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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Min Jeon. “Postcolonial Ecocriticisi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2 (2020): 1-22. In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Imperialism’s greed, 

the wilderness, and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e all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comparable 

to that in an interconnected ecosystem. The narrator Charles Marlow comes to realize the moral 

corruption of Imperialism and the horrors of colonial rule as he ascends the Congo river towards Kurtz. 

Heart of Darkness is a suitable novella for postcolonial ecocriticism study for it can be studied in the 

aspects of glob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ility, aspects which ecocriticism focuses on lately. 

The paper first explores the postcolonial ecocritical approach in regard to Heart of Darkness and 

examines the illusion of Imperialism and the African nature which Marlow experiences for the first time. 

The paper then investigates the existential meaning of Kurtz’s savage nature and the defiant wilderness 

by examining scenes of conflict between the wilderness and Imperialism. Finally, the paper observes 

how ivory is utilized as a double metaphor of the Illusion of Imperialist markets and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resources.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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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의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 1899)에

는 서구 제국주의의 탐욕, 야생밀림, 그리고 자연자원 착취가 상호 연결된 생태

계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콘라드는 이 중편소설에서 화자인 영국인 선

원 말로우(Charles Marlow)가 커츠(Kurtz)를 향해 아프리카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 이념의 도덕적 타락과 식민지 지배의 참상

을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생태학적 교차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콘라

드가 �암흑의 핵심�에서 인간의 탐욕과 자연자원 착취뿐만 아니라, 인류 자신의 

반성을 위한 거울로써 재현하고 있는 야생밀림(Wilderness)에 주목하고자 한다. 

야생밀림은 그동안 �암흑의 핵심�에 대한 광범위한 비평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콘라드는 작품 속에서 야생밀림을 서구 제국주

의의 어처구니없는 침입이 종식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위대하고 정복될 

수 없는 존재”(27)1이자 저항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 최근에 콘라드 작품에 대

한 생태 비평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구 제국주의, 상아와 같은 자연

자원 착취, 그리고 야생밀림은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에 대한 탈식민주의 생태

비평의 새로운 비평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암흑의 핵심�에 대한 최근의 주목할만한 생태 비평적 연구를 살펴보면, 

매카시(Jefferey Mathes Maccarthy)는 �그린 모더니즘�(Green Modernism)에

서 자연은 �암흑의 핵심�에서 “핵심(heart)”적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매카

시는 작품을 네스(Arne Naess)의 심층생태학적 관점에서 “콩고의 생태적 파괴

를 배경으로 자연 세계에서 극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근대성의 파괴적인 소

외”(41)에 관해 논의한다. 메이어스(Jeffrey Myers)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진화, 

생태학, 그리고 제국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융합의 불안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테일러(Jesse Oak Taylor)는 �암흑의 핵심�에 나타나는 야생밀림에 관한 관심

을 콘라드와 제국 그리고 인류세(The Anthropocene)2 시대에 대한 고찰을 통해 

  1 Joseph Conrad. Heart of Darkness. London: Penguin Classics, 2007.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밝힘. 번역은 �암흑의 핵심�(이상옥 옮김. 서울: 민음사, 2015.)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필자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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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비평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윈스턴(Greg Winston)은 탈식민주의 생태학 

관점에서 �암흑의 핵심�에 나타나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아프리카 땅의 엄청

난 타락상을 수로학, 지리학, 동물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 

출간되어 콘라드 작품에 관한 생태비평 연구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콘라드와 

자연�(Conrad and Nature)은 “콘라드의 작품 세계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중요

성”(Schneider and Mccarthy 1)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논문집이다.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이 여전히 주목할 만한 매력으

로 비평가들이나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작품이 출간된 이래로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87)로, 비평가들에

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모호함과 함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루스(Bonnie Roos)와 헌트(Alex Hunt)는 �탈식민주의적 녹색: 환경주의적 정

치와 세계 서사들�(Postcolonial Green: Environmental Politics and World 

Narratives)에서 탈식민주의 비평과 생태비평은 최근까지도 두 비평연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철학적 적대감”이 있었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즉, 그들

의 견해에 따르면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생태비평가들을 종종 자의식이 없는 정

착민이나 식민주의적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생태주

의 학자들은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이 놀랄 만큼 환경 파괴를 못 본 척하고 있거나 

생태학적 담론을 부당하게 바라본다”(4)는 것이다. 하지만, 탈식민주의 비평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이론화하는 연구에서 국가, 사회, 문학과 같은 정치적 또

는 문화적 범주와 함께 물, 땅, 에너지, 서식지와 같은 환경적 범주의 복잡한 상

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생태비평 연구는 숲, 강, 생물 지역

과 같은 범주를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물질적 조화에서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Mukherjee 144). 따라서 사회적, 환경적 지배의 제국주의적 방식에 도전하기 

  2 인류세(The Anthropocene)는 2000년에 크루첸(Paul Crutzen)과 스토머(Eugene F. Stoermer)

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지구 역사에서 인류가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지

질학적 시대 개념이다. 인류세는 1800년대의 산업 혁명의 도래를 이 새로운 시대의 논리적인 시작점

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류세를 살아가는 인류는 21세기로 나아가면서 비인간 생물 세계와 인류의 

관계에 대한 급격한 변화들과 지구의 환경 시스템을 움직이는 큰 지구물리학 사이클과의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Steffen, 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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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으로써 탈식민주의와 생태학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암흑의 핵심�에 나타나는 서구 제국주의의 허상, 야생밀림, 그리고 

