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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prove Dickens's hopeful view of the future in his

last completed novel Our Mutual Friend. This novel has been usually
regarded as one of the “dark” novels, “dark” in the sense of viewing social

reality and the future negatively. However, although it has the dark

descriptive color of society typical in Dickens's later novels, it still contains

some elements that point to a better future. To prove this positive view

of future, this paper will disentangle the intricate narrative structure of

Our Mutual Friend and find out the true meaning of the dust--money. In
addition, it will investigate how people react to dust(-like money). From

a close study of several characters' lives, it will testify that the dark world

of Our Mutual Friend, in the end, could be a world of regeneration, a

world that will lead to a better future.

[Charles Dickens/Our Mutual Friend/river/dust/hope/money/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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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평가는 그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1837년부터 1901년까

지 63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죽은 후, 그녀의 사망 이전부터

있어왔던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미미했던 거부의 움직임이 이제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신여성 운동이나 문학적으로는 초기

모더니즘 등과 같이 사회전반에 걸쳐 바로 윗 세대에 대한 단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190 김 택 중

커져만 갔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보인 영국의 무능력과 혼란 등에 대한 논란은

가뜩이나 비우호적인 20세기 초의 사람들로 하여금 ‘빅토리아적’(Victorian)이란 말과

연관된 모든 것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였다(Altick, pp. 300-2).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경멸적으로만 보았던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났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고지식하고 위압적이

며, 물질주의만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감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의 미래에 대

해서 진지하게 고뇌하고 번민했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겉으로 내세우는 비현실적인

도덕적 이데올로기 이면에 너무도 인간적인 부족함과 솔직함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일

상적인 삶이 존재했다. 스티븐 마커스(Steven Marcus)의 또 다른 빅토리아인들(The
Other Victorians)에서 보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가식적이고 위엄에 찬 사람들이 아니다. 하찮게만 여겼던 빅토리아 시

대가 역사상 다른 어떤 시기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문학비평가들에게 중요한 토론의 배경을

제공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와 사회(Culture and
Society)에서 문화란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정신적인 전체적인 삶의 방식”(xvi)이라고

규정하며 그 예를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에게서 찾고 있다. 또한 19세기 영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도 자신의 논지의 뿌리를 빅토리

아 시대의 영국에 두고 있다.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떠나 빅토리아 시대는 이제 무시

해도 되는 역사의 시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연구의 대상인 셈이다.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만족할만한 하나의 뚜렷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음을 알게된다. 이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생활방식과 다양한 사고방식이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롬 버클리(Jerome Buckley)는 이와 같은 빅토리

아 사회의 특징을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설명은 모순되는 주장의 혼돈 속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만다”(p. 2)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평가는

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모순되는 이중성이나 바흐찐의 말을 빌리면 ‘다성

성’(polyphony)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영국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최절정에 달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과도기적 생

활방식은 말 그대로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산업화의 덕택으로 영국이 세

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위해 ‘토지종획운동’을 벌이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전

체의 번영에 치우친 비인간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빈민이 생겨났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비참한 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역사상 최고의 국가적 번영과 끔찍할 정도로 비참했던 빈민의 삶이 서로 이웃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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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했던 것이다.1)

빅토리아 시대의 자기 모순성은 특히 당시 지식인들의 역사관 즉, 자신의 시대를 바

라보는 시각과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토마스 맥콜리(Thomas

Macaulay)는 현재는 과거보다 나으며 따라서 미래는 현재보다 더 진보될 것이라는 다

분히 진화론적인 태도로 동시대를 바라봤다(Trevelyan, p. 48). 반면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월터 스콧(Walter Scott)과 마찬가지로 중세를 그리워하며 산업혁명과 대량

생산체제 등으로 상실된 인간의 가치를 지적했다. 그에게 화려했던 영국의 힘을 상징

하는 수정궁(the Crystal Palace)은 결국 ‘사고의 질’이 결여된 거대한 건축물에 불과했

을 뿐이다(Summerson, pp. 63-70).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변화의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Altick, p. 107). 다만 이런 ‘변화’가 진보로서

의 변화인가 아니면 퇴보로서의 변화인가 하는 점에서 의견이 갈릴 뿐이다. 맥콜리처

럼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낭만적인 낙관론과 열역학(thermodynamics)에서처럼

역사의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 등이 빅토리아 사람들의 사고에 자리

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현실의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신들의 시대가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하고 있는 지 아니면 더욱

비참한 미래로 향하는 지에 대한 우려로 마치 어정쩡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

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로 간주되는 찰스 디킨스는 이와 같이 기대와

우려에 찬 당시의 시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작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

은 빅토리아 시대의 한 단면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회구조 전체를 정확

하게 제시한다. 특히, 그의 마지막 완성작인 우리 모두의 친구는 빅토리아 시대를
규정하는 ‘변화’라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실, F. S. 슈와츠바크(F. S.

