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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Won Ju. “Christian Worldview in The Ambassador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145-163. Henry James, a cosmopolitan, is not an indifferent and ignorant of Christianity 

though he is known as a writer who is unrelated to Christianity. James is not a devout Christian but as 

part of his identity, his values and worldview are deeply rooted in Christian culture. Among his many 

works, his Christian worldview is evident in The Ambassadors. He implicitly depicts the Christian 

worldview by figuratively portraying the characters of the Bible. In particular, he associates Jesus Christ 

and his crucifixion with the main character Strether who reflects the suffering of self-denial and sacrifice 

of Jesus Christ, which constitutes the main frame of the Christian worldview. In doing so, James criticizes 

the collapsed morality and duality of the Newsomes and Waymarsh like Pharisees, pointing to the limits 

of the value of the dualistic, narrow-minded Wollett, which is dominated by moral absolutism. Finally, h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moral relativism, not the absolute moral standard,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flexible way of thinking through Strether’s final decision which is different from Jesus.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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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미국의 부유한 중상류층 출신으로 인생의 대부

분을 유럽에서 보내고 작고 1년 전에 영국으로 귀화한 작가이다. 그는 일반적으

로 전 세계를 품은 코즈모폴리턴이거나 기독교 제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

한 반기독교적 성향의 작가라고 여겨진다. 물론 그는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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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반기독교적이라고 하거나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

다고만 제한하여 보는 시각 또한 정확하지 않다. 예컨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의 조부는 프로테스탄트이며 미국이라는 국가 또한 기독교와 불가

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비평가 이델(Leon Edel)이 지적하듯이, 제임스가 “부친

의 자유로운 양육방식으로 인해 종교와 공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

장했다”(Henry James: A Life 35)는 점은 일반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 주제를 소재로 한 그의 주요 작품들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교도 혹은 프

로테스탄티즘과 가톨릭을 비교·대조하여 취급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델은 제임스에게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종교적 경험이라기보다 사교

적 사건”(35)이며 “양육에서 공식적 종교의 부재는 오히려 종교적 경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36)”라고 주장한다. 이와 아울러 “종교적 열정은 그의 소설들

에서 일반적으로 부재한 반면, 그의 삶에서는 부재하지 않았다”(36)는 것이다. 

퍼셀(E.S. Fussel)은 “제임스가 작가로서 출발한 종교적 기반을 미국 프로테스탄

티즘”(16)이라고 규정하며 그의 “프로테스탄트 선언(Protestant proclamation)

을 초기 서평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17)라고 덧붙인다.

분명한 바는 제임스가 기독교라는 제도나 종교 그 자체보다 문화에 더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임스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칭

할 수 없겠지만 그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그의 가치 체계나 세계관은 기독교 문화

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바이다. 사실 인간은 자신과 

주변 세계나 사물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관점이나 시각을 가지고 사고한다. 이러

한 관점이나 시각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며 분명한 논리적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세계관(worldview)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 안에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후 특정한 문화 속에 전제된 관념이나 가치를 포함하여 내

면화되고 체질화되어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 세계를 인식하는 판단의 기본 틀

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서’(through) 또는 특정한 세계관

을 ‘가지고’(with)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한다”(안점식 22). 결국 인간은 자신이 

영위하는 시대의 세계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식체계와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세계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제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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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럽 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여 문화로서 기독교적 세계

관에 바탕을 두고 사유한다. 여기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핵심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칭의, 대속, 부활, 영생, 죄, 회개, 십자가 등이

다. 이처럼 언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세계관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안점식 23).

이러한 제임스의 기독교적 가치 혹은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 후기 소설 

�대사들�(The Ambassadors)이다. 스튜어트(Christopher Stuart)는 �대사들�을 

“기독교 신화에 정통한 종교적 작품으로 평하며, 제임스의 주인공 램버트 스트레

더(Lambert Strether)를 변하지 않는 믿음과 도덕적 분노를 표현하는 데에서 종

교적”(159)이라고 간주한다. 페트리샤 유아트(Patricia M. Euart)의 논평에 의하

면, “기만과 배신감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의 신화적 전통과 관련되며 배반의 발상

인 유다 콤플렉스(Judas Complex)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특히 스트레더가 당하

는 배반은 예수가 12명의 제자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Peter)를 비롯하여 결

정적으로 가롯 유다(Judas Iscariot)에게 배반당하는 것에 상응한다”(7)는 것이

다.

