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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Im, Eun-young. “Searching for the Lost Feminin(e)/ity: A Study of Ishiguro’s The Remains of the 

Da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2 (2022): 129-146.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oppressed feminine values such as freedom, affectivity, and individuality under the rein of British 

imperialism in The Remains of the Day. In this novel, the narrator with a strong vocational faith as a 

butler of Darlington Hall surrenders all of his initiatives to his master. As a result, accomplishing his 

lord’s sublime ideas of contributing to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ecame his own reason of existence. 

However, this kind of world-view based upon a hierarchy system orients to totalitarian society, an 

extended model of patriarchy excluding female and femininity in both house and societ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recover the silenced voices and ideas of the female characters such as Kenton, a 

lover of Stevens, and Sarah and Luth, expelled Jewish maids. Bearing the structural similarity between 

imperialism and patriarchy in mind, this paper tries to illuminate the hidden features in Stevens’ memory 

narrative with which he polishes his shameful past. In this process, we will find out his narrative, a sort 

of travel essay works for recognizing his position looked through broader views and for liberating his 

life-long repression. Throughout the six-day journey of searching for the lost things in his entire life, 

Stevens finds the clue to be an independent human being rather than a servant of an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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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4장 집단기억 속에 억압된 여성/(성): �그날의 잔재들� 에 기

반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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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그날의 잔재들�(The Remains of the Day)1은 �희미한 언덕 풍경�(A Pale 

View of Hills),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와 함

께 소위 이시구로의 3부작(trilogy)으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특히 이 소설은 �부

유하는 세상의 화가�와 서사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노년의 1인칭 화자의 회상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 정세가 재구

성되고 있으며 전쟁, 역사 그리고 국가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을 가부장/남성의 시

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의 화자 오노

(Ono)는 1930년대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예술가로 천황을 중심으로 구축된 일본의 거대

한 가족주의 전통을 체화한 인물이다. 그의 세계관을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보면 

�그날의 잔재들�의 화자 스티븐스(Stevens)가 구현하고 있는 직업윤리와 상당 

부분 겹쳐진다.

스티븐스는 주인 달링턴 경(Sir Darlington)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신사 

계층의 손과 발이 되어 저택의 집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

다 공적인 업무를 앞세운다. 이러한 이유로 그에게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 만한 

아내,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이성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서사가 진행될수록 

스티븐스가 저택의 하녀장 켄톤(Kenton)에게 오랜 기간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것

은 아니었을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빈번하게 노출된다. 또한 �그날의 잔재들�

에는 스티븐스가 켄톤에게 느끼는 미묘한 감정과 최종적으로 이를 포기해 버리

는 일련의 과정을 단순히 로맨스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은유와 

상징들이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무엇보다 두 남녀의 감정적 교류가 이

  1 The Remains of the Day는 송은경이 �남아 있는 나날�(서울: 민음사, 2009.)로 번역하여 국내

에 출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서술자 스티븐스(Stevens)가 자신의 집사 경력에 정점을 찍었다고 자

부했던 사건인 외교 회담일을 ‘그 날’(the Day)로 파악하고 이후 하강 국면을 맞이한 영국 제국의 위

상을 20세기의 역사, 문화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스티븐스와 달링턴 경(Sir Darlington)이 구현하

고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들, 심지어 스티븐스 자신마저도 몰락한 제국의 ‘잔재들’(remains)로 

인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소설의 우리말 번역은 ‘그날의 잔재들’로 옮긴다. 



131잃어버린 여성/성을 찾아서: 이시구로의 �그날의 잔재들� 연구

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빅토리아 조의 상류사회를 고증해 놓은 듯한 달링

턴 저택을 무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저택이 함의하는 상징성은 매우 유효하다.

