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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a social status is symbolized by clothing in Charles Dickens* 
novel rThe Tale of Two Citiesj. The result shows that clothing symbols of the upper 
class people are splendid, perfect, good material, beautiful, younger looking, and 
fashionable. Meanwhile, those on the middle class people are neat, unpretentious, 
simple, practical, following fashion, and graceful. Finally, those on the lower class 
people are unfitted, disordered, careless, worn and shabby, unclean, - disharmonious, 
coarse, and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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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상징화(symbolization) 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Carlyle"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상징이다 그대가보는 물건은 그 자체로 인해 거기 있 

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혀 거기 았지 않으.것이댜. 물건이란건 다만 정신적으로 있 

을 따름이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靈의 상징이다.' 라고 하여 상징화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또한 한상복2> 등은 모든 상징체계 저변에는 사회 및 문화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 

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사회 전반에 걸셔' 보편적으로'나타나는 상징화와 문화간에는 불가분 

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확의 한 부분인 복식의 상징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그 

중요도도 더욱 증가하고 있5.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복식은 계층을 비롯하 

여 연령, 성별, 혼인 여부,'직업 특별집단이3조직의 소속관계 흥미，가치관，취향 기분，인 

격, 고정관념 뿐 아니라 역할, 종교, 국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本論文예서는 Dickens 의 대표작중 하나인「A Tale of Two Citiesj 에 나타난 복식 

을 통해 계층간의 복싀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계층이란 사회의 희소가치가 그 사회 

의 성원들 사이에 불균등하加 배분되어 자리 잡히고 제도화된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즉，사 

회의 연속적인 上下優劣주조에서 관찰자가 분류, 식별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특정의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조작적, 분류적 개념이 사회閤층인 것이다. 파•라서 본고에 

서는 신분, 계급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계층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의 계층화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 등의 차별화를 야 

기시킨다"沸).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연속적인 上下優劣 구조에서 어느 지점인가에 위치하 

게 되어 지위를 갖게 되며 비슷한 사회.위계상의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 따른 지 

위 상징을 형성하게 된다. 복식이란 가장 중요한 지위상징중 하나이므로 복식을 통해 나타나 

는 계층을 고찰하고 분석하며 그 상호 관련성을 규명한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Charles Dickens(1812〜1870) 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성공적인 문필가의 한 사람이 

며, 근대의 위대한 작가중 가장 인기있는 작가이다. 또한 낭만주의 이래 독자 대중의 요구와 

완전한 일치를 이룩한 유일한 참다운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뛰어난 작가의 조건인 위대성 

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는 작가인 것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써，성격묘 

사 및 情景描寫가 탁월한 작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속의 등장인물 

을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나타내는 보편적이면서도 생생한 생명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二t 인물의 외모, 가치체계, 직업, 계층 등과 그에 따른 복식 및 복식행동 역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복식 상징성은 그 속에 내재되고 용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Thomas Carlyle rSartor Resartusj, (London: Dent, 1956), p. 156 & p. 206.

2)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문화인류학개론》(서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 60.

3) 김 경동,「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5), P. 340.

4) 현승일, •「사회학」，서울: 박영사, 1989), p. 217-220.

5) 김경동, 전게서, PP. 368-371.
6) Victor J. Baldridge 이효재, 장하진역「사회학」, (서울: 경문사, 1985), p. 343.

7) Arnold Hauser, 백낙청, 염무응역,「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현대편j,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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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호］, Dickens 의 소설「A Tale of Two Citiesj 는 그의 작품중「David Copperfieldj 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일 뿐 아니라 비평가에 따라서는 이 소설을 Dickens 제1의 걸작 

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더우기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이 절정을 이루던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 

으로 쓰여진 소설이므로, 그 시대의 각 계층에 따른 특징적 복식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Dickens 의 소설「A Tale of Two Citiesj 에 나타난 각 계층의 복 

식 및 복식 행동을 통해, 계층에 따른 복식상징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계층에 대한 복식상징뿐 아니라 이념, 직업, 연령, 성격, 상황 등을 상징하는 

복식에 대해서도 묘사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본논문은 Dickens 의 여러 소설속에 묘사된 

다양한 복식상징에 대한 일련의 연구중 일부로서, 여기에서는 소설「A Tale of Two Citiesj 
에 나타난 복식묘사중 계층상징을 중심으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Text 는 1953년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판된 Dickens. 의 소설전집인「The 
Oxford Illustrated Dickensj 를 사용하였다. 또한 의복의 명칭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했으 

며,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괄호속에 영어를 표기하였다.

口. 이론적 배경

1. 상징인류학적 접근
상징이란 단어는 그리이스어 'symbolin' 에서 파생된 것으로 계약(contract), 징표 

(token), 표장(insignia) 등을 의미한다叫 주인과 손님과의 사이에 서로를 식별하기 위한 표 

시로서 나누어 가졌던 것을 모으고, 결합하고, 맞붙이는 고대 관습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 

는 것이다. 본래의 의미로 볼 때 상징이란 식별을 위한 비밀 표시(sign) 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상징에대한정의를내리고 있다. 상징에대해 Radcliffe-Brown 은 

'의미를 갖는 어떤 것' 이라고 정의한다叫 '자연은 가시적 정신세계이며, '정신세계는 비가시 

적 자연 인바, 물질과 마음 사이, 존재와 의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상징이라고 정의 

하기도 한다m. Farbridge8 9 10 11 12 13' 도 상징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언어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생각이나 사실을 대신하는 형태로 정의되기도 하고, 문자로는 

전달하기 힘든 인간 경험의 언어를 통해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정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상징이란 대신하고자 하는 바로 그 대상이나 관념을 대체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상징이란 웅집된 보다 큰 전체를 부분이 대신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인류학자인 Firth131 도 상징주의의 본질은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것에 대한 인 

지,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까지,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까지의 그들간의 관 

계라고 정의 한다.

8) ^Encyclopedia Britanicaj, (Chicago: Britanica, 1983), p. 900.

9) Peter Fingesten,「The Eclipse of Symbolism」，(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70), 

p. 129.

10) A. R. Radcliffe-Brown, rA Natural Science of Society」，M. N. Srinivas (ed.), (Glencoe: Free Press, 

1957), p. 138.

11) Helmut Reher (ed.),「Literary Symbolism」，(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5), p. 4.

12) M. H. Farbridge, 「Studies in Biblical and Semitic Symbolism」，(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0), pp. 5-6.

13) Raymond Fir나!,「Symbols -public and private」, (Ichan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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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rer",는 상징적 표현은 인간 의식의 본질적 기능이며, 언어, 역사, 과학, 예술, 신화, 종 

교의 실제를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고 주장한다. Farbridge^도 우리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 

하고 나타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은 인간 본성과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한다. 이처 

럼 상징이란 인간의 모든 삶에 걸쳐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겠다 MukerjeW에 의하면 상징 

에는 무의식적 기원이 담겨 있으며, 상징적 유형이란 개인의 인성유형을 형성하는 신념, 감 

정, 가치, 경험의 유형과 같다고 한다. 따라서, 상징이란 도덕율, 성문법, 제도 그 어느 것보다 

도 全社會 과정에 대한 최상의 단서가 되며, 가장 논리적 의사전달의 기능을 갖는다고 역설한 

다.