Schwarzbach)가 말한 것처럼 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작품이다. 단순히

‘변이’로서의 변화뿐 아니라 ‘변형’으로서의 변화마저도 의미한다”(p. 194). 즉, 사회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에 대한 디킨스의 태도이다. 과연 그가 ‘변화’로 정의되

는 사회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다가 올 미래는 디킨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바

라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앨틱은 “많은 면에서

가장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계급을 대표하는 디킨스는 돔비와 아들을 쓸 때
부터 이미 미래에 대한 회의를 표출하고 있고, 그 후 죽는 날까지 그의 작품에서 미래

1) 빅토리아 시대의 경제적 부와 빈민의 비참했던 삶은 Peter Ackroyd의 Dickens' London:
An Imaginative Vision (London: Headline, 1987), 7-21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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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비전과 예상이 더욱 어둡게 변하고 있다”(p. 108)라고 주장한다. 앨틱의

주장처럼 디킨스의 마지막 완성작인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는 사회전체가 쓰레기나
죽음의 분위기에 짓눌린 인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

람들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친구가 갖고 있는 디킨스의 미래에 대한 희
망적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쓰레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파헤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사회구조를

상징하는 쓰레기가 이상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없어지거나 멀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이상적인 삶은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작품의 말미에서도 그에 대한 가능성

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Ⅱ. 본 론

우리 모두의 친구는 1865년에 출판된 이후, 많은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우선 필
딩(K. J. Fielding)과 로버트 바나드(Robert Barnard)와 같은 이들은 일관성이 없는 작

품의 구성을 공격한 반면(pp. 132-33; 264), 잭슨(T. A. Jackson)과 아놀드 케틀(Arnold

Kettle), 그레그 헤시모비치(Greg A. Hecimovich)와 같은 비평가는 주제와 연관된 구

조상의 효율성을 들어 작품의 가치를 인정했다(p. 203; 213-25; 955-77).

비평가의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작품의 주제적인 면이다. 즉, 우
리 모두의 친구가 다른 후기 소설처럼 어둡고 회의적인 사회관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비평가들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로 엥겔(Monroe Engel)과 앤

드루 샌더스(Andrew Sanders)와 같은 이들은 디킨스가 이 작품에서 그의 부정적인 사

회관을 극화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후기 소설과 똑 같다고 주장한다(pp. 131-45). 따라

서, 이들에게는 유진 레이번(Eugene Wrayburn)과 벨라 윌퍼(Bella Wilfer)가 변화하

는 모습이나 리지 헥삼(Lizzie Hexam)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국 디킨스의 사회관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몇몇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모습을 지적한

다. 데이빗 홀부룩(David Holbrook)은 개인의 구원은 재생(regeneration)을 상징하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강가에서의 삶을 통해 얻어진 리지의 힘은 “그녀의 도덕적

힘의 구현이며, 이는 바로 사랑의 힘이다”(p. 152)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소설의 미

래는 대단히 밝다는 것이다. 메리 앤 켈리(Mary Ann Kelly)도 홀부룩과 비슷한 주장

을 펴는데, 그녀는 특히 리지와 제니 렌(Jenny Wren)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상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즉, “더 나은 삶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은 결국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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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서의 변화도 이끌 수 있다”(p. 45)는 것이다. 사회를 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친구를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으로 읽는 많은 비평가들은 주로 천사 같은
선을 상징하는 리지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밝은 미래

는 리지라는 한 등장인물의 존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이끌어내는 구조

적인 면에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중의 하
나가 바로 ‘변화’다. 개인의 구원, 사회의 개혁, 밝은 미래 등과 같은 모든 말들은 결국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 본 비평가들의 상반된 견

해는 작품 속에서 보이는 이 ‘변화’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실현성 있는 즉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제시하는 ‘변

