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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아서 러(Arthur Miller, 1915-2005)는『시련』(the Crucible)에서 이웃

들 간의 증오와 복수의 문제를 다룬 이후『다리 위에서 본 전망』(A View 
from The Bridge)1)에서 이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추적한다. 제랄드 윌즈
(Gerald Weales)는『시련』은 타자를 마녀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
는 반면,『전망』은 이민자들을 입국자들로 만들어버리는 사회 현실을 조명
하고 있다고 말한다(346). 바꿔 말하면,『시련』에서 러는 사회공동체 전체
의 이념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이질적인 타자 배제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극
에서는 자기의 역을 지키려는 인간 개인의 동일성의 폭력이 타자를 배제하
고 망각하는 근원임을 보여준다. 

러는 에디 카본(Eddie Carbone)의 마음을 이웃과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
계, 즉 현실 세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고찰함으로써 이 극이 더욱 인간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말한다(Introduction52). 이 극에서 러는 에디를 
개인의 성적 딜레마에 가두어 놓지 않고 현실 세계 속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딜레마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그런 
1) 이하 『다리 위에서 본 전망』을 축약하여 『전망』으로 명기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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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극중 인물들의 갈등의 문제는 사회에 내던져진 인간의 실존적 상황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에디가 살고 있는 브루클린 부두는 이태리 이민자들의 유입과 더불어 형성
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불법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 당국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태리 이민의 뿌리에 기반을 둔 유대감이 
이민당국의 감시망으로부터 서로를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웃 간의 역을 둘러싼 시기와 증오는 배반과 고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 극에서 러는 불신과 폭력과 복수가 만연하는 사회에 맞서 타자에 대한 
믿음, 배려, 용서의 정신을 대치시킨다. 불법이민자라는 약자의 위치에 선 타
자, 연민이 필요한 타자, 궁지에 몰린 타자에게 시선을 돌려 다원화된 사회에
서의 타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된 러의 타자에 대한 윤리 체계가 에마뉘엘 레비나
스(Emmanuel Levinas)의 타자철학과 접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데 주목하고
자 한다. 러와 레비나스는 유대인임에도 그들의 사고는 편협한 전통을 초월
한다.

레비나스는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했지만 그의 사고는 편협하게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유대교리 중에서도 화해 정신에서 인류의 오랜 이상인 휴머
니즘을 보았으며, 비유대적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 레비나스는 기독교
인들 중에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 리투니아인, 러시아 문학에 경도된 러시아인
이었으며, 추방의 경험을 통해 타자를 배려하는 범휴머니스트이었다(레스쿠레 
80). 

러 역시 편협하게 유대적 전통에 갇혀 있지 않았다. 레비나스처럼 러는 
유대교를 종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휴머니즘의 이상으로서 받아들 다. 모든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기 보다는 모순과 긴장을 중시하 으며, 유대인
의 특징을 엿보이는 인물 속에서도 보편적인 세계인을 그려냈다. 성장기부터 
이방인으로서 겪는 타자로서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 던 러는 이 극의 상황
과 자기 자신의 삶과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
이었음을 고백한다(Introduction50). 그러한 아픈 과거는 러와 레비나
스를 폭넓은 인간애를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로 만든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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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는 이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배신, 잔악성의 극복을 

기독교적 신이 아닌, 윤리성의 회복에 의한 타자의 절대적 수용에서 찾았고, 
레비나스 역시 기독교적 신이나 유대교적 전통에서 구원을 찾으려하지 않았
다.2) 레비나스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타자에 대한 연민이라는 타자철학을 통
해 이러한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 다. 

