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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20년  미국, ‘반마취 상태’ 그리고 개인

 한 시대의 문화현상은 그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증상이라 할 수 있
다. 최근의 한국 사회는 힐링(healing)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치유와 상담문화가 상품화 되어 소비되는 현상은, 현시대 사람들의 정신적 피
로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0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반마취 상태』(Twilight Sleep 1927)는 매
우 시사적인 작품이다. 당시 미국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호황기를 맞게 된 반면,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됨에 따라 정신적인 혼란
이 야기된 일명 “길 잃은 세대”(The Lost Generation), “소란스런 20년
대”(Roaring Twenties)였다. 이러한 격변의 사회 속에서 불안한 개인들은 삶
의 목표를 상실한 채 음주, 댄스, 스포츠, 섹스 등 즉흥적인 쾌락에 심취하였
다. 경제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진보 이면에,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어두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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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향락적인 문화양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소란함은 현실도피성 추구로
서, 모두에게 정신적인 허기를 상쇄시킬 ‘치유’가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다. 

『반마취 상태』는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현상이 개인들의 불안과 갈등, 그
리고 흔들리는 가치관과 연결된 상황을 시사적으로 제시한다. 당대의 특성이 
개인의 삶에 반영되고, 집단적으로는 한 사회의 문화양식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1920년대는 풍부한 자본과 더불어 정신분석, 심령술, 과학과 의학, 우생
학 등이 유행했던 혁신의 시대이다. 워튼은 1차 대전이후, 격변과 대참사로 황
폐화된 사회구조에 직면하여 “소비자본주의의 악몽과 광신적인 숭배와 유행 
등 지극히 현대적인 요소들을 포착한다”(Knights 20). 그러나 물질주의와 과
학의 위력으로 개선된 삶의 외형은 인간적 유대의 결핍을 낳았고, 삶의 리얼리
티를 외적인 가치로 쉽게 대체해버렸다. 워튼은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변동을 
작품 속에 형상화하며 현대물질문명의 피상성을 풍자”(Griffith 82)한다. 그녀
는 전통의 유형에서 벗어나 “돈에 기초한 사회를 따르는 혼돈”(Howe 80)을 
소설의 중심인물인 폴린 맨포드(Pauline Manford)의 갈등과 분열이 드러나는 
삶의 과정을 통해 재현한다.

뉴욕의 한 부유한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순차적인 스토
리 전개가 아닌, 폴린이라는 여성과 남편인 덱스터 맨포드(Dexter Manford), 
그리고 딸인 노나 맨포드(Nona Manford)의 의식을 통하여 전개된다. 소설의 
무질서한 전개방식은 전후의 미국사회의 삶에 대한 혼란과 동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화에 따른 소외와 분리현상을 반영한다. 이들은 한 가정 안에 머물
지만 각자 다른 가치관으로,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평행선상에 머
무른다. 인물들 사이에는 신뢰와 공감이 아니라, 향락적인 문화, 혼외정사, 물
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대신 들어서 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깨어지고 개인
의 고립감은 깊어진다. 이러한 가족 내의 소통부재와 갈등은 폴린에게 좌절과 
고통의 요인이 된다. 이에 폴린은 돈으로써, 그리고 열정어린 사회활동과 과학
적인 장비들을 적극 향유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한다. 그러나 폴린의 
과도한 외적활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소통의 부재와 정신적 
빈곤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면에서 폴린의 바쁜 일정과 활동들로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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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들어찬 일명 ‘과잉활동’(hyperactivity)1)의 생활양식은 단지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반마취 상태』(Twilight Sleep)2)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산모의 고통을 
줄여주는 주사약을 의미한다. 이는 ‘반마취 상태’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 약제는 ‘무통’의 
의미 뿐 아니라 ‘기억상실상태’의 뜻도 포함하는데, 소설 속 인물들은 하나 같
이 현실에 대한 고통을 회피하고자하며, 현실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의식의 환
각 상태를 쫓는다. 따라서 가정 내의 심각한 문제들은 모두 외면되고 감춰진
다. 특히 폴린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충실한 주체로서, 모든 문제되는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당시에 유행했던 과학화된 현대식 장
치들을 적극 향유한다. 문제는 물질주의에 기반한 장치들로 이루어진 현대화 
된 삶의 외형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락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 갈등의 문제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문화양식들은 바로 의식의 환각 상태, 즉 문제를 보지 않고 덮어버
리려는 도피적인 장치들로 활용된다.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겪는 고통보다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외면하는 피상적인 삶의 형태는 곧 1920년대가 내포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시대적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개인은 사회의 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그 안에서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당시 
사회현상과 개인들의 삶의 양식은 이렇듯 뗄 수 없는 고리를 형성한다. 그렇다
면 폴린이 향유하는 현대생활양식들은 개인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1) 과잉활동이란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상태를 말한다. 소아의 발육기의 활동항
진 상태는 항상적인 운동(탐색, 실험을 좋아하는)을 특징으로 하며 주의산만이나 욕
구불만을 동반한다. 이것은 뇌장애나 정신병으로부터도 생기는 일이 있다(지제근 
역. 『의학용어 큰 사전』850).『반마취 상태』에서 나타나는 폴린의 과잉활동은 현
실의 욕구불만에 의한 일종의 항진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는 과잉활동이라는 용어를 뇌장애나 정신병적 상태와 같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불
가피한 현실에 대처하여 삶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가 과다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
하겠다. 

