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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880년  영국은 사실상 후발 산업 국가들의 경제적 추격, 빈곤문제의 재발
견, 프랑스·독일·러시아의 해군력 증강 등으로 몹시 쫓기고 있었으며, 이에 맞
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외정책과 제국팽창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그 결과 1914년에 영제국은 “전 세계 인구의 1/5과 전 세계 지표의 1/5
을 포괄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이른다(박지향 

* 정정호: 제1 저자, 한우리: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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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07).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서 얻은 피로가 적지 않았고, 1902년에 종식
된 보어전쟁(Boer War)이 상처뿐인 승리로 끝나자 영제국의 취약성이 두드
러졌다. 번영과 성장 이후 정치·경제적 지위에서 상 적 쇠퇴감과 위기감을 느
낀 영국은 눈길을 돌려 식민지 문명화와 같은 문화 헤게모니(hegemony)사업
에 주력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영국 시민의 표본을 세우고 야만적 타자를 문명
화시킨다는 영제국의 과업을 강조하는 일종의 영국인 정체성 형성 공학에 
다름 아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기획을 통해 생산되는 ‘영국성’(Englishness)이 무
엇인지 밝히는데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기획의 불가능성과 모순성에 초점
을 맞춘다. 식민지 건설을 통해 제국이 된 영국은 각지에서 유입되는 이등시민
과의 접점 뿐 아니라 변별점 또한 강조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 이러한 긴장감은 빅토리아조 문학과 출판시장에 눈에 띄게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893년 최초로 등장한 초기 스파이 소설은 적
국의 스파이를 물리치거나, 적국에 침투한 영국의 스파이를 그려냄으로써 당
시 영제국의 쇠퇴를 의심하던 영국민에게 큰 리만족을 안겨주며 중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계급, 인종, 제국에 관한 공포
에 맞서 이상적인 영국시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관한 일
종의 교본의 역할을 했다(Wisnicki 2). 위즈니키를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은 
1893년에서 1914년까지 영국에서 출간된 초기 스파이 소설이 당시 영국사회
가 처한 국제정세와 정치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Hitchner 
413; Moran 1-3; Stafford 490).  

본 논문은 따라서 영국 제국주의의 쇠퇴에 조응하여 나타난 스파이 소설이 
제국의 주체로서 남성 주인공을 부각하려는 시도를 통해 오히려 영국 민족주
의의 증상과 불안을 드러낸다고 가정하며, 이를 위해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의 소설 『비 요원』(The Secret Agent, 1907)과 존 버컨(John 
Buchan)의 소설 『39계단』(The Thirty-Nine Steps, 1915)을 함께 읽는다. 
두 소설은 영제국의 중심인 런던을 배경으로 영웅적인 남성 주인공이 영국
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으로 지목된 러시아와 독일의 스파이를 격퇴한다는 유
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인 정체성 형성과정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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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통점에 주목해 함께 논의된 선례가 없기 때문
이다. 두 소설은 영국과 유럽 각국이 벌이는 열띤 첩보전과 승리하는 영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영국의 적을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과장이 필요할 만큼 적과 영국적 자아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하
며 보존해야 할 영국성이 오염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두 
소설은 역설적으로 그 서사의 이면에 이상적인 영국시민의 상을 세우려는 시
도의 실패와 불가능성을 폭로한다. 

이러한 실패는 두 겹의 층위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주체의 형성은 자아
와 타자가 구별되는 경계를 세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므로, 역설적으로 타자
가 주체 형성과정에 필수적임이 드러난다. 자크 데리다의 핵심 개념가운데 하
나인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는 하나의 정체성의 구성이 언제나 무
언가의 배제에 근거한다는 것으로(Derrida 63), 무페는 이를 두고  “그 자체로 
자기 현전적인, 차이로 구성되지 않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적 
객관성은 권력 행위를 통해 구성”되므로 “어떤 사회적 객관성이라도 궁극적으
로는 정치적이며, 그 구성을 결정하는 배제의 흔적들”을 갖는다고 말한다
(Mouffe 141). 본 논문이 주목하는 두 편의 스파이 소설은 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와 자아의 구분 불가능성으로 인해 공포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스파이 소설을 가로지는 핵심적인 공포는 영국남성과 동일해
질 수 있는 ‘유럽 백인 남성 타자’에게서 나온다. 두 번째 층위에서 보면, 이는 
적국의 스파이를 물리치는 남성 주인공이 계급과 인종, 젠더의 범주에서 우위
를 점하는 제국의 주체로써, 첩보전에서 경쟁하는 유럽백인남성연 를 부각하
여 계급적, 인종적, 젠더적인 타자를 삭제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논문과 동일한 주제를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방첩활동을 제 1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보는 토마스 히
치너(Thomas Hichner)의 연구와 스파이 소설에 내재된 제국주의적 모험서사
가 젠더적 특권을 지닌 남성 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 안젤라 데
바스(Angela Devas)의 연구, 스파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주
제로 존 버컨의 소설을 분석한 아드리안 위즈니키(Adrian Wisnicki)와 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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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Deak Nabers)의 선행연구를 출발점으로 논의를 전개시킬 것이다. 

Ⅱ. 본론 

1. 괴물로 재 되는 국의  는 이질  타자

존 버컨의 『39계단』의 주인공 리처드 해니(Richard Hannay)는 남아프리
카 식민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십여 년 만에 고국인 영국에 돌아와 런던에 거
주중이다. 어느 날, 그는 쫓기는 신세라고 고백하는 스커더(Scudder)라는 남
성을 집에 숨겨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커더는 시체로 발견된다. 해니는 
암호로 가득 찬 스커더의 검은 수첩을 통해 그가 ‘블랙스톤’이라고 불리는 독
일 스파이 일당을 쫓던 비 요원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후 해니는 스스로 비
요원이 되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블랙스톤의 추격을 피해 그들을 체
포하는데 성공한다. 이처럼 스파이 소설의 초기작인 『39계단』의 구조는 단
순하다. 먼저 물리쳐야할 외부의 적이 존재하고, 이에 맞서 남성 주인공이 적
을 색출하고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영국에 잠입한 독일 스
파이들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과장되게 그려진다는 것이다.   

