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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eyoung. “Profession, work, labour in Jane Austen’s novels: Mansfield Park and Persuasi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137-154. The rise of the professional bourgeois 

classe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Jane Austen’s time. In Austen’s later novels, Mansfield 

Park and Persuasion, the writer's awareness of the spirit of the age is evident in her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rofession, work, and labour. Throughout Mansfield Park, the hero’s sense of vocation and 

responsibility is emphasized. Edmund is aware of the fact that strong morality is needed for his  

profession as the leader of rural community. In Persuasion, Austen’s sense of the importance of work and 

profession deepens. Boredom and emptiness are major emotional components in the life of the leisure 

class characters like Sir. Walter and Elizabeth. Their pleasure-seeking idle lifestyle is sarcastically 

criticized. The characters in the Musgrove household are more adaptable to the changing society, but they 

are philistines in their lack of meaningful employment. In contrast to the boredom, emptiness, and 

immorality of the gentry characters, the professional naval characters like Mr. and Mrs. Croft, Captain 

Harville embody a useful, healthy, and happy lifestyle. Austen advocates positive traits of professionalism 

as the indispensible elements of life. A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character type, domestic man, 

the meaning of profession and labour strengthens. (Dongsh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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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 시대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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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스코트(Walter Scott, 1771-1832)는 역사소설을 통해서 전쟁이나 반란 같

은 커다란 사건을 다룸으로써 영국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탐구했다. 그러

나 제인 오스튼(Jane Austen, 1775-1817)의 소설에는 스코트 작품에서처럼 역

사적인 사건이 언급되거나,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1870)의 �황량

한 집�(Bleak House)에서처럼 사회제도의 문제점이 직접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스튼 소설의 중심플롯은 남녀 주인공의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갈등과 화해

로서 얼핏 보기에는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한 지극히 보편적인 문제를 그린 데서 

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스튼은 당대 영국사회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

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의 소설에 반영되어 있다.

오스튼이 집필활동을 했던 19세기 초반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에 

뒤이은 영・불 전쟁, 경제적으로는 농업혁명・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사회적

으로는 중산계급의 부상 등 역사적・경제적・사상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조

에 힘입어 새로운 자신감과 에너지를 갖게 된 중산계급은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

어온 농업혁명과 상업혁명으로 축적된 부를 토대로 산업자본주의를 주도하여 경

제적. 사회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산계급의 상승으로 영국의 전통적인 지배계층인 귀족. 젠트리

(gentry)는 상대적으로 위축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계급질서 체계 내에 변화가 

생겼다. 상인, 법조인, 전쟁에서 큰 재산을 모은 군인 등 중산계급 전문직업인 집

단이 대지주들과 실질적 차원에서 겨루게 되었고 젠트리는 사회에 편성되고 있

는 새로운 질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기존의 주도권을 위협받는 상황

에 빠졌다. 이같은 변화가 더욱 진전됨으로써 두 계급의 화해가 그려진 19세기 

중반의 영국소설들과는 달리, 19세기 초반 제인 오스튼의 소설에서는 젠트리와 

중산계급의 차이점이 더욱 부각되었다(Lovell 119-125).  

중산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현대인에게는 당연한 이러한 사실은 길고 점진적

인 발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오스튼의 소설에는 그 변화의 초기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물려받은 토지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살아가는 귀족. 젠트리와 

달리 직업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는 중산계급의 부상과 더불어 직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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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커졌다. 19세기 초반 오스튼의 작품에는 상업인. 법

조인. 성직자. 군인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등장하며 이들의 사회적 상승이 사실

적으로 그려진다. 아울러 젠트리 계급 인물들과 대조되는 전문 직업인들의 개인

주의적 에너지, 도덕성, 직업에 대한 헌신 같은 중산계급적 특성들이 긍정적으로 

부각된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중산계급의 부상이 그들의 능력과 자질에 입각하

여 마땅한 것이라는 실력사회(meritocracy)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돈과 권력이 

토지계급에서 능동적으로 노동하는 직업을 가진 계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19세

기 초 영국 사회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보여준다(Poovey 234).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1813) 같은 초기소설에서도 런던에서 

상업을 하며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상승해가는 가디너 씨(Gardinder) 같은 

중산계급 인물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포착된다. 다음 소설인 �맨스필드 장원�

(Mansfield Park, 1814)은 주변인물이 아닌 중심인물을 통해 직업(vocation, 

profession)의 주제를 다룬 오스튼의 첫 번째 소설이다. 성직예정자인 남자 주인

공 에드먼드 버트람(Edmund Bertram)은 오스튼 소설의 최고의 성직자 상이다

(Drum 95). 당대의 많은 국교도 목사들이 분명한 소명감 없이 관행에 따라 성직

에 들어섰던 것과 달리, 에드먼드는 성직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분

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직업의 도덕성

이라는 문제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당대 사회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하였다. 

