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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이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크너의 나 죽어가며 누워있을 때 의 앤스 번드런을 코믹 히어로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앤스를 코믹 히어로로 조명하는 것은,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여정을 아이러니하게
도 다양한 희극적 장치를 시용하여 전달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와 비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먼
저 애디의 죽음 전 가족과 이웃에게 비쳐진 앤스 번드런을 살펴본다. 그는 아내의 사랑도, 자식들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인물로, 초라하고 더러운 외모와 자신의 일도 아들과 이웃에게 의존하며 더구나
말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비열한이다. 다음 장에서는 장례여정을 통한 앤스의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그는 아내의 유언 달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으로부터의 시련을 극복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이 여정의 지휘자이자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드러난 작가의 비전을 살
펴본다. 이 가족은 애디의 유언달성과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숨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죽음을 넘어, 새로운 구성원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부조리 속에서도 영
속할 것으로 보인다. 앤스 번드런은 이러한 작가의 비전을 수행해낸 코믹 히어로이다.
핵심어: 윌리엄 포크너, 코믹 히어로, 앤스 번드런,

『나 죽어가며 누워있을 때』, 코믹 비전

Abstract
In this paper, Anse Bundren in Faulkner's As I lay Dying will be focused and examined in the concept
of a comic hero. He was regarded as a helpless and dependent father and husband before his wife Addie's
death. He was even called a "villain" by many critics, because he fulfilled his desire using his wife's death
and his children's sacrifice. To fulfil Addie's dying wish, this family suffers 'fire and water' and keeps the
journey carrying Addie's decaying and corrupted ‘body' in the boiling sun. Even though the neighbors
consider the journey absurd and outrageous, each of the Bundrens takes advantages of this funeral voyage
to get something for himself or herself. Among them, Anse is the hero who leads the journey and gets the
most from it. He gets not only new teeth but also a new wife. In spite of his selfish and mean actions,
he succeeds in reorganizing his family again through this journey by burying his wife in Jefferson as she
wished and regaining his status as a father who decides and orders in family matters. Faulkner shows his
vision that endurance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life and in that sense, Anse Bundren is a comic hero,
who leads the foolish and absurd family to a new world.
keywords : William Faulkner, comic hero, Anse Bundren, As I lay Dying, comic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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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나 죽어가며 누워있을 때』(As I Lay Dying)(1930)[1]는 어
머니 애디 번드런(Addie Bundren)의 죽음과 그 죽음을 대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반응, 그리고 그녀
의 유언을 수행하는 장례여정을 따라가면서, 죽음, 사랑의 부재 그리고 소외 등의 심각하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작가가 선택한 것은 아이러
니하게도 다양한 희극적 장치들이다. 그 결과 이 작품은 포크너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유머와
아이러니가 많은 작품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심지어 “희비극이 합쳐진 장르”[2]로도 불린다.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요인들을 극복하고 8일 만에 겨우 장지에 도달하는 이 여정은, 거대한 미
션 수행의 서사형태를 띄고 있어 번드런 가족의 오디세이로 비유되기도 한다. 15명의 화자들이 내
면독백으로 전하는 59개의 장은, 번드런가의 화자가 43개, 외부화자가 16개의 장을 맡고 있다. 이
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면서 자신은 물론 번드런 가족의 구성원들과 장례여정
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이들 화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경험과 상상 그리고 관찰”[3]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전해주는 경험이나 에피소드는 인물의 성격과 과거사를 알려주고, 상상은 인물의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의 관찰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
럼 다수의 화자들을 포크너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각 장을 맡은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독자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전체 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번드런 가족의 독백은 바퀴의 축에 연결된 바퀴살[4]처럼 애디에게 매달려 벗어나지 못하
는 듯하여, 마치 죽은 애디가 이 가족의 정신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시신이 된 애디와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여정을 수행하는 행동가는 바로 아버지 앤스 번드런
(Anse Bundren)이다. 앤스는 애디가 죽기 전에는 말로서만 살아있던 수동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녀
가 죽은 후에는 “영웅적인 모험”[5]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가로서 역할과 위상의 변화를 일으
키고 있다.
맥스 퓨첼(Max Putzel)이 애디 중심이냐, 아니면 앤스 중심이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6]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 작품은 접근방식에 따라 주제뿐만 아니라 이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
다. 작품의 제목처럼 죽어가며 누워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주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혹은 59개장의 구성이나 화자 중심의 연구를 할 것인가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소설 자체는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 열려있으며, 연구자들 또한 작품의 중
심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분석과 연구를 행해왔다.