자연자원 착취에 관해서 탈식민주의 생태 비평적 접근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콘라드의 비판적 관점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탈식민주의와 생태비평 연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문학연구 비평에서 학제 간의 상호연구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보

다 더 풍부한 해석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은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태비평에서 바라보는 생태계의 목표로 전 

지구화, 다양화,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각각의 주제에 관해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흑의 핵심�에 나타나는 야생밀림과 자연자원의 착취는 

그동안 비평가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온 탈식민주의 비평적 관점에 생태 비평

적 관점을 결합하여 작품을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바

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에 대한 탈식민주의 생태 비

평적 접근과 함께 당시 제국주의 시대 상황에서 서구인 말로우가 처음 접하는 제

국주의 이념의 허상과 아프리카 자연 세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작

품 속에서 서구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저항적 존재로서 재현되고 있는 야생밀

림의 존재론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시장 

개척의 허상과 식민지 자연자원 착취의 이중 메타포로서 상아가 작품 속에서 어

떻게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콘라드와 탈식민주의 생태비평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은 19세기 후반의 산업 원료와 시장 개척을 위해 식민

지를 차지하기 위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팽창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역

사적 사실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콘라드는 작품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콩고 자유 국가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을 생생한 목격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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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현하고 있다. 또한, 콘라드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땅에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황폐화와 상아 사냥꾼에 의한 경제적 수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와 생태비평의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신제

국주의적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은 사회 경제 및 환경 

지배에 도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탈식민주의와 생태비평적 문제점을 함께 논의

해 나가는데 유용한 토대를 제공한다.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은 초기에는 환경 역사가 코스비(Alfred W. Crosby)와 

그로브(Richard H. Grove)의 선례를 따랐다. 하지만 코스비가 �생태학적 제국주

의�(Ecological Imperialism)에서 유럽 제국주의 산업과 농업이 식민지 지역 생

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유럽 중심주의적 관점에 바라보는 것(7)에 대해서는 비판

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탈식민주의적 생태비평: 문학, 동물, 환경�(Postcolonial 

Ecocriticism: Literature, Animals, Environment)에서 휴간(Graham Huggan)

과 티핀(Helen Tiffin)이 지적하듯이,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에서는 “환경 주제들

이 유럽인의 정복과 세계 지배 사업의 중심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것으로 이해한다”(6).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은 사

회적 역사와 자연 세계와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어떻게 언어가 그러한 상호작용

을 형성하고 드러내는가를 고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Vital 90). 

콘라드는 지리학과 탐험가들 (“Geography and some Explorers”)에서 자신

의 어린 시절의 지리학적 열정에 대해, “아프리카의 바로 그 하얀 심장부(white 

heart of Africa)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언젠가 그곳에 가겠다고 

선언”(16)했다고 적고 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지나 1890년 콘라드는 ‘콩고 

무역 진흥을 위한 벨기에 유한회사’(Société Anonyme Belge pour le 

Commerce du Haut Congo)에 소속된 플로리다(Florida)호의 선장이 되어 그가 

어린 시절 꿈꾸던 바로 그 장소인 콩고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크나큰 우울감과 함께 “인간의 양심과 지리적 탐험의 역사를 더럽히는 약탈에 

대한 가장 사악한 쟁탈전에 관한 혐오스러운 경험”(17)이었다고 회고한다. 콘라

드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백일몽이 콩고에서 마주한 현실에서는 악몽으로 기억

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들만의 해안 세력권



6 고  민  전

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콩고 유역은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콩고는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의 제국주의적 세력 팽창을 위한 이상적인 지역이

었다. 1876년 레오폴드 2세는 식민지 개척에 대한 그의 야심을 숨기고, 과학적

이고 인도주의적인 단체인 아프리카 탐험 문명을 위한 국제 협회의 구실 아래 탐

험가인 스탠리(Henry Morton Stanley)에게 콩고 지역 탐사를 맡긴다. 레오폴드 

2세의 이와 같은 전략은 1884-85년의 베를린 회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유럽 

열강들은 “베를린 회의에 관한 일반 조항”(General Act of Berlin Conference)3

을 인정하고, 레오폴드 2세가 이끄는 "콩고 자유 국가"(Congo Free State)의 창

설을 지지했다(Nelson 51-52). 즉 19세기 말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적 분할에서 

레오폴드 2세는 광물, 고무, 그리고 상아가 풍부한 지역인 거대한 콩고 지역을 

자신의 개인 식민지로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암흑의 핵심�에서 말로우가 “회칠한 무덤을 연상케 하는 유럽 대륙의 어떤 

도시”(11)에 있는 무역회사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안내받은 방의 한쪽 끝 벽에는 

무지개색으로 표시된 커다란 지도가 걸려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는 제국주

의적 계획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이념화된 표상물인 장소를 과학적 담론으로 

나타낸 지배의 과학(박주식 262-64)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붉은색이 차지하는 면적은 아주 넓었는데, 그곳은 언제 보아도 우리를 흐뭇하게 하

지. 거기서는 어떤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야. 청색 지역도 꽤 넓었고, 약간의 녹색 지역에다 귤색도 보이더군. 그리고 동해안

의 자줏빛 지역은 명랑한 발전의 선구자들이 그 좋다는 독일산 맥주를 마시고 있

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이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다네. 그것은 바로 지도의 황색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구. 그것은 바로 지도의 한복판에 있었어.