레비나스가윤리를 제 1철학이라고 했다면, 청교도적 도덕주의자로 알
려진 러도 그의 극에서 윤리를 제 1 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비
나스는 동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타자 윤리학이라고 칭하고, 타자
의 낯설음, 타자의 나로의 환원 불가능성을 윤리학의 문제로 삼는다(TI3) 43). 
레비나스는 나도 타자도 독립된 개체로 서로가 침투될 수 없는 개체임을 주장
하며, 타자는 우리에게 극복되어야 할, 파악되어야 할, 지배되어야 할 것으로
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독립된 다른 것으로서 향을 미친다
고 말한다(TI 89). 윤리철학이라 불리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타자에 대한 관점
의 재위치화로서 도덕의식은 가치의 체험이 아니라, 타자 존재에 대한 접근으
로 본다. 레비나스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 보존하려는 이기적 탐욕이 아니라, 
타자의 배려, 타자를 위함이 실존론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레비나스는 현대 사회가 타자와의 상호적 윤리적 관계에 기초해야 인
류가 비극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존재의 궁극적 문제를 타자의 문
제에 귀결시킨다. 

많은 비평가들이 일컫듯이, 러 역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의 망각을 경고
하며 그의 작품과 비평에서 도덕성의 회복을 제 1 원칙으로 강조해 온 인물이
다. 빅스비(C. W. E. Bigsby)는 400 여 쪽에 달하는 러의 극론 대부분이 실
제로 윤리적인 논의라고 말하고 있다(158). 러는 비극은 이 세상에서 견지
해야 할 올바른 길에 이르는 앎과 깨달음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윤리성이 담

2)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신학이나 유대교적 신비주의의 
담론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 그 자체에 기반을 두며 그 체험은 타자를 
향한 행로이고 출발이라고 본다(83).

3) 앞으로 본고에서 인용되는 레비나스의 저작『전체성과 무한』(Totality and 
Infinity)은 TI로 축약하여 명기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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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The Nature of Tragedy156). 나아가 러는 좌
절된 계층들의 불행과 비극이 우리 모두의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의식을 가지
고 타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On Social Plays
62). 

레비나스가 냉엄한 전후 상황에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타자철학을  
제시해 준 것처럼, 러도 그의 극에서 타자를 배려하는 도덕성 회복을 통해 
비관적인 현실의 극복을 주창하 다는 점에서, 양자의 윤리체계는 각자의 
역에서 뚜렷한 상사성(相似性)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러와 
레비나스가 공유하는 삶의 역정과 윤리체계가 보여주는 상관성에 주목하여 이 
극에 나타난 에디의 동일성의 폭력과 타자의 망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일성의 폭력과 타자의 망각

이 극의 개막장면은 브루클린(Brooklyn)의 레드 훅(Red Hook)이라는 부두
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에디는 아내 비어트리스(Beatrice)와 조카 캐서린
(Katherine)과 함께 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조카 캐서린에게 상식을 넘어선 
성적 집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캐서린과의 왜곡된 관계는 불법이민자들과의 
충돌을 가져오고,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지적처럼, 한 여
성과의 성적 일탈이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비화된다(78).  

부두 노동자로 일하는 에디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는 선참자이다.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그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을 보면서 불안감
을 느낀다. 그들이 이미 기존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아내의 사촌들인 마르코(Marco)와 로돌포
(Rodolpho)가 에디의 집에 찾아온다. 미혼인 로돌프는 이곳에 정착하여 미국
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마르코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활비
를 벌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들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이며, 연민을 
필요로 하는 타자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소유를 결정짓는 출발점은 가정에서의 거주이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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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게 나의 집을 열어줌으로서 나의 집에서 그가 거처하도록 타자를 환대
한다”(171)고 할 수 있을 때,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탈자(脫自)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가정이라는 거처는 주체와 타자를 분리하는 경계선인 것이다. 그러므
로 타자가 누군가의 거처로의 들어섬은 언제나 그 누군가의 동일성을 시험하
게 된다. 왜냐하면 타자의 받아들임은 주체의 소유로부터의 물러섬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즉 주체의 지움을 함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은 
레비나스가 규정한 여성성4)이 결여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가 소유하고 향유
하여야 할 바로 그 거처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타자의 출현은 에디의 거처의 자유로운 소유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타자의 출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에디는 입항한 사
촌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법석 떠는 아내를 본다. 분주한 모습에 심기가 
불편한 에디는내가 걱정하는 건 당신이 너무 물러서 우리가 바닥에서 자고 
그들이 우리 침대에서 자게 될까 봐 걱정이야(all I'm worried about is you 
got such a heart that I'll end up on the floor with you, and they'll be in our 
bed)(16)라고 말한다. 에디는 이방인이 자신의 거처로 들어와 자신의 역을 
침범하는데 대해 불안감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속내를 숨기며당신은 통이 
너무 커([You] got too big a heart)(21)라고 추켜세우며, 자신의 이민자로
서의 처량한 과거 시절을 떠올린다.