노인의 눈에는 기묘하고 악마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차갑고, 사악
하며 이 세상 사람의 것 같지 않은 섬뜩하고 교활한 눈이었다. 그 
눈은 밝게 빛나는 뱀의 눈처럼 나의 혼을 빼놓았다. 

There was something weired and deveilish in those eyes, cold, 
malignant, unearthly, and most hellishly clever. They fascinated 
me like the bright eyes of a snake. (B 65)*

* 버컨의 소설 텍스트로는 John Buchan. The Thirty-Nine Steps(New York: Penguin 
Books, 2004)을 사용하였고 콘래드의 경우 Joseph Conrad. The Secret Agent: A 
Simple Tale (London: Penguin, 2007)을 사용하였다. 이하 텍스트의 인용은 각각 
(B 쪽수)와 (C 쪽수)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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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블랙스톤의 수장인 노인에 한 묘사는 섬뜩한 눈에 집중된다. “뱀의 
눈”처럼 “사악하고 교활”하게 빛나는 그의 눈은 “불길한 야생 새”(B 81) 또는 
무자비한 “매”(B 17)의 눈과 비슷하며,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B 
63)로 묘사된다. 이처럼 적의 모습을 매, 뱀, 들새 등의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야만성과 괴물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평범하고 지적이며 용감한 
영국의 시민인 리처드 해니와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콘래드의 『비 요원』 또한 적으로 분류되는 이질적 타자들이 가진 괴물성
이 부각된다. 이 소설에서 중심인물은 러시아의 스파이로 영국에 거주 중인 벌
록(Verloc)이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위니(Winnie)라는 여성과 결혼한 후 런
던의 소호거리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며, 영국 공산당원
들이자 아나키스트인 동지들과 시덥지 않은 전단지를 만들며 지내왔다. 그러
던 어느 날, 호출을 받고 찾아간 러시아 사관에서 벌록은 게으름을 질책 받
고, 앞으로 있을 라노 국제회의 전까지 영국 내에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영국 내에 이미 존재해 있는 불안감을 증폭”(C 14)시키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때 일등 서기관 블라디미르(Vladimir)는 막무가내로 그리니치 천문 를 폭
파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성공해내지 못할 시엔 해고할 것이라 위협한다. 
벌록은 임무수행을 위해 백치인 처남 스티비(Stevie)에게 폭탄을 전달하게 하
지만, 나무뿌리에 발이 걸러 넘어지는 바람에 폭발한 폭탄은 애꿎은 스티비의 
몸을 박살내는 피해만을 입힌다. 이 폭발사건을 조사하던 영국의 경찰 부국장
(Assistant Commissioner)은 스파이인 벌록의 정체와 함께 러시아 사관의 
개입을 알게 되고, 서기관 블라디미르를 만나 은근히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영
국을 안전하게 지켜낸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영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크게 내부의 적과 외부
의 적으로 나뉜다. 런던의 소호거리에 거주하는 공산당원이자 아나키스트들이 
영국 내부의 적이라면, 외부의 적은 러시아 사관이다. 이때 내부의 적인 아
나키스트들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기괴한 신체를 가졌다고 묘사된다.    

“아주 놀랍군요.” “괴물 같아요”. “보고 있기 힘들 정도네요.” 안경을 
끼고 넓은 리본을 맨 호리호리한 신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그로테스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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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e startling,” “Monsterous,” “Most painful to see.” The lank 
man, with the eyeglass on a broad ribbon, pronounced 
mincingly the word “Grotesque,” (C 88)

18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나키스트 미케일러
스(Michaelis)는 창백한 안색에 불어터진 볼, 엄청나게 부푼 배, 관절이 보이
지 않아 인형처럼 보이는 팔을 가졌다(C 33).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
이 그가 얼마나 “괴물스럽고”, “그로테스크”한지에 관해 말한다. 그의 비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his grotesque and incurable 
obesity” C 85). 

또 다른 아나키스트 칼 윤트(Karl Yundt)는 늙은 머리 노인으로 이가 다 
빠진 입으로 “망령든 관능주의자”의 광기어린 폭력성을 분출하며, “좁고 흰 염
소수염을 늘어뜨린 채” 꺼진 눈에는 음흉한 악의적인 표정만이 남아있다(C 
34). 전직 의 생이자 아나키스트인 오시폰(Ossipon)은 건장한 체구로, 붉고 
주근깨가 많은 얼굴 위에 노랑곱슬머리를 가졌다고 묘사된다. 특히 그는 “코가 
납작하며 입이 흑인들처럼 불거져 나와 있고, 눈은 아몬드 모양에 툭 불거진 
광 뼈”를 가졌다(C 35). 소설은 두 번이나 그가 “흑인 유형”(the negro type 
C 35)임을 언급하는데, 이는 영국을 위협하는 적의 일부가 인종적 타자임을 
암시한다. 포르노그래피를 판매하는 스파이 벌록을 비롯해 건전한 생업에 종
사하거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아나키스트들의 ‘그로테스크함’은 이들이 내
부에 잠식한 이질적인 타자이자 적이며, 영국을 위협하는 괴물스러운 존재라
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국 두 편의 소설에서 작가는 적과 동지라는 두 범주 사이의 분명한 구별
을 위해 영국의 적에게 과장된 괴물성과 비인간성을 덧씌운다. 

2. 국  자아/타자의 구분 불가능성에 한 공포와 편집증  의심: 

『39계단』의 경우

 두 소설에 드리워진 불안과 공포는 타자와 적들이 영국인인 자신들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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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적들이 가진 비
인간적이며 괴물적인 면모를 과장하는 두 소설은 그 과장만큼이나 강한 영국
의 불안과 공포의 강도를 드러낸다. 적들을 괴물로 묘사하려는 안간힘에도 불
구하고, 실제 두 소설에서 적들의 침입은 영국인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비
슷한 모습으로 은 하게 이루어진다. 