그러나 입체적인 삶이 어느 방향의 한 단면으로만 설명되어 지는 것이 아니듯, 기존의 여러 연
구들 또한 이 작품의 입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
고 포크너에 대한 커다란 이해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샛길이라도 기존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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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에 또 하나의 경로를 더 추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앤스라는 인물을 선택
하게 되었다. 앤스라는 코믹 캐릭터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것은 이 작품 속에 다양한 유머와 아이
러니가 펼쳐져 있으며, 불행과 고통이라는 소재를 어이가 없을 정도의 희극적 상황에 설정하여 희
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포크너의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앤스 중심의 접근은 결국 주제로 향하는 경로 이동에 해당된다. 즉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었던
애디나 다알(Darl)이라는 중심인 위주의 접근에서, 애디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앤스라는 주변인을 통
한 작품 해석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접근의 변화는 주제도 달라지게 할 수 있지만, 비극을 희극
으로 바꾸는 반전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이너 캐릭터를 통한 접근을 통해 작품해석
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로 가득한 희극적 묘사를 통해 삶과
죽음을 버무려낸 작가의 의도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앤스 번드런: 코믹 히어로
2.1 앤스 번드런
40장에 가서야 단 한번 화자로 등장하는 애디의 장은 물과 불로 그녀의 시신이 고난을 겪는 장
들 사이에 위치해있으며, 그녀가 죽은 지 6일이나 지난 상태여서, 실제로는 죽은 자의 독백인 셈이
다. 애디의 장은 복선과 암시만 가득했던 39장까지의 가족관계의 비밀을 풀어주면서, 젊은 시절의
앤스 또한 언급하고 있다.
앤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애디의 회고를 참고로 한다면 집과 약간의 땅도 보유하고 있는 듯했
으며, 결혼 전에는 자신보다 상위계급인 교사 애디에게 청혼하기위해 먼 길도 마다않던 용기가 있
는 도전적인 농사꾼으로 추정할 수 있다.[7] 하지만 햇볕아래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후 농사와 집
안일들을 모두 아들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사는 무기력한 가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앤스
의 말에 속아 결혼과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애디는 말에 복수하기위해 불륜이라는 행동을 감행
하고, 그 결과로 쥬얼(Jewel)을 얻게 된다. 친정 가족들이 묻힌 제퍼슨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를 지키겠다는 앤스의 약속을 받아낸 것 또한 그녀에게는 말을 앞세우는 앤스에 대한 말
의 복수였던 것이다.
시작과 원인이 어떠했든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행동은 자식과 아내의 시신마저 이용하고
있어 많은 비평가들에게“비열한”(villain)(브룩스 154)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의 인물묘사는
먼저 외모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수의 화자들이 자주 그리고 자세히 전하는 앤스의 모습은 “늙은
개”(16), 수송아지”((69) “빗질안한 말을 잔뜩 치장시킨”(58) “사냥개”(163) 등 동물과 연관되
어 있으며, “인간 말똥가리”(브룩스 155), 심지어 블레이카스텐(Bleikasten)에 의해 "가장 보잘것
없게 묘사된 인물”[8]로 뽑혔을 정도이다.
그의 발은 “몹시 흉하게 벌어져있으며, 발가락들은 굽고 뒤틀려있고, 심지어 작은 발가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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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이 하나도 없다.”(12) 그리고 “이가 빠진 이후, 그가 천천히 반복하여 (초심지를) 우물거릴
때마다 입이 푹 꺼지며”(16) “곱슬머리‘(19)”에 “타버린 재의 조각 같은 눈“(28)을 가졌고,
곱사처럼 굽은 등이며, 지나치게 짧은 팔을 가진 인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이처럼 어떤 인물의
집착이나 그 인물의 약점을 과다하게 강조함으로써 유머를 발생시키는[9] 포크너 특유의 기법이
앤스의 외모묘사에 유감없이 발휘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움직임이나 노동과 관련된 표현
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땀에 젖은 셔츠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16) 일관된 게으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이런 그의 모습은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들과는 동떨어진 모습으
로, 영웅을 패러디한 코믹 히어로에게 어울릴 외모이며 캐릭터이다.
이가 빠지고 등이 굽은 초라한 외모와 일도 하지 못해 장성한 아들에게만 의존하는 기생충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은 앤스가 가진
말의 힘 때문이다. 그의 말은 생각과 철학을 담고 있는 영웅의 웅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말을
도구로 이용하는 생계형 언어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운도 없는 놈”(17)이라면
서 계속 자조적인 말을 하면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보다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과장하는 자학적인 말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누구든지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다. 애디 또한 앤스의 말에 넘어가 결혼을 할 정도로 말로 이루어내는 그의 힘은 눈부시다.
