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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 미학: 
존 맥가헌의 앵글로-아이리쉬 소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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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eonmin. “The Aesthetics of Nostalgia: John McGahern’s Anglo-Irish Stori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1 (2022): 1-2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John McGahern constructs the world of nostalgia for the Irish Protestant tradition in his 
Anglo-Irish stories. His nostalgic longing arises from the tension between realism and modernism in 
postliberation Ireland. First, McGahern, a Catholic writer, laments the loss of both the intellectual and 
aesthetic traditions of the Anglo-Irish in the course of national emancipation and modernization. He 
critically describes the postliberation space where exclusive Catholic-State ideology suppresses intelligent 
and aesthetic cultures in the name of faith and practicality. Second, McGahern’s nostalgia for the 
Protestant tradition is enabled by his awareness of history as a downfall, not teleological progress. In 
using allegories of the ruins of Protestant Big Houses, he reveals the absurdity of the established order, 
through which his style is distinguishable from the mode of realism. Last, McGahern completes the world 
of nostalgia with his downward epiphany and aesthetic tension with reality. It is McGahern’s aesthetic 
sensitivity that keeps his works from falling into naturalism, despite his epiphany directed toward the 
downfall of his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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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존 맥가헌(John McGahern)의 단편소설 중 ｢오래 된｣(“Oldfashioned”), ｢에디 

맥｣(“Eddie Mac”), 그리고 ｢윌리엄 커크우드의 개종｣(“The Conversion of 

William Kirkwood”)은 17세기 이후로 아일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 지배권

(Protestant Ascendancy)1을 유지해 온 앵글로-아이리쉬 계층이 20세기 초중

반 아일랜드 독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상실하며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맥가헌은 가톨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수립된 신생 독

립국에 의해 지적, 성적, 사상적으로 억압당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며 독립 이후 

아일랜드 사회의 폐쇄공포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동시에 그는 가톨릭

으로서 앵글로-아이리쉬 프로테스탄트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18세기 대저택(Big 

House)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당대 오코너(Frank O’Connor)

와 매리 래빈(Mary Lavin)과 같은 가톨릭 소설가들과 차별화를 보였고, 오히려 

아일랜드 성공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보웬(Elizabeth Bowen)과 트레버(William 

Trevor) 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아 왔다(Clare 87). 맥가헌이 

앵글로-아이리쉬 전통에 관한 소설을 집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해될 수 있다. 첫째로 위 세 단편소설이 수록된 고지대(High Ground)가 출간

된 해가 1985년, 즉 북아일랜드 분쟁이 한창인 시기, 특히 IRA 단식투쟁 이후 

그리고 1984년 영국 브라이튼(Brighton) 폭탄테러 직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의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로빈슨(Richard 

Robinson)이 지적하듯이 맥가헌의 대표적인 앵글로-아이리쉬 작품 ｢오래 된｣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전직 IRA 대원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했고 해방 후 아일랜

드에서 경사(sergeant)로 활동하는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퇴역한 영국 

  1 17세기 이후 아일랜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한 앵글로-아이리쉬 

특권계층은 영어, 개신교, 그리고 대토지와 대저택을 특징으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이글

턴(Terry Eagleton)이 분석하듯이 이 특권계층은 19세기 후반 아일랜드 토지개혁과 함께 그들의 정

치, 경제적 토대인 토지를 상실하면서 아일랜드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간다. 그러나 이 토지개혁은 

농민 주도가 아닌, 영국정부가 프로테스탄트 소유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집행한 첫 토지개혁이었기 

때문에 개혁의 이익이 농민보다 영국 식민정부에게 돌아갔고, 결국 막시스트(Marxist) 관점에서 아

일랜드 토지개혁은 한계로 지적된다(Eagleton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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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전세대의 정치적, 역사적 갈등이 다음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Anglo-Irish Stories” 32). 결국 1980년

대 당대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맥가헌은 해방 

직후 몰락한 앵글로-아이리쉬 전통을 회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맥가헌의 가톨릭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적 대척점에 있

는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표현하는 것은 신생 독립국의 반지

성적, 반미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1922년 아일랜드자치국 수립 이후 민족정체성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외국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영화, 도서, 사상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제도를 시행한 일련의 민족주의 근대화 프로젝트들은 맥가헌을 비

롯한 당대 지식인 예술가들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엄격한 가톨릭 교육과 경찰 아

버지의 훈육 아래서 정신적, 물리적 속박을 경험하던 그는 어린 시절 같은 마을

의 프로테스탄트 모로니가(Moroneys) 대저택의 서재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훗

날 작가로서 미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내가 성장할 무렵 우리 집에는 책이 거의 없었고, 책을 재미로 읽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실없는 웃음처럼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1940년대 아일랜드, 

속물적인 [가톨릭] 교회가 불안한 종파 국가를 이끌던 시대에는 우울하고, 공허하

고, 심각한 표정의 완고함만이 예절과 심오함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 . .] 이 기간 

동안 나는 모로니가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였다.

There were few books in our house when I was growing up, and reading for 

pleasure was not approved of. It was thought to be dangerous, like pure 

laughter. In the Ireland of the 1940’s, when an insecure sectarian state was 

being guided by a philistine church, the stolidity of a long, empty, grave 

face was thought to be the height of decorum and profundity. [. . .] During 

this time, I was given the free run of the Moroneys’ library. They were 

Protestants. (Love of the World 87)

맥가헌의 집 안에 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당대 아일랜드에서는 지적이고 형

이상학적 가치보다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시되었고, 재미로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미적인 가치보다는 종교적 관습이 당대 주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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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와 달리 모로니가 서재는 “앵글

로-아이리쉬의 고립된 영토 내의 고립된 영토”(28)로서 맥가헌에게 개인의 자율

성과 지적, 미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특히 그가 서재에서 

“나는 오직 재미를 위해서만 책을 읽었다”(Love of the World 89)고 회상하는 

점은 맥가헌의 문학 세계가 미학적 자율성 토대 위에 구축되었음을 말해준다. 당

대 아일랜드 사회의 반지성적, 반미학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맥가헌의 프로테스

탄트 대저택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18세기 버클리(George Berkeley)와 버크

(Edmund Burke)를 거쳐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예이츠(W. B. Yeats)로 이

어지는 “조화로운 문화적 이상”(Ziel 58)에 대한 맥가헌의 갈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출신 맥가헌이 프로테스탄트 계층이 가진 

덕목들을 동료 가톨릭 계층의 특징과 비교하며 노스탤지어적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은 가톨릭 입장에서 그들의 전통에 대한 배반이자 동시에 영국 식민지배의 긴 

