람을 동일시함으로써 클래리서
의 삶에서도 셉티머스의 자살과 맞먹는 선택을 했음을 암시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삶에 관해 깊은 성찰을 한

다.클래리서는 브래드쇼 박사가 환자의 영혼을 억압함으로써 인생을 견
딜 수 없게 한다는 사실과 이 억압을 피해 자살한 셉티머스를 통해서 억
압의 강도가 매우 강력하며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그녀는
그 청년과 동류의식을 느끼며,그가 선택한 죽음은 클래리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러워지고 흐려지고 거짓 잡담으로 가득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간직하려던 보물도 손상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셉티머스 자신의 보물을 지킨 것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정화시키고 또한 압도해 오는 삶에 대한 무력감,고립감,죽음에 대한 두
려움을 신비스럽게도 가라앉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늙어갈 것이 아닌가,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잡담에 둘러
싸이고,평소의 생활 속에 더렵혀지고 흐려지고.매일의 타락,허위,잡
담의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바로 이것을,그 청년은 지
켰다.죽음은 도전이었다.죽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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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중심이 그들을 묘하게 회피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다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친밀감도 떨어지고,기쁨도 식어간다.인
간은 고독했다.오로지 죽음 속에 포옹이 있었다.

They wouldgrow old.A thing therewasthatmattered;athing,
wreathedaboutwithchatter,defaced,obscuredinherownlife,ley
dropevery dayincorruption,lies,chatter.Thishehadpreserved.
Deathwasdefiance.Deathwasanattempttocommunicate,people
feeling the impossibility ofreaching the centre which,mystically,
evaded them;closenessdrew apart;rapturefaded;onewasalone.
Therewasanembraceindeath.(287-288)

그녀는 이렇게 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죽음이라
는 것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아르토는 “만약
내가 자살한다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시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자살에 의해서 나는 처음으로 내 본성을 다
시 통합하게 될 것이며,내 의지의 형식을 사물들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
다.”(마르탱,614)라고 하였다.아르토의 말처럼 클래리서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삶의 종말이 아니라,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자 자
신을 통합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다시 말하면,셉티머스의 경우에서와 같
이 죽음이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반
드시 패배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더군다나 자기만의 세계가 이 자
연과도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세계라면 죽음은 모든 것을 껴안는 커다
란 포옹일 수 있고 또한 죽음은 바로 삶에 대한 도전이며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것이다.클래리서가 이러한 자각에 도달함으로서 그녀는
천박하고 세속적인 인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생의 통찰을 얻
게 되며,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셉티머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클래리서가 일종의 정화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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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느끼는 것은 사회를 거부하고 싶은 그녀의 무의식적 충동을 반영한
다.그의 자살은 그녀에게 간접적으로 죽음의 경험을 부여하고 이로써
그녀는 죽음에 대한 열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은 자살했다.그래도 그녀는 그 청년이 가엽게 여겨지지는 않았
다.시계가 친다.한점,두점,세점,네점.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었다.인
생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저기!이제 노마님이 불을 껐다!집안이
깜깜해졌다.인생은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 아닌가,하고 클래리서는 되
풀이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생각났다.이제는 뜨거운 햇빛을 두
려워 말라!이제 손님들에게로 돌아가 봐야 했다.그러나 참 이상한 밤
이 아닌가!어쩐지 클래리서는 그가 몹시 좋아지는 것만 같았다-자살
한 청년 말이다.청년이 저지른 행동,생명을 내버린 것이 기뻤다 시계
가 치고 있었다.이 소리는 둔하게 원을 그리며 공중에 녹아들어 갔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었고 즐겁게 해주었다.

