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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아더 밀러(ArthurMiller)의 작품은 사회극 또는 현대비극으로 분류된
다.일반적으로 사회극이란 어떤 사건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등장인물들은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
는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반면,비극은 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
에서 전개방식 상 사회극과 상충할 수 있다.밀러는 사실주의 시각으로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인간의 고통과 소외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와 개인간의 갈등을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합리적인 사회체
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
타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사회극과 비극의 절충된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극작법상의 특징처럼 밀러는 거대한 사
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투쟁을 단
순히 개인을 사회의 희생자거나 패배자로 몰면서 일방적으로 개인의 책임
이나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사회와 인간을 물과 물
고기와 같은 관계로 설명하고 있듯이(MillerTheTheaterEssays177)서
로 유기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밀러는 사회의 문제점과 개인의 문제점
이 서로 맞물려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밀러의 첫번째 작품 『행운의 사나이』(TheManWhoHadAllthe

Luck)는 사업과 결혼에 성공한 청년실업가가 다른 사람의 좌절과 실패에
서 얻게 되는 불안한 심리상태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두 번째 작품 『모두 내 아들』(AllMySons)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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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군수물자를 둘러싸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산업사회의 윤리
체계가 불일치함으로써 오는 이중적인 가치기준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사
회와 개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이러한 현대사회에 대한 밀러의 극
작태도는 그의 성장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밀러는 자신의 모든 작품들은
자서전적이다 라고 말할 만큼(MillerThePortable,vii)자신의 삶을 작
품 속에 반영하였다.숙녀복제조업자인 아버지를 둔 부유한 유태계 가정
에서 태어난 작가는 1929년 경제공황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2년 동안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힘겨운 삶의 일선에서 트럭운전사,하역부,웨이터 등
하층민(Lowman)의 현실을 체험하게 된다.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밀러
는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고 현
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밀러는 시대적으로 경제공항과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의 미국사회의 변화
된 사회구조를 그 재난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물질주의와 2차대전과 같은
전쟁과 폭력 등의 사회악속에서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부도덕한 사회
적 병폐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이후 정치에도 관여하며 공산주의자로 몰
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개인적인 성장과정은 그의
극작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대공항이 오직 우발적으로 생긴 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

적인 파국이고 미국사회의 이면에 있는 위선을 드러낸 것(Miller
Timebends114-115)이라는 밀러의 인식은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
덕적인 교훈을 제시하며,다른 작가와는 달리 단순히 사회를 고발하거나
사회의 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진한 인간애를 보여주어 감동을 안겨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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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또한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가정 속에서 인식하고 고취
시켜줌으로써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사회적으로 확대 발
전 시켜놓았다.즉 그는 개인과 가정에게 소우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의 비극이 갖는 사회성을 개인과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
요한점으로 여겼다.그리고 밀러는 산업사회의 비극은 공동사회라는 개
념이 위축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왜곡되
고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간주했다.그래서 그의 비극은 주로 가
족관계와 사회관계에서 갈등,즉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사이의 갈등을 그
리고 있다는 블럼버그(PaulBlumberg49)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비
극적인 모습이 미국사회를 사실적으로 나타내주고 산업사회의 폐해가 개
인은 물론이고 가장 말단조직에까지 미쳐져 있어 그 뿌리가 깊음을 보여
주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에 내재된 모순과 갈등이 분출된 현상이라기보다 현대사회
의 변화된 가치관과의 충돌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
하다.이를 반증하듯이 밀러의 작품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2차집단 즉 이익사회의 가치라는 비인간성과 이에 수반하는 삶의
고립과,사유화 그리고 동료로부터 개인의 소외에 의해 점차 지배되고 있
는 세상에서 일차집단 즉 공동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Blumberg58)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세일즈맨의 죽음』은 이렇게 변화된 사회

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 해체라는 위기에 있는 미국중류사회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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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볼 수 있다.퓰리처상을 안겨주면서 극작가로서 명성을 결정적으로
얻게 한 이 작품은 2차세계대전후 고도로 발전된 미국산업사회속의 미국
의 꿈의 실상과 인간소외의 주제를 독창적인 극형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서 전후 세계연극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Williams305).밀러는 이 작품
의 무대를 미국경제의 심장부인 뉴욕(New York)에 설정하여 61살의 윌
리 로만(WillyLoman)이 자신의 전부를 사회와 가정을 위해 바치도록 한
다.하지만 사회적 변혁의 물결 속에서 세일즈맨으로 34년을 보낸 회사로
부터 쫓겨나게 되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채 자살하게 한다.이는 꾾임 없
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한 단면을 형상화 한 것으로 물질중심 산업
사회에서 생존위기에 직면한 현대인이 처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기주의적 상업윤리,물질주의적 성공신화,물질만능주
의와 배금주의로 인한 인간,가정,사회의 윤리적인 왜곡과 붕괴를 날카롭
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 개인의 고통만이 아닌 현대 미국의 도
덕성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밀러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자신이 체험한 1929년 경

제공항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주면서,경제사회적 측면으로는 산업사회
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듯이 개인과 가족 등 1차 집단에는 정신적인 공항
을 초래하면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도록 했다
는 것이다.즉 국가나 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가족과 개인의 개념과 가족구
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족의 개념이 서로 다르고,그 다름은 사회적인 합의
로 이해되지 않고 지배적인 산업사회가 전통적인 사회와 가족의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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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하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됨으로써 1차 집단에게는 공동체해체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
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이렇게 산업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가치관을 배

척하고 비인간적인 산업사회의 가치관을 강요함으로써 윌리가 겪게 되는
현상을 산업사회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개인의 대립을 통해
투영하여,그가 가진 가치관을 기초로 한 전통사회가 붕괴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붕괴된 전통적인 가치관이 윌리만의 사회인 가족 안
에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가장과 구성원들의 대립관계가 어떻게 가
정해체의 위기에 빠지는가,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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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전전전통통통사사사회회회의의의 붕붕붕괴괴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2의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적인 생
산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생산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방식이 거의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가는 시대이다.이는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수요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져 모든 인간이 빈곤에서 해
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짧아져 더
많은 여가가 생겨 인간은 정신적인 궁핍이나 인간성의 메마름으로부터 해
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하지만 기술적 합리화와 조직화가 진척됨에
따라 직업생활은 비인격화,기계화되고,우리의 생존은 아무 개성도 없고
창의도 없는 그리고 누구와도 임의로 대체될 수 있는 단지 기계운전의 한
기능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홀(R.H.Hall)이 주장하듯이 인간관계는 계약이나 규율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된다(49-50).또한 현대인들
은 내적가치를 버리고 각자 자기의 권리와 가치를 차지하려고 투쟁하며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하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대한 물질문명사회는 기계화와 대량생산에
의한 비인간적 사회를 구축하며 인간의 내재적인 가치의 희생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고,현대물질사회와 인간관계에선 악순환의 골이 더욱 깊어지
고 있다. 더욱이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전세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완미한 것처럼 보이나 물질적 풍요,정치적,성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20세
기의 중엽은 19세기보다도 훨씬 병들어 있다.그래서 현대 산업사회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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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속의 불안으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 프롬(Fromm)은 현대인간은 대화를
위한 언어를 상실하고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86).이는 현대
기계 산업 발달과 함께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와 인간성 상실,인간 소외
의 극대화를 말하고 있다.또 개인은 개성을 상실하게 되어 점차 경제 단
위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가치조차
하락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따라서 산업화는 안락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그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력,판단력,개성 등을
상실케 하여 고립화되어 불안과 고독에 빠지게 한다.그러기에 더욱 더
감각적 쾌락에 의존하게 되고 급기야는 인간의 생존을 포기하게 된다.
프롬에 의하면 19세기의 인간의 성격구조는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민심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에는 인색하고,불안스러우며
소유욕이 강한 배타적인 면이 만연되어 있으며 또 19세기에 있어서 비인
간적이라는 것이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했었다면 20세기에 있어서는 그것
이 정신분열증적인 자기 소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360).뿐만 아니라 기
술의 발달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대중화와 문명화의 조
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한층 자연적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빌딩의 밀림 속에서 한없이 고독을 씹는 도시의 인간을 만들며 정서
불안과 이기심만을 조장하게 된다.또 서로 얼굴을 밀접하게 대하고 있으
면서도 알맹이 없는 교통은 도시사회의 메말라 가고 있는 인정을 말해주
고 있다.결국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달은 공동사회라는 개념이 위축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심하게 약해지면서 비
인간화 혹은 인간소외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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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인간을 조정하는 시대 즉 얼굴 없는 대중사회의 조직 속에서 인
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것이 비인간적인 것에 의하여 대
치된 상태,결국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하고 소외된 삶의 방
식에 의해 발생한 권태로운 삶이 결국은 자살을 발생시킨다(151)는 프롬
의 말처럼 현대문명의 껍질은 찬란하지만 이 현대의 혼은 병들고 가련해
졌음을 말해주고 있다.이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인정이나 우정,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적 관계보다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냉혹하고
기계적이며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하게 되었다(박승위 22).또한 이해관
계의 불일치나 마찰,알력 등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갈등의 심화를 가져
오게 되면서 인간과 사회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병약해져만 가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산업화를 주도한 미국사회의 초기는 개척민들