역사를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맥가헌의 노스탤

지어는 해방 후 빠르게 가톨릭 종파주의 국가로 재편된 독립국가가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분쟁을 넘어선 이상적인 공동체

를 상상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2 그러나 맥가헌은 역사를 몰락으로 

인식하는 멜랑콜리적 역사관에 기반하여 프로테스탄트 전통을 회상한다는 점에

서 과거 특정 문화재건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노스탤지어(restorative nostalgia)

와는 구별된다.3 이 때문에 그의 노스탤지어적 문체는 당대 아일랜드 문학, 특히 

맥가헌 스스로의 작품 세계 안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맥가헌의 문체는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 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사회적 리얼리즘의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맥가헌 소설에서 나래이터의 기억 속

에 떠오르는 과거 이미지가 프루스트(Marcel Proust)적 회상방식을 모델로 하고

  2 “가톨릭을 위한 종파주의적 국가 건설에 있어 [공화국 내의] 프로테스탄트의 불안은 북아일랜드

의 존재로 인해 무시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 다수를 이룬 프로테스탄트들은 똑같이 종파주의적인 그

들만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Love of the World 162).

  3 보임(Svetlana Boym)은 근대 민족 그리고 종교적 부흥의 핵심에 있는 타락이전(prelapsarian) 

시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적 노스탤지어”(restorative nostalgia)와 새로운 유연성을 가지고 미

학적 개성을 추구하는 “사색적 노스탤지어”(reflective nostalgia) 개념을 비교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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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son 84), 맥가헌 스스로가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인으로 언어의 창조적 

물질성을 중시4한다는 점에서 그의 모더니스트적 특성이 꾸준히 재평가 되어 왔

다. 물론 로빈슨은 맥가헌의 모더니스트적 성향을 재발견하면서도 맥가헌이 순

수 언어실험과 자기반영적(self-reflexive) 성향을 지양(John McGahern and 

Modernism 4-5, 11, 이하 Modernism으로 축약)한다는 점을 통해 맥가헌은 분

명 조이스와 같은 고급 모더니스트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예이츠와 조이스 이후 아일랜드 모더니즘은 해방 이후 행해진 다양한 검열제

도로 인해 동력을 상실한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 모더니즘의 공백기를 캐바

나(Patrick Kavanagh)와 오코너(Frank O’Connor) 등이 사회개혁과 비판을 위

한 리얼리즘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맥가헌은 해방 이후 부르주아 순응주

의에 저항하며 자의식이 강한 “마초적 보헤미안” 성격을 지닌 캐바나식 리얼리

즘과 거리를 둔다(Robinson, Modernism 14). 또한 지엘(Stanley van der Ziel)

이 논의하듯이, 맥가헌은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의 특징인 재현의 환상에 기반한 

세밀한 묘사를 거부하는 동시에(121), 리얼리즘에서 보이는 정형화된 도입과 결

말 방식을 지양(206)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모더니스트적 문체를 보인다. 특히 리

얼리즘 소설에 내재한 시간의 선형적 흐름을 거부하고 맥가헌은 비선형적 또는 

순환적 시간 구조를 선택하는데(Ziel 169-70), 이는 맥가헌의 문체가 모더니즘

에서 주로 다루는 의식의 흐름과 기억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 해

준다. 

로빈슨은 “자신 없음”(diffidence)을 20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시대정신으로 

평가하며 맥가헌이 기존의 리얼리즘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모더니즘을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은밀하게 자신의 문체에 새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맥가헌을 모더

니즘 전통에 위치시킨다(Modernism 12). 아일랜드 문학사적 위치에서 평가할 

때, 결국 해방 이후 사회를 조명하는 맥가헌의 소설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사이

의 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와 화자의 외부를 향한 시선을 담은 리얼리즘

적 시각과 동시에 화자의 내면으로 향하는 모더니즘적 시각 사이에서 맥가헌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를 형성한다. 특히 그의 앵글로-아이리쉬 소설은 가톨릭 

  4 “단어(words)는 오래 전부터 나에게 물질적인 존재였다. 단어마다 각각의 무게, 색깔, 모양, 관계

를 지니며 끝없이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간다”(Love of the World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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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몰락하는 앵글로-아이리쉬 전통을 관찰하는 동안 

섬세한 내면의 세계를 형성하는 모습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사이의 긴장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맥가헌이 그의 앵글로-아이리쉬 단편소설에서 프로테스탄트 전통

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그의 노스탤지어적 세계관은 

해방 후 아일랜드 공간을 다루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사이의 긴장에서 촉발되

었다. 첫째, 맥가헌은 아일랜드 해방과 일련의 근대화 과정에서 앵글로-아이리쉬 

계층이 몰락하면서 상실된 지적 전통과 미적 전통을 애도한다. 엄격한 가톨릭주

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지식보다는 종교적 믿음을,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에 함몰된 당대 상황을 맥가헌은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맥가헌의 노

스탤지어는 역사를 진보적, 목적론적 관점이 아닌 몰락의 관점으로 인식한다. 그

는 폐허로 남은 대저택의 알레고리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면서 현실 

개혁에 초점을 맞춘 리얼리즘과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맥가헌은 하강의 에피퍼

니와 미적 긴장을 통해 노스탤지어 미학을 완성한다. 조이스의 것과는 달리, 맥

가헌의 에피퍼니가 몰락을 향할지라도 자연주의적 회의주의로 귀결되지 않는 힘

은 바로 그의 노스탤지어를 형성하는 그의 미적 감수성에 있다.

II. 전통의 상실 

맥가헌은 해방 후 가톨릭 아일랜드 사회가 잃어버린 두 가지 전통인 지적 그

리고 미적 전통을 애도한다. 이 두 전통은 앵글로-아이리쉬 대저택의 문화를 통

해 아일랜드 사회에서 계승된 것으로 맥가헌은 아이리쉬-가톨릭 대 앵글로-프

로테스탄트로 양분되는 아일랜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넘어 이 상실된 가치들

을 반추한다. 맥가헌의 노스탤지어에는 대저택이라는 장소에 대한 개인의 추억

을 넘어 사라진 아일랜드 전통에 대한 애도가 그 핵심에 있다. 지엘은 이를 아일

랜드 사회에서 “기품의 상실”(collapse of manners)(66)로 분석하며 상실에 대

한 애도가 맥가헌 소설의 핵심 주제임을 언급한다. 