그의 달변은 “동정이 필요 할 때는 말을 더듬지만, 실제로 주변사람들의 존경과 지원이 필요할
때는 “그의 말은 상상력과 예지력을 지녔으며, 결연함도 갖고 있다.”[10]고 채플(Deborah K.
Chappel)이 지적하듯이, 그는 필요에 따라 자기비하의 말로 동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이 마땅

히 도움을 받을만하다고 강력하게 역설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남을 조정
하는 말의 대가’(리페토 314)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사일을 할 때에는 첫아들 캐쉬(Cash)와 셋째 아들 쥬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영리하며 남
의 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다알 조차도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 죽는다고 본인이 믿는다
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몫을 다 짊어진다. 생존을 위해 타인을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 온 앤스
는 장례여정을 통해 여정의 지휘자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코믹 히어로로 변모할 기회를 가진다.

2.2 앤스의 위상 변화
앤스의 변화는 막내 바더만(Bardaman)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엄마를 죽은
물고기와 동일시하는 어린 바더만의 집착은 급기야 송곳으로 관에 숨구멍을 만들지만 오히려 시신
의 이마에도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고 만다. 이처럼 무지하고 모자라는 막내의 눈에도 아버지의
변모는 확연하여,“아버지는 이제 매일 수염을 깍아. 왜냐하면 엄마가 물고기니까”(80)라고 한다.
외모뿐만 아니라 애디의 유언수행이란 대의를 앞세우면서 앤스는 지금까지의 유약함도 버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더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의 희생까지 당당하게 요구한다. 3달러를 벌기
위해 애디의 임박한 임종도 지키지 못하도록 두 아들을 벌목장으로 보내고, 쥬얼이 목숨처럼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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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말까지 노새로 바꾸게 한다. 캐쉬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심지
어 캐쉬와 딸의 돈까지 빼앗아간다.
28년 전 아내에게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명목의 이 여정은 온갖 시련을 뚫고 나아가는 서사시
처럼 자연과 사람 양쪽의 방해를 받고 있다. 홍수로 불어난 강, 코를 틀어막게 만드는 부패한 시
신, 미시시피의 뜨거운 태양, 냄새를 참지 못하는 이웃들의 비난, 그리고 이 여정을 끝내려고 시신
을 태우려한 다알의 방화는 그들로 하여금 아래서 장례여정을 중단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
다. 하지만 이 가족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제퍼슨까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퍼슨
이라는 도시는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숨은 욕망을 달성할 장소이기 때문이다.
목수이며 예술적 기질을 가진 캐쉬에게 제퍼슨은 소리를 내는 기계인 라디오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고, 애디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쥬얼에게는 애디의 유언을 수행할 장소이기 때문
이다. 딸 듀이델(Dewey Dell)에게는 원치 않은 임신을 원상으로 되돌릴 유산약을 살 수 있는 곳이
며, 어머니의 죽음 이후 퇴행을 겪고 있는 바더만은 바나나와 장난감 기차의 드림랜드이기 때문이
었다. 특히 앤스는 아내가 임종을 맞는 바로 그 순간에 “15년간 난 음식도 못 먹었지, 하늘이 드
디어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을 차리게 먹도록 하시는 구나”(191) 하면서 틀니에 대한 속마음을 드
러내고 있다.
애디는 다알의 출산 이후 “그러자 그는 죽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른다.”(138)라고하며
앤스의 존재를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또한 캐쉬와 쥬얼 이외의 자식들을 앤스의 아이들
로 간주해 사랑을 주기를 거부하는 무정함을 보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다알로
하여금 애디의 사랑이 편중된 쥬얼과 그의 출생의 비밀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애디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각인시키며, 말의 희생자
가 된 자신처럼 앤스 또한 말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녀를 제퍼슨에 묻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앤스에게 약속하게 한다. 하지만 그녀의 유언은 앤스가 틀니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의 실마
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가 빠지는 꿈은 거세의 공포로 해석된
다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의치를 얻는 이 여정은 남편을 거세시키는 애디 중심의 모계통치에서
부계중심의 사회로의 복귀로도 볼 수 있으며, 가부장의 귀환이라는 의미가 된다.(블레이카스텐
156)
하지만 앤스가 이 여정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애디의 죽음 이후 순순히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 번드런 집안의 장례여정은 스위거트(Swiggart)가 “현대판 모조 서사
시”[11]라고 부를 정도로,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변모해버렸기 때문이다. 미시시피의 뜨거
운 태양아래서 강물에 빠져서 건져낸 시신은 썩어가는 냄새를 진동하고 있으며, 그 냄새를 쫓는
독수리 떼는 마치 조문객이라도 되는 듯 이 운구 행렬을 따르고 있으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죽
은 어머니의 관위에 눕혀져서 시멘트 안의 다리가 뜨거운 태양에 의해 바비큐가 되는 지경에 이르
렀기 때문이다.
