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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비평으로 읽는 곰 : 인간과 자연의 관계*1

김   미   나

(전주대학교)

Kim, Mina. “Ecocritical Reading of ‘The Bear’: Relations between Man and Natur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1-19. William Faulkner shows his interest in nature in “The 

Bear” and depicts Ike, the protagonist, as an ecologis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he wrote this 

story, renewed violence and oppression against black people along with unprecedented environmental 

destruction swept the United States. Responding to the social issues at hand, I think in the story, Faulkner 

expressed his views on the relations between man and nature, and between man and man based on 

ecocentric perspective. From the ecological point of view, all organisms are interrelated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ventually they are regarded as one in the circulation of life. Therefore, man cannot 

dominate nature let alone fellow man. In the story, Ike goes into the wilderness at ten to be a real hunter 

and he comes to understand and commune with nature under the guidance of Sam Fathers. After this, he 

finds his grandfather’s shameful sin, miscegenation and incest, and decides to repudiate the land, 

grandfather’s inheritance. He continues to think about the South stained by slavery and feels guilty about 

the racial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slaves. It is through the experience in the big woods that he 

realizes both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racial injustice come from egocentric thinking. He practices 

what he learned in the woods by repudiating the land and shows us how we recognize and respect the 

value of all beings. (Jeon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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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 남부의 대표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작품은 비평의 시

대적 경향에 따라 역사비평, 형식주의 비평, 텍스트 비평, 심리주의 비평, 신화비

평, 여성주의 비평, 그리고 생태비평 등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부의 역사와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연구하려

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포크너가 그의 고향 옥스퍼드(Oxford)를 기반으

로 한 가상의 세계, 요크나파토파 군(Yoknapatawpha County)을 창조하고 그곳

을 배경으로 작품 대부분을 썼기 때문이다. 숲속에서 사냥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

크(Ike, Issac McCaslin)의 이야기를 다룬 곰 (“The Bear”)에 대한 해석도 마

찬가지다. 포크너가 자신의 허구의 왕국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구체적 리얼리티

에 입각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금세기의 가

장 위대한 자연주의 작가 중 하나”(Millgate 123)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로렌

스 뷰엘(Lawrence Buell)을 비롯한 다수의 비평가들은 포크너에게 역사가 자연

을 압도한다며 환경은 기껏해야 부차적인 관심사로 치부한다. 그리고 곰 을 포

함한 �내려가라, 모세여�(Go Down, Moses)가 “환경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인

종에 관한 책으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14)고 판단한다.

곰 은 1942년에 발표된 �내려가라, 모세여�에 포함된 일곱 개의 이야기 중 

하나로서 포크너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품으로 거론되는 “황야의 로망스” 

(Irmscher 511)이다. 상당한 박물학자였던 포크너는 �내려가라, 모세여�에 황야

의 파괴와 숲의 고갈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그 근심을 19세기 말에 투사하여 

곰 의 어린 주인공 “아이크를 환경주의자”(Irmscher 513)로 만들었다. 

포크너가 이 작품을 쓴 20세기 초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시작된 전례 없는 

환경파괴가 대륙적 규모로 자행되던 시기였다. 중원과 대평원(Central and 

Great Plains)에서 몰수한 인디언 땅을 포함하여 6억 에이커가 넘는 목초지가 

소멸되거나 농지로 전환되고, 그 땅의 들소는 3천에서 500마리로 감소하였다. 

메인(Maine) 주의 마지막 회색늑대는 1860년에 총에 맞아 늑대들은 회색곰들처

럼 20세기 초에 미국 본토에서 거의 말살되었고, 다른 종들 또한 모두 사라졌다. 

3억 에이커의 오래된 원시림은 농경과 벌목사업을 위해 뉴잉글랜드(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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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에서 시작하여 남동부에 이르기까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모두 

베어졌다(Myers 3).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

에 대한 새로워진 폭력과 억압의 형태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재건시대

(1865-1877)가 끝나고 미국과 인디언 간의 전쟁 강도가 고조되었던 이 시기에 

인종 문제와 관련된 대학살1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백 명의 흑인들이 급속도로 

확산된 남부의 린치로 살해되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집단폭력에 더하여 유색인

종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까지 통제하는 법들도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토지청구법(The California Land Claims Act 1851)을 위시한 이들 

법안은 모두 북미 원주민을 비롯하여 라틴계, 아프리카계, 중국계 미국인들의 토

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이동의 자유를 축소하였다(Myers 2-3).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이 거대한 환경파괴와 만연한 인종억압

은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유색인종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 시기의 작가들 또한 

이에 대항해 글을 썼다. 남부 토박이로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땅에 대한 음울

한 사랑”을 지니고 “부재지주와 상인들의 탐욕으로 그가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

지 않을까 두려워했던”(Cowley xxv-xxvi) 포크너 역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

다. 그가 �팔월의 빛�(Light in August)의 돈(Doane) 제재소 묘사에서 미국 심남

부의 목재산업의 단계를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미시시피(Mississippi) 전역의 

원시림은 1880년에서 1930년까지 불과 50년 만에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Prewitt 200). 