이 소설에서 저택은 19세기 제국주의를 주도했던 영국의 민족적 자부심을 응

축한 영국성(Englishness)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택이 작동

되는 방식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당시 세계의 중심을 자인했던 영국이 어떠한 

이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

는 빅토리아 조의 영국 제국을 표상하고 있는 달링턴 저택에서 스티븐스와 켄톤

이 집사와 하녀장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두 남녀

의 애정사가 상승/하강하는 국면을 제국의 변화하는 위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 역사에서 젠더가 어떻게 도구화되었는지를 논의하

면서 제국과 남성 중심주의의 공모 속에서 여성과 여성성의 가치가 타자화되는 

방식을 규명해 보겠다. 이 과정에서 �그날의 잔재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

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여성 인물 캔톤을 논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가 젠더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해 존 토쉬(John Tosh)

는 당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소년들에게 이른바 강인한 남성성을 획득하도록 

체력 단련, 대담성 등을 강조하면서 또래 집단 안에서 “사실상 여성들에 의해 수

행되는 돌봄과 절연하고 있었다”(197)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 정서

가 젠더 문제로 구조화될 때 “제국은 모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떠올려 지면

서”(Tosh 199) 제국과 남성은 서로의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공모하

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국주의 역사에서 남성/성은 일종의 모험

정신을 실험할 수 있는 식민통치라는 과업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육

성해야할 대상이었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의 이상 실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들이 구현하고 있었던 여성성의 가치 역시 제국의 거

대한 구상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억압해야만 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본론에서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때 남성들이 주도해 온 공적서사에

서 여성과 여성성이 침묵되고 말소되는 과정을 스티븐스와 달링턴, 그리고 스티

븐스와 켄톤의 관계를 통해 입증해 보려고 한다. 먼저 스티븐스/달링턴의 관계는 

화자가 일생 동안 영국의 일류 집사로 체화해 온 직업윤리가 제국주의 이데올로

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럴듯한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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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티븐스/켄톤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스티븐스가 자신에게 허용하지 못했던 남성으로서의 욕망 이면에 감추어진 정치

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적 동기를 제국주의와 젠더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

다. 

이 논문에서는 스티븐스가 켄톤에 대한 연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인 이유를 먼저 영국의 계급의식으로부터 추적해가면서 신사와 집사의 위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념적 토대가 남성 중심주의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또한 세

계사의 굵직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사와 집사의 남성연대(male homo 

social)가 강력하게 작동될 때 여성과 여성성의 가치가 어떻게 침묵되고 있는지

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II. 제국주의와 젠더, 그리고 남성연대 

�그날의 잔재들�은 달링턴 저택에서 일생 동안 집사로 복무해 온 스티븐스가 

미국인 새 주인 페러데이(Farraday)를 맞이하면서 담장 밖 세상으로 생애 첫 여

행을 떠나는 설정으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여행은 공식적인 업무 또는 반복되

는 일상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한 일종의 

일탈과도 같은 사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들은 무려 삼십 년 동안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 본 적이 없던 충직한 집사가 저택 밖 세상으로 발길을 

향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

다. 그러나 화자는 이 대목에서 자신에게 휴가를 권유했던 페러데이의 후의를 

“진지하게 재고하게 된 계기가 최근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들로 인한 고민”(�그

날의 잔재들� 5)2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여행이 공무의 연장선에 있

다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그리고는 오래 전 함께 근무했던 하녀장 켄톤을 떠올

리면서 그녀와의 재회, 혹은 업무 복귀를 계획한다. 

한편 앞서 화자가 언급한 저택의 당면 과제는 새주인의 명령에 따라 집안의 

  2 Ishiguro, Kazuo. The Remains of the Day. New York: Vintage, 1988. 이후부터작품 텍스트 

인용은 이 책을 사용하기로 하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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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원을 감축해야만 하는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다. 게다가 현재 달링턴 저택

에는 “덮개를 씌워 둔”(7) 공간이 눈에 띄게 많을 정도로, 이곳은 더 이상 신사들

의 회합장소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여정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스티븐스의 구상은 어쩌면 표면상 내세운 명분일지도 모른

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스티븐스의 서사는 한 전문 직업인의 출장 

보고서로 읽혀지기를 의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화자가 오랜 기간 억압해 왔던 한 

