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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헨리 제임스는 실제를 재현하는 문제에 관해 19세기 리얼리즘

과 20세기 모더니즘 관점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제임

스의 노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은 유령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제임스의 첫 유령이야기부터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 이르는 8편의 

유령이야기를 분석하여, 현실 재현에 관한 제임스의 입장을 밝히고 

『나사의 회전』 에 대한 새로운 읽기를 시도한다. 

1장에서는 1864년도부터 1890년대 초반에 쓰인 세 편의 유령

이야기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1868), 「유령에 홀린 임대집」

(1876), 「에드먼드 옴 경」(1891)을 분석한다.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제임스는 유령의 실재성에 관한 기존의 근거들이 잘못 되었을 가능

성을 제기하여 리얼리티의 본질과 그 인식 근거에 대해 다루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유령의 존재가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가정한 뒤, 유

령을 대면하였을 때 드러나는 인물의 무의식에 집중한다. 그 결과 

유령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는 인식할 수 없었던 심리적 

영역이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1890년대 유령이야기인 「사적인 삶」(1892), 「오

웬 윈그레이브」(1892), 「죽은 자의 제단」(1895), 「친구들의 친구

들」(1896)을 분석한다. 이 네 편의 작품은 유령의 존재를 주장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며 유령이 실재하는지 만약 실재한다면 그것을 어

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초기유령이야기와 달

리 유령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을 목격한 

인물 외에는 실재성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끝맺음한다. 제임스의 유

령이야기는 이와 같이 유령의 실재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남겨두기 



- ii -

때문에 기존 비평에서 제임스 유령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유령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임스 유령이야기에 들어맞지 않게 된다. 이 작품들은 오히려 유령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인식 근거에 대해 탐구한 윌리엄 제임

스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각 

인식 주체가 각자의 리얼리티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

이지 않더라도  유령은 실재할 수 있으며, 자아가 분열될 때 초자연

적 세계의 유령이 현실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

이다. 이러한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제임스 작품을 분석하게 되

면, 제임스 역시 의도적으로 각 인물이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구성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령을 목격한 인물만이 

유령의 실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는 이를 통해 각 인물들이 자신만의 리얼리티를 구

성해나가는 심리적 과정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이전 유령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리얼리티에 대한 제

임스의 입장과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통해 『나사의 회전』(1898)

을 분석한다. 이 작품 속 가정교사의 심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분석

한 다중인격 히스테리 환자들의 전형적 증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

정교사가 이와 같은 다중인격 환자라면 그녀의 분열된 자아를 통해 

유령이 실재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이 작품은 가정교사의 심리 

속에서 그녀의 상상 속 세계가 의식을 분열시키고, 의식 분열이 그

녀의 시각에 유령을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상상의 세

계와 현실 세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제임스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가능성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

하였는데, 제임스는 가정교사의 심리 속에서 상상 속 세계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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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이 “가능성의 

세계”가 의식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이는 제임스가 서문에서 왜 가장 이상적인 유령이야기를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기”라고 표현했는지 알게 해 준다. 그의 

유령이야기는 초자연적 세계와 상상/로맨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요정이야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얼리티에 대한 제임스의 독특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의 유령이야기를 첫 작품부터 분석하게 된다면, 그의 유령이야기

가 리얼리즘과 무관한 초자연적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리얼리티

의 본질과 그 근거에 주목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19세기적 리얼리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20세기 

모더니즘에서 엿볼 수 있는 리얼리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헨리 제임스, 리얼리즘, 리얼리티, 유령이야기, 요정이야기, 

윌리엄 제임스, 『나사의 회전』

학  번: 2011-2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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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리얼’(real)이란 용어만큼 서구지성사에서 복잡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 단어를 찾기는 어렵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리얼’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관념적인 뜻과 

물질적인 뜻으로 동시에 쓰였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리얼리스

트’(realist)는 중세에 처음 생겨났는데, 이들에게 ‘리얼’은 오늘 

날의 의미와는 달리 관념적인 것을 의미했다. 이 철학자들은 당시 

신이나 인간 등의 관념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름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유명론자(nominalist)들과 달리, 그러한 관념들

이야말로 실재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스스로를 ‘리얼리스

트’(realist)라고 불렀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당시에 ‘리얼’이 이

와 같은 관념적 뜻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현대적 의미와 같

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15

세기에 눈에 보이는 실물이나 부동산을 법적으로 ‘리얼 에스테이

트’(real estate)라고 불렀으며, 그 이후에도 홉스의 『리바이어던』

(Leviathan)에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리얼한 것”(not Imaginary, 

but Reall)이란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258). 이를 통

해 볼 때, ‘리얼’이란 단어는 중세시대부터 이미 상상적이고 관념

적인 것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의미했으며 그것이 이후

에도 계속 이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1) ‘리얼’이 가지는 이러한 상반된 의미들은 한국어 표현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실재’(實在)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실제로’ 라는 표현도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우리는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보겠다고 말할 때 ‘실제’라는 말을 쓰는 동
시에,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 모습을 보겠다고 할 때도 
‘실제’라는 말을 쓴다. ‘실제’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무엇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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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 ‘리얼’이라는 개념

이 문학 비평에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의미가 더욱 복잡해진다. 문

학은 애초에 허구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품 

속 인물이 리얼하다는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학에서의 ‘리얼’이

란 개념은 철학에서의 ‘리얼’과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허구적 이야기를 다룬 소설(novel)이란 

장르는 처음부터 리얼함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사무엘 리처드슨

(Samuel Richardson)은 『파멜라』(Pamela)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

인지 묻는 아론 힐(Aaron Hill)의 질문에, 이 작품은 25년 전 자신의 

지인이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이라 답한다. 리

처드슨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이야기가 “그럴듯하

지 않은 것들과 기이한 것들을 배척함으로써, 아마 젊은이들을 로맨

스의 장관이나 퍼레이드와는 다른 독서를 하도록, 새로운 형식의 글

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might possibly introduce a new 

species of writing, that might possibly turn young people into a 

course of reading different from the pomp and parade of 

romance-writing, and dismissing the improbable and marvellous)고 

말한다(“Letter by Samuel Richardson to Aaron Hill”). 프레드 보

팅(Fred Botting) 역시 소설의 탄생을 논하며 “소설의 긍정적 이미

지와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능은 로맨스 장르와의 대조를 통해 나타

난다: 픽션은 리얼한 삶과 자연을 재현하여, 선하고 도덕적인 행동

을 제공해야한다”(The novel's positive image and socially 

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영어 표현 ‘리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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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function emerges in the contrast with the romance: 

fiction ought to provide examples of good, virtuous behavior 

through representations of real life and nature)라고 설명한다(19, 

강조는 인용자). 

소설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상상의 존재들을 다룬 로맨스 장

르와 스스로를 구별하며 리얼함의 가치를 표방해 등장했지만, 문학 

비평가들은 이 중에서도 19세기에 나타난 일군의 작품들을 ‘리얼

리즘’(Realism) 작품이라고 칭하며 다른 소설들과 또다시 구분한다. 

사회의 실제 모습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했다는 것을 근거로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들은 리처드슨이 의미한 바와 

같이 로맨스 장르와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리얼’이 아니라 18세

기 문학양식인 낭만주의 작품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리얼’을 

뜻한다(Williams 260). 

그러나 ‘리얼’이 가지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인해서 

‘리얼리즘’의 의미 역시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된다. 리얼리즘이 

“리얼한 삶과 자연을 재현”한 문학 작품을 일컫는다면, 과연 무엇

을 “리얼한 삶과 자연”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무엇이 리얼리즘 

작품인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Botting 19). ‘리얼’을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재현한 작품이 

리얼리즘 문학이 되지만, 정반대로 ‘리얼’을 겉으로는 보이지 않

는 내면 심리나 사회 구조라고 전제한다면 인물의 심리와 사회 구

조를 재현한 작품이 리얼리즘 문학이 된다. 따라서 현대의 비평가들

은 19세기에 나타난 일군의 ‘리얼리즘’ 작품 외에 18세기 낭만주

의 작품에 대해서도 리얼리즘 작품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한

다. 낭만주의 작품에도 “관찰의 대상과는 관련도 없고 무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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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본질이나 실체를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시적 창조”(a 

poetic creation which is indifferent and certainly not tied to the 

object of observation, but which realizes immortal essences or 

entities; Williams 260, 강조는 인용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를 담아내는 시적 리얼리즘(poetic realism)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불어 비평가들은 어떤 작품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부 심리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을 때 “심리적 리얼리즘”(psychological 

realism)이 발견된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

는 내적 구조를 실제로 다루고 있을 때 “사회주의적 리얼리

즘”(socialist realism)을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Williams 

261). 애초에 비평가들은 낭만주의 작품과의 차별성을 근거로 19세

기 작품들을 리얼리즘 작품이라 구별했는데, 낭만주의 작품들이나 

내면 심리를 다룬 작품들마저 리얼리즘 작품이라 불리게 되는 모순

이 발생한 것이다.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작품에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심리도 실재하는 것으로 재현

한다. 제임스는 여러 작품에서 실재하는 여러 가지 대상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리얼리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존재한

다면 인식 주체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 탐구한다. 제

임스는 리얼리즘 작가들의 작품이 주류를 이룬 1864년에 소설 창작

을 시작했으나 영문학의 주류가 본격적으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던 

1910년대 까지 작품을 집필하였다. 대륙 양안을 오가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모두 접한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있는 그대

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봄으로

써 리얼리티의 본질을 탐색한다. 제임스는 이와 같이 리얼리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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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형식의 리얼리즘을 탐구하였기 때문

에,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에서 서로 다른 리얼리즘을 발견하거나 혹

은 같은 작품을 놓고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가령 조셉 콘라드

(Joseph Conrad)는 1905년 『특사들』(The Ambassadors)을 언급하며 

제임스의 작품이 “리얼리티의 가장 사소한 물결들”(the most 

insignificant tides of reality)까지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헨리 제임

스는 세심한 의식을 가진 역사가”(Mr. Henry James is the historian 

of fine consciences)라고 평가한다(14). 콘라드는 소설이란 역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찰과 형식들의 리얼리티에 기

반한”(being based on the reality of forms and the observation of 

social phenomena) 것이며, “소설이 역사, 즉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면 아무것도 아니”([F]iction is history, human history, or it is 

nothing)라고 말한다(15). 즉 콘라드는 “삶을 있는 그대로 재

현”(lifelike representation)하는 것이 제임스 리얼리즘의 핵심이라

고 주장하는 것이다(Williams 261). 