Theyoungmanhadkilledhimself;butshedidnotpityhim;with
theclockstriking thehour,one,two,three,shedidnotpityhim,
withallthisgoingon.There!theoldladyhadputoutherlight!the
wholehousewasdarknow withthisgoingon,sherepeated,andthe
wordcametoher.Fearnomoretheheatofthesun.Shemustgo
backtothem.Butwhatanextraordinarynight!Shefeltsomehow
verylikehim-theyoungmanwhohadkilledhimself.Shefeltglad
thathehaddoneit;throw itaway.Theclockwasstriking.The
leaden circlesdissolved in theair.Hemadeherfeelthebeauty;
madeherfeelthefun.(290)

그녀는 셉티머스를 인간의 잔인성,이기주의,독재성 이라는 죄를 사하
기 위해 순교한 희생양으로 여기며 자신도 사람들 사이의 교감의 순간을
위해 사진을 희생하는 순교자라고 느낀다.여기서 우리는 셉티머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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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의미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셉티무스는 일곱의 뜻이고,7이
란 숫자는 TheLord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불교의식이나 시베
리아 무당의 신에서 우주와 합일 되어 시간관념이 없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셉티머스와 클래리서는 둘 다 이러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Poreisky,109).묵
시록 5장 6절에서 “일곱번째는 하나님이 7가지 성령으로 7개의 뿔과 눈
을 가진 양의 모습을 취하였으니 그 양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죽은 예
수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예수의 이미지는 그의 불멸
성에서도 나타난다.그는 이 우주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즉,셉티머스의 죽음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로 사망
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클래리서는 다시 파티로 돌아감으로써 부
활한 예수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셉티머스의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뻐하며,이로 인

하여 그녀의 마음도 정화되어 삶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된다.물론 주인공
인 클래리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대신 남성성
과 여성성의 조화,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개개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
법을 택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그리하여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
을 얻고 다시 완벽한 안주인이 되어서 사회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
다.
볼테르는 인생에서 완전히 길을 일고 희망마저 없을 때,삶은 치욕이

고 죽음은 의무가 된다고 하였다 (볼테르,네이버 두산 대백과 사전).셉
티머스의 자살도 어쩌면 하나의 의무로 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
의 자살은 하나의 도전이며,의사소통의 시도이며,하나의 포옹이었기 때
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그의 선택은 사회적 억압을 극복
하고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려는 가장 소극적인 대처방법임을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이는 개인의 영역은 지켰을지 모르나 계속 만연해 있는
사회적인 억압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아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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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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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통통통합합합과과과 소소소통통통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파파파티티티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이런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소외이며,그 소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고독이다.
현대인은 고독해지기 쉽다.거대한 조직사회,경쟁사회,다원주의,자본

주의 등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드는 원인
을 제공한다.이러한 사회적인 특성 속에서 현대인들은 인간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고독해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
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고독이라는 고통
에 빠지게 되고,삶의 무의미와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권석만,
17-19). 물론 타인간의 관계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우울,불안 절망 등의 더 큰 불행을 느
끼는 이들도 있다.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궁 속에서 헤매며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그러나 존 던(JohnDonne)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완전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우리는 친밀한 인간관계
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수용,225-227).
셉티머스와 클래리서의 차이점도 바로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