여성에 대한 사감을 추적해 가는 사적인 차원의 기행문 내지는 청춘에 대한 회고

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엑클런드(G. Bo Ekelund)는 �그날의 잔재들�에 녹아든 

여러 가지 장르, 이를테면 여행일지, 정치 회고담, 저택 로맨스, 철학적인 에세이 

등이 서로 공모하여 과거 이 저택에서 벌어진 핵심적인 사건들을 겉돌게 하면서 

화자의 과오를 얼버무리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논평하였다(73). 그렇

다면 서술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사의 장르를 능숙하게 바꿔가면서 독자들

에게 억압 또는 은폐해야할 대상 혹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브라이언 쉐이퍼

(Brian Shaffer)는 이 소설에서 화자의 감정 억압의 층위가 “성적, 그리고 정치

적 삶으로 확장되고 있다”(64)고 언급하였다. 그의 지적은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된 공적서사가 여성과 여성성의 가치를 억

압하는 방식을 논증하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날의 잔재들�에 등장하는 주요 남성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

들의 성적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여성 인물들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달링턴 경이 그러하다. 그는 저택의 주인이자 영국의 외교 비선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의 정치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국제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권자이다. 달링턴 경의 연륜으로 미루

어 볼 때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정

보를 끝내 확인할 수 없다. 스티븐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의 서사가 시

작되는 젊은 시절에서 노년에 이른 현재까지도 그에게는 여성과 함께 살아본 흔

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달링턴 경과 스티븐스가 서로의 파트너가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두 인물의 관계는 매우 각별해 보인다.

이러한 추측과 유사한 맥락에서 쉐이퍼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독일 군인 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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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츠 브레만(Karl-Heinz Bremann)이 저택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달링턴 

경과 친밀하게 교류하는 대목을 “동성애적 감정”(homo erotic feelings)(79)으

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달링턴 저택에서 국제회담이 개최되었을 당시 “소파에 

서너 명의 신사들이 어깨를 맞대고 붙어 앉아있는”(92) 장면을 인용하면서 �그

날의 잔재들�에 나타난 동성애적 코드를 시사한다(Shaffer 80).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셰이퍼는 달링턴 경의 이름이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윈더미

어 부인의 부채�(Lady Windermere’s Fan)에 등장하는 동명의 인물을 환기한다

는 점을 언급하여 달링턴 경과 브레만의 관계를 동성애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

다(80). 

쉐이퍼의 주장은 이 소설의 남성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적극적인 애정관계로 

읽어내려는 해석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추정으로 이를 토대로 달링턴 

경의 성 정체성을 확증해 버리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또한 달링턴 경과 브

레만의 교분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반발

한 독일에 대한 영국의 유화정책을 은유한다는 정치적 독해가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이 장면에서는 당시 국제사회의 여론과 권력의 흐름을 좌우했던 정치기구 

이면에 공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강력한 남성연대가 존

재했다는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중심주의에 기반한 의사결

정 체계의 정당성은 지배 계급은 물론 피지배 계급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

며들어 신사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집사의 모습을 이끌어 내게 된다. 

이처럼 집사가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있었던 계급적 사명감은 앞서 언급한 토

쉬의 지적처럼 제국주의는 남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계와 서열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며 성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197). 특히 “달

링턴 경과 같은 영국의 귀족들은 충성, 명예 등 전통적인 신분질서에 기인한 비

자본적인 가치들을 강변함으로써”(손일수 54)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의 영속

성을 유지하면서 피지배 계층의 적극적인 헌신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티븐스가 영국 집사로서 구현했던 특별한 행동양식과 가치관은 제국

의 지배논리가 피지배 계층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어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부산

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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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 전문적으로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 능력껏 이 중심에 가깝

게 다가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인으로서 그 이상을 달

성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손안에서 문명을 좌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사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It was the aspiration of all those of us with professional ambition to work 

our way as close to this hub as we were each of us capable. ... each of us 

harboured the desire to make our own small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a better world, and saw that, as professionals, the surest means of doing so 

would be to serve the great gentlemen of our times in those hands 

civilization had been entrusted. (115-16)