화’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디킨스가 현실을 얼마나 충실하게 파악하고 분석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 보이고 있는 현실은 이전의 작품과 같이 문제가 많고 인간
의 삶을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다. 안개와 비로 가득한 황폐한 집의 세계나 감옥과
무덤의 이미지가 짓누르는 막내 도릿의 세계가 이 작품에서도 비록 다른 모습을 하
고 있다고는 할 지라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의 두 작품에서는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비밀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었던

반면에,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는 그 구속의 매개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점이다. 물론,
디킨스가 돔비와 아들과 같은 작품에서 인간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는 힘에 대해 언
급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면에서 그쳤을 뿐 그 돈이 우리의 삶에서 어

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나타낸 것은 우리 모두의 친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슈와츠바크가 말한
것처럼 유물론적인 사회철학을 주창한 마르크스 이전에 디킨스가 이미 이 작품에서 돈

중심의 사회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p. 200).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돈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날카
로운 분석과 통찰력 있는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인간 사회의 갖가지 찌꺼기로 이루

어진 쓰레기 더미가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변

환될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때의 쓰레기는 “석탄, 식물, 뼈, 도자기에

서 생긴 쓰레기나 크고 적은 쓰레기 등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의미한다.2) 하지만 작품

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까지도 포함하고 있

다. 이렇듯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쓰레기는 노디 보핀(Noddy Boffin)의 운명을 순식

2) Charles Dickens, Our Mutual Friend (New York: Penguin, 1971), 56. 앞으로 작품에
서의 인용은 인용부분 다음에 쪽 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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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바꿔 놓았고, 이 작품의 주요 플롯을 구성하는 존 하몬(John Harmon)의 유산 상

속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

사실, 19세기에는 개인 업자가 쓰레기를 처리하여 런던의 북부에 쌓아 놓았는데, 이

러한 쓰레기 더미는 대단한 이익을 주는 상품이었다. 보석이나 현금, 그리고 다른 귀중

품들이 종종 발견됐고, 쥐나 파리가 들끓어 냄새나고 부패한 쓰레기를 뒤져 나온 숯이

나 병, 깨진 도자기, 인간의 배설물, 뼈, 심지어는 죽은 고양이까지도 해당업자들에게

팔려 나갔다. 숯 검댕은 비료공장에, 썩은 동물과 식물은 거름으로, 죽은 고양이는 그

가죽 때문에 팔렸다고 한다. 1850년 하우스홀드 워즈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한 부유
한 쓰레기 업자가 자신의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그녀에게 20,000 파운드의 현금이나

아니면 자신이 소유한 쓰레기 더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금을 선

택했지만, 그 업자는 쓰레기 더미 하나를 나중에 40,000 파운드에 팔았다고 한다.3)

이와 같이 쓰레기에 대한 디킨스의 묘사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만, 쓰레기에 의해 죽고 사는 런던 사회의 모습은 단순히 한 시대의 특성으로 받아들이

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드거 존슨(Edgar

Johnson)은 “궁극적으로 쓰레기 더미는 묻혀진 열정의 재와 먼지가 쌓인 덩어리라는

식으로 잘못된 노력을 끌어안는 총체적인 메타포로 확대된다”(pp. 1030-31)라고 주장

하고 있다. 특히,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돈이 쓰레기로 상징되고 있고, 이는

직접적인 의미의 단어(rubbish)가 아닌 먼지나 티끌로도 이해될 수 있는 단어(dust)로

표현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쓰레기와 돈이 동일시되고, 이 둘은 모두 먼지나 분말

가루처럼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

사회 역시 겉치레일 뿐이고, 한낱 무가치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모두의 친구에 등장하는 상류사회는 이런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사회는 비니어링(Veneering)으로 대표되는데, 그의 주변에는 옛 것

은 하나도 없고 단지 새로운 것만 있을 뿐이다.