에 의해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고자하는 이상주의와 개척정신으로 시작되
었다.그들은 이 신세계에서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귀천을 떠나 누구나
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사회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며
미국적인 성공의 꿈을 추구했다.이러한 개척시대에서 변경을 개척하는
상업자본시대가 19세기 말에 끝나게 되고,산업화 시대에 들면서 꿈과 모
험,근면과 성실 등 인간중심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에 가치를 둔 조직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물질만능 주의와 이기주의로 미국의 이상은 급속히 변
하게 되었다.그러면서 산업화 이전 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이었던 친족이
나 이웃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나 인격적 친분관계가 약화되고,
또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만연되면서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것이다.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왜소화는 현대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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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합적으로 끼친 영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 혈연과 가족공동
체로 맺어진 1차 집단과 1차적 사회관계의 몰락을 들 수 있다.
특히 1929년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대공황,제 2차 세계대전은 전통사회

의 붕괴에 큰 몫을 하게 된다.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고갈되고 사회의 윤
리와 정의가 증발된 경제 대공황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견해를 변화시키
고 불안감을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전진해가
려는 희망과 무한한 성공의 가능성을 믿는 전통적인 신념을 꺾어버리고
말았다.이점에 대해 밀러는 대공황은 오직 우발적으로 생긴 돈 문제 뿐
만이 아니고 오히려 대공황은 도덕적인 파국이었고,미국 사회의 표면 뒤
에 있는 위선을 격렬하게 드러낸 것이다(Timebends115)라고 말하고 있
다.사람들은 이렇게 대공황이후 모든 것이 변하여 혼돈과 불안의 세계가
되었다.근면과 성실을 모토로 일했던 미국비즈니스맨들이 사라지고 구시
대적인 성공방식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가 되었다.변화된 시대
는 개인에게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
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의지를 요구하게 되었다.또 2차 세계대전은 인간
에게 습관화 된 폭력,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의 부재,감정의 비인간화
등으로 얼룩진 삶을 갖게 했다.
이에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인간의 절대 가치가 효율성과 상

품성 등 산업사회의 가치에 던져지고 종속되어 인간이 주체가 아닌 객체
로서 전락되면서 겪게 되는 인간의 비애를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희생되고
패배하는 주인공 윌리를 통해 나타내었다.또한 개인의 몰락과 함께 가족,
전통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는지를 이 극 속에서 실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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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통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이나 자유상공업자는 언
제나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 나가며,오늘날처럼 남에게 전적으로 종
속되어 살아가는 일이 없었음을 윌리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벤 :아버지는 훌륭하시고 아주 억센 분이셨지.보스턴을 출발해서 가
족들을 마차에 싣고 대륙을 횡단하셨어.오하이오,인디아나,미시
간,일리노이,그리고 나머지 서부의 주도 다 거쳤어.도시에 다다르면,
도중에 만든 풀루트를 내다파셨지.정말 위대한 발명가이셨어.도구하나
만 있으면,우리가 일평생 걸려서 만들 것도 일주일이면 해내시거든.

Ben :Fatherwasavery greatandavery wild-heartedman.We
would startin Boston,and he'd toss the whole family into the
wagon,and then he'd drive the team rightacross the country;
through Ohio,and Indiana,Michigan,Illinois,and allthe Western
states.And we'd stop in thetownsand selltheflutesthathe'd
made on the way.Great inventor,Father.With one gadget he
made more in a week than a man like you could make in a
lifetime.(ArthurMiller,1995,53)1)

무엇이든지 자력으로 성공하여 이루어 보려는 아버지와 형 벤(Ben)에게
는 강인한 생활태도가 뚜렷하였다.

1) Arthur Miller. The Portable Arthur Miller. ed. Chritopher Bigsby. (New York: Penguin, 

1995). 이후의 텍스트 인용은 페이지로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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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 :잘 들어봐!맨주먹으로 나가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손에 쥔 사람
이야!
해피 :비결을 알고 싶어요.
윌리 :신기한 것이 아니야!그 분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았고,그
것을 쫒아 목적을 달성하신거야.21세의 나이로 정글에 들어가서 곧 부
자가 되셨지.세상은 굴 같아서 매트리스 위에다 두드려서는 껍질을 깔
수가 없단다.

Willy:Youguys!Therewasamanstartedwiththeclothesonhis
backandendedupwithdiamondmines!
Happy:Boy,somedayI'dliketoknow how hedidit.
Willy:What'sthemystery?Themanknew whathewantedand
wentoutandgotit!Walkedintoajungle,andcomesout,theageof
twenty-one,andhe'srich!Theworldisanoyster,butyoudon't
crackitopenonamattress!(47)

이처럼 자기의 생업을 자영하였던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출세하고 성
공하려는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에 안이하게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태도는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이해관계가 맞설 때에는 그들은 목청을 돋우어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어떻게 하든 처음만난 사람하고 정당하게 싸우면
진다.그런 식으론 정글을 헤쳐 나가지 못해.(Neverfightfairwitha
stranger,boy.You'llnevergetoutofthejunglethatway.)(54)라는
벤(Ben)의 주장과 같이 자기의 길은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여 나가야 하는



- 12 -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조직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주어진 명령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만 하는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구실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또한 미국의 상업자
본주의는 기계문명의 발달로 대량 생산되면서 직업의식 뿐 만 아니라 개
인의 개성과 가치의 인간적 특성을 상실케 하는 산업자본주의로 바뀌고
이렇게 비인간화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기업의 세계는 그들 자신의 팽창
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게다
가 그 동안 미국상업자본의 성장기에는 개척자적 역할을 해왔고 미국의
자유 경쟁적 경제체제의 확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외판원 이란 직업은
세계대전 직후의 변화된 미국 사회구조와 경제공황이 몰고 온 자유경쟁체
제의 불황 속에서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다.더욱이 윌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세일즈맨이 하던 일은 이제 대중광고에
밀려났다.따라서 그의 자부심이었던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공의 꿈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윌리 :형님과 함께 뛰쳐나가,선친을 찾아 함께 북극에서 정착할까 생각
도 했었네.떠나기로 거의 마음먹었을 때,파커 하우스에서 데이브 싱글맨
(DaveSingleman)이란 외판원을 만났지.31개 주의 상품판로를 개척한 84
세 노인이었지.그 영감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녹색 벨벳 슬리퍼를 신고
전화를 걸어서 구매자들을 불러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방을 떠나는
적도 없이 생계를 꾸려 나가셨거든.그걸 보았을 때,외판직이 남자가 해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직업이라 생각했거든.그 나이로 20개 혹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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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를 찾아갈 수 있고,전화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고,사랑받
고,도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었지.알겠는가?그
가 죽었을 때,그야말로 세일즈맨다운 죽음이었네.보스턴 행 뉴욕의 하트
포드 선 열차의 끽연실에서 녹색 벨벳 슬리퍼를 신은채로 죽었으니 말이
야.장례식 때,수백 명의 세일즈맨들과 구매자들이 참석했지.그 후 몇 달
동안 사람들은 열차 속에서 데이브 영감 이야기로 슬퍼했지.그 당시만 해
도 개성이란 것이 있었어.존경심,동료간의 의리감,고마움이 있었네만,
오늘 날은 찾아볼 수도 없고,메말라 버렸어.우정이나 개성 따위를 발휘
할 기회조차도 없는 걸세.내 말 알아 듣겠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나
같은 건 알아주지도 않아.
하워드 :(오른쪽으로 획 움직이며)세상이 그런 겁니다.