스티븐스 세대의 집사들은 “세상을 이 명망 있는 저택을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115)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문명사의 허브 역할을 했던 이 저택에

서 결정된 주요 사안들이 일사분란하게 담장 밖 세상으로 굴러 나갈 수 있도록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실행하는 것이 집사의 천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집사 직

분에 대한 스티븐스의 남다른 소명의식은 “문명을 그 손 안에서 짊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사를 모시는”(116) 일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국가적 과업

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위계에 충실한 세계관과 맞

닿아 있다.

한편 영국의 집사는 이시구로가 그레이엄 스위프트(Graham Swift)와의 인터

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지배 계급을 보좌하지만 그 “힘의 

중핵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는”(Shaffer & Wong 37) 주변인으로서의 한계를 내

재하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스티븐스 자신은 집사가 단순히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하인에 그치기보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미약하게나마 기여하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계급에도 나름의 품위가 있다고 자부한

다. 물론 이 상황에서 집사가 가진 품격이란 오직 주인의 원대한 이상과 탁월한 

도덕성에서 발원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일종의 후광으로 삼아 획득된다. 따라

서 집사의 품위는 전적으로 신사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티븐스에게 달링턴 경은 집사의 자부심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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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사와 집사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인식했던 당시의 세계관에 따라 

스티븐스와 켄톤의 사랑은 달링턴 경이라는 비교 불가의 연적이 존재하는 한 절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예정된 비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티븐스의 인

생에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인인 달링턴 경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사의 사생활, 

더 나아가 로맨스는 처음부터 상정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이다. 매튜 비드햄

(Matthew Beedham)은 화자의 연애사가 전개되는 양상을 당시 유럽 정치사의 

한 단면과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결국 “개인의 자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용인하

는”(76) 시대가 도래 할 때, 비로소 스티븐스의 로맨스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언

급하였다. 스티븐스가 켄톤에게 달링턴 저택의 집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

미인지를 피력한 장면은 오랜 기간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게 자

신의 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나로 말하자면 켄톤 양, 주인님께서 스스로 짊어지고 계신 저 위대한 과업들이 마

무리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결코 나의 임무를 마쳤다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인님의 

과업이 완결되는 날, 그 분께서 합당한 모든 요청에 부응했노라고 만족스러워 하시

면서 명예의 월계관을 누리시게 되는 날,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당신이 말한 것

과 같이, 나 자신에게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As far as I am concerned, Miss Kenton, my vocation will not be fulfilled 

until I have done all I can to see his lordship through the great tasks he has 

set himself. The day his lordship’s work is complete, the day he is able to 

rest on his laurels, content in the knowledge that he has done all anyone 

could ever reasonably ask of him, only on that day, Miss Kenton, will I be 

able to call myself, as you put it, a well-contented man.” (173)

스티븐스가 체화했던 위계에 기반한 직업윤리는 앞서 셰이퍼가 주장했던 집사 

계급에게 허락된 정치적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한다. 스

티븐스는 신분적으로 볼 때 한낱 집사 또는 하인에 불과했지만 영국의 외교 실세

인 달링턴 경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지위와 역할이 허락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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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에서 나름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사는 신

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과업을 조력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다

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수지 오브라이언(Susie O’brien)은 스티븐스가 회고하는 일류 집사들

의 품위가 사실은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였던 위계 구조 안에

서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790)을 포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다. 그의 주장은 스티븐스가 서사를 통해 자부해 왔던 영국 집사의 남다른 품위

가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희생할 때 비로소 획득된다는 점에서 일류 집사

들의 전설적인 영웅담에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만든다. 대표적인 일화로 주인을 

따라 인도로 외유를 나간 집사가 식탁 아래로 잠입한 호랑이를 즉각 사살한 뒤 

신사를 위해 예정된 식사를 제공한 장면을 꼽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영국과 인