그런데 제임스의 작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

에서 1993년에 나온 퍼셀의 �헨리 제임스의 구교적 측면�(The Catholic Side 

of Henry James)이라는 논문은 충분히 그 중요성과 의의를 지닌다. 국내 연구에

서 2006년에 발표된 신양숙의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에 대한 기독교적 해

석: 미국독자와 서술의 틈 사이의 역학관계에 주목하여� 또한 �여인의 초상�을 

밀턴의 �실낙원�(Paradise Lost)과 창세기의 이브의 신화에 대한 인유를 통한 

작품으로 이해하여 재해석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 �대사들�을 중심

으로 제임스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룬 국내 연구나 비평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제도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제임스의 정체성의 일부인 기독

교 문화, 즉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화로서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으며 그가 어떤 관점을 견

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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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총 12장으로 구성된 �대사들�은 성경의 비유적 묘사와 인유 그리고 수사적 표

현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니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의 신화적 전통이 맞

물려 있는 소설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비유적

으로 묘사하여 특정 인물들을 연상시킨다. 주인공 스트레더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그가 유럽에서 만나는 두 명의 여성들, 즉 마리아(Maria 

Gostrey)와 비오네 부인(Madame Marie de Vionnet)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하여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와 여러 마리아들을 연상시키는 여성

들이다. 특히 비유적으로 제시된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Mrs. Newsome)의 관계

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인간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더 비중을 두고 종교와 밀접하게 결부지은 것에 대해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도덕의 보호자인 미국 여성에게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을 반

영한 결과”(315)라고 해명한다. 에릭슨(Erik H. Erikson)은 “초기 프런티어 사회

에서 미국 여성들이 문화 검열관, 종교적 양심, 심미적 결정자 그리고 교사의 역

할을 이행하며 가혹한 자연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도 공동체 사회가 와해되

지 않고 삶의 품위와 정신적 기품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다”(291-92)라고 기술한

다.

표면적으로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의 관계는 평범한 약혼자와 약혼녀의 관계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뉴섬 부인이 행사하는 영향

력은 그 이상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스트레더가 뉴섬 부인과 유럽과 미국이라는 

공간적 그리고 지리적 거리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소리가 주위

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1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바로 그녀가 어떤 존재이며 어

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델은 “뉴섬 부인을 미국 그 자체

를 상징하는 존재인 동시에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미국 청교도의 편협하고 

제한적 시각을 대변”(The Life of Henry James 419)하는 여성으로 간주한다. 

또한 그녀는 유일하게 스트레더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존재로서 “기품있는 여

  1 Henry James,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60. 이후 

이 작품에서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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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79)이며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68)는 미덕을 소유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성을 보장한다.2 요컨대 뉴섬 부인은 청교도주의의 엄격하고 절대적인 도덕성 강

조한다. 그녀는 비가시성과 부재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미국인의 의식 속에 강박

관념과 억압을 행사하는 “도덕적 압력”(276), 즉 뉴잉글랜드의 도덕을 상징하는 

추상적 존재인 셈이다. 엘멘(Maud Ellmann)은 “뉴섬 부인의 대변자”(193)인 

“사라(Sarah Pocock)에게 세상이란 한 명의 군주인 뉴섬 부인이 지시하는 법과 

의미, 진실만이 존재하는 곳”(506)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더불어 뉴섬 부인은 유

럽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귀국을 하지 않는 아들을 울렛에서 애타게 기다리

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을 구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미국 건국 초기를 

빙하시대라고 일컫는 것처럼, 빙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

에 유럽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은 스트레더가 “차가운 덩어리”(296), “냉철한 생

각으로 뭉쳐진 사람”(296) 그리고 “자기 나름의 완전성으로 다져진 여자”(298)

로 재평가할 정도로 표리부동한 양면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뉴섬 일가와 스트레더가 거주하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울