2) Twilight Sleep: 반마취 상태, 반몽혼 수면. 모르핀과 스코폴라민의 피하주사에 의해서 
생기는 무통각 및 기억상실상태. 이런 상태의 환자는 동통에는 반응하나 기억에는 남지 
않는다. 이전에는 산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지제근 역, 『의학용어 큰 사전』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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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힘 앞에서 현실의 좌절과 고통을 견디기 위한 스스로의 치유3)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의 외형적 가치추구와 정신적 빈곤이 결합
된 사회상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은 그 당시 유행했던 소비활동 및 문화향유
를 통해 표출되었다. 내적 빈곤함을 채우기 위한 등장인물들의 삶의 방식이 현
실 도피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치유가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방향성을 잃은 불안한 개인들이 나름대로 현
실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먼저 폴린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동
기인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상황을 당시 시대배경과 연결 지어 분석하고자 한
다. 다음으로, 물질주의적 소비문화에 바탕을 둔 폴린의 과도한 삶의 방식을 
‘과잉주체’의 행위로, 유대관계 결핍과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경우를 ‘과소주
체’4)의 예로 보고 사회배경과 주체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 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폴린의 과잉활동은 도피행위임과 동시에 치유방편임을 함께 논
의하겠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현실회귀의 결말에 내재된 치유의 한계와 가능
성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한다.

 Ⅱ. 불안과 결핍의 시 상황과 치유의 필요성

『반마취 상태』에서 폴린의 치유에 대한 필요성은 1920년대가 내포한 불안
감에서 출발한다. 이 시기의 불안감은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충돌로 인
한 갈등과, 물질주의 선호로 인한 정신적인 공허함에서 기인한다. 물질을 통한 
욕구충족, 내적인 성찰보다는 피상적인 가치를 쫓는 알맹이 없는 공허함, 이로 
3)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치유’의 의미는 병리현상의 임상적 치료가 아니라, 복잡한 사

회 속에서 불안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4) ‘과잉주체’라는 개념은 ‘과잉활동을 하는 주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행위에 함몰된 
현대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편 ‘과소주체’란 과잉활동의 원인이 되는 소통부
재와 단절된 유대 관계 때문에 자발적 활동이 부족한 주체로서 ‘과잉주체’에 대비되
는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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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분리되는 개인의 소외현상은 당시 사회가 형성하고 있던 커다란 밑그림
이었다. 이는 급격하게 물질주의의 소비문화에 경도된 사회에서 인간보다는 
부의 축적이 중요한 가치로 전이됨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McGovern 186-87). 이에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도피적인 
치유의 방편을 모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폴린의 가정은 외면상 화려한 사교
생활, 댄스파티, 스포츠와 낚시 등 부유한 경제적 조건 하에 더없는 풍요로움
을 구가하지만, 이러한 생활상이 실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만
족 추구를 위한 도피처가 될 뿐이다. 특히 전후 세대인 젊은이들의 향락적인 
문화는 기존의 가치관을 위협하며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전 세대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전쟁이후에 자라나서 방향성마저 불분명했던 젊
은 세대는, 장밋빛 이상에 가득 찬 기성세대의 낙관적인 믿음에 환멸을 느꼈
다. 한편 기성세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들떠 있고 무분별한 생활을 한
다고 경계했다. 당시 시대상의 일부였던 세대 간의 갈등은 전통과 현대가 첨예
하게 대립함으로써 발생되는 혼란의 양상이었다. 폴린 역시 딸의 세대와의 간
극을 좁히지 못하고 소통부재로 인한 좌절을 경험한다. 

 당대 젊은 여성의 대표 격은 리타 와이언트(Lita Wyant)가 그 예이다. 폴
린의 딸인 노나 역시 리타와 같이 댄스와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세대이지만, 
극히 대조되는 폴린과 리타의 중간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
볼 수 있다. 반면 리타는 폴린과 전남편 아서 와이언트(Arthur Wyant) 사이의 
아들 짐 와이언트(Jim Wyant)의 아내로서 전형적인 플래퍼5) 여성이다. 즉흥
적인 쾌락을 쫓는 젊은이 세대인 며느리 리타와, 진지한 열정으로 전통적인 질
서를 옹호하려는 폴린의 세계는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폴린 역시 현대적인 여
성이긴 하나, 좀 더 돌발적인 에너지로 개인적인 분출구를 찾는 리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준아래, 서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고

