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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yun June. “Modernity and Melodrama in A Tale of Two Cities by Charles Dicken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165-185.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microscopic 

narrative so called ‘herstory,’ female or feminist viewpoints on history of modernity in terms of 

melodrama in The Tale of Two Cities (1859) by Charles Dicken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ale 

of Two Cities is the revolutionary period in France and England from 1775 to 1793 including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The novel not only represen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birth of modern subjectivity based on reason and rationality, but also 

releases melodramatic explosive power of extravagant emotions, feelings, and affects. The main historical 

drive to move rational male modern subjects like Alexandre Manette, Charles Darnay, and Javis Lorry in 

the turbulent era, comes from emotional female subjects like Lucie Manette and Terese Defarge. And 

hidden narratives of her-story control the manifested history because the decisive motive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final transformation of Sydney Carton from a meaningless machine to a sacrificial Christ 

are derived from the herstory about Teresa’s revenge and Lucie’s love. The significance of herstory with 

respect to melodramatic subjective feelings can shed new light on the buried affects in the narratives 

under the surface of objective modern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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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피는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혁명을 낳는다. 18세기 후반 유럽은 혁명의 시기

였다. 178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생활고와 귀족의 악행에 시달리던 농부들이 농

기구를 들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대혁명이 발발했다. 이 사건은 근대적 

인권의 탄생을 야기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1859)는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한 1775년

부터 카튼이 처형당한, 제 1공화정 혁명 정부기인 1793년까지의 파리와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이다. 한편, 프랑스 혁명을 피와 복수의 결과로 본다면 

이 소설은 보복과 사랑이 교차하는 멜로드라마라 할 수 있다.

영국이 미국과 미국 독립전쟁을 치르는 격변기에, 프랑스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혁명 정국을 겪었다. 귀족 중심 신분제에서 국민의 공화정

으로 격변하던 이 시기에 오랫동안 억눌려 온 제 3신분의 인권 확립과 민권 함양

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어제의 귀족이 오늘의 사형수가 되는 불법 구

금과 즉결 심판의 혼란과 폭력도 넘쳐났다. 1789년 7월 14일 혁명으로 바스티

유(Bastille) 감옥 앞에서 죽어간 정규군과 반란군 사상자도 컸지만, 1792년 9월 

학살로 인해 라 포르스(La Force), 아베이(Abbaye), 샤뜰레(Châtelet), 라 꽁시

에르주리(La Conciergerie) 감옥에서도 천여명의 성직자와 귀족이 약식 재판으

로 죽음을 맞았다.

수 세기 동안 강력한 왕권제 국가에서 국가의 아버지 혹은 국가 자체로 추앙

받던 국왕은 하루아침에 사형선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요틴에서 참수되었다. 

자유, 평등, 우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공화국은 무장한 세상에 대항하여 승

리 아니면 죽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승리보다는 죽음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이름으로 무고하게 죽어갔다. 그런 격동 속에 가해와 복수가 있

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희생도 있었다. 이 소설의 큰 두 축의 하나는 이런 

‘특수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격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발생한 ‘보편적’ 

개인들의 원한과 복수, 또는 사랑과 희생이다. 

이 글은 혁명기에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주체의 이성이라는 역사적 이상과, 

그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복수, 그리고 희생이라는 비역사적 감정을 �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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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야기�에서 교차 검토하고 역사성이 보편성으로, 이성이 감정으로 수렴되는 

지점을 ‘허스토리(herstory)’의 관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허스토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를 의미하며, 1970년대 로빈 모건(Robin Morgan)이 �그 모든 

것에 작별을�(Goodbye to All That)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역사를 ‘그의 이

야기(his story)’로 보고 이 작품을 ‘그녀의 이야기(her story)’라는 관점에서 재해

석할 것이다. 또한 혁명의 정동과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역사성과 보편성의 교

직 관계도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II. 히스토리와 근대성, 합리적 이성의 정의 구현

17-8세기의 유럽은 격동의 시기였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은 의회가 찰

스 1세에 대항한 왕권과 귀족의 대립이었지만, 18세기 프랑스 혁명은 민중이 직

접 절대왕정에 저항해 루이 16세를 공개처형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17세기 영국 

혁명은 지주 중심의 왕당파와 상인 중심의 의회파로 나뉘어 갈등했고, 찰스 1세

를 처형한 뒤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를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 프

랑스 혁명은 민중과 왕권의 전면적 대립이었고, 루이 16세의 처형과 공화정의 

설립으로 끝났다.

대혁명이 발생하기 직전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었고 영국의 두 배에 가까

운 2천 6백만의 인구를 자랑했다. 당시 프랑스는 절대 왕정국으로 자유주의자인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t), 네케르(Jacques Necker) 등이 행정실무

를 담당했고, 예술과 철학사상의 위용을 전 유럽에 떨쳤다. 그러나 1776년 식민

지였던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국이 되자, 국민 대다수인 농민과 상공인이 

구제도의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1신분과 2신분은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누렸고, 절대다수인 2천 1백만 이상의 프랑스 농민은 성직자와 

귀족에게 특권을 주는 앙시엥 레짐에 깊은 반감을 가졌다. 

마침내 민생의 곤궁은 혁명을 불렀다. 1780년대에 루이 16세는 사치와 미국 

독립전쟁 군비 지원으로 재정의 위기를 맞았고, 1788-89년에 연이은 흉작과

1785-89년 도시노동자들의 생활고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1789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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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5월 삼부회에서는 제3신분 대표들이 머리수 투표를 요구했고, 6월에는 제3

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새로이 결성했다. 이들이 요구를 관철하고자 회의장

에서 해산하지 않자,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네케르를 파면했다. 파리 시민은 국

민의회를 지키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민병대를 조직했다. 