상징적 행동은 자아 또는 역할 전체를 수반하는 것이며, 자아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끊임없 

이 창조되고 재창조되며 유지되는 것이다. 즉, 상징적 행동에의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아 

가 형성된다. 대다수의 경우, 상징적 행동은 혈연관계, 종족, 계충 등과 같은 관계된 집단에 

따라 결정된다상징은 원칙적으로 그 의미를 공유하는 집단의 관습에 근거한다. 그러나, 상 

징은 개인적, 주관적 원칙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상징은 하나 

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의미 

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이 Turner는 상징이란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의미 변화해 가며,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은 잠시 잊었던 상징을 상기하여 그것에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 

한다고 주장한다.劫

상징의 유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시각적 상징, 상징적 행위, 언 

어적 상징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測. 

Mukerjee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는 상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목적, 가치의 체계인 '동기적', '가치적', '규 

범적' 상징, 둘째, 의미, 신념, 판단의 체계인 '언어적', '논리적', '인지적' 상징, 셋째, 사회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彫像, 또는 표현의 체계인 '미적', '감상적', '환기적' 상징이 그것이다. 

원만한 사회 적 행동에 서는, 이 세 가지 유형 의 상징 이 서로 용해되 어 나타나며 , 모든 상징 체 

계에는 갈등과 저항으로 인해 개인의 내적 상징과 외부 상징 또는 준거틀과의 사이에는 역동 

적인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4) E. Cassirer,「Philosophy of Symbolic Form」，recited in Raymond Firth, Symbols, (Ic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p. 57.

15) M. Far bridge, 전게서, p. XII.
16) R. Mukerjee, rThe Symbolic Life of Man」，(Bombay: Hind Kitabs Limited, 1959), pp. 8, 10 & 26.

17) A. Cohen, 'Symbolic Ac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Self；「Symbols and Sentimentsj, Lewis Ioan 

(ed.), (London: Academic Press, 1977), p. 117.

18) Encyclopedia Britanica, 전게서, p. 900.

19) Fingesten, 전게서, p. 130.

20) 아야베 쓰네오, 이종원 역,「문화를 보는 열 다섯 이론」, (서울: 인간사랑, 1987), p. 169.

21) Encyclopedia Britanica, 전게서, p. 904.

22) H. Mukerjee. 전게서, p. 24.

23) Encyclopedia Britanica, 전 게 서, p. 901.

24) 아야베 쓰네오, 전게서, p. 169.

상징은 실체 또는 진실을 나타내고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 것 

으로, 상징적 표현은 보통 기호, 생략 또는 약호, 이미지, 광범위한 맥락을 가리키는 모든 종 

류의 대상물 등으로 나타난다用. Turner는 상징을 신체적, 도덕적, 정치 경제적인 힘을 현실화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小 특히 상징의 힘은 역사적인 경계기에서 사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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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저하게 발현되어 외부에 대항하여 단결시켜 일체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2. 복식과 상징
복식을 통해 착용자는 다양한 것을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며 관찰자는 상대방이 상징적으 

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 Stone은 제스추어, 몸차림, 복식, 장소와 같은 비언 

어적 상징이 사물과 사건에 대해 무엇인가를 전달한다고 한다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대부분의 사회에서 비언어적 

상징은 의복, 가면, 머리형, 몸치장, 색상, 문신, 리본, 베일, 메달 둥의 형태로 사용된다成. 이 

러한 상징들 중에서도 특히 복식은 착용자가 누구인가를 전달해 주는 무언의 언어라고도 불 

리우며, 비언어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25) G. P. Stone, 'Appearance and the Self, A. M. Rose (ed.)( fUuman Behavior and Social Progres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2), pp. 86-118.

26) 강혜원,「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85), p. 55.

27) Thomas Carlyle, 전게 시, p. 252.

28) 상게서, p. 142.

29) M.L. Rosencranz,「Clothing ConceptSj,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2), p. 234.

30) Susan B. Kaiser,「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j,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 155.

31) Thomas Carlyle, 전게서, pp. 149-151.

32) Mary Shaw Ryan, r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J(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 14.

33) Susan B. Kaiser, 전게서, p. 397.

34) 상거')서, pp. 7, 52, 109, 294, 299 & 450.
35) Karlyne Anspach, rThe Why of Fashionj, (Ames: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244,

36)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rVisible Selfj,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pp. 181-182.

37) 강혜원, 전게서, pp. 56-59.

Thomas Carlyle 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Sartor Resartus」에서 '감추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효능을 갖고, 보다-더 위대한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징의 경탄스러 

운 작용이다.，2” 또 '이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관심사는 모두 의복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는 의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의상을 타고 무한계라는 大海를 건넌다.'洵 

라고 하여 복식의 상징성을 중시한다. Rosencranz 도 복식상징은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 이해 

되는 언어이며 이러한 상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해석하거나 평가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劾. 그러나 복식 상징이 의미있는 방법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그 메세지에 

대해 유사한 아이디어를 共有해야 하는 것이다加＞.

복식의 상징성, 다시 말해서 복식을 통해 무엇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Carlyle 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에 

서 모든 것이 명령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는 이유는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눈으로 볼 수 있 

게 하는 상징인 의상을 입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 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는 바로 의상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Ryan은 복식이 착용자에 대해서 관찰자에게 나타 

내 주는 것으로, 연령, 성별,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여부, 특별집단이나 조직의 소속관 

계, 태도 흥미 가치관, 기분, 인격, 고정관념 등을 들고 있다叫 Kaiser도 복식상징의 의미에 

대한 정교한 체계가 성별, 연령, 지위, 개인적 취향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働.

복식의 상징성에 대한 Kaiser"〉, Anspach351, Roach & Eicher361, 강혜원Ho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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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l龄, Lauer & Lauer39*, Rosencrnaz38 39 40) 41 42 43 44 45, Flugel411, Ryan“气 Carlyle1："등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의복 및 장신구는 성별, 연령, 역할, 직업, 종교, 국가뿐 아니라 성격 도덕관을 비롯한 

가치관, 심리 상태, 성적 매력, 상황뿐 아니라 계층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8)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rThd Second Skin (3rd ed.)j,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p. 164-175.

39) Jeanette C. Lauer & Robert H. Lauer,「Fashion Power」，(Englewood CHffs： Prentice-Hall, Inc., 

1981), pp. 34-65.

40) M. L. Rosencranz, 천게서, pp, 106, 127, 131-133, 147, 149, 153, 157, 165, 170, 185.
41) J. C. Flugel, rThe Psychology of Clothesj,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Inc., 1930), 

pp. 26-27, 113.

42) M. S. Ryan, 전게서, 1966, p. 51.

43) Thomas Carlyle, 전게시, p. 137.

44) David Daiches, 김용철, 박희진역,「영문학사」, (서울 종로서적, 1990), P* 614.

45) 한국영어영문학회편,「영국문학사」, (서울: 신구출판■사, 1985), pp. 409-411.