Willy:IthoughtI'dgooutwithmyoldbrotherandtrytolocatehim,
andmaybesettleintheNorthwiththeoldman.AndIwasalmost
decidedtogo,whenImetasalesmanintheParkerHouse.Hisname
was Dave Singleman.And he was eighty-fouryears old and he'd
drummedmerchandiseinthirty-onestates.AnoldDave,he'dgoupto
hisroom,y'understand,puton hisgreen velvetslippers- I'llnever
forget-andpickuphisphoneandcallthebuyers,andwithoutever
leavinghisroom,attheageofeighty-four,hemadehisliving.And
whenIsaw that,Irealizedthatsellingwasthegreatestcareeraman
couldwant.'Causewhatcouldbemoresatisfyingthantobeableto
go,attheageofeighty-four,intotwentyorthirtydifferentcities,and
pickupaphone,andberememberedandlovedandhelpedbyso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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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people?Doyouknow?whenhedied-andbythewayhedied
thedeathofasalesman,inhisgreenvelvetslippersinthesmokerof
theNew York,New HavenandHartford,goingintoBoston-whenhe
died,hundredsofsalesmenandbuyerswereathisfuneral.
Howard:(moving away,totheright)That'sjustthething,
Willy.(80-81)

윌리의 선친이나 벤과 마찬가지로 싱글맨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세일즈
맨의 개성,존경심,동업자간의 의리 등이 중시되었다.더욱이 싱글맨은
윌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고객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는 너그러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한 인물이다(Jacobson251).그래
서 윌리는 정글에서의 모험적인 성공보다는 미소,호감,접촉을 무기로 일
급 외판원이 되고자하는 꿈을 선택하게 된다.그러나 맹목적으로 자기 몫
의 부를 차지하려는 황금만능의 사회풍조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며 인
간의 의식을 왜곡시키고 마비시킨다.
결국 인간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다 줄 것으로 기대됐던 현대사회의

산업화는 인간성이 인정받던 시대에서 능력본위의 냉혹한 자본주의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윌리와 같은 소시민
에겐 깊은 상처와 비극을 안겨 주게 된다.더욱이 구시대적 성공방식과
존재 양식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써 산업세계에서 소외되어 버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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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 젊었을 때 아버지가 판매처를 뚫었을 땐 회사에선 아주 좋아했지.
이전에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주문을 해주던 옛 친구들
과 고객들은 모두 돌아 가셨거나 퇴직하셨다.

Linda;Whenhewasyoung,theyweregladtoseehim.Butnow his
oldfriends,theoldbuyersthatlovedhim soandalwaysfoundsome
ordertohandhim inapinch-they'realldead,retired.(60)

부인 린다(Linda)도 윌리의 변화된 세계를 확인한다.사람들이 변했고,
차가 변했고,경치도 변했다.또한 그의 집 주변조차도 라일락,수선화,함
박꽃 등이 피어 향기가 그윽했던 아름다운 전원에서 육중한 회색 시멘트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낡은 집에는 햇빛조차도 들지 않는 삭막한 괴물의
도시가 되어버렸다.이는 더 이상 그가 꿈꾸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공
간이 아니다.

윌리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아 지고 있어.

린다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제 생각엔...
윌리 :글쎄,많다니까!그것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단 말이야.인구증가는
주체할 길이 없고,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단 말이오.저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썩은 냄새 좀 맡아 보구려,그리고 저 편에서 나는 냄새도...

Willy:There'smorepeoplenow.
Linda:Idon'tthinkthere'smorepeople.I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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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y:There'smorepeople!That'swhat'sruiningthiscountry!
Populationisgettingoutofcontrol.Thecompetitionismaddening!
Smellthe stink from that apartment house! And another one on
theotherside...(26)

이는 확연한 현대 도시의 물질문명과 비정한 산업주의적 가치관을 말해
주고 있으며 아파트 숲 속에 갇혀있는 초라한 그의 집은 윌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성공의 꿈의 좌절과 함께 붕괴되어 가는 심신의 단면
을 여실히 표출해 주고 있다.

윌리:저놈의 벽돌과 창문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잖아.
린다:옆집 땅을 샀어야만 하는 건데요.
윌리:차들이 줄을 지어 거리에 서있고,이 부근에는 신선한 공기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풀도 자라지 않고,뒷마당엔 당근조차도 키울 수 없
단 말이오.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했어.저 쪽에 있던
아름답던 느릅나무 생각나오?비프와 내가 그 위에 그네를 매달던 시절
말이오.

Willy:Thewaytheyboxedusinhere.Bricksandwindows,windows
andbricks.
Linda:Weshould'veboughtthelandnextdoor.
Willy:Thestreetislinedwithcars.There'snotabreathoffreshair
intheneighborhood.Thegrassdon'tgrow anymore,youcan'traisea
carrotinthebackyard.Theyshould'vehadalaw against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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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s.Rememberthosetwobeautifulelm treesoutthere?WhenIand
Biffhungtheswingbetweenthem?(26)

아울러 사회구조가 바뀌듯 윌리가 사는 사회는 고마움,우정이나 개성
그리고 인간성과 성실성이 지배하던 시대의 와그너(Wagner)사장에서 능
력본위와 물질주의의 냉정한 하워드(Haward)사장으로 바뀌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선 평생을 희생해온 직원도 하루아침에 다 먹고 난 귤 껍데기
처럼 버리는 황금만능주의의 희생물로 되어 버린다.

윌리 :난 34년간이나 이 회사를 위해 일해 왔지만,지금은 보험금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야.오렌지 알맹이만 먹고,껍질은 버릴 수 없는 법이야.인
간은 과일하곤 다르지.(잠시 후)내말 들어보게 부친께선-1928년은 나한
테 굉장한 해였지.코미션 만으로도 주당 평균 수입이 170달러나 되었으니
까.

Willy:Iputthirty-fouryearsintothisfirm.Howard,andnow Ican't
paymyinsurance!Youcan'teattheorangeandthrow thepeelaway-
amanisnotapieceoffruit!.Now payattention.Yourfather-in1928
Ihadabigyear.Iaveragedahundredandseventydollarsaweekin
commissions.(81)

이렇게 철저하게 비인간적인 업적주의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된 현
실을 알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윌리는 시대 판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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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실감각 및 사회적 적응능력을 결핍하고 사업세계에서 불필요한 존재
가 되어버린다.이러한 윌리의 사회적 자아실현의 실패는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하워드와의 면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워드 :회사일로 보스턴에 가실 수는 없다구요.
윌리 :왜 못 간다는 거지?
하워드 :우리 회사 대표로는 안됩니다.사실,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
어요.
윌리 :날 해고할 셈인가 ?
하워드 :푹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윌리 :하지만 돈을 벌어야 겠소.지금 입장으론-

Howard:Willy,youcan'tgotoBostonforus.
Willy:Whycan'tIgo?
Howard:Idon'twanttorepresentus.I'vebeenmeaningtotellyou
foralongtimenow.
Willy:Howard,areyoufiringme?
Howard:Ithinkyouneedagoodlongrest,Willy.
Willy:ButIgottaearnmoney,Howard,I'm innopositionto-(82)

또한 이해 타산주의자인 하워드는 비인간적인 현대문명의 상징인 자기
가족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기의 신기함에 더 관심이 있을 뿐 윌리에겐 눈
길조차 주지 않는다.하워드의 세계는 이젠 더 이상 친분이나,이름까지



- 19 -

지어 주었던 옛 정,그리고 34년간의 회사에 대한 봉사 등의 이유는 인정
되지 않으며,늙어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냉혹하고
비정한 비인간화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윌리 :당신이 태어나던 날,부친께서 오셔서,하워드란 이름이 어떠냐고
물으셨지.
하워드 :감사합니다만,이곳엔 일할 자리가 없는걸요.자리만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모셔다가 앉혀드리죠.하지만 빈 자리가 없어요.
윌리 :(점점 화가 나서)먹고 사는데 주불 50$면 되네.
하워드 :하지만 자리가 없는 걸 어떡해요.
윌리 :이보게,물건은 팔고 못 팔고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
하워드 :그렇지만,장사니까,자신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야 하죠.
윌리 :사연을 말하지.
하워드 :장사는 장사니까요.어쩔 수 없이 능력별로 해야지요.