오스튼의 마지막 완성 작품으로서 직업과 일에 대한 작가의 최종적 관점을 확

인해볼 수 있는 �설득�(Persuasion, 1818)에는 남자 주인공 웬트워스

(Frederick Wentworth) 선장 뿐 아니라 여러 중산계급 인물들이 등장한다. 직

업을 통해 부와 사회적 위치를 획득한 전문 직업인 해군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은 일이 결여된 유한계급 인물들의 권태롭고 공허한 삶과 대조된다. 젠트리 

계급 인물들의 삶이 여가와 향락만이 있고 노동이 결여된 로코코(Rococo) 미술

의 나른한 세계라면 직업인들의 삶은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Johannes 

Vermeer)가 즐겨 그린 노동이 있는 건강한 일상의 세계에 비유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직업(profession), 일(employment, occupation), 노동(work, 

labour), 유용성(utility, usefulness) 등의 용어가 작가의 앞선 작품들에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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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사용되고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된다. 직업과 의미 있는 일을 통해 타고난 

능력을 활용하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물의 도덕성의 더욱 중요한 

척도가 되며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소설인 �맨스필드 장원�과 �설득�을 중심

으로 직업과 일에 대한 오스튼의 관점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맨스필드 장원�에

서는 성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주인공의 소명의식을 분석해봄으로써 직업의 

중요성과 도덕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득�에서는 노동이 결여된 젠트리 계급 인물들의 권태롭고 공허한 삶의 양상

과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사적 영역인 가정도 행복하게 가꾸는 해군 인

물들의 모습을 대조해봄으로써 직업과 일,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오스튼의 심화

된 인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오스튼은 1813년 1월 29일 여동생 카산드라(Cassandra)에게 쓴 편지에서 �맨

스필드 장원�의 집필 의도와 관련하여 “뭔가 다른 것, 주제의 완전한 변화”를 시

도하겠다고 하며, 그 새로운 주제는 “성직수여식과 결혼”(ordination and 

matrimony)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Letters 2: 298). 이는 작품에서 직업의 주제

가 갖는 비중을 의미한다. 오스튼 당시 영국은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리전시적

(Regency) 가치관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경건의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었고 직업

의 도덕성, 책임감, 의무 같은 가치를 강조하는 초기 빅토리안기의 징후들이 이

미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인적 유익을 위해 성직을 이용

하는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성직 쇄신

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Kelly 155). 

에드먼드는 오스튼 소설에 형상화된 가장 바람직한 목사상이다. 무엇보다 긍

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직업에 대한 그의 강한 소명감과 도덕성이다. 이 점에서 

그는 생계의 수단으로 성직에 들어서는 �오만과 편견�의 콜린즈(Collins) 같은 

당대의 많은 세속적이고 부패한 국교 목사들과 차별화된다. 작가는 상반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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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 에드먼드의 관점을 전개해나간다. 런던 출신의 헨리

(Henry)와 메어리 크로포드(Mary Crawford) 남매는 보수적인 농촌 공동체인 

맨스필드에 위협이 되는 쾌락주의적인 도시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Duckworth 31). 영국의 종교・역사・문화적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

어서부터 이들의 시각은 대조적이다. 상층 젠트리인 러쉬워스(Rushworth) 저택

의 방치된 채플에서 메어리는 “매 세대마다 발전(improvement)은 있는 법이죠”

라고 하며 가족예배 폐지를 발전과 진보라는 세속적 관점에서 해석한다(115). 하

지만 에드먼드는 러쉬워스 가문의 종교적 상황을 도덕적 몰락으로 보며 점차 세

속화되어가는 영국의 역사・문화적 연속성의 단절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고 생각한다(Leithart 36). 