5) “원래 전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플래퍼’(flapper)라는 명칭은 21세에서 29세까
지의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1918년 투표권을 획득한 30세 
이상의 기혼 여성 유권자와 구별되어 플래퍼 유권자로 분류되어 유권자 집단에서 제
외되었던, 특정 연령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기원
상으로는 정치적인 타자 집단이자 같은 여성 집단 내에서도 차별 받는 소외 집단이
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플래퍼는 미국에서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의 주도자로서 새로
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손정희 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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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함으로써 연결점의 가능성은 점차 흐려진다. 삶의 방향성이 부재한 리타는 
오로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지나치게 개인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 그녀의 
삶은 춤과 스포츠, 그리고 할리우드 문화로 한정되어 있다. 그 외의 일상은 게
으르고 나른하다. 리타는 낮잠을 즐기는데, 이는 “짜릿함 사이에 존재하는 지
루함으로부터의 습관적인 도피(habitual escape)”6)로서, 리타의 삶 전체의 압
축적 상태의 표현일 뿐이다. 리타는 활동적인 자극이 없을 경우, 현실의 권태
를 술이나 약으로 달래는 전후의 공허한 인물들을 대변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리타는 자신 이외의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
녀에게 남편은 더없이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쉽게 싫증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기질로 인해 리타는 자신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끊
임없이 이혼을 요구한다.

폴린이 이혼을 만류하기 위해 리타의 집을 찾아 간 장면에서 세대 간의 첨
예한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폴린이 철저한 시간관념을 갖고 있음에 
비해 리타는 전혀 시간관념이 없다는 것은 “거실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마저 멈
추어져 있는”(192) 것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리타가 완벽하리만큼 몸
에 꼭 맞는 거들을 입고 있는 폴린에게 “바닥이 더 편하지 않나요?(193)라며 
자리를 권하는 상황은 리타의 자유분방함과 폴린의 완벽한 성향과의 대비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재한 리타의 기질을 보여준다. 
폴린은 리타의 지저분한 집, 그리고 낮고 불편한 의자와 어두운 조명을 보며 
집을 고치도록 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리타는 폴린의 도움으로 치
장된 집의 장식을 주변의 모든 집들과 똑같다는 이유로 지겨워한다. 심지어 가
구들을 길거리로 모두 내던져버리고 싶다는 리타의 말은 폴린의 세계를 단연 
거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의 표출이다. 
이러한 리타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은 폴린과 리타가 나누는 대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니? 난 [폴린] 이해할 수가 없구

나.”
6) Edith Wharton, Twilight Sleep (NY: Scribner, 1997) 240면. 이하 이 작품의 인용

은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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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유 같은 거 따지는 거 잘 못해요. 전 그저 새로운 걸 
원하고, 그게 다예요.

 “만약 네가 오로지 자신만 생각해도 된다면, 넌 무엇을 해야 할
까?”

 “무엇을 한다고요? 전 그냥 제자신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에선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내 모든 것이 거짓이니까요. 난
--”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네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걸 원하지 
않는단다. 짐은 특히 그렇고. 그는 네가 너만의 개성을 완전히 자
유롭게 표현하길 원한단다.”

 “여기 ― 이 집에서요?”
 “그럼 넌 짐이 아내와 아이를 포기하고 그 모든 탓을 지기를 

원한다는거니?”
 “오, 아니요. 탓할게 어디 있어요? 그럴게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건 그저 새로운 것이라고요.”

“Then what is the reason [to divorce]? I [Pauline] don’t 
understand.”

“I'm not much good at reasons. I want a new deal, that’s all. 
. . . ”

“If you had only yourself to think of, what should you do?” . 
. . 

“Do? Be myself, I suppose! I can’t be, here. I’m a sort of 
all-round fake. I --” 

“We none of us want you to be that―Jim least of all. He 
wants you   to feel perfectly free to express your personality.”

“Here- in this house?” . . . 
“Then you mean to ask Jim to give up his wife and child, 

and to assume all the blame as well?”
“Oh, dear, no. Where’s the blame? I don’t see any! All I 

want is a   new deal.” (195)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리타는 폴린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견딜 수 없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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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 집에서요?”라는 리타의 말은, 주변과의 질서와 화합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을 중시하는 폴린의 세계에서 ‘개성’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희롱조의 비
판이다. 폴린은 어떠한 상황에도 무관심하고 예의 없는 리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예를 들어, 폴린이 가족 모두가 리타를 좋아한다는 말에는 “저도 모두
에게 그렇게 해야 하나요?”(193)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아닌 언니
처럼 편안하게 대화하자는 말에는 “전 시어머니가 안 무서워요. 영구적이지도 
않은 걸요”(194)라는 무례한 대답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그저 삶의 단조로
움을 견디지 못하여 남편과 가정을 작년에 유행했던 것을 버리듯이 쉽게 생각
하는 리타로 인해, 폴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조절해야 하는 혼란스러움
을 느낀다.   

