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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ok-ki. “Dickens’s A Tale of Two Cities: Individual and Communal Trauma and Cur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3 (2017): 69-86. In this paper Charles Dickens’s A Tale of Two 
Cities is analyzed in terms of its description of and dealing with its major characters’ traumatic 
experiences: Doctor Manette’s, Madame Defarge’s, and Sydney Carton’s. We argue that Dickens describes 
the individual traumatic experience not because he wants melodramatic effects, but because he attempts to 
delve into it in order to find the causes of French Revolution. Also, Dickens makes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 experience of trauma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 Through the analysis of Dickens’s 
attempt, we can acknowledge that the mega political event could be originated from severe individual 
traumas when they are not treated properly. We cannot find the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revolutionary 
crash, but we can appreciate Sydney Carton’s vision of the community of “perennial mourning” as a 
possible treatment of individual and communal traum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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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건은 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폭발력을 응축

해왔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이후에 뒤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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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원인을 찾는 일은 일련의 과정을 섬세하게 되짚어보면서 작은 사건들의 

연쇄적 흐름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과 같다. 연쇄적 흐름의 지도는 굵은 직선으로 

그려지지 않고 희미한 힘이 수많은 힘들과 합류하여 강해지고 다시 흘러가다 또 

다른 지류들을 만나 거대해지고, 다시 다른 굵은 힘의 흐름을 만나면서 순간적 

폭발력을 발휘하는 복잡한 그림으로 표현될 것이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

하는 소설작품도 이런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소설작품이기 

때문에 중심 서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작은 사건들을 개연성과 재미

의 원칙에 따라 배열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점이 역사서와 다를 뿐이다. 소설은 

다양체로서 사건 전체를 재현하려 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흥미로운 서사로 사건

의 핵심을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허구적 인물들의 활약을 통해 흥미로운 서사로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배

달한다.

  두 도시 이야기의 서사는 프랑스혁명이라는 격변기를 다루는 역사소설에 사

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인물의 일화가 가미된 멜로드라마

의 혼합 구조이다. 이런 서사구조는 루카치(Gyorgy Lukacs)와 같은 마르크스주

의 역사소설 비평가에게 서양근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 중 하나인 프랑스

혁명을 “낭만적 배경이 되게 하고,” “시대의 격랑을 인간-도덕적 성격을 드러내

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292). 혁명이라는 극한적인 정치적 격

변을 서사화하면서 개인의 고통, 사랑, 희생을 부각시키는 서사가 루카치에게 낭

만적으로 보였을 게 당연하고, “쁘띠 부르주와적인 인본주의와 이상주의”라는 

멸칭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을 듯하다(Lukacs 292). 하지만 루카치

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벗고 작품의 서사를 평가하면 디킨즈의 시도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을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로 치환했다는 비난이 부당해 

보인다. 특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프랑스혁명

의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더욱이 그러해 보인다. 그래서 퍼거슨(Frances 

Ferguson)은 디킨스가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윤리에 희생시켰다

기보다는 차라리 그가 새롭게 발견한 둘 사이의 비범한 결합과 씨름했다”고 주

장한다(52). 퍼거슨의 관점은 루카치의 주장을 극단의 관점으로 보고 디킨즈가 

사회적, 정치적 사건을 낭만적 서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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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윤리와 긴밀하게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서

사로 표현해 보려고 분투했다고 보는 입장이다1. 나는 퍼거슨의 주장을 수용하면

서 디킨즈가 이 작품을 통해 씨름하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주체성과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의 지배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이 당한 극한의 고통이 적절한 방

식으로 통제되거나 해소되지 못했을 때 개인적 이상행동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증폭되어 집단적인 고통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격변을 일으키는 사건이 

된다는 점임을 분석할 것이다. 퍼거슨에 앞서 허터(Albert D. Hutter)도 이 소설

이 심리적 차원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을 결합시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소설에 재현되는 사건이 “때때로 정치적인 것과 완벽하게 결합되

어 같은 사건이 개인적 복수, 부친살해, 국왕살해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기술한

다(451). 나는 허터의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국가적 사건의 결합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심리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그의 분석과 달

리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결과적으로 디킨즈는 강렬한 역사적 

사건의 기원을 개인의 깊은 심리적 상처에서부터 찾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치

유되지 않고 방치되어 고통을 안고 지내야만 하는 다른 개인들과의 연대가 형성

될 때, 역사적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통찰을 이 소설을 통해 서사화한다

고 나는 주장할 것이다. 