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셉티머스는 사물과는 교감을 이루지
만 인간관계에 무관심하며 인간들과는 단절되어 독백적 상황에 갇혀있
다.반면,클래리서는 피터에게 “속물적”(139)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 망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적 관계도 이루고 있다.바로
이러한 대화적 관계에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된 클래리서
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소중함도 깨우치
게 된다.셉티머스의 경우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의 대화적 관계의 실패
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 38 -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구조는 의식,전의식,무의식으로 구분
된다.그래서 의식 밖으로 억압되는 어떤 체험이나 생각은 소멸되는 것
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 남아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그
래서 억압된 생각이나 체험은 무의식 속에 있다가 충동에 의해서 솟아오
르게 되고 이렇게 솟아오르면 그 생각은 불안을 일으키고,무의식의 둑
이 무너져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해리스(ThomasHarris)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는 고성능 녹음기와 같아서 평생 동안의 모든 경험을
테이프에 기록하는 것과 같이 작동하며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느낌마저
기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Roges,1)셉티머스에게는 바로 에반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사회의 억압 속에서 억눌러야 했던 감
정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여 정신이상을 보인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신이상은 프로이드에게 많은 영향을 끼
친 브루얼(JosephBreuer)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대화치료만으로도 치유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사를 찾은 한 여성환자는 박사가
찾아주고 들어주고 물어줌에 따라 왜 그런지의 대한 이유를 말해 주었으
며, 말해버림으로써 정신이상 증상이 소실되었다 (최승희, 김수욱,
20-26).이것은 바로 친밀한 그리고 공감을 형성하는 대화적 관계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셉티머스를 치료한다
던 브래드쇼 박사나 홈즈 박사는 비효과적인 대화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사회적 억압을 느끼는 셉티머스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이렇게
의사소통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장애요인이라고 하고,그러
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전달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있다고 한다 (Axley,428-437).그들은 이미 셉티
머스가 정신병자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명령,지시,요구,강요 등
을 통해서 셉티머스로 하여금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게 하였다.또한 자
신들만의 잣대로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거부감을 표시하게 만든 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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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서도 표면적으로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경험을 부정하고 리처드
와 결혼을 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사교계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공허감을 느끼고
실존적 불안을 느끼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안타까
워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이러한 느낌은 브루톤 부인의 점심식사에 초
대받지 못하고 그의 옛 애인인 피터가 인도에서 5년 만에 돌아오면서 더
자극되었다.그녀는 이 날도 파티를 개최하며 완벽한 안주인으로서의 외
양을 만들어낸다.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나
의 중심으로 응축시키는 행동이라고 젠슨은 말하고 있다 (24).이러한
클래리서의 모습은 파티를 위한 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파티를 준
비하는 과정인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몇 백만 번이나 이 얼굴을 들여다봤을까.그 얼굴을 언제나와 같이 아
주 미세하게 응축시켰다.그녀는 거울을 볼 땐 항상 입술을 오무린다.
그건 얼굴에다 구심점을 주기 위해서이다.그것이 그녀 자신의 얼굴이
었다.날카롭고,화살같이 뾰족하고,또렷한 얼굴이.어떤 노력이,하나
의 통일된 자아를 보이라는 요구가 부분 부분을 통합 시킬 때 거기에
서 생겨난 그녀의 자아인 것이다.그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그녀와 얼
마나 다르고 모순되어 있는지는 그녀만이 알고 있다.오직 세상을 위해
서만 하나의 중심,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되어,하나의 여자가 되도록.
바로 그 하나사람의 여인은 아마 거실에 앉아서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
고,활기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삶의 광채를 주고,고독한 사람들
이 찾아드는 안식의 보급자리를 만든다.그녀는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그녀는 언제나 한결 같은 태도를 취하려고
애써 오며,다른 면들 -결점,질투심,허영심,시기심,브루턴 여사가 점
심때 초대를 해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것들은 조금도 나타내 보이지 않
으려고 애썼다.(그녀의 머리를 빗으면서)그런 내색을 보이는 것은 아
주 비열한 짓이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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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milliontimesshehadseenherface,andalwayswith
thesameimperceptiblecontraction!Shepursedherlipswhenshe
lookedintheglass.Itwastogiveherfacepoint.Thatwasher
self-pointed;dart-like;definite.Thatwasherselfwhensomeeffort,
somecallonhertobeherself,drew thepartstogether,shealone
knew how different,how incompatible and composed so forthe
worldonlyintoonecentre,onediamond,onewomanwhosatinher
drawing-room andmadeameeting-point,aradiancy nodoubtin
somedulllives,arefugeforthelonelytocometo,perhaps;shehad
helpedyoungpeople,whoweregratefultoher;hadtriedtobethe
samealways,nevershowingasignofalltheothersidesofall-
faults,jealousies,vanities,suspicions,likethisofLadyBruntonnot
askinghertolunch;whichshethought(combingherhairfinally),is
utterlybase!(88-89)

이는 클래리서의 분리된 자아의식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락
이며,그 속에서 그녀는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그
러나 거울 앞에서 그녀는 외적인 자신의 모습과 내적인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클래리서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델러웨이 부인으로서 파티

