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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Sungsook. “Ian McEwan’s Childre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Dialogis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3 (2021): 19-38.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rational thought in Ian 

McEwan’s novel Childre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Bakhtin’s dialogism, and explores its alternatives. 

Children Act deals with court cases surrounding children, and they mainly contain the unsolvable struggl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which are the most powerful in modern society. A competent judge, Fiona 

Maye, believes that she makes decisions that are in the best interests and well-being of children by 

providing a rational perspective. The protagonist, Adam, suffering from leukemia but rejecting a blood 

transfusion because of Jehovah’s Witnesses doctrine, recovers from illness by Fiona’s rational judgment 

for blood transfusion. Having gained a new life, he relies on Fiona and wants to inter-communicate with 

her, but Fiona, who is lost in rational thought, cuts off personal communication with him. His tragedy of 

choosing to die by refusing a blood transfusion points out the limits of Fiona’s rational thought. It is 

believed that rational thought, which excludes emotion and relies on reason, can be supplemented from 

the dialogic perspective, which should be based on inter-communication with others. The dialogic view 

that human life consists of others’ language, that is, dialogism, will be able to supplement the limit of 

rational thought.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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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매큐언(Ian McEwan)은 �아동법�에서 영국에서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을 

근거로 아동의 존엄성과 복리 등의 문제를 담론화한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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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큐언은 실제로 존재했던 법적인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삼는다. 그러

므로 �아동법�이 지닌 핍진성은 윤리, 도덕 등의 현실적인 논의를 요청한다. 매

큐언은 소설 안에서 아동을 둘러싼 법정의 사건에 대해 문학, 예술, 종교, 철학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성찰을 하고,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며 문제의 현실을 사

실적으로 형상화한다. 하지만 작가는 제시된 여러 난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행

이 가능한 대안을 예시하지는 않으므로 절실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독자들의 몫

으로 남긴다. 열린 결말 속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 애덤(Henry Adam)은 결국 죽

음을 선택하여 비극을 맞이하는데, 매큐언은 이 비극의 과오에 대해 명확한 자신

의 견해를 드러내는 대신에, 비극의 방지, 충돌이 완화될 수도 있었던 아쉬움을 

담아 그 안에 대안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작가 매큐언이 암시하

는 방안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닐 수는 없으므로, 독자는 �아동법�에서 스토리화 

된 실제 사례에 대해 작가의 전지적인 서술의 영향을 벗어나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진단하고 묘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텍스트의 서문에 아동법(1989) 제1조(a)항의 내용(“아동의 양육과 관

련된 사안을 판결할 때. . .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을 

명시하면서 소설을 시작한다. 아동의 범주는 법적으로 미성년의 나이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삶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시기에서부터 자신의 존엄성을 충분히 지

킬 수 있으나 법적으로 미성년이어서 부모의 개입이 불가피한 만 17세의 나이까

지를 포함한다. �아동법�에는 개인의 존엄성이 순전히 타인의 결정에만 의존해

야 하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영아의 경우에서부터 아직 미성년이므로 부모의 

권한에 맡겨지나 3개월만 있으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결정권이 반영되어야 하는 

만 17세의 경우까지 아동법 적용의 다양한 사례를 담론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법�의 세 가지 주요 판례의 이야기가 논지의 쟁점으로 다

루어질 것이다. 첫째, 매슈(Matthew)와 마크(Mark)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샴쌍

둥이로 분리 수술의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에게 맡기자는 종

교 쪽의 주장과 한 명이라도 살리자는 과학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

째, 미성년자 자녀의 교육 문제로 극단적인 이견을 드러내며 법정에 선 유대인 부

부의 이야기이다. 자녀의 교육을 두고 벌이는 이들의 싸움은 종교의 교리 실천에 

대한 신념이 서로 다른 데에서 온다. 셋째, 이 소설의 주인공 애덤의 이야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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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가가 주요 담론으로 다루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3개월만 있으면 성인이 되며, 자신을 지키는 사

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애덤은 희귀한 종류의 백혈병을 앓고 있어서 급

히 수혈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으나 그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여호와의 증인

(Jehova’s Witness)의 교리를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 이 사건에서는 수혈을 허락

해야 한다는 병원 측, 즉 과학의 언어와 섭리를 어길 수 없다는 종교 측의 언어가 

대립한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상호소통에 실패하여 법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로 

양측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법정의 명령이 되도록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매큐언은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개한다. 법정에서 상대를 무

효화 하려고 쟁투를 벌이는 양측은 주로 종교와 과학이다. 매큐언이 인터뷰에서

도 직접 밝히듯이 “종교와 과학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Interview 44)

으로 존재한다. �아동법�의 비극은 양측 주장의 접점이 없는 갈등에서 온다. 비

평가 하우저(Tammy Amiel Houser)는 매큐언이 “양측에 동등한 목소리를 부여

해서 비극적인 분규의 모습을 고조시킨다”(63)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아주 적

절해 보인다. 이야기의 무대인 법정은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논박 개념의 은