그러한 어려움과 불운 속에서도 앤스는 마치 무리를 이끌고 성지로 향하는 영웅처럼 자신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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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달성할 수 있는 제퍼슨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에게 여정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
는 과정으로서, 자신에게 위협적이던 둘째 다알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자신
에게 저항할 경쟁력을 잃게 만들면서 “새로운 정복에 대한 패러디”[12]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애디의 변모는 마지막 장에서 확연해진다. 애디를 묻었던 삽을 돌려주러간 앤스가 돌아
왔을 때 그는 거세되고 풀죽어 보이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캐쉬의 말에 따르면, 삽을 빌리러
갔던 집의 “한껏 차려입은 오리같이 생긴 여자”(208)까지 데려온 앤스의 모습은 “머리는 단정
하고 깨끗하게 빗어 넘겼고, 향수 냄새까지 났다.” "그리고 그는 새로 해 넣은 틀니 때문에 키가
30센티가 더 커 보인다.”(207-8)라고 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이분이 새엄마이
다”(208)라고 새로운 아내를 소개하는 모습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지배자이며 의사 결정자로서의
모습까지 갖춘 새로운 코믹 히어로의 등극으로 비쳐진다.

2.3 공동체의 지속
번드런가 화자들의 내면독백이 애디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번드런 일가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
다면, 외부화자들의 독백은 이웃과 사회에 보여 지는 이 가족들의 객관적 실체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는 전지전능한 작가적 시점으로 강요된 인물과 사건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
에 갇혀있는 각 화자들이 전해주는 내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머와 불일치, 아이러니를 통해 진실
에 접근하게 된다. 흔히 코미디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몰입하지 않도록 거리
를 유지하게하고 통찰에 이르도록 해주는 희극적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다수화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외부화자들은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집착과 자신들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
는 양상의 단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수인 캐쉬는 애디의 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
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웃여인들이 수의대신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그 치마가 구겨지지 않도록 머
리와 치마의 위치를 바꾸어서 애디를 안치한다. 그로인해 관의 균형은 깨어져버리고, 스프링도 없
는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죽은 애디가 관을 열고 불쑥 불쑥 튀어나오게 된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낙태약에 집착하는 듀이델은 약을 사러간 간 약
방에서 오히려 성폭행을 당한다. 자신의 임신을 아는 다알의 입을 막기 위해 그의 방화를 밀고하
는 일까지 감행했지만, “내 죽은 아내의 딸이 감히 엄마의 무덤 앞에서 나를 도둑이라 하다니...
겨우 10달러를 빌렸다고 해서... 당신은 이런 꼴 안보고 일찍 죽었으니 다행이오, 애디.”(204-5) 라
고 하면서 자조적인 말로 그녀의 저항마저 원천봉쇄하는 앤스에게 낙태약을 살 돈마저 빼앗기고
만다.
다알이 쥬얼의 엄마는 말이라고 할 만큼 쥬얼은 말에 집착했다. 하지만 강물에 떠내려간 노새
대신 그의 전부였던 말까지 팔도록 앤스는 쥬얼을 윽박질렀다. 어머니를 제퍼슨까지 운구하기위해
서는 노새가 필요했음을 알기에 쥬얼은 말을 포기하였으며, 다알이 시신을 없애버리기 위해 헛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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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을 질렀을 때에도 온몸에 화상까지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시신을 구해냈다. 그는 애디가 생
전에 늘 그를 향해 “나의 십자가이며 구원자”(133)라고 생각하던 것처럼 물과 불에서 그녀를 구
하고 그녀의 유언을 수행했다.