맥스 비어봄(Max Beerbohm) 역시 마찬가지로 제임스의 작품

에서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한다. 제임스

의 『로더릭 허드슨』(Roderick Hudson)과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의사의 딜레마』(The Doctor's Dilemma)를 비교

하면서, 비어봄은 쇼의 작품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의사들 중 한 

명이 하는 감상적인 말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발화되지 않았을 

것”([T]he sentimental platitudes uttered by one of the doctors in 

this scene would not have been uttered by him in real life)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은 거짓이다”([I]n that respect, the scene is 

untrue)라고 혹평을 한다(20). 반면에 그는 『로더릭 허드슨』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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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것처

럼 섬세하고, 리얼하다”(were as real to us and as fine as though 

we had beheld them with our own eyes; 20)고 평가한다. 비어봄에 

의하면 “무대 위에 표현된 예술가의 인물과 대사에 의해서”(by 

the character and conversation of the artist himself as presented 

on the stage) 작품은 “리얼”해질 수 있는데, 쇼의 작품은 “섬세

함의 극단적 결여”(radical lack of sensitiveness) 때문에 “리얼”하

지 않은 것이다(21). 이후 비어봄은 『황금 주발』(The Golden 

Bowl), 『비둘기의 날개』(The Wings of the Dove), 『여인의 초

상』(The Portrait of a Lady) 등을 다루면서, 제임스의 작품은 “마

치 독자가 작품 속 캐릭터들을 실제 삶에서 알고 지내온 것처럼 만

들”(making people known to us as we grow to know them in real 

life)고 있다고 말한다(24). 

R. P. 블랙머(R. P. Blackmur)는 제임스의 리얼리즘이 콘라드

나 비어봄의 주장이 지적하듯이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있다

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들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블

랙머는 『여인의 초상』, 『비둘기의 날개』, 『황금 주발』, 『특사

들』의 주인공인 이저벨 아처(Isabel Archer), 밀리 씰(Milly Theale), 

매기 버버(Maggie Verver), 램버트 스트레더(Lambert Strether)가 모

두 예술가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며 글을 시작한다. 그리고 블랙

머는 제임스가 이와 같이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예술가는 사회와 죽을힘을 다해 투쟁하도록 설정”(The artist is 

given as in death struggle with society; 195)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즉, 예술가적 인물은 본래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이상 추구는 필연적으로 현실 사회와 갈등을 맺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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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로 인해 예술가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할 경우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을 다루면서 사회와 갈등하는 모습도 동시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술가에 대한 소설을 쓰는 작가는 고차원의 

비극이 가지는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저급 멜로드라마의 장점까

지 모두 가질 수 있”(the author of a fiction about an artist has 

all the advantages of coarse melodrama without losing any of the 

advantages of high tragedy; 196)다고 말한다. 블랙머는 이것이 바로 

제임스가 예술가적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지만, 제임스의 

예술가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나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예술가와 달리 너무나 현실에 동 떨어진 채 예술가로서의 신념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임스의 인물들은 꼭두각시나 혹은 신처럼 

이미 완성된 채 등장하여 그들이 묘사되자마자 즉시 그들의 캐릭터

에는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nothing can happen to their 

characters once they are stated, for their characters are 

articulated ready-made as soon after their first appearance as 

possible, like puppets or like gods)게 된다고 비판한다(197). 이로 인

해 제임스의 작품 속 “예술가는 삶이 곧 예술 그 자체이기에, 그러

한 삶이 끔찍한 파산에 이르지 않는다면 삶이라 할 만한 것을 가질 

수가 없다”(the artist could have no life except in that terrible 

privation of life which is art)는 것이다(198). 다시 말해서 블랙머는 

제임스의 인물이 너무 신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꼭두각

시”(puppets)나 “신”(gods)과 같이 실제의 삶에서는 볼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198). 블랙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

해야한다는 기준으로 제임스의 작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콘라드나 

비어봄과 같은 의미의 리얼리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들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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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제임스가 이러한 리얼리즘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

한다. 

블랙머의 글이 나온지 5년 후인 1948년에 F. R. 리비스(F. R. 

Leavis)는 다시 블랙머를 비판하고 나선다. 리비스는 “이어지는 삼

십 페이지짜리 소개 글에서의 블랙머 씨는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그

가 서문을 분류하고 제임스의 주제를 나열하며 요약과 논평은 하고 

있지만, 힘 있고 명백한 주장의 효과는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

다”(Mr. Blackmur, in the succeeding thirty pages of his 

introduction, disappoints because, though besides classifying the 

Prefaces and enumerating James's themes he also summarizes and 

comments, he conveys no effect of vigorous and lucid argument)라

고 비판한다(154). 리비스는 블랙머와 달리 제임스가 “위대한 독창

적인 예술가”(a great original artist)라고 평가한다(132). 그 이유는 

제임스가 『미국인』(The American)에서 “미국인의 삶을 긍정적으

로 보”(taken a positively American live; 141)았고, 『데이지 밀

러』(Daisy Miller)에서는 “영국 사회에 대한 제임스의 비

판”(James's criticism of English society; 145)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임스의 작품에서는 “가치에 있어서 서로 대립적”(are 

themselves opposed in value to one another)인 국가들의 특성이 리

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스는 결론적으로 제임스의 진

정한 “위대함”(greatness)은 “제임스의 작품이 재현하는 내적인 

조화, 즉 다양한 경향들 사이에 핵심이 되는 균형”(the inclusive 

harmony that it represents―the vital poise between the diverse 

tendencies; 147)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비스 이전에 에즈

라 파운드(Ezra Pound)와 T. S. 엘리엇(T. S. Eliot) 역시 제임스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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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의 핵심을 이와 같이 각 국가의 특성을 잘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파운드는 1918년 『리틀 리뷰』(The Little Review) 

8월호에서 “어떤 다른 작가도 거대한 세 국가를 그와 같이 다루려

고 시도하거나 혹은 심지어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N]o other writer had so essayed three great nations or even 

thought of attempting it)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한 국가와 다

른 국가의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one nation and another)

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고(30), 엘리엇은 제

임스의 인물들이 여러 국가의 특성을 한 데 모아 잘 재현하고 있다

는 점에서 “헨리 제임스의 작품들이 완전한 전체를 형성하고 

있”(One thing is certain, that the books of Henry James form a 

complete whole; 55)다고 평가한다. 

리비스 이후 1950년대에 반 윅 브룩스(Van Wyck Brooks)와 

에드문드 윌슨(Edmund Wilson)은 다시 제임스 후기작의 리얼리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브룩스는 제임스가 “모든 미국 국

외 거주 작가 중 최고”(the greatest of all the American 

expatriates; 57)인 것은 맞지만, 그가 미국을 떠남으로써,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것과 같은 [조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와 본성적 

연결을 상실했고(lose his natural connection with an inherited world 

that is deeply his own) 따라서 “그는 더 이상 [미국인의] 집단적 

삶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he is no longer an expression of the 

communal life; 62)으며, 그의 후기작들에서 보이는 “깊이 있어 보

이는 모습들은 완전히 허상”(his appearance of depth was wholly 

an illusion; 60)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윌슨은 브룩스의 주장에 대해 그가 “사회사가”(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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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an; “The Pilgrimage” 63)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있다며, 

“제임스의 후기작들은 어떤 경우에도 브룩스가 주장하듯 근본적으

로 언리얼하거나 빈약하지 않다”([T]hese later novels of James 

are, in any case, not as Mr. Brooks asserts, fundamentally unreal 

and weak)고 반박한다. 이어서 윌슨은 “제임스 예술의 진정한 본성

과 발전”(the real nature and development of James's art)이 “사

회적”(social)인물이 아닌 “근본적으로 도덕적 인물

들”(fundamental moral character)을 그려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66). 따라서 윌슨은 제임스를 19세기 작가인 오노레 드 발자크

(Honere de Balzac)나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 같은 작가들과 

비교할 경우 제임스가 그들에 비해 언리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제

임스의 관심사는 17세기의 몰리에르(Moliere)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도덕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임스의 재현은 리얼하다고 주장한다(66). 이상의 평론가들은 제임

스의 작품에서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서의 리얼리즘과 

각 국가의 특성을 재현하는 리얼리즘, 그리고 인물의 도덕적 측면을 

재현하는 리얼리즘이 각각 발견된다고 주장하거나 같은 리얼리즘을 

이야기하더라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작품에서 발견되는 리얼리즘의 양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은 『카사마시마 공

작부인』(The Princess Casamassima)을 해석하며, 이 작품이 발자크

나 디킨즈와 같은 소설로 묶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61). 트릴링에 따

르면 주인공이 극적으로 신분변화를 하기 때문에 작품을 현실성이 

떨어지는 중세 로맨스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런 [신분의] 변화는 약

간의 과장만 있을 뿐, 매일의 삶에서 관찰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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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재현한 것”([S]uch transformations represent, with only 

slight exaggeration, the literal fact that was to be observed every 

day)이다(61). 트릴링은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시기 서구의 

사회구조는 부의 재분배가 . . . 잘 일어나도록 되어있었다”([F]rom 

the late years of the eighteenth century through the early years 

of the twentieth, the social structure of the West was peculiarly 

fitted . . . for changes in fortune; 64)며, 제임스의 소설가적 기질로 

인해 작품에 “상상의 정원”(imaginary garden)이 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리얼한 두꺼비”(real toads)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61). 

그는 『카사마시마 공작부인』에 숨겨진 “리얼한 두꺼비”가 바로 

19세기 사회 구조와 그에 대항하는 아나키즘 운동의 역사라고 말한

다(61). 트릴링은 결론적으로 “『카사마시마 공작부인』이 사회적 

실제성을 탁월하게 정확히 재현한 작품”([T]he Princess 

Casamassima is a brilliantly precise representation of social 

actuality; 74)이라고 주장한다. 트릴링은 제임스 작품의 리얼리즘이 

“사회적 실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도로시 반 겐

트(Dorothy Van Ghent)도 트릴링과 마찬가지로 제임스의 작품에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반 겐트는 『여인의 초상』을 분석하며, 

이저벨이 육체의 눈을 통해 볼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the eye of the mind; 211)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그녀는 사회

의 구조 속에 갇힌 채 “그녀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로 실현되

고 있다”(her “freedom” is actualized as imprisonment; 214)는 것

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제임스가 이 작품을 통

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진정한 관계

를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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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케틀(Arnold Kettle)은 사회적 실제성보다 심리적 측면

에서의 재현을 강조한다. 케틀은 『여인의 초상』을 분석하며 “이 

작품에서 헨리 제임스의 목적은 이저벨을 독자와 상황 사이에 위치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저벨 의식의 모든 의미들을 독자에게 

드러내는 것”(Henry James's purpose in this novel is not to put 

Isabel between the reader and the situation but to reveal to the 

reader the full implications of Isabel's consciousness; 15)이라고 말

한다. 즉 단순히 삶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이저벨에 의해서 “느껴

진 삶”(felt life; 19)을 “그녀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느끼”(we 

feel as she feels; 16)도록 하는 것이 제임스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저벨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리얼하게 

재현해내고 독자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제임스가 추구한 리얼리즘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틀은 제임스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

했다고 주장한다. 케틀에 의하면, 제임스가 속한 “부르주아 세계가 

그[제임스]를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만들었고, 이에 그는 사회적 리얼

리티와 유리된 이상적인 행동만을 하는 상상 속 존재를 추구하게 

되었다”(what the bourgeois world did for James was to turn him 

into a moral idealist chasing a chimera of ideal conduct divorced 

from social reality)고 말한다(33). 따라서 이저벨과 랄프 터칫(Ralph 

Touchett)이 “추구한 자유는 관념화된 자유로 밝혀”([T]he 

freedom they seek turns out to be an idealized freedom)진다고 말

한다(33).  