유”(Wilkinson 383)로 작용한다. 법정에서 이러한 분규의 해결책으로 판사는 합

리주의적 시각을 이용하는데, 매큐언은 중심 스토리, 즉 애덤 이야기의 비극성을 

강조함으로써 합리주의 시각의 한계를 노출한다. 매큐언이 합리적 사고의 반대

개념이나 대안을 암시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텍스트에는 합리주의자 피오나

가 간과하고 소홀히 한 인간적 관계의 아쉬움이 담겨 있다. 매큐언은 다른 소설 

�속죄�(Atonement)에서 분규로 들끓는 현대사회를 묘사하며 그것을 용해할 방

법으로 “타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려는 노력”(51)을 강조한다. �아동법�에서 매큐

언이 묘사한 소통의 실패로 인한 안타까운 비극은 이러한 ‘타자의 마음으로 들어

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독자들은 인간 상호 간의 이해 가능한 질서를 생

각하게 된다. ‘타자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란 분규를 줄이고 얽힘을 푸는 시도로

서, 이는 매큐언이 추구하는 소설의 가치인데(Atonement 51), 곧 바흐친

(Mikhail Bakhtin)의 대화주의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논문은 �아동법�이 다

루는 분규의 비극을 대화주의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이러한 시각이 합리적 사고

가 봉착한 난제에 하나의 출구 방안이 될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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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간된 �아동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 논문 3편, 해외 논문 7편에 불과하다. 

국내 논문은, 법학 영역에서 아동법을 재판의 시각에서 다룬 논문 1편(채형복), 

법과 인간적 개입을 다룬 비교 논문 1편(이석광), 소설과 영화를 비교한 논문 1

편(이채원) 등 모두 3편이다. 대화주의 시각에서의 탐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

화된 연구이며, 합리적 사고에서 오는 경직된 상호관계를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

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II. 독백의 비극 초래와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

바흐친의 대화 이론을 대략 정리해보면 인간의 생각은 언어이며 인간의 말은 

대화에서 태어난다(The Dialogic Imagination). 바흐친의 이론에서 언어란 곧 

생각의 방식을 체현하는 것이다(Schultz 20).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인간의 삶은 타자와의 언어인 대화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말은 타자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327)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타자의 말과 대화적 상호작

용”(280)으로 구성된다. 이상적인 상호관계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언어가 상호작

용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화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청자

와 화자의 자리는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이며 가변적이어야 한다. 대화는 긍정적

이고 조화로워야 할 필요가 없으며, 낯설고 반박하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는 타자

의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소통의 실패

는 서로의 상반되는 언어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청자와 화자의 위치

가 역동적이지 않고 고정화될 때 발생한다. �아동법�에서 아동을 대신하는 측과 

그 반대 측은 대화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들의 자리를 고정함으로써 타자의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소통에 실패한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위치

가 아닌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 그 아동이 화자이든, 청자이든 상

대는 암묵적인 타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서 아동의 복

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동은 섬이 아니다”(16)라는 모토는 이러한 배려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니 아동을 소통이 불가능한 상대로 여길 때에 독백의 위

험성이 발생한다. 독백은 상호소통을 의도하지 않으므로 폭력이 되고 학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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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흐친은 이러한 특성을 인간관계에서 상호 대화를 거부하는 일방적 세

계에 갇힌 것으로 판단한다(273).

법정에서 쟁투를 벌여야 하는 경우는 대개가 대화에서 실패한 경우, 또는 상

대가 존재하나 서로가 혹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백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의하면 독백과 같은 “단일한 언어는 이질적 언어를 허용하

지 않고, 상대의 언어를 제한”(270)한다. 이는 “상대를 제압하는 군림하는 언

어”(272)로서 대화 상대인 다른 언어를 무시하고 대화를 제시하지 못한다. 바흐

친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 시어, 언어학, 문체론 등의 언어가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는데(271), �아동법�의 법정에서 발화되는 거의 모든 언어는 이

러한 군림하는 단일한 언어의 유형에 속한다. �아동법�에 담긴 모든 스토리는 독

백 혹은 상호작용의 거부로 인해 대화에 실패하는데, 이것이 이 텍스트를 비극으

로 만드는 요인이다. 샴쌍둥이 매튜와 매슈의 사건과 이혼하는 유대인 부부의 경

우에서 대화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독백만 난무한다. 