리타는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분출구를 원했던 젊은 
세대이며, 폴린은 “미국가정의 전통으로의 복귀를 옹호”(11)하는 기성세대이
다. 그러나 폴린은 스스로도 이혼과 재혼을 감행한 여성으로서, 전형적인 전통 
여성상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재력을 갖춘, 가정의 영역을 넘어 왕
성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대적인 여성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는 끔직하다”(22)던 폴린은 자신 
또한 이혼의 경험이 있음에도 아들 내외의 이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실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명백한 차이
라면 해결의 방안이 좀 더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가
치관이 혼재하고 있는 폴린의 경우, 스스로도 명명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정신적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는 격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물질적인 생활
문제를 겪지 않는 그녀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정신적인 고통의 측면이 강화된
다는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로 향해있는 내적 혼란이 타자인 리타와의 관계를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리타는 단지 폴린 자신의 불안한 정신
을 자극하는 매개가 된다.

폴린의 세계에서 숨막혀하는 것은 리타만이 아니다. 폴린의 두 번째 남편인 
덱스터 또한 그녀가 구축해놓은 “장미빛 세계”(rosy world 66)를 일탈하는 꿈
을 꾸고 있다. 그의 꿈은 며느리 리타와의 불륜관계로 이어진다. 덱스터가 리
타와 내 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폴린의 완벽함과 대조되는 리타의 자유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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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때문이다. 덱스터가 보기에 폴린의 공간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로 고
안된 것들이며, 집안에서 정확하게 울리는 시계들과 숨 막히는 한 주의 계획표
가 보여주듯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리타의 공간은 시계도 작동하
지 않는, 정해진 시간이나 약속 또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곳으로, 덱스터의 정신
없는 하루일과 후에 평안을 주는 공간이다. 덱스터는 폴린이 밤새 춤을 추었기 
때문에 위층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어리석은 여자인 리타의 삶이나 똑같은 상
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위측증 근육을 피하기 위해서 체조를 해야 하고 안
마를 받아야 하는 폴린을 보며, 농장에서 씨를 뿌리고 감자를 캐는 자신의 어
머니를 떠올린다. 덱스터가 폴린의 지극히 화려한 일상을 보며 고난을 짊어지
던 전통적인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것은, 덱스터가 폴린의 고통을 전혀 이
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폴린과 덱스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
고 있다는 의미이다. 리타와 세대갈등을 겪고 있는 폴린은 남편과의 소통에서
도 역시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부재의 문제는 당시의 개인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전후 혼
란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고 단지 개인적인 기쁨과 즉흥적인 쾌
락을 추구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현대인들은 필연적
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Haytock 228)고 본 제니퍼 헤이톡(Jennifer 
Haytock)의 견해처럼, 소설의 인물들 역시, 리타는 춤을 추거나 야외 스포츠
를 즐기는 것 외에는 자유자재로 낮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웠고, 덱스터는 낚시
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이성과 관계 맺는 것으로 각자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 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한다. 모든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폴린에게 이렇듯 서로에게 존재하는 소통의 장벽은 고통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장미빛 세계’를 꿈꾸는 폴린이 지속적인 치유를 모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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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잉주체와 과소주체

 덱스터와 리타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폴린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만족을 지향하는 개인화사회에서 세대 간의 충돌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
을 겪는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내면의 상처는 물리적인 상처로 인한 고통과 
동일하다. 그만큼 유대관계의 파편화는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 폴린은 멈추어서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보지 않
으려는 도피적 과잉활동을 택한다. 

7:30 정신 고양하기. 7:45 아침 식사. 8:00 정신 분석. 8:15 요리
사 만나기. 8:30 침묵 명상. 8:45 얼굴 마사지. 9:00 페르시아 소
품 상인 만나기. 9:15 편지 쓰기. 9:30 매니큐어. 9:45 균형 잡기 
운동. 10:00 머리 말기. 10:15 흉상 모델하기. 10:30 어머니날 사
절단 접대. 11:00 무용 레슨. 11:30 ―부인 댁에서 산아제한 위원
회 모임.

 
7.30 Mental uplift. 7.45 Breakfast. 8. Psycho-analysis. 8.15 
See cook. 8.30 Silent Meditation. 8.45 Facial massage. 9. Man 
with Persian miniatures. 9.15 Correspondence. 9.30 Manicure. 
9.45 Eurythmic exercises. 10. Hair waved. 10.15 Sit for bust. 
10.30 Receive Mothers’s Day deputation. 11:00 Dancing lesson. 
11.30 Birth Control committee at Mrs.―. (9-10)

