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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 

머시 오티스 워렌의 프로파간다극 『얼간이들』**

박 정 만

[국문초록]

머시 오티스 워렌은 미국 독립혁명기를 풍미한 정치선동 혹은 프로파간다 문학을 주

도한 여성작가이다. 그녀의 일련의 정치풍자극은 미국의 식민지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영국 왕실과 독립을 희구했던 미국시민 간의 갈등과 당대 정치 현실을 기록하고, 후자의 

가치와 명분을 피력한다. 워렌의『얼간이들』(1776)은 혁명기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정치풍자극으로, 1776년 3월에 실재했던 시민군의 도체스터 하

이츠 점령과 그로 인한 영국군의 고립과 불안을 다루며 불리한 전세 속에서 좌충우돌

하는 친영 세력의 상황을 풍자한다. 본 연구는 정치풍자극 『얼간이들』을 미국 독립
혁명기 프로파간다 드라마의 전범으로 규정하고, 이 극이 애국파 진영의 독립의지를 

고취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작가가 

허구와 사실,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독자

와 관객으로부터 ‘극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현실의’ 정서로 수렴시키

는데 성공하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머시 오티스 워렌, 『얼간이들』, 프로파간다, 독립혁명, 청교도주의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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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미국 혁명기 선동문학 전통과 워렌

1620년 102명의 승객과 30여명의 승무원을 태운 선박 메이플라워호(the Mayflower)

가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탑승객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나야만 했던 청교도들(puritans)이었고, 이들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백

인 이민자가 되었다(C. Johnson 33). 이들이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해 독자적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동안 영국은 미국을 식민통치하며 정착민의 삶에 간섭했고, 이

는 영국 왕실과 의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식민지 정착민의 

열망을 증폭시켰다. 두 진영의 갈등은 1765년부터 본격화된 독립혁명 운동 및 영국 

정규군과 미국 시민군의 치열한 전투로 불거졌다. 이 시기 미국 시민들 중에서 영국의 

미국 식민지 지배에 동조하는 친영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들 ‘왕실파’(the loyalists) 혹

은 ‘토리파’(the Tory) 인사들은 미국의 독립 및 건국 가치와 민주주의 의회의 정당성

을 신봉하는 애국파(the patriots) 혹은 ‘휘그파’(the Whig) 시민들과 대립각을 형성했

다.1) 지난한 싸움은 시민군의 승리로 마감되었고 이로써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

국가의 탄생을 선포하게 된다.

한편, 독립혁명 기간 중이던 1774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1차 대륙회의

(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는 일체의 사치와 낭비를 근절하고 시민의 역량을 전

시체제에 집중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경마, 게임, 투계 및 연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오락물의 공연 및 관람”(horse racing, and all kinds of gaming, cock-fighting, 

exhibitions of shows, plays and other expensive diversions and entertainment)을 금하

는 법안을 통과시켰다(O. Johnson 29). 이는 당시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직업

극단 활동의 중단을 의미했다. 일례로 미국 최초의 직업극단이자 당대 최고의 흥행 극

단인 아메리칸 컴퍼니(American Company of Comedians)는 1775년 1월경 미국 활동

을 중단하고 자메이카로 철수해 1780년대 초반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공

연 금지령과 극단의 해체가 혁명기 미국 드라마와 연극 상연 자체를 근절하지는 못했

다. 극장에서의 정규극 공연을 대신해 ‘팸플릿’(pamphlet)이라 불리는 선동극 혹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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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간다 드라마(propaganda drama)가 당시 혁명기를 풍미했는데, 이런 형태의 극은 

애국파 시민들의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기에 병사

들을 대상으로 하여 야전 캠프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벨리 포

지(Valley Forge) 캠프에 주둔해 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대령(Col. William Bradford)

이 여동생에게 보내는 1778년 5월 14일자 서한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제 캠프에서도 오락거리가 있단다. … 게다가 극장도 개장했지. 지난 월요일

에는 멋진 청중들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카토』가 공연되었어. … 무대 배경 
장치도 볼만했고 공연도 훌륭했단다. 조지 대령의 역할도 훌륭했는데, 그의 죽는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 … 적군이 퇴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연극은 계속될 거야.

[T]he camp could now afford you some entertainment. ... Besides these, the 

Theatre is opened—Last Monday Cato was performed before a very numerous 

and splendid audience. ... The scenery was in Taste—& the performance 

admirable. Col. George did his part to admiration—he made an excellent die (as 

they say) — ... If the Enemy does not retire from soon, our Theatrical 

Amusements will continue. (qtd. in Ford 25–6)2)

머시 오티스 워렌(Mercy Otis Warren, 1727-1814)은 미국 혁명기를 풍미했던 팸플릿 

등 정치선동 문학을 주도한 여류 작가이다. 당시 유럽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던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더욱이 신문지면과 세인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며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정치와 

전쟁 등과 같은 이슈와 문제들은 여성이 관여해선 안 될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렌은 예외적인 여성이었다. 혁명기 이전부터 그녀는 특유의 신랄

한 필치로 영국 왕권과 친영 정치세력을 공격하고 식민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

해하는 영국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치 현실에 참여했다. 혁명기 이후인 1788년

경에는 ‘콜롬비안 애국자’(A Columbian Patriot)라는 필명으로 『새 헌법, 그리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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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주 의회에 대한 관찰』(Observations on the new Constitution, and on the 

Federal and State Conventions)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해 당시 헌법안 비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워렌은 1805년에 3권 분량의 『미국 독립혁명사』
(History of the Rise, Progress, and Termination)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여성이 

쓴 최초의 미국 독립혁명사로 여겨진다.