샴쌍둥이의 문제는 둘 다의 생명이 지켜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샴쌍둥이 매

슈는 마크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둘은 상대를 반드시 헤쳐

야만 하는 불가분 얽힘의 상태에 처해 있다. 마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슈의 생

명을 해쳐야만 한다. 하지만 의학적인 개입이 없이 자연에 맡길 경우, 혹은 신에

게 맡길 경우, 둘 다 죽게 된다. 둘 다 죽게 두는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판사 피오나(Fiona Maye)의 

임무이다. 이 사건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측, 즉 과학을 믿고 이성 중심의 사고를 

지닌 자들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종교의 신성한 섭리에 따라 삶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믿는 자들과의 이견을 담고 있다. 신께 맡기라고 주장하며 수술을 반

대하는 신앙인들과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의사들은 서로 양보 없이 일방적

인 입장을 얘기한다. 양측은 모두 비극적 분규의 원인인 “자신들만의 것일 뿐인 

주장”(De Boer 43)을 일삼으며, 무엇이 샴쌍둥이에게 최선인지를 고려하는 주

장은 하지 않는다. 종교인들은 진화하는 세계에서 과학의 발달로 인한 상대적이

고 유동적인 변화를 무시한다. 의사들은 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소중히 하는 그

들의 섭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의 주장을 

무효화 하려는 쟁투”(55)야말로 현대의 비극이라는 하우저의 지적은 아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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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인다. 법정에서의 논박은 이렇게 대화를 포기한 독백론자들이 찾는 출구이

다. 이 분규를 종식해야 하는 피오나 판사는 아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

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그녀의 직무 혹은 사명으로 여기는 

합리론자이다(35). 그러므로 그녀는 분리 수술을 하여 매슈를 살리라는 판결을 

내린다. 피오나는 이 판결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견 없는 명판결

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도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를 내포

하는”(Nussbaum 1024) 비극을 면할 수 없다. 

이혼하는 유대인 부부의 사건은 미성년자 자식의 교육을 두고 갈등을 빚는 문

제이다. 이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 교리의 실천에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고집하면서 대립한다(3). 아

버지는 종교 규칙을 따르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즉 규율은 엄격하나 사랑이 넘치

고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대 공동체에서 두 딸을 양육하

고자 하고, 어머니는 공동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발전

의 가능성이 무한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딸들을 양육하고자 한다. 부부는 모두 자

식을 앞세워 본인의 입장과 소망을 말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사

람과 악의적인 싸움을 벌이는 자신을 보면서 기분이 멍해진다고 느끼는데(3). 이

는 하우저의 주장처럼 이들이 서로 상호배제를 함으로써 상대 속에서 자신을 인

식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63). 이들은 곧 상대를 무효화 함으로써 자신

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딸, 레이첼(Rachel)과 노라(Nora)의 학교 문제지만 그들은 이 

법정 싸움을 서로의 영혼이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10). 먼저 규칙을 깬 쪽은 어

머니인데, 그녀는 딸들을 남녀공학에 보내고, 텔레비전, 인터넷, 팝 뮤직 등을 허

용하는 중학교에 보낸다. 그녀는 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알고, 세상

에 속하기를 바란다. 대학도 가고, 직업의 기회도 가능하면 많이 갖고, 경제적으

로 자립한 그러한 남편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녀의 남편은 토라를 공부

하고 가르치며 무급으로 하루에 여덟 시간을 보내는데, 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남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의식, 무의식적인 불만을 반영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은 싸움이 자식들의 교육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데에 서로 수긍한다. 자식들의 교육이 명분이긴 하나 그들은 상대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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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 서로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대화가 아닌 독백을 한

다. 이들의 언어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둘 다 화자이기만 한

데, 서로는 상대가 청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법정에 서는 사건의 

경우에 거의 모두가 그렇듯이 상대의 언어를 무효화 해야만 화자로서의 자신의 

언어가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상호소통, 상호작용을 거부하기 때문

에, 법정의 언어란 판사의 언어까지 포함하여 모두 단일한 언어, 독단의 언어로 

구성된다고 여겨진다. 

법정은 미성년자인 딸들을 대신해서 철저히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으로 덜 철

저하며 합리적인 사고가 깃들인 것 중에서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 피오나는 아동

법 제정 취지에 근거하여, “아동은 섬이 아니며, 아동의 안녕은 사회적이야 한

다”(16)고 믿는다. 피오나가 최고의 판사로 명망을 쌓아 온 경력은 이러한 합리

성에 기초한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중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

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다(37-38). 대화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혼하는 유대인 부부의 경우에 그들이 타협해야 하는 논제는 딸들의 안

녕과 행복이다. 또한 대화를 위해서 그들은 화자의 자리에 있는 만큼 청자의 위

치에도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딸들을 미성년자라

는 핑계로 제삼자의 위치에 놓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대화의 주인공이 된다. 

딸들을 배려한다지만 그들은 군림하는 독단의 언어를 사용한다. 남편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인 성취를 딸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며 아내는 자신이 누리

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성취를 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는 딸들을 앞세운 허위와 위장의 것이다. 이들은 둘 다 상

대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자기모순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게 되자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

사가 된다. 이를 남편과 친척들은 못마땅하게 여긴다(9). 아이를 많이 낳고, 육아

와 남편을 보필하는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는 공동체의 암묵적인 규약을 그녀가 

어긴 것이다. 남편은 타자를 배려하느라 개인 생활을 희생하고 공동체에 헌신하

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서는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며 자신의 언어만 중시

한다. 이들의 언어는 바흐친이 지적하는 그 위험한 독백의 유형이다. 바흐친에 

의하면 말은 “자신과 타자의 문맥 사이에 존재”(283)하며, “반은 타인의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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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만 자신의 것”(293)이다. 이들이 서로 자기부정이 불가해한 모순이라는 것