에드먼드는 자신의 직업의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성직자는 종

교와 도덕의 수호자로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차대

한 직책이다. 이같은 에드먼드의 관점을 통해 제기되는 것은 책임과 의무 같은 

직업의 도덕성이라는 개념이다. 이같은 에드먼드의 직업관은 세속적인 메어리의 

생각과 대조된다. “성직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높은 신분이 될 수도 없고요” 

(120)라는 메어리의 말은 은근히 결혼상대로 마음에 두고 있던 에드먼드가 성직

자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직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당대의 통념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직자의 위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직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

든, 현세에서든 영원한 차원에서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종교와 도덕의 수호자가 돼야 하고요. 좋은 영향을 끼쳐 미

풍양속(manners)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지요. 어느 누구도 그 직책을 중요하지 않

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일 겁니다. 

I cannot call that situation nothing, which has the charge of all that is of the 

first importance to mankin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considered, 

temporally and eternally―which has the guardianship of religion and morals, 

and consequently of the manners which result from their influence. No one 

here can call the office nothing. If the man who holds it is so, it is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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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ect of his duty.... (120)

성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에드먼드의 생각은 ‘진정한 성직자’ 개념

에 대한 정의를 통해 부각된다. 런던의 세속적인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는 현상을 보아온 크로포드 남매는 설교가 목사 역할의 전부이며 일

종의 연기(acting)라고 본다. 이에 반해 에드먼드는 설교자와 성직자 개념을 구

분하며 진정한 성직자란 강단에서의 설교보다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의식

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진정한 성직자 상을 제

시한다. 말만이 아닌 삶의 헌신을 통한 성직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러

한 에드먼드의 생각은 당대 영국사회에 일반적인 인식은 아니었다(Leithart 28).  

당신은 런던의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저는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훌륭한 

설교자는 사람이 따르고 추앙을 받겠죠. 하지만 좋은 성직자란 훌륭한 설교만이 아

니라 자신의 교구와 이웃에서 유용한 사람이어야 하죠. 교구는 목사의 사적인 성격

을 알고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만한 규모여야 하고요. 그건 런던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못하죠. 그들은[런던 설교자] 대체로 설교자로서만 알려지거든요.

You are speaking of London, I am speaking of the nation at large.... A fine 

preacher is followed and admired; but it is not in fine preaching only that a 

good clergyman will be useful in his parish and his neighbourhood, where 

the parish and neighbourhood are of a size capable of knowing his private 

character, and observing his general conduct, which in London can rarely 

the case.... They are known to the largest part only as a preachers. 

(120-121)

목사의 겸직 문제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는 엄격한 직업윤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 유익을 추구하던 당대의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목

사들의 관행이 비판된다. 목사가 여러 교구를 맡아 담당 교구에 거주하지 않는 

일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Drum 97). 하지만 에드먼드는 목사는 반드시 담당교

구에 교구민들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삶을 공유하고 교구민들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본가가 있는 맨스필드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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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일 떨어진 쏜튼 레이시(Thorn Lacey) 교구에서의 성직 수행이 얼마든지 가

능하지 않느냐는 헨리의 질문에 대해 에드먼드는 교구민들에게는 상주하는 목사

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교구에 거주할 것이라는 

분명한 소신을 밝힌다(255). 

성직자로서 에드먼드가 통과하는 최종적인 시험은 결혼이다. 이로써 작가가 밝

힌 집필 의도인 ‘성직수여식과 결혼’이라는 작품의 두 주제가 결합된다(Leithart, 

35). 에드먼드는 한동안 도시적이고 성적인 매력을 가진 런던 아가씨 메어리 크로

포드에게 이끌리게 된다. 그가 자신의 직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메어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소명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서 에드먼

드는 메어리의 부도덕한 실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도덕성

과 원칙을 갖춘 패니가 자신의 아내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Drum 

100). 패니는 농촌공동체의 도덕적 수호자로서의 에드먼드의 소명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동반자이다(Magee 200). 자신의 가정에만 관심을 두고 교구를 돌보지 않

는 맨스필드 교구의 개인주의적인 그랜트 목사 부인과는 달리 도덕적 힘과 분별

력, 유용성(usefulness)을 갖춘 패니는 성직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도덕적 권위로 목사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에드먼드와 

패니의 결혼은 열정적 사랑 보다는 우정의 심화에 기초한 것이며 작가는 두 사람

의 결혼을 통하여 낭만적 사랑만이 아니라 우정도 결혼의 기초가 되기에 충분히 

견고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Lundeen 69). 