케네스 그래험(Kenneth Graham)은 1995년에 「빅토리안과 리

얼리스트」(“Victorian and Realist”)에서 제임스 작품의 심리적 재

현과 사회적 재현을 모두 강조한다. 그래험에 의하면, "제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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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의 초상』을 쓰면서 매우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영국 소설이 

가진 전통과 연관 짓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전통은 결국 여러 전통들 

중에 한 가지겠지만, 그 전통이란 심리를 재현하는 데 있어 견고한 

동정심을 주된 재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인물에 의해 느껴진 

‘리얼리티’를 독자와 작가 모두의 흥미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in the writing of Portrait, James seems very consciously to be 

attaching himself to a tradition of the English novel - only one of 

its traditions, after all - that used sympathetic solidity of 

psychological representation as its main mode of rendering, and the 

felt ‘reality’ of its characters . . . as its source of interest to 

both writer and reader; 58)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적 리

얼리즘을 통해서 결국 그려내려고 하는 것은 사회의 “결정론과 자

유 의지”(free will and determinism; 59)의 관계라고 그래험은 말한

다. 결국 그래험은 『여인의 초상』과 『보스턴 사람들』(The 

Bostonians)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쓰고자 하는 그의 바램”(his wish to write about ‘social 

conditions’; 65)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제임스 작품의 리얼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0

세기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으며, 비평가

들은 같은 작가를 놓고서 서로 다른 리얼리즘을 주장하고 있다. 이

는 비평가들이 어떤 작품을 제임스의 중심 작품으로 볼 것인가 혹

은 어떤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비평

가들이 『미국인』을 다룰 때는 각 인물이 재현하는 국가의 특성이 

발견되지만, 후기작들을 볼 때는 인물들이 각 국가의 특성을 재현한

다고 보기 힘들고, 트릴링처럼 『카사마시마 공작부인』을 분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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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실제성이 발견되지만, 『여인의 초상』을 다룰 때는 심리적 

리얼리즘을 발견한다. 제임스가 남긴 작품이 20편의 장편과 130편이 

넘는 중·단편을 합쳐 150여 편에 달하고, 그가 남긴 희곡과 서평, 

서신까지 모두 합치면 수만 페이지에 이르며,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관심사 역시 제국주의, 계급문제, 페미니즘 문제, 동성애적 사랑, 속

물주의, 신비주의, 심리학, 리얼리즘, 미국과 유럽의 국민성의 비교 

등 수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복잡성도 

이해될만 하다. 파운드는 “제임스 작품의 유적은 한 사람의 어깨로 

지탱하기에 무거울 뿐 아니라, 두 번의 인생을 바치기에 충분한 노

고가 필요하다”(a monument of that work, heavy for one man's 

shoulders to have borne up, labor enough for two lifetimes; 27)고

까지 평가하고 있다.2) 이는 새라 블래어(Sarah Blair)가 “문학적 리

얼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임스의 헌신적 문제의식은 그의 작품 

2) 1905년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가 “비평가들은 헨리 제임스 씨의 
작품 규모 앞에서 주저하게 된다”([T]he Critical Faculty hesitates 
before the magnitude of Mr. Henry James's work; 11)라고 말했을 정도
로 영문학계를 통틀어 작가 헨리 제임스만큼 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은 
작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헨리 제임스 작품에 대한 비평을 모두 읽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동안 다 읽을 수 있는 양의 범위를 넘어선다. 더군
다나 제임스 작품의 비평사를 이곳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F. W. 두피(F. W. Dupee), 니콜라 브래드버리(Nicola 
Bradbury), 리언 이들(Leon Edel)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비평사에 실린 
대표적 비평가들을 통해 제임스 비평사의 경향만 다루고자 한다. 제임스 
비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의 경우, 60년대 이전의 주요 
비평들은 Leon Edel, Henry Jame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을 참고하고, 60년대와 70년대 주요 비
평들은 F. W. Dupee, A Question Henry Jame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York: Octagon Books, 1973)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 외에 
87년 이전 주요 비평들을 보기 위해서는 Nicola Bradbury, An Annotated 
Critical Bibliography of Henry Jam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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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내 그를 따라다녔”([T]he question of James's commitment 

to literary realism dogged him throughout his career)다고 지적할 

만큼(151), 제임스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끈질기게 리얼리즘을 탐구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임스가 이와 같이 수많은 작품을 통해 오랜 기간 리

얼리즘을 치열하게 고민한 작가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가 평생

에 걸쳐 11편이나 되는 유령이야기를 남겼다는 사실은 일견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에서는 유령들이 나타나거나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유령이야기들은 그가 평

생에 걸쳐 추구한 리얼리즘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게다가 ‘리얼리즘’이란 단어를 블랙머나 비어봄, 브룩스

와 같이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한 문학양식이라는 의미로 한정

짓는다면,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들은 그들이 의미한 리얼리즘과는 

서로 상충하게 된다. 유령은 삶 가운데에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적(natural)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리얼리즘 소설들이 배척하려 

한 중세 로맨스나, 낭만주의 소설들에 더 적합한 초자연적

(supernatural)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년 이후에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전의 비평

가들은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를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 작품으

로 치부하고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에서 인용된 비평가들 중 상

당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윌슨이 『나사의 회전』에 관한 글

을 쓰고, 블랙머와 리비스가 각각 「사적인 삶」(“The Private 

Life”)과 「죽은 자의 제단」(“The Altar of the Dead”)에 대해 

한 단락씩 짧은 언급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앞서 인용한 비평가



- 16 -

들은 모두 11편에 달하는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들을 논외로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유령 이야기에 대한 리비스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

다. 리비스는 「죽은 자의 제단」이 “불쌍한 제임스의 지치고 문명

화된 영혼의 외로움”(poor James's weary, civilized loneliness of 

spirit)에 의해 “병적으로 감정적인”(morbidly sentimental)상태가 되

어 쓴 “종교적” 작품이라고 평가한다(163). 즉, 리비스는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를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제임스가 외로움

에 사무쳐 감정적으로 쓴 작품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비평가들은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리비스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얼리즘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는 그들이 생각한 

제임스의 리얼리즘과 상충되며 따라서 유령 이야기가 그들의 관심

에서 의도적으로 배척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이와 같이 그가 외로움에 사무

쳐 감정적으로 썼다거나 혹은 단순히 재미로 썼다고 여겨도 될까? 

제임스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리얼리즘이라는 커다란 문제의식 

속에 그의 유령이야기를 포함시켜 논의할 수는 없을까? 유령이야기

에 대한 제임스의 관심은 평생에 걸쳐 이어진 것이었다. 제임스는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한 지 사년 째가 되던 1868년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The Romance of Certain Old Clothes”)를 시작으

로 「밝은 모퉁이 집」(“The Jolly Corner”)을 쓴 1908년까지 무려 

11편의 유령 이야기를 남겼다. 1890년대에는 11편의 유령 이야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편을 썼는데, 이는 「오웬 윈그레이브」

(“Owen Wingrave”)와 「죽은 자의 제단」사이의 삼년간을 제외하

면 십년 동안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령 이야기를 쓴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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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제임스는 자신의 유령이야기에 대해서 “순전한 독창

성과 냉철한 예술적 계산의 작품”(a piece of ingenuity pure and 

simple, of cold artistic calculation)이라고 말해,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The Turn of the Screw 125).4) 

그는 더불어 유령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어리석음을 혹독하게 제

거하며, 요정이야기가 가지는 모든 우아함은 유지하는 형식”(the 

case that has purged in the crucible all its bêtises while keeping 
all its grace)이 “이상적인 것”(the ideal)이라며 이것을 “완전한 

요정이야기”(the straight fairy-tale)라고 부른다(TS 104). 그는 이 

“완전한 요정이야기”란 바로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

기”(the most possible form of the fairy-tale)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 세계를 다루었다고 해서 다 같은 요정이야기가 아

니며, 요정이야기 중에서도 현실에서 있음 직한 형식과 덜 있음 직

한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은 단순히 

허황된 초자연적 세계만을 다루는 요정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세계

3) 제임스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많은 유령이야기를 남겼음에도, 그의 유
령 이야기 11편 모두를 주목하는 평론가를 찾기는 어렵다. 버지니아 울
프(Virginia Woolf)가 1921년 「헨리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들」(Henry 
James's Ghost stories)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오웬 윈그레이브」, 
「친구들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Friends”), 「에드먼드 옴 
경」, 『나사의 회전』을 다루고 있고, 그 외에는 마사 밴타(Martha 
Banta)가 『헨리 제임스와 오컬트』(Henry James and the Occult)를 통
해, 피터 G. 비들러(Peter G. Beidler)가 『유령, 악마 그리고 헨리 제임
스』(Ghosts, Demons, And Henry James)를 통해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
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마틴 스코필드(Martin Scofield)가 『헨리 제
임스의 유령 이야기들』(Ghost Stories of Henry James)을, 리언 이들
(Leon Edel)이 『헨리 제임스의 유령 단편들』(Ghostly Tales of Henry 
James)을 통해 유령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서문을 붙였지만 이 연구서들
이 제임스 유령이야기를 두루 다룬 대표적인 연구서의 거의 전부이다. 

4) 이하 The Turn of the Screw (New York: A Norton Critical Editions, 
1999)은 TS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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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현 가능한 형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가 

무엇을 실제 세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여겼고, 무엇을 아니라고 여겼

는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유령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5) 

따라서 본문의 1장에서는 그의 초기유령이야기 세 편을 살펴

보며, 제임스의 유령이야기가 리얼리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

힌다. 유령 이야기에 대한 제임스의 관심은 그가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이십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첫 소설을 쓰

고 4년 뒤인 1868년에 첫 유령 이야기인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

스」를 쓴다. 그리고 8년 뒤 1876년 두 번째 유령 이야기인 「유령

에 홀린 임대집」(“The Ghostly Rental”)을 쓰고, 15년 뒤인 1891

년 세 번째 유령 이야기인 「에드먼드 옴 경」(“Sir Edmund 

Orme”)을 쓴다.6) 초기유령이야기에서는 제임스가 유령을 통해 독

자의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유령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관심을 기울

5) 제임스는 1890년 바이올렛 파젯(Violet Paget)양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녀가 쓴 유령 이야기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환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내가 애착을 가지는 종류의 소설은 아닙니다 (파
젯 양께서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저는 리얼한 것에 대한 근접한 관
찰, 근접한 함축 -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 친숙한 것, 불가피한 
것을 더 선호하는 편견이 있지요)”(The supernatural story, the subject 
wrought in fantasy, is not the class of fiction I myself most cherish 
(prejudiced as you may have perceived me in favour of a close 
connotation, or close observation, of THE REAL - or whatever one 
may call it - the familiar, the inevitable))라고 말하자마자, 90년대에 유
령 이야기를 연달아 8편을 썼다(Letters 277, 강조는 인용자). 초자연적
인 이야기에 애착이 없고, 리얼한 것을 선호한다는 제임스의 말이 거짓
말이 아니라면, 제임스가 쓴 유령 이야기들은 제임스가 생각하는 나름의 
“리얼한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6) 「에드먼드 옴 경」은 연대적으로는 1890년대에 속하지만, 순서상으로는 
제임스의 세 번째 유령이야기이며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유령과 리얼리
즘에 대한 제임스의 태도가 다른 1890년대 유령이야기보다는 초기유령
이야기와 더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고는 이 작품을 초기유령이야
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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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보다, 오히려 유령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드