독재에 대항한 민병대는 무기 판매점을 약탈하고 병기고를 습격해 소총과 대

포를 확보했고, 화약이 가득하다고 알려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당시 바스

티유는 봉건제도의 상징이자 불법 투옥과 고문이 자행되는 공포의 공간이었는

데, 요새 수비대와 무장 군중의 치열한 전투 끝에 바스티유는 군중에게 점령당했

다. 군중은 수비대원 전원을 학살하고 수비대장 드로네이의 목을 잘라 거리로 끌

고 다녔다. 자치위원회 ‘파리코뮌’이 결성되어 왕정과의 합의를 위한 합법적 절

차를 추진했지만, 군중의 무법적 행동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군중은 재판 

없이 국무장관 풀롱을 가로등에 매달아 살해하고 그의 사위도 학살했으며, 도처

에서 폭동과 폭력이 일어났다.1

먼로 엥겔스(Monroe Engels)에 따르면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의 �프

랑스 혁명: 역사�(The French Revolution: A History)(1837)를 기반으로 쓴 디

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1859)는 그 중 첫 번째 격동의 1775년부터 1792

년의 프랑스와 영국을 배경으로 한다(171).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신앙와 불신앙

의 시간이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며,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

리들 앞에 온갖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

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된 것이었으며, 또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간단

히 말해서 당대의 권위자들 사이에서도 혹자는 선이니 악이니 하고 당대를 규정짓

는데 서로 극단의 대조를 이룰 만큼 복잡하고 모순에 찬 세상이었으며, 그 점이 또

한 현대와 너무도 흡사한 시대였다.

  1 이후 ‘입법회의’, ‘국민공회’를 거쳐 프랑스는 1792년 공화정을 확립했고, 이듬해 루이 16세와 마

리 앙뜨와네트 왕비를 광장의 단두대에서 처형했다. 그래도 피는 멎지 않았다. 1793년 혁명정부의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가 공포정치를 펼친 지 얼마 되

지 않아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했고, 이어 총재정부와 제정 프랑스를 거쳐 1848년 제 2공

화정으로 복귀했다. 절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변화는 짧게는 3년 동안의 격변기를 통해, 길게는 

반세기 동안의 정치체제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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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it was the age of 

wisdom, it was the age of foolishness, it was the epoch of belief, it was the 

epoch of incredulity, it was the season of Light, it was the season of 

Darkness, it was the spring of hope, it was the winter of despair, we had 

everything before us, we had nothing before us, we were all going direct to 

Heaven, we were all going direct the other way-in short, the period was so 

far like the present period, that some of its noisiest authorities insisted on 

its being received, for good or for evil, in the superlative degree of 

comparison only. (7)

  

작품 배경인 1775년 당시 영국은 조지 3세와 샬럿 소피아가, 프랑스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가 통치 중이었다.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조세저항

과 독립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프랑스는 마리 앙뜨와네트의 사교에 재정 

지출이 심한데다 영국을 견제하느라 식민지 민병대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고가 

바닥나 있었다. 양국 다 왕정체제를 유지했지만,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는 입헌군

주제인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절대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소설은 시작된다. 귀족의 악행을 보고한 

죄로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의사 알렉상드르 마네뜨(Alexandre Manette), 

그런 악행을 일삼는 자기 가문과 계급이 싫어 귀족 신분을 버리고 고국을 떠나 

영국에서 독립적 삶에 정착한 찰스 다네이(Charles Darnay), 그리고 이 모든 역

사적 현장의 객관적 관찰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비스 로리

(Jarvis Lorry)는 혁명기 계급구조에 저항하는 근대적 이성을 가진 주체의 양상

을 보여준다. 

의사 마네뜨에게는 귀족의 추행과 만행을 고발할 용기와 원수 가문을 사위로 

맞을 ‘관용’이 있다. 칸트(Kant)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1784)에서 계몽이란 용

기를 내어 이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 즉 사페레 아우데(Sapere Aude)라고 주

장했고, 볼테르(Voltaire)는 �관용론�(1763)에서 당시 종교재판의 희생자 장 칼

라스 사건을 재심의하면서 관용은 근대적 시민이 갖출 제 1덕목이라고 주장했

다. 볼테르의 ‘관용’은 인간적 덕목으로 누구나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고 차이를 

수용하자는 중심사상을 갖고 있다. 마네뜨는 그런 의미에서 관용적 주체다. 억울



170 조  현  준

하게 가족과 생이별하고 바스티유에 18년간 수감되지만, 자유의 몸이 된 후, 딸

의 남편감이 바로 자신에게 모진 시련을 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위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위가 위험에 처하자 온몸을 던져 구명해내기 때문이다. 

그는 귀족의 만행을 고발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원수 계급이나 가문에 

경도되지 않는 ‘관용’적 인간애의 수호자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혈연, 지연,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는 용기와 관용의 주체상을 구현한다. 