DI. Dickens 의 생애 및 소설의 특징

영문학 사상 Chaucer, Shakespeare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작가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Dickens는 1812년 2월 7일 Portsmouth 부근의 Landport에서 Navy Pay Office의 下級官吏 

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아버지의 전근으로 인하여 1814년에는 London으로, 1816년에는 

Chatham으로 이사하게 된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Chatham에서 보낸 시기는 

Dickens가 일생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그의 작품속에 이 동네의 정경이 정겹게 묘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채자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국민학교 졸업후 

10살의 나이로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이 경험은 학구적이고 다정다감한 Dickens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 후, Dickens 는 변호사 서기 民法博士 

會 속기사, 잡지 및 일간지의 편집인을 두루 거쳤을 뿐 아니라 연기자 및 아마추어 극단의 지 

도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성공한 소설가인 그는 21세 때인 1833년「Sketches by Bozj (1836) 를 필두로하여「Oliver 
Twistj (1837—1838), rThe Old Curiosity Shopj (1840—1841), rChristmas Carolj (1843), 
「Dombey and Son」(1846 ~ 1848),「David Copperfieldj (1849 ~ 1850), rBleak Housej 
(1852〜1853), rHard Timesj (1854), rA Tale of Two Citiesj (1859) rGreat 
Expectationsj (I860-1861) 등 1870년 사망하기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와 같이 자신 

이 처했던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그는 소설에서 기이하고 화려한 극적 

인 상황을 연출했으며"〉다양한 인물을 창조해내고 있다.

「영국문학사」에서는 Dickens가 그리고 있는 인물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堀. 첫째, 

「A Tale of Two Citiesj (1859) 의 Miss Pross와 rPickwick Clubj (1836) 의 여러 등장인물 

같이 해학적 이고 과장된 인물들로 Dickens의 순수한 humor를 느끼 게 한다. 둘째,「A Tale 
of Two Citiesj 의 Madame Defarge나「The Old Curiosity Shopj (1841) 의 난장이 Qulip 
과 같이 공포와 혐오를 자극하는 인물, 셋째,「Oliver Twistj 의 Oliver나「Dombey and 
Sonj 의 Florence Dombey와 같은 사회의 희생자로, 악한 인물과는 대조적으로 천사같은 순 

진함과 선량함을 지닌 인물이다. 넷째,「A Tale of Two Citiesj 의 Sidney Carton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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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leak Housej 의 Lady Dedlock과 같은 당당한 품위와 비극적인 격 렬함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Dickens는 人性의 다양성을 즐기는 능력, 순수하게 희극적인 풍부한 발명력, 아이러 

니와 희화에 대한 비범한 재능 및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도덕과 사회문제들에 대한 절박한 

감정과 이것들을 소설 속의 인물행위를 통해 조명시키는 재능을 갖춘 전대미문의 소설가였다“ 

한편 그의 소설에는 인간 제반문제에 대해 감상적일 정도의 휴머니즘이 면면히 흐르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Dickens는 그가 성장한 중하계급의 생활감정을 중시해 많은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며, 상류계급과 귀족들은 악한 인물로 나타내고 빈민들은 선량하고 따뜻 

한 인간미를 가진 인물들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의 모든 저서에는 어떤 방법적 혹은 사 

회적 악에 대한 공격과, 핍박 당하는 자에 대해 연민을 나타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권선징악 

을 장려 하고 있다.

Dickens소설의 또다른 특징은 情景描寫의 확립에 있다. Gothic Romance에 있어서는 막연 

한 lyricism 뿐이고 구체적인 묘사는 없었다. 그러나 Jane Austen에 이르러 情景描寫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Dickens에 이르러서는 자연풍물이나 실내장식이나간에 손에 잡힐듯이 현 

실감나게 눈에 떠오르게 된다. Dickens가 그 이후의 작가들에게 공헌한 것은 바로 情景描寫, 

성격묘사의 길을 확립해 놓은 것이다如. 또한 빅토리아조 소설의 사회적 배경은 그 깊고도 정 

밀한 정확성에 의해 그 이전과는 구별된다. Dickens는 작품을 쓰기 전에 그 당시의 사건이나 

제도들을 깊이있게 탐색했다. 런던거리를 오랫동안 배회하면서 보고 들은 풍경이나 소리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장시간의 창작을 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4叫 Nicholas Nickleby를 쓰기 

에 앞서서는 가명을 이용해 요크셔의 여러 학교를 몸소 조사하기도 했다5。＞. 그러므로 풍경, 소 

리, 냄새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사회를 배경으로 풍성하게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인물 

의 얼키고 설킨 삶들에 대한 그의 묘사력은 작품들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다.

IV. 작품의 배경

rA Tale of Two Citiesj 는 프랑스 혁명 전후의 시대상을 Paris와 London 두 토시를 중심 

으로 전개한 Dickens 의 역사소설이다. 이 소설은 그의 작품이 원숙의 경지에 이른 1859년 4 
월 30일부터 11월 26일 까지 'All the Year Round'라는 잡지에 연재되 었다. 이 소설은 Wilkie 
Collins 의 드라마 'The Frozen Deep (1856), 을 공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Carlyle 의 

「The French Revolutionj (1837) 에서 자극을 받아 프랑스 혁명을 무대로 전개시킨 것으로, 

Dickens는 소설의 머릿말에서, 혁명 이전 및 혁명 중의 프랑스 국민의 상태, 그 무시무시한 

시대상을 널리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소설을 쓴 목적이라고 하고 얏！斗. 즉, 혁명에 공포를 느 

낀 Dickens 가 프랑스 대혁명의 교훈으로 영국지배층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한편, 영국에서 

이런 무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급간의 화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46) David Daiches, 김용철, 박희진역, 전게서, p. 623.

47) 한국영어영문학회편,「英美小說論」, (서울: 신구출판사, 1985), p. 127.

48) 상게서, pp. 128-129.

49) Julia Prewitt Brown,「19세기 영국 소설과 사회」, 박오복, 이경순역, (서울: 열음사, 1990), p. 18.

50) 상게서, p. 94.

-205-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叫

그는 혁명을 증오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영국에서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영국중 

산층의 공통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프랑스 혁명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압제, 냉혹한 무관심' 에서 기인된 것임을 반복해서 지적함으로써51 52 53 54 55,이와 동일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Dickens 는 프랑스혁명을 직접 

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등장인물인 프랑스 귀족을 통해 모든 포악에 대해 정의감에 입각한 

항의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이 실제로 Andre Maurois 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 

당부분 귀족계급의 특권이 상실되고, 많은 시민들이 귀족보다 부유할 수 있었으며 독서와 교 

양을 통해 귀족과 사고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귀족계급에게 돌리고 있匸+. 즉, 많은 귀족들이 베르사이유 궁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영지를 돌보지 않았고, 국민과 유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기능을 정지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귀족들은 아무리 개화되었어도 여전히 오만했고 계급적 편견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다5".

51) 정판용, 허호일, 림휘, 서일권,「세계무학사. 하권」, (서울: 세계, 1989), p. 127.

52) George Taylor Quotes on a Tale of Two Citiesj, (London: Longman, 1980), p. 10.

53) 한국영어영문학회편,「영미소설론」, 전게서, p. 125.

54) Andre Maurois, 신용석역,「프랑스사」, (서울: 기린원, 1991), pp. 284 & 288.

55) Charles Dickens, 이기석역,「二都秘話」, 서울: 정음사, 1981), p. 9.