Willy:Yourfathercametomethedayyouwerebornandaskedme
whatIthoughtofthenameofHoward.
Howard:Iappreciatedthat,Willy,buttherejustisnospotherefor
you.IfIhadaspotI'dslam yourightin,butIjustdon'thavesingle
solitaryspot.
Willy:(withincreasinganger)Howard,allIneedtosetmytableis
fiftydollaraweek.
Howard:Butwheream Igoingtoputyou,kid?
Willy:Look,itisn'taquestionofwhetherIcansellmerchandis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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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oward:No,butit'sabusiness,kid,andeverybody'sgottapullhis
lownweight.
Willy:Justletmetellastory,Howard-
Howard:'Causeyougottaadmit,businessisbusiness.(80)

하워드의 사무실에서 윌리의 일자리에 대한 간청 그리고 하워드와의 인
간적인 관계에 대한 호소는 하워드의 ‘사업은 사업’이라는 냉담한 말과
함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기계음과 잔인하게 어우러진다는
칼슨(Carson47)의 말처럼 윌리를 다 써버린 폐품정도로 여기고 있던 하
워드는 내근은 커녕 아예 그를 직장에서 쫒아 내버린다.그는 윌리의 꿈
이 무엇인지 그 꿈이 박탈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그것이 결국 죽음이라도 이윤
추구의 경영주가 볼 땐 단지 폐품하나 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윌리도 한평생을 희생해 왔지만 효용가치가 없어져 가차 없이

다 낡아 헤어진 폐타이어처럼 내동댕이쳐진다.이렇게 돈이 성공의 여부
를 판가름하며 사람이 돈에 의해 판단되어 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의
고통과 좌절은 심화되고 자본주의 횡포 속에서 억압받으며 소외되어 더욱
더 적응 못하게 된다.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성취능력과 경제적인 단위로
평가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지 못한 윌리
는 외로움,좌절감,무기력을 가지게 되고 생존경쟁에서 밀려나 더욱 지나
간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자아를 잃게 된다.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



- 21 -

적인 인물 하워드는 윌리의 자살에 도화선을 긋게 된다.
그러나 밀러는 다른 한편으론 윌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남의

호감을 사면 성공하리라는 사고방식은 현대 인간이 장사꾼의 성격으로 구
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상업성에 편승한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 개인의 파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
면서도,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허구성
이나 부도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한 윌리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
다.윌리는 사회적 자아실현과 성공에의 꿈을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밀러는 일종의 도덕화된 자본주의를
요구했던 『모두 내 아들』의 경우처럼 『세일즈맨의 죽음』이 미국사회
가 단순히 기능정지 상태이거나 파괴적이지 않고 윌리의 낙오된 삶이 필
연적으로 모든 중산층의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데 이는 찰
리(Charley)와 버나드(Bernard)의 삶에서 입증된다.
찰리는 윌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일자리를 제안하여 벤과는 달리 새

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찰리 :일자리도 제공했고,그래서 주급 50달러도 벌수 있도록 해주고.지
방 출장도 보내지 않겠다는데.왜...
윌리 :일자리는 있어.
찰리 :보수도 없는 일자리 !세상에 보수도 없는 일자리가 어디 있어?이
보게,그만큼 참았으면 충분하잖아!난 천재는 아니지만,모욕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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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알 수 있지.

Charley:Iofferedyouajob.Youcanmakefiftydollarsaweek.And
Iwon'tsendyouontheroad.
Willy:I'vegotajob.
Charley:Withoutpay?Whatkindofajobisajobwithoutpay?Now,
look,kid,enoughisenough.I'm nogeniusbutIknow whenI'm being
insulted.(93)

찰리는 성공 욕망을 탈 개성화시켜 자신의 정체와 직업을 분리하고,치
부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는 개인의 개성과 호감
으로 금전상의 성공을 믿고 있는 윌리와는 다르다.찰리는 미국자본주의
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
물(Abbotson46)로 보여 지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에도 결코 타락하지 않
으며 분배와 인간관계의 미덕을 잃지 않는 착실한 양심적인 자본주의 인
물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또 윌리가 인기 없는 공부벌레라고 조롱했던 찰
리의 아들 버나드 역시 출세한 변호사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성공신화를
입증한다.이는 황금만능의 현대사회에 아직 전통사회의 인간미가 상실되
지 않았음을 보여주며,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는 것을 제시해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낙
관적인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위에서 알아 본바와 같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 상반 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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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은 변화하나 실제 행동은 변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행동은 변화하
나 가치관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에 현대인들은 급속한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때로는 전통지향으로,때로는 근대 지향으로 변화를 강
요받게 됨으로써 공동체 해체라는 비극을 맞게 된다.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현실에 맞게 적응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음을 우리는 찰리를 통해서 보았다.결국 사회란 인간들이 희망을 가지
고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간 파멸의 장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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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가가가족족족공공공동동동체체체 해해해체체체양양양상상상

산업사회의 도래는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자유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개인화를 재촉함으로써 가족의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가족조직의
분화를 초래한 부정적 측면도 보여주었다.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
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고,이러한
변화는 가족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서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변화도 필
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전통적 가족가치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겪게 되는 가족구성원의 갈등은 개인이 사회
에 대한 갈등과 같이 그 양상을 함께 하고 있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라는 논리적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한 중간자적 입장

이라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개
인에 있어서 견고한 사회적,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파악하
지 못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상실할 때 가족은 이에 대한 대안과 위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
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되듯이,사회와의 연대성을 상실했을 때 개
인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에서조차 확대되면
서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윌리의 사회적 역할은 세일즈맨이지만 가정에서의 역할은

가장이다.그가 세일즈맨으로서 산업사회에서 겪게 되는 상실감과 패배감
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난다.더욱이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운명적으로 가족에 속하게 되고 가족생활을 통해 육체적,심리적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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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패배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게 작용
하게 된다.사회가 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듯이 가족구성원도 그를 필요
로 하지 않았을 때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며,그에게 사
회에서의 죽음이 해고라면 가족에서의 죽음은 이극의 결말에서처럼 자살
일 것이다.
이 작품의 원제인 『그 남자의 머리속』(TheInsideofHisHead)이

나타내듯이 이 작품은 한 가장의 내면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윌
리의 가족구조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전
통적인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Austin61)이 극은 한 가장이
아니라 미국의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가장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가부장적인 형태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를 전담하고 어머니는 전업주
부이며 자녀들로 구성되는 형태는 윌리의 전 세대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
리고 두 아들인 윌리와 벤으로 구성된 똑같은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세대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음
을 보여주면서 그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이 극은
윌리에게 있어 아들들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 윌리가 지
금의 아들을 만드는 데에는 그의 잘못이 크다는,가족에게 깊숙이 투영되
어 있는 가장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논평(Freedman44)에서 알 수 있
듯이 사회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양상은 가장이 가족에게 강요하
여 사회의 붕괴현상이 가족의 붕괴양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윌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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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락하게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산업
사회는 도시화로 나타나고 비인간적인 도시화는 주변 환경을 더욱 삭막하
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락하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윌리의 가
족은 지금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산업사회의 각박함을 반영하고
있다.윌리는 외판원으로서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고,장남 비프(Biff)는 여
러 직업을 전전하고 차남 해피(Happy)는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어
머니 린다만이 집을 지키고 있다.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란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갈등하며 가족구성
원으로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산업사회가 강요하는 물질적 가치에 기반
을 둔 비인간적인 정체성을 추구함으로써 고통받게 된다.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로 크게 사회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결혼관계 더
나아가 친분관계와 혈육으로 연결되는 혈연관계로 나눠서 그 해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관관관계계계로로로서서서의의의 가가가족족족공공공동동동체체체 해해해체체체위위위기기기

결혼관계에 있어 전통적으로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breadwinner)
이고 아내는 가정 일을 하는 사람(homemaker)으로 인정되어왔다.윌리
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18살부터 34년간 세일즈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아내 린다도 남편의 수입을 쪼개서 할부금을 붓거
나 기운 양말을 신으며 알뜰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숭배할 정도로 전통적인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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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솟고 모가 난 형체들이 사방에서 윌리의 집을 에워싸고 있다는 극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전통적인 가정에까
지 점점 침범해 들어오면서 사랑과 헌신이라는 부부간의 유대관계는 물질
과 능력이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들로 대체되어간다.
개인적인 수완과 능력을 중시하는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윌

리는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하며 가족공동체를 이끌어간다.허공에 대고 결코 오지 않을 구조
대에게 소리치고 있는 공포에 질린 남자(Timebends,ALife,130)인 로만
은 가끔 낡은 고물자동차를 몰면서 길에서 벗어나는 듯이 불안한 삶을 살
고 있다.그가 처한 삶의 현실은 60세가 넘도록 외판원으로 7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을 찾아다니면서,무거운 샘플상품을 들어올리기도 힘에 벅찬
일을 하며 지쳐있는 늙은이이자 산업사회의 퇴출자의 모습이다.
서부개척시대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로서는 물질중심의 산업사회

에서 그의 역할은 축소되고,사회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과
위기감을 겪게 된다.윌리는 삶에 지쳐 있을 때마다 풀과 나무들이 자라
는 곳에 씨앗을 뿌리는 전원생활을 갈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
다.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삶을 바라지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그가 가족공동체에서의 조그만 변화
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린다 :여보 오늘 최신식 미국제 치즈를 샀어요.
윌리 :스위스제를 좋아하는 줄 알면서 미국제는 왜 사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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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바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윌리 :바꾸는 건 싫어.스위스제가 좋다니까.왜 나 하고 싶은 데로 내버
려 주지 않소?