III.

오스튼의 마지막 완성 작품인 �설득�에서는 몰락하는 젠트리 계급 인물들이 

남자 주인공 웬트워스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상승하는 여러 해군 인물들과 대조

된다. 젠트리 계급 인물들의 삶은 공허하고 권태로운 반면 중산계급 인물들의 모

습은 행복하게 그려짐으로써 일과 노동, 직업이 이들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이 작품에는 오스튼 소설의 최악의 젠트리 인물이 등장한다. �설득�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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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 편견�의 다아시(Darcy)나 �에머�(Emma)의 나이틀리(Knightley)처럼 사회

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춘 지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서머셋 주 

(Sometsetshire) 켈린치 홀(Kellynch Hall)의 54세의 준남작(baronet) 월터 엘

리엇(Walter Elliot) 경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작품 서두에서부터 무위도식하며 

살아가는 젠트리 계급 인물의 삶을 냉소적으로 풍자한다. “잘생긴 외모와 준남작

이라는 신분을 모두 가진”(36) 자신의 이미지에 도취하여 거울 속에 파묻힌 채 

세월을 보내는 엘리엇 경의 모습은 몹시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엘리엇 경의 유

일한 소일거리(occupation)는 어떤 책도 결코 손대는 법이 없는 그가 “책 중의 

책”이라고 여기는 가문의 족보를 들춰보는 것이며(there he found occupation)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능력은 깨어난다”(there his faculties are roused 35). 여

기서 작가는 일이나 능력 같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안일한 유한계급의 삶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들의 일상은 파티에 참석하거나 서로 초대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삶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냉정하다. 작가는 작품의 중심의식인 여주인공 

앤(Anne)을 통해 상층계급의 과시적인 주고받기 식 파티나 형식적인 초대의 무

의미성을 비판한다(110). 사치스런 생활과 무분별한 낭비는 재정적 파산으로 이

어지게 되며 엘리엇 경은 삶의 방식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책임감있는 지주로 

남는 대신 가문의 상징인 대저택을 세놓고 휴양지인 바쓰(Bath)에 셋집을 얻어 

사교계의 삶을 이어간다.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켈린치 홀은 더 

나은 손으로 들어갔다”는 앤의 생각은 이들의 사회적 몰락의 불가피성을 의미한

다(141). 바쓰에서 월터 경과 엘리자베스가 셋집의 규모와 가구들을 자랑하는 몰

지각함과 사교계의 “사사로운 파티의 우아한 어리석음”(elegant stupidity of 

private parties)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앤은 그들의 침체된 삶에 대하여 지쳤

다고 생각한다(189). 여기서 ‘침체’란 말은 이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작가의 부정

적인 판단이 담긴 표현이다.

바쓰에서 앤은 달림플(Dalrymple) 자작부인을 초청하는 아버지 엘리엇 경의 

파티에 참석을 거절하고, 대신 가난하고 병든 자신의 친구 스미스 부인을 방문하

는 편을 택한다. 얼핏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앤의 이러한 선택은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상반되는 가족과의 실질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한계급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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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대한 작가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사건이다. 

엘리엇 경의 장녀 엘리자베스의 삶의 기본적인 정서는 권태이다. 엘리자베스

는 삶의 공허를 채워 줄 집 밖에서의 어떤 유용한 습관도 집 안에서 몰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29세의 독신녀이다(to fill the vacancies which there 

were no habits of utility abroad, no talents or accomplishments for home, 

to  occupy, 40). 그녀는 “열세 번의 겨울에 서리가 내리는 동안 몇 안되는 이웃 

사람들이 모이는 무도회”를 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

은 삶의 장면”과  “우아한 공허” 속에서 권태에 지쳐 살아가는 인물이다(40). 유

용성(utility), 몰두(occupy) 같은 반어적인 어휘를 통해 작가는 유한계급적 삶의 

무용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역으로 건강한 삶의 요소로서 몰두할 수 있는 유용한 