도, 신사와 집사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환기하면서 집사가 신사를 위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여 품위를 완성하는 것처럼 보인다(Ishiguro 

36). 그러나 이 대목을 읽는 독자들은 신사의 한 끼 식사 수발을 위해 집사가 자

신의 목숨을 기꺼이 담보로 내어 놓아야만 하는 부당하고도 비상식적인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심지어 스티븐스 시니어(Stevens Sr.)의 이야기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기이

하게 느껴지는 당시 영국 일류 집사의 품위를 거론할 때 어김없이 회자된다. 그

는 보어 전쟁(Boer War)에서 아들 레너드(Leonard)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트

라우마를 억누른 채, 아들의 군대 지휘관을 온 마음으로 접대하여 집사의 품위를 

완성한 인물로 집사들의 직업세계에서 당연 전설적인 존재로 기억된다(Ishiguro 

40-42). 오브라이언과 김영주가 분석한 것처럼, 이 두 장면에 등장하는 영국의 

일류 집사들은 신사의 업무가 인도, 아프리카와 같이 제국의 식민지에서 자행된 

야만성, 폭력성을 환기하는 사안과 연루되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역할 수행에 일

고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신사 계층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응답한다

(O’brien 790, 김영주 460). 

이처럼 영국의 제국주의가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신사/집사의 공동 운명체가 강화되면서 이 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질적

인 요소들은 모두 억압과 배척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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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와 그들이 체화하고 있었던 여성성의 가치는 제국의 과업 달성에 방해

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것들을 말소하려는 차별적 행위가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주의의 이상

도 새로운 국제 질서의 흐름에 따라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스티븐스의 서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제국의 달라진 위상은 달링턴 경의 비극적인 말로와 맞

닿아 있다. 

또한 세계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버린 시대전환의 기류는 달링

턴 저택과 영국식 집사를 소장 가치가 있는 “일괄 거래의 한 품목”(242)으로 사

들인 미국인 자본가 페러데이의 등장으로 은유되면서 영국성의 신화는 사실상 

해체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 세계관으로 쓰인 공적서사에서 누

락되었던 여성과 여성성의 가치가 자율, 합리 그리고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새로

운 시대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택의 여성 인물들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 

III. 제국주의와 남성주의의 공모로 억압된 여성/성 

�그날의 잔재들�에서 스티븐스와 달링턴 경의 관계는 국가와 민족을 화두로 

전개되는 거대담론에서 남성들의 우월적 지위와 주도권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은유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스티븐스와 켄톤 사이에 형성된 역학은 

신사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던 집사의 공생애에서 설명하기 어려

운 지점을 만들어 낸다. 스티븐스는 켄톤을 ‘켄톤 양’(Miss Kenton) 그리고 ‘벤 

부인’(Mrs. Benn)으로 달리 호명하면서 그녀와 경험했던 서로 다른 두 층위의 

삶을 회상하고 있다. 특히 그가 켄톤을 벤 부인이라 부르며 서술한 대목은 두 인

물 사이에 남녀로서 미묘하게 펼쳐졌던 갈등과 긴장이 하강 국면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기점이 된다. 한편 켄톤 양으로 묘사된 부분에서 스티븐스의 감

정은 “독특한 변화의 분위기로 흘러가게”(166)되면서 앞서 논의했던 신사와 집

사의 운명 공동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킨다. 

스티븐스에게 저택은 단순한 집안이 아니라 문명사의 굵직한 문제들을 좌우하

는 세계의 기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집사의 집무실은 “가사 운영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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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65)이자 “전쟁에 참가 중인 사령관의 본부”(165)와 같다. 그런데 ‘켄톤 양’

은 이처럼 엄숙한 스티븐스의 집무실에 꽃을 들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집사의 가

면 뒤에 감추어진 그의 사생활 심지어 남성성을 드러내려는 침입자와 같은 존재

이다. 그 때마다 스티븐스는 그녀를 환대하기보다 집사의 페르소나를 앞세워 남

성으로서의 욕망을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스티븐스의 직업관에 따르면 수

행원들은 마땅히 주인의 과업 달성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했기 때문에 저택

에서의 로맨스는 공무 수행에 철저하게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인

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산을 통제해야만 했다. 이러한 직업윤리에 따라 일류 