당대 일반 여성과 차별되는 워렌의 행적과 성향은 그녀의 성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

다. 부친인 제임스 오티스(James Otis, 1702-1778)는 장교 출신 변호사로 영국 왕이 

임명한 매사추세츠 총독 토마스 허친슨(Thomas Hutchinson, 1711-1780)을 적대시했

다. 그는 딸의 학문적 재능을 적극 지원하고 그녀를 “지적 동료이자 친구”(intellectual 

equal and confidante)로 대했는데(Richards, Mercy 3), 그 결과 워렌은 정규교육을 받

지 않았음에도 독학으로 문학·언어·역사에 대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워렌은 정치인이자 후일 매사추세츠 국회의장

을 지낸 제임스 워렌(James Warren, 1726-1808)과 결혼해 당대 유명한 정치인들과 교

류하며 ‘휘그’의 가치와 미국 독립을 지지하는데 앞장섰다.3)

워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특히 극작을 통해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극작가로서 워

렌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애국적 독립투쟁을 고취하는데 일조했다

(Wilmer 52). 대표작으로 『아첨꾼』(Adulateur, 1772), 『패배자』(The Defeat, 1773), 

『패거리』(The Group, 1775)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혁명 이전 시기 그녀가 거주했던 

매사추세츠의 ‘토리파’ 관료들의 악덕과 부도덕성, 특히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허친슨 

총독의 위선, 권력욕, 파행적 정책과 농단을 특유의 풍자적 필치로 신랄하게 비판한

다. 일례로, 『아첨꾼』은 고대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카시우스(Cassius)와 브루투스

(Brutus)가 시민들과 함께 라파치오(Rapatio)의 폭정에 맞서는 대결구도를 선보이는데, 

여기서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각각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사무엘 애덤스

(Samuel Adams, 1722-1803)와 그의 동료이자 워렌의 친오빠인 변호사 제임스 오티스

(James Otis Jr, 1725-1783)를 극화하며, 라파치오는 매사추세츠 총독 허친슨을 극화한

다. 『패거리』는 영국 왕이 임명한 16명의 관료들이 선출직 위원을 대신해 매사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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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의회를 농단하는 상황을 선보인다. 이는 실제로 1774년에 영국 왕실이 새로 기안

한 매사추세츠 정부법안(Massachusetts Government Act) 내용을 풍자한 것으로, 극중 

16인의 인물 역시 당대 실존했던 보스턴 정치 인사들을 극화한다. 세 극은 모두 친영 

인사 허친슨 및 ‘토리파’ 추종자들과 미국 독립주의자들 간의 대결구도를 골자로 하

며, 후자가 체현하는 애국심·영웅심·희생정신의 미덕과 정서를 지지한다.

주목해야 할 워렌의 또 다른 극작으로『얼간이들, 혹은 겁먹은 장교들』(The 

Blockheads: Or, the Affrighted Officers, 1776)이 있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처럼 이 극 

역시 혁명기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정치풍자극이다. 이 극은 

같은 해에 집필된 친영 풍자극 『보스턴 봉쇄』(The Blockade of Boston, 1776)에 대

한 애국파 진영의 응답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보스턴 봉쇄』는 독립전쟁 당시 보
스턴 전장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존 버고인 장군(General John 

Burgoyne)이 공연을 목적으로 집필한 것으로, 미국 시민군에 대한 풍자가 주된 내용

이다. 반면 『얼간이들』은 1776년 3월에 실재했던 시민군의 도체스터 하이츠(Dorchester 

Heights) 점령과 그로 인한 영국군의 고립과 불안을 주축으로 전개되며, 불리한 전세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친영 세력의 상황을 익살스럽게 풍자함으로써 버고인 장군의 풍

자에 맞선다.4)

본 연구는 워렌의 정치풍자극 『얼간이들』을 당대 독립혁명기를 대표하는 문학 
형태인 프로파간다 드라마의 전범으로 규정하면서, 이 작품이 애국파 진영의 독립의

지를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작가 워렌이 허구와 사실,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를 전략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독자와 관객으로부터 ‘극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현실

의’ 정서로 수렴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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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치풍자와 청교도적 애국주의

극은 보스턴에 고립된 영국군 장교들의 대화로 시작한다. 총사령관인 퍼프 장군

(General Puff)의 첫 대사는 식민지 정복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전장에 고립되어 궁지에 몰린 영국군의 처지를 피력한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정복이라는 큰 기대감을 안고 폭도들을 진압해 왔다. 마치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것인 양 우리는 의회를 누볐다. 당시 우리는 몇 명의 방종

한 악당들을 막아내면 되는, 혹은 녀석들을 교수대에 매달아 그들 동포들에게 눈

요기를 제공하기만 하면 될 줄로만 알았다. 허나 우리가 어떻게 기만당하고 있는

가? […] 수치스럽게도 우리는 3마일의 경계 안에 갇혀 서로 다투고 굶주리는 신

세가 되었다.