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Houser 

57). 이처럼 풀 수 없는 문제의 경우는 거의 일방적인 독백의 형식을 취한다. 텍

스트의 서술자는 “어려운 문제는 항상 제삼자가 답한다”(20)고 말한다. 대화의 

법칙을 위반하므로 그들은 판사라는 제삼자가 내린 결정에라야 복종하는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매큐언은 바흐친이 일원적인 언어로 위험성을 경고하는 독백의 예를 주로 종

교의 언어에서 든다. 서술자는 “종교적 신념은 개별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가

장 허용하지 않는다”(80)고 서술한다. 매슈를 살릴 길이 있음에도 섭리라는 명분

으로 그 가능성을 거절하는 기독교, 유동적인 세상에서 자식의 미래를 종교에 예

속시키려는 유대교, 수혈의 치료가 주어진다면 환자가 차도를 보일 가능성은 팔

구십 프로나 되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증

인 등의 언어가 그 예이다. 그들의 언어는 매큐언이 주장하는 ‘타자의 마음에 들

어가기’를 거부한다. 매큐언은 영국의 무신론자 운동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데

(Ridley ix), 이는 아마도 종교에 대한 이러한 적대 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매큐언은 종교의 섭리를 앞세운 독백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합리적 사고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매큐언의 소설에서 종교와 대치하는 언어인 “과학과 합리적 

사고는 거의 동의어”(Holland 387)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사고는 판사로

서 피오나의 명성을 지켜준 무기이며 균형 잡힌 시각의 언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피오나가 봉착한 딜렘마, 애덤의 죽음은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III. 상대에 대한 배려 의지: 내적 대화의 시작

바흐친의 대화이론에서, 내적 대화란 항상 타자의 담론과 상호작용하며(330), 

독립적인 행위로 분리될 수 없으며(279), 타자의 언어에 적극적인 이해를 기울이

며(282) 상호소통하는 관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면의 대화이다. 바흐친

은 이러한 내적 대화는 상대와의 상호작용으로 “엄청난 힘을 지닌다”(279)고 말

한다. 부정적인 애덤이 수혈 치료를 받아들이고 삶의 다른 면을 바라보게 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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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화는 바로 이 내적 대화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거절당하고 그는 

힘겨운 방황을 하다 이어 죽음을 선택한다. 애덤의 슬픈 이야기가 합리적 사고의 

닫힌 구조와 한계에서 기인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는데, 하나의 대안

으로 대화주의 시각이 고려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애덤의 백혈병 치료와 관련해서 병원 측과 그가 믿는 종교와 합의되

지 않는 갈등은 텍스트 �아동법�의 핵심 스토리로 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애덤은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3개월만 있으면 18세의 성인이 

되며,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희귀한 종류의 백혈병

을 앓고 있어서 급히 수혈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으나 그는 교리를 따라 수혈

을 거부한다.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장은 애덤이 수혈만 받으면 생존권을 

지킬 수 있으며, 그러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여겨 이 사건을 법원에 의

뢰한다. 재판의 당사자들은 수혈을 주장하는 병원 측과 수혈을 거부하는 애덤 측

으로, 이들의 재판에는 종교와 의학과의 치열한 갈등이 빚어진다. 

애덤은 미성년자이므로 아직 부모의 결정권 아래 있으나 판사 피오나는 이례

적으로 그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병원으로 찾아가 그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

한 행위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또한 합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인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피오나는 애덤을 지키려고 수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고 애

덤과 그의 부모는 생명을 지켜준 이 결정을 감사히 받아들인다. 새 생명을 얻어 

기쁨에 찬 애덤은 피오나를 찾아오고 사적으로 의지하려 한다. 피오나는 단호하

게 애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차단한다. 애덤은 절망감에 삶의 의지를 잃고, 이

번에는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생명을 잃는다. 

애덤의 사건에서 크게 두 종류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첫째는 법정의 사건이므

로 판사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양측의 대화가 존재한다. 둘

째는 판사 피오나와 미성년자 애덤이 나누는 대화이다. 법정의 대화는 서로를 부

정하고 무효화시키고자 하므로 내적인 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

화의 실행에 있어서 애덤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는지, 혹은 애덤이 다른 명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주장의 설득력이 좌우된다. 애덤 측은 여호와의 증인 공동

체에 속해 있으므로 그들의 교리를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 종교와 과학의 교차점

이 없는 공방이 끝없이 펼쳐져 이 쟁투는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만 일단락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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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는 부모 측은 과거의 사례 등을 예로 들고 확률적

인 위험성을 지적하며 수혈의 부정성을 끊임없이 토로한다. 과학을 믿는 병원 측

은 그것은 말장난이며 애덤은 수혈을 받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고, 목숨이 위태

로워 급히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선다(70). 부모 측은 무혈 수술에 대해 언급

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제공하는 최상의 수술이라고 주장한다. 병원 측은 

전반적인 수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화는 애덤의 치료에 관한 단순

한 것이라며 답답해한다(71). 