  3 이 조항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콩고 자유 국가는 4가지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즉, 모든 국

가(아프리카 포함)에 의한 무역과 항해의 자유, 전쟁 시 중립, 노예무역의 철폐, 그리고 "토착민의 도

덕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의 개선(Nelson 51-2)이다. 그러나 레오폴드 2세의 폭군 통치하에서 이러한 

원칙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콩고 자유 국가’에 대한 레오폴드 2세의 개인적 통제는 1908년 

11월 15일 벨기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양도되었다. 그 후 이 지역은 1960년 현재의 콩고 민주 공화

국(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으로 독립할 때까지 ‘벨기에 콩고’(The Belgian Congo)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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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 vast amount of red—good to see at any time, because one 

knows that some real work is done in there, a deuce of a lot of blue, a little 

green, smears of orange, and, on the East Coast, a purple patch, to show 

where the jolly pioneers of progress drink the jolly lager beer. However, I 

wasn’t going into any of these. I was going into the yellow. Dead in the 

center. (11)

제국의 지도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다시 나타난다. 말로우는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륙 오지에 있는 주재소에서 “파랑, 빨강, 노랑의 밝은 천 조각들이 

등, 앞가슴, 팔꿈치, 무릎 등의 부위에 기워져”(64-65)있는 알록달록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러시아인을 만난다. 메난드(Louis Menand)가 지적하듯이, 

러시아 선원은 “지도처럼 보이며”(109), 제국의 영토분할을 상징하는 지도가 수

백 마일 떨어진 콩고강 상류에서 커츠의 제자가 입고 있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

으로 다시 나타난다. 말로우가 유럽 대륙의 벨기에 사무실에 걸려있던 지도에서 

파악한 의미들의 상징인 색깔들이 이제는 그 의미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패러디

되고 있다.

러시아인 선원이 소유하였던 타우슨의 �몇 가지 선원 수칙 탐구�(An Inquiry 

into some Points of Seamanship)에 나타나는 “선원들이 맡은 일에 임하는 올

바른 방식에 대한 정직한 관심”(46) 또한 식민지에서 백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릇

된 방식의 부정직한 관심과 착취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치 말로우가 

아프리카 해변에 처음 도착했을 때 프랑스 군함이 “지구, 하늘, 그리고 바다로 구

성된 그 거대한 빈 공간에” 원주민들을 “적들”이라고 부르며 대포를 발사하는 장

면을 보며 말로우가 “광기와 익살의 느낌”(16)을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

와 같은 측면에서 말로우의 눈에 비친 제국주의의 허상은 희화화되어 비판 지적되

고 있다. 특히 러시아인의 알록달록한 옷은 “밝은 적색 천을 붙여 만든 한쪽 주머

니는 탄환으로 불거져 있고, 청색 천을 붙인 주머니에서는 �타우슨의 탐구서�” 

(144)가 들어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올바른 방식의 정직한 관심

으로 식민지 개척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즉 커츠가 상아를 차지하기 위해 문명의 

빛을 전파하는 사도로서가 아니라 “천둥과 번개처럼”(75) 무시무시한 총으로 원

주민들에게서 상아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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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의 반제국주의적 의식과 더불어 �암흑의 핵심�에서 탈식민주의 생태 비

평적 시각에 대한 이중 서사의 또 다른 한 축은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대한 묘

사이다. 먼저, 콘라드의 자연 인식에 관한 비평가들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칼은 콘라드의 작품 구상의 출발점은 거의 항상 “과거, 전통의 끌림, 

역사, 상황에 의해 붙잡힌 개인의 감각, 그리고 자연에 의해 결정”(xxvii)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1908년 콘라드의 친구이자 소설가인 골즈워디(John 

Galworthy)는 콘라드의 작품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자연에 관한 논평에서 다음

과 같이 통찰력 있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발자크와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 안에는 인간에서부터 인간의 성장에 관한 환경의 

느낌이 있다. 투르게네프의 소설들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빛에 휘감겨져 있다. 자연

은 그녀의 다양한 느낌과 함께 그들 모두의 주변에 있지만, 그곳에서는 인간이 먼

저이다. 조셉 콘라드의 소설에서는 자연이 먼저고, 인간은 그 다음이다. 

In the novels of Balzac and Charles Dickens there is the feeling of 

environment, of the growth of men from men. In the novels of Turgenev the 

characters are bathed in light. Nature with her many moods is all around 

them, but man is first. In the novels of Joseph Conrad, Nature is first, Man 

second. (628)

골즈워드는 콘라드 소설에 나타나는 자연은 “독자에게 미묘한 방식으로 다가가

며, 의식적인 노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질적인 정제를 통해서 전

달”(628)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콘라드는 �나르시스호의 검둥이�(The Nigger 

of the “Narcissus”)의 서문에서 작가로서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임무는 “쓰여

진 말의 힘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

게”(281)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콘라드는 독자들로 하여금 말로우의 이

야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아프리카 자연풍경에 대해 다각적인 시선에서 자연

스럽게 빠져들게 한다. 매카시는 �암흑의 핵심�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 “낭만적

인 방랑자의 숭고한 광경과 도덕적으로 고양된 광경이라는 본성”(46)을 일축한

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콘라드의 소설은 “식민지화 주체의 자신감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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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풍경과 동시에 다가오는 생태적 재앙의 폭풍우를 예측”(41)하게 하는 비전

을 제시한다고 강조한다. 