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켈린치에서 3마일 떨어진 어퍼크로스(Uppercross)의 하층 젠트리 머스그로

우브(Musgrove) 가문 사람들에게는 엘리엇 가문 사람들의 문제점인 시대착오적

인 계급의식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식 없고 좋은 사람들이다. 엘리엇 가문

에 비해서는 열린 가치관을 가진 이 가문은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재

정적으로도 건강한 상황이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어서 머스그로우브 집안

은 엘리엇 가문 보다 사회. 경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로 평가된다(Gifffin 

178). 화자는 이같은 상황을 “머스그로우브 집안 식구들은 자신들의 저택처럼 

개조되고 있었다. 개선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한다(67).

하지만 머스그로우브 가문 사람들의 삶에도 의미있는 일은 결여되어 있다. 사

냥이나 신문, 하찮은 소일거리, 사교활동 등으로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매우 권태로워 보인다. 다음 부분에는 단조로운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이 

집안 식구들의 모습이 유머러스하게 풍자되어 있다.    

머스그로우브 집안 남자들에게는 지키거나 잡을 사냥감과 말과 개들이 있었고 시

간을 때울 수 있는 신문이 있었다. 또 여자들의 마음은 집안가꾸기나 이웃사람들, 

옷, 춤, 음악 같은 공통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The Mr Musgroves had their own game to guard, and to destroy;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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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s, dogs and newspapers to engage them; and the females were fully 

occupied in all the other common subjects of house-keeping, neighbours, 

dresses and dancing, and music. (69)

  

찰스 머스그로우브(Charles Musgrove)는 “스포츠 외에는 그다지 열심을 가

지고 하는 일이 없으며 그의 시간은 독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 유익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된다”(70). 머스그로우브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계발을 위

해 일이나 독서 같은 가치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속물적인 사람들이

다(70). “그[찰스]의 가정에는 대단한 애정도 신뢰도 게다가 할 일도 없었

다”(73)는 부분에서 화자는 찰스와 메어리 부부 가정의 문제점을 진정한 사랑과 

신뢰 뿐 아니라 의미있는 ‘일’의 결여로 진단한다. 단조로운 어퍼크로스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웬트워스 선장의 존재에 흥분하는 온 가족의 모습과 산책과 담소

가 전부로 보이는 그들의 일상, 그리고 두 딸 헨리에타(Henrietta)와 루이자

(Louisa)가 아버지에게 사교계 바쓰에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조르는 장면 등을 

통해 이들의 권태로운 삶의 양상이 잘 전달된다. 

앤의 여동생이며 찰스의 부인인 메어리는 남아도는 시간과 일의 부재, 우울증

(hypochondria)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나는 쓸모가 없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I am of no use at home. I am of any more use, 81-83)라

는 문장은 메어리라는 인물을 표현해주는 모티프로 반복되어 마치 버지니아 울

프(Virginia Woolf) 소설의 여주인공을 만난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집안에서 자

신이 할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메어리는 늘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끊임없이 남

편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요구한다. “그녀는 고독을 견디지 못한

다”(64). 하지만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출현한다거나 모임이 있을 때면 어느새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잊고 외출하기에 바쁘다. 메어리의 실제 행동은 평소 아프

다는 호소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울증 증상이 잉여시간이 

많았던 19세기 유한계급 여성의 삶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의미있는 일

과 정신적 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Nelson 194-98). 

유용성(utility, usefulness)과 함께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일(employment, 

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오스튼 작품 세계에서 인물의 도덕성의 척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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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개념이다(Drum, 109). 일과 노동이 없는 엘리엇 가문 사람들의 삶

은 공허를 넘어서 부도덕하게 보인다. 머스그로우브 식구들의 일상은 권태롭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작가는 이같은 젠트리 계급 인물들의 부정적 형상화를 통해

서 일과 노동이 없는 삶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IV.