애덤의 사건을 위해 만난 양측의 변호사들은 자신들 측의 변호를 위해 주장을 

한다. 병원 측은 상대의 선택을 받아들이면 한 인간이 고통 중의 고통을 겪고 급

기야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고 한다(67). 애덤 

측의 변호인은 동의 없는 치료는 인권의 침해라며 치료의 거부도 인간의 존엄성

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68). 부모 측은 성년이 가까운 애덤의 의견은 성인

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그의 견해는 곧 그가 아닌 

그의 부모의 견해라고 주장한다(68). 이미 지적했다시피 작가는 양쪽의 목소리

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쟁투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그린다. 

그들의 공방은 주로 상대의 주장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판결할 때 중시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성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와 기준이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공방을 벌이는 주인공이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3개월만 있으면 성년이 되고 분별력 있고 영리하다는 말을 듣고 판사 피

오나는 직접 그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피오나의 이러한 합리성의 추구는 아이러

니하게도 대화주의의 시각에서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시도로 이어진다. 

공적으로 출발하나 사적 영역으로 확대된 피오나와 애덤의 대화는 �아동법�의 

주제와 관련한 여러 의미를 함포한다. 에덤과 피오나의 대화를 정밀히 분석하면 

바흐친의 대화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한 대화가 오갈 때, 즉 서로가 

내적으로 만족하는 대화를 나눌 때, 서로는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다

른 한편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고 상대를 배려하기가 어렵고 힘겨워 회피하거나 

거부해서 대화의 실패가 있을 때 서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애덤은 생명을 

잃고, 피오나는 일생의 회복하기 어려운 가책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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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호 인간적인 대화의 시각이 합리적인 시각보다 문제를 더 기본적으로 들여

다보고, 보편적인 해결, 혹은 대안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경우의 구

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그들의 내적 대화의 여러 예를 들 수 있다. 병원

을 방문하면서 피오나는 이미 애덤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와 그의 비현실적인 

사고에 대해 들어 알고 있다(97). 애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거의 없다.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나 

육체적인 악화, 정신적인 사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끔찍한 죽음이 되리

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병원 측 주장은 애덤이 이 시련을 낭만적으로 생각

한다는 것이다(84).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종교인들은 명분을 

내세워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 합리주의자 피오나는 이러한 상황을 아

주 비이성적으로 여기지만 애덤의 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천진함이 

종교의 폐쇄성과 얽혔을 것으로 파악한다. 그녀는 애덤에게 수혈을 거부함으로

써 일어나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피오나가 하는 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이끈다. 

“수혈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해.”

  “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있어. 네가 그것을 고려했는지도 알아야겠어. 죽음이 아

니라 불완전한 회복 말이야. 네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뇌 손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어. 맹인이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평생 투석을 

하는 너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그 질문은 경계를, 법적인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And without a transfusion you could die. You understand that.”

  “Yup.”

  And there’s another possibility. I need to be sure you’ve considered it. 

Not death, Adam, but a partial recovery. You could lose your sight, you 

could suffer brain damage, or your kidney could go. Would it please God, to 

have you blind or stupid and on dialysis for the rest of your life?

  Her question overstepped the mark, the legal mark.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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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안 된 애덤은 즉각 응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진지한 청자로서 화자의 

따뜻한 배려를 듣는다. 일방적인 설득에 가깝지만, 화자로서 피오나의 말은 단일

한 군림하는 독백이 아니다. 그녀의 말은 자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고 오롯이 

상대를 위한 배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화자의 말에 애덤은 직접적인 응답을 피

하며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볼 때, 화자의 말을 반격하지 않고 수동

적인 청자로서 내면에 긍정의 응답을 보류한다. 

피오나의 내면은 합리적 틀을 이탈하여 상대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며 변하

고,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흐른다.

그의 팔꿈치가 약간 굽고 약하고 뾰족해 보였다. 생뚱맞게 그녀는 버터, 테라곤, 레

몬을 곁들여 구운 치킨과 토마토와 마늘을 곁들여 구운 가지요리와 올리브기름을 

살짝 발라 구운 감자 요리 등을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집에 데려가 먹이자.

His elbow, slightly crooked, looked pointed, and fragile. Irrelevantly, she 

thought of recipe, roast chicken, with butter, tarragon and lemon, 

aubergines baked with tomatoes and garlic, potatoes lightly roasted in olive 

oil. Take this boy home and feed him up. (106)

그들의 대화는 진보한다. 그들은 서로 얘기가 통하는 시에 관한 화제, 그리고 피

오나의 격의 없는 농담과 이에 대한 애덤의 응수로 그들은 서로를 향해 허물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막혔던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대화의 물꼬를 튼다. 

패터슨(David Patterson)은 소통에서 “웃음이란 장벽을 들어 올리고 자유의 길

을 연다”(6)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내적인 대화를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이 웃음이

다. 이 웃음으로 그들의 대화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는다. 수혈을 허용하는 판결

을 내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피오나의 질문에 애덤은 농담으로 답한다. 