『39계단』에서 적들은 영국에 은 히 침투하기 위해 아주 교묘한 곳에 비
행장을 꾸며놓는다.

그것은 비  비행장이었다. 그 장소는 아주 교묘하게 고른 듯 
보였다. 멀리서 보면 이곳에 착륙하는 비행기는 숲을 지나 언덕 너
머로 날아간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거 한 원형극장 같은 들판이 
주변에 펼쳐져 있고 비행장은 높이 솟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비행기는 언덕 너머로 사라진 것처럼 보
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봐야만, 비행기가 언덕을 넘어가지 않고 
숲 한가운데 착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적들이 이런 비

 사령탑을 갖춰놓고 우리 해역을 뒤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분
노가 치 어 올랐다.

It was an aerodrome and a secret one. The place had been 
most cunningly chosen. For suppose any one were watching an 
aeroplane descending here, he would think it had gone over th 
hill beyond the trees. As the place was on the top of a rise in 
the midst of a big amphitheatre, any observer from any 
direction would conclude it had passed out of view behind the 
hill. Only a man very close at hand would realise that the 
aeroplane had not gone over but had descended in the mist of 
the woods. … and I grew furious to think that our enemies had 
this secret conning tower to rake our waterways. (B 71) 

  
이 장면은 멀리서 보면 언덕에 착륙했다는 사실을 절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비행장을 마련해놓은 적들의 교묘한 수법을 강조한다. 이처럼 적들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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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철저히 준비되어 은 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 소설에서 ‘블랙스톤’의 위력은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나온다. 이들의 변장은 하도 감쪽같고 완벽해서 영국의 국방장관과 외무부 
장관조차 해군 총사령관으로 변장한 스파이를 알아보지 못한 채 30여 분간 함
께 회의하며 귀중한 정보를 도난당했을 정도이다. 이처럼 적의 위협은 그들이 
감쪽같이 내부로 잠입해 들어올 수 있기에 더욱 공포스러운 것이 된다. 이 공
포는 스파이를 두고 “당신은 아마도 이보다 더 영국인다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B 104)라는 주인공 해니의 사에서 가장 극 화된다. 

그들은 모두 집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홀로 남아 멍청이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 이들은 연기를 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
러나 그렇다면 관객은 누구라는 말인가? 그들은 내가 30야드 떨어
진 철쭉꽃밭에 앉아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저 
쾌활한 세 명의 남자가 겉보기와 다른 존재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
가능해 보였다. 누가 봐도 이들은 평범하고, 운동을 좋아하며, 따분
해 보일지 몰라도 끔찍하게 건전히 교외에 나와 살고 있는 영국 남
자들일 뿐이었다.

  
They all went into a house, and left me feeling a precious 

idiot. … These men might be acting; but if they were, where 
was their audience? They didn't know I was sitting thirty yards 
off in a rhododendron. It was anything but impossible to believe 
that these three hearty fellows were anything but what they 
seemed ― three ordinary, game-playing, suburban Englishmen, 
wearisome, if you like, but sordidly innocent. (B 104) 

적들을 잡기 위해 블랙스톤의 은신처로 향했을 때, 당혹스럽게도 해니와 경
찰들이 마주친 것은 전형적인 영국저택에서 한가롭게 주말 운동을 즐기는 영
국 남성들이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에 해니는 자신이 
크게 착각을 한 것이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해야 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보
여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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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틈으로 해니가 그들의 변장을 간파해내지 못했다면, 이 독일 스파이들
은 영국의 극비정보를 들고 유유히 국경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
에서 비 요원으로서 해니가 맡은 역할은 “적을 구별해내는 것, 즉 영국과 구
별되는 ‘독일인’스러운 민족적 ‘유형’을 ‘생산’함으로써 자아와 타자 사이에 놓
인 제국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다(Wisnicki 40). 

이처럼 감쪽같이 변장할 수 있는 적들의 능력을 공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
는 『39계단』은 숨어있어 ‘보이지 않는’ 적을 분간해내어 ‘가시화’시키는 데 
초점 맞춘다. 다시 말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건전한 영국 남성’으로 분장한 
적들을 파악하고 긴박하게 검거해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모든 전형적인 영국적인 것, 의심할 여지없이 이보다 더 영국인스러울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시 살피고 의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때 영국인
들이 느끼는 공포는 “타자에 한 공포가 아니라 ‘동일자’(the same)에 한 
공포”이다(Nabers 23). 이를 통해 당시 영국사회에 팽배했던 편집증적 의심과 
불안이 암시된다.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영국을 수호하는 남성영웅 리처드 해니에 해 주목
할 때 더욱 증폭된다. 『39계단』은 크게 해니가 어떻게 교묘히 적들의 감시
와 포위를 피해 달아나는지를 묘사하는 부분과 그가 어떻게 영국 정부 관료의 
도움을 얻어 변장한 스파이들을 검거하는지 묘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적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해니는 우유배달부, 식민지에서 갓 도착한 이
민자, 도로공사장의 인부, 무일푼 막노동꾼, 고급 승용차 운전사 등으로 “마치 
판토마임을 하듯”(B 79) 상황에 맞춰 자유자재로 변장한다. 이때 영국을 수호
하는 남성 영웅 리처드 해니와 적이 가진 긴 한 두 가지 유사성이 폭로된다. 

첫째, 영웅 해니와 영국의 적 블랙스톤 일당은 모두 자유자재로 변장과 연
기가 가능하다. 연기를 통해 추격에서 벗어난 해니는 거꾸로 평범한 영국 중산
층 남성들로 변장하고 있는 블랙스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연기를 간파해낸
다. 이는 해니만이 역할연기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니와 영국의 적 블랙스톤은 모두 ‘독일성’을 공유한다. 