렛(Wollett)이라는 가상의 도시와 웨이마쉬(Mr. Waymarsh)의 출신지인 코네티

컷(Connecticut)주 밀로우즈(Milrose)라는 배경은 소설에 등장하는 미국인들이 

모두 뉴잉글랜드 출신의 청교도의 후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3 이와 동

시에 뉴섬 부인과 사라, 스트레더와 웨이마쉬는 뉴잉글랜드 양심의 전형적인 예

시가 된다. 뉴잉글랜드의 양심을 대변하는 스트레더는 “양심의 부담을 예리하게 

느끼는 유형”(92)으로 묘사되는데, 엄격한 도덕성과 양심을 특징적으로 보여준

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구약의 지도자인 “모세”(125)와 “정치가

다운 풍모”(29)를 지닌 웨이마쉬의 모습은 건국 초기 새 공화국을 설립한 전설적

인 인물을 연상시킨다. 그가 유럽에서 가끔씩 표출하는 “신성한 분노”(41)는 “전

통을 지키려 하는 것이며 하나의 대항의식”(159)이다. 스톨맨(R.W. Stallman)은 

  2 그녀의 이러한 특성은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

으시고’와 동일한 면을 보여준다.

  3 1860년대까지 영국의 청교도 식민지였던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플리머스(Plymouth), 그리고 로

즈 아일랜드(Rhode Island) 가운데에서, 메사추세츠는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대표로서 초창기 영향력

에서 다른 식민지들을 압도하였다.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사추세츠는 항상 뉴잉글랜드 청교도 식

민지의 대명사였다. 정만득, �미국의 청교도 사회� (서울: 비봉, 2001),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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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마쉬의 신성한 분노를 울렛과 밀로즈 그리고 보스톤의 양심의 다른 이름이

라고 명명한다. 이는 전통적인 도덕성과 시간이 만들어 낸 삶에 대한 분노인 동

시에 고정되고 미리 정해져 있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51). 웨

이마쉬에 의해 대표되는 “밀로즈는 사물에 대한 경직된 관점과 암울한 이론으로 

삶을 경직시킨다. 그는 불확실성과 양면가치 그리고 지연되는 상황으로 가득찬 

유럽의 모든 것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낸다”(Stallman 55). 쿠퍼(J. P. Cooper)에 

의하면, “청교도의 양심에 대한 강조는 캘빈 사상에 기초한 것이며 캘빈은 하나

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구조가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

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유일한 표시이며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

하는 것에 따라 인간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193)이 된다.4

“당신은 그녀가 속죄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자신은 범한 죄가 없는데도 수고하

시는군요.”

“죄가 없는 건 그녀이지요.” 스트레더가 말했다. “저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 그녀는 비꼬듯 웃었다. “그녀의 모습을 잘도 묘사하시는군요! 당신이 과부와 

고아로부터 무엇인가 훔쳤다는 말입니까?”

“저는 굉장히 죄를 지었어요.” 스트레더가 말했다.

“굉장히라구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요?”

“네, 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 죄랍니다.”

“You assist her to expiate-which is rather hard when you’ve yourself not 

sinned.”

“It’s she who hasn’t sinned,” Strether replied. “I’ve sinned the most.”

“Ah,” Miss Gostrey cynically laughed, “What a picture of her! Have you 

robbed the window and the orphan?”

“I’ve sinned enough.” said Strether.

“Enough for whom? Enough for what?”

“Well, to be where I am.” (52)

  4 제임스가 청교도의 특성을 지적하는 데 사용한 뉴잉글랜드의 양심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

된다. 예를 들면, ‘청결한 양심’(디모데후서 1장 3절)이나 ‘깨끗한 양심’(디모데전서 3장 9절) 그리고 

‘선한 양심’(디모데전서 1장 5절)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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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스트레더와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 부분이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뉴섬 부인을 완전무결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존재로 여기는 반

면, 자신을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으로 여긴다. 그러나 “도덕적 수완가”(52)로 

알려진 뉴섬 부인은 “자기가 범해 온 죄에 대한 일종의 속죄”(50)의 일환으로 스

트레더가 편집자로 있는 잡지사에 재정적 후원을 하며 자선을 베풀고 있다. 그녀

는 고인이 된 남편이 불법을 자행하여 이룩한 성공에 대한 죄책감을 자선행위를 

통하여 속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는 일종의 도덕적 강박관념을 보인다는 것이다.