맥가헌이 아일랜드 사회에서 지적 전통의 상실을 묘사하는 방법은 두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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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대조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집단적, 열광적 특성이 끊임없는 소문으로 형

상화되는 반면, 프로테스탄트 개별 인물들의 사색적 특성은 그들과 주변의 고요

함이라는 분위기로 대표된다. ｢오래된｣에서 맥가헌은 폐허가 된 신클레어 부부

의 대저택 묘사로 시작하는데 내러티브가 진행되면서 몰락 이전의 상황을 회상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맥가헌은 이미 폐허로 변한 프로테스탄트 

대저택의 적막과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든 군중들의 다양한 소음을 대조한

다. 주일미사에 탁한 공기로 인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기절할 정도로 많은 인파

가 몰리는 교회에는 다양한 욕망이 반영된 소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추천서, 

출생증명서를 받으려고 왔다. 환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제들의] 방문, 

세례, 결혼, 산후감사예배를 예약하기 위해서, 또는 이웃들에 대해 불평하기 위

해서 왔다. 그들은 헌금과 세금을 내러 왔다”(The Collected Stories 249, 이하 

페이지 번호로 표기). 주일미사 광경에 관한 이 압축적인 묘사는 당대 가톨릭교

회가 종교 본연의 역할보다 행정, 사법 기관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이 장면을 통해 맥가헌은 교회를 수많은 욕망들이 분출되며 다양한 요

구와 외침으로 가득 찬 시장처럼 묘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6 이곳에서 가톨릭 

군중들은 오직 타인에 대한 소문과 험담에만 열중해 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소문을 애타게 갈망했다. 소식, 어떤 소식이든 사람들의 입에서 안달난 입으로 

불꽃처럼 전달되어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서 천천히 음미되었다”(250). 소문들이 

여러 사람을 거쳐 재생산되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음미”되는 장면을 통

해 맥가헌은 가톨릭 군중들이 소문을 통해 은밀한 쾌감을 얻고 있음을 비판한

다.7 

  5 물론 아일랜드 역사에서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교구를 형성하여 자치적인 공동체 문화를 이어

온 바 있지만, 해방 후 아일랜드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들은 가톨릭의 

권위에 예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 장면은 성경에서 예수가 상인들과 환전하는 이들을 내쫒기 직전 다양한 욕망의 시장으로 변해

버린 성전(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요한복음｣ 2:13-16 참조). 이밖에 ｢에디 맥｣에서도 가톨

릭 군중들은 소음 이미지와 연결되어 묘사된다. 축구 우승컵을 들고 마을로 돌아온 에디를 축하하는 

마을은 군중들의 “축포와 두서없는 고함과 환호와 휘파람”(281)으로 가득하다.

  7 조이스(James Joyce)는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서 “더블린은 작은 도시이다. 모두

가 모두의 상황을 알고 있다”(61)고 말하며 당대 아일랜드인들이 소문과 험담에 집착하는 모습을 묘

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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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가톨릭 마을로부터 떨어진 프로테스탄트 대저택은 고즈넉한 풍경

으로 나타난다. 가톨릭 경사 아들 조니(Johnny)는 2차 세계대전 후 조기 전역한 

프로테스탄트 신클레어 대령의 저택에서 일하면서 동료 가톨릭 문화와는 다른 

가치를 발견한다. 그것은 고요함이다. “질서와 고급스러움보다 그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한 점은 고요함(silence)이었다. 그 집에는 어떠한 무의미한 이야기가 

없었다. 사용된 모든 말들은 단도직입적이었으며 명확한 요점이 있었다”(257). 

이웃의 사소한 걸음걸이에도 “끊임없는 추측과 비방”(257)을 일삼는가톨릭 군중

들과는 달리, 시종일관 고요함과 절제를 유지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이들이 가진 

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에디 맥｣에 등장하는 프로테스탄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각각 꿀벌과 천문학 연구에 열중해 있다. 수년간 고독하게 꿀벌 연구에 

전념해 온 아버지처럼 아들 윌리엄 또한 천문학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고 “소년

시절의 동경”(283)을 유지하며 순수하게 별자리를 관찰한다. 그의 학문적 관심

은 고요한 풍경묘사와 맞닿아 있다. “그는 삼발이 위에 고정된 기다란 망원경을 

통해 별들을 관찰하며 밝은 밤 대부분을 들판에서 보냈다”(283). 소음과 비난으

로 가득 찬 가톨릭 마을과 대조적으로 고독히 밤하늘을 연구하는 프로테스탄트 

윌리엄의 모습에서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유지했던 고대 아일랜드 현자들

의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프로테스탄트의 지적 전통에 대한 맥가헌의 노스탤지어는 ｢윌리엄 커크우드

의 개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에디 맥｣에 등장하는 마지막 커크우드가의 

사람인 윌리엄이 프로테스탄트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적 탐

구심이 드러난다. 윌리엄은 자신의 저택에서 일하던 하인 애니 매이(Annie May)

가 또 다른 하인 에디로부터 낳은 사생아 루시(Lucy)를 위해 친아버지처럼 그녀

의 학교 숙제를 돕던 중 가톨릭 교리문답서에 흥미를 갖게 된다. 그 후로 윌리엄

은 그가 수년간 천문학에 보였던 열정을 가톨릭 교리에 쏟으며 신학과 교회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다. 결국 그는 이 작품의 제목처럼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20

세기 초, 중반 앵글로-아이리쉬 전통이 몰락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해외로 이

주하거나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는데 그 주요 원인은 “돈 또는 지위”(339), 그

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결혼이었다. 비록 작품 말미에 윌리엄이 가톨릭 여성과 

결혼할 것임을 암시하지만, 맥가헌이 강조하는 점은 윌리엄의 개종 목적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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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 않고, 가톨릭 교리에 대한 순수한 지적 탐구심에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맥가헌은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의 지적 전통과는 달리, 가톨릭의 반지성적 특징

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개종 전 윌리엄과 교리문답 공부를 진행한 글린(Glynn) 

신부는 위스키에 취한 채 가톨릭 교리와는 상관없는 장광설을 늘어놓은 후 “우

린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네”(341)라고 하며 “신학적 고찰

에 대한 끝없는 관심”(340)을 보이고 “과할정도로 지적인 어린아이 같은”(340) 

윌리엄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글린 신부는 지적인 회의와 문제의식 없이 단순

히 믿음이라는 권위로 윌리엄을 개종하려한다면, 윌리엄은 자신의 학자적인 자

세와 겸손함으로 개종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맥가헌이 그의 다양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묘사하는 해방 후 아일

랜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1916 부활절 봉기와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분위기는 반지성적 성향이다. 윌리엄

은 개종한 후 그에게 배우자를 연결해 주려는 가톨릭 교사 맥로클린

(McLoughlin)의 집을 방문하고 놀라게 된다. 그 이유는 “학교 선생의 집에 책이 

없어서”(344)이다. 가톨릭 사제나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지식을 탐구

하는 행위는 쓸모없는 행위로 치부된다. ｢오래된｣에서 경찰 아버지는 아들 조니

가 프로테스탄트 저택에서 일하는 계획을 논의하면서 “한밤중 등불을 밝히며” 

공부하는 것을 “연료와 조명을 한심하게 낭비”(256)하는 행위로 폄하한다. 이처

럼 맥가헌은 아일랜드 사회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사라진 지적 전통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형상화한다. 