II. 상처 받은 개인들

  캐루쓰(Cathy Caruth)는 트라우마를 설명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

들은 자신 안에 불가능한 역사를 간직하거나, 자신이 완벽히 소유할 수 없는 역

사의 증상이 된다”고 주장한다(5). 그녀의 주장은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

  1 프랑스혁명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 보는 입장과 달리 혁명참가자 개인의 결합된 행동

을 포함시켜 보려한 시도는 칼라일(Thomas Carlyle)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칼라일의 역사기술

에 대해 루드(George Rudé)는 “칼라일이 당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구성에 저항하고 혁명 군중

을 ‘형체가 없는 추상이나 선이나 악의 구현’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바라본 유일한 영국 역

사가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orensen 13,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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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트라우마를 설명하지 않고 그것의 역사성과 강렬함을 강조한다. 그녀는 트라

우마가 “무의식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증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무의식의 

상징체계의 일부로 수용되지 않고 자체의 ‘직접성’(literality)을 유지하는 충격적

인 사건의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설명한다(Caruth 5). 트라

우마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경험자가 경험 당시에는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거

나 망각하지만, 뒤늦게 반복적인 꿈을 통하거나 사건과 연관성을 지닌 대상을 통

해 일정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 경험자가 그것을 파악하거

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이 발생하는 트마우마적 사건의 힘에 대

해 캐루쓰는 “트라우마의 역사적 힘은 단순히 경험이 망각 후에 반복된다는 점

이 아니라, 그것이 내재적인 망각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애초에 경험이 

된다는 점이다”(“The historical power of the trauma is not just that the 

experience is repeated after its forgetting, but that it is only in and 

through its inherent forgetting that it is first experienced at all” 8)라고 덧

붙여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뒤늦게 반복적으

로 경험하는 사건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고

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트라우마는 “반복적이고 고통스런 사건의 체험

이면서 또한 그 장소로부터 지속적인 떠남이다”(Caruth 10). 트마우마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하면서 개인은 자신

을 사로잡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사건의 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

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대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디킨즈

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재현하는 트라우마 증상은 놀랍게도 현대적 설명과 상

당한 정도로 일치한다. 디킨즈는 작품의 서사를 강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인

물들을 중심으로 전개시킨다. 가장 현저하게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인물이 닥터 

마네트(Dr. Alexandre Manette)이다. 무자비한 사건에 비자발적으로 연루되었

다가 바스티유(La Bastille)에 끌려가 독방에서 18 년간의 감금생활을 하고 난 

뒤, 아무것도 그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게 되었다. 캐루쓰의 말처럼 그는 “망각 내

에서 망각을 통해서”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다. 감금생활은 그에게 이해할 수 없

는 트라우마로 남아 커다란 공백을 형성하게 되었다. 감금생활에서 풀려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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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 사람이 보일만한 강박행동을 반복한다. 그를 만나기 

위해 딸 루씨(Lucie Manette)와 로리(Jarvis Lorry)가 방문했을 때,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드파르지(Defarge)의 다락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로 신발 만드는 일만 

하면서 지내는 닥터 마네트는 정신적으로 독방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다.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105번, 북쪽 탑”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두 도시 이야기 43, 이후는 페이지만 

표시함). 닥터 마네트는 영국으로 건너와 딸과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아 가지

만 딸과 다네(Charles Darnay)가 결혼식을 올린 뒤, 그가 다시 강박적으로 신발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듣게 된

다. 로리가 가상의 친구의 증상에 대해 구하는 자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마네트는 

그가 경험하는 증상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닥터 마네트가 대답했다. “나는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이 생각과 기억이 강력하고 비

상하게 쟁생되는 것이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믿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

의 강력한 연상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공포가 존재했고 연상들은 특정한 환경, 또는 특정한 경우에 떠오르는 것이지

요. 그가 대비하려고 하는 일은 헛수고예요. 아마도 대비하려는 수고 때문에 그것

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I believe,” returned Doctor Manette, “that there had been a strong and 

extraordinary revival of the train of thought and remembrance that was the 

first cause of the malady. Some intense associations of a most distressing 

nature were vividly recalled, I think. It is probable that there had long been 

a dread lurking in his mind; that those associations would be recalled—s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say, on a particular occasion. He tried to 

prepare himself in vain; perhaps the effort to prepare himself made him less 

able to bear it.” (194)

닥터 마네트의 진단은 현대 정신분석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공포’의 경험

이 ‘특정한 환경’에서 연상 작용을 일으켜 개인의 정신을 사로잡고 무기력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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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는 증상을 그가 앓고 있다. 