러낼 수 없는 인물의 심리를 리얼하게 재현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제임스는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와 「유령에 홀린 임대집」

에서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유령이 등장한 것으로 암시할 

뿐 유령의 모습을 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임스는 유령의 모습

을 묘사하는 데 주목하는 대신 유령과 자매간의 관계 혹은 유령과 

딸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유령을 대면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드러나

는 인물의 심리적 측면을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다. 「에드먼드 옴 

경」의 경우 유령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그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

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역시 제임스는 유령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

다, 유령과 옛 연인 관계에 있는 인물이 유령을 대면하였을 때 어떠

한 심리를 드러내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유령이야기를 

보면 제임스가 유령이야기를 쓴 것이 감정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즘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물의 심리적 과정을 리

얼하게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가 사실

주의 소설에서 추구한 심리적 리얼리즘이 주로 케틀이나 그래험이 

지적하듯 인물에 의해서 “느껴진 삶”(Kettle 19)과 “인물에 의해 

느껴진 ‘리얼리티’”(Graham 58)를 재현하는 것이었다면, 초기유

령이야기에서 드러낸 심리적 리얼리즘은 일상생활에서는 억압되어 

느낄 수 없었던 삶과 리얼리티까지도 리얼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본문의 2장에서는 제임스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물의 심

리와 리얼리티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도 깊게 탐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힌다. 초기유령이야기에서는 유령이란 존재를 인물의 의식과

는 별개로 초자연적 존재라고 전제한 채 심리 내부에 억압된 영역

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했다면,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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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들은 인물의 의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재로 드러나

지 않는다. 「사적인 삶」에 등장하는 인물은 초자연적 존재를 만났

다고 주장하지만 제임스는 그 인물의 정신 상태를 의심스럽게 묘사

함으로써 초자연적 존재의 실재성에 대해 결국 확답을 내릴 수 없

는 것으로 남겨둔다. 「오웬 윈그레이브」에서도 유령이 등장한다고 

소문난 방에서 주인공이 의문사를 당하지만, 결국 유령의 유일한 목

격자인 주인공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유령의 실재성에 대해서

는 목격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제

임스가 유령의 실재성 여부에 대해서 목격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

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는 까닭은 리얼리티에 대한 제임스의 

독특한 생각 때문이다. 제임스는 리얼리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드먼드 옴 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에드먼드 옴 경의 유

령은 본인이 원하는 인물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따라

서 어떤 인물에게는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이 실재하는 것이지만, 

다른 인물에게 그는 실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각 인식 주체마다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면, 하나의 객관적 리얼리티를 

말할 수 없게 되고 특정 인식 주체의 주관적인 리얼리티들만을 이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유령의 실재성 역시 실재하거나 실재하지 않

는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실재할 수 있고 누

군가에게는 실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는 유령의 실재성 여부를 답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둔 채 유령의 존재를 믿는 인물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과 인식 

근거를 토대로 그것을 주장하는지 탐구한다. 「사적인 삶」의 아드

니 부인과 「죽은 자의 제단」의 스트랜섬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목

격했다는 것을 근거로 유령의 존재를 주장하고, 「오웬 윈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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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케이트 양과 「친구들의 친구들」의 화자는 소문을 토대로  

추론을 하여 유령의 존재를 주장한다. 제임스는 이와 같이 다양한 

근거를 통해 유령의 존재를 자신의 리얼리티로 형성해가는 인물들

의 심리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리얼리티의 본질과 그 형성과정을 

다룬다.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제임스가 객관적 리얼리

티를 인정하지 않고, 각 인물의 심리 속에서 형성되는 리얼리티가 

곧 그만의 리얼리티라고 보았다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더 이상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프로이트

는 유령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야만인과 다를 바 없는 생각”(think 

no differently from savages)이라고 말하며 유령에 대한 목격담은 

모두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The Uncanny 149). 그러나 제임스

의 유령이야기는 유령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 이론과 다른 이론 틀이 

필요하다. 

헨리 제임스의 형이자 미국 지성사에서 손에 꼽힐 만큼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프

로이트와 달리 유령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윌리엄 제임스

는 유령에 대해 다루면서 “여러 사실에 있어서 신비주의자들은 보

통 결국 옳은 것으로 증명”(it is the Mystics who have usually 

proved to be right about the facts)되었음에도 불구하고(Essays in 

Psychology 248)7),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

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 글이 마술 책이거나 

7) 이하 Essays in Psychology (Cambridge: Harvard UP, 1983)는 Essays로 표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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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기라도 되는 듯 던져버릴까 두렵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

실들이 너무 우습고 언리얼하게 보일 것”(I fear that the reader 

unversed in this sort of lore will here let his growing impatience 

master him, and throw away my article as the work of either a 

mystifier or a dupe. These facts seem so silly and unreal [to 

them]; 강조는 인용자)이라 말한다(257).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유령

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한 윌리엄 제임스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

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유령을 

자연현상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

로 여겼다. 헨리 제임스의 아버지 헨리 제임스 시니어(Henry James 

Senior)는 자신의 유령 목격담을 강연하고 다녔으며, 심령연구협회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의 한 일원이자 제임스 형제의 친한 

친구로서 서로의 저서를 주고받기도 했던 에드문드 거니(Edmund 

Gurney)는 『산 자들의 환영』(The Phantasms of the Living)에서 

유령의 존재를 주장했다.8) B. F. 웨스트콧(B. F. Westcott) 목사는 캠

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단과대학의 한 모임인 캠브리지 고스트 클

럽(Cambridge Ghost Club)의 회람지를 통해 유령이 “자연적 원

인”(natural causes)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192)9), 『리뷰

8) 거니는 그의 저서에서 유령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인용한 뒤에 “그들
[목격자들]은 우리가 이 책에서 전하는 사례들이 신뢰할만하고 지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크게 더해 주었다”(They 
have greatly added to our confidence that what we are here 
presenting is the testimony of trustworthy and intelligent witnesses)고 
말한다(160). 

9) 웨스트콧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명백히 기이한 그런 모든 사건들을 
순수하게 자연적 원인이나 혹은 정신이나 감각의 망상 혹은 고의적 기
만에 의한 것이라고 믿”(Many persons believe that all such apparently 
mysterious occurrences are due either to purely natural causes, or to 
delusions of the mind or senses, or to willful deception)고 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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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리뷰』(Review of Reviews) 편집자를 지낸 윌리엄 T. 스테드

(William T. Stead) 역시 유령을 미생물과 같이 과학적으로 “입

증”(testimony)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1).10) 당시에 헨리 제

임스 주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령의 실재성에 관해 이와 같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

는 프로이트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허구적 장치로서 초자연적 존재

인 유령을 문학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제임스가 자신의 

소설을 통해 당시 벌어지고 있던 유령 논쟁에 그 나름대로의 방식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임스는 유령과 리얼리즘

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나 여러 책들에 산발적으로 퍼져있
는 이야기 중 대다수는 정확한 사실일 것이다”([M]any of the stories 
current in tradition, or scattered up and down in books, may be 
exactly true)라고 주장한다(“A Sufficient number of clear and 
well-attested cases” 192).

10) 스테드는 1897년 펴낸 『실제 유령 이야기들』(Real Ghost Stories)의 
서문에서 “[유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한 관심을 기
울인 사람이라면, 영적, 시적, 과학적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모두 통틀어 
유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A]ll the experts, whether 
spiritual, poetical, or scientific, and all the others, non-experts, who 
have bestowed any serious attention upon the subject [about ghost], 
know that they do exist)고 말하며(v), 유령을 자연적 현상에 비유한다. 
그는 “리얼한 유령이 없다고? 당신은 아마 본 적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따라 나오진 않는다. 우리 중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을 보았나? 유령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미생물을 조사해본 과학자들의 수만큼은 있을 것이다. . . . 두 
경우 모두 이것은 입증의 대상이지, 개인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
다”([But] are there no real ghosts? You may not have seen one, but 
it does not follow that therefore they do not exist. How many of us 
have seen the microbe that kills? There are at least as many persons 
who testify they have seen apparitions as there are men of science 
who have examined the microbe. . . . in both cases it is a case of 
testimony, not of personal experience; 1)라고 덧붙인다. 스테드는 유령
을 미생물과 같은 자연 현상의 일부로서 “리얼”한 과학적 연구의 대
상으로 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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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 윌리엄 제임스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윌리엄 제임

스는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심리적 조건에 처한 인식 주체만이 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식 주체가 히스테리에 빠지게 되면 자아

가 분열되면서 잠재의식에 빠지게 되며, 이 때 유령과 같은 초자연

적 대상을 목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나사의 회전』을 읽게 되면 이 작

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작품은 제임스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일 정도로 오랜 기간 비평

가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작품에 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작품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제임스의 

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유령이 여덟 차례나 등장하

고 그 모습도 정확히 묘사되지만, 유령을 목격하는 유일한 인물인 

가정교사가 의심스러운 정신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령이 

실재하는지 혹은 그녀의 망상인지 결론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제임

스는 H. G. 웰스(H. G. Wells)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이 “돈벌

이만을 노린 책이자 지적유희”(a pot-boiler and a jeu d'esprit)라고 

말하지만(TS 116), 서문에서는 오히려 “온전히 독창적이고 냉철하

게 예술적으로 계산된 작품”이라며 상반된 말을 하고 있다(125). 그

러나 이와 같은 모순은 제임스의 이전 유령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유

령과 리얼리즘에 대한 제임스의 생각을 토대로 이 작품을 분석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가정교사의 고용주는 자신의 손에 맡겨진 조카들을 가정교사

에게 떠맡긴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검증하지도 않고 조카들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겨 버린 뒤, 그녀의 호의에 감사를 표시한 후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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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별장으로 보낸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 가정교사에게 부여된 이런 과도한 역할은 그녀의 

본래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그녀의 자아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그녀가 유령을 목격하는 모든 시점에 그녀의 자아는 분열되고, 그녀

가 히스테리적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녀의 자아가 분열되었

다면,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대로 그녀가 목격하는 것이 분열된 자아

를 통해 드러난 실재하는 유령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더불어 이 

작품의 가정교사는 이전 작품의 인물들과 달리 유령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않고도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혹은 그녀가 상상력을 통해

서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외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녀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들은 그녀에게 실재하는 

대상들과 똑같이 인지되며, 이를 통해 제임스는 상상력을 통해 형성

된 대상들 역시 그 주체에게는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임스가 이 작품을 쓰는 과정 역시 그가 다른 이로

부터 들은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형성한 것이며, 그가 

상상력을 통해 덧붙인 부분이 바로 그녀의 상상의 실재성이라는 점

에서, 이 작품은 “요정이야기”이지만 단순히 허황된 요정의 세계

들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TS 104). 제임스는 상상

에 의해 형성된 대상들 역시 실재하는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며, 

이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재할 가능성이 있는 세계, 즉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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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기유령이야기와 언캐니

제임스는 세 편의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심리적 리얼리즘을 다

룬다. 사실주의 소설에서 다룬 심리적 리얼리즘이 인물에 의해 “느

껴진 삶”(Kettle 19)과 “느껴진 리얼리티”(Graham 58)를 재현해내

는 것이었다면, 초기유령이야기에서 다루는 심리적 리얼리즘은 인물

이 느끼지 못했던 삶과 리얼리티가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목한다. 심리적 무의식이 현실 세계에서는 억압되어 인물에게 