Linda:Willy,dear,Igotanew kindofAmerican-typecheesetoday.
It'swhipped.
Willy:WhydoyougetAmericanwhenIlikeSwiss?
Linda:Ijustthoughtyou'dlikeachange
Willy:Idon'twantachange!IwantSwisscheese.Whyam Ialways
beingcontradicted?(25-26)

윌리의 스위스제 치즈를 고집하는 이유로 변화가 싫다는 것과 모든 일
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의 사회적인 위기감과 함께,전통적인
가부장제인 가족에서도 가장의 결정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더욱이 지쳐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린다는 최신식 미국제로 치즈
를 바꾼 이야기와 이곳 뉴욕에서 사무직을 맡도록 회사 사장에게 부탁하
라는 말을 꺼내며,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고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
지 못하는 산업사회의 무능력자로서 윌리를 부각시키면서 그와의 근본적
인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는 가족들로부터 안정과 위안을 필요로
하지만 가정에서 그를 반기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이다.변변찮은 두 아들
과 생활비를 걱정하며 삶에 지친 아내는 보험료와 모터수리비 등 현실적
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에게 가족의 위안보다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비춰진다.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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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나누던 대화에서 보듯이 사회적 정체성을 상실한 가장에게 린다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윌리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지?
린다 :우선 냉장고 월부값에 16달러하구-
팬 벨트가 꾾어졌어요.그 값이 1달러 80센트예요.
윌리 :저놈의 냉장고를 고르는 게 아닌...
린다 :세탁기가 9달러 60센트,진공 청소기가 3달러 50센트 있는데,이건
15일까지 내야 해요.그리고,지붕수리에 21달러 남았어요.

Willy:Whatdoweowe?
Linda:Well,onthefirstthere'ssixteendollarsontherefrigerator-
thefanbeltbroke,soitwasadollareighty.
Willy:Ihopewedidn'tgetstuckonthatmachine.
Linda:Well,there'snine-sixtyforthewashingmachine.Andforthe
vacuum cleanerthere'sthreeandahalfdueonthefifteenth.Thenthe
roof,yougottwenty-onedollarsremaining.(42)

한편 린다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두 아들에게 남편을 옹호해주고 대변
해주는 인물로 결코 집 바깥에 나오지 않는 전통적인 아내이다(Griffin
49).동시에 세일즈맨의 아내로서 남편의 사회적인 한계를 인식하며 남편
의 수입을 쪼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회적응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곧 산업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이고 가족



- 30 -

에게 자신이 사회적 패배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남편을 누구보다
도 잘 인식하고 있다.윌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살
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가 쌓아올렸던 사회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다.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실체를 감추려고 할 뿐 그런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럴 경우 남편이 가장으로
서 권위를 잃게 되고 가족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이다.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린다의 노력은 윌리에게 형 벤이 도시를 떠
나 알래스카로 가자는 제안을 할 때도 나타난다.

린다 :(벤을 무서워하며 화를 낸다)그런 말씀 마세요.여기서 이대로 사
는 게 행복해요.(벤이 웃는 동안 윌리에게)세계를 정복해야 맛인가요?
남들도 당신을 좋아하겠다.아이들도 따르고 또 누군가가 (벤에게)맞아요.
일전에도 와그너사장의 말이 이대로 간다면 사원이 된다고 했는데요.그렇
죠,여보?

Linda:(FrightenedofBenandangryathim)Don'tsaythosethings
tohim!Enoughtobehappyrighthere,rightnow.(ToWilly,while
Ben laughs)Why musteverybody conquerthe world? You're well
liked,and boys love you,and someday-(To Ben)-why,old man
Wagnertoldhim justtheotherdaythatifhekeepsituphe'llbea
memberofthefirm,didn'the,Willy?(84)

그녀가 걱정한 것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와 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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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자아상실이다.린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공동체이기에 아이들이 따르는 아버지와 가족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가정을 위한 사회적인 관계였다.결혼과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도
피하여 금과 모험을 찾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윌리의 아버지가 가족들에
게 남긴 고통과 상처를 린다는 인식하고 안정된 가족을 지키고자 한 것이
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격변기는 이런 린다의 바램을 무산시키게 된다.윌

리는 미국의 변경시대가 막을 내릴 때 태어났고 과도기에 성장한 그는 적
당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Bates172).왜냐하면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윌리의 시대에는 낡은 존재이기 때문이다(NevinsandCommager225).
윌리가 극중에서 1928년과 1942년 사이를 오가며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격변기에서 그가 겪는 사회와 가족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
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린다 :당신이야 어딜 가도 훤해요.
윌리 :그렇지 않아,린다.
린다 :나한테 제일이예요.(잠시 사이)제일이예요....
윌리 :당신이 최고야,린다.당신은 친구야,그거 알아?출장길에서 나는
가끔 당신을 껴안고 키스하고 싶어.
(웃음소리가 더 커지고 윌리는 왼쪽 밝은 부분으로 움직인다.왼쪽에는 여
자가 막 뒤에서 나와 모자를 쓴 채 가상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웃고 있다.)
윌리 :나는 너무 외로워.특히 영업이 안되고 말할 상대가 없을 때 말이
오.이제 다시 아무것도 팔수 없고 밥벌이를 하기도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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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기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오...
여자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Linda:Willy,darling,you'rethehandsomestmanintheworld
Willy:Oh,no,Linda.
Linda:Tomeyouare.Slightpause.Thehandsomest....
Willy:(Withgreatfeeling)You'rethebestthereis,Linda,you'rea
pal,youknow that?Ontheroad-ontheroadIwanttograbyou
sometimesandjustkissthelifeoutayou.
(Thelaughterisloudnow,andhemovesintoabrighteningareaat
theleft,wherethewoman hascomefrom behindthescrim andis
standing,puttingonherhat,lookingintoamirrorandlaughing)
Willy:'CauseIgetsolonely-especiallywhenbusinessisbadand
there'snobodytotalkto.IgetthefeelingthatI'llneversellanything
again,thatIwon'tmakealivingforyou,orabusiness,abusinessfor
theboys....
Thewoman:...Ipickedyou.(43)

썰렁한 현재의 부부관계와는 달리 과거에 로만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전통적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하지만
현재 아내로서의 린다는 남편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는 의무
를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세일즈맨으로서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다.오히려 아내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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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과 격려가 가족에서의 가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사회에서 세일즈맨
으로서의 상실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켜 윌리로 하여금 비극적 파국을
재촉하도록 하는 결과를 자아낸다.린다는 남편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
기 할 여지를 전혀 주질 않고 그를 외롭게 하고 있다.그녀는 얼마나 실
적을 올렸는지 가족경제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말하면서 윌리
를 사회속으로 몰아내고 있다.린다에게는 월부로서 집과 가재도구를 유
지해 오고 있으며 월부를 갚지 못하면 가족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산
업사회의 영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윌리는
자신의 왜소해진 사회적인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린다에게 자신의 판매량
을 속이고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가부장적인 가족공동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무기력해진 남편에게
가족들의 기대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고통으로 와닿게 되고 이는 사회
와 가족에서 윌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가족공동체의 해체라는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하지만 가정에서 남편만을 기다리며 산업사회로부터 차단
되어 있어 산업사회의 실상을 알 수 없는 린다로서 윌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민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작가인 밀러도 밝혔듯이 린다가 남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은 외로움에 대한 설명이
기도 하다(Parker108).장면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사회에서 만난 여자는
린다에게서 얻지 못한 사회적인 위안을 윌리에게 준다.윌리는 가정에서
린다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해주듯이 사회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보스턴에 출장 갔다가 불륜관계를 맺은 거래처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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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Frances)는 윌리를 자신이 선택했으며 다른 세일즈맨과 비교해
서 최고라는 말로 그의 상실해 가는 정체성에 보상과 사회 속에서의 외로
움에 대해 위로를 준다.윌리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의 사랑은 사회에서
의 불륜으로 인해 죄의식으로 변질되고 만다.
현실적으로 린다는 전통적인 아내 역할에 충실했지만 산업사회에서 변

해가는 가족공동체의 역할에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살까지 생각하
고 있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다.