를 주관하는 것이며 이 인위적인 모습은 수상을 인도하면서 “순간의 도
취(intoxicationofthemoment)”(274)를 느끼는 장면에서 극대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녀는 예전만큼의 만족감은 느끼지 못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행동은 그녀 스스로도 “기둥(stake)”(269)으로 표현할
만큼 힘들게 여긴다.순간 파티에 모여있는 자신과 손님 모두가 환영으
로 여겨지며 그때 그들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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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계단 꼭대기에 박힌 하나의 기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파티를 열 때마다 자기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주인이나 손님은 모두 환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더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She....butfeltherselfastakedriven in atthetop ofherstairs.
Every time she gave a party she had this feeling of being
somethingnotherself,andthateveryonewasunrealinoneway;
muchmorerealinanother.(269)

클래리서는 파티 한 가운데서 흥분을 느끼고,신경이 긴장됨을 느끼면
서도 자신을 보고 겉치레라는 느낌,허탈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짓된 모습임을 느끼고 있다.

사실 수상이 와 준다는 것이 고맙다고 클래리서는 생각했다.수상과 함
께 방안을 걸어가면서,샐리나 피터가 있는 앞에서,또 리처드가 만족
해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에 클래리서는 잠시 도취했다.심장의 신
경이 알코올에 잠겨 바르르 떨면서도 원형을 유지한 채 팽창해 가는
듯한 그런 도취감이었다.그렇다,하지만 결국 이런 기쁨이란 좋고 전
신이 얼얼하고 가시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이런 화려한 외양이나
파티의 성공에는 (가령 저 피터도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허무감이 따르기 마련이었다.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볼 것
이다.이 기쁨은 팔을 뻗으면 닿을 듯하면서도,마음 속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그녀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이전처럼 이
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했다.