�암흑의 핵심�에서 말로우는 프랑스 기선을 타고 처음으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해 가는 동안 이따금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형제간에 주고받는 말소

리처럼 아주 흐뭇한 기쁨”(16)을 느낀다. 이 중편소설에 대한 해석적 논의에서 

주변부를 차지하고 있던 자연은 작품 속에서 언제나 등장인물보다 먼저 등장하

여 작품의 분위기에 대한 예감을 독자들에게 던져준다. 콘라드는 의인화된 자연

이 “죽음처럼 흐르는”, “무력한 절망”(16)에 빠져 있으나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

아 내기 위한 몸부림을 감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처럼 콘라드는 문학적 비유

에 의한 자연의 의인화를 통해 자연 세계를 “살아있는 유기체”(Winston 48)로써 

바라본다. 

우리는 그 밖에도 우스꽝스러운 지명을 가진 곳을 몇 군데 더 들렀는데, 그런 곳에

서는 과열된 카타콤에 비유될 수 있는 고요한 땅속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죽음과 교

역을 벌이는 즐거운 무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그 무도는 마치 자연 자체가 외

부 침입자들을 막아 내려고 하듯이 위험한 파도로 경계를 치고 있는 듯하던 그 볼

품없는 해안선을 따라서 진행 중이었고, 삶 속의 죽음처럼 흐르는 강 안팎에서도 

진행 중이었다네. 강둑은 썩어서 진창이 되어가고 있었고, 진하다 못해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한 강물은 지극히 무력한 절망에 싸인 채 우리를 향해 몸을 비틀고 있는 

듯하던 맹그로브 나무들을 공략하고 있었어.

We call at some more places with farcical names, where the merry dance of 

death and trade goes on in a still and earthly atmosphere as of an 

overheated catacomb; all along the formless coast bordered by dangerous 

surf, as if Nature herself had tried to ward off intruders; in and out of 

rivers, streams of death in life, whose banks were rotting into mud, whose 

waters, thickened into slime, invaded the contorted mangroves, that seemed 

to writhe at us in the extremity of an impotent despair. (16-17)

말로우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뒤이어 이따금 해안에서 

나오는 보트의 노를 젓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야생적 생명력과 강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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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에너지가 그들의 해안에서 부서지는 파도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참다웠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말로우는 아프리카인들의 얼굴이 “괴상한 가면처럼”(16) 보인

다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말로우는 프랑스 군함에서 군인들

이 원주민들을 “적들”(16)이라고 부르거나, 외부주재소에서 마주한 여섯 명의 흑

인들 “각자의 목에 쇠테가 둘러져 있었고 그 모두가 쇠줄로 연결되어” 언덕을 힘

들게 올라오고 있는 원주민들을 “죄수들”(18)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구심을 가

진다. 또한, 커츠의 집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말뚝 위에 놓인 채 말라가고 있는 

검은 얼굴의 원주민들을 “반역자들”(73)로 타자화시키는 제국주의적 관점에 대

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종에 관한 많은 문학적 묘사에 나타나는 “타자화”에 

대해 모리슨(Toni Morrison)은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 정당화와 정확성을 위한 

전략으로 동일한 종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약하고 통제력이 부족한 

자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경향은 동물의 세계나 선사시대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형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3).

말로우가 외부주재소에서 목격한 “그 땅의 엄청난 타락상”(21)에는 식민지 지

배에 의한 환경적 그리고 정치적인 두 가지의 함의를 담고 있다. 베이트

(Jonathan Bate)가 지적하듯이 “제국주의는 항상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다”(87). 

말로우는 타락의 현장을 “시체”(18), “구멍”(19)과 같은 상징적 서술을 통해 다

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발굴의 쓰레기더미”(17)를 방불케 하는 풀 속에

서 나뒹굴고 있는 보일러와 뒤집힌 채 바퀴들을 허공에 쳐들고 있던 소형 철길 

트럭, 그리고 철로 부설을 위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절벽의 발파 작업은 아프리카 

땅의 생태를 황폐하게 유린하여 “짐승의 시체”(18)처럼 끔찍하게 만드는 타락의 

현장이며, 서구 제국주의의 “항구적인 진보”(24)에 대한 전복적이고 상징적인 묘

사이다. 이에 덧붙여, “일정 기간의 고용 계약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해안 각처

에서 끌려온”(20) 원주민들은 병이 들어 비능률적인 노동자로 전락 되어 죽음의 

숲에서 “이미 이 세상 사람다운 데는 없이 질병이나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검은 

형상”으로 묘사된다. 이에 반해, 외부주재소의 백인 회계 주임의 일종의 환상과

도 같은 “풀을 먹인 옷깃, 하얀 커프스”, 그리고 “눈처럼 하얀 바지”(21)를 입고 

있는 모습은 원주민들의 죽어가는 검은 형상과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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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형상들이 나무 사이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지. 더러는 

나무 둥치에 기대고 있었고 더러는 땅을 움켜잡고 있었으며 더러는 희미한 빛 속

에서 반쯤은 보이고 반쯤은 가려지고 있었는데, 모두가 고통과 자포자기 그리고 절

망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

Black shapes crouched, lay, sat between the trees, leaning against the 

trunks, cling to the earth, half coming out, half effaced within the dim light, 

in all the attitudes of pain, abandonment, and despair. (19-20)

실제로, 벨기에 콩고는 당시 15년 만에 3백만 명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참혹한 폭정과 약탈의 현장이

었다(Ascherson 251).