London과 Paris 두 도시에 걸쳐 웅장한 스케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치밀한 구성과 흥미 

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상응하여 Dickens 특유의 유머가 이 소 

설에서는 매우 절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분위기에 극적 통일성을 갖게 하고, 그 

긴장감을 돋우어 독자의 인상을 선명하고 강열하게 만드는 요소로는 색채 이미지를 들 수 있 

다. 특히 소설 전반부에 나타나는 포도주의 붉은 색을 통한 혁명, 유혈, 불의 암시와 절망, 공 

포, 고통, 비탄, 죽음과 관련시켜 설명한 흑색의 정연한 이미지는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 

한 Dickens 는 이 소설에서 인물간의 대화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중심으로 쓰 

고자 했으므로 對話보다는 記述에 그것도 서술보다는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기석은「A Tale of Two Citiesj 의 작품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对. 첫째, 

고도의 희곡성과 정연한 구성적 기교를 갖추고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면밀한 계획 

을 가지고 구성되어, 여러 등장인물과 사건이 제각기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며 진행되다가 마 

지막 제3부에 가서는 그 해결이 주어지고 모든 등장인물의 운명까지도 일일이 다 끝이 맺어져 

있다. 둘째, 빈민들에 대한 그의 동정심이 잘 나타나 있으며, 작중의 폭력유혈의 참극에 대하 

여 비평을 가하고 있는 점을 통해 그의 개혁주의적 사상을 볼 수 있다. 셋째, 희극과 비극, 선 

과 악과 사랑의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작품이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이 작품은 London과 Paris 두 도시에 걸쳐 웅대한 스케일을 이루고 있다.

V. 작품에 나타난 계층과 등장인물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데에는 여러 다원화된 지표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다. 그 중 직업, 교육, 재산, 가문, 지위 등은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 
세기 프랑스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세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인구 2,300만중 제1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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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직자가 10만, 저12신분인 귀족이 40만, 제3신분중에는 군대 40만, 부르조아 200만, 가사 

하인 및 노동 210만, 농민이 1,800만이었다56〉. 부르조아란 말은 원래 12, 3세기의 도시주민들 

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 당시에는 부유한 저】3신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금융업자, 무역상, 상공업자를 비롯한 변호사, 저널리스트 등을 말한다. 엄격히 말해 18세기 

프랑스는 부르조아를 제외한 저|3신분을 저14신분으로 보아야할 만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 

다叫 따라서 이 소설에 나타난 계층은 신분과 직업을 중심으로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즉, 성직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귀족계급만을 상류층 또는 귀족층으로 나누며 부르 

조아,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와 그 가족은 중류층으로, 그리고 육체노동자 및 도시빈민, 농부 

등은 하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A Tale of Two Citiesj 는 프랑스 혁명 기의 시대상을 표현하고자한 것인 만큼 최상류층에 

서부터 최하류층까지의 다양한 인물들의 생활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 상류층으로는 

Evremonde 후작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들 수 있다. Evremonde 후작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인 귀족들로 지칭되어 등장한다. 그 다음 중류층으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계층인 의사 Dr. 
Manette, 법 정 변호사 Sydney Carton과 Mr. Stryver, 판사, 은행원 Jarvis Lorry, 프랑스의 

Evremonde 후작의 조카이나 영국으로 망명 하여 대 학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Charles Darnay, 
Dr. Manette의 딸이며 후에 Darnay의 부인이 되는 Lucie Manette, 그리고 바스띠유 감옥의 

옥장과 징세 청부관이 나타나 있다. 하류층으로는 보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등 

장하고 있는바, 은행의 수위겸 심부름꾼 Jerry Cruncher 父子, Manette가의 하녀 Miss 
Pross, 빈민가에 위치하며 고용원이 없는 소규모 술집주인 Defarge 내외, 국경 검문소의 군 

인, 농부, 도로수선부叫 도시빈민들, 사형집행인, 식료품상의 아내이며 Defarge 부인의 추종 

자인 Vengeance, 스파이 John Barsad56 57 58 59)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대개 하류충으로 묘사되는 

혁명세력이 포함된다.

56) 김성근 감수,「대세계사 제10권」, (서울: 정한출판사, 1976), pp. 313-314.

57) 상게서, p. 315.

58) 후에 나무장수가 된다.

59) 본명은 Solomon Pross 이다.

VI. 작품에 나타난 계층과 복식

1. 상류층

Dickens는 이 소설에서 전반적인 귀족충의 복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귀족의 성품은 오만하고 포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 전의 시대상황을 

묘사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와도 부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계층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혁명의 불가피성 내지 당위성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는 Evremonde 
후작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등장인물인 Evremonde 
후작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등장인물 없이 일반적인 귀족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Evremonde 후작을 비롯한 전반적인 귀족복식을 살펴보고 기타 장신구, 부속품 및 재료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상류층의 복식상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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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식의 일반적 특징
무도회에 참석한 귀족들의 복식에 대해서 Dickens 는 '호화찬란하고 번쩍번쩍하는 옷차림', 

'금레이스 달린 상의 (coat)' 또는 '호화찬란하고 화사한 귀부인들과 멋진 귀족들'과 같이 묘 

사한다叫 지나치게 화려한 귀족의 복식과 그들의 공들여 차려입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그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비아냥거 림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갖추어 입은 

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하의 대저택에 나타난 모든 귀족들은 복장만큼은 완전무결 

하게 차리고 있었다. 만약，심판의 날'이 '복장의 날로 확인된다면 모두 영원히 올바른 사람 

들일 것이다.'(p. 104)라는 표현에서 잘 볼 수 있다. 조만간 다가올 프랑스혁명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 그들을 그 동안의 행위대신 복장으로만 평가한다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될만큼 그들의 복장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최고급으로 단장한 숙녀'(p. 160) 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들은 가장 우수하 

고 고귀한 재료를 사용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훌륭한 의복을 착용한 귀족'(p. 237) 과 같 

이 귀족들의 기품있고 美的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복식에 대해서도 묘사되어 있 

다. 그 밖에, 실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적 연령에 맞추어 젊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농부들의 아낙네들은 유행대신 자신들의 아기를 몸소 안고 길렀지만 뛰러리 궁정의 갓 

스무살난 색시 같은 옷차림의 매혹적인 육십세 노파들은 그들의 만찬을 집적거리고 있었다.' 

(P、104) 그리고 '아름다운 복장의 육십객의 사나이'(P. 105)등의 묘사가 그것으로 60代라는 

실제 연령역할과 상관없이 남녀 모두 젊게 차리고 있는 귀족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또한, Evremonde 후작은 취침 전에 안면을 청하고자 너풀너풀한 室內衣를 입고 있다.(p. 
121) 이것은 귀족들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의복을 격식 갖추어 착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유행을 중시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때로는 창조하는 귀족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묘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서로 앞다투어 각하께서 정해주신 고상하고도 청초한 유 

행을 따르며'(p. 101) 그리고 '유행복 차림의 귀부인들'(p. 160) 과 같은 묘사가 그것으로, 왕 

족과 더불어 유행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류층을 시 

사하는 복식 상징으로 장식 및 장신구와 더불어 계층구분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상징을 신체 

적, 도덕적, 정치 경제적 힘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본 Turner의 주장과 같이 상류층의 정치 

경제적인 힘과 신체적 아름다움을 복식을 상징물로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장식 및 장신구
장신구에 대한 특징으로는 우선 다양한 장신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목걸 

이, 금시겨〕, 펜던트 등의 장신구들을 볼 수 있으며w 또 두터운 승마장갑, 손수건, 장식띠 

(sash), 화사한 장검,• 귀족문장 및 머리글자가 수놓인 의식용의 술달린 견대와 같은 다양한 

부속품도 볼 수 있다®. 그 외에 굽낮은 구두(pumps) 와 흰명주 양말(p. 105) 이라든지, 승마 

용 장화(p. 304) 그리고 '최신 유행의 젊은 숙녀용 산책 구두'(P. 45) 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60) 본문 pp. 101, 105 & 164 참조.