  이런 증상이 찾아올 때면 닥터 마네트는 신발 만드는 일에 집착하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닥터 마네트의 입을 통해 제시된다. 신발을 

만드는 행위는 “두뇌의 당혹감을 손가락의 당혹감으로 대체하고,” “좀 더 숙달이 

되어서는 손재주로 정신적 고문의 책략을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마네트가 설명

한다(196).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육체적인 작업을 통하여 대체하는 방

식으로 공포에 맞선다는 설명이다. 결국 상처에 사로잡혀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

버리는 상태를 자신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벗어

나려 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발을 만드는 작업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과정에는 작업을 통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환상이 개입하는 

것이다. 닥터 마네트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때 보이는 행동이 자신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라는 사실은 닥터 마네트가 파리에서 사위 

다네를 구하기 위해 주도권을 갖고 활동하다가 결국 자신이 독방에서 기록한 편

지로 인해 자신이 사위를 고발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애타게 신발 제

조도구를 찾는 장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화한다. 그는 주도성(agency)을 잃고 

생활하다가 파리에서 딸과, 손녀, 사위의 안위가 그의 손에 놓였을 때, 사건을 해

결하는 주체로서 다시 자기의 주도성을 되찾았다. 그 때 그의 모습에는 활력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사태가 그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딸과 처음 조우했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닥터 마네트가 “그 신발을 오

늘밤까지 끝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말까?”라고 말하는 대목에

서 그가 신발제작을 닥쳐올 비극을 막는 자기의 대응방법으로 생각한다는 사실

이 명확해진다(328). 이 과정을 통해 볼 때,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개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한 뒤, 무기력을 잊게 해줄 대체 활동

을 통하여 자신의 주도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포를 대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닥터 마네트는 신발 만들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기 삶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

고, 그를 무기력하게 만든 힘에 대한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이다.

  닥터 마네트와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인물로는 마담 드파르지(Madame 

Defarge)가 있다. 이 소설의 서사구조 면에서 두 인물은 대립하는 인물들로 보

이지만 사실 둘은 같은 사건에 관계되어 있고, 그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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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상을 겪는다. 그러므로 두 인물은 같은 사건이 초래한 트라우마를 안고 시

간을 보냈으며, 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다시 조우하게 된 것이다. 마담 

드파르지는 닥터 마네트가 목격한 사건의 증인이고 그에 더해 피해자들의 가족

이다. 그녀의 경험은 이해의 범주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충격적인 경험으로서 트

라우마 경험과 일치한다. 어린아이였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언니, 아버지, 오빠가 

죽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은 그녀의 이해의 범주 내에 기억으로 온전히 

자리하지 못했을 것이고 수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경험했을 터이다. 디킨즈는 그녀가 이 사건을 간직

하고 성장한 과정이나,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지는 구체적으로 보

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냉혹함과 잔인성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

고 복수심으로 치환한 결과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담 드파르지가 트라우마 경험의 고통에 대처해온 방식도 닥터 마네트의 방

식과 유사하다. 닥터 마네트가 신발을 만들면서 정신의 불안을 손가락의 불안으

로 대체했던 것처럼 그녀는 뜨개질을 통해 대체했다. 그녀가 뜨개질하는 모습을 

복수심의 상징으로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자신의 고통을 

신체행동을 통해 조절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그녀와 닥터 마네트에게 손가

락을 움직이며 신발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는 행위는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자신들의 주도성과 통제력을 활용하여 극복

한다는 환상을 유지시키는 행동이다. 닥터 마네트에게 신발제조가 프로이드가 

관찰한 손자의 포르트/다(Fort/Da) 놀이처럼 환상의 대체물을 통해 주체의 통제

력을 확인하려는 행위라면, 마담 드파르지에게 뜨개질 또한 복수할 대상들의 이

름을 수놓아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처벌한다는 환상을 전개시키는 행위이다. 이

런 점에서 두 사람의 트라우마 경험에 대처하는 방식은 최종 목적은 다르지만 자

기통제를 벗어난 사건에 대한 주체의 통제력을 회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

다. 이렇게 이 소설의 서사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한 쌍의 인물을 배치하고 

이 증상이 치유되지 않을 때 어떤 폭발력을 보이는지를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

적 사건을 배경으로 전개시킨다. 