한밤중 독서마저 에너지 낭비로 취급하는 가톨릭 사회는 모든 현상을 실용성

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오래된｣에서 신클레어 여사는 남편 신클레어 대령이 바

에서 술을 한 잔 마시는 동안 그녀도 차 안에서 진(gin)을 마시며 기다리는데, 

“라디오는 켜진 상태로, 엔진은 사치스럽게 돌아가는”(252) 모습에 대해 마을의 

가톨릭들은 험담을 한다. ｢에디 맥｣의 에디 또한 주인 커크우드 부자가 꿀벌과 

별자리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완전히 쓸모없는”(290)일이라고 비난한다. 실

용적 활동 이외의 어떠한 철학적, 예술적 사색은 가톨릭 계층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용성만이 중시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맥가헌이 애도하는 또 

하나의 프로테스탄트 전통은 미적 감수성이다. 맥가헌은 ｢오래된｣의 가톨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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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조니가 신클레어 여사가 보낸 사과 선물 바구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

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푸른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을 깔아 놓은 바구니에 크고 노란 사과들이 바구니 테두

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빨간 허니콤과 뷰티 오브 배스가 멋진 형태

로 배열되어 있었다. 

Big yellow apples in a bed of green leaves and twigs ringed the rim of the 

basket, and in the centre red Honeycombs and Beauty of Bath were 

arranged in a striking pattern. (255)

어린 조니에게 신클래어 여사가 보낸 사과 선물 바구니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적 감각을 일깨워 준다. 이 장면은 훗날 조니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에서 강의를 한 

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활동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에피퍼니와도 같은 

장면이다. 그러나 후에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맥가헌은 이 순간을 매우 객

관적이고 절제된 문체로 묘사한다.8 가톨릭 사회에서 이러한 “멋진 형태”의 “배

열”을 깨닫는 미적 감수성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등한시되어 온 가치이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는 경관 케이시(Casey)는 그 사과 바구니를 보고 “사과가 

어떻게 놓여 있건 뱃속으로 들어갈 때쯤이면 다 똑같아져”(255)라고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통해 맥가헌은 두 집단을 대조함과 동시에 미적 전통과 “기

품”(256)이 상실된 해방 후 아일랜드 사회를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맥가헌이 두 집단을 대조하면서 지적 그리고 미적 전통의 상실을 애도하지만, 

그의 대조적 기법은 이들을 세밀한 관찰을 통해 분석하고 분류하는 사회적 리얼

리스트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그 대조의 목적이 해방 이후 억압적인 

가톨릭주의를 비판하는 것임에도 맥가헌은 본질주의적으로 각 집단의 정체성을 

  8 ｢오래된｣에서 조니 아버지는 하늘에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어떠한 “추상작

용”(abstraction)(260)을 추구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는 당대 가톨릭들이 실용적 이익에만 

몰두해 있고, 그 외 형이상학적, 추상적 사고를 등한시 하는 경향을 맥가헌이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맥키언(Belinda McKeon)이 언급하듯이, 이 추상작용은 맥가헌이 작가로서 표현의 절제와 계

시 등으로 특징되는 자신만의 문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활동이 된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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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각 소설에 두 집단 사이의 경계인에 해당하는 인물

들의 존재로 알 수 있다. ｢오래된｣의 조니와 ｢에디 맥｣의 애니 매이와 루시는 가

톨릭 출신이지만 프로테스탄트 대저택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수받고 적대적인 정

체성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맥가헌이 가톨릭과 프

로테스탄트 두 집단을 대조할 때, 특히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호의적이거나 노스

탤지어를 품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영국제국주의자들이 지닌 아일랜드인에 대

한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 하는 형상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맥가

헌이 앵글로-아이리쉬 프로테스탄트의 지적, 미적 전통을 묘사할 때, 그들 문화

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이리쉬 오리엔탈리즘이 아놀드

(Matthew Arnold)의 켈트 문학 연구에 관하여(On the Study of Celtic 

Literature)에 의해 영국제국의 통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

다면, 맥가헌의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아일랜드 사회에 존재

해 온 두 가지 문화적 전통이 해방 이후 통합되지 못하고 종파주의적 분쟁으로 

치닫는 비판적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아일랜드자치국과 공화국 수립 이후, 가톨

릭 공동체가 추구한 과도한 민족정체성 정치로 인해 주변부로 밀려나 결국 소멸

될 수밖에 없었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의 지적, 미적 전통들을 애도하고 재평가

하는 것이 맥가헌의 노스탤지어의 목적이다. 

III. 몰락으로서의 역사

1950-60년대 아일랜드 사회는 자급자족 농업경제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

하던 시기로 대량 해외 이민과 도시로의 이주 현상으로 인해 농촌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몰락한 대저택 문화를 회상하

는 맥가헌은 사라져 버린 것을 갈망한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은 목가풍 비가

(pastoral elegy)의 장르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앵글로-아이리쉬 소설에서 그는 

폐허의 알레고리를 사용하면서 역사를 진보가 아닌 몰락으로 인식하면서 멜랑콜

리적 역사관을 드러낸다. 목가적인 자연 풍경과 대조적으로 프로테스탄트 대저

택이 폐허로 변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맥가헌은 진보론적 세계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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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개선 가능성을 전제하는 기존의 리얼리즘적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오래된｣의 첫 문단은 장엄하고 화려했던 18세기 프로테스탄트 대저택 문화

가 20세기 중반 폐허로 변한 상황을 보여준다. 작품을 유적처럼 변한 대저택 묘

사로 시작하면서 맥가헌은 역사의 몰락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몹시 쇠퇴하면서 아드칸에 남은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낡은 조지 왕조 스타일의 목사 사택은 오래전 폐쇄되었고, 커다란 너도밤나무 진