We came to America, flush'd with high expectations of conquest, and curbing 

these sons of riot. We tour'd away in the senate as if our success was certain; 

as if we had only to curb a few licentious villains, or hang them as spectacles 

for their brethren. But how are we deceiv’d? ... we are shamefully confin’d 

within the bounds of three miles, wrangling and starving among ourselves. 

(I.i. 3).

이어지는 부하 장교들의 말을 통해 영국군의 비참한 상황이 구체화된다. 그들은 “겁먹

은 오합지졸”(a parcel of poltroon) 혹은 “메추라기 떼”(a flock of partridge) 취급을 

받으며 시민군의 소총부대에게 농락당하고 있으며(I.i. 3) 발 빠르게 진지를 구축하며 

“매일 밤 포위망을 좁혀오는”(every night brings them nearer and nearer, I.i. 4) 시민

군의 기세에 영국 함대는 속수무책이다. 조야한 구식 소총으로 무장한 보잘것없어 뵈

던 시민군이 이제는 “지옥에서 내려온 복수의 여신들보다 더 무서운 방문객”(more 

dread visitors than a tribe of furies, just arrived from hell, I.i. 4)이 되었다는 장교들

의 표현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감의 깊이를 방증한다. 물자보급로가 차단된 영국군은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 머시 오티스 워렌의 프로파간다극『얼간이들』 33

기근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mere skeletons, I.i. 4) 병력으로 

전투를 감행하느니, 차라리 귀신같이 흉측한 몰골을 무기로 시민군을 겁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퍼프 장군의 자조 섞인 푸념은 영국군이 마주한 극단적 절망감에 

대한 표출에 다름 아니다.

피난 중인 친영파 민간인들의 정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이는 피난민 중 한 명인 

설리(Surly)의 입을 통해 표출된다. 그는 고립 상태에서 오는 공포감과 함께, 의지하고 

믿었던 영국 왕실 관료 허친슨 주지사에 대한 배신감까지 표출한다. 그의 한탄은 식민

지인으로서 친영 세력에 줄을 댔다가 자멸을 초래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로 마감

된다. 

우리만큼 비참한 처지도 없지. 세상의 부랑자와 추방자들! 그리고 여기 우리들 

… 보호해준대서 이곳으로 도망 왔건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우리가 의지했

던 자들이 우리처럼 불쌍한 처지라니! 이게 모두 그 망할 허친슨 놈의 간계에 넘

어간 때문이야. 연금이니, 명예로운 직책이니, 이윤이니 하는 달콤한 말로 우리

를 꾀었던 악당은 이미 줄행랑을 치고, 우리만 남아 이렇게 피난자 신세가 되었

네. 집을 버리고, 가족은 친구의 자비에 맡겨두고, … 내 재산은 몽땅 정부 발행 
공채에 투자했고, … 풍요롭고 화려한 시절에서 빈곤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나는 한쪽 귀를 잃어버린 개처럼 길거리를 숨어 다니지. 빌어먹을 야망이 뭐라

고! 차라리 내 동포들과 함께 머물며 내 농장의 농작물을 조용히 먹으며 지냈다

면 더 좋았을 것을. 

Nothing can be more wretched than our state ― vagabonds and outcasts in the 

world! ― here we are ... we fled here for protection, but how are we 

disappointed! Those on whom we depended, are as miserable as ourselves! We 

have been cajol‘d into all this by that curss’d H_____n. He pleas’d us with 

pensions, posts of honor, and profit, but the villain has fled, and left us to shirk 

for ourselves. My dwellings I have forsaken, my family are left to feed on the 

charity of friends, ... My money I have let out on government security, ... from 

affluence and splendor I am reduc’d to wretchedness and misery, and sk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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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streets like a dog that has lost one ear. Oh curss’d ambition! Much 

better had it been if I had stay’d among my countrymen and partook quietly of 

the produce of my farm. (I.ii. 5-6)

이어지는 피난민 심플(Simple)의 말은 미국인들이 친영파가 되었던 이유가 실은 ‘돈 

되는 자리’(lucrative post)로 상징되는 사사로운 욕심과 ‘직함’(titles)으로 상징되는 허

황된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그리고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동기가 낳은 결과

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토로한다. 

우리는 욕을 먹어도 싸.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도 우리가 자처한 일이니까. 우

리는 대령이니, 귀하니 하는 직함을 좋아했지 않나. … 우리는 친영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써왔지. 동포들로부터의 원성과 비난을 감내하면서 말

이야. 그렇게 하면 돈 되는 자리 하나쯤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우리는 명

성이라는 허울만 붙잡았을 뿐, 실속은 하나도 없었어.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대

가는 장군과 고적대에게서 받는 경례 인사가 고작이었으니까. 