집사라면 여성성 혹은 여성적인 행위의 특질로 대변되는 “뒷받침, 감정, 부드러

움”(Burke & Stets 63), “양육, 감수성, 상냥함”(Windsor 893-97) 등을 저택 

운영에 주요한 동력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감

정을 말소하는 것이 일류 집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여겼던 스티븐스

에게 1932년의 외교 회담일은 공적인 차원에서는 커다란 성취감을 안겨준 기념

비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날은 개인 스티븐스에게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아

픔을 남긴 비극적인 순간으로 떠올려진다. 

스티븐스 시니어가 사망했을 때 아들과 집사라는 양립 불가의 정체성 사이에

서 분열된 스티븐스의 자아는 자신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직접 말하거나 대

면할 수 없는 트라우마 희생자의 외상기억이 반응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작동된

다. 감정의 진공상태를 품위 있는 집사의 필수 요건으로 믿었던 스티븐스는 신사

들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생부에 대한 돌봄을 기꺼이 포기한 채 

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인다. 당시 스티븐스는 셰이퍼의 지적처럼 저택에 체류 

중인 프랑스 신사 듀퐁(Dupont)의 발에 생긴 사소한 물집을 처치하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대신 “계급의 아버지”(64)를 먼저 보필하겠다며 회담장소로 서둘

러 돌아간다. 한 때는 일류 집사로 후배들에게 추앙받았던 스티븐스 시니어의 일

생은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처치했던 메러디스 박사(Dr Meredith)의 사망 선고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된다. 오히려 스티븐스 시니어에 대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의 애도는 주방 업무를 담당했던 모티머(Mortimer) 부인의 “격한 흐느낌”(109)

과 현장을 마지막까지 함께 지켰던 켄톤, 두 여성들에 의해 엄수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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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티븐스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위한 뒷

일을 준비하기보다 상실의 슬픔을 억누른 채 뒤퐁의 물집을 처치하는 것이 더욱 

위중한 일인 듯 고인의 침실을 재빨리 빠져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훗날 화자가 재구성한 그날의 기록을 서술의 정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티븐스 시니어가 앓았던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언급보다 

뒤퐁의 경미한 부상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의 긴박성에 훨씬 많은 지면이 할애되

고 있다. 릴리안 퍼스트(Lillian. R. Furst)는 스티븐스의 이러한 말하기 전략을 

일종의 방어기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화자가 듀퐁의 일화처럼 사소한 사건을 전

경화하면서 그 이면에는 아버지를 잃은 고통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

고 분석한다(Furst 543-44, Beedham 87 재인용). 

스티븐스의 이러한 이중 화법은 흔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희생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현실에서는 이

를 회피하려는 일종의 억제기제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사들의 

회담일에 스티븐스가 서사의 표면에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집사의 직업윤리에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비정한 아들의 죄책감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스티븐스처럼 주인의 이상 더 나아가 제국

의 과업 달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택 내부에서 금기되었던 남녀 간의 연정을 키워 결국 사랑

의 도피를 감행했던 또 다른 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사랑에 빠진 하인들이 저택을 떠나는 일은 스티븐스가 고백하듯, “대규모 식

솔을 거느린 집사들에게는 흔히 벌어지는 사건”(157)이었다. 이러한 진술은 집

사가 체화한 직업적 신념이 저택의 모든 하인들의 행동강령으로 적용되지 않았

다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하녀 리사(Lisa)가 저택 업무를 그만두기 전 자신

의 상관이었던 켄톤에게 남긴 편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저택에서 사내 연애를 한 대가로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부정적인 시선마저도 기

꺼이 감수하겠다는 당찬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저택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Ishiguro 157). 한편 지금까지 스티븐스의 서사에서 달링턴 저택으로 상징되는 