구체적으로 �암흑의 핵심�에서 말로우가 목격하는 엄청난 타락상의 상징적 메

타포로서 ‘구멍’은 세 부분에 걸쳐서 나타난다. 첫째, 말로우가 외부주재소의 비

탈길에서 목격하는 누군가가 파고 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다. 

둘째, 말로우가 중앙 주재소에서 도착하기 사흘 전에 지배인이 기선을 타고 나간 

후 암초에 부딪혀 기선의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게 된 사건은 “사고처럼 보이

게끔 한 행동이지만 의도된 방해 행위로 의심”(Vandertop 684)된다. 커츠를 둘

러싸고 중앙 주재소 지배인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이야기로 “견과의 씨처럼 

껍질 속에 들어 있지 않았고, 바깥에서”(6) 커츠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다. 마지

막으로 콩고 지방의 상아와 교역하기 위해 중앙 주재소에 들여온 “옥양목이니 

나염한 면직물이니 구슬”(27)같은 상품들이 가득 들어 있던 초막이 불길 속에서 

타고 있을 때, 불을 끄기 위해 강으로 뛰어 내려오던 주재소의 건장한 직원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훌륭하게 행동하고 있다”(28)고 말한다. 하지만 물을 

떠서 달려가는 그 주재원이 들고 있던 양동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지배의 타락상은 “연민과 과학과 진보”(30)의 대의명분을 위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던 커츠가 결국에는 “속이 텅 빈 인간”(72)으로 변하여 엄청난 타

락을 자행한 후에 암흑의 땅 “어떤 진흙 구덩이에”(87) 묻히게 되는 결과로 귀결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암흑의 핵심�에 나타나는 식민지 정복에 의한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인 황폐화의 상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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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다시 말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생태적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의 해석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III. 커츠의 탐욕과 야생밀림의 저항

  

�암흑의 핵심�에서 끝없는 수로의 시작이자 이 세상이 끝나는 곳까지 연결된 

바다는 작가이자, 선원인 콘라드의 존재론적 고향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콩고

의 야생밀림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가? 황야(Wilderness)4

는 콘라드의 작품 속 거의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바다의 거울�(The Mirror of 

the Sea)의 “검고 하얀 언덕의 텅 빈 황무지”(26)로 묘사되는 바다에서부터 �비

밀 요원�(The Secret Agent)의 런던의 “가난한 집들의 황무지”(59)까지, 황야

는 콘라드 작품에서 중요한 메타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황야에 대한 생태비평

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면, 황야는 자연 그대로이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원시 상태 속의 자연을 가리킨다. 그러나 크로논(William 

Cronon)은 이와 같은 황야에 대한 개념은 “전적으로 문화적 창안물”(8)이라고 

지적한다. 

야생밀림이 �암흑의 핵심�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

면, 윈스턴은 야생밀림을 “커츠와 같은 외부의 침입자들이 그들의 윤리적 태도나 

정신적 이해력을 상실”(41)하도록 하는 역할로 설명한다. 또한 테일러(Jesse 

Oak Taylor)는 콘라드의 작품에서는 “야생성이 제국-산업 세계체제가 도달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디에서나 또는 언제든지 나타난다”(32)고 주장한다. 작

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콘라드의 야생밀림은 천 구백 년 전에 템즈 강가

에 로마군이 상륙하여 “여기저기 황야 속에 위치한 로마군의 야영지”(6)에서부

터 중앙 주재소의 백인 주재원들의 “백치 같은 탐욕”에 대해 “무언가 위대하고 

정복할 수 없는 존재”(2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는 “커츠를 

  4 황야(Wilderness)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맥상의 의미에 따라 “황야”, “황무지” 그리

고 �암흑의 핵심�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아프리카 콩코 밀림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생밀

림”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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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밀림으로 그리고 야생밀림을 커츠로 긴밀히 결부”(McCarthy 56)시키는 존

재로까지 부각시키며 “회칠한 무덤을 연상케 하는 유럽 대륙의 도시”(11)에 위

치한 커츠의 약혼녀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품 속에서 스물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

으로 나타난다. 콘라드는 �암흑의 핵심�에서 야생밀림을 서로가 “연결되는 이미

지에서부터 층을 이루는 은유까지, 서술적 뼈대로부터 문장 구조까지 상호 연결

되어 나타나는 미학적”(Winston 45) 이미지에서부터 상징적 의미로까지 창조해

내고 있다. 리비스가 지적하고 있는 콘라드의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를 강조하는 형용사어구”(204)의 빈번한 사용은 야생밀림을 표현하는 

데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신비로운”, “침묵의”, “참을성 있는”, “무언의 마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7, 27, 41, 82)등과 같은 수식어구는 야생밀림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내기 위한 서술적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와트(Ian Watt)는 

콘라드의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 세계는 “시각적인 표현은 더욱더 정확하고 일관

성 있게 사용되며, 자연환경의 결정력에 대한 콘라드의 강조는 훨씬 더 지속적이

고 상징적인 방식”(94)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콘라드의 

야생밀림에 관한 서술기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암흑의 핵심�에서 야생밀림은 커츠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원시적

인 본능과 인간 본성으로의 회귀의 위험”(Huggan and Tiffin 160)을 자극한다. 