이러한 일과표가 보여주듯이 폴린의 삶은 과도한 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15
분 단위로 짜여 진 하루 일과표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 폴린은 가족을 만남에 있어서도 일정을 확인한 후 시간을 
짜내야 할 만큼 바쁜 ‘과잉된’ 삶의 주체이다. 그녀는 증대되는 의무와 책임감
에 강박을 느끼며 “늘 시간이 문제”(212)라고 생각하지만, 계획대로 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폴린은 무한정하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긍정성
의 화신이다. 그녀의 경우는 “현대인의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경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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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한병철 11)7)라는 주장에 꼭 들어맞는다. 폴린의 상태는 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자유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실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강제하
며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종의 신경성 질환의 경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폴린의 과잉활동은 허무해진 삶과 불만족한 현실에 대한 대안적 반응으
로, 다름 아닌 정신적 탈진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 폴린의 과잉성은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삶의 가속화를 촉진시킨다. 따
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박탈당하고 그녀의 가정에서 
보여지듯 인간적 유대의 결핍과 같은 '과소'의 문제가 역으로 더욱 깊어진다. 
폴린의 외적인 삶의 형식이 과잉주체라면, 인간적 유대의 결핍을 불러온 정신
적 빈곤에 억눌려 자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과소주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잉과 과소의 문제는 서로 원인을 제공하고 맞물려서 악순환된다. 
과잉주체든 과소주체든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결국 주체들은 극단적인 피
로와 탈진상태로 치닫는다. 따라서 활동적일수록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거라는 폴린의 믿음은 사실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과잉활동은 자유 대신 현
실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또 다른 구속을 낳기 때문이다. 

폴린의 과잉활동은 가족 구성원들로 인한 불만, 그리고 그 현실을 직면하기
에는 불안한 마음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한 삶의 형태이다. 그러나 “자발적
이고도 능동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의 ‘프로젝트’화하려는 주체에게는 
왜, 지금,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가, 왜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와 같은 일련의 가
능한 반문이 봉쇄되어있다”(사이토 준이치 149)는 주장에 근거해 볼 때, 폴린
은 자신의 삶을 완벽한 계획으로 주도하려는 과잉활동을 하는 대신 삶의 불안
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회피한다. 이는 결국 폴린을 과잉과 과소가 공존하는 
주체로 만든다. 주체(subject)란 기본적으로 종속을 의미한다. 그리스 철학에
서 사용했던 주체의 사전적 의미는 '(왕 앞에) 납작 엎드리기' 또는 '어떤 대상

7)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현대인의 병적상태를 철학적으로 진단
한다. 오늘날은 더 이상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
의 규율사회가 아니라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한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
죄자를 낳지만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 낙오자와 같은 신경정신증세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긍정성의 폭력은 규율사회가 아니라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확산된
다고 그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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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그 아래에 내 던지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주체의 행위란, 어떠한 
구조 아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저 종속적인 행위가 된다. 사회에서 분리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사회 속에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린에게서 드러나는 과잉과 과소주체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그 사회문화 안에서 형성된 삶의 형태로 확대 해석될 여
지가 있다. 그렇기에 폴린의 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시대상과 연관 
지어 바라볼 수 있다. 당시 미국사회는 물질문명의 혜택에 따른 쾌락적이고 자
기표현적인 방식으로 문화양식이 표출되었다. 당시 “내면의 세계가 외적인 육
체로 변형”(데버러 럽턴 129)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외적인 가치에 두었고,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인식
하였다(Bowlby 6-7).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물질주의에 따른 소비문
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Leach 8-9). 폴린 또한 사회에 예속된 주체로서, 
그녀의 삶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화려한 파티문화, 과소비, 현대과학향유의 크
게 세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첫째, 폴린이 주최하는 파티장은 1920년대 시대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즉흥적인 쾌락을 쫓는 가장무도회는 '가장'이라는 말 그대로 거짓으
로 꾸며진 위선과 가식의 현장이며, 삶의 리얼리티는 철저하게 파괴된 장(場)
이다. 폴린의 파티에서는 각자 자신들만의 관점과 생각으로 친척들 간에 오해
가 난무한다. 또한 소설의 화자가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제시함에 따라, 독
자는 인물들 간의 분열을 그대로 목격하게 된다. 파티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1925)의 파티장과 마찬가지로 화려함 뒤의 허무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단지 돈과 지위와 명성을 과시할 수 있는, 정신의 허무함을 화려함으로 포장한 
왜곡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폴린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억압되었던 
상황에서 성공적인 파티를 보고 기운이 북돋아짐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힘
으로 세상에 질서와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주체로서, 스스로가 
일구어 낸 성공적인 파티는 자기성취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실
은 폴린이 원하는 바처럼 통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폴린은 혼자 남은 여유의 
시간이 두려워 끊임없이 사람들 주변에 있어야하지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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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과소주체’ 상태에 있는 셈이다. 이에 좌절을 피하기 위
해 바쁜 일상을 만들고 파티를 여는 ‘과잉적’ 삶을 추구한다.