초로의 나이에 유럽에 온 스트레더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미국을 ‘마음먹은 

대로 살수 없는 곳이며 자유가 억압된 곳’으로 묘사한다. 이에 대해 이델은 울렛

을 “명료하게 규정된 가치와 인습이 존재하는 곳이어서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마음먹은 대로 살수 없는 곳”(The Life of Henry James 417)으로 규정한

다. 특히 그는 울렛을 대표하는 뉴섬 부인을 “고압적인 자세로 부동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자녀에게 집착하여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개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The Life of Henry James 417)라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제임스는 한 서신에서 보스턴을 예로 들며, 미국을 ‘마음먹

은 대로 살수 없는 곳’으로 규정한 이유를 피력한다. 그러면서 그는 “심미적인 

동시에 감각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프랑스인에게 매료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 

밝힌다(“A Bundle of Letters” 51-2). 즉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기계적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고 느끼며 자신의 가능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보스턴

은 예술적 기질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없는 곳으로서 인간이 심미적 그리고 감각

적으로 살수 없는 곳이다. 특히 미국인의 성향, 즉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부하는 이분법적 사고”(James, “A Bundle of Letters” 51-2)에 대해 그는 지

적한다. 이처럼 미국은 행동과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기초로 한 도덕적 절대주의

가 지배하는 곳이며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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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트레더와 예수 그리스도

소설의 줄거리의 핵심은 뉴섬 부인의 심부름으로 파리에 온 스트레더가 채드

와 비오네 부인과의 관계의 진상을 파악하여 채드를 귀국시키는 일이다. 이 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서 스트레더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과 

기만을 당하고 결국 이용당하는 꼴이 된다. 그는 자신이 옹호한 채드와 비오네 

부인에게 배반당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진실을 처음부터 알고도 묵과한 마리

아와 존 리틀 빌햄(John Little Bilham) 그리고 바라스 양(Miss. Barrace)으로부

터 기만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웨이마쉬

로부터 배반당한다. 웨이마쉬는 뉴섬 부인에게 그를 감시하라는 밀고의 편지를 

보내어 사라 일행을 유럽에 오게 하고 오해와 모욕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며 밀고

의 대가로 뉴섬 가와 연결되어 개인적 이득을 본다. 유아트는 “스트레더의 자아

상을 예수의 자아상과 동일시하며 그가 유럽에서 겪는 경험을 일종의 수난

사”(352)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

성하는 핵심 개념인 예수와 스트레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겠다.

소설의 서두에서 스트레더는 뉴섬 부인의 “심부름”(errand)(18)을 수행하는 

대사로서 유럽에 도착한다. 그가 미국으로 귀국시켜야 하는 채드는 유럽에서 “저

속한 돈을 우려내는 창녀 출신”(45)인 여자에게 빠져 “타락한 놈, 고집 센 

놈”(45)이 되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채드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휘말릴 정도는 아니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여성들과 여러 

차례 동거했다”(67)라는 소문마저 가지고 있다. 사실상 그는 “마음먹은 대로 살

게”(Live all you can)(132)를 성적 방종으로 오해하여 유럽에서 자유를 만끽하

고 있다. 이른바 그의 삶은 성경에서 아버지의 감시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자 먼 타지에 가서 재산과 삶을 허비하는 둘째 아들, 즉 탕자를 비유적으로 묘사

한 모습이다.5 여기에서 뉴섬 부인은 ‘길 잃은 양’과 같이 “길 잃은 청년”(67)이 

되어 유럽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며 미국으로의 귀국을 미루고 있는 아들

을 구원시키고자 스트레더를 보낸다. “울렛에서 온 순례자”(268)인 스트레더는 

  5 누가복음 15장 11절~24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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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종교적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인 마냥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사명’으로 해석이 되는 심부름6

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미국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 

온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구대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나선 것

이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수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천상에서 지상으로 

보냄을 받아 내려 온 것과 대치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뉴섬 일가는 웨이마쉬를 통해 스트레더도 채드처럼 유

럽에서 타락하여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밀고를 받는다. 이 시점에서 뉴섬 일

가와 웨이마쉬의 관점과 동일하게, 스튜어트는 “소설의 첫 3분의 2가 유혹에 빠

짐과 타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스트레더가 반복적으로 파리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인”(163)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지로, 미국 청교도들에

게 유럽은 죄와 부패로 인해 타락하여 생명이 없는 곳이다. 특히 파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와 낭만, 예술의 도시이며 복잡하고 다원적 가치가 존재

하는 곳이다. 청교도의 관점에서 파리라는 도시는 성지인 예루살렘과 대립되는 

고대 왕국 바빌로니아(Babylonia)의 수도인 바빌론(Babylon)을 상징하며 ‘혼란’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요컨대 파리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곳으로 간주된다. 유아트는 이러한 “파리를 기만의 도시”(368)라고 표현한

다.