…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오지 않아서 내가 그곳에 있는 자들처럼 
굶고 있다고 생각해 봐…. 미국에 인척이 있어서 내게 몇 달 머무
를 수 있게 해 주었다면, 내게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은 존경 받았
겠지.

... suppose my father didn’t come to this country, and I was 
starvin’ like them over there ... and I had people in America 
could keep me a couple of month? The man would be honored 
to lend me a place to sleep. (17)

4) 레비나스는 타자의 환대를 여성성(the Woman)으로 규정하지만, 그것이 성별의 여
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그가 정의하는 여성성은 이기적인 향유에서 벗
어나 타자를 다감하게 대하기 위한, 타자를 다시 세우기를 위한 조건이다(TI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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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어려운 시절에 대한 에디의 회상은 약한 처지에 있는 타자에 대한 환
대의 소중함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을 잠시 누그러뜨린다. 레비
나스는 그의 타자 철학에서 곤경에 처한 타자의 문제, 이방인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룬다. 그는 타자의 벌거벗은 얼굴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낯선 자의 
기근을 현전(現前)시키며, 이러한 본질적 가난 속에서 그는 다가와 우리와 결
합한다고 말한다(TI 76). 레비나스는 이 세상에서의 실존을 결핍으로 보고 타
자를 인정하는 것이 베풂이라고 말한다. 다원화되고, 다인종화된 현대 사회에
서 타자와의 관계는 자아에 의한 동질성의 집착에 의해 부정되며 타자의 환대
는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에디의 인척들의 출현은 타자에 대한 연민
과 책임을 일깨우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향유와 평화를 깨뜨리는 장애물로 보
인다. 그런 까닭에 에디의 자아는 타자의 출현을, 즉 이방인의 출현을 현재 자
신이 누리는 자유를 구속하는 압박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두 인척의 그러나 그
의 혈족이 아닌 자들의 돌발적인 등장은 주체 속에 주체가 아닌 것을 들어오게 
하는 자아의 초월을 시험한다.

  그러므로 에디는 타자성이 가진 이질성을 두려워한다. 그는 레드 훅에 자
리 잡게 되면서 자신이 이 터전에서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님을 발견한다. 오히
려 그는 터를 잡고 있는 자로서 타자가 자신의 역에 들어오는 침탈을 경계하
게 된다. 레드 훅 사회는 에디와 같은 이기적인 인간들로 득실거린다. 삶이 고
단할수록 이 지역사람들은 타자를 형제애로 감싸는 윤리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삶이 타자의 삶에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기적 자아가 강한 에디는 두 
불법이민자들이 자신의 역으로 들어섬을 불안해 한다. 에디가 던진 말은 그
의 강한 자아를 드러낸다.

난 내 침대만 있으면 돼

I'll settle for my own bed.(17)5)

…만 있으면 돼(...settle for)라는 말에는 불만스럽고 불편하지만 일시
5) 이한섭은 이 부분을난 그저 침대만 뺏기지 않으면 그걸로 족해라고 적절하게 번