조직, 사회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감정, 동료 간 우정과 사랑, 그리고 사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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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함과 같은 소위 여성성의 가치를 억압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

었다. 그러나 리사의 용기 있는 선택은 이러한 제국주의 또는 남성 중심주의 세

계관이 모든 개인들의 삶에 완벽하게 닿지 못했던 균열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관과 저택 혹은 제국의 이상이 충돌하는 장면은 유태인 하

녀의 해고 문제를 처리하는 집사와 하녀장의 상반된 입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드

러난다. 스티븐스는 하녀들의 업무분장을 총괄하고 있었던 켄톤에게 달링턴 경

이 지시한 유태인 하녀들의 거취에 대해 통보한다. 이에 하녀장은 주인의 부당한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집사에게 다음과 같이 따져 묻는다.

“경고하겠어요, 스티븐스 씨,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

께 일하고 있는 하녀들이 해고된다면 저도 저택을 떠나겠어요.”

“켄턴 양, 나는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직업적 의무가 우리들의 취향이나 감정이 아닌 주인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

을 굳이 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티븐스 씨, 내일 내 수하의 아이들을 해고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행위는 어떤 죄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

는 이 집에서 계속 일하지 않겠어요.” 

“I am warning you, Stevens, I will not continue to work in such a house. If 

my girls are dismissed, I will leave also.”

“Miss Kenton, I am surprised to find you reacting in this manner. Surely I 

don’t have to remind you that our professional duty is not to our own 

foibles and sentiments, but to the wishes of our employer.”

“I am telling you, Mr. Stevens, if you dismiss my girls tomorrow, it will be 

wrong, a sin as any sin was one, and I will not continue to work in such a 

house.” (149)

켄톤은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던 두 하녀들에 대한 심정적 공감과 연대를 우

선적으로 표출한다. 반면 스티븐스는 동료애를 발휘하기보다 달링턴 경의 의중

을 즉각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수용하면서 집사에게 할

당된 역할에 충실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물론 당시 달링턴 경과 스티븐



142 임   은   영

스의 위계를 고려해 볼 때 하녀장 역시 집사가 신사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

면에서 하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켄톤의 메시지는 달링턴 경을 직격한 것이라기

보다 저택의 중간 관리자 격에 해당되는 집사 스티븐스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녀에게 스티븐스는 동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켄톤은 누구보다 스티븐스와 상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

고 싶었을 것이다. 

롭 앳킨슨(Rob Atkinson)은 유태인 하녀들의 해고 건에 대한 집사와 하녀장

의 상반된 대응 방식을 법률적인 용어와 학술적 배경에 기대어 분석하여 이 장면

에 대한 흥미로운 비평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법적 

장치를 통해 사건을 수임 받아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변호

인으로 상정된다(Atkinson 185-86). 반면 켄톤은 “도덕적 행동주의”(Beedham 

98-99)의 관점에서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하며 해고의 부당함에 대

해 상식과 윤리적 차원에서 호소하는 인물이다. 즉, 이 사건에 대한 켄톤의 관심

사는 달링턴 경의 부당한 명령의 피해자였던 두 하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스티븐스는 일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고객인 달링턴 경의 정치적 목표

와 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독자들은 이 장면을 기점으로 스티븐스의 여정이 막바지에 달하는 서

사후반부에서는 켄톤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목

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켄톤, 그리고 리사와 같

이 계급의식에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지 않았던 자유인의 출현은 신사/집사의 운

명 공동체로 대변되는 제국시대의 낡은 인식론과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티븐스가 여행의 끄트머리에

서 만난 해리 스미스(Harry Smith)는 지금까지 화자의 직업윤리에서 강조된 위

계와 품위, 그리고 엘리트주의에 맞설 수평적인 인간관을 설파한다. 

“...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자유 시민의 특권 중 하나이지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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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성원들을 의회에 진입시킬 수도 혹은 빼내기도 합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말

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위인 것입니다.” 