“오늘 아침 파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바빌론처럼 찬란하고 단단한 보석처럼 그 부

분들을 식별하거나 차이점을 가려내기 어려운 거대하게 내걸린 무지개빛 물체같이 

느껴졌다.”

It(Paris) hung before him this morning, the vast bright Babylon, like some 

hung iridescent object, a jewel brilliant and hard in which parts were not to 

be discriminated nor differences comfortably marked. (64)

  6 ‘errand’는 ‘심부름’과 ‘사명’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부름’이라는 의미일 때 하급자

가 상급자를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짧은 여정을 의미한다. 함축적 의

미로서 ‘사명’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일과 목적 그리고 의식적인 

의도로 설명된다. Perry Miller, Errand into the Wilderness (Cambridge: Harvard UP, 1956),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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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언급되듯이, 스트레더는 유럽의 화려한 외양에 현혹되어 채드

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진실을 뒤늦

게 깨닫는다. 이는 그의 “기묘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혼란”(277)이 빚어낸 결과

이다. 다시 말해 그는 뉴잉글랜드의 도덕적 기준, 즉 외양의 아름다움이란 도덕

성을 외면화한 것이라는 울렛 식의 사고를 유럽에 와서 그대로 적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부재한 계층인 귀족을 “특별한 사람들”(138)로 여기는 그의 성

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처음에 스트레더는 파리의 매력에 매료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함께 죄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청교도의 후예

로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7 색번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에 따르면, “청교도들은 절대적으

로 확실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사고, 감정을 대

조”(28)하여 행동해야 한다.

앞서 스튜어트가 지적했듯이, 점차적으로 스트레더는 웨이마쉬를 비롯하여 뉴

섬 부인 그리고 사라가 판단컨대 유럽에서 타락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파리가 제

공하는 세속적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매료된다. 예컨대 스트레더가 유럽에서 여

자 친구로 새로 사귄 마리아라는 여성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 오해의 빌미를 제공

한다. 그러나 그녀는 스트레더에게 유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 즉 “교

사”(86)의 역할을 하며 다방면으로 그를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그러나 “얽매인 

정신의 소유자”(199)인 웨이마쉬에게 마리아는 “가톨릭교회의 회원 모집 대리인

이며 예수회의 여성 회원”(38)일 뿐이다. 그는 스트레더와 마리아를 “겉멋만 들

고 닳았으며 세속적이고 사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해괴하다”(39)라

고 생각한다. 스트레더 자신도 마리아를 가톨릭교도인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

트 여왕”(43)에 비교할 정도로 유럽화된 미국 여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수집가”(123)인 마리아의 “작은 미술관과 같은 방”(145)은 귀중한 미술품을 소

  7 마태복음 5장 27~29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

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

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고 명시한다. 본 구절에서 예수는 행동으로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죄라

는 사실을 지적하며 죄에 대해 재정의를 내린다. 특히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되면 빼어 내버리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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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적의 동굴”(80)과 같은 곳이다. 이 방은 

“눈의 쾌락과 재산의 자랑”(80)8, 즉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곳이다.