린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을 하니?날마다 내려가서 고무파이프를
치워버리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시 놓는단다.내가 어찌 그렇게 아버
지를 모욕할 수 있겠니?어떡해야 할지 모르겠구나.그저 겨우 하루하루
넘기고 있을 뿐이란다....

Linda:...How canImentionittohim?EverydayIgodownand
takeawaythatlittlerubberpipe.But,whenhecomeshome,Iputit
backwhereitwas.How can Iinsulthim thatway?Idon'tknow
whattodo.Ilivefrom daytoday,boys....(63)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전통적인 아내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고무파이프로 자살하려는 윌리의 행동을 방관할 수밖에 없
다.윌리가 산업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겪고 있는 모습을 린다
도 역시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몰락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해
체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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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외적인 관계로 가족과 같이 옆집에서 살아온 찰리와의 관계에서도
윌리가 겪게 되는 가족적 유대감의 붕괴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오랜 친
구인 찰리는 사회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윌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
을 꾸어주기도 하며 그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찰리는 자본주의제도에 타협하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은 인물(Hynes

282)로 윌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그는 윌리와 달리 초기에 세일즈맨으
로 성공하지 못하고 상업사회의 부적응 자였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성공적
인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된다.이렇게 상반된 사회적인 정체성으로 윌리는
찰리를 무식한 놈으로 찰리는 윌리를 철없는 아이(87)로 서로 질시하지만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중심사회
이다.찰리가 산업사회에서 성공을 했으면서도 윌리와 관계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는 사라져가는 우정이나 동료애와 같은 전통사회
의 가치관을 윌리의 관계를 통해 산업사회에서 채울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나누고자 했음이다.한편 윌리는 아들이 자신을 찰
리와 비교할 때 ‘그렇다고 찰리를 아버지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
냐’((ThenmakeCharleyyourfather?Youcan'tdothat,canyou?)(60)
는 말을 할 만큼 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고 가장으로서 아들 버나드
를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운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가족의 관계란 사회에서처럼 부속품으로서 교환하거나 대체
할 수 있는 이해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고 윌리는 실적이 줄어서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나

마 해고당하여 절실하게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찰리의 일자리 제안을



- 36 -

거절한다.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윌리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넨 둘도 없는 친굴
세’(Charley,you'retheonlyfriendIgot.)(95)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같은 친구관계를 사회에서의 인연으로 인해 잃어버리고 싶
지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찰리는 이런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윌리와는 달리 ‘내가.삶을 버텨온 것은 무슨 일이고 지나
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My salvationinthatInevertookany
interestinanything)(93)이라는 말처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인
이기 때문이다.그의 시각에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철없는 아이일 뿐인 윌리가 진정으로 바란 것이 일자리보다 가족적인 위
로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에 그에게 진심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다.결국 인간미와 동정이 넘치는 인물로 윌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거나 돈을 꾸어주는 친구였지만 진정 윌리의 비극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이런 면에서 윌리는 그가 원한 전통적인 친분관계를 찰리와 이루
지 못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린다도 비록 전통적 가족속에서 착한 아내였지만,산업사회가 사회조직

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가정에서 가부
장적인 가장의 역할로서 윌리를 이해할 뿐 그의 인간적 고민을 나눌 수
없는 반쪽 아내였고 이로서 진정한 부부관계가 무너지는데 일조한다.

린다 :여보,날 용서하세요.울 수도 없네요.어떻게 된 건지 울음도 안나
와요.정말 알 수 없어요.뭣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예요?날 좀



- 37 -

도와줘요.울 수도 없다니까요.여보,난 울 수도 없어요.난 당신이 또 출
장 간 것 같아요.당신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나요.왜 그런 짓을
한거예요?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오늘 마지막 집세를 냈어요.
바로 오늘말이예요.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목이 메어온다)이
젠 빚도 없고 홀가분해졌는데 ....

Linda:Forgiveme,dear.Ican'tcry.Idon'tknow whatitis,butI
can'tcry.Idon'tunderstandit.Whydidyoueverdothat?Helpme,
Willy,Ican'tcry.Itseemstomethatyou'rearejustonanothertrip.
Ikeepexpectingyou.Willy,dear,Ican'tcry.Why
didyoudoit?IsearchandsearchandIsearch,andIcan'tunderstand
it,Willy.Imadethelastpaymentonthehousetoday.Today,dear.
Andthere'llbenobodyhome.(A sobrisesinherthroat.)Wearefree
andclear.(Sobbingmorefully)released:wearefree....(130-131)

윌리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죽음에 울음이 나오지 않을 만큼 린다가 돌
아오길 바라는 인물은 자연인 윌리가 아닌 세일즈맨으로서 가장일지 모른
다.산업사회에서 가정을 꾸미고자한 린다에게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감춰지게 된 것이다.즉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향한 의식의 변화는 가족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원래의 역할을 약화 시켰다.결국
산업사회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집을 이제는 할부금을 완납함으로써 완전
히 소유하게 되었지만 정작 가장이 없는 이 가족은 전통사회의 붕괴를 나
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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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연연연관관관계계계로로로서서서의의의 가가가족족족공공공동동동체체체 해해해체체체위위위기기기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해체위기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가족공동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준다.가족공동체에서 가장 사회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부
관계나 친구관계에서 미친 산업사회의 영향이 그 전통적인 관계에 깊숙이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그 양상은 혈연관계에서 더욱 심각하고 영속
적으로 나타난다.왜냐하면 부부나 친구간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개인적인
사회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어
느 정도 포용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관계 속에서는 부모의 사
회적인 영향이 자식에게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가족 속에서 자아중심적인 자녀가 성장하여 한 사회공동체 속으로 연결

되어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회적 인간으로 가는 시련장이 가족집단이
다.특히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가정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요인
이 된다.따라서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구성원에
게 가치관의 부재로 연결되고 이는 그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인 공황을
안겨주게 되며 그 가족이 결손가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윌리는 물질적인 성공만이 가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라고 생각하고 세일즈맨으로서 성공의 꿈을 추구하며 자신의 성공과 자식
의 성공이라는 환상으로 삶을 지탱하였다(Brown208).윌리는 나름대로
산업사회의 물결에 편승하여 가족보다는 가족외적인 문제에 전력을 다한
다.그는 산업사회에서 가족내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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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있다.또한 산업사회에서 두 아들의 성공이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성공철학이 담긴 자신의 가치관을 두 아들
에게 주입하였다.이런 가족외적인 문제 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 성공하
는 문제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공동체를 등한시하게 하고 특히 가장에
게 가족을 통솔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등지게 하여 내부결속력을 약화시키
게 한다.문제성 있는 아버지는 미국 연극의 주된 소재라는 지적(Lyons
126)처럼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난 아버지는 남아있는 아내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자식들에게는 그를 향한 동경과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게 하
는 것이 산업화에 따른 미국의 가족공동체가 겪는 보편적인 위기상황이
다.
윌리 자신도 가장의 부재로 인해 가치관의 부재를 겪은 인물이다.그는

4살 때 아버지가 알래스카로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가장의 가치관
을 물려받지 못하고 아들에게도 물려줄 가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윌리의 전 세대에서 이미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며 산업사회로 가면서 그 양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과도기
적 현상이 윌리의 가족에게 나타나게 된다.전통 가족의 의연하고도 아름
다운 이상은 역사적 사실이기보다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과거의 이상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현재의 이상적 가족은
실재 구조와 이념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된다.이런 사회와
가족의 상호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지만,윌리의
가족은 가장인 윌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없음으로
인해 산업사회에서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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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인 갈등 속에서 윌리는 과거의 회상
속에서 형 벤과 싱글맨을 통해 상실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한다.
그는 17살에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부를 이룬 벤과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산업사회에서 전설적인 성공을 이룬 싱글맨에 정신
적인 기반을 두게 된다.문명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성공한 벤과 시대적
으로 구시대에 살았던 싱글맨은 윌리에게 산업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줄 수 없다.벤은 개척시대에 성공의 화신이었고 싱글맨
은 그의 장례식 때 수백 명의 세일즈맨과 구매자들이 참석할 만큼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의리가 있던 산업시대의 최고의 세일즈맨이었다.그러나
그 시절의 사회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지금 윌리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희
생되는 과도기적인 인물이다.