커츠는 제국주의 이념의 신봉자로서 식민지 원주민에게 문명을 전하기 위한 서

구 백인의 도덕적 이념을 지니고 아프리카 콩고에 상아 수집인으로 오게 된다. 

말로우는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42)인 커츠에 관해 외부주재소의 사무실에서 

회계 주임이 고개도 들지도 않은 채 “오지로 더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커츠 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22)라는 목소리를 통해 커츠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된

다. 말로우가 콩고강을 따라 그 지역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내륙주재

소에 도착하여 “낡은 상아로 빚어낸”(74) 허깨비 같은 커츠를 직접 만나기 전까

지 말로우에게 커츠는 소리나 이미지로 존재한다. 즉, 말로우는 커츠를 제국주의 

이념을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인물로 이상화한다. 또한, 말로우는 커츠를 “다른 

모든 교역소에서 수집한 상아를 합친 것만큼 많은 상아를 보내오는”(42) 능률에 

대해 헌신을 다하는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로우는 중부 주재소 

지배인이 그의 삼촌과 나누는 대화에서 커츠가 중부 주재소로 300마일쯤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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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갑자기 다시 네 명의 원주민들이 노를 젓는 통나무배를 타고 내륙주재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커츠의 모습은 자연에 대해 친화적이고 고양된 낭

만주의 영웅과는 반대되는 존재이다. 커츠는 낭만주의 항해자의 패턴을 따르지

만, 사실 그는 유럽 문명의 타자(McCarthy 46)로 상징되는 열대밀림의 어둡고 

침투하기 어려운 깊은 곳에서 위협적이고 문명인의 도덕적 윤리를 넘어서는 야

수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커츠는 “식민지 산업 전체의 무

절제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Menand 106)하는 제국주의의 허상과 탐욕이 

형상화된 인물이었다.

말로우가 커츠의 내륙주재소를 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은 시간을 거

슬러 올라가는 여정으로 거듭 인식된다. 콘라드는 암흑의 땅을 침입한 서구 제국

주의자들과 야생밀림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전의 긴장된 경계의 정황을 독자

들에게 “감각을 위주로 강렬하게 묘사된, 주변 정황의 거대하고 숨막히는” 

(Leavis 204) 정적을 배경으로 긴장감 넘치는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말

로우는 “어떤 큼직한 물고기가 뛰어올라 풍덩 소리”를 내자, 마치 “대포 소리”라

도 들은 듯이 놀라서 일어난다. 밤사이보다 더 앞이 보이지 않게 마치 견고한 물

질처럼 “하얗게 깔린 덥고 끈적거리는 안개”(48)는 야생밀림이 적의 공격을 방

어하는 성벽을 연상시킨다. 콘라드는 마치 덧창이 올라가듯 안개가 걷히고 수많

은 나무가 하늘로 치솟는 광경을 야생밀림의 군대가 성문이 열리자 모두 일어나

서 적의 공격에 대항하는 듯 묘사하고 있다. 말로우는 허공 속에서 들려오는 원

주민들의 비명을 “너무나 별안간 한꺼번에 사방의 안개가 외마디 비명”(48)을 

울린다는 인상을 받는다. 콘라드는 야생밀림과 아프리카 원주민이 하나가 되어 

침입해 들어오는 서구 제국의 세력에 맞서 저항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

고 있다. 19세기 낭만주의 문학 전통에서 자연은 선의 근원으로서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더 나은 자아를 위한 마지막 은신처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암흑의 핵심�에서 자연은 제국주의자에게 맞선 저항 세력으로서 “언어의 경계

와 인간의 통제 밖에서 작용하는 비인간 자연의 삶의 가능성을 탐구함에 따라 주

변 환경은 새로운 존재감”(Sultzbach 2)을 얻고 있다. 콘라드는 �암흑의 핵심�에

서 제국주의 이념의 허상에 맞서는 대안적 저항 세력으로 야생밀림에 대한 미학

적 서술을 인상주의적 기법을 통해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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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암흑의 핵심�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논의에서, 말로우가 커츠의 약혼

녀에게 하는 거짓말은 콘라드의 탈식민주의적 인식에 대한 한계로 지적해 왔다. 

물론 말로우의 거짓말을 통해 당시 독자들에게 제국주의 신화를 문학적으로 승

화시켜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은 분명 있다. 하지만 말로우가 커츠의 

약혼녀에게 커츠의 유품으로 마지막 남은 “얄팍한 편지 뭉치와 그녀의 사진 한 

장”(90)을 전해 주기 위해 집의 높다랗고 육중한 문을 마주했을 때, 말로우는 들

것에 누워 있던 커츠의 환상을 본다. 그리고 말로우는 커츠의 환영과 함께 “만물

을 정복하는 어떤 암흑의 심장”(91)이 커츠 약혼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듯한 환상

을 느낀다. 말로우가 느끼던 환상은 야생밀림을 위해서는 “승리의 순간이었고 복

수심으로 가득한 반격”(91)이다. 커츠가 아프리카 땅에서 자행한 착취와 폭력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무덤 같은 도시”(88)의 하얀 심장부를 야생밀림 또한 습격

하여 승리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콘라드는 �암흑의 핵심�

에서 말로우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개척을 위한 명분인 기독교 신앙과 

문명의 계몽을 위한 도덕적 이념에 대한 허상을 폭로한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식민지에서 타자화된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 그리고 아프리카 땅