비니어링 부부는 런던의 새로 만든 지역에 새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들 집안의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새로운 것들이다. 그들의

모든 가구도 새롭고, 그들의 모든 친구들도 새로이 사귄 사람들이다. . . . 모든

것들이 새로이 니스칠을 해서 광이 나 있었다. 가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집안의 사람들에게서도 똑 같이 느낄 수 있었다--[가구의] 표면에서는 공장에

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너무 나고 아직도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을 준다. (p. 48)

금방 만들어져서 아직 칠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의 가구처럼 그들도 이 상류사회

3) 이 단락에서 설명한 쓰레기가 사용됐던 방법과 하우스홀드 워즈 의 기사는 Edgar

Johnson의 Charles Dickens: His Triumph and Tragedy(Boston: Little, 1952)의 1030
쪽에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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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막 합류한 초년병들이나 다름없다. 갑작스럽게 부유하게 되어 상류사회에 진출한

비니어링의 주변으로 이제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트웸로우(Twemlow), 파드스넵

(Podsnap), 티핀스 부인(Mrs. Tippins), 모티머(Mortimer), 유진 레이번과 같은 옛 귀

족이나 젠트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자신이 비니어링의 가장 오랜 친구

인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사귄 친구인가”하는 질문이 “끊임없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심연”(p. 49)과도 같을 정도로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덧대다’ 혹은 ‘겉을 꾸미다’라는 의미를 주는 비니어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들의 관계에는 오직 표면적인 모습만이 중요하고, 과거나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이들의 첫 만찬장면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절묘하게 나타내고 있

다. 이 장면은 독자가 그냥 카메라의 렌즈에 잡힌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

지 않고, 식당의 벽면에 장식된 커다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서술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즉, 독자가 처음으로 접하는 그들은 실재가 아닌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이고, 그것도

천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거울이 아닌 측면에 비쳐져서 정상적인 완전한 모습조차 아

니다. 참석인원 각각을 소개하는 문장도 주어가 없이 ‘비치다’(reflect)라는 단어로만 시

작하여(pp. 52-3), 이들이 영상이나 그림자와 같이 실재가 없는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

일 뿐이라는 느낌을 한층 더해준다.

이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겉치레와 현재만을 강조하는 이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비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계층

으로 따졌을 때, 중산층의 바로 위인 젠트리 계층이나 귀족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모르는 비니어링이라는 벼락부자를 중

심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의 한 구성원인 티핀부인이 작품의 말미에 유진 레

이번과 리지 헥삼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인생관을 단

적으로 알 수 있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면--말도 안돼!”(p. 891). 또한, 이들은 보핀부부

가 하몬(Old Harmon)의 유산을 받아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보핀부부는 원래 쓰레기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된 하몬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따

라서, 사회적 계급으로는 중산계급의 하층부에 속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그들에게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비니어링 부류의 사람들이 앞다퉈 찾

아와 명함을 놓고 간다. 이제 그들은 보핀부부를 자신들과 같은 계층의 사람으로 인정

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의 모든 관계가 돈의 역학구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돈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에는 인간마저도 포함된다. 우선, 중심인물인 리지 헥삼의 아버지인 게퍼(Gaffer)가

업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템즈강에 빠져 죽은 시체들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게

퍼는 죽은 자의 시신에서 돈이 될만한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시신을 당국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는 것으로 살고 있다. 시신에 남아 있는 물건 뿐 아니라, 인간의 시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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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 가치를 띠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를 갖는 것은 단지 죽은 자만이 아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살아있

는 사람들도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상품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핀 부부가 양자

를 얻으려 할 때 주선을 하는 밀비(Milvey)의 태도에서 버려진 어린아이들도 단지 하

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식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아가 있어요.” 밀비는 마치 ‘재고가 있다’는 말을 덧 부치

려는 듯이 이 사업에도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치 주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 . . “죄송하지만 이 일은 물물

교환형식으로 거래하게 되어 있어요.” (p. 151)

어린아이를 양자로 들이는 것은 여기서 거래(transaction)라는 말로 묘사되고, 이 때

어린아이는 분명히 하나의 상품과 마찬가지다. 또한, 위대한 유산의 에스텔라

(Estella)와 함께 디킨스가 가장 사실적으로 창조한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벨라 윌퍼

(Bella Wilfer)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부를 살 수 있기

를 바란다: “나는 돈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구걸도 할 수 없고,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p. 375). 비록 부자로

살고 싶은 바램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 벨라는 스스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는 돈(쓰레기)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진
행된다. 심지어 가장 순결한 듯한 리지조차도 이 돈 중심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돈 중심의 현실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잊지 않는 리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은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다. 로그 라이더후드(Rogue Riderhood)나 조지 래드풋

(George Radfoot)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비

록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어떠한 도덕적 개념도 없이 단지 돈만을 쫓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가 바로 게퍼이다. 그는 비록 사회의 맨

밑바닥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에게도 효율성과 현금중심

의 당시 경제원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원칙이 있다.