61) 본문 P. 12 '다이아몬드 십자가 목걸이- p. 101 '호주머니에 금시계 두개쯤- p. 104 '움직일 때마다 딸랑 

딸랑 소리를 내는 조그마한 펜던트 장신구를 단 신사，참조.

62) 본문 p. 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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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여러가지 종류의 신발 및 양말이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화려하며 정교한 장 

신구 및 부속품은 귀족층에 한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귀족층만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머리형 및 머리장식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무도회에 참석한 귀족들의 머리장삭을.'머 

리를 곱슬거리게 하고 가루를 뿌리며 높게 뻗치게한'(p. 104) 으로 표현하여 과도하게 장식하 

고 높게 부풀린 그 당시의 귀족의 머리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을 사용하여 피부를 희 

고 곱게 보이도록 화장한 모습과 더불어 보석으로 된 장신구를 착용하고 고급 재료인 비단을 

사용한 의복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时.

이러한 시각적 요소뿐 아니라 후각, 청각 등의 감각적 요소에도 치중하는 귀족들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다. 즉, 후각에 대한 묘사로는, 무도회 참석자들의 '절묘한 냄새'(p. 104) 라는 표 

현을 들 수 있는데, 의복, 장신구뿐 아니라 향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연출한 모습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청각에 대한 묘사로는, '뛰러리궁전에 모인 귀족의 옷들이 사각사각대는 소 

리, 신사의 펜던트 장신구에서 나는 딸랑거리는 종소리'(p. 104) 라든가 '섬세한 린넨옷들의 

사각대는 소리소리 一 이 모든 것들은 쌍 앙똬너에 한 바탕의 선풍을 불러 일으켜 게걸 증에 

걸린 굶주린 백성들을 멀리 쫓는 듯 했다.'(p. 122)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각대는 소리 

란 비단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최고급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Evremonde 후작의 취침전 모습으로,，후작 나리는 안면을 청하고자 너풀너풀한 

실내의를 입은채로 방안을 왔다갔다했다. 방에선 바스락바스락 옷스치는 소리가 날 뿐'(p. 
121)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사각대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딸랑거리는 소리 등의 은은함 

과 섬세함을 즐기는 귀족들의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교적으로 꾸며낸 간드러진 표정'(p. 104) 이라든가 

'거만한 태도'(p. 105), 또는 '시시덕거리는一 도도하면서도 우아한 귀부인'(p. 164)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만하고 도도하며 계급적 편견을 갖는 귀족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호화찬란하고 최고급인 복식 분위기와 더불어 귀족들의 意識 

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다.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미를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신체의 다양한 부위가 사용되며, 많은 경우에 다른 상징보다 상징 

적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Farbridge 의 주장63 64 65 66 67,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63) 본문 p. 164 '보석과 비단과 분으로 장식한 귀부인' 참조.

64) Farbridge, 전게서, p. 6.

65) 본문 p. 122 '비단, 브로케이드, 섬세한 린넨 옷들' 참조.
66) 본문 p. 122 4Evremonde 후작은 가아제로 만든 커어튼으로 사방을 둘러 치고 一 취침자세를 취하는 것이었 

다.' 참조.

67) E. Bevan,「Symbolism and Beliefj,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8), pp. 28-29.

또한「A Tale of Two Citiesj 에 나타난 복식 묘사 중에는 복식재료에 대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무도회에 참석한 귀족들은 silk, brocade, 섬세한 linen 등과 같은 고귀하고 우수 

한 품질의 피복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吧 이것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 

으로 희소가치를 가진다. 귀족들이 이러한 사치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다른 계층 특히 하류층 

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극히 대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Evremonde 후작은 얇고 부드러운 천을 커어튼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院. 라틴어 

로는 'higher' 가 '우월한' 을 의미하며, 'high' 가 '고상한', '훌륭한', '숭배의 가치가 있는' 을 

나타내는 것처럼硏, 다른 계층에 비하여 월등하게 아름답고 화려하며 고귀함이 상류층의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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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 되는 것이다.

2. 중류층

중류층에 속하는 등장인물은 개개인이 중요성과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므로, 중류층 

의 복식 상징은 상류층의 복식 상징과는 달리 등장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 

급한 바과 같이 의사, 법정변호사, 판사, 교수 등의 전문직과 은행원, 옥장, 의사의 딸인 숙녀 

등이 중류층의 인물로 등장한다. .

프랑스인이며 의사인 Dr. Manette는 오랜 세월 바스띠유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었으므로 

기억상실증세를 보이는 비운의 인물로, 감옥에 있는 동안 구두짓는 법을 익히게 된다. 출감후 

에는 영국으로 이주해 기억을 되찾았다가 충격으로 다시 재발하기도 하므로, 정상적일 때는 

중류충에 속하는 의사로, 기억상실증세를 나타낼 때는-하류충에 속하는 양화공으로의 두 가 

지 역할을 갖는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병세가 재발했을 때의 모습으로, '박사는 상의 

(coat) 와 조끼(waist-coat) 를 옆에 벗어 놓고, 셔츠는 옛날 구두 짓던 때와 똑같이 앞가슴을 

열어 젖혀 놓고'(p. 182)라는 묘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로서의 역할 중에는 상의, 조끼, 셔츠를 단정히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평소 아침에 하던 옷차림(usual morning dress) 을'(p. 186) 이라든가, 

'모자도 안 쓰고 허둥지둥 뛰어나갔다.'(p. 246) 또는 '재판장 밑에는 Dr. Manette가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으로一 이 재판정에서는 박사와 Mr. Lorry만이 이단적 인 존재로, 까마뇰러의 

너절한 복장을 하지 않고 평복을 입고 있다.'(P. 264) 등의 표현에서와 같이 평상시에는 수수 

하고 무난한 복식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 어 있다.

법정변호사로는 Carton과 Stryver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법정내에서의 복식으로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발 및 가운을 착용해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叫 그러나 재판 

후에는 'Stryver는 일행과 작별하고 의상실로 되돌아 갔다.'(p. 80) 라든가, 'Carton은 지금 

가운을 벗고 있으나'(p. 81) 와 같이 직업상의 복식과 職場인 법정밖에서의 복식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해 신체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귀족층과는 

달리 직업을 갖고 그로 인한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중류충의 복식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Erving Goffman이 말하는 前面(front region)과 後面(back region) 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다. Carton의 법정 밖 옷차림으로는 '옷(dress) 을 느슨히 하고'(86면), '느슨해진 

넥타이(cravat) 며 코오트 칼라며 수세미가 된 머리를 손질하고는'(p. 313) 등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긴장이 풀어지고 관객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 직업적 특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後面의 옷차림이 된다. 그러나, '깨끗이 옷을 갈아 입고 법정으로'(p. 293) 라는 표현에서는 

반대로 직업적 특성에 충실한 前面의 모습을 본다. 또다른 법정변호사인 Stryver는 근무시간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업할 때 허리띠(waistband) 에 손을 넣는다든가 또 취침전에 슬리퍼 

를 신고 헐렁한 잠옷(bed gown) 을 입고 있어 그의 목덜미가 환히 드러나 보이는 등阶 직업적

68) 본문 p. 63 '가발을 쓴 변호인인 신사가', p. 76 '너덜너덜한 가운을 입고 가발을 비스듬히 쓴채', p. 79 '가발 

에 법 관복 (gown) 을 그대로 입고' 참조.