역하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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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불편을 수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타자를 배려하겠다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에디는 
은연중에 자신의 잠자리까지 침범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자신의 집에 타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에디의 심한 경계는 캐서린에 대한 
그의 이기적 소유욕과 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노동에 의해 물질을 가공하
여 생산품으로 만든다. 에디는 자신이 가공한 물건을 애착을 가지고 소유하듯
이, 캐서린을 자신이 만들어낸 가공품으로 여긴다. 에디는 캐서린을 자신이 맡
아 기르며 더욱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애착은 근친상간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되
게 된다. 그녀의 소유주는 다른 자가 아닌 바로 그인 것이다. 에디는 물건의 상
품성을 경제적 교환가치로 평가하듯이, 캐서린의 상품성을 경제적 교환가치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 캐서린의 미래의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자신이 그
녀의 양육과 교육에 투자한 자본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한 심리는 에디의 캐서린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서 드러난다. 에디는 캐
서린이 네이비 야드 근처의 배관회사에 비서로 취직을 하려고 하자, 그동안 교
육시킨데 쏟은 정성을 언급하면서 적어도 뉴욕의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정
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카에 대한 집착으로 에디는 그녀가 이 지역의 
이웃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막노동에 
시달리며 속기강습료를 댄 것도 그녀가 “더 나은 부류의 사람”(a better class 
of people)(69-70)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에디는 그녀를 뉴
욕 맨해튼(Manhattan)에 사무직으로 보내기를 바란다. 에디의 캐서린에 대한 
성적 도착은 자신보다 못한 부류가 캐서린에 접근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혐오
케 한다. 

에디는 캐서린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조카에게 “아무도 믿어선 안 
돼”(don't trust nobody) (21)라고 말한다. 나아가 “사람을 덜 믿을수록, 후회
할 일도 적단다”(the less you trust, the less you be sorry)(21)라고까지 말
한다. 그녀를 자신의 보호의 울타리에 안주케 하면서 이웃의 다른 이민자들을 
경계하도록 한다. 에디는 자신이 주변에서 그녀가 믿을 유일한 자라는 것을 각
인시키려 한다. 이 지역의 이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배신의 감정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곳은 이민국 관리들이 불법이민자들의 정보를 캐느라 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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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곳이며, 내부 고발자들이 매수당하여 그들에게 정보를 팔기도 한다. 에
디는 삼촌을 고발한 대가로 추방당한 비니 볼자노(Vinny Bolzano)의 이야기를 
들려주며(23), 조카가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그런데 에디의 불안과 경계심은 로돌포의 등장으로 현실이 된다. 잘 생긴 
외모에 멋도 낼 줄 아는 로돌포는 캐서린과 연인 사이가 된다. 조카인 캐서린
에게 성적으로 집착했던 에디는 질투와 증오의 화신으로 돌변하게 된다. 에디
의 입장에서 볼 때 캐서린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귀중한 소유물로 누군가 다른 
자와 소유권을 다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로돌포가 캐서린을 사귀는 
행위는 땅의 소유권이 없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침탈행위와 다를 바 없이 
보인다. 

더구나 에디는 로돌포의 여성적인 세련된 취향에 대해 질투한다. 자신이 결
여한 점이 캐서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난 요리
할 줄 아나, 노래할 줄 아나, 옷을 만들 줄 아나, 그러니 부두에서 일할 수밖
에”(I can't cook, I can't sing, I can't make dresses so I'm on the 
waterfront)(55)라고 신세타령을 한다. 은연중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에디
는 그들이 화를 보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다. 불법이민자로 브루클린에 도
착하지 얼마 안 된 로돌포가 자기가 정성들여 키워놓은 조카와 재미를 보고 있
다고 생각하니 질투심이 불타오른다. 에디는 “그와 같은 한량 녀석에게 주려고 
그녀를 키우지는 않았다 ”(For that character I didn't bring her up)(35)고 말
한다. 

로돌포가 마법처럼 캐서린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자 에디는 오셀로
(Othello)처럼 질투심의 화신이 된다. 이아고(Iago)가 무어인이 감히 백인 여
성을 넘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본 것처럼, 에디는 로돌포가 조카를 넘보
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주제넘은 짓으로 본다. 그러므로 에디는 로돌프의 부
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정당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는 자신이 힘들여 키워낸 과실을 아무런 노동이나 보살핌의 대가도 
없이 로돌포가 차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돌프를 
자신의 과실을 따가려는 불법적 침탈자로 보는 것이다. 