We have reason to blame ourselves ― we have brought affairs to the present 

state ― we were fond of the titles of Col. Esq. &c. … We contriv’d a 

thousand tricks to make ourselves obnoxious to our countrymen, that we might 

be noticed as friends to government; we thought this would recommend us to 

some lucrative post. We embrac’d the shadow of grandeur but the substance 

has fled. A bow from a general or a fifer is all the satisfaction we have for our 

loyalty. (I.ii. 6)

피난민들의 정서는 “우리는 기만당했다”(WE have all been deceived, I.ii. 7)는 파운치

(Paunch)의 탄식으로 요약된다. 그들이 믿었던 ‘토리적 가치’(the values of the Tory)

와 영국 왕과 친영 정부에 대한 ‘충성’(loyalty) 맹서는 “오직 왕실에서만 유효한 

말”(only a court watch word, I.ii. 7)이기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토양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이질적 요소이며, “미국 시민들을 현혹해 재산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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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뿐”(entrap men, and then fleece them of their property, I.ii. 7)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

포위망을 좁혀 오는 시민군의 기세에, 결국 퍼프 장군은 영국군과 친영파 미국인들

에게 보스턴에서 신속히 철수할 것을 명한다. 퇴각을 앞둔 한 병사(Soldier)는 지난 반

년 동안 영국군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반추한다.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상실감에 이어 

병사의 현 상황을 지배하는 정서는 아무런 전과를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자신에 대

한 실망과 수치심이다. 

우리는 보스턴 안에 갇혀 여섯 달 동안 공세를 받았지. 우리는 여기에 감금되어 

뼈만 앙상하게 말라버렸고, 피골은 상접되어 뼈가 살 밖으로 보초 서듯 튀어나와 

있다. … 우리가 기대한 행운이 이런 것이었던가? 목숨, 명예, 육신을 다 잃고도 

모자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만치 빠르게 달아나고 있구나. … 영국
의 사기에 크나큰 오욕을 남겼어! 우리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니. 

We had got within Boston, where we had been fortify'd for six month ― here 

we were confin’d, reduc’d to skeletons, our bones standing sentry thro’ our 

skins. ... what has been our luck? Loss of men, of honor, of flesh, and to 

crown the whole, are now running away, as fast as we can scamper. ... 

Disgrace too great for the spirit of Britons! ― Not an action have we done, 

that has been any way to our honor or profit. (Ⅲ.ⅱ. 18)

병사는 이어서 피난선에 서로 올라타기 위해 ‘고양이 떼’(a parcel of cats)처럼 이리저

리 날뛰는 친영파 미국인들 묘사한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익살맞은 광경”(ludicrous 

scenery)이라 조롱하지만(III.ii. 19), 이는 기실 피난민 대열에 속한 자신과 영국군에 

대한 자조적이고 자기반성적인 풍자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익살맞은 광경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질서와 혼란이 만연한 아비규환의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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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압권은 배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지. 양키 피난민들이 아내를 끼고 다니

며 하는 짓거리만큼 우스꽝스러운 게 또 있을까. 토하고, 울고, 요리하고, 먹고. 

그것도 떼거지로 말이야. 어떤 부인들은 급하게 배에 오르다가 옆 사람에게 고꾸

라져 허연 다리를 드러냈는데, 그걸 보고 웃겨서 옆구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니

까. 한 사내는 성급하게 승선하려다 배 밖으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물속에 남는 

신세가 되었지. 이 모든 광경을 본다면 질질 짜던 철학자도 실소를 금지 못할 

걸. 한마디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광경이지. 돼지 새끼들, 아니 똥개 새끼들처

럼 배를 채우더니만, 그걸 서로의 입에 토해내기까지 하더라니까. 

The beauty of the whole is aboard the ships ― the yankee refugees with their 

wives cut a most ridiculous figure ― vomiting, crying, cooking, eating, all in 

a heap. I was ready to burst my sides in laughing, to see the ladies scampering 

into the vessels, tumbling one over another showing their legs, etc. One fellow 

in his hurry, pitched over board, and was kind enough to remain there. The 

whole scene was sufficient to raise the risibles of the crying philosopher ― in 

short, the words cannot describe it; they stow like a litter of pigs, or like a 

young brood of spaniels; they even spew in another’s mouths. (III.ii. 19)

상기한 피난 광경의 혼란상은 흥미롭게도 15세기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

(Hieronymus Bosch, 1450~1516)의 유명한 종교화 『세속적 쾌락의 정원』(Garden 

of Earthly Delight) 연작 중 「지옥」(“Hell”) 편을 연상케 한다. 이 그림은 세속적 유

혹에 탐닉하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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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보쉬의 지옥도 중앙부‘지옥의 선술집’과‘두 개의 귀’

그림 중앙에 나무뿌리 형상의 팔을 두 척의 배에 고정시킨 화가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고, 텅 빈 그의 몸통 안에 악마의 쉼터인 ‘지옥의 선술집’이 보이며, 위에는 육욕의 