인지되지 않기에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임스는 인물

을 사자(死者)와 대면시킴으로써 심리적 무의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심리 내부에 무의식의 영역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이 시기는 제임스가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유령의 실재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점차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임스가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이러한 문제들

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의 문제의식이 드러나기 때

문에 유령과 리얼리티에 대한 제임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초기

유령이야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를 보면, 이 작품은 18세기 

매사추세츠 지방에 사는 윈그레이브(Wingrave) 가문에서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남동생 버나

드(Bernard)의 대학 친구인 아서 로이드(Arthur Lloyd)가 대학을 졸

업한 뒤 동생과 함께 집에 방문하자, 언니 로잘린드(Rosalind)와 여

동생 퍼디타(Perdita)는 “좋은 가문”의 후손으로 “후한 상속 재

산”이 있으며 “세심한 매너와 완벽한 우아함, 해박한 지식”을 가

진 로이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Ghostly Tales of Henry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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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그들은 로이드를 동시에 좋아하게 되는데, 동생 퍼디타는 언니 

몰래 로이드와 밀애를 하고 결국 그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언니는 

동생이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위해, 동생이 로이드 경에게 선물 받은 

화려한 옷감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결혼 후 동생 퍼디

타는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고, 언니 로잘린드는 홀로 남겨진 조카

를 양육한다는 명목으로 로이드 경 집에서 거주하다 그와 결혼하게 

된다. 동생은 죽기 전 자신의 모든 드레스를 자물쇠로 잠가 다락방

에 숨겨두었는데, 언니는 로이드 경을 구슬려 열쇠를 받아낸다. 그

리고 어느 날 로이드 경이 다락방에 가보니, 열려진 상자 앞에서 로

잘린드는 괴로움에 뒤틀린 자세로 죽어 있고, 얼굴에 손가락으로 할

퀸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임스가 유령을 드러내고 활

용하는 방식이다. 제임스는 첫 유령 이야기를 쓰면서 유령의 모습은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 유령을 등장시키는 대신 제임스가 주목하는 

것은 유령에 의해 희생당한 언니의 모습과 표정이다. 

그[로이드 경]는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상자 앞에 무

릎을 꿇고 있는 그의 아내[로잘린드]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즉시 그녀가 있는 쪽으로 가로질러 갔다. 상

자의 뚜껑은 열려 있었고, 향기가 나는 냅킨들 사이로 물건과 

보석들이 드러나 있었다. 로잘린드는 무릎을 꿇은 채 뒤로 쓰

러져,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사지는 사후경직 상태였고, 지

는 해가 비친 얼굴에는 죽음보다 더한 어떤 공포가 서려있었

11) 이하 Ghostly Tales of Henry James는 Ghostly Tales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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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의 입술은 애원과, 경악, 고통으로 벌어져 있었다. 하

얗게 질린 그녀의 이마와 뺨 위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의 

두 손이 남긴 열 개의 끔찍한 흉터가 빛나고 있었다. 

Before the chest, on her knees, the young man saw with 

amazement and horror the figure of his wife. In an instant 

he crossed the interval between them, bereft of utterance. 

The lid of the chest stood open, exposing, amid their 

perfumed napkins, its treasure of stuffs and jewels. Rosalind 

had fallen backward from a kneeling posture, with one hand 

supporting her on the floor and the other pressed to her 

heart. On her limbs was the stiffness of death, and on her 

face, in the fading light of the sun, the terror of something 

more than death. Her lips were parted in entreaty, in 

dismay, in agony; and on her blanched brow and cheeks 

there glowed the marks of ten hideous wounds from two 

vengeful ghostly hands. (25)

로잘린드의 표정과 자세는 유령을 목격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해준다. 그녀의 이마는 “하얗게 질려” 있으

며, 얼굴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나타나고, 그녀의 입술에서

는 “애원과 경악,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25). 이는 제임스

가 유령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보다 로잘린드의 심리를 보여주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작품의 마지막에 상세히 드러나는 로잘린드

의 심리와 반대로, 그녀는 작품의 주요 줄거리 내내 감정을 거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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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지 않는다. 로잘린드는 어느 날 자신의 동생 퍼디타가 “똑같이 

암묵적인 형식으로 행한 공정한 경쟁의 계약”(in the same 

inarticulate fashion a contract of fair play)을 배신하고 한 달간 자

신 몰래 로이드 경과 밀애를 해왔으며, 마침내 로이드 경에게 청혼

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9), 이 때 로잘린드의 반응은 주목

할 만하다. 로잘린드의 반응을 보면,

 

로잘린드는 그녀의 동료[퍼디타]를 격정적 부러움과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 . . 그러나 언니는 재빠르

게 그녀의 자존심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

왔다. “너는 내 최고의 소원을 이루었구나” 그녀는 낮은 자

세로 말했다 “나는 네가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아주 오래 

살기 바래.”

 퍼디타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말투로 말하지마!” 그녀

가 외쳤다. “난 언니가 차라리 대놓고 날 욕했으면 좋겠어. 

제발, 로지 언니” 그녀는 덧붙였다. “그가 우리 둘이랑 결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는 네가 대단히 큰 기쁨을 누리길 바래” 로잘린드는 그

녀의 안경을 다시 내려놓으며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살기를 바래, 애도 많이 낳고.”

 이 말의 어조에는 퍼디타의 취향과 전혀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언니는 나에게 적어도 일 년은 살게 해 줄 수 있

어?” 그녀가 말했다 “일 년이면 나는 예쁜 아들 하나를 낳

을거야 - 혹은 예쁜 딸 하나를.”

Rosalind gave her companion a long look, full of passionate 

envy and sorrow. . . . However, the elder girl rapidly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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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her pride, and turned herself about again. “You have 

my very best wishes,” she said, with a low curtsey. “I 

wish you every happiness, and a very long life.”

 Perdita gave a bitter laugh. “Don't speak in that tone!” 

she cried. “I would rather you should curse me outright. 

Come, Rosy,” she added, “he couldn't marry both of us.”

 “I wish you very great joy,” Rosalind repeated, 

mechanically, sitting down to her glass again, “and a very 

long life, and plenty of children.”

 There wa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se words not at all 

to Perdita's taste. “Will you give me a year to live at 

least?” she said. “In a year I can have one little boy - or 

one little girl at least.” (11)

이 대목에서 로잘린드는 “부러움”과 “슬픔”의 감정을 느

끼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

닫고 감정들을 “재빠르게” 불러들이고 있다(11). 그녀는 자신의 감

정을 억압한 채 자신의 감정과는 반대로 동생에게 행복하게 오래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계속 이어진다. 동

생의 결혼식 전날에도 동생의 결혼식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셀 

수 없을 길이의 윤기 흐르는 실크, 사틴, 무슬린, 벨벳, 레이스가 그

녀[로잘린드]의 노련한 손을 거쳐 갔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한 마

디의 질투 섞인 말도 나오지 않”(Innumerable yards of lustrous silk 

and satin, of muslin, velvet and lace, passed through her cunning 

hands, without a jealous word coming from her lips)는다(11). 로잘

린드는 자신이 동생에게 졌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질투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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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부

정하던 그녀는 마침내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 남동

생의 결혼식에서 로이드를 다시 마주한 그녀는 로이드가 퍼디타 없

이 혼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뻐하는데, “퍼디타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 왜 그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 

기뻤다”(She was glad - she hardly knew why - that Perdita had 

stayed at home)고 느낀다. 그녀는 로이드 경과 단 둘이 시간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인데, “왜 그런지 잘 알 수 없”을 정도

로 그 감정이 억압되어 본인 스스로도 그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11). 

오히려 그녀는 시간이 지나자 그런 감정들을 모두 극복한 것

처럼 보인다.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은 “얼굴에서 

밝은 장밋빛과 백합색이 보이고, 입술에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띤 

채, 심적 고통에서 명백히 치료된”(apparently cured of her 

heartache, with bright roses and lilies in her face and a proud 

smile on her lips)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11).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제부(弟夫) 로이드 경과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녀의 감정

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가 로이드 경의 집에 가게 된 첫 이유는 

자신의 어린 조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조카

를 봐줄 요량으로 로이드의 집에 살게 된 것이며, 이후에는 남동생

의 새 부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된 것을 이유로 다시 로이드의 

집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로잘린드가 아닌 로이드가 

조카를 엄마처럼 돌보아주는 그녀의 모습에 먼저 반하게 되고 이에 

그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되면서 둘이 재혼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동생의 남편과, 아이와, 집을 차지하게 된 로잘린드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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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동생의 드레스다. 그러나 그녀는 이 

때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에게 동생이 남기고 간 

옷상자를 열 수 있도록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그

처럼 많은 옷과 보석을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 잊어버

리게 되면, 그것은 색이 바래고, 좀 먹게 될 뿐 아니라, 유행도 지난 

옷이 될 거에요”([W]as it not pity that so much finery should be 

lost? - for lost it would be, what with colours fading, and moths 

eating it up; 22)라고 말한다. 로이드가 끝내 퍼디타와의 약속을 지

켜야 한다며, 열쇠를 주지 않자 로잘린드는 “‘넣어둬요!’”(“Put 

it back!”)라며, “‘난 그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난 그것들이 싫어

요!’”(“I want it not. I hate It!”)라고 거짓말을 한다(22). 

그러나 언니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퍼디타의 대답은 흥미롭

다. 앞서 인용했듯 퍼디타는 뜬금없이 “언니는 나에게 적어도 일 

년은 살게 해 줄 수 있어?”라 묻고 있기 때문이다(11). 퍼디타가 언

니에게 일 년만 살게 해달라며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언니가 자신을 일 년 안에 죽이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동생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

했다고 해서 친언니가 친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것이라는 퍼디타의 

생각은 다소 황당하지만, 이는 로잘린드와 퍼디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될 수 있다. 로잘린드에게는 친동생 퍼디타의 죽음이 그

리 낯설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잘린드가 태어난 직

후, 원래 그녀에게는 퍼디타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으나 일찍 죽

었고, 그녀의 부모는 죽은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새로 태어난 막내

딸의 이름을 퍼디타라고 지었다(21). 로잘린드에게 ‘퍼디타’라는 

이름은 죽이고 싶은 동생의 이름인 동시에 이미 죽은 동생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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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결국 퍼디타는 어렸을 적에 죽었지만 동생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며, 또 다시 죽길 바랐고 또 죽었지만 마치 

불멸의 존재, 유령처럼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이다. 