에디는 캐서린에게 두 가지 점에서 로돌포는 결혼할 만한 대상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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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첫째는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로돌프가 그녀를 이용한다는 점
에서 그렇고(41), 둘째는 분수에 넘게 사치하고 치장하는데 돈을 쓴다는 점에
서 그렇다는 것이다. 

저 따위 놈들은 남이야 죽든 살든 제 몸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몰라.

Them guys don't think of nobody but theirself!(41).

여기에서 에디는 로돌포의 이기적 타산주의를 문제 삼는다. 결혼을 해도 제 
멋만 부리지 가정을 보살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두 노동자 생활을 하며 
조카의 교육비를 감당해 온 에디의 입장에서 보면 한량처럼 보이는 로돌포가 
캐서린에게 접근하는 것은 극히 못마땅해 보인다. 이 때부터 에디는 로돌포를 
자신과 캐서린의 삶의 파괴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그놈은 언제 붙잡혀서 
이태리로 돌아가 마차나 어야 될지 모르는 신세야.”(He could be picked up 
anyday here and he's back pushin' taxis up the hill)(41)라고 말하며, 그를 
추방하고 싶은 속내를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만다. 

그러나 에디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은 로돌포와의 결혼을 통고한
다. 비어트리스의 간청에도 에디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며내 편이 
되든가, 걔네들 편이 되든가 선택하도록 해”(You be on my side or on their 
side, that's all)(80)라고 말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다. 에디는 주변 사람들
을 내편과 저편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분화한다. 캐서린도 자신을 애
지중지하며 키워준 이모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이모부에게 등을 돌려 그를 낯선 사람 대하
듯 할 수 없다고 말한다(62). 캐서린의 심경을 듣고, 로돌포는 “내게 작은 새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커서 날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므로 
그 새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If I take in my hands a little bird. And she 
grows and wishes to fly. But I will not let her out of my hands because I 
love her so much)(63)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녀에게 물으며, 때가 
되어 떠나는 것은 배신은 아니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본 자는 자식을 놓아주기가 쉽지 않음을 안다. 특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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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사랑하는 상대가 마뜩치 않은 경우일 때는 더욱 그렇다.『세일즈맨의 죽
음』(Death of a Salesman)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윌리(Willy)가 비프
(Biff)를 날아가도록 놓아주지 못했던 것처럼, 에디는 캐서린을 낯선 이방인에
게 날아가도록 놓아주지 못한다. 자아가 강한 에디는 캐서린이 더 좋은 배우자
를 선택하지 못함을 억울해 한다. 로돌포를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량으로 
보는 에디에게 중도의 타협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버나드(Bernard)가 곤경에 처한 윌리에게 “물러 서는 것”(walk away)이 한 방
법이라고 말하자 윌리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에디의 입장에서도물
러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러섬은 자아를 버리고 타자를 포용하는 출발점
이다. 타자를 내 안에 들여 놓는 타자의 재위치화이다. 

그런 물러섬이 불가능할 때, 에디가 선택하는 길은 폭력밖에 없다. 누군가 
울타리를 넘어와 자신의 소유물을 강탈해 간 자에 대한 심판은 신의 심판도, 
법의 심판도 아닌 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에디는 자
신의 소유물의 강탈에 대한 보복을 사나이다움으로 생각하고 폭력으로 본때를 
보이려 한다. 

에디의 자신의 주먹에 대한 자신감은 로돌프의 여성적 취향과 뚜렷이 대조
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에디
는  마르코와 로돌프에게 권투의 기본자세를 가르치며 그의 남자다움을 과시
하려 한다. 그런데 부두노동자로서 근력에 뒤지지 않는 마르코는 의자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에디에 맞대응한다. 이들 사이의 긴장은 서로가 물러서
지 않겠다는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허세를 드러낸다.