의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인 착취와 황폐화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야생밀림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비평

가들이 커츠의 정부라고 여기는 아프리카 여인에 대해서이다. 그녀는 “슬픔에 잠

긴 대지 위에 갑자기 내린 정적 속에서 그 거대한 밀림, 그 다산적이면서도 신비

로운 생명체의 굉장한 덩어리는 생각에 잠긴 채, 마치 그 자체의 어둡고 열정적

인 영혼을 반영하는” 이미지로 “야생밀림 그 자체”(76)로 묘사되고 있다. 콘라드

는 여성과 야생밀림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그녀를 “정글 정신의 의인화”(Singh 

43)로 재현하고 있다. 야생밀림과 더불어 야생밀림 그 자체로 묘사되는 아프리

카 여인은 서구 유럽인의 시각에서는 “그 땅의 거울 같은 이미지이며, 핵심이 되

는 신비와 창조적인 힘이 그 자체로 다시 반사”(Winston 52)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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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국의 상품과 식민지의 자연자원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에는 코끼리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다. 커츠의 정

부인 아프리카 여인의 몸을 장식하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의 코끼리 어금니의 

가치”(76)를 가진다고 언급할 때, “코끼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한 번 언급될 

뿐이다. 이에 반하여 “상아”라는 단어는 작품 전체를 통하여, 암흑 속에서 밝게 

빛나고, 허공에서 울리고 퍼지고, 백인 상아 수집인들은 심지어 “상아를 향해 기

도”(27)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상아가 절단된 코끼리들은 모두 어디로 갔고, 

수많은 아프리카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메이어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작품 속에서 “강둑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하마나 악어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

는, . . .심지어 모기조차”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콩고강의 강 줄기를 따라 

천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생태계의 실제적인 변화”(103)는 조금

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말로우는 “전체 지역에서 땅 위에서건 땅속에서건 단 하

나의”(59) 상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코끼리의 부재는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생물 종의 멸종위협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코끼리만큼 

제국주의의 위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희생자”(Taylor 38)는 없다. 커츠가 팸

플릿에 "모든 야만인들을 말살하라!"(62)고 적은 문구처럼, 커츠와 같은 유럽 상

아 수집인들에 의해 콩고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생태계 파괴와 무차

별적인 착취는 결국은 자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암흑의 핵심�에서 제국주의, 경제, 생태적 파괴 사이의 연관성은 상아 무역에 

대한 콘라드의 비판적 시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콘라드는 작품 속에서 제국

주의에 의한 자연자원 착취의 상징으로 상아를 주목하여 재현하고 있다. 콘라드

가 고무나 구리가 아닌 상아를 작품의 상징적 메타포로 설정한 것에 대해 “종교

적 이미지가 유럽의 상아 조각의 가장 초기 예들을 지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아와 종교적 우상화 사이의 특정한 역사적 연관성”(Vandertop 690)을 환기시

킨다는 점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말로우는 당시 제국주의 팽

창에 따라 면직물이나 공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과 식민지에서 자연자원

의 착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말로우는 “싸구려 면직물이랑, 구슬이랑, 놋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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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따위의 공산품들이 홍수처럼 오지로 들어오는가 하면 그 대가로 귀한 상아가 

흘러나왔어”(21)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불평등한 무역 행위에 대해, 말로우는 아프리카 “땅의 복부를 갈라서 그 속에 담

긴 보물을 뜯어내자는 것”(36)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욕망이라고 말한다. 말로

우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탐욕 이면에는 “금고를 터는 도둑놈들처럼 도덕적 목

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36)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암흑의 핵심�에서 상아는 아프리카 땅이나 제국의 도시 어느 곳에서나 나타

난다. 커츠와 같은 상아 수집인들이 아프리카 생태계를 착취하여 얻은 상아는 서

구 문명사회에서 세속적인 용품으로 가공되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

다. 넬리호의 갑판에서 회계사는 도미노 상자에서 꺼낸 상아로 만든 “골패

들”(the bones 4)을 가지고 집짓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

분에서 커츠 약혼녀 집의 천장이 높다란 응접실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랜드 피아노”(92)의 피아노 건반은 상아로 만들어진 것이다. 1875년부터 1905

년까지 유럽인들이 콩고로부터 채취해 간 상아는 매년 70,000여 톤에 달하며, 

당구공에부터 지팡이, 피아노 건반, 체스, 빗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빅토

리아조 사람들의 생활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McCarthy 42). 

샤프(Alfred Sharpe)는 콘라드가 �블랙우드 애딘버러 매거진�(Blackwood’s 

Edinburgh Magazine)에 �암흑의 핵심�을 연재물로 발표하기 한 달 전인 1월에 

같은 잡지에 코끼리 멸종에 관련된 기사를 썼다. 샤프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따

금 아프리카 코끼리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를 다루는 �타임스�(The 

Times)와 다른 영자지 신문 기사들이 나왔다”(89)고 언급한다. 그는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에 의해 몰살당하고 있는 코끼리들의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증과 수

수료”(89)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종류의 상아가 가치 있는 무역 상품인 이상, 아프리카의 수많은 지역에서 코

끼리들은 완전히 몰살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 .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아 채집인들이 14 파운드 미만의 어금니를 소유하는 것을 범죄행위

로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일지도 모른다. . . .만장일치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