오스튼은 해군 인물들의 긍정적 형상화를 통해 엘리엇 가문이나 머스그로우브 

가문 같은 유한계급 인물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해군 

인물들은 대조를 위한 단순한 상징물은 아니다. 오스튼이 신흥 전문직업인 계층

의 긍정적 특성을 대변하는 그룹으로 해군그룹을 설정한 이유는 당대의 구체적

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득�은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설정

된 오스튼의 유일한 작품이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깊은 이해가 불

가능하다. 이 작품은 1814년 여름부터 시작되며(40) 이는 1815년에 워터루 전

투로 마감된 나폴레옹 전쟁 말기에 해당된다. 작중에는 트라팔가 전투를 비롯한 

영불전쟁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다. 플롯은 전쟁 중의 일시적 평화기에 크로프트

(Croft) 제독과 웬트워스 선장, 하빌(Harville) 선장 등 해군 인물들이 적군의 배

를 노획하여 배당된 상금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에

서 시작된다(This peace will be turning all our rich Navy Officers ashore, 

47). �설득�은 중산계급 신흥 부자들의 사회적 연대기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점이다(Gillie 157). 여주인

공 앤이 가치관의 일치를 느끼고, 젠트리 사회를 벗어나 그 구성원이 되는 해군 

그룹은 진실성(sincerity)과 격식에 매이지 않는 개방성(openness), 가식없는 태

도(unaffectedness) 등에 있어 상층 계급의 위선과 허식, ‘차가운 예의’(cold 

civility)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의 모델로 제시된다(Tanner 246). 자

유분방함과 세심하고 정돈된 일처리 방식 등 해군들의 직업적 특성도 언급된다

(48). 작중 인물 루이자 머스그로우브(Louisa Musgrove)의 말대로 해군들은 ‘사

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평가된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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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길고 긴 전쟁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공포가 만연되었던 영국

은 육군 보다는 주로 막강한 해군의 기여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당대 

영국인들은 해군이 없었다면 국가 존립조차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해군의 

사회적 평판은 높아졌다(Tanner 228). 당시 영국 해군에는 전투 수행을 위한 많

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 고된 훈련과 많은 전문지식, 더욱이 진급을 위해서

는 증명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었던 해군은 19세기 영국사회에서 새로

운 가치관을 가진 전문직 계층으로 인정받았다(Drum 107). 

작품의 중심의식으로서 작가의 관점을 대변하는 여주인공 앤뿐만 아니라 켈린

치 홀의 관리인 중산계급 클레이(Clay) 씨를 비롯한 작중 인물 대부분은 국가적 

기여를 통한 해군들의 사회적 위치의 상승과 부의 획득에 대하여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고루한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엘리엇 경 같은 시대착

오적인 인물만이 이같은 변화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앤의 관점에

서 볼 때 해군들은 해풍에 시달리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며 “우리[영국인들]

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한 해군들이 최소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가정이 주는 안락함과 혜택을 모두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군들이 편안한 삶의 

대가로 충분할 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은 모두들 인정해야 돼요. 

The navy, I think, who have done so much for us, have at least an equal 

claim with any other set of men, for all the comforts and all the privileges 

which any home can give. Sailors work hard enough for their comfort, we 

must all allow. (49)

엘리엇 경과 같은 전통적 지배층이 쾌락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 국가적 위기

에서 영국을 구한 것은 전적으로 해군이었다는 것이 작가의 관점이다. 해군의 국

가적 기여와 힘든 노동의 대가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앤의 관점은 직업의 

의미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당대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다(Tanner 229).

이에 대해 엘리엇 경은 근본이 없는 집안 출신들을 신분상승 시킨다는 점과 

빨리 노화된다(a sailor grows old sooner than any other man, 49)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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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들을 비하한다. “그 직업이 쓸모는 있지”(The profession has its utility, 

49)라고 무심코 내뱉는 그의 말에는 쓸모(utility)는 천박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해군 인물들의 특성인 일과 유용성은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엘리엇 경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심장한 개념이다(Tanner 232).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중산계급 인물들이 도덕성을 소유한 우월

한 존재로 형상화됨으로써 일과 도덕성의 깊은 관계가 부각된다(Drum 109).