죽어서 땅에 묻힌 퍼디타가 다시 살아 돌아올 때, 로잘린드의 

의식 속에 묻힌 그녀의 감정도 다시 살아 돌아온다. 로잘린드는 겉

으로는 동생의 옷을 원하지 않는다며 열쇠를 넣어두라고 했지만, 혼

자 몰래 열쇠를 챙겨 다락방에 올라가 옷상자를 연다. 만약 퍼디타

가 유령으로 되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로잘린드는 계속 속마음을 억

압한 채 단지 동생의 옷을 썩혀두기 아까워 입는 것이라고 거짓말

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로잘린드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

신의 감정을 속일 수 있겠지만, 동생의 유령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이중으로 언캐니12)하다. 프

로이트는 언캐니에 대해서 “언캐니한 요소는 실제로 새롭거나 낯

선 게 아니고, 심리에 오랜 기간 익숙했으나 억압되면서 소원해지게 

된 것”(uncanny element is actually nothing new or strange, but 

something that was long familiar to the psyche and was estranged 

from it only through being repressed)이라고 설명한다(The Uncanny 

148). 동생에 대한 부러움과 슬픔 그리고 살해 욕구가 그녀에게 매

우 오래되어 익숙한 것이지만, 그녀가 그것을 억압해 결국 스스로도 

12) 영어 표현 ‘언캐니’(uncanny)는 한국어에서 ‘기이한’, ‘이상한’, 
‘묘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기이한’, ‘묘한’ 등으로는 
‘언캐니’가 가지는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 ‘언캐니’는 단순하
게 기이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너무 익숙해진 나
머지 낯설어진 것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기이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
에 가깝다. 더불어 ‘언캐니’는 ‘캐니’와 더불어 그 어원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따로 번역
하지 않고 ‘언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본문에서 그 뜻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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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러 자신에게도 낯선 감정이 되었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익숙한 것이 곧 낯선 것이 된다고 말

한다. 프로이트는 “집이나 가족에 속한”(belonging to the house, to 

the family; The Uncanny 126)것으로서, “둘러쳐진, 편안한 집처럼 안

전한 보호”(secure protection, like the enclosed, comfortable house)를 

받는 것은 집의 너무 깊은 곳에 숨겨지다 보니(127), 마침내 “감춰지

고 숨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게 하는, 그들로부터 숨겨진”(concealed, kept hidden, so that 

others do not get to know of it or about it and it is hidden from 

them)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하임리히라고 

불리던 것은 운하임리히가 되는 것”(what is called heimlich 

becomes unheimlich)이라고 말한다(132). 

마리아 M. 타타르(Maria M. Tatar) 역시 「픽션의 집들: 언캐

니의 정의를 향하여」(“The Houses of Fiction: Toward a Definition 

of the Uncanny”)에서 “언캐니한 사건들은 낯설면서 동시에 익숙

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포의 감각을 유발할 힘을 갖는

다”(Uncanny events have the power to provoke a sense of dread 

precisely because they are at once strange and familiar)고 말하며, 

이러한 익숙함과 낯설음의 교차가 언캐니의 본질이라고 말한다(169). 

타타르는 프로이트가 주목한 독어 ‘운하임리히’(unheimlich)와 달

리 영어 표현 ‘언캐니’(uncanny)의 어원을 살핀다. 프로이트는 

‘운하임리히’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대부분의 언어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타타르는 영어 표현 ‘언캐니’가 “그 

단어의 독일어 표현과 거의 언캐니할 정도로 유사한 속성들을 보인

다”(exhibits properties almost uncannily similar to its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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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part)고 말한다(170). 타타르는 ‘캐니’가 가지고 있는 뜻 중

에 “할 줄 안다”(to know how), “지식”(knowledge)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타타르는 어떠한 기이한 상황에 맞닥뜨린 주

체가 이것이 초자연적 현상인지 자연적 현상인지에 대해 지식을 갖

고 있지 못할 때야말로 언캐니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니콜라스 로일(Nicholas Royle) 역시 『언캐니』(The Uncanny)

에서 언캐니의 본질이 낯섬과 익숙함에 있다고 말한다.13) 로일은

‘캐니’의 뜻에 “포근한”(snug), “안락한”(cozy), “다루기에 안

전한”(safe to deal with)이라는 뜻이 있으며, ‘언캐니’에는 “부주

의한”(incautious), “기이한”(mysterious), “불편하게 낯선”(uncomfortably 

strange)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한다(9). 그는 “[언캐니는] 뿌리 뽑힌 

가정의 느낌, 즉 벽난로와 집의 심장부에서 무언가 집 같지 않은 것

13) 로일에 의하면 언캐니는 “예술, 문학, 영화, 정신분석학, 철학, 과학, 
기술, 종교, 역사, 정치학, 경제학, 자서전, 교육의 관심영역을 새로운 방
식으로 결합시키고 변형시킬 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학문 분
야’”(‘field of research' that calls for new ways of combining and 
transforming the concerns of art, literature, film, psychoanalysis, 
philosophy, science and technology, religion, history, politics, economics, 
autobiography and teaching)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
다(27). 로일 역시 영어 표현 ‘언캐니’의 뜻에도 ‘운하임리히’와 같
은 양가적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그 중 특히 18세기 
후반 로버트 퍼거슨(Robert Fergusson)의 시에서 ‘언캐니’를 “특별히 
언어와 이야기 짓기와 관련된 초자연적 기예나 힘”(supernatural arts 
or powers is explicitly concerned with language and storytelling)으로 사
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12). 로일은 언어와 이야기 짓기의 정수인 
문학 작품이 언캐니한 이유에 대해, 문학 작품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
미로 읽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익숙했던 의미가 매번 새롭게 다가오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로일은 “문학 자체가 언캐니하
다”(Literature is uncanny)고 말한다(15). 그러나 로일은 언캐니의 “예
시의 모음은 결코 완결되지 않”(collection of examples . . . is certainly 
not complete)기에 ‘언캐니’의 의미 자체가 “절대 포착할 수 없는 
것”(what cannot be pinned down)으로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할 운
명을 타고”(is destined to elude mastery)났다고 말한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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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I]t can consist in a sense of homeliness 

uprooted, the revelation of something unhomely at the heart of 

hearth and home)고 말한다(1). 

언캐니에 대한 타타르와 로일의 설명은 이 작품의 사건이 벌

어지는 장소와 인물들의 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언캐니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집의 가장 깊숙하고 아늑한 곳인 

다락방이다. 그리고 로잘린드에게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은 그녀의 동생이 깊숙이 감추어두고 열쇠로 잠가 두었던 드레스 

상자를 여는 것에 의해서 촉발된다. 더불어 이 작품에서 유령으로 

등장하는 것이 친동생이라는 것 역시 언캐니한데,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인물인 친동생이 가장 낯설고 알 수 없는 존재인 유령으로 등

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임리히와 운하임리히의 뜻을 잘 보여준

다. 

이와 같이 언캐니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 작품이 언캐니한 

순간의 연속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서 인용한 대

목에서 보았듯 퍼디타는 자신의 언니에게 일 년만 살게 해줄 수 있

냐고, 그렇게 해주면 자신은 아이 하나를 낳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퍼디타는 정말로 아이 하나를 낳은 뒤 일 년 후 죽어버린다. 로잘린

드가 생각한 것이 기이하게도 실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프로이

트는 이와 같이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강박적 신경

증의 케이스에 대한 기록”(Notes upon a Case of Obsessional 

Neurosis)의 한 사례를 인용하는데, 프로이트의 기록에 의하면 한 환

자가 수치요법병원(hydropathic institution)에서 치료를 받은 뒤 건강

을 되찾는다(146).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치료가 수치요법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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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그가 치료를 받은 방의 위치 때문이라 믿었는데, 그가 다시 

병원을 들렀을 때 그 방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맞아 죽을 거야!”([T]hen 

he should be struck dead!)라 말하고, 14일 후 그 사람이 정말 죽었

다는 소식을 듣는다(146).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언캐

니한 이유는 어렸을 때 형성되었으나 이후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버

린 “생각의 전지전능성”(the omnipotence of thoughts; 147)을 다

시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신의 생각이 실제로 

전능하게 이루어지기를 욕망하다가 성인이 되면 이러한 욕망을 억

압하는데, 자기가 죽이길 바라는 사람이 실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렸을 적의 이러한 욕망들이 다시 상기된다는 것이다. 로일은 

프로이트가 말한 생각의 전지전능성뿐 아니라, “언캐니함의 느낌은 

기이한 우연의 일치, 사건들이 운명 지어져 있고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다는’ 갑작스러운 느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A] feeling 

of uncanniness may come from curious coincidences, a sudden 

sense that things seem to be fated or 'meant to happen')고 설명한

다(1). 자신의 생각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무언가가 

마치 운명 지어진 듯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언캐니하다는 것이다. 

퍼디타의 결혼식 날 장면도 언캐니한 감정을 극대화한다. 예

배당에서 결혼식을 막 마친 퍼디타는 말을 타고 신혼집으로 출발하

기 위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는다. 결혼식 드레스에서 승마복으로 

갈아입으러 온 퍼디타에게 “로잘린드는 그들이 서로 달라붙어 어

린 시절을 보낸 아늑한 방에서 그녀[퍼디타]가 옷을 갈아입도록 도

와주었”(Rosalind helped her to effect the change, in the little 

homely room in which they had spent their undivided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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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고(14), 옷을 갈아입은 퍼디타는 밖으로 나오지만, “로잘린드

가 따라오지 않았기에, 퍼디타는 방으로 급히 들어가 문을 갑작스럽

게 열어젖혔다. 로잘린드는 거울 앞에 평소처럼 서 있었지만, 동생

이 서 있었던 자리에 있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퍼디타가 벗

어 놓은 결혼식 면사포와 화관을 스스로 입은 채, 목에는 어린 동생

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Rosalind had not 

followed, and Perdita hastened back to her room, opening the door 

abruptly. Rosalind, as usual, was before the glass, but in a position 

which caused the other to stand still, amazed. She had dressed 

herself in Perdita's cast-off wedding veil and wreath, and on her 

neck she had hung the full string of pearls which the young girl 

had received from her husband as a wedding-gift)기 때문이다(14). 

이를 본 “퍼디타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의 오래된 경쟁심이 

다시 살아 온 것 같은 끔찍한 광경이었”(Perdita was horrified. It 

was a hideous image of their old rivalry come to life again; 강조는 

인용자)다(14). 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 하며 자신은 동

생을 질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언니 로잘린드는 동생이 드레스를 

벗어두고 방을 나서자마자, 동생을 배웅할 생각도 없이 드레스를 입

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질투와 자매간의 “오래

된 경쟁심”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14). 그리고 그 장소 역

시 다락방과 같은 “그들이 서로 달라붙어 어린 시절을 보낸 아늑

한 방”(in the little HOMELY room in which they had spent their 

undivided younger years; 강조는 인용자)이다(14). “아늑한” 곳에

서 다시 살아 돌아 온 “끔찍한” 장면은 그 자체로 ‘하임리히’

와 ‘운하임리히’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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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제임스는 비록 유령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를 활용

하고 있지만, 제임스의 주된 관심사는 세 번의 언캐니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로잘린드의 망각된 심리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제임스는 유

령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를 활용함으로써,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적 영역의 존재까지도 독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물의 의식을 통해 “느껴진 삶”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인물이 느끼지 못하는 삶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의 두 번째 유령 이야기인 「유령에 홀린 임대집」 역

시 인물들이 언캐니한 경험을 통해 심리적 무의식과 대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초자연적 존재인 유령이 활용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

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화자는 학교 근처를 산책하던 중 기이한 집

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된다. 화자는 그의 이름이 다이아몬드 장군(Captain Diamond)이며, 

그가 딸의 연애를 반대하고 저주하여 그의 딸이 죽게 되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낀 그가 딸의 유령에게 집을 내어주고 그 유령에게 월

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화자는 이후 다이아몬

드 장군 대신 월세를 받으러 가고, 그 곳에서 그가 목격했던 것이 

유령이 아니라 유령 변장을 해온 장군의 실제 딸이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화자로부터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곳에서 아버지의 유령을 

목격하고 이에 놀라 촛불을 떨어뜨린다. 화자는 다시 장군에게 돌아

오는데, 딸이 아버지의 유령을 목격했던 그 순간 다이아몬드 장군이 

임종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그 다음 날 딸이 우연히 

떨어뜨린 촛불에 의해 집이 모두 불에 탔음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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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는 이 작품에서도 유령의 모습은 묘사하지 않고, 초자

연적인 현상도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다. 작품 내내 초자연적인 

현상은 등장하지 않다가, 장군의 임종 순간 장군의 유령이 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우연이 아닌 아버지

의 유령에 의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암시한다. 