그의 이러한 응답은 그들 앞에 놓인 경직성에 균열을 일으킨다.

일어나 앉아서 힘겹게 숨을 쉬던 그는 그 질문에 약간 맥이 풀리는 듯했으나 미소

를 지었다. 저는 판사님을 남의 일에 끼어드는 참견쟁이라고 생각하겠죠.” 

  너무 뜻밖의 격의 없이 바뀐 그의 응답에, 그녀 또한 놀란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

자 그들은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핸드백과 노트북을 막 챙기던 마리나는 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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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벙한 듯했다.

He was sitting up, breathing hard and seemed to sag a little at the question, 

but he smiled. “I’d think My Lady was an interfering busybody.”

  It was such an unexpected change of register, so absurdly understated, 

and her own surprise so obvious to him, that they both began to laugh. 

Marina, just then gathering up her handbag and notebook, seemed puzzled. 

(114)

애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상대의 언어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전하는 것은 하우저도 지적하다시피 그들의 관계이지 논리가 아

니다(69). 그들은 그들의 목표와 상관없는 얘기인 시, 바이올린 등으로 화제를 

돌림으로써 긴장을 풀고 막힌 난제의 돌파구를 찾는다.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

는 대화는 얼어 있는 경직성을 용해한다. 애덤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피오나가 

노래를 부르며 맞추는 화음(117)은 그들의 진정한 내적 대화의 표현이다. 하우저

는 예술이 고정된 위치를 흔들고 구축된 서열 관계를 전복시킨다고 주장하는데

(69), 이들의 듀엣 연주에서 예술의 이러한 기능이 발현된다.

병원 측에 손을 들어 주어 수혈을 받게 된 애덤이 새 생명을 얻고 행복에 겨워

서 피오나와 나누는 대화는 종교나 과학이나 합리적 사고 등 어떠한 이념적인 사

고든 모두 뒤로 하고 진솔한 내면을 드러낸다. 피오나가 화자의 역할을 점하고 

애덤은 청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 그들은 고정성을 벗어나 화자 청자

의 역할을 자유롭게 교환한다. 애덤은 그의 부모의 아이러니한 언어에 대해 털어

놓는다. 애덤이 수혈한 후에 부모의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고 애덤은 그들이 종

교의 교리를 어겨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으나 이내 그들의 눈물은 아들이 

살아난 기쁨의 표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138). 그들의 종교와 그

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결속이 내면의 진정한 언어를 막고 심지어 아들의 생명 

앞에서도 그들은 위장의 언어로 자신들을 무장했다. 애덤 또한 부모, 종교 교리, 

성직자, 종교 모임 등의 장애에 갇혀 내면의 언어를 발화하지 못한 것이다.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를 얻은 애덤은 부모와 종교 공동체에 맞서며 자신의 내

면을 자유롭게 표출한다. 그러나 애덤은 닫힌 체계에 갇힌 주변의 언어와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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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통을 겪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내면의 대화를 추구한다. 피오나와 만나고 

싶지만 피오나는 높은 공직에 있고,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상대이므로 애덤은 시

를 쓰고 편지를 쓰며 피오나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그의 시와 편지는 화자가 암

묵적인 청자와 나누는 대화이다. 

판사님과 얘기를 나누어야 하기에 전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판사님의 차분한 목소

리를 들어야겠고, 저와 이 문제를 논의할 판사님의 맑은 마음이 필요해서지요. 판

사님이 정말 아름답고 깊은 어떤 색다른 것 가까이에 저를 이르도록 해 주신 것 같

은데 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판사님이 신봉하는 것을 저에게 말한 적은 없지

만 저는 판사님이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앉아서 연주했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샐

리 가든.’ 전 매일 그 시를 봅니다. ‘젊고 어리석은’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판사님

이 아니었으면 전 젊지도 어리석지도 못하겠지요. 죽었을 테니까요. 어리석은 편지

를 많이 쓰면서 늘 판사님을 생각합니다. 정말 판사님과 다시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전 우리의 불가능한 멋진 환상을 꿈꿔요, 함께 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한다

든지, 옆 선실에 머물면서, 갑판을 오르내리며 종일 얘기 나누는 꿈을 꾸지요. 

I’ve been writing to you because I really needed to talk to you. I need to 

hear your calm voice and have your clear mind discuss this with me. I feel 

you’ve brought me close something else, something really beautiful and deep 

but I don’t really know what it is. You never told me what you believed in, 

but I loved it when you came and sat with me and we did. ‘The Sally 

Garden.’ I still look at that poem everyday. I love being ‘young and foolish.’ 

and if it wasn’t for you I’d be neither, I’d be dead! I wrote lots of stupid 

letters and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and really want to see you and talk 

again. I daydream about us, impossible wonderful fantasies, like we go on a 

journey together round the world in a ship and we have cabins next door to 

each other and we walk up and down on the deck talking all day. (139)

애덤의 편지에 피오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언어란 “개인적인 화자들 간의 창조적

인 소통행위”(Shevtsova 751)일 수 있는데, 시와 편지로 소통을 시도하는 애덤

의 대화 의지는 창조적 미래로의 지향이다. 그러나 피오나는 상호관계를 중단하

고 과거의 합리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합리적인 사고는 이미 종결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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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된 애덤과의 만남과 대화를 거부한다. 공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아동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여기는 합리주의자 피오나는 업무

와 관련 없는 사적인 관계를 과감히 차단한다.