상징인 흰 파이프가 달린 회전대가 놓여 있다. 왼편으로 화살에 찔리고 칼에 잘린 ‘두 

개의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Anyone with ears to hear should 

listen, Matthew 11:15)라는 성경 구절에 기대어 해석할 때 이는 귀가 어두운 자를 상

징한다. 이 장면은 극 『얼간이들』에서 ‘돈 되는 자리’와 ‘직함’으로 상징되는 욕심

과 명예욕 등 세속적 유혹에 취약한 친영파 인사들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그림 2〉보쉬의 지옥도 하단부‘지옥의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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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보쉬의 지옥도 하단부‘벌거벗은 다리’와‘나신의 군중’

그림의 하단부 오른쪽, 식탐을 상징하는 냄비를 머리에 인 새 모양의 괴물은 ‘지옥의 

왕자’(Prince of Hell)로, 그는 저주받은 인간들을 집어삼키고 이들을 구덩이에 배설한

다(Belting 3). 탐욕스러운 인간은 구덩이에 금화를 배설하도록 선고받고 폭식에 대한 

벌로 구토를 하는데, 이 장면은 『얼간이들』에서 영국 병사의 입을 통해 묘사되는 
폭식과 구토를 일삼는 피난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그림 하단 중앙에 위치하

는 ‘벌거벗은 다리’는 승선하다 고꾸라져 다리를 드러냈던 부인을 연상시키고, 그 왼

편에 칼을 피해 몸을 숨기는 ‘나신의 군중’은 흡사 피난선에 올라타기 위해 ‘고양이 

떼’처럼 날뛰는 친영파 미국인들이 자아내는 혼란과 무질서의 현장을 닮아있다.

보쉬의 지옥도가 함의하는 종교적 의미와 관련지을 때, 극중 피난 장면은 창조주의 

질서가 부재한 광기와 혼돈의 ‘종말론적’(apocalyptic) 비전을 제시한다. 모두에서 언

급했듯 청교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금욕과 절제, 도덕적 엄격

성, 종교적 신실함 등으로 설명되는 이들의 신념, 즉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미국 

건국이념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달러 지폐 뒷면에 각인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서’(IN GOD WE TRUST)라는 국가 모토에서,5) 그리고 역시 1달러 지폐 뒷면에 새겨

진 세상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의 전시안’(全視眼; the All-seeing Eye of God) 혹은 

‘섭리의 눈’(Eye of Providence)에서 확인된다.6) 반면 극중 피난 장면은 건국이념이 

약속한 종교적 믿음과 신의 섭리 및 청교도적 질서를 기대할 수 없는 광기와 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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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치를 선보인다. 한편, 이 극이 청교도적 신념에 기초하여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병사가 묘사하는 피난 장면은 동시대 미국 

독자와 관객들에게 “신이 굽어 살피는 세상의 무대에 발생한 이상 조짐”(special status 

on the world stage under the All-seeing Eye of God)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Richards, Theatre Enough 126).

이러한 점에서, 피난 장면은 “사탄과 선택받은 자 예수 사이의 변증법적 투쟁” 

(Satan on one hand and Christ and the elect on the other)을 극적으로 활용하여 청교

도적 논리와 담론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한다(Stanford 84-85). 또한 이 장면은 로날드 

레이드(Ronald F. Reid)가 워렌의 정치풍자극의 특징으로 손꼽는 ‘종말적 수

사’(apocalyptic rhetoric)에 대한 예시가 된다. 레이드에 따르면 ‘종말적 수사’는 증오

의 대상을 식별하고, 모반과 전복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신이 정해 놓은 그리

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갈등”(divinely ordained struggle of Christ and Anti-Christ) 

구도 안으로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는 효력이 있으며, 그 결과 종교적 명분에 대한 “강

력한 때론 광적인 헌신의 감정”(strong, sometimes fanatical feeling of commitment”을 

유발한다(Reid 239, 241).

사병의 피난 행렬 묘사에 대해 피난민 대열의 한 여인은 이 모든 게 “자업자

득”(They have brought it on themselves, III.ii. 19)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극의 마지막 대사이자, 작가가 이들을 통해 전하는 최후의 교훈적 메시지이다. 

그들은 자신의 농장이나 잘 돌봐야 했어, 여기에 모여와 양 쪽 모두에게 조롱거

리가 되지 말고 말이야. 나에게 좋은 농장이 있다면, 정부 관료들을 보고 지옥에

나 가버리라 할 거야. 그랬다면 내가 이런 데로 끌려와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조

롱받을 일도 없겠지. 정부 관료들과 그들의 영혼 없는 보호자들에게 저주를, 그

리고 아메리카를 위해 만세를.

They had better have minded their farms, not have run here to be a ridicule to 

both parties. If I had a good farm, I would see government to the devil, before 

they should catch me here, to be frozen, famish'd, ridicul'd ― curse th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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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piritless protectors, and let's conclude with huzzas for America. (Ⅲ.ⅱ. 