  마담 드파르지처럼 비인간적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개인들의 예는 이 소설에 

구체적인 사건들로 삽입되었다. 그 중 하나가 에브레몽드 후작이 자신의 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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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려죽은 아이와 그의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다. 그가 아이 아버지에게 돈을 던지

면서 주의하지 않는 평민들을 야단치는 대목에서 당시 귀족들의 폭정을 볼 수 있

고, 그 폭정 아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마차에 치여 

즉사한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들은 분노나 위협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

는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후작을 바라보았다. 그를 바라보는 많은 눈들에는 경계와 열의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적대나 분노가 없었다. 사람들은 아

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 비명 이후로 그들은 침묵하였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

했다. 말을 했던 순종적인 남자의 목소리는 극도로 굴종을 표하며 생기 없고, 순했

다. 후작은 그들이 구멍에서 나온 쥐떼나 되는 듯, 모두를 둘러보았다.

The people closed round, and looked at Monsieur the Marquis. There was 

nothing revealed by the many eyes that looked at him but watchfulness and 

eagerness; there was no visible menacing or anger. Neither did the people 

say anything; after the first cry, they had been silent, and they remained so. 

The voice of the submissive man who had spoken, was flat and tame in its 

extreme submission. Monsieur the Marquis ran his eyes over them all, as if 

they had been mere rats come out of their holes. (106)

시골 영지를 지배하는 귀족의 행패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분노나 적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굴종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의 치욕과 굴욕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들

은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 인

간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 장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후작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담 드파르지이다.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고통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고,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간

직하며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

람들이 트라우마적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환상은 거대한 복수뿐일 것이다.

  트라우마 경험에 사로잡힌 또 다른 주요등장인물은 카튼(Sydney Carton)이다. 

카튼의 과거에 대해서는 서사 속에서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행

동과 몇몇 대화에 자세한 관심을 쏟으면 그의 삶의 단면이 드러난다. 우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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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가 유망한 법학도였다. 어쩌면 스트라이버(Stryver)보다 훨씬 유능한 변호사

가 될 수 있었던 카튼은 어머니의 이른 사망과 청소년기에 아버지마저 잃게 된 경

험 때문에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한 인물이다. 일찍 부모를 잃었던 경험이 애도과

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우울(Melancholia)에 빠지게 만든 경우로 볼 수 있

다. 프로이드는 우울을 설명하면서 애도(Mourning)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는 사

실을 먼저 밝힌다. 하지만 우울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상실의 요소가 전혀 없는 

애도와는 대조적으로, 의식으로부터 침잠한 대상-상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고 프로이트는 설명한다(245). 그는 상실의 고통이 의식적 과정을 통해 극복하는 

애도와는 달리 우울은 고통을 의식적 차원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무의식의 체계로 

침잠하는 면을 차이로 강조하고 있다. 대상을 상실한 자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나르시시즘적 일체화를 통해 자신 안에 간직하게 된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양가

적 감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자기화를 통해 수용한 대상에 대한 증오감을 “학대

하기,” “비하하기”를 통하여 대상이 고통 받게 만들고 그 고통을 통해 자아는 

“가학적 만족”을 얻는다고 덧붙여 설명한다(251). 애정의 대상을 잃고 우울에 빠

진 개인이 자기 학대를 하게 되는 과정과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 

  카튼이 다네를 구한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다네에게 루씨 같은 여성의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는 느낌이 어떠냐고 질문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우울을 겪고 있

는 카튼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80). 다네의 더블로 그려지는 카튼은 다네가 

그가 “쫓겨나 버린 곳,” 그가 “어쩌면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곳”을 보여주기 때문

에 그를 도왔다고 자문자답하는 대목에서는 그가 잃어버린 대상을 짐작하게 해준

다(81). 그가 잃어버린 대상은 루씨 같은 여인의 사랑이고, 그것은 곧 어릴 때 잃

은 어머니이다. 우울의 기제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적용하면, 카튼은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를 일찍 잃고 상실의 대상을 자기화하여 애증의 대상으로 삼고 있

다. 이 대목에서 자기가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자기비하에 빠지고 자신

을 가학하는 방법으로 삶을 방치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는 

“능력과 선한 감정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자립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위에 비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포기한” 채로 살아간다(87). 카튼에