입도로, 담으로 둘러싸인 과수원, 울타리 친 방목장, 그리고 잔디밭과 정원은 모

두 방치되어 왔다”(249). 방치된 거대한 유적과 관리되지 않은 야생의 자연 이미

지가 가득한 첫 문단과 달리,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치 

시장과도 같은 가톨릭 주일 미사 장면이 등장한다. 프로테스탄트 문명이 쇠하고 

대신 가톨릭 문명이 흥하는 순환적 역사 구조는 마치 예이츠의 가이어(gyre) 이

론을 떠올리게 한다. 2000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진 예이츠의 역사관은 

아일랜드 민족국가 설립을 최종 목적으로 두는 당대 민족주의 운동의 선형적, 목

적론적 역사관과 차이를 보인다. 예이츠의 가이어는 주관과 객관, 앵글로와 켈트 

등 대립쌍의 역사가 서로를 관통하는 구조로 문명, 정신, 또는 자연의 모든 운동

들의 원형이 된다(Ellmann 231). 두 대립적인 힘에 의해 역사가 순환된다는 예

이츠의 관점은 맥가헌을 통해서도 계승된다. 그러나 맥가헌에게 문명의 순환적 

역사, 특히 가톨릭 문명의 부흥은 앞서 분석한바와 같이 지적, 미적 전통이 결여

된 것으로 이 또한 몰락으로 나아갈 운명임을 암시한다.

프로테스탄트 문명의 몰락은 ｢오래된｣의 신클래어가의 로킹햄(Rockingham) 

저택이 화재로 불타고 남은 잔해 이미지로 대표된다. 원인은 알 수 없고 소문과 

의혹만이 무성한 대저택의 화재로 남은 폐허는 몰락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알레

고리가 된다.

화재로 인한 로킹햄 저택의 잔해는 다음 몇 년간 인적 없이 고요한 시골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 . .] 삼백 육십 오장의 유리창이 깨졌다. 지붕은 내려앉았다. 사라

졌다고 소문난 아주 값비싼 것 중 하나는 마치 썰매처럼 끌어내어진 흔들의자였다. 

이 의자는 잠든 표범 문양이 팔걸이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것으로 상트 페테르

부르크의 유명한 독일 장인들이 캐서린 대제를 위해 만든 세 개의 의자 중 하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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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ning of Rockingham House stood out from all else in the 

still-emptying countryside in the next few years. [. . .] The glass of the 

three hundred and sixty-five windows shattered. The roof came down. 

Among the priceless things said to have been lost was a rocking chair that 

could be drawn as a sleigh, beautifully carved leopards asleep on the 

armrests, one of three made by the great German craftsmen of St 

Petersburg for Catherine the Great. (264)

일 년을 상징하는 삼백 육십 오장의 유리창들은 화재로 인해 산산조각난다. 프로

테스탄트 문명의 모든 날들, 유리창에 비친 찬란한 빛과 같은 역사가 소멸되었음

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특히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을 

가져온 여제 예카테리나 2세에게 헌정된 흔들의자는 이 화재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과거 권력과 부의 최고 상징이었던 이 흔들의자가 썰매처럼 끌려 나와 

누군가에 의해 약탈되는 모습은 역사를 몰락으로 인식하는 맥가헌의 멜랑콜리적 

역사관을 담은 장면이다. 더욱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러시아 여제를 위해 당대 장

인들이 화려한 표범 무늬를 새겨 만든 이 흔들의자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속물적

인 가톨릭 군중에 의해, 더구나 대화재 속에서 겨울을 연상시키는 썰매처럼 끌려 

나가는 모습에서 이 안락의자는 몰락의 알레고리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마치 하디(Thomas Hardy)가 ｢쌍둥이의 결합｣(“The Convergence of 

the Twain”)에서 문명의 몰락을 애도하면서도 화려한 보석들과 거울이 본래 제

작된 의도와는 다르게 차가운 겨울 바다 바닥에 버려져 물고기와 바다 벌레들에

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하디가 역사의 진

보적인 세계관에 의문을 품은 것처럼 맥가헌 또한 화재 속에서 썰매처럼 끌려 사

라지는, 한 때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여제에게 헌정되었던 흔들의자라는 알레

고리를 통해 몰락으로서의 역사를 드러낸다.

대저택의 귀족문명이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대저택을 둘

러싼 자연의 힘이다. 맥가헌이 그리는 자연은 전반적으로 목가적이나, 폐허로 변

한 대저택과 함께 등장하는 자연은 흔히 낭만주의에서 화자의 마음과 교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자연주의의 자

연과도 같다. ｢에디 맥｣에서 한때 아버지 커크우드가 꿀벌 연구와 아들 윌리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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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에 매진하는 동안 묘사된 낭만적인 자연풍경은 ｢윌리엄 커크우드의 

개종｣에서 커크우드 가문의 몰락의 알레고리로 등장한다. “잔디밭은 초원과도 

같았고, 서재 높은 책장의 책들은 습기로 인해 훼손되었다. 과수원은 황무지가 

되었고, 아버지의 벌통들은 사그라들어 긴 수풀에 감춰져 자취를 감추었

다”(334). 윌리엄은 커크우드가의 마지막 사람으로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몰락을 

직접 경험하며 자랐는데, 이제 그 주변에는 어떠한 프로테스탄트도 남아 있지 않

고 대부분 사망했거나 캐나다, 호주 등지로 이민을 떠난 상태였다. 결국 맥가헌

이 그리는 프로테스탄트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 특히 그

들의 오랜 전통과 문명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폐허로 변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성향을 떠올릴 수 있다. 

그의 소설 속 프로테스탄트 전통과 역사의 몰락을 통해 맥가헌의 자연주의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가헌의 모든 인물들이 유전과 환경에 의

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오래된｣의 조니는 아버지의 반대로 영국군 

장교가 되는 것을 포기했지만,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뜻과 가톨릭 농촌 

공동체의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대학원에 진학 후 다큐멘터리 감독으

로 활동한다. ｢에디 맥｣의 에디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만 자신

의 환경을 극복하고자 본인의 의지로 영국으로 떠난다. 이처럼 유전과 환경을 극

복하려는 인물들의 예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가톨릭 계층

에서도 발견된다. 이점을 통해서도 맥가헌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각 집단을 본

질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커크우드의 

개종｣의 윌리엄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을 버리고 가톨릭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각 작품의 중심인물들은 문화적 유전과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분명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니는 영화

감독이 되어 “아일랜드 삶의 방식의 어두운 면들에 관한 일련의 다큐멘터리 영

화”(268)를 연출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도 끝내 회복하지 

못한다. 에디 또한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영국 대도시에서 유령처럼 사람들의 기

억 속에 잊혀진 채 살게 된다. 그리고 윌리엄은 개종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가톨