필자는 이제 포크너가 동시대의 이 두 가지 현안, 인종억압과 환경파괴의 문

제를 작품 곰 속에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비평들이 

대부분 이 작품의 주제가 환경인지 인종 문제인지를 두고 이분법적 관점에서 논

하였다면, 본 논문은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아이크 인식의 확대로 두 주제가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타 인종에 

  1 일부 예를 들자면, 1868년 루이지애나(Louisiana) 주 오펠루사스(Opelousas)에서 흑인 200명 

살해, 1870년 몬타나(Montana) 주에서 연방군대에 의해 170명의 파이간(Piegan) 인디언 학살, 

1873년 콜팍스(Colfax)에서 남부 백인들이 100여명의 흑인 살해, 1885년 와이오밍(Wyoming) 주에

서 백인 군중이 28명의 중국 광부 살해,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에서 연방군대가 300명의 라

코타(Lokota) 인디언을 학살한 사건 등이 있다(Myer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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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핍박과 자연의 파괴는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자기중심적 배타성과 우월감

이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아이크가 숲속에

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배우는 가치와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황야에서 깨

우친 그 진리가 어떻게 인간에 대한 도덕적 성찰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

이다. 결론에서는 아이크의 생태적 인식과 도덕적 성찰을 통해 포크너가 제시하

고 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II

2.1 인간과 자연의 관계

곰 이야기의 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배경은 자연 세계를 상징하는 숲과 인

간의 문명사회를 상징하는 맥카슬린의 대농장이다. 전체 5장 중 맥카슬린 농장

에서 아이크가 조상의 부도덕한 비행을 알고 유산을 포기하는 4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3, 5장은 숲을 배경으로 한 올드 벤(Old Ben) 곰 사냥 이야기이며 아

이크가 황야를 접하는 이야기의 기록이다.  

아이크가 10살이 되던 해 11월, 그는 손꼽아 기다리던 사냥꾼의 일원이 되어 

사촌형 맥카슬린과 드 스페인 소령(Major de Spain), 컴슨 장군(General 

Compson) 일행과 함께 삼림지대 빅바텀(Big Bottom)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스

승 샘 파더스(Sam Fathers)의 인도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

는 끝없이 늘어선 높다란 장벽 같은 울창하고 어두컴컴한 숲에 들어선 순간, 그

는 “자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148)2. 아이크의 뇌리에 

각인된 숲은 “기록된 그 어떤 문서보다도 더 크고 오래된”(145) 곳으로, 문명사

회의 인위적인 계급이나 규범 이전의 자연스러운 원시적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탐욕과 문명사회의 침입으로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2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텍스트는 Go Down, Moses (New York: Penguin Books, 1980)의 “The 

Bear”로,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속에 면수만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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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 . . 황야라는 이유로 그 땅은 이미 쟁기와 도끼를 든 두려움에 찬 인간들에 의해 

변방부터 끊임없이 야금야금 뜯어먹히고 있었다. 그 땅에서 늙은 곰은 이름을 얻었

지만, 정작 그 땅의 무수한 인간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고, . . . 그 커다란 

황야를 마치 졸고 있는 코끼리의 발목 높이밖에 오지 않는 피그미 족 같은 작고 보

잘것없는 인간들이 몰려와 혐오와 두려움에 찬 분노로 그 황야를 마구 베어내었다. 

. . . that doomed wilderness whose edges were being constantly and punily 

gnawed at by men with ploughs and axes who feared it was wilderness, 

men myriad and nameless even to one another in the land where the old 

bear had earned a name, . . . which the little puny humans swarmed and 

hacked at in a fury of abhorrence and fear like pygmies about the ankles of 

a drowsing elephant. (147)

포크너는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점점 파괴되어 가는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될 순

수한 자연의 세계를 곰 사냥과 샘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남부 문화에서 사냥의 전통은 오랜 세월 뿌리 깊은 것으로, 가정에서 부

양자의 역할을 확인시키거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인종

과 계급의 차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포크너 자신도 어릴 때부터 사

냥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단지 그 때문에 포

크너가 이 작품에서 환경문제를 극화하는 수단으로 사냥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뷰엘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조직적인 환경보호주의가 출현한 이래, 상업이나 필

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의 선봉이

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대중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들 조직이나 잡지를 통하여 사냥과 낚시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지

는 것이 의미 있는 문화적 또는 문학적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고 설명한다(12).