더 나아가 스트레더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채드

를 만나러 나서고 그의 친구들과 접촉하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에 그는 호텔에서 

웨이마쉬와 저녁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한다. 생선 요리와 포

도주 그리고 껍질이 두꺼운 빵이 차려진 식사 자리는 “고백에 적합한 분위

기”(71)를 자아낸다. 이 분위기는 예수의 수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의식인 성찬

식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 장면과 그 분위기를 연

상시킨다. 즉,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최후를 기념하여 성찬식에서 각각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그날 스트레더는 채드의 집을 방문했지만 부재중

이라 대신에 빌햄을 만나서 다음날 식사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웨이마쉬에게 동

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자 웨이마쉬는 “그래, 자네는 그런 부정한 식사를 

하러 나가겠단 말인가?”(73)라고 말하며 도덕적 논평을 늘어놓는다. 그의 태도는 

예수가 비판한 바리새인(Pharisee)의 모습을 연상시킨다.9 이와 대조적으로 스

트레더의 모습은 마치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뜨리며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

를 나누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10

  8 요한일서 2장 15-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

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눈의 쾌락과 재산

의 자랑’은 번역상의 차이로 성경에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안목의 정

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칭한다. ‘이

생의 자랑’은 재산이나 높은 신분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허탄한 

자랑거리를 일컫는다.

  9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보

다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며 구약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건주의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그들

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신앙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문

자적인 단어의 의미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형식과 규칙을 따르는데 급급했으며 종국에 예수를 핍박

하는 세력으로 전락했다. 이제 그들은 율법과 형식, 권위 그리고 전통에만 집착하고 우월감과 선민의

식으로 가득 차서 기독교의 핵심가치를 잃어버린 위선과 가식적인 종교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10 마태복음 9장 9~11절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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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더는 편견에 사로잡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

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비오네 부인과 수차례에 걸쳐 만나며 교제를 지속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다면 구해 드리죠”(152)라는 약속을 하

게 된다. 이 약속은 뉴섬 부인에게 있는 그대로 비오네 부인에 대해 알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뉴섬 부인에 대한 그의 충성을 저버리는 발언

이 된다. 이 말을 하고 난 후, 스트레더는 비오네 부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다고 느낀다. 6장에서 그는 “그녀(비오네 부인)는 단지 한 마디로 작은 금빛 

못을 박아 놓았으며 그 결과 스트레더는 그 못의 예리한 의도를 깊이 음미하고 

있을 뿐이었다”(She had driven in by single word a little golden nail, the 

sharp intention of which he signally felt)(164)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 

못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굳이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가 

자신의 운명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다. 7장 

끝 부분에서 그는 성당에서 우연히 조우한 비오네 부인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된

다. 여기서 그는 결정적으로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빌햄의 “단지 기술적

인 거짓말”(330)인 “도덕적으로 순결한 애정”(112) 그리고 “아름다운 우

정”(168)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이 맡은 임무와 상반되게 그들의 관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 때 그는 “그녀가 그에게 박은 황금의 못은 이제 일 인치

나 더 깊이 들어가 버렸다”(The golden nail she had then driven in pierced 

a good inch deeper)(183)라고 느낀다. 이 말은 스트레더가 채드와 비오네 부인

의 관계를 지지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그들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될 것

을 예고하는 부분이 된다.

  

아뇨. 그 친구(채드)는 나한테 모든 걸 일임할 생각이죠. 나는 어쩐지. 그는 생각하

며 말했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내 책임으로 

떨어질 것 같단 말이오. 난 결국 이용당하고 말 것 같군요. 스트레더는 앞으로의 

전망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 문제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내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전통적으로 유대

인들은 죄인인 사람들과 식사나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여

겨지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반면 예수는 파격적으로 그 전통을 깨고 있으므로 그들은 그를 

세속적이라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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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까지 말이오.”(논문필자 강조)

“No—he’ll leave it to me, he’ll leave everything to me. I ‘sort of’ feel”-he 

worked it out-“that the whole thing will come upon me. Yes, I shall have 

every inch and every ounce of it. I shall be used for it-!” And Strether lost 

himself in the prospect. Then he fancifully expressed the issue. “To the last 

drop of my blood.” (244)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스트레더는 채드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할 것임을 예감한다.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말이오’라

는 그의 말은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며 철저하게 그 값을 지

불했듯이,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를 것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예수가 

처음부터 제자들로부터 이용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받아주며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스트레더도 채드의 의중을 알면서

도 이 짐을 기꺼이 담당하고자 한다. 심지어 10장에서 스트레더는 혼자 유럽에 

남아서 완수해야 할 남은 임무를 “자신의 복용량”(259), 즉 “삼켜야 할 쓴 

잔”(259)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바로 이 잔은 고통과 배신의 잔이며, 예수