게 상실의 고통은 트라우마가 되어 그의 삶을 갉아 먹고, 삶의 의지를 소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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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도 자신의 주도성을 잃고 트라우마의 힘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점에

서 다른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등장인물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III. 트라우마 공동체

  롭(Dori Laub)은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하는 생존자가 그를 사로잡는 상처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존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생존해야 할뿐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63). 그리고서 그는 “생존자는 자

신의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매장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첨가한다(64). 사건

에 대해 침묵할 경우 생존자는 “왜곡된 기억”의 “피해자”가 되어 트라우마 “독

재”의 지속을 경험하고, 왜곡은 더욱 심해져 “생존자의 일상을 침범하고 오염”시

키는 경험까지 겪게 된다(64). 트라우마의 “독재”는 한 개인을 사로잡아서 결국 

개인성 자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진실한 청자에게 말하는 행위는 생존자가 자신

의 개인성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상처받은 개인들은 진실한 청자와 공

동체를 이루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기도 

한다. 에릭슨(Kai Erickson)은 “공유된 트라우마는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배경

이 그러는 것처럼 공동체의 원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186). 그는 

그러한 공동체에는 “영적 유대감”이나 “일체감” 같은 것이 작동할 수 있다는 설

명이 덧붙여진다(186). 두 도시 이야기의 상처받은 개인들도 개인성의 소멸을 

경험하기도 하고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자기 긍정과 삶의 목표를 발

견하기도 한다.

  닥터 마네트의 경우는 자신이 “105번, 북쪽 탑”이라고 대답하던 자아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딸 루씨의 돌봄을 받으며, 커다란 틈으로 

남아 있는 트라우마 사건이 지속적으로 그의 자아를 사로잡을 때마다 딸의 이해

와 헌신으로 그것의 힘을 억누르며 생활하고, 딸과, 사위, 손녀가 함께 이루는 가

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주체로서 회복해 나간

다. 특히, 다네가 혁명세력에 의해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릴 때, 닥터 마네트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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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력에게 존경받는 인사로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네를 구명하는 데 성

공한다. 그는 “그의 고통이 힘이고 권력”이 되는 경험을 하고, “사랑스런 딸이 

[그가] 자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그 또한 “그녀가 그녀의 가장 

사랑스런 부분을 자신에게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260). 트라우마가 긍정적인 힘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

를 작동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대면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신발 제조도구를 찾던 

무기력한 그가 혁명세력의 “선두와 향도를 맡아, 다른 사람들이 약자로서 강자인 

그를 믿도록 요구하였다”(261). 다네가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그는 루씨에

게 “약해지지 말아야 해”라고 말하고 “내가 그를 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대

목에서는 더 이상 닥터 마네가 트라우마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276).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진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어, 그가 

사위와 그의 아내, 그들의 자녀까지 저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다시 트라우

마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감금의 상태로 빠져들고 만다. 결국 닥터 마네트의 경우

에서 주위의 돌봄과 노력으로 트라우마의 힘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벗어

나기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닥터 마네트와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며 트라우마를 경험한 마담 드파르지가 

정신적인 충격에 대응하는 경로는 닥터 마네트의 경우와 약간 방향이 다르게 진

행된다. 마담 드파르지는 “어릴 적부터 어둡게 짓누르던 억울한 심정에 휩싸이고 

특정 계급에 대한 강한 적개심 때문에 감정이 없는 호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트

라우마가 강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폭발했다(347). 디킨즈가 마담 드파르지의 

경우 “아무런 연민의 정이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그랬다”(347)고 

표현한 대목은 그녀가 가족의 죽음 이후에 애도의 과정에서 “상실을 부정하기 

위해” 그들을 자기 안에 일체화하면서 그 대상을 “이상적인 대상과 혐오의 대

상”으로 동시에 내재화했음을 말해준다(Roth 43). 그리고 그녀는 결국 자기 안

에 자리한 대상을 혐오하면서 자기혐오에 빠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억울한 마음을 키웠고, 부당하게 가족을 살해한 귀

족계급에 대한 혐오를 확대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연민마저 잃어버

리는 자기혐오로까지 이어졌다. 혁명의 힘의 원천에는 마담 드파르지와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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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프랑스 평민들이 귀족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똬리

를 틀고 있고, 이 힘이 귀족계급에 대한 혐오와 무기력한 자신들에 대한 혐오로 

자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담 드파르지의 경험과 에브라몽드 후작에게 아이를 잃은 아이 아버지의 경