찰스 다네이는 독립성과 박애를 구현한다. 후작 가문 에브레몽드 가문도, 혼란

의 조국 프랑스도 버리고 스스로 분리되어 자립적 ‘노동(work)’으로 살아가는 영

국 일반 시민의 삶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리하르트 반 뒬멘(Richard van 

Dulmen)이 설명한 근대 주체, 즉 자기 형성, 자기 발전, 자기 완성을 모토로 하

는 주체의 양상을 보인다. 반 뒬멘은 근대주체의 특성이 ‘개인의 독립성’에 있다

고 본다.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가며, 스스로 성취하는 인물이야말로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다네이의 독립성은 인간적 존엄과 함께 시련도 동시에 준다. 그는 스스로 택

한 가문에서의 분리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각각에서 반란죄로 기소되고 목숨의 

위협을 겪고 기득권 대신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1780년 영국에서, 북아메

리카 영국군에 관한 정보를 프랑스에 넘긴 스파이라는 혐의로 존 바사드(John 

Barsad)와 로저 클라이(Roger Cly)가 증인으로 나서 기소했을 때는 시드니 카

튼(Sydney Carton)의 기지로 무죄 방면된다. 1792년 옛 하인에 대한 박애 때문

에 위험천만한 프랑스로 되돌아갈 때도 두 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겪지만, 이성적 

덕목과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박애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다네이는 귀족의 특권을 비판한다. 귀족 특권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

라도 실은 ‘낭비와 실수, 착취와 부채, 저당과 억압,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고

통으로 이루어진 무너져가는 탑’(119)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촌과 근본적으

로 대립한다. 에브레몽드 후작(Marquis St. Evrémonde)은 가스빠르의 어린 아

들을 마차로 치어죽이고도 “어쩌다 실수로 보잘것 없는 물건을 깨뜨리고 대금을 

지불한 듯” 금전 한 잎을 던져주고 떠나 버린다. 그에게 민중은 ‘쥐떼’나 ‘부상당

한 새와 토끼’이며, 이들을 다스리는데는 억압만이 유일한 철학이라고 여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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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다네이와 대조를 이룬다.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나빠지는 것은 ‘새로운 

철학’(116), 즉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근간한 계몽 철학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

이다. 반면, 프랑스 귀족 태생이지만 영국 부르주아로 살아가는 다네이는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의 사이에 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하인 가벨(Gabelle)의 편

지를 받고 옛 하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중인 파리로 되돌아간다

는 점에서는 연민과 박애 정신도 갖고 있다. 계급보다는 개인, 귀족의 특권보다

는 시민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다네이는 근대적 이성을 가진 주체의 양상

을 구현한다.

한계도 있다. 프랑스 대혁명이 나폴레옹 전쟁과 더불어 일반인이 정치를 접한 

첫 번째 사건이며, 역사 소설의 목표는 서사 형식을 통해 사회의 총체적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루카치(Georg Lukacs)는 이 소설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등장인물의 삶의 연관성을 약화시켜서 로맨스로 축소되고 말았다

고 간주한다. 특히 계급적으로 중간의 위치에 있는 다네이가 봉건적 특권을 포기

하고 부르주아 시민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의 표현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현실에 

대해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는 디킨스의 태도가 사회소설에서는 몰라

도, 역사소설에서는 큰 약점이라는 것이다(Lukacs 290). 그로스(John Gross)도 

다네이가 택한 망명자라는 위치, 고급 불어교사로서의 노력, 조지 워싱턴에 대한 

존경 등 많은 것들이 작품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본다(Gross 189).

이 외에도 텔슨 은행의 자비스 로리는 정직한 기업인으로 마네트가 회생했음

을 알고 잡역부 제리 크런처(Jerry Cruncher)를 시켜 그 소식을 은행에 전하며 

마네트의 딸 루시(Lucie Manette)와 후견인 프로스(Miss Pross)를 프랑스로 데

려가 루시를 아버지와 상봉시키는 등 직업적 소명의식을 대표한다. 그는 현실적 

유능함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서 격변기의 불안정속에서도 

마네뜨의 친구로서, 또 마네뜨가의 신탁인이자 후견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적 의

무를 다한다. 성실하게 텔슨 은행이라는 직장이 맡긴 일을 일관되게 해내면서 점

차 인간적 가치를 깨달아 간다는 점에서 직업적 소명과 인간애를 동시에 구현하

는 근대 주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스트라이버(Mr. Stryver)는 근대적 경제 주체의 양상을 보

인다. 그는 경제 합리성에 따른 세속적 성공을 근대의 에토스로 받아들이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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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물질로 가늠한다. 그는 자신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루시가 자신의 청

혼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의 청혼이 루시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

이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질적 번영만이 모든 도덕의 기초라고 

보는 그는 물질적 합리성과 경제 효용성을 구현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 할 수 있다.  

역사소설로서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타난 주체의 근대적 양상에는 한계도 

있겠지만2, 마네뜨, 다네이, 로리, 스트라이버는 각각 용기와 관용, 독립과 박애, 

직업 윤리, 경제 합리성에 입각한 근대적 주체들의 양상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몽 사상에 합당한 주체의 양상을 구현한다.

III. 허스토리와 멜로드라마, 비합리적 감성의 사랑과 복수

이 소설은 이성적 역사관을 다루는 한편, 감정적 애증도 다룬다. 칼라일의 역

사서 �프랑스 혁명�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줬다면,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의 드라마 �빙해�(The Frozen Deep)(1856)는 멜로드라마 구조에 영향

을 끼쳤다고 간주된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거시 담론이라 할 근대적 역사의 

정의가 씨줄을 구성한다면, 미시 서사인 멜로드라마적 로맨스는 사랑과 복수의 

허스토리라는 날줄로 교직된다. 그리고 이 정동의 날줄은 숨은 동력으로서 허스

토리와 감정을 중시한다. 남성적 역사와 여성적 이야기에서 주목할 인물은, 주인

공 루시 마네뜨와 그 적대자(opponent)인 테레즈 드파르쥬(Therese Defarge)

다.3 이들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지만, 역사와 교직되어 중요한 

  2 한계점을 꼽자면, 우선 다네이가 귀족계급의 봉건적 착취를 역겨워해 가문의 이름과 안락을 버리

고 타국의 유산계급 노동자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혁명의 주체

들이 때로 개성 없는 알레고리적 인물형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방장스(Vengeance)나 자끄 

1, 2, 3(Jacques one, two, three) 등은 이름 자체에서 근대 주체의 주체성보다는 복수, 혹은 몰개성

적 스파이라는 고정된 속성을 보여준다. 