19)

여인의 말에 따르면 친영파 미국인들은 결국 영국인들로부터 그리고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인들로부터 양쪽으로 조롱거리가 된다. 즉 이 말은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박쥐

와 같은 신세가 되어 버린 그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경종이다. 그리고 ‘정

부’(government)라 함은 영국에서 임명한 허친슨 총독의 친영 행정부를 말한다. 그들

은 자신에게 물질적·정신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한때 

토리적 가치에 편승해 친영파로 돌아섰지만, 결국 그녀는 영국인에게 타자일 수밖에 

없는 미국인이며 그녀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미국이다. 여인은 “아메리카 만

세”(huzzas for America)라는 말로 반성과 후회의 뜻을 표해보지만 이는 뒤늦은 바람

일 뿐, ‘친영파’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녀가 발붙일 곳은 미국에 없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조국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 영국군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캐나다 

접경 노바스코샤(Nova Scotia)의 할리팩스(Halifax) 행 피난선에 몸을 싣는다.

극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메리카 만세’라는 구호는 친영 인사가 친미적 언사를 하

는 장면이 유발하는 풍자적 효과를 극대함과 동시에, 작가가 극에서 궁극적으로 의도

하는 메시지인 청교도적 국가관과 역사관을 암암리에 드러낸다. 워렌은 생애동안 “인

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God’s plan for mankind)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서 

“혁명과 새로운 국가 건설”(the Revolution and the New Nation)의 필요성을 견지했는

데(Friedman and Shaffer 197), 이는 1805년에 탈고한 『미국 독립혁명사』에서 분명
히 피력된다. 

하나님은 현 세대의 책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밟고 가야할 할 행보를 분

명히 제시해 오셨다. … 세계는 이제 연방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부 제도를 실험
하는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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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nce has cleary pointed out the duties of the present generation, 

particularly the paths which America ought to tread. ... The world is now 

viewing America, as experimenting a new system of government, a Federal 

Republic. (History I, vii-vii)

워렌은 계급과 신분의 차별에 입각한 영국 왕정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방공화국’이

라는 미국의 국제 체제를 기대한다. 한편, 미국의 독립과 연방공화국의 수립은 그 자

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등한 청교도적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

야 할 수많은 실험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이처럼 작가가 지지하는 독립, 

애국심, 혁명 등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그녀의 청교도적 신념에서 배태되고 있으며, 혁

명과 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그녀의 역사관과 국가관은 결국 청교도적 신념으로 

귀결한다. 

III. 나가며: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

정치풍자극 『얼간이들』은 미국 독립혁명 당시 시민군의 성공적인 방어전에 따른 영
국군의 퇴각과 그 결과 영국에 의존해 사회적·경제적 상승을 탐했던 친영파 미국인들

의 망연자실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토리적 가치’(Tory values) 및 사대주의 근성

의 위험성과 허망함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특히 이 극에서 재현되는 연극적 상황은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한 것이

기에 동시대 미국 시민들에게 친숙한 장면들이다. 실제로 극중 묘사되는 보스턴 전투, 

영국군의 포위 및 철수 장면 등은 작가가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된 기사에서 많은 부

분 착안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지명과 인명 역시 실재하는 것을 그대로 무대로 옮겨

온 것이다.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희극적인 가명으로 포장되고 있긴 하나 동시대 독자

와 관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실존 인물들을 극화한다.7) 일례로, 퍼프 장군은 당

시 보스턴 전투에서 영국군의 철수 명령을 내렸던 윌리암 하위(William Howe,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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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장군을, 극중 바쇼 대령(Captain Bashaw)은 당시 영국 해군 제독 사무엘 그레이

브스(Admiral Samuel Graves, 1713-1787)를 희화한 것임이 드러난다(Quinn 47).

한편 이 극은 문학 혹은 드라마라는 ‘허구적 재현’ 형식을 취함으로써 작가의 상상

력을 허용한다. 즉 작가는 실재하는 사실을 허구의 영역으로 끌어와 “마음껏 상상하

고, 조롱하고, 과장하며”(free to invent, ridicule, and exaggerate, Sarkela 545), 풍자의 

편파성과 수위 조절 역시 전적으로 작가가 재량권을 갖는다. 편파적이고 과장될 수밖

에 없는 이 ‘허구적 재현’은 특정 진영의 시각에 입각한 담론을 형성하게 되고, 독자와 

관객은 이 담론에 입각해서 자신이 목도한 역사와 인물을 재해석함으로써 “사건 정황

에 대한 가치관을 재구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게”(actively participate in constructing a 

vision of the status quo, Sarkela 546) 된다. 이처럼 워렌의 극은 허구와 사실, 정치 현

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독자와 관객으로부터 ‘극적

인’ 공감을 끌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현실의’ 정서로 수렴시킨다. 결과적으로 정치풍

자극 『얼간이들』은 애국파 진영의 독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
으로 수행한다.

독립혁명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미국에서 발생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프로파간다 

드라마는 문학적 가치를 넘어서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가치를 일깨우고 고양하는 

등 문학에 잠재한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워렌 스스로도 자신의 극이 예술적으

로 균형 잡힌 문학 작품으로서보다 “교훈적인 것을 목적하는”(intended to be 

moralistic) 실용적 측면에서 의도된 것임을 인정했으며(Brown 12), 특히 조지 워싱턴

에게 헌정한 극작 『로마의 약탈』(The Sack of Rome, 1790)의 서문에서 이 점을 분

명히 밝혔다. 