다른 가족들이 애디의 죽음과 시신운구에 참여하고 희생하는 것과는 달리 썩어 냄새나는 시신
을 제퍼슨까지 운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이를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다알은 결국 시신이 안치
된 광에 불을 지르고, 이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앤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다알은
이 장시간에 걸친 운구행위의 부조리를 인식하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이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소외를 선택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남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시멘트 안의 다리가 익어버려 시멘트를 깰 때 피 묻은 살점까지 같이 떨어져 나와도 “나는 괜
찮다”(190)고 하는 캐쉬의 무한한 인내에 “왜 앤스는 자네를 가까운 제재소에 데려가서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았는지 모를 노릇이군. 그렇게 했다면 더 나았을 것을 ...그 다음 자네가 톱 밑으로
그의 머리를 들이밀면 가족이 다 나았을 텐데”(190)라고 비아냥거리는 의사 피보디(Peabody)의 말
은 아픈 자식조차 돌보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앤스의 실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어처구니없는 여정이 외부인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는 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앤스는 본인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 여정에서의 전리품을 독차지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틀니를 해 넣을 자신의 돈을 아끼기 위해 자식들의 희생도 불사하는 위선적이고 이기적
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알의 방화를 돈으로 보상하기 싫어서 아들을 정신병원으
로 보내고 있어 가족의 해체까지 예견하게 만들 정도이다. 그러나 가족 중 가장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는 캐쉬의 내면독백이 “여긴 그의 세상이 아니야”(208)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을 볼 때,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에 적응하기를 거부하여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다알의 광기어린
웃음은 오히려 한 공동체의 위험요소가 해결되는 희극적 결말의 의미를 띄게 된다.
라이얼 파워즈(Lyall H. Powers)는 포크너의 전 작품을 한편의 대하소설로 보고 ‘야크너파토파
코미디(Yoknapatawpha Comedy)’라고 칭하면서 포크너의 작품들을 통틀어서 코미디로 보는 이
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에 공통되는 요소 중 하나는 악의 자멸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의 기회라는 것이다.[13] 이 작품의 번드런 가족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속물적이긴 하지만
악 자체는 아니므로 가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들 가족에게도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는 개인 앤스가 아니라 앤스가 이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어
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번드런 가족들이 보여주는 무한한 인내와 희생은 앤스의 이기적이고 속물
적인 행동마저 상쇄시키고 희극적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화자들에 의해 전달되는 번드런 가족의 실체는 무지와 어리석음, 도덕적 타락, 속물
적인 이기심으로 독자를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친 짓 같아 보이던 시신운구를 끝내고, 아내의
유언을 실행한 후 그들은 새로운 반전을 맞이한다. 아이들 손에는 바나나가 쥐어져있고, 앤스는 틀
니를 하고, 그리고는 축음기를 가진 새 아내까지 동반하고 돌아오니 그들 가족을 처음 본 외부인
은 이를 소풍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애디를 묻고 돌아오는 여정의 앤스는 해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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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을 이끌어낸 성공한 리더이고 성공한 영웅이 되는 셈이다.
그로 인해 독자들 또한 그 가족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거부감보다는 그들 가족이 보여주는 어처
구니없는 실수와 무지와 인내에 실소를 머금게 되고, 나아가 인간이 처하게 되는 부조리와 그로테
스크한 상황마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억척같이 참아내는 인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를 기뻐하며 또 웃게 되는 것이다. [14]
결국 앤스는 죽은 자의 유언을 이루어주었으며, 그 약속이행을 통해 이웃들로부터 새로운 평가
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이 의존했던 아들들도 이제는 오히려 그에게 의존해야할 상
황으로 역전되었다. 불구가 될지도 모르는 맏이, 어머니라는 후광을 잃어버린 쥬얼, 임신으로 앤스
의 보호를 요청하게 될 듀이델, 그리고 어리고 지능이 낮은 바더만은 그가 신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그는 이제 의치를 해 넣음으로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고,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인 애디 대신 새로운 아내를 얻었으니, 가장으로서 인정과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새로운 아내와 듀이 델이 낳을 아기는 종족의 번성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약속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번드런 일가는 살아남고, 번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영
속한다[15]는 것을 보여 주려한 포크너의 코믹 비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번드런 가족의 오디세이로도 볼 수 있는 이 소설은 서사시의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다수화자
의 내면독백을 서술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15명의 화자들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
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로 충돌하거나, 중첩되면서 진실을 폭로한다. 포크너는 다수화자
를 이용하여 죽음과 관련한 가족의 상황을 희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법은 독자가 비
극적 상황에 몰입되는 것을 막고 거리를 유지하여 통찰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로 보인다.
초라한 외모와 무기력하고 기생충의 삶을 살았던 앤스는,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
을 이끌고 장애물을 헤치며 서서히 가장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리고 임무 달성의 순간에는 승리자
로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비열한이며 영웅과 가장 동떨어진 앤스가 코믹 히어로의 역을 수행
해낸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보여준 어리석은 희생의 반복과 무한한 인내를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성공은 앤스가 아니라 가족의 성공인 것이다.
포크너는 이 작품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상황과 이기적인 인물마저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
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개인의 선악과는 무관하게 삶과 가족 즉 공동체는 부조리와 어리석음,
가난을 이길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지속될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포크너의 유머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맞서서 투쟁하거나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운과 불화마저 수용
하고 부조리와도 화해하며, 뒤섞여있는 좌절과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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