“.... And it’s one of the privilege of being born English that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if you’re rich or poor, you’re born free and you’re born 

so that you can express your opinion freely, and vote in your member of 

parliament or vote him out. That’s what dignity’s really about, if you’ll 

excuse me, sir.” (186)

스미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이다. 스미스의 주장에는 일차적으로

는 계급의 문제가 부각되어 전달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모든 영국인’이라는 

표현으로 성별을 아울러 그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시민 사

회의 일원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는 보통 선

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소수의 지배 계급이 독점했던 권력에 견제와 균형

이라는 절차적 합리성을 가동시킬 수 있는 자유 시민이기도 하다. 그가 주장한 

자유, 민주, 자율과 같은 가치들은 서사 초반 스티븐스가 자부해 왔던 위계에 기

반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 이

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달링턴 경의 정무적 판단은 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여 의회 정치를 

퇴행시키고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을 실행하여 인류가 다시 한 번 야만의 시간을 

겪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 스티븐스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영

국 제국의 몰락과 같은 대참사를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저택의 집사로 살아왔던 

자신의 일생을 회의적으로 숙고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달링턴 저택

의 집사로 살아왔던 지난 삼십 여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억압했던 감정, 잃어버

린 청춘, 가치, 그리고 사랑했던 한 여성을 새삼 떠올리면서 저택 밖 세상으로 여

행을 떠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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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합 하산(Ihab Hassan)은 �그날의 잔재들�을 “스티븐스의 과거로 마지못해 

접근하는 마음의 여정”(373)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지적처럼 스티븐스의 

여행은 달링턴 경의 정치적 신념에 부응하여 한 때 나치즘에 동조했던 집사 경력

의 오점과 켄톤에 대한 사랑을 유보해 왔던 억압된 청춘의 단상을 대면해야했기 

때문에 화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여

정의 최종 목적지와 다름없는 켄톤과의 재회에서 스티븐스는 그녀를 향한 마지

막 미련마저 완벽하게 접어야 했다. 켄톤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남편 곁”(239)이라는 현재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하며 작별을 고한다.

켄톤이 떠난 이후 펼쳐진 나머지 장면들은 일종의 포스트 크레딧

(post-credits)처럼 �그날의 잔재들�에 대한 독자들의 창의적인 해석을 요구하

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스티븐스의 서사가 일인칭 화자의 불완전한 기억으로 

과거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에피소드에 우연히 등장하는 노 집사

의 존재는 흥미로운 설정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전쟁 이전 대저택에서 근무했

던 품위 있는 집사로 소개한 노 집사는 그의 경력, 나이 등 스티븐스와 상당 부

분 겹쳐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 집사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 스티븐스

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닐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한편 달링턴 경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집사의 덧없는 공생애를 현재의 스티븐스

는 애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 때 노 집사는 회한에 빠져 있는 스티븐스에게 

“손수건”(243)을 건네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날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과거 보

다는 현재에 충실할 것을 조언한다.

이 장면은 달링턴 경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보였지만 결국 제국의 영광도 주인

도 품위도 모두 사라져 버린 스티븐스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이제 과거로 흘러 보

내고 스티븐스의 새로운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초석으로 읽힌다. 실제로 노년

의 집사가 실의에 빠진 스티븐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했는지 혹은 화자의 또 

다른 자아가 보내준 현현의 메시지이든 무관하게 이 대목에서 눈여겨 볼 점은 스

티븐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눈물 의

식’을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은 집사와 신사 사이에 구축된 남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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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철저하게 와해시킴으로써 개인 스티븐스의 인생 2막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한다. 

또한 스티븐스의 과거를 향해 떠났던 엿새간의 심리 여정은 그동안 집사의 

공무에서 언제나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성과의 사랑, 동료들과의 우정과 교감 

등 여성성의 가치에 대해 되짚어 보게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스티븐스의 노년은 변화된 시대 조류에 편입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달링턴 경으로 대변

되는 지배 계급의 비극적인 말로와는 상당한 거리를 둔다. 미국인 새 주인과 

함께 하게 될 영국인 노 집사의 남은 날들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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