IV. 대화의 회피: 피오나의 합리적 사고의 한계

대화주의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과 관련한다. 언어의 본

질은 곧 표현이 아닌 의사소통이다. 사회적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사

소통은 개별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며 사회적이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소통 가능

한 어떠한 행위도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대화

는 인간의 사고 활동, 사회문화적 의미구성에 필히 작용한다. �아동법�에서 “아

동은 섬이 아니다”(16) 라는 말은 아동이 사회적 존재로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피오나는 애덤의 대화 시도가 지극히 사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그것을 

회피하지만 결국 그가 사망하리라는 것은 예측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 애덤의 죽

음을 피오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독자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피오나가 대

화를 향해 열린 마음, 즉 대화 의지를 지녔기를 바라는 데에서 온다. 작가는 이 

텍스트에서 ‘합리적(resonable)’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는데, 그녀는 희망 

없는 상황에 자신이 유의미한 합리적인 이치를 제공해 준다고 믿는다(4). 그녀는 

또한 전혀 말을 나눈 적이 없는 증인들이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진실일 수 있다고 말한다(100).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가

득 차 있는 그녀는 애덤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니 그 행위를 너무 무모

하게 여겨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엄두도 못 낸다(157). 

피오나의 이러한 합리적 사고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하나 내적 대

화를 요구하는 상호관계에서는 실패한다. 어린 시절부터 야심이 컸던 피오나는 

탈출을 꿈꿔본 적이 없다(140). 제도권 안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결혼생활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우선하느라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가정에서도 업무를 보느라 

남편과의 사적인 생활도 뒷전으로 밀어내 남편은 불만에 가득 차 다른 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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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선언한 바 있다. 그녀에게는 판사로서의 권위와 명성, 평판이 모든 것이

다. 이러한 그녀의 사고에 이미 종결된 사건의 주인공 애덤과의 사적인 소통과 

상호관계가 들어설 저리가 없다. 상대가 이제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청년이고,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배려의 대상자라는 생각이 그녀에게는 없다. 문제는 애

덤의 사고가 피오나처럼 합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지 않고, 그와 상반되는 대화 

의지로 가득 차 있다는 데에 있다. 그는 “제 종교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158). “솔직히 저는 멍청이었

어요”(160)라고 말하며 애덤은 자신을 구원한 피오나와 내적 교류를 원한다. 그

러나 피오나는 단호하게 “애덤, 너 여기에 왜 왔니”(160, 162)?라는 합리적인 물

음을 던진다. 

피오나를 만나려고 먼 길을 비를 흠뻑 맞으며(155) 어렵게 찾아왔지만, 그녀

는 그를 돌려보내고 더 이상의 소통을 차단한다. 애덤이 회복한 후 그의 내적인 

언어를 가로막았던 요인은 어느 것도 변하지 않았고 애덤만 그들의 언어가 허위

였음을 깨닫는다. 애덤이 피오나를 추적하여 출장의 장소까지 따라간 것은 그가 

피오나를 자신의 내면을 열 유일한 상대로 여겼기 때문이다. 피오나가 당황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애덤에게 키스하는 행위는 자신을 향해서 내

면을 연 애덤에게 청자로서 응답한 내면의 은밀한 자율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오나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떠올라 순간적인 

이 내적 분출을 스스로 부인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순간적인 내적 분출을 실수로 

또한 수치심으로 여긴다. 그녀는 세상이 혹여 그 순간을 기억하거나 그 행위에 

대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염려한다. 피오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로 직업윤리

를 위반했다고 느낀다(173). 이러한 위반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일

에 몰두한다. 그녀의 태도와 사고, 그리고 현실 인식의 근간이 되는 합리적 사고

는 끝내 그녀에게서 내적 대화를 가로막는다. 애덤은 “부모님의 종교는 독이었고 

판사님은 해독제”(163)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애덤에게 피오나가 종교의 해독제

라면, 피오나에게 애덤은 나이와 냉소주의의 해독제라고 하우저는 주장한다(70). 