사냥은 일견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생물학자 랜덜 이

튼(Randall L. Eaton)은 오히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친밀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

는 활동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 자연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깊이 깨우치게 한

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냥하는 것은 자연과의 극단적 합일성을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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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 . 사냥꾼은 동일시의 경지까지 그의 포획물을 흉내내며 . . . 사냥은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더 깊고 심오하게 인간을 대지에 연결시킨다”(신명아 15

에서 재인용). 사냥을 통한 자연과의 일체감은 아이크가 처음으로 수사슴을 사냥

했을 때, 샘이 그의 얼굴에 사슴의 뜨거운 피로 표지를 그리며 입문식을 완성하

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은 그가 성인으로 이행하고 다른 사냥꾼들 사

이에 자리할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피로써 죽은 사냥감과 동일시하

면서 자연과의 더 밀접한 관계가 허용되는 자연으로의 입문식이기도 하다.  

아이크가 들어간 숲의 세계는 “백인도 흑인도 인디언도 아닌 . . . 견뎌내려는 

의지와 용기, 살아남기 위한 겸손과 기술을 가진 사냥꾼들”(145)만이 존재하는 

자연의 공간으로, 백인 소유주와 흑인 노예의 인위적인 계급 관계에 의해 유지되

는 농장과는 대조적인 곳이다. 즉, 포크너는 원시적 질서가 지배하는 숲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이 만든 인종의 구분이나 서열 구조가 그 의미를 상실

하게 된다고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빗 에반즈(David Evans)는 사냥이 봉

건사회의 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궁중의 질서와 규율을 보여주는 의식이라

고 주장하며, 드 스페인 소령이 이끄는 사냥꾼들의 모임이 인위적인 사회의 축소

판이며 “궁중의 대체물”이라고 간주한다. 그 이유로 그는 이 사냥꾼들의 모임은 

“형제애로 모인 익명의 집단”이라기보다는 궁중의 의식처럼 드 스페인 소령과 

컴슨 장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이 모임의 

정점에는 작위 있는 귀족처럼 드 스페인 소령과 컴슨 장군이 있고, 그 아래로 월

터 에월(Walter Ewell), 맥카슬린(McCaslin Edmonds), 아이크가 중간 계층을 

이루고, 맨 아래 계층에는 분(Boon), 애쉬 영감(Uncle Ash), 테니(Tennie)의 아

들 짐(Jim)이 있는 철저한 위계적 집단이라는 것이다(187-88). 인디언 혼혈인 

분의 미덕으로 “드 스페인 소령과 맥카슬린에 대한 절대적이고 의심 없는 충성

심”(196)을 들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데이빗은 숲속에서 엄격한 

계급의 체계가 멈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사회적 질서에 의해 자연 세계가 

조직된다고 주장한다(187-88). 이런 회의적인 시각처럼 포크너의 숲과 사냥에 

문명사회의 인위적 질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

품에서 극화된 진정한 의미의 사냥이 흑인과 인디언의 혼혈인 샘 파더스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샘은 일 년의 대부분을 문명사회에서 보내다가 2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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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만 숲속 캠프에 머물며 문명사회의 질서를 황야에 그대로 옮겨놓는 마

을의 사냥꾼들과는 달리, 실제로 숲속에 거주하며 전통적인 사냥의 의미를 몸소 

체현하는 최고의 사냥꾼이다. 특히 샘의 교육을 통해 주인공 아이크가 숲의 세계

에서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 포크너가 의도하는 

작품의 핵심적 의미라고 볼 때, 샘과 아이크가 구현하는 사냥과 황야의 질서가 

이 작품의 기조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샘 파더스는 치카소(Chickasaw)3 추장인 이케모튜브(Ikkemotubbe)의 아들

로, 아이크가 8살 때부터 거의 대리부(surrogate father)로서 그에게 옛 방식에 

따라 품위있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다. 샘은 남부 백인들의 오염된 지역을 떠나 

원주민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그래서 포크너

는 자연 속에서 올드 벤과 밀접하게 살고 있는 샘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숲에 

대해 더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자연과 소통하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샘은 

탐욕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들의 친자연적인 삶의 이야기를 문명

사회의 규범이 존재하기 이전의 오래된 황야, 의지와 겸손과 생존하는 기술을 가

진 사냥꾼들, 황야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벌이는 동물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관

한 이야기를 통해 아이크에게 전달한다. 또한 숲의 정령과 연결된 자신의 관계를 

아이크에게 넘겨주며, 사냥꾼들에게 옛 야생의 삶의 “환영이며, 전형이고 신격

화”(147)된 올드 벤과 아이크가 대면하도록 준비시킨다. 