나와 내 일행이 문으로 도망 나올 때 그 길을 밝혀준 촛불은 

내가 꺼버렸지만, 그녀가 홀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간 뒤 깜짝 

놀라서 떨어뜨린 -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촛불

은 생각도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접은 편지를 들고 익숙한 골

목길로 향했다. 유령에 홀린 집은 검게 탄 기둥과 그을린 잿더

미가 되어있었다. 화염이 악마에 의한 것이라 여겼던 몇몇 이

웃들은 용감하게 불에 맞서 싸웠고,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물을 

쓰기 위해 우물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 흔들리던 돌은 완전히 

제자리에서 빠져나왔고, 땅은 물웅덩이로 질퍽거렸다. 

I had blown out the candle which lighted me, with my 

companion, to the door through which we escaped, but I had 

not accounted for the other light, which she had carried into 

the hall and dropped - heaven knew where - in her 

consternation. The next day I walked out with my folded 

letter and turned into the familiar cross-road. The haunted 

house was a mass of charred beams and smoldering ashes; 

the well cover had been pulled off, in quest of water, by the 

few neighbors who had had the audacity to contest what they 

must have regarded as a demon-kindled blaze, the loose 

stones were completely displaced, and the earth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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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pled into puddles. (Ghostly Tales 106)

여기서 화자는 촛불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

다”거나 “화염이 악마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집을 태

운 행위가 우연이나 딸의 망상에 의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행한 복수라는 해석을 암시하고 있다(106). 

이 작품의 유령도 가족 내에 숨겨져 온 관계와 인물의 억압된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등장한다. 이전 작품에서 로잘린드가 퍼디타

에게 가진 질투심과 욕망이 숨겨져 온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딸은 

자신의 죄책감을 20년간 억압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딸은 아버지

가 반대한 남자와 연애를 계속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죽

었다고 속이고 유령 변장을 하고 나타나 아버지의 집을 “20년간” 

차지하며 아버지를 속여 왔다(90). 이에 아버지는 “내가 내 자식을 

죽였”(I killed my own child; 91)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나는 

의도치 않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네. 이제 나는 그 죗값을 치

르는 거야. 나는 그것에 내 삶을 모두 희생하겠어”(I once 

committed, unintentionally, a great crime. Now I pay the penalty. I 

give up my life to it; 90)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죄책감은 그가 

“예순 일곱에서 예순 여덟 살”로 “그렇게 늙지 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101). 장군의 하녀 역시 “그는 완전히 지쳤어

요; 완전 바닥난 거에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He's worn 

out; he's used up; he can't stand it any longer)다고 말하며, 그가 

죄책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군의 딸은 자신의 속임수로 인해 아버지가 죄책감을 

느끼고 죽을 만큼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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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버지의 집까지 빼앗은 채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속임수에 

의해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주머니에서 

돈 주머니를 꺼낸 뒤 그것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녀는 ‘여기 

당신 돈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drew a purse from her 

pocket and flung it down on the floor. “There is your money!” 

she said, majestically; 강조는 인용자)하고는, 아버지의 병환에는 아

랑곳 않는 듯 “복도로 나가 버린다”(pass out into the hall; 104).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녀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유령 변장을 통해 아버지의 집을 빼

앗고 아버지를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딸

이야말로 죄인이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온 장군은 죄인이 

아니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혹은 그런 사실을 알

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가 오랜 기간 억압하고 살아온 죄책감을 그녀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유령이다. 당당하게 행동하던 딸은 갑자

기 “‘우리 아버지―우리 아버지!’”(“My father―my father!”)

라고 소리 지른 뒤, “입술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뜬 채, 그녀는 나[화

자]에게로 뛰어왔다”(with parted lips and dilated eyes, she rushed 

on me; 104). 그리고 그녀는 “‘오, 하늘이시여, 나는 그의 유령을 

봤어요!’”(“Oh, heavens, I have seen his ghost!”)라고 말한다. 

“당당하게” 행동하며 아버지의 병환에도 아랑곳 않던 그녀는 이

제야 “‘이것은 내 오래된 어리석음에 대한 벌이야!’”(“It's the 

punishment of my long folly!”; 104)라고 말하며, 죄의식을 다시 느

끼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의 유령을 대면하는 딸의 감정은 

매우 언캐니하다. 유령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는 동안의 그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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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죄인이며 이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

가 없었기에 그것을 억압하며 살아왔지만, 초자연적 존재인 아버지

의 유령을 목격한 순간 억압된 죄책감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다. 

유령이 등장하는 장소도 언캐니한 감정을 배가시킨다. 딸이 

유령 변장을 하고 나타났던 장소이자, 결국 아버지가 유령이 되어 

나타나 집을 불태워버린 이 장소는 사실 두 부녀가 오랜 기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그들의 보금자리이다. 유령에 홀린 집에 처음 

들어간 화자는 “이곳은 아늑한, 구식의 무늬로 된 [가구들로] 되어 

있었고, 모포 의자와 소파, 여분의 마호가니 테이블, 그리고 자수 견

본이 담긴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다”(This was of a homely, 

old-fashioned pattern, and consisted of hair-cloth chairs and sofas, 

spare mahogany tables, and framed samplers hung upon the walls; 

78, 강조는 인용자)고 묘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집은 과거에 “집

과 가족에 속한”(belonging to the house, to the family) 것이며, 

“친숙하고, 편안하게 아늑한”(intimate, cosily HOMELY; The 

Uncanny 126-7, 강조는 인용자) 집이었음에 분명하지만,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방치되어 오면서, “그곳에는 그 

어떤 삶의 흔적도 없었다”(There was no sign of life about it; 

Ghostly Tales 74)고 묘사될 만큼 “숨겨진, 감추어진”(concealed, 

kept hidden; The Uncanny 129) 장소가 된 것이다. “아늑한” 동시

에 비밀이 “숨겨진” 이 장소는 프로이트가 지적하는 하임리히의 

두 가지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버

지로부터 뺏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결코 들킬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령을 

발견했다는 것은 언캐니함을 배가한다. 과거에 이 집의 내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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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함과 안전함을 보장해 준 가족의 일원이자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딸에게 위협을 주는 외부의 침입자가 된 것이다.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기서 그친다면, 이 작품은 

제임스가 8년 전에 쓴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와 다를 바가 

없겠지만, 이 작품에서 제임스는 단순히 인물의 심리적 리얼리즘을 

확장시키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당대의 논의

를 작품에 끌어들이고 있다. 앞서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캠브리

지 대학의 트리니티 단과대학은 당시 유령과 리얼리티 연구의 중심

지였다. 트리티니 단과대학에서는 1862년 ‘캠브리지 고스트 클럽’

이라는 모임이 결성되어 많은 학생들이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

을 연구했다. 서문에서 인용한 웨스트콧 목사가 캠브리지 대학에 정

식 임용된 것은 1870년이며, 이후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많은 강연과 연구가 이루어졌다(Life and Letters of 

Brooke Foss Westcott 387-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임스가 이 

작품의 화자를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대 학생”으로 설정한 

것과(Ghostly Tales 71), 화자가 유령에 홀린 집을 발견하고서 “그 

생각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The idea gave me pleasure; 74)

고 생각할 정도로 유령이란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화

자가 당시 존재하던 ‘캠브리지 고스트 클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후 화자가 유령에 홀린 집에 대해 점차 알아가는 과정은 유

령의 실재성을 검증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이 작품에는 서로 다른 

근거로 유령의 존재를 믿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이아몬드 장군과, 

세상을 관찰한 뒤 이성적으로 추론했기 때문에 유령이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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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데보라 양이다. 다이아몬드 장군은 “유령에 홀린 집 같은 것

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were no such things as haunted 

houses; 74)고 생각하는 화자에게 “당신이 어리고 멍청하기 때문

에”(Because you are young and foolish; 81)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라고 말한다. 화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편을 들 거에

요”(most people would be on my side)라며 반박하자, “나는 세상

을 떠난 영혼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직 내 말을 고집하

네. 그들은 멍청해!”(I stick to what I said about people who deny 

the power of departed spirits to return. They are fools!; 82)라고 말

한다. 그는 “나에게 그것[유령의 존재 여부]은 차가운 이론의 문제

가 아닐세―나는 무엇을 믿을지 배우기 위해 옛날 책들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었지. 나는 알아! 이 눈으로 나는 자네처럼 가까운 거리에

서 세상을 떠난 영혼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지”(With me it's 

not a matter of cold theory―I have not had to pry into old books 

to learn what to believe. I know! With these eyes I have beheld 

the departed spirit standing before me as near as you are!)라 말한

다(v).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다이아몬드 장군의 태도는 서문에서 인용된 윌리엄 T. 스

테드의 태도와 일치하며, 그가 유령 존재의 근거로 드는 것도 스테

드와 같다. 스테드는 미생물이 남들에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은 미생물의 존재를 보았기에 증거로 입증된 것이라 주장하는

데, 다이아몬드 장군 역시 유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적어도 자신이 

분명히 본 만큼 유령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보라 양은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추론을 통해 유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 예민한 이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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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a keener rationalist than any of us)인, “그녀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she knew everything 

about people she had never seen; Ghostly Tales 84)다. 그녀는 “집 

밖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she never went out of the house)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령에 홀린 집에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고 있다(84). 그녀는 그 근거가 관찰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그녀가 

어떻게 지식을 얻느냐고 묻자, 그녀는 “‘오, 나는 관찰하지!’ 

‘충분히 가깝게 관찰해’”(“Oh, I observe” “Observe closely 

enough”)라 답하며, “나를 어두운 옷장에 넣어둬봐 . . . 잠시 후 

(내게 시간을 좀 주면) 나는 자네에게 미국 대통령이 저녁으로 뭘 

먹을지도 말해줄 수 있어”(Shut me up in a dark closet . . . After 

that (give me time), and I will tell you w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for dinner)라 말한다(85). 데보라 양

은 다이아몬드 장군과 달리 남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마을이 돌아

가는 것을 “관찰”한 뒤 “순수한 이성”(pure reason)을 사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85).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유령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이 두 인

물은 제임스 주변의 학자들을 연상시킨다. 다이아몬드 장군이 스테

드와 같은 유형이라면, 유령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관찰과 

추론을 통해 유령의 존재를 믿는 데보라 양은 거니와 같은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근거와 주장 속에서 화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직접 검증하기로 한다. 그래서 화자는 

유령에 홀린 집에 몸소 들어가게 되고 그 곳에서 자신의 눈으로 유

령을 직접 목격한다. 그는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나는 

유령을 보고 있었다”(I had got what I wanted; I was see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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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라 말하며, 검은 천으로 뒤덮인 하얀 얼굴의 유령을 실제 눈으

로 목격한다(96). 그러나 화자는 다이아몬드 장군과 달리 눈으로 본 

것을 리얼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

한다. 화자는 유령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나의 경험에 대해서 엄격

하게 이성적 견해를 적용해 보았다. 확실히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본 게 대체 무엇이었

나?”(attempted to take a sternly rational view of my experience. 