스코틀랜드가 가장 적당해보였다. 나는 스코틀랜드 태생이었기
에, 평범한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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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관광객으로 꾸 까도 생각했었다. 아버지가 독일인들과 사
업을 하셔서 나도 독일어를 꽤 잘할 줄 알았던 데다가, 독일령인 
다마라랜드에서 구리 광산 사업을 3년 간 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
문이다. (필자강조)*

I considered that Scotland would be the best, for my people 
were Scotch and I could pass anywhere as an ordinary 
Scotsman. I had half an idea at first to be a German tourist, for 
my father had had German partners, and I had been brought up 
to speak that tongue pretty fluently, not to mention having put 
in three years propecting for copper in German Damaraland. (B 
21-2)

적의 추격을 피하고 몸을 숨기기 위해 독일인으로 위장하려 했을 정도로 해
니는 독일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해니는 적들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아
직 그들이 그 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적들을 잡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해니가 독일인에 해서라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I know Germans, and they are mad about working to a 
plan.” B 95).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독자에게 사실상 영국을 수호하는 남성영
웅 해니와 영국에 침입한 적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는 “제국의 시

에 민족지학과 민족적 유형이 얼마나 허약한 담론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Nabers 9). 특히 해니의 출신지역이 영국 본토가 아닌 스코틀랜드이며, 그
가 영국 본토보다는 남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다는 점, 그가 
영국의 적으로 등장하는 독일과 친 하다는 점, 적들이 영국을 공격하는 방법
과 똑같은 방식(역할연기)으로 영국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국가 간 
경계를 세우고 지키려하는 영국의 내부에서부터 이미 균열과 분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국 이 소설은 ‘불가능한 기획’으로서 자아/타자를 구분해내려는 영
국의 시도를 드러낸다.

* 이하 인용문의 굵은 글씨는 모두 필자 강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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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국의 주체와 계 /인종 /젠더화된 타자의 삭제: 『비 요원』의 

경우

자아/타자를 구분해내려는 시도의 불가능성을 주제로 삼는 『비 요원』에
서도 외부의 적은 영국적인 모습을 한 외국인으로 나타난다. 영국에 혼란과 공
포를 몰고 올 폭발사건을 지시하는 러시아 사관의 블라디미르는 전혀 외국
인다운 악센트가 없는 영어를 구사하며(“idiomatic English without the 
slightest trace of a foreign accent” C 16), 그의 영어발음은 완벽하다고 묘사
된다(“with an amazingly genuine English accent” C 29). 게다가 그는 영국 
“사교계의 총아”이자 “사근사근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상류사회에 소문”나있
다(C 16). 즉, 그는 겉으로 보기엔 영국인 무리에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벌록은 스파이로서 자신이 가진 본분을 잊고 영국에서의 일상과 
천성적인 게으름에 젖어, 다음과 같이 영국의 경찰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중얼
거린다. 

이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했다. 보호만이 이 풍요로움과 화
려함의 전제조건이었다.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이 가
진 말과 수레, 집과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했다. 그들이 
가진 부의 원천은 이 도시의 심장부와 이 나라의 심장부에서 보호
받아야 했다. 위생적인 게으름에 알맞은 모든 사회 질서는 비위생
적 노동의 천박한 시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다.

All these people had to be protected. Protection is the first 
necessity of opulence and luxury. They had to be protected; 
and their horse, carriage, houses, servants had to be protected; 
and the source of their wealth had to be protected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the heart of the country; the whole social order 
favourable to their hygienic idleness had to be protected 
against the shallow enviousness of unhygienic labour.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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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에서 “보호”라는 단어만 여섯 번 등장한다. 러시아 사관 소속의 스
파이로서 벌록은 영국의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안감을 조
성하고 영국을 들쑤셔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국이 가진 “풍요로움
과 화려함”을 찬탄하며 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은 일명 
교수(Professor)라 불리는 아나키스트 폭탄 제조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비교
해볼 수 있다.

자신감에 찬 교수는 느긋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네 혁명주의자
들은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인습의 노예야. 그 인습을 보호
하는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노예지. 분명히 노예야. 당신들은 사회
적 인습을 혁명화하려고 하니까 말이오. 그것이 당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거든. 당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적일 수 없는 이
유가 바로 그거요.”  … “테러리스트와 경찰은 한 바구니에서 나오
지. 둘은 … 게으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네.”

“You revolutionists,” the other continued, with leisurely 
self-confidence, “are the slaves of the social convention, which 
is afraid of you; slaves of it as much as the very police that 
stands up in the defence of that convention. Clearly you are, 
since you want to revolutionise it. It governs your thought, of 
course, and your action too, and thus neither your thought nor 
action can ever be conclusive.” … The terrorist and the 
policeman both come from the same basket. … forms of 
idleness at bottom identical. (C 55-6)

교수는 『비 요원』에 등장하는 단 한명의 혁명가이자 자신의 신념 로 행
동하는 인물이다(Thompson 97). 그가 보기에는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런던의 
아나키스트들은 모두 편협하고 상상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인습”에 매인 “노
예”라는 점에서 안정된 부르주아나 경찰들과 똑같다. 여기에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스파이 벌록과 아나키스트, 그리고 경찰은 모두 “게으르다”는 점에서 
동류로 엮인다. 이때 영국에 침입한 타자와 영국적 자아의 경계는 흐려져 뒤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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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처럼 『비 요원』에 나타나는 내/외부의 적의 구분 불가능성은 『39
계단』에서 그려진 스파이의 ‘완벽한 영국인 변장’과 병치를 이루는 부분이다.  

또한 버컨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비 요원』에서도 영국을 수호하는 남성
영웅과 외부의 적 사이의 친연성이 곳곳에서 암시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39계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영국 식민지의 인종적 타자와 젠더화된 
타자가 일으키는 위협과 불안이 『비 요원』에서 좀 더 전경화 된다는 점이
다. 영국의 적이 가하는 위협을 물리치는 남성영웅 부국장은 “열 지방 식민
지”의 경찰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그곳에서 “불온한 사상을 
가진 원주민 비 단체를 추적하고 와해시키는 데 수완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
(C 79). 그는 그리니치 공원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부
하인 수사반장 히트(the Chief Inspector Heat)가 오래전부터 벌록이 러시아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정보
원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사반장으로서의 “히트가 가진 명성
은 결국 벌록이라는 스파이에게서 받은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다”(C 105)는 점
을 깨달은 부국장은 히트가 믿지 못할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심장하게도 
그를 식민지에서 만난 원주민 추장에 비유한다. 