Indeed,Clarissafelt,thePrimeMinisterhad been goodtocome.
Andwalkingdowntheroom withhim,withSallythereandPeter
thereandRichardverypleased,withallthosepeopleratherinclined,
perhaps,toenvy,shehadfeltthatintoxicationofthemoment,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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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tationofthenervesoftheheartitselftillitseemedtoquiver,
steeped,upright;-yes,butafterallitwaswhatotherpeoplefelt,
that;for,thoughsheloveditandfeltittingleandsting,stillthese
semblances,thesetriumphs(dearold Peter,forexample,thinking
hersobrilliant),hadahollowness;atarm'slengththeywere,not
intheheart;anditmightbethatshewasgrowingold,butthey
satisfiedhernolongerastheyused.(273-274)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끊임없이 분열되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
히 간파하고 분석하는 클래리서의 냉철한 모습도 볼 수 있다.
클래리서는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고독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만큼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는 인물이다.이런
그녀가 뒤늦게 도착한 브래드쇼 박사에게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그러면
서 그녀는 자신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도
사회적 억압 속에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렇게
파티를 여는 모습마저도 강요된 행동임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런 사
회 억압 속에서 말살되는 개인의 개성을 지키고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죽음이 아니라 “나”로 분리되어 있
는 고립된 인간을 “우리”로 연결시키는 일,즉 건전한 인간관계의 형성
과 그 형성을 위한 대화와 교감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클래리서가 다시
파티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다.또한 텍스트 속에
서 그녀 스스로 분산되는 몸의 느낌을 많은 등장인물들에게 분산시킬 뿐
만 아니라 자동차,비행기가 쓰는 하늘의 글자,빅벤의 울림까지도 받아
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의 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이러한 기법을 울프는 스스로 “동굴파기 기법
(tunneling)에 의한 분신의 창조”(60)라고 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울프가
말했듯이 셉티머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녀의 파편화된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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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만큼의 많은 분신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아우얼바흐
(ErichAuerbach,84,546)의 “다중인격적 방법”(multipersonalmethod)
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또는,바흐친(3-13)이 말하는 “다성적 소
설”(polyphonicnovel)로도 분석되기도 한다.이런 관계의 망들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죽음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향한 하
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
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즉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고,위로와 즐거움을 주
고 소외를 극복해 주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며 상대가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행복
하게 살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러한 긍정적인 인간관
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햄(HarryIngham)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진 조 해리의
창(Jo.Hari-Window)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다.이 모형은 타인과 내가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4
가지 마음의 창문을 만들었다.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부분을 공개적 부
분,타인을 알고 나는 모르는 부분을 맹목적 부분,타인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부분을 비공개적 부분,그리고 타인도 나도 모르는 부분을 미지적
부분이라고 하여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Luft,38). 이렇듯 자아에 대
하여 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또한 나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사회적 억압 속에서 진실된 자아를 포기하고 나 아
닌 또 다른 나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기도 하여 현재의 나는 본래의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으면서 초라한 나를 조금이라도 의식 할 수 있다면 본
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 가능한 것
이다.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셉티머스의 죽음을 통해
서 자신도 억압 받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 클래리서는 더 이상 그저 세속
적인 인물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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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친(287)은 “나는 타인이 없으면 견뎌나갈 수 없고 타인이 없으면
나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나 자신 속에서 타인을 발견함으로써
타인 속의 나 자신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한다.또한,바흐친은 “자아인
식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적 현존이 없으면 자신을 알 수 없다며,나의 재
정의와 정체성을 향한 여행에서 타인은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해리스도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
었는데,이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자기가 남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두개의 관점이나 태도의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
된다고 하였다 (Harris,9).또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감지하고,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종래에
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을 보도록 학습된다 (이
재창,477).우리는 『선택』이나 『쇼생크 탈출』등의 영화를 보면 감옥
에서 죄수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독방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바로 타자와의 대화가 없고 접촉이 없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고독을 느끼게 되고,그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배가 되기 때문이다.이러
한 접촉이 없는 것은 바흐친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을 잃
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예를 들어,『선택』이란 영화를 보면 한 감방
에서 여러 명과 함께 지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따로
각방을 쓰게 된 경우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은 더 배가 되고,독방이
라는 협소하고 어두운 공간은 혼자라는 고독과 더불어 불안과 공포를 더
하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래리서가 이성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대화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파티인 것이다.인간관계의 주요한 요소가 대화이며,인간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남과 대화이다 (권석만,427).
그리하여 그러한 만남을 제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파티를



- 45 -

선택한다.
그녀가 베푸는 파티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사회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의미로는 남편의 출세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개인적인 의미로
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장인 것과 더불어 자신의 허영심을 충
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그런 의미들
보다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화의 장이라는 것이다.이
렇듯 이 작품에서의 파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데이치스
(DavidDaiches)도 파티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에서 우리는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본다.이 소설은 그날
밤에 개최할 파티에 대한 그녀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며,소설이 클라
이막스에 이르는 것도 그 파티에서이다.파티는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
그러나 파티가 가져다주는 일체감은 피상적인 것이다.아주 심오한 의
미에서 우리는 무리 속에서 무리 속에 있지 않을 때보다도 더 외로움
을 느끼는 것이다.

InVirginiaWoolf'sMrs.Dallowayweseetheheroinesearchingfor
meansofcommunicationwithothers:thenovelisdominatedbyher
intentionofgivingapartythatevening,anditisatthepartythat
theclimaxoccurs.Partiesbringpeopletogether;yettheunitythey
imposeissuperficialandinaprofoundsensewearelonelierthan
everinacrowd.(9)

셉티머스의 죽음은 “의사소통에 실패”하고,“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
계를 초월한 강렬한 외로움”을 예시한다 (Bandalza,28).따라서 인간관
계를 맺을 수 있는 방편인 파티는 개인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공간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물리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이는 개인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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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적 자아만을 보이는 가면을 쓴 인간관계
라는 점에서 그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또한 전체적인 통합이 아니라
중상류층만의 수평적인 통합이라는 데에 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Zwerdling,151).하지만 클래리서에게 있어서 이 파티라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 및 자신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클래리서가 이른 아침 시간에 파티용 꽃을 사기 위해 대문