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며 너무 써서 마시길 거부한 ‘쓸개 탄 포도주’와 같은 잔

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빌햄에게 자신의 조건이 완화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소설 10장에서 스트레더는 사라와의 

마지막 면담을 앞두고,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지도 모르면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단두대”(scaffold)(269)에 자신이 서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스스로

가 불안감을 느끼고 그 대가를 치르는 덕분에 타인들이 혜택을 맛보고 재미를 누

린다고 여긴다. 이처럼 스트레더가 사용하는 ‘단두대’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연

상시키며 스스로를 예수와 동일시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데 스트레더를 처형하는 데에 사용되는 황금 못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사용된 녹슨 못과 대치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

는 예수의 죽음과 상반되는 의미와 더불어 청교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풍자적 

의미를 지닌다. 스트레더가 황금 못에 박힌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다소 차이가 

나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유아트는 금을 



158 이  원  주

“진실 위에 금박을 입힌 피상적으로 반짝이는 외양”(352)이라고 설명한다. 사전

적 의미에서, 금은 “태양, 신성, 광명, 예지, 고귀함, 명예, 부, 중심, 가장 중수한 

것”을 상징한다(이승훈 81). 더욱이 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가치, 

즉 돈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분명한 바는 스트레더가 인격적 존재로 여겨져야 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돈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시사한다.

소설 11장의 “백마정”(305)이라는 프랑스 시골의 여관에서 스트레더가 채드

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목도한 후에 내리는 결정에서도 예수를 연

상시키는 면모가 드러난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기만해 온 그들에게 환멸과 배신

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지만, 종국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들의 관계를 옹호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는 만나

달라고 부탁하는 비오네 부인을 다시 만나 변명할 기회를 준다. 비오네 부인은 

자신을 “밉살스러운 인간”(324)이라고 표현하며 “젊은 사나이에게 버림받고 울

고 있는 하녀”(323)와 같이 체면을 차리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러

한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예수 앞에 

간음을 하다 잡혀 온 여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 자리에 함께 간음한 남자는 

도망을 가고 여자만 홀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며 심판을 기다리

는 장면과 흡사한 것이다.11

종국에 예수와 같이 “너그러운 사고방식”(310)의 소유자인 스트레더는 비오

베 부인과의 관계를 옹호하며 헤어지려고 하는 채드를 저지하고 미국으로 귀국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다. 그의 이러한 처사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자신의 이

  11 요한복음 8장 7~11절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

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 간음죄는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죽여야 할 정도의 중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주장하며 인간의 죄를 추악하다고 여기는 반면,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관용을 베푼다. 이처럼 기독교 정신은 타인의 연약함이나 죄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용서를 베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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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불리하더라도 채드를 변모시킨 비오네 부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녀의 삶

의 철학과 인간적인 면, 즉 그녀의 인격을 인정하는 데에 기인한다. 가이즈마

(Maxwell Geismar)는 비오네 부인의 사랑을 “육체적 사랑”(103)이라고 정의하

며 그 한계를 지적한다. 비록 그녀의 사랑이 채드의 내면까지 바꿀 수 없는 한계

성을 지니지만 스트레더는 채드의 변모를 미국에서 형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하며 그녀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샤마(J. N. Sharma)가 주장하

는 것처럼, 스트레더에게 비오네 부인은 “유럽의 도덕적 부패가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심미적 아름다움의 가치가 자주적 질서를 구축한 문화”(31)를 상징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동안 스트레더는 마치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웨이마쉬의 밀고로 인해 유럽에서 타락했다는 

오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이용하려고 드는 채드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뒤늦게 관

계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 스트레더는 개인적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여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고수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가 부당한 판결을 받아도 로마법정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자 한다. 예수

가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온 자신의 사명과 본분에 끝까지 충실한 것처럼, 스트

레더 또한 유럽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

의 인정과 대가를 받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끝까

지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처신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더가 내리는 최종 결정은 예수가 살았던 삶과 결부지어진

다. 그는 스스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유리한 선택들

을 거부한다. 예를 들면 그는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옹호한 대가로 유럽

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혹은 그동안 자신을 기만해 온 그들에게 모든 책

임을 돌리고 뉴섬 부인에게 돌아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며 종국에 마리아의 애정을 이용하는 것 또한 거절