그의 기억은 먼 식민지에서 만났던 늙고 뚱뚱하고 부유했던 원
주민 추장에게 가 닿았다. 식민지 통치자들은 마치 전통처럼 그 추
장을 백인들이 세워놓은 법과 질서의 굳건한 친구이자 지지자로서 
신뢰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회의적으로 보면, 그 추장은 
원칙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일한 것일 뿐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었
다. 그는 엄 히 말해 배신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충성심에는 위험
스러운 비 들로 가득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과 편의와 안
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 히트반장의 외모는 그로 
하여금 그 추장을 떠올리게 했다. 정확히 말해서 눈매나 입술 때문
은 아니었다. 그것은 참 기묘했다. 그러나 앨프리드 월리스도 말레
이 제도에 관한 책에서 아루 섬사람들 가운데 늙고 벌거벗은 검은 
피부의 늙은 원주민에게서 고향에 있는 친한 친구와 이상스레 비
슷하다 싶은 점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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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memory evoked a certain old fat and wealthy native 
chief in the distant colony whom it was a tradition for the 
successive Colonial Governors to trust and make much of as a 
firm friend and supporter of the older and legality established 
by white men; whereas, when examined sceptically, he was 
found out to be principally his own good friend, and nobody 
else's. Not precisely a traitor, but still a man of many 
dangerous reservations in his fidelity, caused by a due regard 
for his own advantage, comfort, and safety. … Chief Inspector 
Heat's appearance recalled him to the memory of his superior. 
It was not the eyes nor yet the lip exactly. It was bizarre. But 
does not Alfred Wallace relate in his famous book on the Malay 
Archipelago how, amongst the Aru Islanders, he discovered in 
an old and naked savage with a sooty skin a peculiar 
resemblance to a dear friend at home? (C 94)

부국장은 히트 반장을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속을 알 수 없
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묘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부국장으로 하여금 예전
에 알고 지내던 원주민 추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영제국을 지켜야할 경
찰과 원주민 타자와의 유사성은 영국적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세우려는 
소설의 시도를 무화시킨다. 

따라서 <비 요원>의 영제국의 남성 영웅은 히트 반장이 아닌 부국장이
다. 그는 적국의 음모를 밝히러 나서며 자신의 국가로 넘어온 이질적인 것들을 
없애고 물리칠 것이라 선언한다. 

나는 이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소. 그 모든 
외국 스파이와 경찰과 그런 종류의 개자식들을 이 나라 밖으로 몰
아내는 일말이요. 내 생각에 그자들은 지독한 골칫거리에 위험분
자들이요. 

I've felt must be taken in hand- that is, the clearing out of 
this country of all the foreign political spies, police, a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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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of―of―dogs. In my opinion they are a ghastly nuisance; 
also an element of danger. (C 179) 

“외국 스파이와 경찰과 그런 종류의 개자식”들을 몰아내 영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부국장은 외국에 의해 영국성이 오염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그가 잠시 
들른 식당의 풍경을 두고 사색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동안 부국장은 벌써 코너에 있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어가 웨이터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 그 레스토랑은 배
고픔을 못 이겨 어쩔 수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간들을 조
롱이라도 하듯 국적도 없는 요리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러한 부도덕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곰곰이 생
각하던 부국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
다.

 
Meantime the Assistant Commissioner was already giving his 

order to a waiter in a little Italian restaurant round the corner 
… an atmosphere of fraudulent cookery mocking an abject 
mankind in the most pressing of its miserable necessities. In 
this immoral atmosphere the Assistant Commissioner, 
reflecting upon his enterprise, seemed to lose some more of 
his identity. (C 118)

부국장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상으로 이탈리아의 것도 영국의 것도 
아닌 국적불명의 요리를 만들어 파는 이곳이 “부도덕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 “국적도 없는” 분위기는 너무나도 강력해 영국을 수호하는 남
성영웅이자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영국성을 지켜야 할 부국장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이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계속해서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무국적성에 해 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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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은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국적 
없는 요리를 먹다보니 그들의 국가적 특성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순전히 영국적인 레스토랑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 특징도 없
었으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리처럼 국적이 없었다. 특징이 없기
는 그들의 개성이든, 직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마찬가지였다. …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정체모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국장 자신도 정처 없는 인간
이 되어버렸다.

 
On going out the Assistant Commissioner made to himself 

the observation that the patron of the place had lost in the 
frequentation of fraudulent cookery all their national and 
private characteristics. And this was strange, since the Italian 
restaurant is such a peculiarly British institution. But these 
people were as denationalised as the dishes set before them 
with every circumstance of unstamped respectability. Neither 
was their personality stamped in any way, professionally, 
socially or racially. … One never met these enigmatical persons 
elsewhere. … And he himself had become unplaced. (C 118-9)

부국장은 무국적 요리가 그것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성뿐 아니라 국적
과 인종마저 삭제시키며, 결국은 “정체모를 사람들”로 만들어 낸다고 본다. 이
는 영국 고유의 것이 이질적인 타자와의 혼합에 의해 오염되고 침입당하고 있
다는 영국의 피해망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암시하는 것은 오
히려 이 국적불명의 혼합물이 영국을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며, 영국적인 것
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사실이다. 이때 제국으로서의 영국이 갖는 불가능한 기
획, 즉 “민족지적 정체성(ethnographic identity)이 영국으로 하여금 제국을 갖
도록 허락할 만큼은 충분히 유연해야 하지만, 식민지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
로 유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폭로된다(Nabers 13). 다시 말해, 제국 내에
서 생산되는 영국인의 정체성 형성 공학은 동시에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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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체성을 무화시키는 공학이기도 하다(Nabers 28).
콘래드의 소설은 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므로, 『비 요원』의 화자는 