릭 여성과 결혼을 통해 변화된 현실에 순응한다. 결국 맥가헌은 현실개혁이나 유

전과 환경 극복을 염두한 진보론적 역사관 대신, 삶을 포기하는 비관주의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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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서, 동시에 몰락하는 역사를 극복할 수 없는 인물들을 보여주며 멜랑콜리커로

서의 역사관을 보여준다. 이점에서 지엘이 논의하듯이 맥가헌의 세계관은 사르트

르의 실존주의보다 카뮈의 부조리적 인식(221)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IV. 하강의 에피퍼니

맥가헌의 노스탤지어가 몰락으로서의 역사관에 기반할 때 그 목적은 과거의 

전통을 회복하는데 있지 않다. 그의 노스탤지어는 파편적인 형태로서 총체적 깨

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한 에피퍼니 형태로 드러난다. 세 작품의 나래이터는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몰락의 목전에서 어떠한 현실의 조건들을 극복하지 못하며 

멜랑콜릭한 노스탤지어를 나타낸다. 앞서 논의한 ｢오래된｣의 조니가 사과 바구니

의 아름다운 배열에 감동한 장면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스티븐(Stephen)이 바닷가의 소녀의 모습에 매혹되

어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유명한 장면과 사뭇 대조적이다. 조이스는 이 에

피퍼니 장면을 전지적 화자의 관점에서 묘사하는데 “불타올라,” “달아올라,” “전

율하며,” “미친듯 노래하고” 등의 표현으로 에피퍼니의 순간 스티븐의 강렬한 감

정을 여과 없이 분출하며 나타낸다(186). 또한 “세속적인 즐거움의 분출,” “그의 

황홀경의 성스런 고요함”(186) 등은 스티븐이 체험하고 있는 경험의 질이 분명 

현실의 제약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대조적으로 맥가헌은 조니가 

사과 바구니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순간을 묘사하면서 조니의 감정은 철저히 배

제한 채, 3인칭 나래이터의 무미건조한 사실주의적 문체로 다루고 있다. 조이스

는 철저히 스티븐의 감정이 반영된 표현주의적 문체에 충실했다. 이로 인해 조이

스는 스티븐을 옥죄고 있는 민족, 언어,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 그가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모습을 에피퍼니의 순간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맥가헌은 낭

만주의적 예술가, 천재적 예술가 상에 반대한 바 있다. “저는 예술가에 대한 낭만

적 개념에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조이스가 만들어낸 개념이지요. 

사실 저는 영웅으로서의 예술가 개념에 대해 분개했습니다”(qtd. in Sampson 

75). 조이스는 성장소설 장르에서 스티븐의 자의식 발달과정을 감상적으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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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기표현적으로 묘사한다. 다시 말해, 조이스의 에피퍼니에는 19세기적 낭만

주의적 예술가의 표상과 표현기법이 기저에 흐르고 있었다. 이에 반해, 맥가헌은 

예이츠로부터 영향을 받아 화려한 레토릭이나 감상주의를 경계하고 문체의 정교

함을 추구한다(Sampson 59). 맥가헌의 성장소설이 1인칭 화자나 전지적 화자를 

선택하더라도 주인공의 내면세계로만 침잠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이다.

현실의 모순과 갈등이 궁극적으로 극복되는 총체성 미학을 지향하는 낭만주의 

의식에 맞닿아 있는 조이스의 스티븐과는 달리, 맥가헌의 문학세계에서 그 모순

과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사과 바구니 장면에서 그는 조니의 성장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에피퍼니와 같은 순간을 묘사하면서도 감상성과 자기표현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조니가 사과 바구니를 통해 일종의 미적 계시를 받는 순간에서

도 맥가헌은 조니의 의식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건조한 문체로 사과가 배열된 형

태만을 간략하게 묘사할 뿐이다. 주인공의 과장된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의 

부조리한 조건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인공의 의식의 변화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맥가헌의 에피퍼니는 조이스의 것과 다르다.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
후로 율리시즈나 피네간의 경야로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성인 자기반영성

(self-reflexivity)을 통한 불꽃놀이의 순간 또는 벤야민(Walter Benjamin)식의 

밤하늘의 성좌를 발견하는 형태로 진리로의 일순간의 도약을 지향한다면, 맥가헌

의 에피퍼니는 물에 젖은 화약처럼 또는 구름 낀 밤하늘에서 별빛을 찾으려는 것

처럼 다시 폐허의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취한다. 

불발탄 같은 맥가헌의 에피퍼니는 조이스처럼 격렬한 감정을 긴 문장으로 반

복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되기보다 정제된 아포리즘 형태로 표현된다. 이미 앵글

로-아이리쉬에 관한 작품 이외의 다수의 작품에서도 맥가헌은 산발적으로 아포

리즘을 사용한다.9 그는 때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때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으로 내러티브의 중간마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듯한 아포리즘을 사용

한다. 이는 세계를 조망하는 리얼리즘 작가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부분

  9 예를 들어 ｢바퀴｣(“Wheels”)에서 소원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맥가헌은 다

음과 같은 아포리즘을 사용한다. “I knew the wheel: fathers become children to their sons who 

repay the care they got when they were young, and on the edge of dying the fathers become 

young again; but the luck of a death and a second marriage had released me from the last 

breaking on this ritual whe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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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예언자적 작가주의를 거부한 맥가헌에게 그의 아포리즘은 오히려 내러티

브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며 내러티브에 균열을 내면서 총체성

의 조화로 이끌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맥가헌은 ｢와인 숨결｣

(“The Wine Breath”)에서 주인공이 치매로 고생하며 요양원에서 노년의 마지막

을 보내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아들에게로 향했다. 마치 성냥개비가 꺼지기 전 마지막 불꽃처럼 

어머니 눈동자에 그를 알아보는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184). 맥가헌의 에피퍼

니는 몰락을 향한다. 현실의 조건들을 뛰어넘으려는 찰나 다시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도약하지 못한다. 그 제약이 개인의 인식능력의 한계이든지, 해방 후 아일랜

드 가톨릭 민족주의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든지, 맥가헌의 인물들과 화

자는 그들의 멜랑콜리적 역사관과 함께 폐허가 된 현실로 침전한다. 

맥가헌의 앵글로-아이리쉬 소설 속 인물들이 진리의 현현 그 순간에서 도약하

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장면을 맥가헌은 불완전한 아포리즘으로 표현한다.  