  3 프롭의 31가지 인물 유형을 6개의 기능자 모델로 설명한 그레마스의 논의에 따르면, 서사의 기

능자에는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조력자와 적대자 이렇게 여섯 개의 행위소가 있다. 루시가 

주체일 때는 드파르쥬가 대립자가 되고, 드파르쥬가 주체일 때는 루시가 대립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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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루시는 사랑에, 테레즈는 복수에 인생을 건다. 루시

의 사랑은 아버지의 회생과 카튼의 희생을 불러오고, 테레즈의 복수는 혁명 정국

을 심화시키고 찰스 다네이를 사형 심판대로 몰고 간다. 그리고 마침내 카튼의 

희생으로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복수는 사랑으로 수렴된다.

에릭 벤틀리(Eric Bently)는 �비극과 멜로드라마�(Tragedy and Melodrama: 

Versions of Experience)에서 드라마를 멜로드라마, 소극, 비극, 희극으로 나누

었다. 그는 멜로드라마는 인물, 구조, 의도, 효과 면에서 희극적이지도 비극적이

지도 않은 고도의 감정표출과 분명한 도덕적 갈등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는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에서 발자크와 헨

리 제임스를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멜로드라마가 강한 감정 몰

입, 도덕적 양극화와 도식화, 존재와 상황과 행동의 극단적 양태, 뚜렷한 악행, 

선한 자의 박해와 최종적인 미덕 보상, 부풀리고 과장된 표현, 어두운 음모와 서

스펜스와 숨막히는 운명의 급변(peripety)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Brooks 11-2).

벤틀리와 브룩스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멜로드라마의 특성은 감정의 분출과 선

악의 이분법이다. 요약하면 멜로드라마는 감상성이 강렬하고, 선악의 이분 구도

에 따른 권선징악의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많고 급변하는 운

명의 양상을 보여준다. �두 도시 이야기� 역시 사랑, 희생, 복수 등의 감상성이 

강하고 권선징악의 도덕 구도를 따르며 극단적 반전이 많이 나타난다. 브룩스는 

멜로드라마의 기원이 프랑스 대혁명 즈음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와 군주제의 청

산, 기독교 신화의 와해로 인해서 조직적이고 계급적으로 응집되어있는 사회적

이고 시대적인 문학 양식이 사라졌다고 본 것이다. 작품 속 두 여성 주인공 중 

루시는 ‘사랑’을 대표하고, 테레즈는 ‘복수’를 상징한다.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은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고 여성적 특성으로 한정되어

(Johnson 13-4) 작품의 완성도에 부정적 평가를 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감상

성은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감정의 불균형, 과잉, 부적절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었다(Wilkie 564). 이런 욕망과 복수, 도덕적 선택과 희생이 얽힌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은 이 작품 전체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의 감상성은 

여성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 남성 위주의 히스토리와 대비되는 허스토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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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준다.

우선 작품 전반에서 사랑, 온화, 치유, 경청의 능력을 펼치는 루시는 ‘집안의 

천사’4라는 빅토리아조 예쁘고 착한 여자의 이상적 전형을 보여주지만,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현실적일 만큼 이상적이다. 그만큼 루시의 아름다운 외모와 사

랑스러운 효성과 인간적인 박애는 작품 전체에 중요한 긍정적 파급력을 미치는 

반면,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안고 있다.

외모와 미덕을 두루 겸비한 루시는 첫 등장부터 금발과 푸른 눈의 17세 미소

녀로 표현되며, 법정에서도 동정심과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배석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26, 68).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미덕으로 아버지의 외

상성 장애를 고치고, 법정에서는 재판관과 배심원과 변호인의 마음을 흔들며, 무

엇보다도 삶에 무감하던 변호사 카튼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든다. 

‘집안의 천사’ 루시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정신병을 치유한다. 마네뜨 

의사는 1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갑자기 풀려난 후 해리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dissociati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는다(Huber 

and Wildt 336). 마네뜨는 수감 중 구두장이의 의자를 사용해 구두를 만들면서, 

정신적 고통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수감자의 작은 창의적 활동은 인

간성의 상실을 막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위가 원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외상성 반복경험(traumatic reexperience)으로 다시 고통을 받

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장애에서 회복된다.

휴버와 테 윌트에 따르면 마네뜨 의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고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은 까닭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딸의 사랑으로 안정적 가족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인데, 루시가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그것을 이루어낸다. 디킨즈의 다른 소설 �데이비드 

  4 ‘집안의 천사’는 코벤트리 팻모어(Coventry Patmore)가 1854년 출간한 산문시의 제목으로, 19

세기 후반 영미에서 주목받은 빅토리아기 이상적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자기보다 남편과 자녀의 

행복을 중시하며 가정에서 모든 재생산과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현모양처형이지만, 페미니즘 관점에

서는 비판받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페미니스트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여자가 집안의 천

사를 죽여야만 집 밖에서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기 세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나탈리 맥나이트의 논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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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퍼필드�(David Copperfield)의 아그네스(Agnes)를 연상시키는 루시의 사랑과 

헌신은 아버지를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카튼에게는 희

생을 결심하게 만들고, 직업적 충실성만 보이던 은행가 로리의 인간애도 회복시

킨다.  