연극이 주는 즐거움은 종종 악한 목적으로 오용되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

상한 취향과 품위의 시대에 도덕성 및 일탈의 결과에 대한 교훈은 교육적 방식

에 의한 것만큼이나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동시에, 위

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반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향한 

숙고의 장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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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ical amusements may, sometimes, have been prostituted to the purpose 

of vice; yet, in an age of taste and refinement, lessons of morality, and the 

consequences of deviation, may perhaps, be as successfully enforced from the 

stage, as by modes of instruction, less censured by the severe; while, at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of great historical events, opens a field of 

contemplation to the reflecting and philosophic mind. (Poems 11)

워렌이 적시한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체현한 극이자, 독립혁명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

된 “역사적 사건을 직접 다룬 최초의 팜플랫 극”(Davis 239)인 『얼간이들』은 미국 
혁명기 프로파간다 드라마의 전범으로서 연극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확보한다.

Notes

1) 토리당과 휘그당은 영국의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의 왕위를 계승할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등장했다. 토리당은 보수파로 왕의 동생인 요크 공작(Duke of York) 제임스의 즉
위에 찬성함으로써 군주정에 대한 충성을 보인 반면, 개혁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인 휘
그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영국에서 탄생한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및 당명들이 미
국의 식민 사회에도 유사하게 재현된 셈이다.

2) 이 편지에서 흥미로운 것은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대령이 언급되고 있
는 점이다. 워싱턴은 병사들의 연극 활동을 장려했고, 편지 내용에서처럼 직접 연극에 참여
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실제로 그는 열렬한 연극광으로, 19세 때 연극을 처음 목도한 이후 
생애동안 정기적으로 극장을 찾았다. 1760년대 버지니아 의원 시절부터 1790년대 대통령 
재임 중 사망할 때까지 그의 지출 장부와 일기를 보면 그가 틈 날 때마다 극장을 출입했고 

빈번히 연극표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된다(Hewitt 32; Moses 792). 아울러, 편지에서 언급되
고 있는 『카토』(Cato, a Tragedy, 1714)는 조셉 애디슨(Joseph Addison)의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비극이다. 줄리어스 시저의 폭정에 저항한 공화정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포
르키우스 카토(Marcus Porcius Cato, 95-46 BC)를 자유와 공화주의의 아이콘으로 칭송하는 
이 극은 독립혁명 당시 미국의 휘그파 애국시민들에게 사상적 영감을 주었다. 1713년 초연
된 이래 1730년대 초반까지 식민지 미국에서 폭발적인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다(Shaffer 3). 

3) 워렌은 당대 대통령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John Adams)와 평생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워렌은 1791
년에 존 애덤스와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기도 했으며, 존 애덤스는 워렌을 중
요한 국가 정책과 정치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각별한 친구로 여겼다. 그는 워렌을 들어
“미국에서 필적할 상대가 없는 문필가”(poetical pen which has no equal that I know o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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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ntry)로 칭송했다(Quinn 34).

4) 뉴잉글랜드 지역의 혁명적 정서가 극에 달할 무렵, 수천 명의 시민군이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 보스턴으로 운집했다. 이후 조지 워싱턴의 지휘 아래 시민군의 보스턴 포위전이 감행
되었다. 1776년 3월 4일 밤, 800 명의 시민군이 도체스터 강기슭을 경비하는 가운데 1200
명의 시민군이 보스턴 시내와 항구가 한눈에 조망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도체스터 하이츠를 

점령했고, 그들은 밤새 영국군을 방어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포병대
가 도체스터 하이츠에 설치되었고 영국군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완
전 포위당했고, 1776년 3월 17일 영국군 장군 윌리암 하위(William Howe)는 영국군과 친
영파 민간인들에게 보스턴에서 철수할 것을 명했다.

5) 이 문구는 1956년 미국 국가 모토로 채택되어 이듬해 1957년부터 화폐 디자인에 삽입되어 
통용됨으로써, 1782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국가 모토인 ‘여럿이 모여 하나’(E PLURIBUS 
UNUM; one from many)를 대체했다.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문구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미국 국가인장(Great Seal)과 국가문장(Coat of Arms)에 새겨져 있다.

6) ‘전시안’은 삼각형으로 둘러싸이고 후광을 발하는 눈의 형태를 하고 있다. 1달러 지폐 뒷면
에는 13개의 주를 상징하는 13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미완성의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의 정점에 전시안이 위치한다. 삼각형은 삼위일체를, 후광은 신의 영광과 섭리를 상징하며, 
전시안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역사와 인류를 굽어 살피는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

7) 극중 영국군 장교들과 친영파 미국인 피난민들은 성격을 단번에 추측할 수 있는 단순하고 
희극적인 이름을 갖는다. 일례로 해군 대령 바쇼(Captain Bashaw)는 ‘거만한’ 성격을, 총사
령관 퍼프 장군(General Puff)는 ‘허풍쟁이’ 기질을 표출하며, 영국군 장교인 셸로우
(Shallow)와 두프(Dupe)는 각각 ‘천박함’과 ‘아둔함’을 함의한다. 친영파 미국인 피난민들의 
경우, 미거(Meager), 설리(Surly), 심플(Simple) 등은 각각 하찮고, 무례하고, 아둔한 성격들
을 예측케 한다. 개개의 인물들의 은유하고 함축하는 의미들을 통해 작가 워렌은 친영적 혹
은 ‘토리적’ 가치를 풍자적으로 일별하고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모두 합친 결과가 ‘얼
간이들’(the blockheads)이며, 이는 작품의 제목이 함의하는 바이다.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 머시 오티스 워렌의 프로파간다극『얼간이들』 45

인 용 문 헌

Belting, Hans. Garden of Earthly Delights. Munich: Prestel, 2005. Print.