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렇듯 아침부터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
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암시해 주고
있다.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 꽃은 외부적인 소리들이나 사건들,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사라지게 해주는 평화스러움을 제공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녀는 미스 핌과 더불어 꽃병에서 꽃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꽃을 고
르기 시작하면서,어리석군,어리석어 하며 점차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이 아름다움,이 향기,이 빛깔들,그리고 자기를 좋아하고 믿는 미스
핌,이런 요소들이 물결처럼 흘러 들어와서,저 증오심이라는 괴물을 모
조리 휩쓸어 내는 듯만 싶었다.아니,이 불결을 타고 자기도 위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듯만 싶었다.

And shebegan to gowith MissPym from jartojar,choosing,
nonsense,she said to herself,more and more gently,as ifthis
beauty,thisscent,thiscolour,andMissPym likingher,trustingher,
wereawavewhichsheletflow overherandsurmountthathatred,
thatmonster,surmountitall;anditliftedherupandup(56)

또한,꽃은 분리되는 자아를 다시 통합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리처드가 들어오네,꽃을 들고......그리고 오찬회가 무척 재미있다고 하
는 부루톤 경 부인은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그가 꽃을 내미는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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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빨간 장미,흰 장미......
아이 예뻐,하고 클래리서는 꽃을 받으면서 말했다.그녀는 이해했다.리
처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다.그가 사랑하는 클래리서는.(174)

In cameRichard,holding outflowers.......andLady Bruton,whose
lunchpartiesweresaidtobeextraordinarilyamusing,hadnotasked
her.Hewasholdingoutflowers-roses,redandwhiteroses.......
Buthow lovely,shesaid,taking hisflowers.Sheunderstood;she
understoodwithouthisspeaking;hisClarissa.(198)

따라서 꽃이 마련되어 있는 클래리서의 파티는 통합할 수 있는 공간으
로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파티 장면은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다.이 파티 역시 그녀에게 있어서는 리처드가 금
지하면 금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그녀의 유일한 공적인 활동의 장
으로 그녀는 이 파티를 통하여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클래리서가 파티에서 이루려는 통합은 인간
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체제의 속성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클래리서는 각각의 존재를 그 자체로 보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래리서가 파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파티를 하나의 극락조

에 비유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극락조들이 전면에 그려있는 노란빛 커튼이 바람에 조용히 날렸다.그
것은 마치 새가 하나 방으로 들어왔다가 커튼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빨
려들어가는 것 같았다.....극락조가 그려진 커튼이 또 한번 펄럭이었다.
클래리서는 -랠프 라이언이 커튼을 손으로 툭 치고 이야기를 계속하
는 것을 보았다.그래 결국실패는 아닌가보다!제대로 되겠어-이 파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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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lytheyellow curtainwithallthebirdsofParadiseblew out
anditseemedasiftherewereaflightofwingsintotheroom,
rightout,thensuckedback........Thecurtainwithitsflightonbirds
ofParadiseblew outagain.AndClarissasaw -shesaw Ralph
Lyonbeatitbackandgoontalking.Soitwasn'tafailureafterall!
itwasgoingtobeallrightnow-herparty.(265-268)

파티는 또한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가까운 행위로 묘사되어 있다.따
라서 파티를 주관하는 클래리서는 수녀(nun)로 묘사되고,파티 자체는
“제사(offering)”(202)로 묘사되고 있다.
셉티머스의 자살이 하나의 희생이자 제사가 되듯이,파티는 클래리서

에게 하나의 희생이자 제사(offering)가 된다.그러나 클래리서는 이 제
사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지는 모른다.단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창조
하기 위한 것이라는,그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또한,그녀에게
파티는 그저 그녀가 좋아하는 하나의 삶인 것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삶이었다.“그러기에 내가 이러고 있는거
야.”하고 그녀는 마침내 큰 소리로 삶을 향해 말했다.
“예,예,그런데 댁의 파티는......댁의 파티의 의미는 무엇이지요?”하고 묻
는다면 파티라는 것은 하나의 제사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이것을
누가 이해해 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파티는 하나의 제사였다.한
곳에 모으는 것,무엇을 창조하려는 것이었다.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인
가?
아마 제사를 위한 제사인지도 모르지,아무튼 이것은 그녀의 선물이었
다.