또한 루시는 카튼을 기계적 기능인에서 희생적 영웅으로 변모시킨다. 루시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시드니 카튼은 ‘사자는 못되어도 유능한 승냥이’에서 타인

을 위해 희생을 자초하는 성스러운 인물로 변화한다. 카튼은 작품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입체형 인물(round character)’로 찰스 다네이, 루시 마네뜨와의 멜로드

라마적 삼각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한다. 무감각하고 냉정한 도시의 

성공 지향적 삶에서,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감정의 격동적 분출이라는 멜

로드라마 요소를 완성하는 것이다. 루시의 영향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던 카

튼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변모한다. 

국가 반역죄 재판에서 다네이를 석방시키는 장면을 보면, 카튼은 기지와 논리 

면에서 다네이와 닮았다. 카튼과 다네이는 비슷한 사고와 계급 질서에 있으며 동

시에 루시를 사랑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인물이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질 때와 자포자기한 이후의 모습을 대립적으로 보여준다. 처음부터 카튼이 다

네이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네이가 추락하기 전의 자기 모습,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이상적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를 루시에게서 재발

견한 카튼은 루시를 위한 사랑에 목숨을 걸기로 결정한다.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읊조리며 기독교적 윤리를 구현한다. 

한편, 푸른 눈 금발 미녀 루시의 대척점에 있는 반-영웅적 여성 인물도 있다. 

루시 묘사에 대립되는 드파르쥬 부인 묘사는 마녀나 악녀에 가깝다. 작품 속 테

레즈는 19세기 노동자 여성이자 육감적 이미지로, 당시 기준으로는 비난받을 만

한 여성 인물로 그려진다. 장대한 기골에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전사처럼 

길거리에 버티고 서서 늘상 뜨개질을 하며 귀족에 맞서는 전사 드파르쥬 부인이

다. 건장한 체구의 여전사 드파르쥬는 강하고 두려움 없는 성격에 예민한 감각과 

준비성, 결단력과 단호함과 적개심에 오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민중의 봉기와 여성의 참여를 선동하는 거친 페미니

스트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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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장부들이여, 내게 오라!” 드파르쥬 부인이 소리쳤다. “정말! 여길 점령하면 

우리도 남자들처럼 적을 죽일 수 있다!” 날카롭게 갈망하듯 소리치며 다양한 무기

를 들고 하나같이 굶주림과 복수심으로 무장한 여자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To me, women!” cried madame his wife. “What! We can kill as well as the 

men when the place is taken!” And to her, with a shrill thirsty cry, trooping 

women variously armed, but all armed alike in hunger and revenge. (207)

유년기 부모의 죽음을 둘러싼 그녀의 에피소드는 계급 질서를 파괴하고 귀족

에 대항하며, 잔혹한 프랑스 귀족이었던 에브레몽드가 후손의 목숨을 위협에 빠

뜨릴 뿐 아니라, 사실상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원동력이 된다. 그녀

는 험난한 시대에 하층민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다져왔고, 어린 시절부터 부당함을 혐오하고 계급 지배를 증오하고 동정이 없어 

‘암호랑이’, ‘강인한 여자’ 혹은 ‘무시무시하게 근사한 여자’(178) ‘루시퍼의 아

내’(351)로도 불린다. 그녀가 운영하는 쌩땅뚜안 와인바는 정보원의 집결지이자 

혁명의 본거지다. 

드파르쥬의 뜨개질은 한 가문을 멸족시켰다. 그것은 마차 사고로 누군가를 죽

이고도 동전 한 잎 던지면 그만인 귀족의 만행에 저항하는 행위이자, 그 동전을 

마차 앞에 되던지는 민중의 용기와 기개를 상징한다. 뜨개물은 그녀만의 기호로 

기록한 과거와 현재의 서사물이며, 미래의 처형 기획이 담긴 기획서다.

사람들은 굴종하는 데 익숙했다. 이런 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법을 무시하

고 어떤 짓을 하는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터라,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손 한

번 쳐들지 못했으며 눈조차 바로 뜨지 못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뜨

개질하던 여인은 줄곧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후작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So cowed was their condition, and so long and hard their experience of 

what such a man could do to them, within the law and beyond it, that not a 

voice, or a hand, or even an eye was raised. Among the men, not one. But 

the woman who stood knitting looked up steadily, and looked the Marquis in 

the face.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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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 드파르쥬는 처음에 전형적 프랑스 술집 안주인으로, 혹은 경계하는 눈빛

과 실수하지 않는 치밀함을 가진 장사꾼으로 묘사되지만, 가스파드의 아이가 죽

은 이후에는 불길하거나 침묵하면서도 우뚝 서서 버티는 검고 강인한 형체(107), 

운명의 견고함(107)으로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온다. 드파르쥬 부인의 뜨개

물은 범죄를 기록하고 처단할 악당의 살생부이자 수의로 작용하며, 그녀는 신비

한 공포감과 함께 계속 길거리에 출몰해 귀족의 악행을 고발하고 민중을 선동한

다. 또한 보복과 응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확신으로 혁명에 대한 남편의 

의구심도 잠재운다(Davis 416).