Brown, Jared. The Theatre in America During the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95. Print. 

Davis, Peter A. “Plays and Playwrights to 1800.”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Theatre. Vol. 1. Ed. Don B. Wilmeth, an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1998. 216-249. Print. 

Ford, Paul Leicester. Washington and the Theatre. New York: Dunlap Society, 1899. 

Print.

Friedman, L. J., and A. H. Shaffer. “Mercy Otis Warren and the Politics of Historical 

Nationalism.” New England Quarterly 48.2 (1975): 194-215. Print. 

Hewitt, Barnard. Theatre U.S.A: 1665 to 1957. New York: McGraw-Hill, 1959. Print. 

Johnson, Caleb H. The Mayflower and Her Passengers. Indiana: Xlibris, 2006. Print.

Johnson, Odai. “Theatre Companies before the Revolution.” Th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Drama. Ed. Jeffrey H. Richards, and Heather S. Nathans. New 

York: Oxford UP, 2014. 16-31. Print.

Moses, Montrose J. “American Plays of Our Forefathers.” The North American 

Review (1922): 790-804. Print.

Quinn, Arthur Hobson. A History of the American Drama from the Beginning to the 

Civil War. 2nd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1. Print.

Reid, Ronald F. “Apocalypticism and Typology: Rhetorical Dimensions of a 

Symbolic Reality.” Quarterly Journal of Speech 69.3 (1983): 229–8. Print.

Richards, Jeffrey H. Mercy Otis Warren. New York: Twayne, 1995. Print.

______. Theatre Enough. Durham: Duke UP, 1991. Print.

Sarkela. Sandra A. “Freedom’s Call: The Persuasive Power of Mercy Otis Warren’s 



46  영미연구 제40집

Dramatic Sketches, 1772-1775.” Early American Literature 44.3 (2009): 

541-68. Print.

Shaffer, Jason. “Making ‘an Excellent Die’: Death, Mourning, and Patriotism in the 

Propaganda Plays of the American Revolution.” Early American Literature 

41.1 (2006): 1-27. Print.

Stanford, Donald E. “Edward Taylor.” Major Writers of Early American Literature. 

Ed. Everett Emerson. Madison: U of Wisconsin P, 1971. 59–91. Print.

Warren, Mercy Otis. The Blockheads; or, The Affrighted Officers, A Farce. Ann 

Arbor: Text Creation Partnership, 2004. Print.

______. History of the Rise,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American Revolution. 

Boston: Manning and Loring, 1805. Print.

______. Poems, Dramatic and Miscellaneous. Boston: Thomas and Andrews, 1790. 

Print.

Wilmer, S. E. Theatre, Society and the Nation: Staging American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P, 2002. Print.



정치 현실과 문학적 상상의 간극읽기: 머시 오티스 워렌의 프로파간다극『얼간이들』 47

Abstract 

Interplay of Political Reality and Literary Imagination: 
Mercy Otis Warren's Propaganda Drama The Blockheads 

Park, JungM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ercy Otis Warren is a female ‘propaganda’ writer who represents the American 

revolutionary era in the 1770s. She wrote a series of ‘pamphlet’ plays for political 

satire and recorde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sans: the British Crown and the 

Tory who wanted to perpetuate the colonial status of America, and the American 

colonists and the Whig who wanted an independent nation, respectively, championing 

the latter’s patriotic cause and position. Her political satirical plays portray the 

American political reality and the cause of independence at that time. Among others, 

The Blockheads (1776), set in Boston during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deals 

with the ‘Fortification of Dorchester Heights’ which was a historical event in March 

1776, and dramatizes the subsequent isolation and anxiety of the British troops and 

the pro-British Americans. This study defines The Blockheads as the model of 

pro-revolutionary ‘propaganda’ drama of the American Revolutionary era, and 

accordingly proves that this work effectively performs the political purpose of 

promoting the independence of the patriotic camp. Specifically, it is examined that 

the playwright Warren employs her unique strategy of interplay between political 

reality and literary imagination to make a ‘theatrical’ empathy from readers and 

audiences, while at the same time succeeding in converging it into ‘realistic’ 

emotions. 



48  영미연구 제40집

Key Words: Mercy Otis Warren, The Blockheads, Propaganda, American Revolution, 

Puritanism

논문접수일: 2017. 05.18

심사완료일: 2017. 06.15

게재확정일: 2017. 06.16

이름: 박정만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이메일: jungman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