Whatshelikedwassimplylife."That'swhatIdoitfor,"shesaid.
speakingaloudtolife.
"Yes,yes,butyourparties-whatthesenseofyourpartie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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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couldsaywas(andnobodycouldbeexpectedtounderstand):
They'reanoffering;
Shefeltifonlytheycouldbebroughttogether;soshedidit.Andit
wasanoffering;tocombine,tocreate;butwhom?
Anofferingforthesakeofoffering,perhaps.Anyhow,itwasher
gift.(202-203)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그녀는 파티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일종의 제사라고 생각한다.그녀는 파티를 통하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다.그것이 삶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시
하는 방법인 것이다.
파티는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이타적인 행위인 것이

며,이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으는 역할을 하여 다시 개인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단절되어 있던 부어튼과의 교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이미 죽을 줄로만 알았던 페리
여사(MissParry)가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샐리도 참석을 하며 과거의
존재들이 현재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파티가 진행 중인 동안 전해들은 셉티머스의 죽음을 통하여 클래리서

는 죽음이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면,그것은
반드시 패배인 것만은 아니고 더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천지만물과 초월
적인 일체감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죽음은 모든 것을 껴안는 커
다란 포옹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셉티머스의 죽음에 관하여 클래리서
가 느끼는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그녀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지
라도 서로가 서로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체험은 그녀로 하여금 고립,그것과 연관된 죽음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삶에의 확신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그녀는 셉티머스와의 정신적
인 교류를 통하여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요와 평화를 얻으며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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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과 상징적인 인식에 까지 도달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갖게 된다.즉,
파티로 돌아가 “삶”이라는 값진 선물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친교를 도모
하여 창조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모습만

을 보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이는 『등대로』(TotheLighthouse)에
서도 이런 그녀의 생각은 드러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특징으로 아는 것들은 아주 유치한 것들이다.그
외양 밑바닥은 어둡고,끝없이 넓고,헤아릴 수 없이 깊다.그러나 우리
는 이따금 표면으로 부상하는데,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그것이다.

Thethingsyouknow usby,aresimplychildish.Beneathitisall
dark,itisallspreading,itisunfathomablydeep;butnow andagain
werisetothesurfaceandthatiswhatyouseeusby.(62)

하지만 이상적 인간관계에서의 대화적 관계는 타인에 대한 동화와 개
인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동시에 요구된다.그래서 대화와 교감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울프는 파티를 가장 경이로운 것이며 인간의 지고한 성취라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고립된 인간들을 함께 모아 개인간의 공간적 거리를 좁혀
주고 의사소통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
줄 뿐 만 아니라,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에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자살을 선

택하기 보다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체인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삶을 풍요롭고도 깊게 그리고 창
조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울프는 소중히 생각한다.즉 “삶”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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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그리고 그 삶은 혼자의 고독
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교감을 이루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클래리서도 사교나 일삼는 여느 상류층 부인
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그녀는 일상적,사회적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늘 내면의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며 살아
간다.허영심과 속물성이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일상에서 탈출하기를 갈
망한다.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또 하나의 인생을 체
험하는 그녀는 인생의 절망감을 갖지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
생임을 깨닫는다.
울프는 항상 격렬한 도시의 삶을 원했고,적막함이나 고요함이 아니라

삶과의 투쟁을 원했다.이렇듯 그녀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는 불안
이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삶
과의 투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즉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그
속에서의 삶을 원했던 것이다.그 삶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다 할
지라도,그녀는 삶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그 삶에 과감히 맞서기를 원
했던 것이다.
비록 그녀 자신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