하우저는 또한 피오나가 이성을 과대 가치화함으로써 자신을 눈멀게 한다고 지

적한다(72). 애덤은 그 해독제로 자신을 위장한 장벽을 무너뜨렸지만 피오나는 

결국 그 장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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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나의 문제는 피오나와 함께 항해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며 대화를 시

도하는 애덤에게 반대의 응답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데에 있다. 바흐친은 

진정한 대화란 상대의 언어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질적인 언어를 교환

하고 반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다(272). 심리학자 하이트(Jonathan Haidt)

도 결을 달리하여 일반적으로 피하는 정치와 종교 같은 대화 주제에 대해서도 서

슴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서로의 닫힌 구조를 열 수 있다고 본다(xviii). 대화 

지향의 태도는 그러므로 타자의 말 사이에서 새롭고 중요한 잠재력을 창안하고

(275), 다른 언어의 대화적 환경에 들어가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276). 피오나가 

애덤의 의도를 과도하게 느낀다면, 또한 그녀가 대화 지향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

다면, 이질적인 언어로 그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덤의 의

도를 터무니없이 구는 행동으로 여기는 피오나의 사고는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서 한계를 드러낸다. 피오나는 애덤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난 후, 본래의 일상으

로 돌아간다. 문제는 피오나에게 애덤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애덤에게 피오나는 

삶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애덤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피

오나는 그와의 상호소통의 부족함을 떠올리며 후회한다. 

합리적 사고의 한계와 대화의 거부를 인지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깨닫게 된 

피오나는 애덤이 죽은 후 그와 상상의 대화를 한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거야”(203)라고 묻고, 상상 속의 “했어요”(203)라는 답

을 듣는다. 그녀는 육 주 동안 보관해 온 애덤의 시를 꺼내 든다. 화자 애덤이 건

네었으나 청자인 자신이 응답하지 않았던 그 언어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강하게 아성을 쌓아 온 피오나는 상처받고 약해지면서 변한다. 그녀가 소홀히 해 

상호관계가 소원했던 남편과 그녀는 솔직한 내적 대화를 나눈다. 애덤이 누구인

지를 묻는 남편의 말에 피오나는 “아주 이상하고 아름다운 청년”(208)이라고 답

하고 그와 키스했다고 고백한다. 피오나는 내면에 숨겨두었던 나름의 가책을 토

해낸다. 합리적 사고가 경시하는 비이성, 감정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그녀에

게 내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파국을 맞이했던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회복

되는 이러한 계기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을 열고 상대에게로 다가가는 내적 대

화이다. 가정생활의 실패와 애덤을 구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이성의 가치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탓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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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오며

�아동법�에서 법정은 아동을 위한 최상의 판결을 내리고자 노력을 기울이며 

사건마다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택을 취한다. 샴쌍둥이의 분리 수술 사건

에서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 피오나 판사는 최대의 찬사를 받고 이

후에도 그에 대한 무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자식의 교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이혼하는 유대인 부부의 판결에서도 피오나 판사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에 

무게를 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한 어머니 쪽의 손을 들

어준다. 합리적 사고가 보편적으로 동의를 얻기 때문에, 피오나 판사는 판사로서

의 훌륭한 평판을 얻는다. 이러한 판결에서 합리적 사고는 명분을 위한 명분, 이

유 없는 관습적 고정성 등을 물리침으로써 긍정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

만 성인이 거의 다 된 17세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와 전혀 다른 경우로 나타난다.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판결은 사건의 당사자와 그의 가족을 만족스럽게 했

으나 이후 애덤은 판결과 다른 길을 감으로써 죽음을 맞이한다. 작가 매큐언이 그

리는 이러한 비극에는 합리적 사고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

한 한계를 대화주의 시각에서 짚어서 그 원인을 규명한다. 작가 자신도 텍스트에

서 어떠한 대안도 보류하나 비극의 안타까움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한다.

대화주의는 합리주의가 택할 수도 있는 독단, 일방적인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화주의는 언제나 상대, 타자, 타인의 존재와 함께 사고하고 행동한다. �아동법�

에서 합리주의 시각이 지닌 한계에 보완이 되는 방안으로 작가는 명언을 언급하

며 몇 예로 세익스피어가 말하는 관습의 파괴(17), 호프만 경이 언급하는 다양성

의 수락(14) 등을 제시한다. 작가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여러 가능성과 방안은 항

상 상대적이고 유동적이어야 하는 대화주의 시각 내에 담겨져 있다.

매큐언은 �아동법�에서 영리하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청년의 죽음을 그려 그와 

연관된 종교의 경직성과, 서구 역사상 이어온 이성 중심의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매큐언은 이에 대한 자신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안의 

제시가 작가의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구습을 타파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 제시는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으며 탐색하는 기대이다. 매큐

언은 비극의 아쉬움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소설을 현실 장르가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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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술의 형태로 남긴다. 그리고 작가는 말미에서 피오나가 공적인 생활에 치

중하느라 소홀히 하여 파탄지경에 이른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긍정의 한 줄

기 빛을 쏜다. 애덤이 현실을 모르고 죽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했을 시에 그 사고

는 교정이 필요했었다. 애덤을 살릴 수도 있었던 아쉬움에 대한 현실적인 담론을 

다루면서 부부의 관계 회복은 애덤의 교정을 필요로 했던 사고 못지않게 낭만적

인 결말로 읽힌다. 대화주의 시각은 피오나의 공사를 예외 없이 구분하고, 공을 

사보다 우선시한 우열 법칙, 내면보다 외부의 명성과 평판을 중시한 경직된 사고

를 모순점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화주의는 합리주의의 한계에 하

나의 대안적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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