내내 아이러닉한 어조와 톤을 유지한다. 부국장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흘긋 자
기 자신을 보다가 자신의 이국적인 모습에 깜짝 놀란다(“was struck by his 
foreign appearance” C 118)는 묘사를 통해 조롱받는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비 요원』은 『39계단』에서 나타나는 영국 민족주의의 증상을 좀 더 
섬세하고 미묘하게 변화시키고 확장시킨다. 예를 들어 무국적성의 부도덕함을 
논하는 부국장은 정작 소설 속에서 외모가 어딘지 모르게 영국스럽지 않다고 
묘사된다. 그의 “둥글고 갈색 얼굴”(C 117)은 “정열적인 돈키호테”(C 92, 
117)와 비슷한 느낌이 풍기는데 중요한 것은, 돈키호테는 전혀 영국적인 이미
지, 즉 전형적인 영국성과 영국남성의 상징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북유
럽인 해적”(C 92) 같은 수염을 가진 그의 외모는 확실히 이국적이다. 따라서 
식당을 나서는 목에서 그가 “외국산 품종의 물고기”로 비유된다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그가 거리로 나서는 것은 마치, 물이 빠져버린 끈적끈적한 수족
관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다. 어둡고 우울한 습기가 그를 감쌌
다. 집들의 담벼락은 축축했고 질퍽거리는 도로의 진흙은 형광물
체처럼 빛났다. … 그는 저녁이면 어두운 구석에서 펄떡거리는 이
상야릇하게 생긴 외국종 물고기들 중 하나처럼 보였다. … 그는 램
프가 군데군데 켜있고, 번들거리는 흙과 축축한 회반죽으로 된 집
들이 집해 있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숯검정과 물방울로 된 
칠흑 같은 런던의 축축한 밤에 둘러싸여 짓눌리고, 젖어들며, 숨 
막히고, 질식할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His descent into the street was like the descent into a slimy 
aquarium from which the water had been run off. A murky, 
gloomy dampness enveloped him. The walls of the houses were 
wet, the mud of the roadway glistened with an effect of 
phosphorescence, … He might have been but one more of the 
queer foreign fish that can be seen of an evening ab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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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tting round the dark corners. …He advanced at once into an 
immensity of greasy slime and damp plaster interspersed with 
lamps, and enveloped, oppressed, penetrated, choked, and 
suffocated by the blackness of a wet London night, which is 
composed of soot and drops of water. (C 117-9)

부국장은 런던의 거리로 나서며 “짓눌리고, 젖어들며, 숨막히고, 질식할 듯
한 답답함”을 느낀다. 그가 걷는 한 밤의 거리는 런던이라기보다 오히려 “축축
하고 질퍽이는” 낯선 정글처럼 묘사된다. 그는 영국 안으로 식민지의 낯선 환
경과 기후를 끌어들여 오는데, 이는 제국의 중심이자 문명의 중심지 런던이 본
질적으로 이질적인 타자들의 땅과 다를 바 없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비 요원』의 남성영웅 부국장이 상 하는 적은 낯선 기후의 정글
이거나 식민지의 추장이 아닌, 이웃 유럽의 사관이다. 이때 1세계 이웃국가
를 상 로 벌이는 “첩보전은 영국과 유럽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
결”시킨다(Hitchner 418). 히치너는 “스파이 소설은 스포츠맨십으로 잘 알려
진 스포츠의 도덕적 시스템을 포용한다”고 지적한다(Hitchner 424). 콘래드의 
『비 요원』과 존 버컨의 『39계단』 모두 제 1세계 간에서 일어나는 헤게모
니 다툼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적을 색출하고 제압하는 과정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적국의 스파이와 동등하게 다투는 경쟁인 것처럼 그려진다. 
『39계단』의 해니가 적장인 노인을 검거하는 데에 성공한 다음과 같은 장면
은 이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인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프란츠)는 이제 
안전하다.” 노인이 소리쳤다. “지금 따라가야 늦었어. 가버렸다고. 
그가 이겼어. 승리의 관은 블랙스톤의 차지다.” 

그건 단순히 승리감에 취한 눈빛이 아니었다. 맹금류처럼 얇은 
막으로 덮인 두 눈은 이제 늠름한 매의 눈처럼 선명한 빛을 발했
다. 새하얗게 타오르는 광기어린 두 눈과 마주한 순간, 나는 내가 
지금껏 얼마나 무서운 존재와 맞서 싸웠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
다. 이 남자는 그저 평범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사악한 방법을 택
했을 뿐, 그 또한 애국자로서 살아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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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man was looking at me with blazing eyes. ‘He is 
safe,’ he cried. ‘You cannot follow in time ... He is gone ... He 
has triumphed ... Der Shwarzetein ist in der Siegeskrone.’

There was more in those eyes than any common triumph. 
They had been hooded like a bird of prey, and now they flamed 
with a hawk's pride. A white fanatic heat burned in them, and 
I realised for the first time the terrible thing I had been up 
against. This man was more than a spy; in his foul way he had 
been a patriot. (B 113)    

블랙스톤의 수장은 자신이 검거되는 와중에도 자부심을 갖고 독일의 승리를 
외친다. 그 모습에 해니는 “사악한 방법을 택했을 뿐 그 또한 애국자로서 살아
왔음”을 깨닫는다. 이는 『39계단』이 그리는 쫓고 쫓기는 첩보활동이 일종의 
스포츠 경기였으며, 해니가 싸운 상 가 적이라기보단 상 편 선수였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주제는 『비 요원』의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반복된다. 

블라디미르씨의 목소리가 거만해졌다. “내 입장에선 당신과 동
의할 수 없군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오. 조국에 한 나의 감정
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나는 우리가 사이좋은 유럽인들이 되
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소.”

Mr Vladimir's tone became lofty. “For my part, I can't share 
your view. It is selfish. My sentiments for my own country 
cannot be doubted; but I've always felt that we ought to be 
good Europeans ….” (C 180)

영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던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스파이 벌
록이 영국경찰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부국장이 자신에게 찾아와 은근히 경고
하자 블라디미르는 크게 당황한다. 자신이 배후임을 부인하며 그는 항상 “우리
가 사이좋은 유럽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꼬리를 내린다. 마치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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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경기를 끝낸 두 선수처럼, 한 차례 선제공격과 방어를 마친 러시아와 영국
은 좋은 이웃이 되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서기관과 부국장 간의 
화라는 권력의 상징적 교환과 상호 인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공고해지는 
것은 남성연 이다. 