조상 대대로 살아온 엘리엇 경의 대저택에는 전쟁에서 재산을 형성한 크로프

트 제독 부부가 살게 된다. 더 이상 저택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엘리엇 가문의 파

산과 그곳에 대신 거주하게 되는 해군제독의 재정적으로 역전된 상황을 통해서 

작가는 젠트리의 위축과 중산계급의 부상이라는 당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반

영한다. 켈린치 홀로 이주한 후 크로프트 제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엘리엇 경

의 침실에 있는 수많은 거울들을 치우는 일이다. 크로프트 제독은 앤에게 엘리엇 

경이 나이에 비해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며 어디로 가든 자

신의 모습에서 피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울들이 불편하여 모두 치우고 작은 면

도거울 하나만 남겼다고 말한다(142). 이 에피소우드를 통해 삶의 장식성을 추구

하는 외모지상주의자 엘리엇 경의 삶과 해군이라는 직업을 통해 단련된 크로프

트 제독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대조된다(Cohen 4).

크로프트 제독이나 그 부인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 바다에서 

생활하여 풍상을 겪은 크로프트 부인의 붉은 얼굴은 38세라는 실제 나이 보다 

더 들어 보인다(93). 하지만 건강하며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은 엘리자

베스나 메어리 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젠트리 계급 여성들과 대조된다.

이 작품에서는 크로프트 제독이 부인과 함께 거울을 옮기고 집을 스스로 배치

하는 등 가정에서 실제로 집안일을 하는 사실이 언급되는데 이는 오스튼 소설에

서 매우 새로운 요소이다. 위험하고 힘든 직업을 통해 육체적으로 단련되고 형성

된 노동의 습관은 해군들의 가정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직업인으로서의 

훈련이 일상생활에서도 일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해군들과 관련하여서 일과 노동(work, labour) 같은 어휘가 빈번히 사용된다. 

크로프트 부인은 오스튼 소설에 선보인 새로운 유형의 여성이다. 이 인물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무기력한 유한계급 여성들과 대조되는 유능하고(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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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독립적인 여성의 개념이다. 그녀는 거친 항해를 남편과 함께 하는 강인

한 여성이다. 선상에서의 삶은 불편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다음 부분에는 현실세계를 남자에게만 맡겨놓고 소파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

는 �맨스필드 장원�의 버트람(Bertram) 부인 같은 무기력하고 게으른 귀부인들

(lady)과는 전혀 다른 켈린치 홀을 계약하러 온 크로프트 부인의 현실적인 모습

이 포착된다.  

점잖으면서도 의사가 분명하고 상황판단이 빨라 보이는 그녀는 ... 저택과 계약기

간, 세금에 대해서 남편 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실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a very-well-spoken, genteel, shrewd lady, she seemed to be ... [she] asked  

more questions about the house, the terms, and taxes than the admiral 

himself, and seemed more conversant with business. (60)

  

웬트워스 선장의 동료 하빌 선장 역시 오스튼 작품세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

물인 ‘가정적인 남성상’(domestic man)이다(Richardson 18). 2년 전 영불전쟁

에서 부상당해 해안도시 라임(Lyme Regis)에 머물며 요양하고 있는 그는 임시 

거처에 불과한 좁은 셋집을 부지런함과 손재주로 아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

모시킨다. 선상의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듯이 그는 셋집의 좁

은 공간을 최대한 안락하게 꾸며낸다. 이를 통하여 직업을 통해 형성된 노동의 

습관으로 열악한 환경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인간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적 영역인 직업에서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도 일하는 이

들 해군 인물들의 모습은 새로운 직업개념과 가정개념을 보여준다(Hunt 427). 

다음 장면에는 집안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하빌 선장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다리를 절어서 많은 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추구

하는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에게 집안에서 일거리를 마련해주는 듯했다. 그는 그

렸고, 광택을 냈으며. 목공작업을 했고, 아교칠을 했다.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만

들었고, 개량 그물바늘과 핀도 만들었다. 모든 일을 마치면, 그는 방 모서리에 놓인 

커다란 그물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집을 떠날 때, 앤은 커다란 행복을 두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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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이 들었다. 