험, 또는 죽은 남편의 매장지에 표지석이라도 세울 수 있게 도움을 구하다가 무

시당한 여인의 예에서 우리는 구체제의 평민들이 저마다 가슴에 쓰린 상처를 안

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위계질서의 하부를 차지하는 존재로 인식될 

뿐이지 독립된 주체적 개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는 닥터 마네트가 자신을 

“105번 북쪽 탑”으로 부르며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

다. 구체제의 평민들은 모두 자기 결정권과 주도성을 상실한 하등한 존재들일 뿐

이다. 닥터 마네트가 바스티유 독방에서 쓴 사건의 기록은 “트라우마적 기억”의 

증언으로서 두 도시 이야기의 요약본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

제 귀족의 폭정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평민들의 경험, 그들이 안고 있는 상

처와 그것의 폭발력을 표현하고 있다(Hutter 449). 드파르지의 오빠를 “미친 천

박한 개새끼”(310)라 부르며 그를 결투 상대인 신사처럼 칼로 찔러야 했던 상황

이 억울하기만 한 젊은 에브라몽드 후작의 태도에서 구체제 귀족들이 평민들을 

동등한 개체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죽어 가던 젊은이의 태도에서 

“억압당한 감정”이 “불꽃처럼 터지는” 광경을 처음 목격했다는 닥터 마네트의 

증언은 혁명의 전조를 보여준다(311). 서사의 초기에 서술자가 갑작스럽게 등장

하여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된다”고 말하며 누구

도 침범할 수 없는 타자성에 대해 숙고하는 대목에서 이 소설이 개인성과 그것을 

말살하는 힘을 형상화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16). 뒤 이은 사건들은 프랑스 구체

제 아래에서 개인성이 말살되고 그로 인한 상처를 간직한 개인들이 상호연민을 

바탕으로 트라우마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트라우마 경험

이 치유되는 과정이 없이 방치되었을 때,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

들어졌고 일정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혁명으로 폭발한 것이다. 

  디킨즈는 프랑스 혁명을 서사화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강조했다. 볼칸(Vamik 

D Volkan)이 “항구적 애도”(perennial mourning)의 사회적 차원을 설명하면서 

“애도에서 굴욕과, 무기력, 복합적 문제들과 연관된 거대한 상실을 뒤따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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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단 과정이 시작되면, 자신들의 생명을 차지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비

극을 초래하여 그들의 흔적을 역사에 남기게 된다”고 말한 대목을 이 소설은 정

확하게 서사화했다(109). 사회적인 폭력이 누적되어 더 이상 폭력 앞에 억눌린 

채로 살고 싶지 않던 백성이 지배권력에 대응폭력을 행사하면서 프랑스혁명이 

진행되었다는 수준의 설명보다 더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트라우마 공동체가 형

성되었던 사실을 서사로서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디킨즈는 서사 속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생존자들의 공동체가 사

용하는 대항적 폭력에 대해서도 무자비성을 부각시키며 거부감을 표출한다. 가

장 커다란 거부감의 원인은 귀족들의 폭력적 태도에서 이미 보았던 개인성의 말

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마커스(David D. Marcus)가 잘 표현한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인간성의 왜곡에 대한 복수의 형식이라면,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그런 인

간성의 왜곡의 연속이기도 하다”(27). 혁명세력의 비인간성과 인간성 왜곡의 대

표적인 예로 닥터 다네가 바스티유에 남긴 기록으로 사위를 고발하여 유죄판결

을 받게 만들었을 때 군중이 보인 반응을 들 수 있다. 재판장이 닥터 마네트는 

“딸을 과부로 그녀의 아이는 고아로 만듦으로써 당연히 성스러은 감정과 기쁨을 

느낄 것이다”고 말하자, 그곳에는 “격렬한 흥분, 애국적 열정만 있고, 한 점의 인

간적 동정도 없었다”(319). 그리고 누구보다 타인의 상처에 공감력을 보여야 할 

것 같은 마담 드파르지는 “그를 구원해 보시지, 의사 선생, 그를 구원해 봐!”라고 

말한다. 상처를 공유한 혁명세력은 복수심에 잡아먹힌 채,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능력을 상실했다. 혁명세력의 트라우마 공동체로서의 에너지