｢오래된｣에서 조니는 부조리한 현실에 눈을 떠가며 의문을 품게 되지만 어떠한 

결정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비참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끌고 당기

며 살아온 늙은 당나귀가 쓸모없어졌을 때 길가에서 굶어 죽게 되다니요. 그게 

어떻게 옳다고 볼 수 있나요?”(254)라는 조니의 질문에 케이시는 “그게 인생이

야”라며 “쾌활하게”(254) 대답한다. 조니가 현실에 의문을 갖고 진리로 접근하

려는 순간, 그 진리는 젖은 성냥개비처럼 연기만 피운채 사그라든다. “그게 인생

이야”라는 무성의하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성인의 대답은 성장하는 소년에게 인

생의 부조리함을 깨닫게 할 뿐이다. 조니가 영국군 장교로서의 꿈이 좌절된 후 

실망하자 케이시는 그에게 일종의 아포리즘과 같은 말을 건넨다. “로빈[영국 국

조]이 참새랑 같이 먹는 것을 본적 없잖니”(262). 케이시는 자신과 조니가 앵글

로-아이리쉬와는 다른 가톨릭 계층임을 상기시키지만, 이 진리처럼 보이는 아포

리즘은 조니에게 상승하는 에피퍼니가 아닌 그를 절망으로 이끄는 하강하는 에

피퍼니로 다가온다. 이 아포리즘은 해방 후 아일랜드 사회에서 가톨릭과 프로테

스탄트가 서로 통합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자, 

동시에 본래 아일랜드가 하나의 민족 아래 두 개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

는 맥가헌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Clare 83).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조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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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감한다. “[조니가 사과 바구니를 받은] 그날 저녁 한 

세상이 열렸다. 이제는 조용히 쳐진 커튼처럼 그 세계가 닫히고 있다. 그리고 격

렬함(violence)의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기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이었

다”(263). 영국과 독립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반대로 신클레어 대령이 추천한 

영국군 장교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신클레어 부부와 이별을 고하면서 조니가 자

신의 미래를 깨닫는 순간이다. ｢재림｣(“The Second Coming”)에서 예이츠는 

2000년 주기로 순환하는 역사관을 보여주며, 역사의 변화에 있어 폭력의 도래를 

필요악처럼 묘사한바 있다. 예이츠처럼 역사의 격렬함이라는 극적 반전을 통해 

조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맥가헌은 이러한 격렬한 반전을 끝내 거

부한다. 조니의 하강의 에피퍼니는 결국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비상이다. 

애니 매이를 임신시키고 커크우드가의 소를 몰래 팔아 마련한 돈으로 리버풀

로 도주한 ｢에디 맥｣의 에디의 삶을 묘사하는 맥가헌은 다음과 같이 아포리즘적 

메시지를 전한다. “에디는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계속 일거리를 찾았

다. 별로 일이 필요 없는 이들은 언제나 일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보다 먼저 일을 

얻었다. 어리석은 세상이었다”(293-94). 맥가헌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어리

석은 세상”은 카뮈나 베켓의 부조리함과 맞닿아 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무책임한 에디는 그가 떠난 애니 매이와 커크우드가 사람들의 몰락하는 삶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에서 맥가헌이 가톨릭 에디를 비판적인 관점에

서 다루는 것 이상으로 그가 아포리즘을 통해 역사의 본질을 부조리함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커크우드의 개종｣의 루시에게도 진리로 다가오는 깨달음은 현실 모순

의 조화로운 극복이 아닌 부조리한 현실로의 추락이다. 에디와 애니 매이 사이의 

사생아로 태어난 루시는 윌리엄의 자상한 돌봄으로 성장했으나, 윌리엄이 가톨

릭으로 개종한 후 가톨릭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자 그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다. 

“윌리엄이 가톨릭 교리문답 교육을 받은 이후로 내내 루시는 윌리엄에게 낯설어

졌다. 마치 [윌리엄과 함께 한] 그녀의 소녀시절의 안전한 세계 전부가 이 변화

로 인해 위협받게 된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341). 루시

의 에피퍼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의 것이라기보다 성인의 세계에 

환멸을 깨닫는 ｢애러비｣(“Araby”)의 주인공 소년의 것에 가깝다. 그러나 ｢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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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에피퍼니에서 1인칭 주인공 화자는 스스로를 “허영심에 이끌리고 조롱당

한 동물”(28)로 인식하고 “고뇌와 분노”(28)의 강렬한 감정의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다. 루시가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장면 역시 현실의 조건을 극복하

는 어떠한 극적 반전 대신, 현실의 부조리함을 깨닫는 에피퍼니라는 점에서 ｢애

러비｣의 것과 같다. 맥가헌이 루시가 지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는 장면을 3인칭 

화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조이스보다는 덜 표현주의적으로, 감상성을 배제한 채 

그녀의 내면을 묘사했지만, 맥가헌 인물들의 에피퍼니가 실패를 향한 멜랑콜리

적, 탈낭만화된 에피퍼니임은 분명하다. 

맥가헌이 하강의 에피퍼니, 현실의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실패한 에피퍼니를 

보여주며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몰락을 애도할 때, 세 편의 단편소설들은 어떠한 

위안적 특성을 보이지 않은 채로 종결된다. 전통적인 비가 장르에서 화자가 상실

의 슬픔을 극복하고 고통이 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맥가헌의 소설은 근대 비

가에서처럼 비위안적(non-consolatory) 종결을 통해 멜랑콜리적 노스탤지어를 

표현한다. 이 비위안적 종결은 핸드(Derek Hand)와 마허(Eamon Maher)가 맥

가헌 소설의 종결에서 “어떤 쉬운 결론들이나 인물의 행동이 깔끔하게 마무리되

는 것을 방해하는 비전”(2)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윌리엄 커크우드의 

개종｣은 윌리엄의 결혼으로 애니 매이와 루시 두 모녀에게 닥칠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종결된다. 윌리엄은 대저택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그의 인

생에 중요한 일부였던 두 사람에게,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세상으로 쫓겨날 

정도로 대접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서 그

의 결혼이 이뤄질 수 있을지”(349)를 고민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된다. 물론 맥

가헌은 이와 같이 열린 종결 형태로 작품을 마무리하지만, 이 결혼의 주도권은 

이미 윌리엄의 배우자가 될 매리(Mary)가 쥐고 있음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 보여

주며 애니와 루시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한다. 두 모녀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보다 이 결론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커크우드가의 마지막 자손이

었던 윌리엄의 개종과 함께 커크우드가의 프로테스탄트 전통 또한 종결된다는 

점이다. 비록 결혼을 통해 앵글로-아이리쉬 혈통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문화

적으로 단일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당대 가톨릭민족주의 국가이데올로기와 

주변 가톨릭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윌리엄의 종교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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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앵글로-아이리쉬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몰락을 의미한다.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몰락은 ｢오래된｣의 종결 장면에서 회화적으로 드러난다. 