둘째, 폴린의 과소비는 물질주의에 충실한 주체로서의 행위이다. 폴린은 모
든 문제되는 상황을 돈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아들 내외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을 되돌리기 위해서 폴린이 택한 방
법은 모두 과잉 지출이다. 결국 가족 모두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낀 폴린은 
부활절 휴일 동안 별장이 있는 세다리지(Cedarledge)에서의 휴가를 계획한다. 
휴가를 위한 막대한 자금투자는 덱스터가 가정에 애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
고 리타가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짐에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폴린에게는 
정당한 지출이다. 폴린은 세다리지에서의 짧은 휴가를 위해 과수원이 달린 새
로운 집을 꾸미려고 각종 나무와 꽃, 잔디, 토양, 묘목거름 등을 사들이고, 배
수구를 위한 터널을 파기위해 물과 흙을 수송하며, 통신시설, 수영장, 대피훈
련용 장치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다. 그야말로 값비싼 휴식이다. 

셋째, 폴린은 당시에 유행했던 현대과학의 열렬한 신봉자이다. 현대과학은 
특히 고통을 완화시켜줄 장치로 기능한다. 환기시스템, 관수시설, 최첨단의 소
방시스템 그리고 현대적 치료법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가정경영은, 그러한 
장치가 현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다. 폴린이 
삶에 고통이 느껴지는 시간을 잊기 위해 과잉된 활동을 보였던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현대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낸 과학적인 것들”(Banta 79)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폴린의 모든 행위가 고통을 피하기 위한 현실 망각의 노력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마취 상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만
약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시간이 하나하나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무통분만 약제인 ‘반마취 상태’를 취하면 그 시간의 경과를 잊을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소설의 제목이 『반마취 상태』라는 것은 폴린의 완벽한 시간관리, 화
려한 사교생활, 과학적인 현대양식의 향유가 현실의 골칫거리를 피하고 덮어
버리려는 열망임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폴린의 모든 과잉된 생활상은 고통
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폴린은 이를 통해 ‘고통’에 대한 ‘현
실도피성’ 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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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폴린의] 인생 전부는 [특정한 각도로 보았을 때] 모든 형
태의 고통의 침범에 맞서는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첫 단계는 항상 
고통을 상기시키고 돈으로 매수해서 쫒아버린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가능한 지출로 그렇게 한다. 수표, 수술, 간호
사들, 병원의 특실, 엑스레이, 라듐 등 값비싸고 최신식 치료법은 
무엇이던지--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
력한 도구가 되었다. 

Her [Pauline's] whole life (if one chose to look at it from a 
certain angle) had been a long uninterrupted struggle against 
the encroachment of every form of pain. The first step, always, 
was to conjure it, bribe it away, by every possible 
expenditure--except of one's self. Cheques, surgeons, nurses, 
private rooms in hospitals, X-rays, radium, whatever was most 
costly and up-to-date in the dreadful art of healing--that 
was her first and strongest line of protection. (260-61, 필자강
조) 

이처럼 폴린에게 있어서 돈과 값비싼 최신식 장치들은 모든 형태의 고통과 싸
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물질주의적 소비문화 이데올로
기의 기제로 작동한다. 루이 알튀세르(Lois Althusser)에 의하면, 이데올로기
는 무의식처럼 항상,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개인들은 현재의 자리
가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관성화된다. 알튀세르는 이것을 “이
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Ideology Interpellates Individuals as 
Subjects, 84)라는 호명테제로 설명한다. 폴린의 행위들은 이데올로기의 호명
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결정된 주체로서, 그녀의 의식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담론들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행해진 것이
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개인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
을 겪게 된다. 따라서 폴린도 당대 이데올로기에 적절히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그녀의 과잉활동은 거대한 사회적 메커니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 선택한 나름의 도피적인 치유방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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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치유의 가능성 

 폴린은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골치 아픈 가정사는 폴린의 심기
를 어지럽히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는 어긋난다. 폴린의 과잉된 활동은 끊임없
이 미끄러지는 유대관계의 틈을 메우고자 하는 도피적 행위이다. 폴린은 마음
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지 않으려는 과잉활동을 택하고, 돈과 현대과학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소설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불
안하고 지루한 내면의 허기를 상쇄시키고자 외부의 활동으로 관심을 돌린다. 
폴린의 마음 역시 항상 외부로 향한다. 그 외부적인 대상은 당시 유행했던 문
화양식들에 대한 과잉향유이다. 이것은 현대화 된 삶의 양식이 확산되었던 당
시 미국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형적인 가치가 중시된 현상의 반영이며, 워
튼은 외적 가치인 문화현상을 은유로써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규
정된 주체인 폴린에게는 외적인 ‘보여주기’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문제를 겪
고 있는 자신의 가정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감추어야 할 결함이 된다. 개인
의 문제는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고,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하며, 사회질서를 
위한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 등 그녀의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사회적 체면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외적체면을 중시하는 폴린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
은 가정사 문제는 철저하게 혼자만의 영역으로 남는다. 결핍의 과소문제가 도
피적인 과잉문제를 불러왔지만, 그러나 내적인 결함을 외적인 장식으로 포장
하는 외부적 과잉은 더한 내적 빈곤함의 ‘과소’의 상태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따라서 폴린에게는 끝내 소통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고립된 세상에
서 그래도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유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