며, 이러한 합의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하여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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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long as ivory of all descriptions is a valuable trade article, elephants 

will continue to be indiscriminately killed, until, in many portions of Africa, 

they will be totally exterminated. . . . It might be expedient even to go a 

step further,—to make it a criminal offence to be in possession of tusks 

under 14 Ib. in weight. . . . Unanimous agreement would be necessary. It 

would be essential that such agreement should be universal throughout the 

continent of Africa. (Sharpe 89-91)

콘라드는 상아를 묘사하는 서술적 기법에서 시각적, 청각적인 감각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다. 상아는 주로 어두운 밀림의 묘사와 대조되어 나타난다. 흔히 빛의 

화가라고 칭하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램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는 명암법에 나타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강조하여 대상을 더 뚜렷하게 나타

낸다. 이처럼 콘라드는 언어를 통하여 독자들이 어두운 밀림을 배경으로 상아를 

더욱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언어로 그림”(Parkes 5)을 그리는 

듯 상아를 묘사한다. 또한, 청각적인 서술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을 작품 

전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게 한다. 

‘상아’라고 하는 낱말이 허공에서 울리고 있었어. 그 말은 속삭여지기도 했고 또 더

러는 한숨 속에 섞여 있기도 했지. 자네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이 상아

를 향해 기도라도 드리고 있나 하고 생각했을 거야. 백치 같은 탐욕의 색채가 마치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기듯이 모든 것 속에 번지고 있었다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 일생 그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네. 그런데 밖을 바라

보면, 대지 속의 그 작은 공지를 둘러싸고 있던 말이 없는 밀림은, 마치 악이나 진

실처럼, 무언가 위대하고 정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내게 엄습해 왔으며, 이 어

처구니없는 침입이 종식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듯했어.

The word ‘ivory’ rang in the air, was whispered, was sighed. You would 

think they were praying to it. A taint of imbecile rapacity blew through it 

all, like a whiff from some corpse. By Jove! I’ve never seen anything so 

unreal in my life. And outside, the silent wilderness surrounding this cleared 

speck on the earth struck me as something great and invincible, like evil or 

truth, waiting patiently for the passing away of this fantastic invas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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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우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시장 개척에 대해 “배짱도 없이 무모

하기만 했고, 대담함이 없이 탐욕스럽기만 했으며, 용기도 없이 잔인하기만” 엘

도라도 탐험대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한다(36). 즉, 19세기 서구 유럽의 비약적인 

산업 발달에 의한 과잉생산된 상품들을 “수많은 용품 상회와 식료품을 공략한 

후 약탈물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도망치듯 나온 흉측스러운”(36) 탐험대는 아프

리카 밀림으로 들어가자마자 밀림에 의해 삼켜지고 만다. 비록 말로우는 제국의 

회사에 고용된 선원이지만, 그는 도덕적인 이념을 상실한 “당나귀만도 못한 탐험

대원들”(41)이 합당한 운명을 맞이한 것이라고 여기고, 서구 제국주의가 무역을 

가장한 식민지의 자연자원 착취와 수탈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V. 나가며

�암흑의 핵심�에서 말로우는 콩고로의 항해와 그곳에서 커츠를 만난 것을 그

의 “체험의 절정”이며 그의 “사상 속에, 일종의 빛을 던져주었다”(8)라고 말하고 

있다. 콘라드가 �암흑의 핵심�을 세상에 내놓은 지 한 세기가 훨씬 지났다. 하지

만 이 작품을 통하여 말로우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가 커츠를 만

난 수많은 비평가를 포함한 독자들은 인간 본성의 타락에 대한 도덕적 각성으로, 

또는 반인종주의에 대해, 또 더러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야생밀림에 대한 착

취와 상아 수탈에 대해 일종의 깨달음의 빛을 발견한다. �암흑의 핵심�에 관한 

비평적 논의는 콘라드를 “철저한 인종주의자”(Achebe 343)로 신랄하게 비판하

는 해석에서부터 나이폴(V.S. Naipaul)의“콘라드는 어둡다고 본 세계의 많은 구

석으로 파고들었다. 이것이 콘라드 명상의 주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에 관한 무언가를 말해준다. 아마도 콘라드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논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218)는 해석까지 다양하게 독자

들을 연결해 주는 결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에 대한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은 서구 제국주의의 아프

리카 정복과 분할의 역사적 상황과 자연자원 착취의 상호 관련성을 조명하는데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다준다. 본 논문은 말로우가 아프리카에서 목격한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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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원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커츠의 탐욕과 저항적 세력으로서 야생

밀림에 대한 해석적 관심과 더불어 상아와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수탈을 논의하

였다. 인간의 타자화된 인간에 대한 지배 그리고 비인간 자연에 대한 착취는 동

시에 논의되고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생태/환경적 과제

이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주변부로 밀려난 아프리카와 같은 지구 남반구

의 저개발 국가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그들의 쓰레기나 독성물질을 수

출하는 정책(Nixon 2-5)들은 신제국주의와 아프리카 땅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짓밟는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콩

고 자유 국가가 1960년 6월 30일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이룬 후 60여 년의 세월

이 지나가고 있지만, 식민지 지배 당시 콩고 원주민들과 자연자원에 가한 폭력과 

착취는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 현재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세계화의 무한 경

쟁 시대에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자원을 고갈하고 착취하면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익 창출을 위해 인간은 타자화된 인간을 그리고 비인간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

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서 �암흑의 핵심�의 커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 아니다. 콘라드가 경고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자연착취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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