69) 본문 p. 85-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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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트러진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재판정의 판사에 대해서 

는 역시 직업을 상징하는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叫

또한 저녁 시간 Lorry 의 거처로 Lorry 를 찾아온 법정변호사 Carton의 복식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승마복 차림 이다승마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마복이 착용되 는 흥미로운 유행현 

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류층은 상류층처럼 유행을 창조하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것은 아 

니지만, 유행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행을 추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식 의복을 

착용하고，(p. 291) 라는 표현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유행 및 의복특징이 달랐음을 알 수 있 

는 바, 영1국에서는 기능적이고 간소화된 현대적인 복식이 더 빨리 형성되고 착용되었던 것이 

다 •

프랑스 귀족작위를 포기한채 영국에 건너와 대학 교수의 직업을 갖게된 Darnay는 프랑스 

와 영국을 오가다 프랑스 스파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다. 그 때의 복식에 

대해서는, '검다고 할까 또는 짙은 회색이라고 할까, 그런 빛깔의 간소한 옷차림에, 길고 검은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 등 뒤에 드리우고 있었다. 리본으로 맨 것은 장식 적이라기 보다는 가 

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듯 했다'(P. 64)라고 표현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의 단정하고 기 

능적인 차림으로 묘사되고 있다. Darnay 의 복식은 같은 중류충에 속하는 그의 장인 Dr. 
Manette의 복식과 마찬가지로, 수수하고 간소하며 사치스러움이 배제되어 있다. '구두 

(boots), 넥타이, 상의, 리본을 벗어서'(p. 325)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Darnay가 

Carton과 역할을 바꾸기 의해 의복을 바꾸어 입는 모습이다. 여기에서는 Darnay의 감옥에서 

의 복식 이 평상복의 품목과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세월 Telson은행에 몸담아 왔던 Lorry의 의복은 다음과 같이 품위 있고 단정한 모습 

으로 표현된다. '잘 손질된 갈색 양복-줄이 잘 서 있는 크고 네모 난 커프스에 큼직한 뚜껑 달 

린 포켓이 있는- 을 단정하게 입은 육십대의 신사'(p. 23) 라든가, '그의 갈색 스타킹은 매끄럽 

고 다리에 밀착되어 있으며 훌륭한 재질을 갖고 있다. 버클은 평범하기는 하나 맵시가 있으며 

- 머리에는 꼭 맞는 기묘하고도 아담하고 윤이 나는 바삭바삭한 느낌의 가발을 쓰고 있었다. 

가발이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가발은 비단이나 유리 

로 짠것처럼 유별나 보였다. 그의 린넨 셔츠는 새흐］•얗게 보였다'(p. 23) 또는 '평소대로 흰 린 

넨 셔츠에 깨끗한 바지를 입고 아침 상머리에 나타났다'(p. 186)와 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다. 이 와 같은 것들은 깔끔하고 정 갈할 뿐 아니 라 맵 시 있는 Lorry 의 옷차림을 잘 볼 수 있는 

묘사이다.

특히 조그만 가발을 쓴 모습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 '조그마한 가발이 두 귀 밑으 

로 내려오도록 고쳐쓰고'(p. 137), 또는 '조그만 가발을 쓴 깔끔한 갈색 차림의 신사'(p. 172) 
와 같이 항상 가발을 갖추어쓰고 있을 뿐 아니라, 가발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뚜껑 달린 조끼 밑으로 보이는 회중시계 등으로(p. 23) 단정하고 깔끔할 뿐 

아니라 격식을 갖춘 모습으로 일관성있게 묘사되고 있다.

아울러, Telson 은행원에 대해서는 '바지(breeches) 나 각반에 그 은행의 전 중량이라도 달

70) 본문 P. 263 '판사들만이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자리에 앉아，, p. 62 '검은 모자 (black cap)를 쓴 재판관은' 

참조.

71) 본문 p. 262 승마복 (riding coat) 차림의', p. 276 '승마복 밑의 셔츠', p. 288 '당시 유행의 횐 승마복에 장화 

(top-boots) 를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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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는 듯한 모습'(p. 56)과 같이 표현되어 있어, 직장의 정확하고 엄격한 분위기에 따른 복식 

이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계층 뿐 아니라 직업에 따른 복식 상징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바스띠유 감옥의 옥장 복식은 '회색 상의에 빨간 장식의 복식도 눈부신 엄엄한 늙은 옥 

장'(p. 205) 으로 묘사되어 복식이 직업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위와 위엄까지도 상징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귀족과는 달리 직업에 따른 제복도 볼 수 있다. 징세청부관은 '손잡이 꼭 

데기에 황금사자를 단 천하일품의 지팡이를 휘두르며'(p. 102)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상징하는 황금장식의 지팡이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이 

와 같이, 복식은 계층 구분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직업 및 그에 따른 권위까지도 상징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복식의 계층 상징성을 더욱 정확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

마지막으로, Lucie Manette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London어［서 Paris로 건 

너가 Lorry를 만날 때의 옷차림으로, 활동성이 강조된 승마복과 밀짚여행모자를 착용하고 있 

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여기서 정숙한 차림의 중류층 숙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또 

'외출에서 돌아온 Lucie의 본넷과 一맨틀(mantle) 을 Miss Pross는 차곡차곡 개어두며'(p. 
96) 라는 표현에서는, 가까운 외출을 위해 본네트와 맨틀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벗어서 개 

어두는 것을 통해 상황에 따라 복식을 달리하여 격식을 갖추는 중류층의 복식 행동을 알 수 있 

다. 그 외에도 차분하고 아름다운 신부의상을(p. 180) 입은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남편 

Darnay 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의 Lucie의 옷차림으로는, 'Lucie의 겉모양은 변함이 없었다. 

상복과도 같은 검은색의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깨끗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점에서는 

즐거운 시절의 화사한 옷과 마찬가지였다'(P. 257)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Lucie의 

모습은 상류층처럼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단아하고 정숙하 

며 수수한 차림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남편 Darnay 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 

리는•절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흐트러 짐없이 수수하지만 단정하고 청 결한 복식차림 인 것이다. 