일차적으로 폴린은 자신의 부유한 경제력과 현대장치들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신요법 치료사들을 찾아다니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노력한다. 첫 
번째 치료사인 마하트마는 소위 ‘순수로의 회복’이라는 운동 지도자로서 “삶의 
모든 불협화음은 더 높은 조화 속에서 해결 된다”(99)고 가르치는 사상가이다. 
폴린에게 마하트마는 복잡하고 신경증에 걸릴 것 같은 뉴욕의 삶에 대한 구원
의 약속과 같다. 폴린은 마하트마의 가르침에 따라, 운동을 통하여 몸의 균형
을 유지하고 인생의 무게와 비례하는 주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마사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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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실천과 명상을 통한 정신적인 심호흡으로 조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가
족 간에 깊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폴린은 “확실히 정신적인 심호
흡 및 다른 모든 안정을 위한 운동도 이 숨가쁜 뉴욕에서의 삶이 자아내는 신
경불안을 치유할 수 없다”(87)는 것을 깨닫는다. 

마하트마의 가르침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깨달은 폴린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119, 원문 강조)는 힐러(healer)인 알바 로프트
(Alvah Loft)를 새로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회의와 좌절에서 구해준다는 그
의 치료법은 노동을 줄여주는 속기나 새로운 청소기 도구와 같은 현대식 장치
처럼 짧고 간단하다. “당신은 말을 잘 듣는군요. 좌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
으로 가세요. 저녁식사 전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25달러입니
다.”(121)라고 말하는 그의 치료법은, 폴린 자신의 노력을 필요로 했던 마하트
마와는 다르게 단지 손을 잡고 5분정도의 영적교감 후에 좌절이 모두 빠져나
갔다고 말하는 손쉬운 처방이다. 그럼에도 폴린은 기운을 얻었다고 느끼며 많
은 비용을 지불한다. 돈으로 간단하게 좌절을 없애준다는 사이비 과학을 추종
하는 것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한 빠르고 쉬운 치료법을 찾
는”(Moskowitz 39) 도피적인 처방이다. 이는 폴린이 리타가 아들 짐과의 이혼
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즉각 평온함이 모조리 증발되어 버리는 기분을 
느끼고, 알바로프트의 처방에 바로 의구심을 갖는 것에서 예증된다. 

마지막으로 폴린은 직접적인 대면으로 영원한 회춘을 얻을 수 있다는 새커 
고바인(Sacha Gobine)의 신념을 받아들인다. 고바인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
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바싹 마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두르는 것을 거부한다. 
“폴린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Banta 79)는 지적처
럼, 그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생각과 활동으로 지쳐있었던 것이
다. 사실 알바 로프트와의 채 10분도 넘지 않는 짧은 만남은 누군가가 뒤를 쫓
는 것처럼 급했고, 폴린 자신은 마치 현금박스가 된 것처럼 많은 비용을 치러
야 했다. 그러나 서두름을 거부하는 고바인의 신념은 과잉주체로 하여금 잠깐 
멈춤의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폴린의 바짝 마른 영혼에 단비를 주는 치유처방
이 되는 듯하다. 고바인은 서두르지 않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유를 강조한다. 
그는 집안에 시계를 두지 않는다. 돈이나 복잡한 약속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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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이것은 과잉주체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능력이다. 시간의 여유
를 가지면 “영원한 회춘”(eternal rejuvenation 271)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바인
의 복음은 폴린에게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
으로 다가온다. 주름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폴린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주
름을 볼 때마다 “폴린, 이제 걱정은 그만해. 너 자신도 잘 알잖아. 걱정 같은 건 
없다는 걸 알잖아. 소화불량이거나 운동부족이야. 모든 건 정말 괜찮다고
―”(27)라는 자기암시로 세월의 고통을 외면하고자 해왔다. 주름이 늘어난다
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뿐 아니라, 걱정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존재한
다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름을 펴고 젊어지려 하는 것은 소진될 수밖
에 없는 필멸의 세상을 거꾸로 살려는 소망일 뿐 치유가능성은 애초에 불가능
하기에 고바인의 복음 역시 실패한다.