방첩활동이라는 스포츠를 끝낸 제 1세계 국가의 남성들의 연 가 공고해질 
때, 여기서 제외되며 삭제되는 존재는 계급적으로 열세이면서 피부색이 다른 
인종적 타자이거나 젠더화된 타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파이 소설은 타
자에 한 공포가 아니라 타자와 내가 동일해질지 모른다는 데에 한 공포를 
드러낸다. 이때 영국의 (남성영웅) 주체와 동일해질 수 있는 타자는 같은 ‘유
럽 백인 남성 타자’뿐이다. 다시 한 번, 나와 정말 다른 낯선 타자는 공포의 
상조차 되지 못한다. 그들은 영국의 남성주체와 동일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유럽 백인 남성 타자’에 의해 가리워지며 침묵 당한다.  

4. 삭제된 계 /인종 /젠더화된 타자의 흔

존 버컨의 『39계단』이 제국의 남성주체 뒤에 놓인 식민지의 계급적, 인종
적, 젠더화된 타자를 배경으로 암시하는 데 그친다면, 콘래드의 『비 요원』
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드러낸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비 요원』에
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영국사회에는 전혀 아무런 해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하나의 폭발이며, 이는 러시아의 위협과 영국의 성공적인 방어로 포장된다. 그
러나 우리는 이러한 거 담론 뒤에서 실제로 죽은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폭발물을 운반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한 스티비와 그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포기한 누나 위니는 소설이 전경화하는 1세계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삭제
되는 인종적, 계급적, 젠더화된 타자라고 읽을 수 있다. 

순진한 스티비는 아주 꼿꼿한 자세로 조용히 나무탁자에 앉아 
원, 원, 원을 그리고 있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원, 중심이 같거나 
다른 많은 원들을. … 알렉산더 오시폰은 일어서서 … 스티비의 어
깨너머를 쳐다보았다. 그는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며 돌아왔다.  
… “전형적인 형태의 퇴화인간이로군. 저 그림들을 좀 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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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nocent Stevie, seated very good and quiet at a deal 
table, drawing circles, circles, circles; innumerable circles, 
concentric, eccentrics; … Alexander Ossipon got up, … to look 
over Stevie's shoulder. He came back, pronouncing oracularly: 
… “Typical of this form of degeneracy ― these drawings, I 
mean.” (C 37) 

스티비는 “퇴화인간”이라 불리지만 말만 번지레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
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분명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하지
는 못해도” 그 누구보다도 “더 완전하고 심오하게 느끼고 있다”(C 136)고 묘
사된다. 그는 추악한 현실에 해 순수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분노함으로써 독
자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그러나 스티비의 분노에 찬 비
판은 “그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주변사
람에게 각성을 일으키지도 못한다”(김현숙 63).  

“불쌍한 짐승! 불쌍한 사람들!” 이 말이 그가 반복할 수 있는 전
부였다. 그것은 충분히 강력해보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더듬거
리며 “수치야!”를 끝으로 말을 멈췄다. 스티비는 말을 유창하게 하
지 못했고, 아마 그래서 분명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하지는 못하지
만 더 완전하고 심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다
른 존재의 고통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한 그의 
분노와 공포심을 담고 있었다. 불쌍한 마부는 불쌍한 말을 두들겨 
패며 집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스티비는 매
를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잘 알
고 있었다. 나쁜 세상이었다. 나빠! 나빠!  

 
“Poor brute, poor people!” was all he could repeat. It did not 

seem forcible enough, and he came to a stop with an angry 
splutter: “Shame!” Steive was no master of phrase, and perhaps 
for that very reason his thoughts lacked clearness and 
precision. But he felt with greater completeness and some 
profundity. That little word contained all his s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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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nation and horror at one sort of wretchedness having to 
feed upon the anguish of the other―at the poor cabman beating 
the poor horse in the name, as it were, of his poor kids at 
home. And Stevie knew what it was to be beaten. He knew it 
from experience. It was a bad world. Bad! Bad! (C 136)

  
스티비는 부조리한 사회에 해 “분노와 공포심”을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과 

논리를 말로 표현해낼 수 없다. 그가 하는 말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수치
야!”와 같은 단발성 외침에 그칠 뿐이다. 스티비는 자신의 온 몸과 온 존재로 
“나쁜 세상”이 타인에게 가하는 억압과 고통을 함께 느끼지만, 제 1세계에 어
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소통이 불가능한 
백치로 남을 뿐이다. 그는 제 1세계의 방첩요원 벌록의 지시로 폭발물을 옮기
다가 사망한다. 이때 “퇴화인간” 스티비는 일종의 하위주체(subaltern)로써, 1
세계에 의해 이용당하며 침묵하는 제 3세계 피식민인이자 계급적이고 인종적
인 타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위니 또한 동생과 마찬가지로 1세계 남성국가 사이의 권력다툼에 의해 희생
되는 젠더화된 타자이다. 그녀는 동생의 미래를 위해 벌록과의 결혼생활을 이
어왔다고 할 정도로 스티비를 거의 모성적인 애정으로 보살펴왔다. 그런 동생
을 자신의 남편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위니의 머릿속에 떠오
른 것은 “자유”였다. 

그녀(위니)는 벌록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결과를 인식하기 시
작했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 이 부엌에, 이 집에, 이 남자 곁에 있
을 필요가 없었다. 아무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애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 그 순간, 벌록 부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묶어두던 모든 끈에서부터 풀려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녀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저기 서 있는 남자가 변하는 존재와의 
계약은 끝났다. 그녀는 자유로운 여자였다. 