지만,그녀가 바라던 이러한 대화적인 인간관계의 망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더라면 그녀도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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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 소외현상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이렇게 파편화되고 고립되
어 있는 인간들 사이의 연결 즉 외로운 개인들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간관계는 언어를 통한
대화는 물론이지만 그 대화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하
고,서로에 대한 믿음 역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

저 인식해야 한다.행복도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듯이,대화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작품 속의 클래리
서도 역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하나의 “존재(being)"
를 이루어냄으로써 발전적인 인물로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 알 수 없고,또 남을 완전히 알 수도 없으며,

말로써 진심을 다 표현할 수도 없음을 그녀는 인정한다.비록 제한적이
긴 하지만 언어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 대화를 하며,인간관계를 형성하
고 그리고 교감을 이루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교감은 공감을 통한 것
이어야 하며,이러한 공감은 인간이라서 느낄 수 밖에 없는 외로움과 단
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중

심으로 그들이 사회적 억압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그리고 그런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말하는 사회적 억압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기준을 마련하여 획일적으로 이 균형감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과정
에서 인간 존재에 내포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이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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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억압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
고 있다.이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클래리서는 사회의 관습을 거스
를 만큼 용기가 있는 인물은 되지 못하기에,자신의 동성애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부정하고 만다.그리고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려
고 하는 피터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립적인 정신 영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리처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그러나 그녀는 항상 무언가 불
안을 느끼고,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도 의구심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셉티머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면을 억압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을 강요받는다.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
터 인정받을 수 없는 감정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결국에는 그러한
억압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우리는 피터를 통해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피터도 역시 인간관계 형성
에 실패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그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래리서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쾌락적인 애정행각을 일삼으며 그의 생명을 허비하고 있다.그
의 이러한 인생은 인생의 성패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그 외에 샐리,킬먼 등의 인물들에서도 우리는 사회
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여러 인물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그 중에서 셉티머스는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결국엔 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했다.그러나 이
것이 반드시 패배인 것만은 아니었다.모든 것을 껴안는 커다란 포옹이
었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도전이며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던 것
이다.즉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지만 그 죽음이 그리 헛된 것만
은 아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클래리서가 원하던 삶의 방식은 죽음이
아니었다.클래리서는 죽음보다는 삶 속에서의 투쟁을 원하던 인물이었
다.그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인간관계,즉 대화적 관계로서의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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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셉티머스의 죽음으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

달은 그녀는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형
성하고,감정을 무디게 하거나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인물들 즉 피터,브래드쇼,홈즈와 같은 인물들에 대하여 반감을 표
하였다.파티 중간의 브래드쇼 박사의 환자인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은
그녀에게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이러한 사회적 억압이 한 인
간을 자살로 이끌 정도로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셉티머스 -
클래리서의 충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힘 즉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
에 소외되고 소멸된다.즉,인격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집권층이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 다양성을 소외시키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내몰
게 되는 것이다.또한 이런 사회적 억압에 의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본성
과는 다른 거짓과 부패에 가득찬 삶이 되어버렸다는 깨닫는다.
비록 클래리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택한 방법으

로 사회적 억압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울프는 이를 통하여 사회
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즉,지배계급이 인간의 존재
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억누름으로써 죽음으로
이끌거나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치명
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이러한 억압 속에서 인간은 항상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안과 고독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고,더 나
아가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불
안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
관계의 형성이다.이런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방법이 바
로 파티인 것이다.클래리서에게는 파티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묻혀있던
추억과 무의식이 촉매제가 되어 클래리서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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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대화의 필요성과 교감의 중요성,그리고 인간관계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클래리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작업을 파티를 통해서

수행하려고 한다.이러한 파티 역시 이 시대엔 리처드에 의해서 금지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억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또한 그녀
에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생활이었던 것이다.이 파티는 인간 존재
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체제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으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 것
이다.
결론적으로 클래리서가 파티라는 수단에 의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

통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오늘날 사회적 소외와
갖가지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많은 경우를 목격하고 우리
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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