그녀는 계급 억압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정치적 여성이고(Glancy 99), 

언제나 길 위에서 반동과 혁명을 꿈꾸고 체제전복을 기획한다. 집 안에서 기존 

질서와 규범 미덕을 구현하는 가정의 천사 루시의 반대편 극단에 있다. 증오와 

복수의 드파르쥬는 사랑과 보호의 루시나 프로스 양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테레

즈는 어릴 때 후작 형제의 음모와 모함으로 형부를 잃었고, 언니의 능욕과 오빠

의 죽음을 겪었다. 그래서 에브레몽드 후작 형제가 자신의 언니 부부와 오빠에게 

가한 악행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반영웅적 인물이다. 테레즈의 삶의 목표

는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에브레몽드 후작의 자손, 즉 다네이와 루시 가족을 

몰살하는 것이다. 프로스는 복수의 과정에 놓인 장애물일 뿐이다. 

폴 데이비스(Paul Davis)도 루시와 드파르쥬 부인이 상징적 대립물이라는 데 

동의하는 만큼, 사랑과 복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루시와 드

파르쥬 부인은 ‘부르주아 계급’과 ‘평민 계급’의 대립적 정서를 대변하기도 한다. 

태생이 좋은 루시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잡혀갔고, 오랜 감금 생활에서 생환한 아

버지를 지극한 효심으로 회복시켰다. 루시는 차가운 기능인 카튼에게도 뜨거운 

불꽃을 되살려준 사랑의 화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타고난 외모와 인내의 

미덕에 의지하는 보수적 여성관을 체현한다. 반면, 소작인 가문 출신인 테레즈 

르파르쥬는 눈앞에서 귀족의 만행을 보았고, 가족의 몰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

아왔으며, 자기 가족만이 아닌 다른 평민 아이의 목숨이 금전 한 닢에 불과한 현

실에 저항하는 인권 투사다. 빅토리아조 부르주아 계급 루시와, 계급 위계로 고

통을 겪은 평민으로서 반동과 혁명을 선동하는 하층민 테레즈의 대립은 필연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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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청난 감정적 격돌은 대단한 감상성을 폭발시킨 뒤, 권총 오발로 인한 테

레즈의 몰락으로 극적으로 귀결된다. 여성 혁명 지도자 드파르쥬는, 루시를 도피

시킨 구체제 보호자 프로스와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어이없이 죽는다. 쿠치크

(John Kucich)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타난 과잉과 자제�에서  �두 도시 이

야기�중 드파르쥬가 죽는 장면이 플롯상의 중요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극적으

로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려운 도덕적 무질서’로 구현되는 드파르쥬 부

인이 오발 사고로 죽으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사건들은 합리적 해결이 아닌 대량

의 감상성 방출로 마무리된다. �두 도시 이야기�는 남성적 역사소설에서 여성적 

멜로드라마로 전환되면서 역사소설의 이성적 요소는 멜로드라마의 감정적 요소

를 전면화한다. 

IV. 혁명의 정동과 기독교 윤리

역사적 이성과 멜로드라마적 감상성은 혁명과 윤리의 양면성을 보여주지만 종

국에는 이성이 감정으로 수렴되고, 역사적 복수의 정동은 기독교적 사랑의 미덕

으로 마무리된다. 혁명의 정당성은 시대적 요청이지만 기독교가 전제하는 인류

애와 이웃 사랑은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윤리적 가치로 보인다.

�두 도시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대체로 작품을 통해 성장이나 기대를 변화할 

수 없는 ‘평면형 인물’인데다, 유일한 ‘입체형 인물’인 카튼조차 그 변화의 계기

에 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성과 감정, 역사성과 감상성 사

이의 균형적 교직은 결국 과도한 감상성 방출과 정동의 위력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작품 전체에 넘치는 정동 요소에 주목해 볼 만하다. �두 도시 이야기�는 

플롯상 혁명이라는 공적인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사적인 삶의 연관성을 조망하지

만(장남수 168), 마지막에 사적 삶의 감성성과 정동으로 폭발하면서 그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성과 정동의 관점에서 논의하자면, 근대의 합리성은 우선 개인의 효용이라

는 특수성을 위해 차갑고 냉철한 계산, 그리고 결과적인 성과와 문제 해결을 중

시한다. 반면 전근대적 가족애는 보편 존재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온기와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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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의 치유를 중시하므로 결과보다는 공감의 과정과 심리적 동기를 중시한다. 

멜로드라마는 프랑스 혁명기에 등장한 대중 서사물로서 감정적 폭발과 권선징악

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이성적 주체 마네뜨, 다네이, 로리를 움직이는 

내부 동력과 동인은 루시, 드파르쥬, 프로스가 대표하는 사랑, 복수, 보호의 정동

들이다. 

작품의 배경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개인적 욕망 및 복수와 교

직되다가 거대 서사는 미시 서사로 수렴된다. 역사적 혁명은 에브레몽드 후작 형

제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악행에 대한 개인적 복수의 과정이었다. 젊은 시절 다

네이의 삼촌은 미모의 20세 소작 여성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남편을 노동과 

기아로 죽게 만든 뒤, 마치 권리인 듯 그녀를 오랫동안 강간했다. 또한 복수의 칼

을 뽑은 17세 남동생마저 칼로 찌른 뒤 그대로 죽도록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홧병

이 난 아버지마저 죽게 해 일가족을 몰살했다. 복수의 정동은 후작의 혈육 다네

이를 심판하게 만들었고, 악행을 일삼은 귀족들의 살생부를 만들었고, 종국엔 프

랑스 대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드파르쥬의 개인적 원한과 복수는 역사적 대사건인 프랑스 대혁명 뒤에 숨은 