한다. 그러자 마리아는 “당신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

죠?”(345)라고 질문한다. 워렌(Austen Warren)은 이 질문에서 ‘지독하게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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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것이란 “선함과 자기희생”(161)을 내포한 의미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스

트레더가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며 자기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

의 모습이다. 이와 아울러 그가 미국으로 귀국길에 오르면서 선택한 청빈한 삶 

또한 예수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다.12

그런데 결정적으로 스트레더는 그동안 자신이 고수한 울렛의 가치의 한계를 

절감하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전과는 다른 사람”(343)이 되어 예수와 행보

를 달리 한다. 그는 편협한 울렛의 이분법적 낡은 가치로 선악의 구분이 불분명

한 유럽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형식만 잔존하는 엄격한 도

덕과 가치체계를 거부하며 도덕적 절대성이 아닌 상대주의적 가치의 필요를 역

설한다.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된 주된 이유에는 유럽에서 뉴섬 일가와 웨이마쉬의 

이중성과 편협함을 목도하며 기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재조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웨이마쉬는 세속적 쾌락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라

와 일시적 로맨스에 빠져 파리 곳곳을 배회하며 도덕적 일탈을 한다. 엄격한 도

덕의 신봉자인 것처럼 행동한 그들은 유럽에서 뉴잉글랜드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다른 문화나 다른 가치에 대해 폐쇄

적이고 불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뉴섬 부인의 완고한 태도가 가장 큰 요소로 작

용한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모두 채드의 변모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분법적인 울렛의 가치를 제외한 다른 삶의 진가에 대한 무지함을 표출한다. 이들 

모두는 바로 당시 예수가 지탄한 바리새인들, 즉 표리부동한 이중성과 가식으로 

가득 찬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13

반면에 스트레더는 유럽에 온 다른 미국인들과 달리, 끝까지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도덕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고수한 유일한 사람

이다. 한편 마리아가 스트레더에게 “제가 이제껏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더 여자

  12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는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

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한 청빈

한 삶을 살았다. 

  13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

며”라고 되어있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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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여자들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242)라

고 한 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채드가 비오네 부인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변모했듯이, 그 또한 뉴섬 부인의 덕택에 여러 혜택들을 미국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다. 그는 채드를 변모시킨 비오네 부인의 은공을 미덕으로 여기고 은혜와 도

움을 베푼 자에게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도리라고 생각하여 채드로 하여

금 헤어지지 않도록 설득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재정 후견인으로

서 도움을 주고 편집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며 노후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뉴섬 부인의 공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자신을 기만해 온 채드와 비오네 부인에게 관용을 베풀었듯이, 그는 완전

무결하지 않은 뉴섬 부인에게 결별을 고하는 대신에 넓은 아량으로 대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IV. 나가며

제임스가 �대사들�에서 사용한 언어는 성경을 모티브로 하여 성경 구절을 인

용하거나 성경의 비유적인 묘사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함축

적으로 나타낸다. 그 중심에서 그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주요 골자를 이루는 인간

의 타락 이후 발생한 죄에 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라는 고난을 몸소 실천한 예

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주인공 스트레더와 결부시켜 풀어나간다. 이처럼 

그가 소설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언어들로 추측컨대 기독교라는 종교나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제임스

는 가상의 도시인 울렛이라는 건국 초기 청교도들이 정착한 뉴잉글랜드를 배경

으로 뉴섬 일가와 웨이마쉬 그리고 스트레더라는 청교도 후손들의 도덕과 양심

이라는 행동양식과 핵심 가치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적 도덕

의 신봉자인 양 행동하던 뉴섬 일가와 웨이마쉬의 이중성과 위선 그리고 유럽 문

화에 대한 무지와 협량함을 폭로하며 그들의 태도에 반기를 든다. 그렇다고 그가 

심미적이면서 부도덕한 유럽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니

다. 종국에 제임스는 도덕적 절대성이 지배하는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울렛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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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기준만으로 다양한 관념과 이론들로 가득 차 있고 복잡하며 다원화된 유럽 

사회를 이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요컨대 그는 유럽에서 이전

과 다른 사람이 된 스트레더를 통해 융통성 있는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절대적 도덕의 기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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