She began to perceive certain consequences which would 
have surprised Mr Veloc. There was no need for her n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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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there, in that kitchen, in that house, with that man ― 
since the boy was gone for ever. No need whatever. … At that 
precise moment Mrs Verloc began to look upon herself as 
released from all earthly ties. She had her freedom. Her 
contract with existence, as represented by that man standing 
over there, was at an end. She was a free woman. (C 199) 

그러나 갑작스럽게 “자유로운 여자”가 되어버린 벌록 부인은 “자신의 이 자
유를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C 201). 그녀는 침실 창문을 
열고 “살인이야!”라고 외쳐 동생의 죽음을 알릴 생각을 하지만, 막상 창문을 
열어 적막감이 감도는 도로와 마주하자 누군가 와주더라도 “남편의 편을 들거
나” “아무도 와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C 201). 위니의 머릿속은 남편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 죽이려고 스티비를 그녀의 눈앞에서 데리고 나가더니 
이제는 자기마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C 
203). 

“이리와.” 그는 기묘한 톤으로 말했다. 그 소리는 폭력적으로 들
릴 수도 있었지만, 벌록 부인에겐 익숙한 구애의 목소리였다. 

“Come here,” he said in a peculiar tone, which might have 
been the tone of brutality, but, was intimately known to Mrs 
Verloc as the note of wooing. (C 207)

동생을 잃은 위니의 상심과 슬픔에 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
이 받은 충격과 앞으로의 계획만을 늘어놓던 벌록은 평소처럼 위니에게 말을 
건넨다. 그것은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구애”가 담긴 짧은 명령 “이리와”였다. 
이에 위니는 식탁 위의 나이프를 들어 벌록을 찌르는 것으로 화답한다. 

이 우발적인 살인 후, 위니는 파리로 가는 배 안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자살은 신문의 한 귀퉁이에 “이 광기 또는 절망의 행위에는 
꿰뚫을 수 없는 미스터리가 영원히 드리워져 있다”(An impenetrable mystery 
is destined to hang for ever this act of madness or despair. C 242)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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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해진다. 소설 속에서 우리가 위니에 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은 편으로, “속을 헤아릴 수 없는 무관심”(unfathomable 
indifference C 4)한 성격이었다고 묘사된다. 그녀를 수식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형용사는 “미스터리하다”는 것이었고, 이 단어는 그녀의 죽음을 
전달하는 신문기사에까지 사용된다. 위니는 동생 스티비와 마찬가지로 소통이 
불가능한 일종의 하위주체이다. 그녀는 제국으로서의 영국과 가정이라는 두 
장소에 이중으로 포위되어 겹겹의 비 에 싸여 있으며, 스티비와 함께 “사이좋
은 유럽인”이라는, 1세계 남성국가 사이의 상징적 견제를 완성하기 위해 희생
된다. 

Ⅲ. 결론   

본 논문은 『비 요원』과 『39계단』에 나타난 1900년  초 영국 사회가 
보여준 민족주의적 증상과 불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이
질적인 낯선 타자와 적들로부터 영국사회와 영국성을 지키려는 시도를 보여준
다. 그러나 동시에 소설은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한 기획임을 드러내는데, 이는 
첫째, 타자와 영국적 자아의 경계 짓기와 구별 짓기가 어려우며, 둘째, 이질적
인 타자가 영국적인 자아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적 외부’라는 점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불가능한 기획을 마주하는 영국인들의 불안과 편집증적 
의심이 두 편의 스파이 소설을 통해 나타나며, 이것이 근  초기 영국 민족주
의의 증상을 이룬다.

적과 영국적 자아의 구분 불가능성은 타자에 한 공포가 아니라 동일자에 
한 공포이므로, 이때 동일해질 수 없는 타자, 피부색이 다르고 계급적으로 

열세이며 젠더가 다른 타자는 가려지고 침묵 당한다. 따라서 두 소설에 등장하
는 첩보전과 국방강화는 제 1세계 사이의 남성연 를 공고히 하는 스포츠 활
동이며, 이러한 서사의 이면에는 인종적, 계급적, 젠더화된 타자를 삭제시키는 
이중의 기획이 존재한다고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후기 빅토리아조를 표하는 소설작품 신 하위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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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파이 소설을 분석 상으로 선택하였으며, 특히 이 소설의 성공으로 주인
공 해니의 활약을 담은 연작소설을 발표했던 버컨의 『39계단』과 중들로부
터 외면 받았던 콘래드의 『비 요원』을 함께 살펴보았다. 사실 『비 요
원』은 『39계단』 보다 어둡고 광기어린 허무주의에 싸여 있으며 화자의 아
이러닉한 어조가 특징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두 작품을 함께 묶어 제국의 영웅
서사로 환원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두 소설을 함께 다루
다보니 제국으로서의 영국을 하는 보다 복합적인 콘래드의 인식을 드러내기
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그러나 두 소설은 모두 히치콕을 비롯한 여러 감독들에 
의해 영화화되었으며, 현재 상영되고 있는 첩보액션영화와 소설의 원형이 되
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함께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고가 지적한 민족주의적 정체성 형성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두 소설이 함께 연
구될 분야가 많다고 여겨지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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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ssibility of the British Identity Formation 

Mechanism in The Secret Agent and The Thirty-Nine 

Steps

Chung, Chung Ho ․ Han, Woo Ri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anxiety and symptom of the British 
imperial century are exposed in the early spy novels published in Britain 
during the early 1900’s. In The Secret Agent (1907) and The Thirty-Nine 
Steps (1915), Joseph Conrad and John Buchan describe a defense of the 
British society to counter the invasion of ‘the Other’ and foreign enemies. 
To be specific, both spy novels doubt with paranoia on the contamination 
of ‘Englishness’ by depicting the enemies as monstrous figures. 

  However, a defense enervates and turns out an impossible project 
since it is difficult to set up a boundary which distinguishes between the 
British self and the Other. Thus, the anxiety that haunts both texts is not 
a fear of the Other but a fear of the same; and these espionage activities 
between the First World countries actually connect rather than divide 
Britain and its rival Europe. The European male rivals cause a fear to a 
British male protagonist with camouflages in both spy novels. The class, 
gender, racial Other who can not be identified with the British male 
counterpart in both texts are erased and silenced in the other dark side of 
the texts, exposing the impossibility of British identity form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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