강한 감정적 동인이다. 줄리엣 존(Juliet John)은 드파르쥬 부인의 가학적 폭력은 

언니를 강간한 가족의 살해에 대항하는 것이고, 귀족의 특권과 남성 권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설명한다(John 232). 그러나 디킨스는 드파르쥬를 부정적으로 그

린다. 문상화는 이 작품에서 디킨스가 변화에 대한 불안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혁

명을 퇴보로 간주한다고 파악한다(문상화 197). 혁명으로서의 역사는 기존 정치 

사회 행위 영역을 거슬러 기존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노출하고 사회 조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무질서와 혼돈의 양태라는 것이다. 혁명에 대한 저자의 부정적 

평가는 대중은 ‘피에 굶주린 야수’, 드파르쥬는 사적 복수심에 사로잡힌 ‘암호랑

이’라는 반복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디킨스는 역사소설을 쓰면서도 역사성을 약화시켜 가정의 이데올로기를 사회

의 안전망으로 생각했고, 또 그 안전망을 통해 영국이 프랑스보다 건전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역사성과 이성이 개인성과 감정으로 수렴

되는 대표적 사례가 시드니 카튼인데, 그는 작품 초반에는 삶에 대한 냉소와 사

무에 대한 혐오가 강해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물이었다. 진지한 바이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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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ic Byronic) 인물로 삶 전반에 고뇌와 우울,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낭

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카튼은 결국 결말에서도 바이런식 멜로드라마로 작품을 

종결짓는다(John 189). 원한과 자기혐오가 강했던 카튼은 작품 후반에는 감상성

을 폭발시키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을 정도로 희생적이고 고결

한 인물로 변화한다. 

카튼의 루시에 대한 사랑은 활기 없고 죽음 같던 자신의 삶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죽음으로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카튼의 강한 의지력과 행동력은 지금까지

의 권태와 무의미 및 회의의 자세와 극단적으로 대립된다. 그는 루시를 위해 또 

루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이든지 기꺼이 하겠노라 선언한다. 부르

주아 계급의 ‘집안의 천사’인 루시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가정 수호자나 성모 

마리아로 칭송되며 부르주의 계급의 감정 절제라는 미덕도 보여준다. 성은애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두 계급의 반응이 대립적인데. 똑같은 자식의 죽음을 놓고 

부르주아인 루시는 고통 없이 초연한 반면, 빈민가의 익살꾼 가스파르는 짐승처

럼 울부짖는다고 말한다.(성은애 66-9) 그러나 둘의 죽음은 맥락이 다르다. 루시

의 아이는 병석에서 오래 앓다 편히 죽었지만, 가스파르의 아이는 어느 날 갑자

기 귀족의 마차에 치어 죽었다. 

죽음을 앞든 카튼은 요한 복음 11장의 성경 구절을 되뇌며 예수의 모습까지 

구현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360)를 되뇌며 사형장으

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희생으로 복수를 막는 카튼의 행동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윤리를 보여주며, 복수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는 드파르쥬 부인

을 압도하는 승리를 가져온다. 그는 제일 평화롭고, 숭고하고, 예지하는 모습으

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360). 혁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

이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혁명의 폐허속에서 아름다운 도시와 훌륭한 국민

이 다시 일어서는 비전이 제시된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다시는 보지 못할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보람되고 번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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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환자를 정성

껏 돌보며 편안하게 지내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들, 아니 대를 이

어 그들 후손에게도 마음의 성소가 되리라는 것을.......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지금

까지 했던 그 어떤 행위보다 훨씬 더 숭고하다.”

“I see the lives for which I lay down my life, peaceful, useful, prosperous 

and happy, in that England which I shall see no more. I see Her with a child 

upon her bosom, who bears my name. I see her father, aged and bent, but 

otherwise restored, and fiathful to all men in his healing office, and at 

peace....... I see that I hold a sanctuary in their heats, and in the hearts of 

their descendants, generations hence....... each was not more honoured and 

held sacred in the other’s soul, than I was in the souls of both.” (360-1)

목적 없이 부유하던 카튼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출중한데도 세속적 성공의 

삶을 거부하고 희생적 죽음을 택했다. 부르주아적 성공 지향의 삶에서 불모성과 

허무함을 느꼈던 그가 마네트 부녀에게 감화되어 사랑, 명예, 약속, 의무 같은 가

치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희생은 자유주의 주체의 절대성과 자율

성을 강조하는 보편인권 시민 주체 이념과 궁극적으로 충돌하는 면도 있다(장남

수 174-5). 피케트는 이 지점에서 디킨스가 혁명의 극단적 집단주의를 배격하고 

근대 생활의 유아론이나 개인주의를 뛰어넘을 제 3의 양식을 꿈꾸고 있다고 분

석한다(Pykett 164). 이처럼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뒤에서 동력을 

추동하는 것은 사랑과 복수의 정동이다. 그런데 계급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원한과 복수라는 개인적 문제가 충돌할 때 디킨스는 개인의 희생과 종교적 미덕

을 해법으로 삼는다. 그에 따라 이성은 감정으로 수렴될 뿐 아니라, 복수의 정동

은 사랑의 미덕으로 수렴된다.  

V. 파리와 런던 너머 

프랑스 혁명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권이라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발생했

다. 정의는 다수의 보편성을 수렴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구현이지만,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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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 원한과 복수를 정당화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 혁명이라는 특수한 역사

적 시기에는 기독교적 희생과 보편 윤리조차 반혁명 정신으로 보일 수 있다. 역

사를 바라보는 여성적 관점, 즉 허스토리의 관점에서 �두 도시 이야기�를 보면 

혁명의 역사성이라는 표면 아래 인간애라는 보편성이 나타난다. 남성적 이성의 

시대에 혁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동인은 여성적 감정과 정동의 힘일 것이다. 