His lameness prevented him from taking much exercises; but a mind of 

usefulness and ingenuity seemed to furnish him with constant employment 

within. He drew, he varnished, he carpentered, he glued; he made toys for 

the children, he fashioned new netting-needles and pins with improvements; 

and if everything else was done, sat down to his large fishing-net at one 

corner of the room. Anne thought she left great happiness behind her when 

they quitted the house. (120)

아이들의 장난감을 아빠가 손수 만들어주는 모습을 통해 엘리엇 경 같은 이기

적이고 냉정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자녀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애정을 가진 

현대적인 아버지상이 제시된다. 해군 인물들의 가정은 젠트리 계급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복한 가정으로 형상화된다.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가정

적인 가장의 존재이다(Tanner 232). 앤은 하빌의 가정을 “가정적 행복과 안식의 

그림”(the picture of repose and domestic happiness, 120) 자체라고 찬사를 

보낸다. 오스튼 시대 영국사회는 오늘날 못지않게 ‘행복’에 관한 논쟁이 많이 진

행되었는데(Markovits 18) 작중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해군 인물들과 관련하

여서만 거듭 사용된다. 그의 가정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로 말미암은 

가정의 이상화가 더욱 진전된 19세기 중반 찰스 디킨스 작품세계의 아늑하고 행

복한 가정을 연상시킨다. 

하빌 선장 집안의 인테리어는 그의 직업을 말해준다. 하빌의 직업은 가정생활

에서의 습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앤은 집안에 진열되어 있는 정교하게 만

들어진 희귀한 목각작품들과 먼 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장식품들이 모두 그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의 열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connected as it all was 

with his profession, the fruit of its labours, the effect of its influence on his 

habits, 120). 오스튼 소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노동의 열매’라는 명료한 표현

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작가의 심화된 인식을 담고 있다. 작품 마지막 문장에서 

앤은 웬트워스 선장과의 결혼에 앞선 소회에서 ‘국가적 기여뿐 아니라 가정적 미

덕에 있어서 탁월한 해군’(that profession which is more distinguished in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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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virtues than in its national importance)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을 영

광스러워한다(254). 이를 통해 당대에 해군들이 직업에서 훈련된 다양한 기술과 

노동의 습관으로 가정생활에 적합한 가정적인 남성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Cohen 3).

V.

�설득�의 마지막 부분에는 재정적 사회적으로 젠트리 계급과 역전된 해군들의 

상황을 통해 새로운 전문직 계층의 사회적 상승이라는 19세기 초 영국사회의 변

화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하여 오스튼은 가문과 신분에 기초한 전통적 

계급사회에서 직업과 능력을 통해 부와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는 실력사회로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현상을 담아내었다.

2만 5천 파운드의 재산이 있고, 능력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서 가능한 

만큼 승진한 웬트워스 선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이제 타고난 

신분을 지킬 원칙도 지각도 없는 어리석고 낭비가 심한 준남작의 딸에게 청혼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다. (250) 

Captain Wentworth, with five-and-twenty thousand pounds, and as high in 

his profession as merit and activity could place him, was no longer nobody. 

He was now esteemed quite worthy to address the daughter of a foolish 

spendthrift baronet, who had not had principle or sense enough to maintain 

himself in the situation in which Providence had placed him. (250)

중산층이 사회의 중추인 현대사회에서는 전문 직업인 계층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같은 오늘날의 현상은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직업을 생계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중산 계급의 부상에 따라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커지게 되었다. 제인 오스튼의 소설에는 그러한 변

화의 초기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제인 오스튼은 물려받은 토지를 수입원으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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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귀족. 젠트리에서 능동적으로 노동하는 직업을 가진 계층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었던 19세기 초 영국 사회질서의 변화를 담아내었다.  

�맨스필드 장원�에서 남자 주인공 에드먼드는 성직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회

적 책임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그의 엄격

한 직업윤리는 생계의 방편으로 관행적으로 성직에 들어서던 당대의 많은 국교 

목사들의 직업관과 차별화된다. 에드먼드를 통한 이같은 직업의 도덕성에 대한 

강조는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가던 당대 영국 사회의 상황에 대

한 작가의 정확한 인식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설득�에서는 직업, 일, 노동 등의 용어가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된다. 직업과 

일을 통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의 잣대이자 건강한 삶의 필수적

인 요소로 제시된다. 일과 노동이 결여된 젠트리 계급 인물들의 삶은 권태롭고 

공허하며 나아가 부도덕하게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중산계급 인물들의 긍정적 형상화를 통해 직업과 노동, 일의 중요성에 대한 작가

의 심화된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오스튼의 소설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무르익게 될 산업 시대와 20세기에 이르러 지배적인 계층이 될 중산계급 전문 

직업인의 시대(professional age)라는 두 세계를 예견케 한다(Dru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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