아이크는 샘의 지도하에 서서히 숲에 밝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나침판이나 지

도 없이 하늘과 식물만을 이용하여 길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치카소 족 인디언 

선조들의 사냥법에 따라 홀로 수사슴을 잡는다. 마침내 아이크는 올드 벤을 대면

하기 위해 샘의 충고에 따라 문명의 이기인 총을 버려두고 숲으로 들어간다. 그

것은 원시림을 대변하며 대자연 그 자체인 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요조

건이었다. 아이크가 이렇게 스스로의 의지로 총을 단념하는 것은 자연과의 대면

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오

  
3

치카소 족은 미국 동남부의 삼림지대, 즉 미시시피, 알라바마(Alabama)와 테네시(Tennessee)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인디언 부족을 말한다. 백인 정착자들이 그들의 영토를 잠식하면서, 1832

년 미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토를 팔고 오클라호마(Oklahoma)의 인디언 특별 보호구

(Indian Territory)로 이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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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존재임을 깨닫고 문명의 산물인 시계와 나침반마저 포기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올드 벤과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곰을 보았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타난 것이 아

니었다. 그냥 거기, 미동도 없이 바람 한 점 없는 정오의 뜨거운 빛이 만든 얼룩진 

풀숲에 붙박여 있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은 컸다. 햇살로 얼룩덜룩한 어둠 속에 있어서 더욱 거대하고 무한해 보이는 그놈

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Then he saw the bear. It did not emerge, appear: it was just there, 

immobile, fixed in the green and windless noon’s hot dappling, not as big as 

he had dreamed it but as big as he had expected, bigger, dimensionless 

against the dappled obscurity, looking at him. (159)

샘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순수한 자연의 상태에 이른 아이크는 

드디어 대자연 그 자체인 전설의 곰을 대면하고 직관적으로 자연의 본질을 깨닫

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모습을 드러낸 올드 벤은 잠시 아이크를 지켜

본 후 서두르지 않고 황야 속으로 가라앉듯 사라진다. 이것은 빅 바텀 숲이 올드 

벤 자신의 거주지이고 자신이 그 주인으로서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

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올드 벤은 “인간 남자도 마다하지 않을”(175)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고 울부

짖는 소리마저 “히스테리나 비애에 잠긴 인간의 목소리”(150) 같다. 포크너는 특

히 샘을 통하여 올드 벤이 사람처럼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묘사한다. 샘은 올드 

벤이 사냥터에 나타나 어린 곰들에게 경고하여 대피시키고, 새로 온 사냥꾼이 어

떠한지 탐색하는 것이 꼭 사람 같다고 말한다. 샘이 올드 벤을 사람처럼 대하는 

이런 태도는 환경 철학자 베어드 캘리콧(J. Baird Callicott)이 설명하는 미국 원

주민들의 물활론적인 신념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전형적인 전통적 인디언의 태도는 환경의 모든 요소를 정령이 깃든 것으로 파악하

는 것이다. 환경의 모든 요소들은 인간 못지않게 강렬하고 완벽한 의식, 이성, 의지

를 가졌으며, 따라서 대지, 하늘, 바람, 바위, 강, 나무, 벌레, 새 그리고 모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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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온전한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고 믿어졌다. (개러드 

181) 

캘리콧은 인디언의 이런 태도가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여 생태계에 최소한의 영

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포크너 또한 곰을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의인화함으로

써, 우리 인간이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대등하게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생태주의적 의식을 나

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올드 벤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암시는 작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자

연의 대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주의자들의 도래로 숲

은 서서히 침식되고 올드 벤의 동료들은 내쫓겨졌다. 느리지만 계속되는 숲의 변

화는 드 스페인 대령이 목재회사에 팔아넘긴 숲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면서 아이

크가 떠올리는 일화에도 나타난다. 처음 철로가 놓이고 아직 “열차가 해를 끼치

는 존재가 아니었던”(244) 시절에, 철로 위에서 놀던 반쯤 자란 곰이 요란한 기

차의 기적 소리에 놀라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 꼬박 서른여섯 시간이 넘게 내려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삼림벌채로 숲은 이제 “운이 다한 황야

(doomed wilderness)”(245)가 되었고, 놀이터를 잃은 아기곰처럼 올드 벤을 위

한 곳이 없게 되었다. 과거 숲속의 왕이었던 올드 벤은 이제 “이미 사라지고 없

는 시대로부터 잘못 타고난 시대착오적인 불굴의 존재”(147)로 영락하였다. 숲

이 파괴되는 것과 함께 올드 벤 역시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이다.