즉, 중류층의 복식은 물질이나 美的 感覺 또는 手工을 '添加'하여 이루어진 상류층의 복식에 

反해 가장 자연스럽고 오히려 '節制'를 그 특징으로하여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상징적 행 

동이 계층과 같은 관계된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고한 Cohen 의 주장처럼 중류층을 나타내는 

일관성 있는 복식상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 하류층

원래 의사였던 Dr. Manette가 오랜 투옥 후 양화기술을 익힌 기억상실증 환자로 석방되었 

을 때는 하류층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즉,

'앞가슴이 열린 황색의 낡은 셔츠 … 낡아빠진 범포 작업복이나, 헐렁헐렁한 스타킹이나 기 

타 그의 모든 가련한 누더기 의복이나, 모두가 빛깔이 바래 희미한양피지 황색이 되어'(p. 
44)

로 나타나 있다. 그 후 기억을 되찾았다가 다시 기억상실증세가 재발되었을 때에도

'상의와 조끼를 옆에 벗어 놓고, 셔츠는 옛날 구두 짓던 때와 똑같이 앞가슴을 열어 젖혀놓 

코：(P. 182)

72) 본문 p. 26 '나이 열일곱정도의 어린 숙녀가 승마복 (riding cloak) 차림에 손에는 아직도 밀짚 여행모의 리 

본을 리본을 쥐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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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렇듯 하류층의 양화공에 대해서는 낡고 초라할 뿐 아니라 복식의 크기 

가 착용자에 잘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한 단정하지 못하며 누렇게 변색된 복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Telson 은행의 수위이며 심부름꾼이기도한 Jerry Cruncher와 그의 아들의 옷차림은

'세모꼴 타구(唾具) 모양의 차양이 위로 뻗친 삼각모자(cocked-hat) 를 눈위까지 깊이 눌 

러 쓰고, 목덜미와 턱을 감싸고 그 자락이 거의 무릎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는 머플러를 착 

용한'(P. 19) 또는

'진흙투성이인 장화". 57)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착용자의 기분에 따라 복식을 아무렇게나 입고 있으며, 음울하고도 불 

결하게 차린 외출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관객이 없고 긴장을 풀 수 있는 후면인 실내 

에서는 셔츠바람이거나 패치워크로 된 이불 밑에 파묻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7". 전체 

적으로 Cruncher 父子는 단정하지 못하며 침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고용원이 따로 없는 소규모 술집 주인인 Defarge 의 복식으로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제멋 

대로 입었을 뿐 아니라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노랑색 조끼에 초록색 바지(breeches) 를 입고'(p. 36) 라든가

'지독히 추운 날씨에 상의도 입지 않고, 어깨에 셔츠 하나만을 걸치고 一 셔츠 소매마저 걷 

어 올리고… 모자도 안 쓰고(p. 37)
와 같이 묘사가 그것이다. 또 어깨에 걸쳤던 상의의 두 주머니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헐레벌떡 

뛰어들어 와 썼던 모자(red cap) 를 벗기도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孙. 그의 아내 역시 

모피를 둘러 쓰고, 머리에는 그 큼직한 귀걸이를 감출 정도는 아니었지만 밝은 색의 쇼올을 

잔뜩 감고 있으며 큼직한 손에는 반지를 즐비하게 끼고 있다. 이와 같이西)Defarge 의 아내의 

복식은 품위 있다거나 우아한 것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과도하게 차리고 장식한 불안정한 모습 

이다. 또한

'냉혹한 마음을 거친 천의 로우브에 감싸고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탓인지, 이상 야릇한 몸 

매를 드러냈으나, 로우브에는 틀림없었다. 싸구려 천의 붉은 모자 밑에는'(p. 335)
등과 같이 거친 재료로 된 의복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추하고 엉성하게 걸친 

모습으로 표현되 기도 한다.

한편, Manette가의 하녀 인 Miss Pross는
'몸 전체가 새빨갛게 보이는 복색을 하고, 좀 도를 넘게 몸에 꼭 끼는 옷에, 머리에는 제일 

연대 근위보병의 막대기자 아니면 큰 스틸톤 치이즈같은 지극히 신기한 본네트를 쓰고'(p.
32) 라는 표현이나

'베일이 달린 본네트랑 기타 장식물까지도'(p. 342)
라는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자, 장신구 등 여러 종류의 복식 품목을 착용하지만 전체적인 

조화는 이루지 못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로써, 하류층 사람들의 美的 조화나 

격식을 고려하지 않고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도 무관심한 복식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이다.

73) 본문 PP. 57 & 58 참조.
74) 본문 pp. 40 & 207 참조.

75) 본문 p.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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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도시빈민, 농부, 노동자, 나그네 등 하류층의 복식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상세하 

게 묘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빈민들의 복식은 초라하고 구차스럽다 못해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그들이 머리에 쓴 것에 대해서는 초라한 특징을 부 

각시키고 있다法.，넝마와 나이트 캡을 쓴 사람투성이'(p. 35) 라든가, '귀족의 저택 밖 도처에 

서 목격되는 나이트 캡과 넝마를 걸치고 있는 허수아비의 꼴은 불유쾌한 일이다'(P. 103)와 

같이 Dickens는 연민과 비난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또 낡고 구지레한 천 및 넝마 등으로 

된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묘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산되는 악취까지도, 나 

타나 있다叫，알팔뚝과 산발머리와 시체같은 얼굴의 남자'(p. 34)와 같은 표현에서도 복식을 

잘 갖추어 입지 않아 팔은 드러나 있고 머리는 빗질이 되어 있지 않으며 불결하고 창백한 하 

류층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농부나 노동자의 복식도 남루하고 초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노동자인 도로 

수선부에 대해서는,，사철을 두고 한시도 떼어버린 일이 없는 푸른 캡으로 가무잡잡한 앞이마 

를 훔치며(PP. 157-158), 또는 '너덜너덜하게 해진 푸른색 모자를 든 손으로'(P. 111)라는 표 

현이나,，나무장수는 한 손으로 붉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p. 333)而 라고 묘사되어 있어 초 

라함과 누추함이 극치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도, 거친 피부, 손질되지 않은 머리, 쓰레기더 

미 같은 천으로 된 낡은 의복뿐 아니라 심지어 나뭇잎 풀등의 재료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묘사되어 있어 거칠고 비참할 정도로 초라한 복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叫 그 외에도 하류층에 

속하는 여 러 사람의 복식중 특히 制服에 대 한 묘사를 볼 수 있다. 즉, 노동자, 요리사, 군인 등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착용한 制服(uniform)^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制服은 상류충 및 

대개의 중류층 등 다른 계층의 복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혁명세력 및 혁명동조 세력은 대개 싸구려 붉은 모자를 쓴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묘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위병은 삼색 모표가 달린 붉은 모자를 쓰고 …호위병 의 복장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으로, 

맨살의 정강이에 짚을 동여 매고 너털너털한 두 어깨에도 짚을 얹어 비에 젖은 누기를 방지 

하는 형편이었다'(p. 232) 또
，(파리 성문에서 검문을 기다리 는 사람 중에는) 붉은 모자와 삼색모표가 남녀 간에 흔히 눈 

에 띄었다'(P. 235)
등이 그것이다. 혁명세력이 까마뇰러라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다만 거친 붉은 

모자와 털넝마의 난무처럼 보이더니' 라고 묘사되어 있어 털넝마라고 하는 거칠고 낡은 복식 

을 착용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은 판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76) 본문 p. 33 '머리에 썼던 손수건까지', p. 34 '머리에 동여맨 넝마조각에도', p. 35 '넝마와 나이트 캡을 쓴 사 

람투성이，참조.
77) 본문 p. 35 높g 집 빨래줄에 매달린 초라한 천', P- 113 넝마를 두른 기친맥진한 먼지투성이의 백성들', P. 