죽은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나? 죽은 사람이 돈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죽은

사람이 속한 세계는 어디인가? 저 세상이다. 돈은 어느 세계에 속한 것인가? 바

로 이 세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이 죽은 시체의 것이란 말인가? (p. 47)

게퍼는돈은 이 세상에속한것이므로 이미 죽은 시신은더 이상 그것에 대한소유권

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만의 경제원칙은 산사람의 돈을 뺏는 것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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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다르다. 산 사람에게서 돈을 뺏은 적이 있는 옛 동료가 다가와 그를 도와 준다

고 했을 때, 게퍼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동업자가 아니라며 단호히 도움을 거절한다.

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은 것은 경제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게퍼와 동일한 경제원칙을 갖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티핀 부인에게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p. 891). 즉, 이들의 생활방식에는 오로지 돈과 법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만

이작용할뿐이다. 그외의도덕적혹은인간적인감정따윈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런이유로이들은리지와결혼하기로 결정한 유진 레이번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또

한, 이들의 중심에 있는 비니어링의 경우에도 결국 파산으로 인해 몰락하고 마는데, 사

람들은 그의이야기를통해 “어떻게하면자신이 실제가지고있는 것보다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p. 886)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몰락하고 난 후, 상류사회에는

“비니어링은원래부터경멸의 대상이었고믿을만한 사람이 못되었다”(p. 887)라는 생각

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한 때는 가장 오래되고 절친한 친구처럼 지냈던 비니어링이

파산한 후, 이들에게는 더이상 어떠한 인간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필요도 없

는것이다. 게퍼, 티핀부인, 비니어링모두법이라는허울속에서인간의감정이나도덕

심을배제한채 오로지 돈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디킨스는 이런 식의 삶을 결코 만

족스럽게 보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게퍼는 결국 물에 빠져 죽어 자신의 배에 매달려

나오고, 비니어링은 파산으로 그리고 티핀 부인은 단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그리고 더 크게는 인간사회 전체가 무의미하고 한시적인 돈

에 의해 결정되고, 겉모양만을 추구하는 허울좋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라

는 것은 작품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첫장(“On the Look Out”)은 다른

장에 비해서 대단히 짧은 편인데, 게퍼와 리지 헥삼이 템즈 강에서 시체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시체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인데, 게퍼는

“먹이를 쫓는 한 마리의 새”(p. 45)와 같은 모습으로 시체에서 돈을 찾고 그 시체를 아

무런 감정 없이 배에 고정시키는 반면에, 리지는 비록 이 일을 통해 생계를 번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에 대한 애정으로 묵묵

히 일을 돕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시체

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두 사람의 태도는 위와 같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첫 장은 작품 전체의 주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앞으로

전개될 작품세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이 장에서 게퍼와 리지가 강바닥에서 건

져 올린 시체나 다름없이 혐오스럽고 불쾌한 것임을 의미한다. 첫 장의 리지와 헥삼이

“고기와 물”(p. 45)이 될 수 있는 생계를 찾아 템즈 강을헤매는 것처럼, 이 작품의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셈이다. 유난히 짧은

첫 장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사회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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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헤시모비치는 첫 장의 구성이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것과 같다고 보고, 이로 인해 “독자들이 정체성과 동기를 구별해 내는 게임에 말려들게

한다”(p. 960)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이 장의 제목(“On the Look Out”)은 대단히 의

미심장하게 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리지와 헥삼이 돈이 될 시체를 찾기 위해 잔뜩 긴

장한 채 경계를 하는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단단히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다. 즉, 첫 장은 이 작품 전체를 소개하는 일종의 전주곡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첫 장은 정상적인 길이로 쓰여진 두 번째 장이라고 봐야 한다.