크리스토퍼  라시 (Christopher Lasch)가 현대적 분위기는 종교적이 아니라 
치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의 황금기의 부활이나 개인의 
구원에 대해 목마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녕, 건강, 정신적 안전 등에 대한 감
정과 순간적인 환상에 배고파하고 있다”(7)라고 했듯이, 당대의 시대적인 불
안과 결핍은 모든 개인에게 치유가 필요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미국사회에 심
리학, 정신분석이 뜨겁게 유행했던 현상도 연결된다. 시몬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가 “정신분석학이 미국에서 그토록 유행하며 지식인들
과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화젯거리가 되는 것은, 그 학문이 그들 자신을 되
찾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도피처’가 되어주
는 까닭이다”(샌드라 하딩 221 재인용)라고 했던 것처럼, 폴린은 불안감을 해
소하려는 방책으로 도피라는 치유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폴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폴린의 대처 
방안들은 비록 도피적 행위일지라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나
름의 노력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덱스터와 리타의 불륜현
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후, 가족들은 희생자인 딸 노나 만을 남겨둔 채 뿔뿔
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은 양가적인 의미를 갖는
다. 먼저 인물들이 가정의 불화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현실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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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능력이 부재하여 선택한 도피적 피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으로 
가정의 불화를 잊고 현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도피적 여행이라면, 이것은 치
유적인 방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소설의 결말은 분명 현실로의 회귀이
며, 극복하지 못한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소설의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자
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 폴린은 고통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유행했던 문화양식을 적극 향유했지만, 그것은 장밋빛 세계를 위한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 단지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폴린의 
딸 노나는 이러한 모순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비판하지만, 사실상 전통적 기
준을 깨지는 못한다. 노나는 관습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결
혼을 할 용기를 낼 수 없다. 리타 역시 남편인 짐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이
혼을 한 것도 아니며 자신을 찾기 위해 할리우드로 진출한 것도 아닌 모호한 
결말로 막을 내린다.  

데일 바우어(Dale M. Bauer)는 이러한 결말을 두고 “양가적”(ambivalent 
102)이라고 평가한다. 이 양가성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결말이 비록 사회제도권 안으로의 회귀라는 한계를 
노출하지만, 현실의 삶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 의미를 강조한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치유란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것이 사회에서 
규정된 수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이든, 도피적인 방편이든지 간에 결국 삶을 
내려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치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소
설의 마지막 결말에서 다시 현실 속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들이 좌
충우돌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치유의 가
능성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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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 실회귀’의 한계와 정성

워튼은 흔히 상류사회의 문화를 다루는 여성 작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녀
는 결혼, 이혼, 혼외정사의 주제를 다루며 여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작가이기도 하다. 워튼은 매 작품마다 전통적인 여성상과 대비되는 신여성
을 등장시키며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반기를 들었다. 주목할 것은 그러한 
여성들의 마지막은 항상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힘 
앞에서 규정된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여성
의 문제는 사회적인 관습의 문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워튼이 여성
과 사회문제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표현한 사회비판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다. 
『반마취 상태』도 이혼, 상류문화, 신여성의 등장으로 기존의 작품들과 유사
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현상 및 과도한 물질문명에 근거
한 시대상,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불안한 내면을 심도 있게 재
현함으로써 인간 삶에 대한 연구 및 사회비판적인 작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워튼은 현대과학의 힘으로 삶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야망을 불신한
다. 인간의 삶을 과학의 힘으로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반마취 상태』의 현실로의 회귀라는 결말은 이러한 워튼
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폴린은 가족 내의 분열과 소외 현상을 고통으로 인식
한다. 세상에는 고통이 없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고통을 거부해야만 한다는 
폴린의 의식은 화합과 조화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의지로 
표출된다. 이러한 폴린에게 가족의 분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일면이
다. 폴린은 고통의 원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과학과 의학을 기반으로 한 현
대과학 양식들로 덮어 고통을 무마시키고자 한다. 또한 과도한 일상으로 고통
을 느낄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폴린의 모든 행위는 불안한 현실
에 대한 대처 행위이다. 결국 폴린과 덱스터, 짐과 리타 부부가 각각 해외로 여
행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재앙에서 도피하는 마지막 장은 현실도피의 최고점이
며 현실로의 회귀라는 한계성이 노출되지만, 이는 결국 다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도피적 치유여행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결말의 회귀는 한계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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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삶을 위한 확장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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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peractivities as a Possibility for Healing

in Edith Wharton's Twilight Sleep

Sohn, Jeonghee・Lee, Hyun-Ju (Chung-Ang Univ.)

 The 1920s in America was swayed by materialistic consumerism and 
swift scientific developments. People tended to focus on external activities 
which were not accompanied by internal spiritual values. In Edith 
Wharton’s Twilight Sleep, Pauline Manford spends her time in doing 
numerous daily activities which do not deliver men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between family member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auline’s 
strenuous efforts to manage her life by filling daily life with hyperactivities 
can be interpreted as a therapeutic attempt to cope with the painful reality 
of modern life. On the one hand, Pauline’s lifestyle filled with excessive 
activities is a mere pursuit of oblivion and escape isolated from reality, 
which is similar to a state under the influence of anesthetic ‘twilight sleep’. 
On the other hand, however, her unceasing efforts to lead a busy life doing 
various activities may be seen as an attempt to heal pain and resolve 
discord. Individuals are inevitably subject to dominant social ideologies, but 
they can also voluntarily endeavor to transcend the subjected position. In 
the last chapter, family members are scattered all over abroad. This ending 
may not necessarily emphasize the subjected position of characters who 
cannot escape from reality. Rather, it may show that the characters 
attempt to go beyond the limited position to explore a possibility for 
healing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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