근본적으로 에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주장은 동일성의 폭력에 기반을 
둔다. 그의 존엄성은 타자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에디는 자기와 동일화 되지 않은 타자, 자기의 안정
된 질서를 위협하는 타자를 제거하려 한다. 그러한 에디에게 캐서린은 울타리
를 쳐 늑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돌보야 할 어린 양이다.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그 애는 내 조카고,
그러니 내게 책임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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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my house. and she is my niece 
and I'm responsible for her.(68) 

에디의 왜곡된 성적 집착을 경고하며 알피에리는 캐서린이 자신의 상대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녀는 자유로운 인간임을 강조
한다.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에디는 캐서린이 결혼식 날짜를 통보한 날 로
돌프와 마르코를 이민국에 불법 항자들로 고한다. 캐서린의 결혼은 그의 
소유물의 강탈로서 그를 죽이는 행위로 여기는 것이다. 에디는 이들을 심판하
기 위해 폭력과 살인에 자신을 내맡긴다. 

마르코는 체포되어 가던 중 에디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인간에게 가해 질 
수 있는 가장 모멸적인 모욕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6)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은 성스러운 현전으로서 결코 어떤 사기, 기만의 의심이 있는 현실
의 실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TI 202). 레비나스는 사회가 인간 간
의 형제애를 중시하는 범인류적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타자의 얼굴
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 속에서 타자의 얼굴에 다가서는 
인간적 형제애를 강조한다(TI 215). 레비나스는 우리를 인간적 형제애로 끌어
오는 얼굴의 현존은 정의를 외치는 타자의 기근에 경청케 하여 타자를 책임지
게 하는 것으로 본다. 레비나스는 우리 모두는 현 세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이방인이며, 과부이며, 고아이므로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극
에서 러는 이러한 타자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 극에서 재현된 브루클린 사회는 인간의 얼굴에서 타자에 대한 연민, 이
해, 포용이 아니라, 기만, 사기, 속임수를 본다. 러는 타자가 현전하는 얼굴
에 동일성을 강요하고 그것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비문명적인 것으로 
6) 러의 극들에서얼굴이란 낱말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윌리가 비프의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내 모든 아들들』에서 크리스가 아버지의 행
동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행위, 이 모두는 타자를 인간답게 대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러가 사용하는 얼굴의 의미는 레비나스의 얼굴 철학에서 더 구체적인 모습을 띤
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살인보다도 더 강한 무한인 인간의 얼굴은 그의 방어할 수 없
는 무방비의 눈길의 발가벗음에서 초월성의 절대적인 개방성의 발가벗음에서 광채
를 발한다(TI 199). 레비나스가 낯선 자, 과부, 고아 등의 타자의 얼굴을 무한한 연
민을 끌어내는 성스러움의 차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점에서(TI 78), 타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러와 레비나스가 지향하는 얼굴의 성스러움에 정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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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다.7) 다원화된 이질적인 세계에서 타자에 대한 진정한 환대 정신은 자
신의 동일성의 체계로 타자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폭력적 강압에 의한 
혐오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극에서 이태리에서 온 이방인들은 에디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코는 자식들을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한 죄밖
에 없는 자신을 고한 에디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에디의 고를 비인간적
인 비열한 짓으로 비난하며저 놈이 내 자식들을 죽 어. 저 놈이 내 자식들
의 먹이를 강탈해 갔어(That one! He killed my children. That one stole 
the food from my children)(77)라고 외친다. 

마르코는 에디의 고를 그를 죽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왜냐하
면 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단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러는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응징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에릭 모
트람(Eric Mottram)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격한 노동에 시달리는 부
두노동자인 에디는 아직은 이태리의 시실리인으로 남아있다고 본다(40). 에디
의 고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피에는 피로 응징하는 시실리안 법이 이 지역에 
다시 들어섬을 의미한다. 마르코가 주먹과 보복을 통한 응징에 기대려고 하자 
알피에르는 주먹이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손은 신이 아닐세…. 오로지 신만이 정의를 심판하시네.