윌리 :...웬일인지 모두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걸어 들어
갈 때 나는 알 수 있어.나를 비웃는 것 같아....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나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야....다른 세일
즈맨은 쉽게 한단 말이다.왜 그런지 모르겠어.억제할 수 없거든.난 말이
많아.남자란 말이 많으면 안되는 법이야.찰리만 보더라도 말수가 별로
없어.그러니까 모두들 그 친구를 존경하거든.

Willy:Youknow,thetroubleis,Linda,peopledon'tseem totaketo
me....Iknow itwhenIwalkin.Theyseem tolaughatme....I
don'tknow thereason forit,butthey justpass meby.I'm not
noticed....Othermen-Idon'tknow-theydoiteasier.Idon't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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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Ican'tstopmyself-Italktoomuch.A manoughtacomeinwith
afew words.OnethingaboutCharley.He'samanoffew words,and
theyrespecthim.(43)

또한 아버지시절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윌리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이에 반해 찰리는 ‘타협의 상징’(asymbolof
compromise)(Huftel114)으로서 산업사회와 전통사회와의 갈등을 겪지 않
고 산업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윌리와 대조를 이룬다.찰리는 산업사
회와의 타협을 통해 자아를 구축했으나 윌리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반영된
전통사회와 산업사회의 갈등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윌리의 두 아들 역시 윌리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윌리는 그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인 가족 속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실패한 자아를 보상받으
려 한다.특히 아들중 비프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그는 비프를 통해 자
신의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했다.윌리의 아버지가 장남인 벤에게 자신의
부성을 전했듯이 그도 장남인 비프에게 자신의 자아를 심으려고 했던 것
이다.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질서이고 따라서 윌리에게 비프는 젊은
신이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였다.

윌리 :마치 신 같았지?헤라클레스라고 할까?태양이 그 녀석 주위를 돌
고 있는 것 같았어.녀석이 나한테 손 흔들던 것 기억나오.세 대학 대표
들이 비프를 둘러싸고 서 있던 운동장 바로 오른쪽에서 말이요.내가 드나
들던 구매자들을 데리고 갔는데,비프가 나올 때 박수갈채를 보냈지.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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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먼,로먼!아무렴.그 놈 크게 될 거야.그렇게 굉장한 별은 쉽게 사라질
수는 없는 거지.

Willy:Likeayounggod.Hercules-somethinglikethat.Antthesun,
thesunallaroundhim.Rememberhow hewavedtome?Rightup
from thefield,withtherepresentativesofthreecollegesstandingby?
AndthebuyersIbrought,andthecheerswhenhecameout-Loman,
Loman,Loman!GodAlmighty,he'llbegreatyet,A starlikethat,
magnificent,canneverreallyfadeaway!(70)

그러나 윌리는 가문의 낡은 가치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Bates164)로써 그는 자신이 가졌던 시대착오적인 가치관
을 아들에게 주입시킨다.윌리는 성실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기보다는 아파
트 공사장에서 자재를 훔쳐오게 하고 인기만 있으면 학교성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들의 인기와 도벽을 개인적인 능력이나 용기로 치부한
다.개성과 능력을 강조하던 시대에 용인되었던 비프의 이러한 행위는 산
업사회에서는 거짓말과 도둑질로 범죄행위가 된다.이후 비프는 수학시험
에서 낙제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절도죄로 감옥에 가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다.또한 비프는 산업사회에 맞지 않은 가치관의 대물림
으로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에서도 아버지와의 단
절을 경험하며 방황하게 된다.
게다가 비프가 보스턴으로 출장 간 아버지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한 것

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Po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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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윌리 :그 여잔 나에게 하찮은 존재야.난 쓸쓸했거든.몹시 쓸쓸했어.
비프 :그 여자한테 어머니 스타킹을 주셨잖아요!(눈물을 흘리며 가려고
일어난다.)
윌리 :(움켜잡으며)명령이야!
비프 :놔요.거짓말쟁이!
윌리 :그 말 사과하지 못해!
비프 :사기꾼!거짓말하는 사기꾼!사기꾼!

Willy:She'sisnothingtome,Biff.Iwaslonely,Iwasterriblylonely.
Biff:You-yougaveherMama'sstockings!(Hisearsbreakthrough
andherisestogo)
Willy:(grabbingforBiff)Igaveyouanorder!
Biff:Don'ttouchme,you-liar!
Willy:Apologizeforthat!
Biff:Youfake!Youphonylittlefake!Youfake!(115)

비프는 산업사회의 부도덕한 세일즈맨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자
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주던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다.비프가 불륜현장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윌리는 가족의 영웅에서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떨
어졌고 가장의 권위가 사라진 그의 가정도 몰락하기 시작한다.사회의 거
래처 여직원과의 불륜이 구매자와의 접촉을 위한 사업상의 선택이라고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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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말하지만 이는 가족과 특히 비프에게 정신적인 성장이 멈출 정도로
배신과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이 불륜장면은 또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이해와 동정을 하게 되는 계

기가 되기도 한다.하워드로부터 해고당하고 아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온 윌리가 비프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을 갈망하는 장면은 수학에서 낙제성
적을 받고 온 비프가 아버지로부터 해결방법을 희망하는 장면과 같은 것
으로 볼 수 있다.또한 아들들이 여자와 함께 나가 버리면서 버림받게 되
는 윌리는 보스턴에서 불륜현장을 목격한 비프의 배신감과 충격을 떠올리
게 된다.올리버로부터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
어진 비프는 절망에 빠진 윌리를 식당에 내버리게 된 것이다.하지만 비
프는 차차 자신의 실패로 인해 공허하고 비참해진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과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반항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성
숙한 변화를 보인다.결국 윌리와 비프는 서로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죄의식은 불륜이나 패륜이라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표면화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인으로 해서 생긴 것으로 아버
지와 아들의 관계가 산업사회에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프는 산업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이상을 실현

시킬 수 없는데 대한 강박과 내적인 억압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서 진정으
로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올바른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지 못
하고 항상 가족 주위를 떠돌고 있었다.하지만 그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 산업사회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직시하며 산업사회를 떠나기
로 결심한다.또한 그는 아버지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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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비프 :아버지,전 싸구려예요.아버지도 그렇구요.
윌리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비프를 향해)난 그런 싸구려가 아니다.난
윌리 로먼이야.그리고 넌 비프 로먼이란 말이다.

Biff:I'm adimeadozen,andsoareyou!
Willy:(turningonhim now inanuncontrolledoutburst)Iam nota
dimeadozen!Iam WillyLoman,andyouareBiffLoman!(125)

하지만 비프는 돈으로 환산된,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가족을 싸구려
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한다.그러나 이후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
는 장면에서 '더 이상 원망이 없다'(There's no spite in it any
more)(125)는 말로 비프는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며 아버지
를 이해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한다.비프는 아버지의 타락과
몰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산업사회
의 부정과 불의를 재현한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결국 아버지와
자신은 사회에 희생자일 뿐이며 산업사회에서 싸구려이지만 가족에서는
가장인 아버지를 이해한 것이다.

윌리 :응 비프가 (흥분하여 눈을 크게 뜨고)그놈이 울었어!애비한테 안
겨서 울었다니까!(부성애에 벅차 목이 메며 마음속의 말을 외친다.)그놈
은,그놈은 훌륭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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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이 주방 바로 밖의 조명 속에서 나타난다)
벤 :그럼,출중하지,개 뒤에는 이만달러가 있는데

Willy:Oh,Biff!(Staringwildly)Hecried!Criedtome.(Heischoking
withhislove,andnow criedouthispromise)Thatboy-thatboyis
goingtobemagnificent!
(Benappearsinthelightjustoutsidethekitchen)
Ben:Yes,outstanding,withtwentythousandbehindhim.(126)

윌리는 비프에게서 인간적인 가족애를 느끼며 가장으로서 감동하고 있
으나 자신의 자살로 생길 보상금 2만달러를 비프에게 남김으로써 산업사
회에서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아버지의 부재로 사회와 가족 사이
에서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윌리로서는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에
자신을 팔게 되는 비극적 결과가 비록 미움이나 원망을 통해서지만 가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물질로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비프의 깨달음
과 비교된다.
아버지와의 단절양상은 둘째 아들 해피에게서도 나타난다.해피는 아버