몸집이 거대한 사나운 들개 라이언(Lion)의 출현은 최종적인 국면이 시작되었

음을 알리고, 마침내 올드 벤은 라이언과 사투를 벌이다 분의 칼에 쓰러진다. 올

드 벤이 샘이나 아이크 또는 정교한 사냥술을 가진 사냥꾼이 아니라, 총을 제대

로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분과 잡종개 라이언의 손에 죽는 것은 일견 

아이러니로 보인다. 이 수수께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과의 연결 관계로 이해

할 수 있다. 라이언은 야생의 개로서 사냥꾼과 곰, 문명 세계와 황야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 보인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파괴를 일삼으

면서 자연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정상적인 소통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샘은 

이를 알고 자연의 화신인 거대한 곰에 접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반은 야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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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길들여진 개, 라이언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다면 라이언은 사냥꾼 무리와 

올드 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한 조각으로서 단순한 “비인간적

인 문명의 살해 도구”(Hunt 400)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백인과 인디언 혼혈인 분의 역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순하

게 보면 라이언과 연인 같은 관계를 형성한 분이 라이언을 구하고자 달려든 것이

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연과의 단절 때문이다. 샘과 아이크는 황야의 규범에 따

르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그는 “어린아이의 정신상태”(173)

를 갖고 있는 미숙한 인간으로 백인의 하수인이 되어, 샘과 달리 조상의 옛 전통

을 버리고 타락한 문명에 오염되어 살고 있다. 올드 벤의 마지막 사냥 전날, 포크

너는 위스키를 사러 아이크와 분을 문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멤피스

(Memphis)로 보냄으로써 두 종류의 삶에 대한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준다. 

라이언을 훈련시키며 올드 벤의 죽음을 준비했던 샘은 올드 벤과 함께 죽기를 

선택한다. 황야의 소멸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그 노인은 이제 더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자식도 종족도 하나 없는 늙고 지친 그 노인은 

“옛 조상들의 말로 중얼거리며”(186) 죽는다. 그러나 샘의 죽음이 자연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샘은 올드 벤과 라이언과 함께 숲속 낮은 언덕에 묻 

히고, 그들은 모두 땅으로 되돌아간다. 이년 후에 다시 찾아온 아이크는 자신이 

놓아두었던 음식과 담배는 물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무덤을 보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수한 다른 생명들로 바뀐다”(250)는 것을 깨닫는

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언과 샘은 죽은 것이 아니고 땅의 일부가 된 것으로, 인간

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이고 상호 순환적 관계에 있다는 생태주의

적 인식에 이른다. 

. . . 라이언의 죽음도 샘의 죽음도 없었으므로 그곳은 죽은 자들의 거처가 아니었

다. 그들은 땅속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자유로이 놓여 있으며,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무수한 조각들이지만 그 모

든 부분들은 흩어지지 않고, 나뭇잎에서 잔가지 그리고 티끌로, 공기와 태양과 비

에서 이슬과 밤으로, 도토리 나무와 잎에서 다시 도토리로, 어둠에서 새벽으로 다

시 어둠에서 새벽으로, 끊임없는 불변의 진행 과정에서 무수한 조각들이지만 하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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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ich was no abode of the dead because there was no death, not Lion 

and not Sam: not held fast in earth but free in earth and not in earth but of 

earth, myriad yet undiffused of every myriad part, leaf and twig and 

particle, air and sun and rain and dew and night, acorn oak and leaf and 

acorn again, dark and dawn and dark and dawn again in their immutable 

progression and, being myriad, one: . . . . (250-51)

    

올드 벤이 달리는 황야 대학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

은 아이크의 인식은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확대된다. 아이크가 

인간과 자연이 상호순환적 관계로서 하나의 생명체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자연 세계의 중심에 있던 인간을 탈중심화하여 자연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대

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생태주의적 관점”(Myers 9)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든 아니든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

야 한다는 이 관점은 4장에 나오는 조상의 역사 읽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비평가 헌트는 아이크가 황야에서 도덕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물려받

은 유산 속에 황야의 미덕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03).   