This is not God...Only God makes justice.(79)

러는 현 시대에 제 신들에 대한 종교는 사라졌으며, 신처럼 권력을 휘두
르는 종교가 득세한다고 말한다(The Shadows of the Gods181).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폭력의 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폭력의 신 대신에 러가 대안으로 찾는 신을 꼭 기독교적인 
7)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논하면서 자크 데리다는 동질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체는 

진리라는 태양의 빛으로 향하면서 타자를 면전에서 마주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타자를 옆에서 나라는 주체가 지향하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동일성의 존재로 보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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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볼 필요는 없다. 러에 관한 한 타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용서,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필요한 윤리학인 동시에 신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러
의 윤리학은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과 접한 상관성을 지닌다. 레비나스는 타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초월적 무한성을 통해서만 살인의 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실리언 법이 지배하는 브루클린의 현실에서 이러한 타자의 환
대는 가로질러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곳에서 타자의 살인은 윤리적 불가능성
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질성의 정의로운 회복으로 합리화 된다. 

알피에리는 보석으로 마르코를 풀어주기 전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
짐을 하라고 하자, 후자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78). 에디 또한 자신에게 침을 뱉고, 마을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었던 그와 
담판을 벌이고자 한다. 그는 마르코와 맞서면서이름을 되찾기를 바란다(I 
want my name)(82)고 말한다. 그의 이름의 되찾기는『시련』의 마지막 장면
에서 프록터(Proctor)가 외쳤던 이름의 되찾기와는 다르다. 정당한 이름을 되
찾고자 하는 에디의 주장은 그의 비도덕적 선택으로 인하여 정당성이 훼손된
다. 해럴드 클러맨(Harold Clurman)은 에디는 자신의 약점의 고통을 빌미삼아 
타자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 기반 위에서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본다(149). 빅스비 또한 에디의 광기에 가까운 편집증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들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비평자로서의 의미를 얻는데 실
패한다고 본다(202). 조 켈러도, 윌리 로먼도, 존 프록터도 마지막에 자살 또
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서 그의 이름을 되찾고자 하 다. 하지만 에디의 죽음은 
비도덕적 폭력성에 있어서 그들의 죽음과 확연히 다르다. 

에디와 마르코의 결투 장면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로미오와 줄리
엣』(Romeo and Juliet)에서의 거리의 폭력성을 상기시킨다. 로미오가 말리는 
틈에 머큐쇼(Mercutio)가 티볼트(Tybalt)의 칼에 찔려 죽듯이, 에디도 공격하
다가 되레 찔려 죽는다. 16세기 이태리의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난투극이 브
루클린 부둣가에서 자신의 동일성이 침해 받는다는 이유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살인을 가져오는 폭력은 타인에 대한 절대적 부정으
로서 타자의 이질성을 겨눈다고 말한다(TI 224-5). 러 역시 타자의 이질성
에 대한 부정이 타자에게 휘두르는 잔인한 폭력성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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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훅 사회의 야만적 폭력성을 통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에디는 비어트리스의 품안에서 숨을 거둔다. 닐 카슨(Neil 

Carson)은 개작극에서 에디가 비어트리스의 품 안에서 죽도록 한 것은 러가 
시실리안 미국인의 복수의 규율과 비어트리스의 용서의 정신을 대조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101). 러는 법도 폭력도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 줄 수 없다고 
본다. 오로지 타자에 대한 환대, 타자에 대한 포용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엄성
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극에서 비어트리스는 에디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로 타자의 환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그녀에 관한 한, 타자에 대한 연민과 타자에 대한 환대
는 자신이 자신의 양심에게 내리는 명령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발적 인
간애의 표현이다. 에디에 따르면, 그녀는통 큰 마음(too big a heart)(21)
을 가진 여성이다. 레비나스는 소유의 집착과 이기적 독단을 초월하여 선의 공
동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타자의 환대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TI 76), 이 극
에서 비어트리스는 이러한 관대함을 실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에디를 품은 비어트리스의 여성성8)을 통해 러는 타자의 환
대를 가능케 하는 초월성의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향한 
주체의 근접성은 절대적 타자를유모가 젖먹이를 감싸 안듯이 내 품에9)라
는 성서적 양식에 따라서 팔 안에 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Otherwise Than 
Being 91). 레비나스에게 모성은 상처받는 존재에 대한 어루만짐, 타자에 대한 
열림을 의미한다.『내 모든 아들들』(All My Sons)에서 러는 조를 무법자
적인 남성성을 가진 인물로 그리는 대신에 아들 크리스를무한한 애정을 가
진 사람(A man capable of immense affection)(11)으로 그렸다. 크리스가 
보여주는 타자를 품에 안는 인간애는 레비나스가 정의내리는 여성성에 근접한
다. 왜냐하면 레비나스가 정의하는 여성성은 부드러움 같은 여성의 속성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약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모성애와 같은 
8) 러는 거친 남성성에 대립되는 여성상으로 비어트리스를 등장시킨다. 비어트리스는 