의 폭발이 상처의 고통을 치유하기보다 개인들을 삼켜버려 또 다른 괴물을 만들

어냈다면, 상처로부터의 치유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카튼의 경우를 디킨즈

가 치유와 구원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 같은” 카튼이 자신의 구원을 가

능하게 만들 대상으로 루씨를 발견했지만, 그에게는 그녀를 사로잡을 매력이 남

아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144). 루씨가 그녀의 아버지를 돌보며 만들

어가는 치유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그가 잃어버린 이상향으로 제시된다. 카튼

은 일찍 잃은 부모를 대신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루씨를(144) 애정의 대

상으로 이상화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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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했다. 자신이 직접 구성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상실의 대상으로 이상화한 루

씨의 가정을 그의 애도과정을 의미 있게 만드는 대상으로 디킨즈는 제시한다. 

“당신과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저는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내 생활이 

더 나아져서 희생할 기회나 능력을 담게 된다면, 나는 당신과 당신에게 소중한 사

람들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거예요. 고요한 시간이 되면, 당신의 마음속

에 나를 이 한 가지 점에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람으로 간직해 주세요. [...] 때때로 

당신 곁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삶을 버릴 수 있는 사

람을 생각해 주세요!” 

“If my career were of that better kind that there was any opportunity or 

capacity of sacrifice in it, I would embrace any sacrifice for you and for 

those dear to you. Try to hold me in your mind, at some quiet times, as 

ardent and sincere in this one thing. [...] think now and then that there is a 

man who would give his life, to keep a life you love beside you!” (147)

트라우마 경험을 간직하고 우울에 빠져 생활하던 카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

도적으로 희생하는 개인으로 변화했다. 그의 자기희생은 강력한 집단적 트라우

마의 힘이 통제불능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쓰는 폭력의 순간에 폭력을 피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선택으로 제시된다. 

  다네가 체포되어 감금되었을 때, 닥터 마네트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 권력으

로 변하여 사위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다시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로 빠져 버렸을 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기획하는 사람이 

카튼이다. 다네는 “어떤 개인적 영향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333)고서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길 말들을 적으면서도, 카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334). 하지만, 이 때 카튼은 그가 이상화하며 일

체화한 대상인 루씨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등장한다. 그의 처형 장면을 

설명하던 서술자는 “우주의 어머니의 두 자녀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철저히 분리

되고 달랐겠지만, 눈과 눈, 목소리와 목소리, 손과 손,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가

정을 바로잡고, 그녀의 가슴에서 쉬기 위해 어두운 도로에서 함께 만났다”라고 

진술한다(359). 카튼과 함께 처형당하는 여인의 관계를 손상된 가정을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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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희생하는 우주의 어머니의 자녀로 그려낸다. 통제를 벗어난 초월적인 폭력

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초월적인 희생만이 구원의 힘이 된다는 

의견을 디킨즈가 표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카튼의 희생에 대한 이 

해석은 조시(Priti Joshi)가 카튼의 변화를 민족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영국인으로 

재탄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조시는 카튼이 “음주, 여성화, 야

생성, 언어와 같은 ‘프랑스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담 드파르지에게 자신 

있게 자신이 영국인임을 밝히며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해, 미시적인 개인의 

변화를 거시적인 역사에 대한 초월적 해답으로 제시하는 사건을 민족관계의 우

열로만 축소해석하고 있다(82).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우수성은 차라리 마커스

가 말하는 것처럼 “사적 정체성의 가능성”이 있어 “개인성이 다차원적일 수 있

다”는 점에서 찾는 편이 나아 보인다(32). 카튼은 개인성의 변화를 경험하며 희

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영국인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체제의 구성물

로서 개인성을 상실한 프랑스인들보다 장점이 있다. 그리고 카튼은 복수의 폭력

성에 흡수되어버린 프랑스인 트라우마 공동체와는 다르게 자신의 트라우마 경험

을 바탕으로 개인으로서 희생을 결정하고, 그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애도하는 공

동체를 꿈꾼다. 

  소설의 결말에 카튼이 바라보는 미래의 전망 속에는 이 소설을 통해 디킨즈가 

제시하고 했던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항구적으로 애도”하는 공동체가 표

현된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후세대와 이후 세대의 마음속에, 내가 성소로 자리

한 모습을 본다. 그녀가 나이든 여인이 되어 오늘을 기념하며 눈물짓는 모습을 본

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생을 마감하고 그들의 마지막 세상의 안식처에 나란히 

누운 모습을 보고, 내가 두 사람의 영혼 속에서 누구보다도 영예롭고 성스럽게 여

겨졌다는 사실을 안다.” 