    

2.2 인간과 인간의 관계

샘과 올드 벤이 죽은 후, 이야기의 배경은 숲속에서 캐로더스 맥카슬린

(Carothers McCaslin)의 대농장으로 옮겨진다. 그곳은 야생의 황야와 대조적으

로 길들여진 땅으로서 아이크가 물려받았지만 “거부하고 포기할” 땅이다. 아이

크는 “불길한 전조처럼 들판 위에 웅크리고 있는”(194) 정사각형의 목조건물인 

농장의 보급소에서 할아버지 맥카슬린의 탐욕과 착취의 역사를 발견한다. 

에반스는 숲속과 농장이라는 대조적인 두 장소의 배경에 주목하고, 이 작품은 

장소의 문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건보다 장소, 특히 두 장소의 대립이 이야기

에 구조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또한 숲이 경작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숲이 

배경인 1~3장과 5장이, 보급소가 배경인 중심이 되는 긴 4장을 에워싸고 있어서 

이야기 형식 자체가 주제적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본다(180-81). 그래서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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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시시피 황야의 소멸”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존 매튜(John T. 

Matthews)의 표현보다는 황야가 이야기의 주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

하다고 본다. 나아가 곰 은 사실상 “미국 역사에서 변경지대의 의미”에 대한 포

크너의 고찰이라고 이해한다(181). 여기에 덧붙여 두 장소가 상징하고 있는 정신 

또는 가치를 상기한다면, 자연의 질서가 문명의 인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포

위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이크가 황야

에서 배운 자연의 질서를 농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고려한다면, 이야기의 형식

이 오히려 숲의 정신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아이크는 21살이 되어 맥카슬린 농장의 법정 상속인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유

산으로 물려준 농장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사촌 형 맥카슬린에게 밝힌다. 농장

의 보급소에 남겨진 장부에서 할아버지의 숨겨졌던 추악한 죄악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크의 아버지인 벅(Buck)과 쌍둥이 형제인 버디(Buddy)에 의해 쓰

여진 이 장부는 “백인들뿐 아니라 흑인들까지 포함된 그의 가문의 피와 살이 담

긴”(204) 가문의 역사로 출생과 사망, 노예 매매, 결혼 등등이 기록된 것이다. 여

기서 아이크는 흑인 여자 노예 유니스(Eunice)의 죽음과 할아버지가 해방 노예

의 아들에게 토지를 조금 남긴 사실에 의문을 갖고 있다가, 올드 벤이 죽은 16살 

때 마침내 진실을 추정하게 된다. 즉, 흑인 노예 유니스가 할아버지 맥카슬린의 

딸 토마시나(Tomasina)를 낳았는데, 그 딸마저 할아버지에게 유린당하여 터얼

(Turl)을 낳게 되자 유니스가 자살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종잡혼과 근친상간이라는 숨겨진 진실을 발견한 아이크는 경악

하고, 물려받기로 되어있던 땅을 거부하고 포기함으로써 조상의 죄와 수치의 역

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고자 한다. 어빙 호우(Irving Howe)는 아이크의 이런 

유산 포기가 이 작품의 “중심적인 도덕적 행위”(92)라고 말하며, 그가 숲에서 체

득한 가치가 이런 반응의 도덕적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반면 이 작품을 미국적 

신화의 관점으로 읽는 에반스는 할아버지의 추악한 역사는 “아주 빈약한 정황 

증거에 기반을 둔 그[아이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날조된 이야기이며 거짓

말”(189)이라는 다소 독특한 해석을 한다. 하지만 그는 아이크 자신이 타락한 세

계의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가 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면서

도, 대부분의 해석들이 호우와 같은 견해라는 것은 인정한다(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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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자연의 질서와 미덕과 겸손을 배운 아이크가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그의 할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노인은 자신이 땅을 사서 “길

들이고 지배한다고”(194) 믿었지만, 아이크는 땅을 사고 팔거나 그 누구의 소유

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제 것이 아닌데 거부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이 

땅은 결코 아버지 것도 버디 삼촌 것도 아니었으니 제게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것도 아니어서 아버

지와 삼촌에게 물려줄 수 없고, 또 저에게 물려줄 수 없으니 거부할 수 있는 게 아

니지요. 애초에 이케모튜브 것이 아니어서 할아버지가 상속하거나 [제가] 거부하

도록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 . .”