작품 배경이 된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은 국왕의 영장이라는 명

목으로 백지서류에 아무 죄목이나 붙여 누구든 몇 년이고 망각상태로 보낼 수 있

는 특권의 상징이었다. 또한 파리는 굶주린 민중들의 고통과 불만이 최고조인 장

소였다. 그리고 디킨스가 이 작품을 저술한 19세기 초중반 영국은 정치적 사회

적 혼란기로 차티즘 운동, 만국 박람회를 거쳐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권이 공

고해지고 있었다. 

디킨스가 소설을 집필했던 19세기 영국의 상황은 18세기 혁명 당시와는 달리 

다소 보수화된 면도 있다. 1848년 혁명이 좌절되면서 진보층은 피로감을 느꼈

고, 1860년대에는 노동계급의 체제전복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다. 이 소설에는 

혁명의 당위성이 전면화되어 있지만, 이면에는 군중에 대한 불신, 제도 및 인간 

변화의 한계, 무질서에 대한 불안 등도 투영되어 있다. 허터(Albert Hutter)는 이 

소설을 사회 국가적 사건과 개인의 심리의 결합으로 보고, 개별 사건이 정치성과 

결합되어 개인적 복수, 부친살해, 국왕살해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Hutter 

451), 당대의 정치적 혁명의 정당성과 사적 원한에 대한 개인적 보복의 부당성, 

즉 역사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는 작품 내에 양가적으로 녹아 들어있다. 

18세기 민중 혁명 당시 만민의 아버지이던 군주를 대중 앞에 공개 처형한 프

랑스의 대혁명은 이웃 나라 영국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주었고, 19세기 영국인 디

킨스의 무질서에 대한 불안감은 역사소설의 틀을 사용해 당시 부르주아 규범과 

기독교 윤리를 강화하는 작용을 했다. 혁명은 공포 가득한 무질서를 낳았고, 그

것이 파급시킨 폭력과 무고한 사회적 희생은 개인의 사랑과 개별적 희생으로 해

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가 ‘이성적 보편성의 회복’만이 아니라 ‘감정적 되갚음과 복수’이기도 하

면, 이 작품의 서문을 쓴 샌더스가 지적하는 카튼의 희생에 나타난 역설적 의미

와 ‘복수로서의 정의’에 주목해 볼 만 하다. 앤드류 샌더스는 이 소설에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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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 카튼의 죽음이 정의와 자비를 화합시키기도 하지만, 둘을 대립시키기

도 하는 역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카튼의 죽음은 역사소설의 틀 안에 있

는 특수성의 패러독스를 보게 한다(Sanders x). 

디킨스가 결말부에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요한복음 11장을 가져와 카튼의 기

독교적 희생을 논의하고, 혁명의 특수성을 기독교적 인간애의 보편적 자비로 바

꾼 것은, 혁명을 통한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사랑과 용서에 근거해서 

보편적 개인이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루카치의 말대로 소설이 현실의 총체

적 반영을 해야 한다면, 이 작품에 반영된 총체성은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혁명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무질서와 광기로 가득한 폭력의 부정

성도 드러내 기독교 윤리와 부르주아 덕목을 재소환하기 때문이다. 

�두 도시 이야기�는 주로 초반에는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후반에 가서

는 사랑과 희생을 강조한다. 허스토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루시로 대표되는 빅토

리아 시대의 문화는 도덕적 치유의 다양한 실행력을 가동한다. 반면, 혁명 전사

인 드파르쥬는 두려운 도덕적 무질서의 총체적 구현으로 간주되고 뜨개질이나 

자수 넣기는 살생부를 나타내는 무법적 파괴성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이 소설

은 혁명이라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재건에 초점을 둔 부르

주아 이데올로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사 드파르쥬는 

무법적이고 초법적 무질서와 폭력의 원인으로, 천사 루시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폭력 시대의 희망으로 그려진다.

루시의 무역사적 사랑과 테레즈의 역사적 복수 중 어떤 정동이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할까? 루시는 생명력을 회복하고 제2의 탄생을 매개하는 가정의 천사지

만, 테레즈는 무고한 희생과 죽음을 야기하는 사회적 무질서나 악마로 그려진다. 

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성과 감상적 멜로드라마는 상호 교직되다가 감정으로 

수렴된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사적 로맨스가 공적 영역에서의 절망을 

드러낸다면(Marcus 34) 역사성이 감상성으로 수렴될 경우 정의의 문제도 공적 

기준과 사적 감정 사이에서 양가적으로 존재한다. 

역사적 혁명과 개인적 복수 아래 놓인 정의 구현은 어떤 것일까? 이성적 가치

를 구현하기 위한 희생만도,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한 폭력만도 아닐 것이다. 정

의는 부당함과 불평등을 근절할 공통 기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필요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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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정의는 여성적 감정으로 행하는 몸의 즉발적 반응에서도 올 수 있다. 드빠르

쥬의 복수는 루시의 사랑의 윤리로 정화되지만 복수와 사랑의 정동은 즉발적 몸

의 행위라서, 정동 안에 이미 정의감과 정의관을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 분석과 이성적 종합 없이도 정의를 향하고 또 행할 수 있다. 허스토리의 

멜로드라마적 정동이 촉발하는 정의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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