짧은 첫 장이 지나면 바로 비니어링의 만찬에서 보이는 상류사회의 모습이 그려진

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장면에서 보이는 인간관계는 단지 돈에 의해 결정되

고 겉치레만 중시한다. 한편 이 복잡한 소설의 맨 마지막 장은 유진 레이번과 리지의

결혼에 대한 비니어링 주변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장면 사이에 하몬의 쓰레

기와 강에서 건져 올려진 인간시체를 포함한 온갖 쓰레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

가 전개된다. 이런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모습이고, 또한 톱밥이나 나무 찌꺼기

를 압축한 물체를 중심으로 보기 좋은 나무로 덧댄 베니어판의 구조를 보는 것과도 같

다. 비니어링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절묘하게 느껴진다. 런

던 사회는 이와 같이 화려하고 요란한 산업발전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사회문제와 처

참한 현실을 가려두고 있지만, 감춰진 현실은 쓰레기의 악취와 분해물질이 전 도시를

오염시키듯이 그 화려한 겉모양을 뒤틀리게 하고 있다. 또한, 그 겉모양의 화려함도 단

지 얇은 덧칠에 불과해서 가려진 현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로, 언뜻 보기에는 우리 모두의 친구가 대단히 어둡고 미래에 대해 절망
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작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록 전체적인 외견상으로

는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견해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모습은 유진 레이번과 리지, 그리고 특히 존 하몬과 벨라 윌퍼의

결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진과 리지의 관계는 막내 도릿에서의 에이미

(Amy)나 황폐한 집의 에스더(Esther)와 같이 초인적인 도덕적 능력이 있는 여주인
공에 의해 삶의 목표나 초점이 없는 유진을 새로운 삶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려

진다. 이는 디킨스 작품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플롯으로, 이들의 결혼이 상류사회에

주는 충격과 같은 효과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존 하몬과 벨라 윌퍼의 결혼은 디킨스의 이전 작품에 비해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작품이 시작되면서 이미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에스더, 에이미, 리지와

는 달리 존하몬과 벨라윌퍼모두가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후 비로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변환과정이 작품 전반에 걸쳐 꽤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

는 점 또한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이다. 예를 들어, 벨라 윌퍼는 작품의 초

반에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신을 팔아서라도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속물

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핀 부부의 보호를 받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물론 마음씨 좋은 보핀이 그녀의 잘못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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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치기 위해 고의로 구두쇠 역할을 하지만, 그녀가 존 로우크스미스(John

Rokesmith)라는 가명으로 보핀의 서기가 된 가난한 존 하몬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

면서, 구두쇠가 되어버린 보핀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전의 자신을 뉘우치고 단지 돈만

을 쫓았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된다.

내 눈에 그는 의심이 많고 변덕스러우며 대하기 힘들고 독재자나 다름없이 부당

하게 변했어요. 착한 사람이 큰 재산으로 인해 파멸될 수 있다면 보핀씨가 바로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 돈의 유혹이 얼마나 엄청난 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 . 돈이 나에게도 훨씬 더 나쁜 변화를 만들거라는 것을 알아요. 내 생각과 바랬

던 것에는 언제나 돈이 있었어요. 내 일생동안 중요했던 것은 돈, 돈, 돈, 그리고

돈이 어떤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뿐이었어요. (p. 521)

벨라가 돈에 대해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됨으로써 그녀는 빈털터리나 다름

없는 존 로우크스미스(하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디킨스의 다른 작품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주요 등장인물의 내면의 변화는 주로

작품의 마지막에 일어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벨라의 내적 변화와 존 하몬과의 결혼

은 작품의 중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피엔딩의 결말

을 위해 결정된 기능적인 설정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의미가 담긴 서술구조임이

분명하다. 즉, 디킨스가 현실의 세계가 단지 부정적인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견해는 이 작품의 가장 큰 상징인 강물과 쓰레기가 가지는 이중적인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체나 온갖 쓸모 없는 것들이 버려져 있는 강물과 쓰

레기는 죽음과 쉽게 연관되어진다. 게퍼가 업을 삼고 있는 것처럼 강바닥에는 많은 시

체들이 놓여있고, 게퍼 자신도 이 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쓰레기더미도 인간의

모든 배설물과 함께 죽은 동식물이 뒤엉켜 있는 곳이다. 이 두 상징물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물이나 사람마저도 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돔비와 아들에서
어린 폴 돔비가 돈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던 것처럼, 디킨스에게 있어서

돈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매개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친구에서는 쓰레기, 돈, 죽음이라는 세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하지만, 쓰레기와 돈이 반드시 죽음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와 돈

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충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게퍼와 상