타자를 용서하거나 타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하는 자이다. 러의 윤리체계로 
볼 때, 레비나스의 철학에서처럼 남성의 타자에 대한 배제 의식에 대립된 용어로서
의 여성성은 반드시 성별의 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크리스가 가진 여성
성이 러와 레비나스의 개념에 가깝다. 

9)「민수기」, 11,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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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어트리스의 타자의 감싸 안음은 성적 여성성
을 초월하여 상처받은 약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짐에 다름 아니다. 

레비나스처럼, 러는 이 세상에 팽배한 타자에 대한 배제와 동일성의 폭력
을 부정하고 타자의 망각을 일깨워 범인류애적인 사랑의 여성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 극에 드러난 러의 타자 철학은 그런 점에서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으
로 관통되는 것이다. 

   

III. 나가며

이 극에서 러는 에디의 근친상간적인 성적 집착과 입국자들인 로돌포와
마르코와의 관계를 통해 동일성의 폭력 문제와 타자의 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주체가 자신의 시선에서 타자를 판단하고 심
판하며, 자신에게 동일화하지 않는 타자를 제거하려 하는 현실세계의 실상을 
문제 삼는다.

러는 에디의 왜곡된 성적 자기애를 단초로 삼아 한 인간이 타자를 포용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타자
를 동일화 시키고자 하는 폭력성을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의 결여로 보고 인간
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 러는 극의 기능을 관객 자신
이 타자와의 상호성이라는 계시에 의하여 타자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자각시
키는 것으로 본다.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와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러는 현대 사회가 타자와의 상호적인 윤리적 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타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레비나스도 우리 사회가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현시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파시즘과 홀로코스트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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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체험한 양자는 타자를 군중 속의 익명적 존재로서 망
각해 버리는 동일성의 폭력성에 대해 극히 경계했다. 그런 맥락에서 본고는 레
비나스의 타자철학과 러의 윤리체계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어 이 극에 나타
난 동일성과 타자의 문제를 조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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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iew from the Bridge: the Correlative between  

Arthur Miller's Ethics and Levinasian Philosophy

Yoon, Hee-Uhk (Yeungnam University)

This play proceeds in two diverged ways: the exclusion of the other 
through sexual distortion and that through the violence of homogeneous 
society. Miller not only handles Eddie's violence against the other inflamed 
by his distorted desir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Katherine and 
Rodolpho but also describes distrust, whistle-blowing, and betrayal among 
longshoremen intensified by an upsurge of illegal immigrants through 
Marco. Though the two-pronged stories seem to develop separately, they 
all center upon beholding the other as a threatening object. 

In this play Miller discloses how through his distorted sexual-egotism 
Eddie regards the other not as an object of hospitality but as that of 
exclusion. Miller shows that the contemporary society intends to exclude 
the other by seeing it as a foreign entity who cannot be homogenized into 
the oneness. He criticizes that the forceful attempt to assimilate the other 
into the same worsens the human condition of modern society at once and 
destroys ethical responsibility for a better society.  

Miller's diagnosis of illness of modern society goes in parallel with that 
of Levinas whose philosophy questions the priority of the same over the 
other in modern society. In that respect, this paper aims to address itself 
to the problem of the same and the other through the correlative between 
Miller's ethics and Levinasi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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