‘I can’t repudiate it. It was never mine to repudiate. It was never Father’s 

and Uncle Buddy’s to bequeath me to repudiate because it was never 

Grandfather’s to bequeath them to bequeath me to repudiate because it was 

never old Ikkemotubbe’s to sell to Grandfather for bequeathment and 

repudiation. (195-96)

아이크는 “이케모튜브가 땅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한 순

간”(196)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여 기

독교적인 토지관에 입각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토지관

은 “인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 자신뿐 아니라 인간만큼이나 

생존권이 있는 다른 생명들을 위해 “인간은 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청지기”(개러

드 13)가 되어야 한다는 생태주의적 사고와 다름없다.

. . . 그런 다음 하느님은 이 땅의 감독자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땅과 땅 위의 짐승들을 보살필 종주권을 주셨지요. 그건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

이든 땅에 대해 자신이나 후손들이 불가침의 소유권을 가지라는 권리가 아니라, 형

제애라는 공동체의 익명성으로 공동으로 온전하게 가지라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하느님이 요구하신 건 연민과 겸손, 관용과 인내, 그리고 빵을 얻기 위

해 흘리는 땀이 전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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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nd then He created man to be His overseer on the earth and to hold 

suzerainty over the earth and the animals on it in His name, not to hold for 

himself and his descendants inviolable title for ev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o the oblongs and squares of the earth, but to hold the earth 

mutual and intact in the communal anonymity of brotherhood, and all the fee 

He asked was pity and humility and sufferance and endurance and the sweat 

of his face for bread. (196)

아이크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땅을 손상시키지 않고 모두 함께 공유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고팔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 백인들은 연민과 겸손을 실천하는 대신,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땅에 대농장을 건설하기 위해 동료 인간인 흑인을 지배하고 착취한 것이다. 땅에 

대한 아이크의 사유는 남부의 역사로 확대되고, “불의를 토대로 하여 무자비한 

탐욕에 의해 세워지고 . . . 노골적인 만행으로 유지된”(227) 할아버지 농장이 결

국 남부의 축소판임을 인식한다. 

아이크는 인간과 자연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믿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인간관

계 역시 대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예해방론자 존 브라운(John 

Brown)의 말을 인용하여 “백인이기 때문에 강자가 되고 그들이 단지 검둥이이

기 때문에 약자가 되어 노예가 되는 것”(217)이 부당하며, 노예제도에 의해 이 

땅 자체가 저주받았다고 믿는다. 인종 형성 이론을 발전시킨 하워드 와이난

(Howard Winant)에 의하면 사실 인종은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치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개

념”(Myers 8-9)이다. 그런데도 확고하거나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개념은 지배체제의 일부로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다. 더욱

이 인종주의의 근원인 “백인성(whiteness)”은 다른 인종의 종속상태에 기대어야 

설명할 수 있어 생태주의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할아버지의 죄악상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남부 사회의 부도덕성을 지적

하는 아이크의 태도 때문에, 일부 비평가들은 곰 에서 인종 문제가 환경문제보

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포크너가 역사, 다시 말해 남북전쟁과 그로 

인한 영광의 상실, 과거에 대한 부담과 죄의식에 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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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그를 남부 역사가로 칭하는 것을 선호하고, 환경주의자로 평가하는 데 인

색하다. 특히 뷰엘은 포크너를 자연 작가 또는 생태주의자라기보다는 단지 자연

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으로만 보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중 흥미로운 

것은 그가 실용적으로 문학 시장에 눈길을 둔 전문작가였다는 점이다. 즉, 포크

너는 독자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쓰려는 경향이 있었고, 인간 대 자연재해 

이야기와 황야 입문 이야기가 가진 극적인 힘을 알고, 이것이 잘 팔리리라는 것

을 알고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크너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한 예로, 보다 

독자 친화적인 사냥 이야기만을 모은 �대삼림�(Big Woods, 1955)을 들고 있다

(6). 하지만 뷰엘의 이런 평가는 작품 자체의 내용보다 환경주의자로서의 작가의 

인간적 자질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좀 성급한 느낌이 든다.  