류사회의 모든 사람들처럼 인간의 감정이나 도덕성이 배제된 채 오직 법과 돈에만 매

달릴 때와는 다른 의미의 쓰레기나 돈이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로 인해 하몬의 아버지

가 거부가 됐지만, 원래 지독한 구두쇠였던 그는 자신의 집을 ‘하모니 감옥’(Harmony

Jail)이라고 부를 정도로 답답한 감옥이나 무덤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또한 단순

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내치고 결국은 외롭고 비참하게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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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한다. 이와 반대로 똑 같은 쓰레기 더미가 보핀부부의 손에 들어가면서부터 무덤

이나 다름없던 ‘하모니 감옥’은 ‘안식처’(Bower)라고 불릴 정도로 편안한 모습을 띠게

된다. 또한, 나중에 하몬(Old Harmon)의 유산을 상속받는 존 하몬도 보핀부부처럼 행

복한 삶을 살게 된다. 똑 같은 쓰레기에서 얻은 돈이 누구에게는 타락과 죽음으로 이어

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반드시 죽음과 연관

되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강물도 외견상으로는 돈,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킨

다. 게퍼의 경우에도 그랬고, 래드풋이라는 악당이 존 하몬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신이

죽고 만 사건에서도 강물은 돈과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와 동시에 강물은 사물

이나 사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리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리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강물에서 건져 올린 시체로부터 얻은 돈으로 길러졌다. 그런 리지가 강물에

서 건진 시체를 보고 괴로워하자, 게퍼는 “어떻게 네가 네 친구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p. 45)라고 꾸짖는다. 즉, 이 작품에서 가장 선한 천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

는 주인공이 바로 이 죽음의 강물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온 것이다. 쓰레기가 그 자

체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

는 것처럼, 강물도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

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반드시 익사직전까지 가는 것과 같은 일종의 상징적인 정화과정

을 거쳐야만 한다. 희망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진 레이번과 존 하몬은 그러한

상징적인 정화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존 하몬의

경우는 남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유산과 정해진 약혼자를 찾아 돌아오면서, 아무도 몰래

자신의 약혼녀를 볼 속셈으로 레드풋과 옷을 바꿔 입는다. 하지만 레드풋은 하몬을 죽

이려 들고, 또 다른 일단의 악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하몬과 레드풋은 템즈강에 버려

진다. 레드풋은 물에 빠져 죽고, 하몬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지만 옷을 바꿔 입은 관

계로 죽은 자의 신원은 하몬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줄리어스 핸드포드(Julius Handford), 후에 존 로우크스미스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보

핀부부와 벨라에게 접근하고, 결국 새롭게 태어난 벨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하몬이 아내가 될 벨라를 만나고 상속을 받기 전에 강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하고 심지

어 자신의 이름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전의 자아를 버리는

상징적인 의식행위나 다름없다.

한편, 유진 레이번이 2장에서 비니어링의 만찬에 참석했을 때, 그는 마치 “의자 깊숙

이 생매장된 것처럼”(p. 53) 앉아 있었다. 그는 사실 세상을 떠돌며 정처 없이 흘러 다

니는 황폐한 집의 죠(Jo)와 마찬가지로 삶의 목표가 없는 정신적인 표류자이다. 그가
리지에게 처음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녀의 매력이나 선함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세계에서 온 듯한 신선함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다. 이 당시

에 그가 리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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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리지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그녀를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

고 리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결심이 아직 확고히 세워진 상태는 아니었다. 하

지만 리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인물인 브래들리 해드스톤(Bradley Headstone)의 공격

으로 강물에 빠지게 되고 익사 직전에 리지에 의해 구출된 후, 그는 자신이 속한 비니

어링 사회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리지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그가 강물의 정화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

어나게 된 것이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강이나 쓰레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것으로 ‘식스 졸리 펠로우쉽 포터스’(The Six Jolly Fellowship Porters)라는 선술

집이 있다. 이 선술집은 템즈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하류계층의 사람들을 고객

으로 하고 있다. 이 선술집의 역할은 리지처럼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일종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뿐 아니라 도덕적인 정화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악한으로 등장하는 라이더후드조차 이 술집의 주인인 포터슨 여

사(Miss Potterson)를 무서워할 정도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선술집으로부터 추

방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은 포터슨 여사에

의해 조절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그녀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런데 인간

적인 온기와 관계를 형성해 주는 이 선술집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스러지는 모습