155 "헌털뱅 이 호주머 니 참조.
79) 본문 P. 35 '넝마와 나이트 캡이 발산하는 악취 참조.
80) 도로수선부는 소설의 후반부에 나무장수가 되며 푸른 캡대신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캡을 쓰고 있다•

80) pp. 213 & 214 참조.
81) 본문 p. 237 '노동복을 입은 노동자가 일터로 가는', P. 241 대귀족이 자기 요리사의 옷을 빌려 입고 국경을 

넘어', p. 52 제복(을 입은 군인)이 외친다' 참조 

-214-



질이 나쁜 붉은 모자에 삼색모표를 달고 있으며昭 '거리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서 마차를 타지 않고 붉은 나이트 캡과 무거운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다82 83〉. 흭 

일성이 강조된 나머지 적극적 동조자가 아니더라도 비동조자 또는 귀족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마차를 타지 않고 붉은 모자를 쓰고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갈 

등이 강렬할수록 집단성원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성을 증대시키며 , 비동조자와 일탈자를 

더욱 억압할 뿐 아니라 규범 과 가치에 대한 강요된 동조도 더욱 커진다고한 Coser84 8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혁명 동조자 및 주동자의 옷차림을 요약하면 첫째, 낡고 초라하며, 둘째, 粗 

野한 품질과 무겁고 불편하고 거친 재질의 복식을 착용했으며 셋째, 모두 붉은 모자(대개는 

질이 떨어지는) 와 삼색 모표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2) 본문 p. 263 참조.

83) 본문 P. 292 참조.

84) Lewis A. Corser, 'Social Conflict and 난le Theory of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8, 

1957, pp. 67-72 & 93.

85) 본문 p. 242 '(혁명군이 점령한) 대귀족의 저택에서는 삼색기로 장식된 방바닥에서 주연이 베풀어지고，, p.

260 '나무장수의 오두막집 꼭데기에는 선량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창과 붉은 모자가 장식되어 있었다.

p. 259 '창 끝에는 붉온 모자가 끼어있고 一삼색 리본과 자유, 평등, 박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표어가 유 
행의 삼색으로 적혀있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참조.

특히 사형집행자들의 모습은 비정상적이고 섬뜩할 정도로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어깨를 겨누고 맞대어 서서 숯돌 돌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반나체의 사나이들의 몸에도 

一 형형색색의 넝마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도, 여성의 레이스나 비단이나 리본 등의 

노획물을 악마처럼 휘감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도 一 린넨 헝겊, 드레스 찢어진 자락으로 마 

구 혹사된 장검을 손목에 동여매서 一 형형색색의 박대 역시 붉은 한 가지 색으로 진하게 

물들여져 있었다'(p. 245)
가 그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급격한 변화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치판단을 상실한 인간의 獸 

性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혁명세력은 복식뿐 아니라 집이나 건물에도 혁명상징물을 장식하고 있다旳. 즉, 삼색 

모표와 같이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와 창 끝의 붉은 모자를 사용해서 혁명이념 

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국의 危機를 전하는 黑旗가 노틀담의 거대한 탑마다 휘날리 

고(p. 255) 와 같이 혁명으로 인한 조국의 危機를 상징하는 黑旗도 볼 수 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Dickens 의 소설「A Tale of Two Citiesj 에 나타난 복식을 통해 계층에 대한 

복식의 상징을 살펴보았다. Farbridge 가 상징이란 대신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관념을 대체하 

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복식이란 계층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상징이 됨을 재확인하는 계 

기가 되었으며, 특히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사회의 각 계층이 극명하게 구분되고 계층간 

의 대립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극심했던 시기인 만큼 복식상징에서도 계층간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각 계층의 복식은 결코 다른 계층과는 공유할 수 없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 단어로 여러 계층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 것이다. 이것은 상징이란 도덕 

율, 성문법, 제도 그 어느 것보다도 全社會과정에 대한 최상의 단서가 되며, 가장 논리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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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의 기능을 갖는다고한 Mukerjee 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기도 하다. 또한 Encyclopedia 
Bratanica 에서 분류한 상징의 종류인 시각적 상징물과 상징행위가 혼합되어 복식 상징성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각 계층의 복식 상징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A Tale of Two Citiesj 에 나타난 귀족층의 복식상징으로는 첫째, 지나치 게 사치스 

럽고 도를 넘게 공들여 치장한 모습으로서 호화찬란하며 둘째, 완전무결하게 차려입은 모습 

이다. 셋째, 최고 품질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넷째, 훌륭하고 아름답다. 다섯째,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단장한 모습이며, 여섯째, 다양한 종류의 복식을 용도에 맞게 갖추어 

입는다. 마지막으로는 유행을 창조하고 최신 유행을 따른다. 또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시 

계, 펜던트, 승마장갑, 손수건, 허리띠, 술 달린 견대, 장검 등과 같은 다양하고 정교하며 화려 

한 장신구 및 부속품을 착용하고 있다. 복식 의 시 각적 인 요소 뿐 아니라 후각, 청각 등의 감각 

적 요소에도 비중을 두며, 태도는 도도하면서도 우아하다. 이와 같은 복식 및 복식행동이 어 

울어져 상류층에 대한 복식상징 이 된다.

중류층의 복식상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정하고 깔끔하며, 둘째, 수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림이다. 셋째, 간소하며, 넷째,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다. 다섯째, 유행을 따르기도 한 

다. 여섯째, 여성의 복식은 정갈하고 단아한 뿐 아니라, 일곱째, 판사, 변호사, 은행원, 옥장등 

과 같은 중류층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장에서:직업을 상징하는 복식을 착용한다. 이것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족층과는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중류충 등장인물이 나타내 

는 복식특징은 중류층을 상징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하류충의 복식상징은 첫째, 복식의 크기 및 길이가 착용자에게 잘 맞지 않으며, 둘째, 격식 

을 갖추고 있지 않다. 셋째, 단정하지 못하며, 넷째, 낡고 초라한 뿐 아니라, 다섯째, 지저분하 

고 불결하다. 여섯째, 착용자 및 여러 복식 품목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또한 일곱째, 

거칠고 粗野한 재료를 사용하며, 여덟째, 노동자, 요리사, 士兵과 같은 하류층 직업에 따른 制 

服을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본 소설에서 주로 하류층으로 묘사되는 혁명세력은 붉은 모자와 

三色帽標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 하류층의 복식 특징이며, 하류층을 상징하 

는 복식단서가 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각자의 계층과 역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상징인 복식을 입고 있기 때문어］, 

사회에서 모든 것이 명령에 의해 엄격히 집행된다고 하는 Carlyle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귀족층에서 최하류층에 이르는 사회의 위 계질서에서 복식은 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 또한 복식은 각자의 계층과 그에 따른 역할을 엄격히 제한시킴으로써 사회의 원 

활한 흐름에 기여하는 것 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과 같이 Dickens 의「A Tale of Two Citiesj 에는 계층 이외에도 다 

른 여러 가지 복식상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본논문은「A Tale of Two Citiesj 의 시대 배경적 

특성을 고려해, 계층을 중심으로 복식 상징을 살펴본 것이므로 다른 복식 상징성에 대해서는 

Dickens 의 다른 작품에 나타난 복식상징을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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