“I see that I hold a sanctuary in their hearts, and in the hearts of their 

descendants, generations hence. I see her, an old woman, weeping for me 

on the anniversary of this day. I see her and her husband, their course 

done, lying side by side in their last earthly bed, and I know that each was 

not more honoured and held sacred in the other’s soul, than I wa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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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 of both.” (361)

카튼은 또한 두 사람의 자녀 중 한 명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가 이루지 못

했던 것을 달성하는 모습을 전망하고, 그의 이름이 그 아이를 통해 널리 알려지

게 될 것까지를 내다본다. 이렇게 그의 희생은 “지속적인 애도”의 공동체를 통해 

후대로 이어지면서 혁명적 폭력을 낳은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전망은 디킨즈가 이 소설을 통해서 상처 입은 개인들을 치유하여 다시 프랑스 혁

명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의 바다에 사회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IV. 결 론 

  디킨즈는 두 도시 이야기에서 죽음과 죽음이 생존자에게 남기는 상처, 그리

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애도와 애도가 불가능한 환경을 거대한 역사적

인 사건과 연결시켜 서사화한다. 대표적인 예로, 에브라몽드 후작이 영지로 돌아

오는 길에 마주친 여인이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그녀가 간청하는 것은 “돌이나 나무 조각에 남편의 이름을 새겨서 그의 

위에 놓아 그가 누운 곳을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이다(112). 그녀는 자신이 죽

었을 때 남편의 묘지를 찾지 못해 곁에 함께 묻히지 못할까 걱정하며 후작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 하지만 그녀의 간청은 공허한 시도가 되고 만다. 이 사건은 사

소해 보일지 모르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종결을 위해 기념물을 세우는 의식까지

도 무시당하는 당대 프랑스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애도 과정에서 기념물은 

“때때로 불완전한 애도의 종결되지 않은 요소들을 외적으로 흡수하고 집단이 과

거 트라우마와 그것의 불쾌한 감정의 충격을 재경험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적응

하도록 돕는다(Volkan 105). 이런 이유로 죽은 남편이 누운 곳을 표시하는 기념

물은 생존자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현재를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하지만, 혁명전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의 상처를 헤아릴 아량과 여유

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허터가 말한 디킨즈의 정치 윤리를 표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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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소재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더 폭력적으로 착취하고 한 방향으로만 

왜곡하면, 반응도 더욱 폭력적이고 왜곡된다”는 정치 윤리를 구현하는 소재 말이

다(Hutter 457). 

  폭력적 착취를 경험한 혁명세력이 애도하는 개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더욱 폭력적이고 왜곡된” 반응을 읽을 수 있다. 마담 드파르지는 다네의 유죄가 

선고되던 재판정에서 닥터 마네트의 얼굴을 보지 않았냐는 남편의 말에 “그의 

얼굴이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의 얼굴일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찾았다”

고 대답한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타인의 얼굴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타자성의 표현이라고 했던 주장을 떠올리면, 마담 드파르지는 개

인들의 타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에브라몽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

리고 그녀가 루씨와, 그녀의 딸, 닥터 마네트를 기소하는 구실은 그들이 “다네를 

위해 슬퍼했기” 때문이다(Marcus 27). 마커스가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혁명 

체제에서 “기요틴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 자체가 사형죄”가 된다(28). 혁명세력

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마저 죄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구체제의 귀족들보다 

일면에서 더 잔혹한 모습을 보인다. 혁명적 폭력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억울

한 죽음에 대한 애도를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상처를 안고 생존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디킨즈는 서사화하고 있다.

  디킨즈는 결국 트라우마를 안고 무기력하게 생을 낭비하던 카튼이 그가 잃어

버린 대상의 대체 존재를 찾고 그 존재와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

녀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도성과 긍정성을 찾도록 하여 트마우마

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드라마를 전개시킨다. 그리고 그의 희생은 개인적인 차

원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숭고한 희생을 실천한 개인을 기억하는 “항구적 애

도” 공동체의 도래를 전망하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트라우마 공동체가 파국으

로 향하는 진로를 바꿀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해석은 이 소설이 역사적이

고, 사회적인 차원의 사건을 멜로드라마의 배경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에 대해, 

디킨즈는 좀 더 깊은 인간의 심리적 차원과 거대 역사의 상호영향 관계를 서사화

했다는 변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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