이 아니라, 마치 “제2의 어린시절”(p. 105)을 맞고 있는 것처럼 유쾌함과 따뜻함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힘든 과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나무]옹이가 생겨나고

가지처럼 뻗어나가는”(p. 105) 것으로 대단히 밝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와 강, 돈, 그리고 죽음이라는 외면적인 함수관계는 항상 성립되지는 않는다

는 것은 유진과 존 하몬, 보핀 부부와 벨라 윌퍼, 그리고 리지 등의 예에서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짓누르는 것은 바로 혐오스러울 정도로 악취가 나

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돈 중심의 사회구조이다. 하지만 이 악취나는 쓰레기에 인간의

애정이나 도덕의식이 가미될 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동기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우리 모두의 친구의 세계는 인간의 감정과 도덕성이 결여된 채 오로지 돈에만 절
대적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디킨스는 모든 사

회현상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돈의 실체를 쓰레기라는 상징을 통해 해부하고

있다. 그가 그리고 있는 세계는 분명 죽음과 무덤과 같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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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디킨스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으로써,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이 우리 모두의 친구도 디킨스의 부정적인 사회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이는 디킨스의 미래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

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비판적으로만 보아왔던 사회 현실이나 자신

의 삶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샌더스와

같은 이는 이 작품에는 작가의 “편안함”이 베어있다고 지적한다(p. 131). 죽음과 허무

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친구의 세계에는 분명히 희망이 엿보인다. 유진과 리지, 하몬
과 벨라와 같이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의 마지막 장면은 대단히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몬이 리지와 결혼했다는 소문

이 비니어링 사회에 전해지자 여러 사람들은 이 결혼을 ‘잘못된 결합’(p. 889)으로 규정

하고 호들갑을 떤다. 별로 의미없는 대화를 마치고 유진의 친구인 모티머(Mortimer)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법원으로 “즐겁게”(“gaily”; 이 작품의 마지막 단어임; p. 892) 떠난

다. 미완성으로 남은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을 제외한 디킨스의 전 작품 활동이 바로
이 “즐겁게”라는 희망적인 단어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그가 미래에 대해 결코 부정

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REFERENCES

Ackroyd, P. (1987). Dickens' London: An Imaginative Vision. London: Headline.

Altick, R. D. (1973).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Norton.

Barnard, R. (1974). Imagery and Theme in the Novels of Dickens. New York:

Humanities.

Buckley, J. H. (1951). The Victorian Temp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ickens, C. (1971). Our Mutual Friend. New York: Penguin.

Engel, M. (1959). The Maturity of Dicke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Fielding, K. J. (1964). Charles Dickens: A Critical Introduction. Boston: Houghton.

Hecimovich, G. A. (1995). “The Cup and the Lip and the Riddle of Our Mutual

Friend.” ELH, 59, 955-77.

Holbrook, D. (1993). Charles Dickens and the Image of Woma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Jackson, T. A. (1938). Charles Dickens: The Progress of a Radical. New York:

International.



찰스 디킨스의 우리 모두의 친구: 쓰레기 더미에서 203
보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

Johnson, E. (1952). Charles Dickens: His Triumph and Tragedy. Boston: Little.

Kelly, M. A. “From Nightmare to Reverie: Continuity in Our Mutual Friend.”

Durham University Journal (December 1986): 45-50.

Kettle, A. (1962). “Our Mutual Friend.” Eds. J. Gross and G. Pearson. (Eds.)

Dickens and the twentieth century. pp. 213-25. Toronto: U of Toronto P.

Sanders, A. (1978). “‘Come Back And Be Alive’: Living and Dying in Our Mutual

Friend.” Dickensian.

Schwarzbach, F. S. (1979). Dickens and the City. London: Athlone.

Summerson, J. (1966). “1851-a New Age, a New Style.” Ideas and beliefs of the

Victorians: An historic revaluation of the Victorian Age. New York: Dutton.

Trevelyan, G. M. (1966). “Macaulay and the Sense of Optimism.” Ideas and beliefs

of the Victorians: An Historic revaluation of the Victorian Age. New York:

Dutton.

Williams, R. (1958).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education

김 택 중

충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Tel: (042) 821-6249

Email: kimtj@cnu.ac.kr

Received in May, 2003

Reviewed in June,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ly,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