지로부터 무시되고 관심을 받지 못한 아들이다.윌리가 형 벤에 의해 아
버지에게서 가려져 있었듯이,해피는 항상 비프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가
족으로부터 특히 아버지 윌리로부터 가려져 있다.가부장제의 전통 가족
공동체의 질서로 볼 수 있는 서열로 인해 둘째인 해피는 역시 둘째로 태
어난 윌리처럼 아버지로부터의 가족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하게 된다.가족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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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피는 더욱 아버지를 답습하게 된다.그러나 그가 본 윌리의 모습은
산업사회에 비친 것이었다.가족에서 해피는 아버지로부터 가족간의 유대
감이나 책임감 등 건전한 가치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만
연한 가치관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해피는 비도덕적 행동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점에서 산업사회에서의 아

버지를 닮았다.해피는 식당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하
고 비프를 뉴욕 자이언츠팀의 쿼터백이라고 소개하며 허풍을 떤다.또한
해피는 개인적인 일에 공금을 유용하고 근무중에 자리를 비운다든지 회사
간부의 애인을 빼앗는 등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인다.심지어 식
당에서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이지’(No,that‘snot
myfather.He'sjustaguy.)(111)라며 아버지를 냉정하게 외면하는 장면
은 그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아버지를 가장이 아니라 사회
적 실패자로 생각하는 해피의 아버지부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비프 :아버지께 좀 잘해드리지 그래?
해피 :나말이야?
비프 :아버지한테 조금도 관심 없지,햅?
해피 :무슨 소리하는 거야?난 말이지...
비프 :난 알고 있어.넌 아버지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어....

Biff:Whydon'tyoudosomethingforhim?
Happy:Me!
Biff:Don'tyougiveadamnforhim,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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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What'reyoutalkingabout?I'm theonewho-

Biff:Isenseit,youdon'tgiveagoodgoddam abouthim ...(110)

윌리가 해피에게 무관심했듯이 해피도 아버지에게 깊은 관심이 없다.
그가 어릴 때부터 겪은 아버지의 부재양상은 인근 아파트로 거처를 옮김
으로서 가족공동체 속에서의 부자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아버지의
근황이나 심정에 대해 해피는 관심이 없다.

해피 :그건 몰랐는데요.
린다 :너는 궁금해 하지도 않았지.다른데서 돈을 쓴다고 아버지에게 마
음을 쓰지 않는거야.
해피 :그때 돈 드리지 않았어요?

Happy:(Indignantly)Ididn'tknow that,Mom.
Linda:Youneverasked,mydear!Now thatyougetyourspending
moneysomeplaceelseyoudon'ttroubleyourmindwithhim.
Happy:ButIgaveyoumoneylast-(60)

해피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가 사회관계처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결국 아버지 윌리가 느낀 아버지부재로 인한 양상을
해피가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해피는 윌리의 화신이다라는 평(Barker90)
을 듣기도 한다.하지만 해피도 개인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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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준에 의한 희생자로 나타난다.해피가 원하는 것은 윌리와 마찬가지
로 가족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형 비프가 농장에서 돌아
왔을 때 그는 ‘다시는 떠나지 마.여기서 일자리를 구해’(Don'tleave
again,willyou?You'llfindajobhere.)(34)라며 형을 붙잡거나 형과 같
이 서부에서 일을 하자는 말에 그게 내가 꿈꾸는 일이다 (That's
whatIdream about)(32)라고 말하는 장면은 윌리가 형 벤을 떠 올리며
화목했던 가족애를 나누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 까지 3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족공동체의 해
체과정을 보여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리고 비프와는 달리 결혼을
하겠다는 해피의 언급은 이런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와 정신적,도덕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의 충족은 변함없이 가족의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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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결결결 론론론

사회극작가인 밀러는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극작세계를
구축하면서『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약한 인간에 대한 현대사회의 파괴
적인 영향에 대해 탐구했다.그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지연이나
우애 등 친교집단의 전통적인 유대감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생
활양식이 붕괴되는 사회적 양상을 주목하였다.그는 미국사회에 엄청난
정신적 윤리적 충격을 주었던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체험하면서 산업사
회의 소시민이 겪는 비극적 상황이 그들의 내적인 갈등보다는 그를 둘러
싼 거대한 부조리가 토해내는 사회문제에 기인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사
회가 개인에 대한 또는 개인이 사회에 대한 관계의 중요성을 작품들을 통
하여 강조하고 있다.즉 개인이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개인적 차
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킴으로써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한 배의 운명공동체임을 알려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시민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가족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그의 정체성과 인간존엄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양상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이 극에서 주인공 윌리는 현실과 이상을 구별하
지 못하고 허망한 성공의 꿈을 추구하는 인물이다.그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평범한 소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나타나진다.그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반영된 사회의 일
원이 되기를 원했다.그러나 그의 아버지세대로부터 이어받은 사회에 대
한 개인의 가치관이 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로 인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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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윌리는 시대착오적인 산업사회의 희생자
로 전락하면서 그가 속한 전통사회가 산업사회에서 도태되고 결국 해체되
는 비극적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사회 체계의 변동과 더불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내외적인 구조 및 관계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까지 해체되는 양상
으로 발전하여 사회구조의 근본을 흔들게 됨을 보여주었다.즉 사회의 갈
등과 모순이 가족에까지 침투해 전통적 가족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가족해체 위기는 구시대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밀려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집안의 가장을 생계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며,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식과 아내와의 유대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기계적인
사회로의 급변과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습성이 가장
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가족 해체를 강요하여 현대적 비극을
일으키게 된다.더욱이 재편되는 사회에 개인이나 가정이 순응하거나 따
라가지 못하고 개인이 그렇듯이 가정도 비인간적인 사회에 대항하지 못하
고는 해체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윌리는 가족에게 있어서 남편이고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의 위

치를 소망했다.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사회인 가정에 자신만의 가치관,즉
전통적인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개별성
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그로 인해 이해와 동정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애의
결핍으로 서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족공동체는 해체라는 총체적
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린다와 찰리와의 관계에서 결혼과 친교로 맺어진
공동체가 사회에서 패배한 윌리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산업사회의 가치



- 52 -

관을 더욱 인식하게 한다.또한 윌리의 두 아들인 비프와 해피와의 혈연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적 위상이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훼손되
고 아버지의 사회적 패배가 아들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게 된다.
밀러는 윌리의 회상을 통해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를 대비시키며 사회인

으로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자신의 위상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다
자살로서 산업사회를 고발하는 소시민을 그렸다.사회에서의 퇴출과 가장
의 죽음을 전통사회의 붕괴 또는 해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의 비극
이 아니라 사회의 비극으로 해석의 장을 확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 이
작품의 위대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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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Sun-Ok

DepartmentofEnglishLanguageandLiterature
GraduateSchoolofKoreaMaritimeUniversity

AAAbbbssstttrrraaacccttt

ArthurMillerwas one ofthe mostprominentAmerican Social
dramatists and was influenced by 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1930's.ThisDepressionandthehardshipshehadexperiencedearlyin
hislife,helpedhim todiscovertherealityofbeingacommonman.It
wason thisreality thathebased histragedy.Thistragedy dealt
mostlywiththerelationshipbetweenmanandsociety.
Millercomparedtherelationshipbetweenmanandsocietytothatof

waterandafish.Thismeantthatlikeafishin water,manlives
within society.Men havehopesand dreamsin thissociety,which
surroundsthem.When theirsurrounding doesnotmaterializethese
hopesanddreams,man,or'fish',getsdisappointedandfrustrated.
Millerwasveryconsciousofhisstrongcriticism ofsociety,an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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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interestinman'sagonyandalienationwithinthatsociety.Miller
discoveredthissystematicrelationshipbetweenmanandsociety.
In'DeathofaSalesman',manenduredtragedybecausehisabsolute

valuewasneglectedbyindustrialsociety.Millerdemonstratedinthis
playthattheeconomicdepressionnotonlyevolvedanentiresociety
intoan acceleratedindustrialization,andforcedittochangerapidly
andimmensely,butalsodrovetheindividualintomentaldepression,
forcedthetraditionalsocietytobedisintegrated.
AccordingtoMiller,thereisabigdifferenceconceptof family  

pursued by industrialsociety when compared to the individualor
family member. This difference made all parties concerned
misunderstand the socialagreement,and this destroyed traditional
society.Italsoaffectedfamilyvalues,finallybringingtragedytothe
individualandtheirfamily.
Inconclusion,Miller'sworkteachesusthelessonthatmanshould

existinsociety,andsocietyshouldbeapartofman.Theycannotbe
separate entities. Man shares sincerity and responsibility within
society,thusoursocietyrespectsthevalueofhumanbeingsinsteadof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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