�대삼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곰 의 길고 복잡한 맥카슬린 농장 이

야기인 4장을 삭제한 것이다. 포크너는 이외에 다수의 의미 있는 변화와 개작, 

수정을 거쳐서 곰 을 완전한 사냥 이야기로 변형시켰는데, 이런 과정은 포크너

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데이빗 민터(David Minter)가 “되풀이(reiteration)” 

(Low 57)라고 일컫는 이 과정을 통해서 포크너는 하나의 이야기를 새로운 맥락 

위에 옮겨놓고, 이야기가 주는 힘과 의미가 달라지게 한다. 이렇게 변경된 곰

은 더이상 뷰엘이 주장하는 인종 문제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중심을 둔 미국 전통의 사냥 이야기”가 되어 진정한 환경 텍스트가 된다

고 로우는 주장한다(56). 그렇지만 이 주장으로 곰 의 원래 버전이 환경 텍스트

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각의 버전은 �내려가라, 모세여�

와 �대삼림�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격에 맞게 작가가 의도한 것으로, 각각 자족적

인 체계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이크의 사냥 이야기와 농장에서 조상의 어두운 역사를 발견하는 

두 이야기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한 예로, 오코너

(William Van O’Connor)는 아이크 인물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과 

자연의 적절한 관계와 흑인에 대한 부당함이란 주제를 통합”(Hunt 412)하려는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다. 하지만 필자는 3장에서 4

장으로의 이행이 돌연하고 두 주제의 연결에 일견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그 안에 상당한 논리가 있다고 본다. 즉, 자연 세계와 땅의 소유, 그리고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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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연결 고리는 바로 그들 모

두가 남부 백인들이 행하는 무분별하고 잔혹한 억압의 희생자라는 점이다. 남부

의 땅과 흑인의 역경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는 매튜 시빌스(Matthew Wynn 

Sivils)의 견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노예제도와 땅의 소유에 대해 설명하면

서, 포크너는 “남부의 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경과 공생의 관계로 연결되

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둘 다 백인에 의한 기생 관계의 형태로 

고통받기 때문이다”(490-92)라고 말한다. 그들이 억압에 의해 연결되었다고 정

확하게 본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포크너에게 “인종, 가난, 계급이나 그 밖의 다

른 사회적 요인들은 [모두] 환경문제”(489)라고 말하며 생태비평의 핵심을 짚는

다. 

미국 남부사회에서 인종억압과 환경파괴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

관되어 있다. 마이어는 인종 범주의 타자성을 이용하여 백인성을 만들어낸 인종

중심주의 관점은, 환경파괴의 근원에 있는 인간중심주의 패러다임을 구성한 관

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5). 다시 말해 인종주의와 환경파괴는 내가 아닌 모

든 것을 타자로 상정하고,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 관점은 모든 유기체는 

상호 관련이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인종 간의 우열이 있

을 수 없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도 없다. 일단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고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상상하는 패러다임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인간이 자연 세

계의 여타의 모든 것들과 동일한 평면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인

종 간의 우열이나 위계가 똑같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

다. 포크너는 이런 믿음을 아이크가 실천하도록 한다. 아이크는 숲속의 값진 경

험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 결과 인간이 인간을 박해하고 착취한 조상의 역사와 남부의 역사에 죄책감을 

느끼고 조상의 유산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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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곰 에서 소년 아이크는 숲속 사냥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가 상호 영향을 주며 생명의 순환성을 통해 모두가 하나라

는 생태주의적 인식에 다다른다. 성인이 된 아이크는 땅의 소유와 노예제도로 얼

룩진 남부의 역사 그리고 추악한 그의 조상의 역사 읽기에도 이 인식을 적용하는 

생태주의적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자연 세계를 상징하는 숲과 문명사회를 상

징하는 농장이라는 두 이질적인 이야기의 연결이 주제의 통일성을 해친다는 비

평과 함께, 이 작품의 방점이 인종과 환경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종종 있어 왔다. 이는 다시 한번 “포크너의 작품 세계는 숲”과 같아서 길을 잃기 

쉽고, 비평가들이 비록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오로

지 신만이”(Irmscher 522) 할 수 있다는 말을 상기하게 한다. 결국 우리 독자들

과 비평가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종이냐 환경

이냐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아이크의 인식이 확대되어 

두 주제가 통합되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대등하듯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우열이나 위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크는 조상의 역사를 통해 땅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욕과 인종적 억압이

라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부정한 유산을 거부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재산 

포기와 남부의 현실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가 소극적”(Meyer 35)이라고 매도하

기도 한다. 포크너 또한 “나는 그가 단지 포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Meriwether & Millgate 225)며 아이크 인물에 대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이상대로 아이크가 좀 더 적극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포크너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황야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면서도, “황야의 파

괴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다 . . .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Faulkner in 

the University 68)라고 말하면서 그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비록 아이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인간과 자연의 합일에서 발전하여 인간과 인간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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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인물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크너는 아이크란 인물을 통

해 당시 인간과 자연 세계를 위협했던 인종적 생태학적 패권에 대한 저항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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