세계의 부조리함에 의문을 갖고 영국군 장교로서의 꿈이 좌절된 조니가 다큐멘

터리 감독이 되어 화재 이후 폐허로 남겨진 신클레어 대저택을 다시 방문한다. 

조니는 자신의 노스탤지어를 이 황폐한 저택 이미지로 카메라에 담는다. 하지만 

그의 영화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지루한”(271) 영화이다. 조니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다. 18-19세기 화려한 문화와 권력의 상징이었

던 그러나 20세기 중반 아일랜드 사회에서 폐허로 남겨진 프로테스탄트 대저택

으로 다시 돌아온 조니는 다음과 같이 신클레어가 사람들을 회상한다. “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금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사택과 정원과 과수원과 

방목지와 잔디밭을 보수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주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 모든 것은 다시 황무지로 변해버렸다”(271). 과거의 영광과 한 번의 몰락 그

리고 재건, 그리고 다시 몰락의 역사를 가진 이 로킹햄 대저택은 아일랜드 프로

테스탄트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동시에, 맥가헌이 역사를 일련의 몰락의 과정

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구도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한 대저택을 카

메라로 담아내는 조니는 황폐해진 그곳을 다시 복원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신클

레어 부부를 회상하며 그의 노스탤지어를 드러낸다. 맥가헌의 노스탤지어는 바

로 이러한 폐허의 목전에서 몰락의 역사를 마주하는 멜랑콜리커의 노스탤지어이

다. 그러나 멜랑콜리 노스탤지어가 역사 몰락의 알레고리로서 황폐한 풍경을 사

용하지만, 맥가헌의 풍경은 단순히 역사의 몰락에서 오는 절망의 감정에 함몰되

지 않고 같은 비중의 미적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 . .] 카메라는 나무 아래 발자국 난 풀밭 위 체리의 반짝이는 빗물에, 방목지 난

간의 벗겨진 하얀 페인트 자국에, 흐릿하고 푸르른 철산에 시선을 머물고 철산은 

하늘 끝자락에 기대어 북쪽으로 뻗어갔다.

[. . .] lingering on the bright rain of cherries on the tramped grass beneath 

the tress, the flaked white paint of the paddock railing, the Iron Mountains 

smoky and blue as they stretched into the North against the rim of the sky.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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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헌의 멜랑콜리 노스탤지어는 역사의 몰락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사이의 

긴장을 간직한다. 이 긴장 속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은 결국 몰락의 과정 한 가운

데 있거나 몰락의 간접적 영향을 받는 관찰자이다. 몰락하는 역사와 전통을 한 

개인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관점과 유사해 보이지만, 맥가헌의 

노스탤지어에는 결정적으로 미적 진실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와 구분될 수 있다. 

V. 나가기 

20세기 후반 맥가헌의 앵글로-아이리쉬 소설은 문체적으로는 리얼리즘과 모

더니즘 사이의 긴장과, 시대적으로는 해방 이후 몰락하는 프로테스탄트 전통과 

부흥하는 가톨릭 전통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가톨릭으로서 프로테

스탄트 대저택에 문화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하는 것은 1980년대 창작 당시 

북아일랜드 분쟁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가톨릭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에 대한 맥

가헌의 비판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대와 사회에서 미학적 세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맥가헌의 바램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미학적 선언

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미지｣(“The Image”)에서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예술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오랫동안 또는 영원이 아

니라면, 적어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상상력의 세계를 말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 바로 이 세계를 통해 온전히 우리의 상황을 숙고해보는 것이

고, 이 메두사의 거울로서의 상상력의 세계는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들마저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한다. 

Art is an attempt to create a world in which we can live: if not for long or 

forever, still a world of the imagination over which we can reign, and by 

reign I mean to reflect purely on our situation through this created world of 

ours, this Medusa’s mirror, allowing us to see and to celebrate even the 

totally intolerable. (Love of the Worl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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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헌에게 예술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이다. 물론 이 상상의 세계는 현실과 동떨

어져 온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모더니스트의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의 문제점

을 재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이다. 결국 맥가헌이 앵글로-

아이리쉬 소설을 통해 억압적인 가톨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상실된 지

적, 미적 전통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창조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대저택에 관한 

노스탤지어의 세계이다. 그는 역사를 몰락의 과정으로 인식했기에 폐허로 변한 

대저택을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선형적, 목적론적 세계

관과는 달리 현실을 부조리로 인식하면서 하강하는 에피퍼니 미학을 창조한다. 

그의 에피퍼니는 현실의 제약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떠한 희망이나 상실에 대

한 위로가 부재한 현실만을 그려낸다. 

프라이스(Graham Price)가 논의하듯이 맥가헌은 “풍경과 인물들이 어떠한 판

단이나 논평 없이 재현되는 순간들”(168)을 만들어 내는데, 이 순간들은 어떠한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들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목가적인 풍경묘사에 나타난 맥가헌의 노스탤지어의 근간에는 “견딜 수 없는 것

들마저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Love of the World 7)하는 미적 세계를 인식하

는 감수성이 내재되어 있다.

신클레어 부부가 태운 낙엽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조니는 신클레어 여사가 그

에게 남겨 놓은 낙엽 바구니들을 가지러 갔다. 그 일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 

중 하나였다. 그는 낙엽 더미를 쌓아 놓고 뒤로 물러나 너도밤나무 위로 짙고 하얀 

연기가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날, 연기는 우중충한 하

늘에 구름처럼 떠 있었다.

The leaves they were burning were catching light, and he went to get the 

baskets of leaves Mrs Sinclair had left waiting. It was one of the tasks he 

liked best. When he piled on the leaves he stood back to watch the thick 

white smoke lift slowly above the beech trees and, as there was no wind, 

hang like clouds in the dead air. (258)

“우중충한 하늘”로 암시되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맥가헌의 노스탤지어가 회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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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귀결되지 않는 힘은 바로 미적 세계에 대한 인식능력과 그것을 회상하는 능

력에 있다. 낭만주의적 풍경과 기억의 관계에서 가톨릭 소년 조니가 소유하고 있

는 이 미적 세계에 대한 감각은 맥가헌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을 결정

론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방 이후 아일랜드 사회에서 이

러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

지 않는 북아일랜드 분쟁과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맥가헌은 지치지 않는 멜랑

콜리한 천사의 눈10으로 그가 창조한 미적 세계를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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