Certainly I had seen something―that was not fancy; but what had 

I seen?; 97)라고 자문한다. 화자는 자신이 무언가를 본 건 분명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령이라는 결론이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화자는 왜 자신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곧

바로 유령이라고 생각했을지 자문한다. 그는 “그것은 그 자체로 왜 

그렇게 강렬했는가? 의문의 여지없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것

은 아주 영리한 유령이었다. 나는 그것이 진짜라는 쪽에 대단히 경

도되었다”(Why had it so impressed itself? Unquestionably, true or 

false, it was a very clever phantom. I greatly preferred that it 

should have been true; 98)라고 말한다. 

결국 소설의 말미에 장군과 데보라 양이 유령이라 믿었던 존

재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닌 딸의 속임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런

데 각기 목격과 추론을 유령 실재성의 근거로 주장했던 그들의 주

장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지 소설 속 유령만 실

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장군이

나 데보라 양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유령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스

테드, 거니 등 당시 학자들의 주장 역시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생

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의하면 장군과 데보라 양이 그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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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스테드와 거니도 누군가의 “영리한” 눈속임에 속았을 수 있는 

것이다(98).14)

이 작품은 이와 같이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면서, 이 작

품은 앤 래드클리프(Ann Radcliffe)식의 고딕 소설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끝맺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15) 결국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유령의 실재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뒤 기존 학자들이 

제기하는 유령 실재성에 대한 근거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제임스는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장군의 딸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령을 목격하게 만들고, 유령이 딸의 집을 불태우게 만든다. 이로

써 결국 기존 학자들이 제시하는 유령 실재성의 근거는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령은 여전히 실재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채 

작품이 끝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최종적

으로 유령의 실재성과 그 인식 근거의 문제제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14) 이러한 견해 역시 당시의 논의들을 반영하고 있다. 캠브리지 고스트 클
럽의 웨스트콧 목사는 많은 유령 목격담이 “감각의 망상”이나 “의도
적 속임수”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192). 거
니 역시 유령의 실재성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을 목격했다는 목격
자들 중에 거짓 증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고 따라서 “증인
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비판적 반대 심문으로 대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꼈던 모든 이야기들은 배제했
다”(excluded all narratives where, on personal acquaintance with the 
witnesses, we felt that we should be uneasy in confronting them with 
a critical cross-examiner)고 말한다(194). 

15) 앤 래드클리프의 『우돌포 성의 비밀』(The Mysteries of Udolpho)에서
는 모든 기이함과 초자연적 현상들이 결국 자연적인 현상으로 밝혀지면
서 끝맺음한다. 로버트 마일스(Robert Miles)는 래드클리프와 매튜 루이
스(Matthew Lewis)를 각각 “여성 고딕”(female gothic)과 “남성 고
딕”(male gothic)으로 분류하면서, 래드클리프가 초자연적 현상들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후기 계몽주의적 감수성”(late 
Enlightenment sensitivities)과 관련되어 있다 주장한다. Robert Miles, 
“Ann Radcliffe and Matthew Lewis,” A New Companion to the 
Gothic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2) 13-2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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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끝까지 탐구하는 대신 초월적 존재인 유령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유령과의 대면을 통해 딸의 심리 속에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과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심리 내부에 실재하는 영역들을 무의식적 차원까지 있는 그대로 재

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관심이 심리적 리얼리즘에 대한 추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임스의 세 번째 유령 이야기인 「에드먼드 옴 경」은 마든 

부인(Mrs. Marden)의 딸 샬롯(Charlotte)과 사랑에 빠진 화자가 두 

모녀와 친분을 맺으며 겪는 일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마든 부인

은 어렸을 적 결혼을 약속한 에드먼드 경을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

해 에드먼드 경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후 에드먼드 경은 그

녀에게 복수를 하려고 유령이 되어 나타나 마든 부인을 괴롭힌다. 

마든 부인의 딸 샬롯의 사랑을 얻으려 그녀를 따라다니던 화자도 

계속 거절을 당하고, 이를 본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은 이제 샬롯 

양도 괴롭히려 든다. 마든 부인은 딸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해 딸에

게 화자와 결혼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본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은 

샬롯을 괴롭히기를 그치고, 마든 부인을 데리고 저승으로 사라진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 중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데, 『나사의 회전』과 더불어 유령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될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등장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이 작품에

서 유령의 첫 등장과 두 번째 등장까지는 이전 유령이야기와 마찬

가지로 유령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고, 유령을 목격한 마든 부인의 

반응만 드러낸다. 화자는 유령을 목격한 마든 부인에 대해 그녀가 

“갑자기 헐떡였고, 보스트윅 선장과 함께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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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초간 매우 기이한 표정을 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suddenly panted in the next breath, rising to her feet 

with Captain Bostwick. She stood a few seconds, the queerest 

expression in her face; then she sank on the seat again; Ghostly 

Tales 112)다고 말한다. 이어 화자는 그녀의 “얼굴이 핏빛으로 빨개

졌다”(had blushed crimson)고 말한다(112). 화자가 마든 부인과 저

녁식사를 한 직후 유령은 다시 등장한다. 화자는 마든 부인을 “그

녀가 흠칫 놀라 주저앉았기 때문에, 내 자리에 있던 깨지기 쉬운 그

릇과 맛 좋은 내용물이 도자기 깨지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내 일

행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자신의 드레스를 보호하려고 행

하는 일반적인 동작들조차 보이지 않았다”(She started and 

faltered, so that both my frail vessel and its fine recipient dropped 

with a crash of porcelain and without, on the part of my 

companion, the usual woman's motion to save her dress; 113)고 설

명한다. 이 두 장면에서 제임스는 유령을 묘사하는 대신, 유령을 목

격한 마든 부인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그녀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

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령의 모습 대신 마든 부인의 심리가 묘사되는 이

유는 이 작품에서도 유령의 등장이 그녀의 망각된 심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마든 부인의 말에 의하면 유령은 에드먼드 옴 경이

며, 그는 마든 부인의 옛 약혼자로 마든 부인이 결혼을 약속한 뒤 

배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131). 마든 부인은 자신의 

이전 약혼자가 “극도의 고통 속에 죽었”(died in agony)고 그 원인

이 자신에게 있다며 “내가 그를 죽였”(I killed him)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죄책감을 “시간이 잊게 하”(time obliterates)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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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람과 결혼하여 “완벽하게 행복”(perfectly happy)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이 

그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평생”(through life; 

112) 그녀는 죄책감에 “처벌 받고 있다”(punished; 111)고 말한다. 

만약 유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계속 “잊

은”(obliterates) 채 살아갔을 것이다(131). 다시 말해서 유령은 그녀

가 잊었던 죄와 죄책감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울프

는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은 그녀[마든 부인]의 양심의 가책의 

결과”(the apparition is the result of her guilty conscience)라며, 

“초자연적인 것의 활용은 초자연적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들을 

수 없었을 조화를 끄집어낸”(The use of the supernatural draws 

out a harmony which would otherwise be inaudible)다고 말한다(52). 

울프는 이 작품의 유령이 마든 부인의 죄책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는 존재이며, 따라서 마든 부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울프의 주장대로 마든 부인에게 

죄책감이란 이미 잊은 감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오랜 기간 그녀

와 함께한 익숙한 감정이다. 따라서 억압된 죄책감을 상기하는 에드

먼드 경의 유령을 볼 때마다 그녀는 언캐니함을 느낀다.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이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묘사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것도 인물들에게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에드먼드 옴 경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죽은 뒤

에도 다시 살아 돌아와 인간세계를 자유로이 떠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고 원하는 곳에 등장할 수 있는 초

월적 능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든 부인과 비슷한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나이 든 마든 부인과 달리 여전히 젊고 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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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얼굴을 유지하고 있다. 유령이 세 번째로 등장할 때부터 유령은 

화자에게 목격되기 시작하는데, 화자는 그를 “젊고 창백하며 잘생

겼고 면도가 깔끔히 된 점잖은 모습의 그는 특별히 밝은 푸른 눈을 

가졌”(young pale handsome clean-shaven decorous, with 

extraordinary light blue eyes)다고 묘사한다(122). 이어 화자는 “나

는 그를 저명인사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권력을 가진 왕자가 방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

다. 그는 권위있는 분위기 같은 것을 보유한 채, 마치 그가 다른 일

행들과 다른 것처럼 보였다”([I] speak of him as a personage, 

because one felt, indescribably, as if a reigning prince had come 

into the room. He held himself with something of the grand air 

and as if he were different from his company)고 말한다. 그는 초

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늙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왕자와 같은 

느낌도 주는 것이다. 그는 마치 모든 자연적 굴레를 극복한 초인처

럼 보인다. 프로이트는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령이 인간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에 

대해 망각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이고 익숙한 욕망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언캐니하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에게 언캐니함의 절정은 죽음, 시체, 망령, 영혼, 유

령과 같은 것에 의해 재현된다. . . . 사실, 우리는 몇몇 근대

어에서 독일어 표현 ‘언캐니한 집’이라는 표현이 ‘유령에 

홀린 집’이란 완곡어법으로만 번역되는 것을 본다. . . . 아마 

원시시대 혹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

정 중에서 죽음과 우리의 관계만큼이나 얕은 겉치장 아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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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된 채 거의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 . . 죽음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운명인지 혹은 삶 가운

데 어쩌면 피할 수도 있는 우발적 사건으로서 단순히 흔하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 생물학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

고 있다. . . .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o many people the acme of the uncanny is represented by 

anything to do with death, dead bodies, revenants, spirits, 

and ghosts. . . . Indeed, we have heard that in some modern 

languages the German phrase ein unheimliches Haus ['an 

uncanny house'] can be rendered only by the periphrasis 'a 

haunted house'. . . . Yet in hardly any other sphere has our 

thinking and feeling changed so little since primitive times or 

the old been so well preserved, under a thin veneer as in 

our relation to death. . . . Biology has so far been unable to 

decide whether death is the necessary fate of every living 

creature or simply a regular, but perhaps avoidable, 

contingency within life itself. . . . our unconscious is still as 

unreceptive as ever to the idea of our own mortality. (The 

Uncanny, 148)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불멸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고 있으

며, 죽음을 초월한 존재인 유령을 볼 때 자신의 내면에서 그러한 욕

구를 다시 마주하게 되어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에드먼드 옴 경의 유

령은 마든 부인이나 화자에게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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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 작품의 인물들과 유령의 관계는 초기유령이야기 세 작품에

서 드러나는 유령과 목격자의 관계가 일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유령과 목격자의 관계는 각

각 자매, 부녀, 약혼 관계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두 인물 사이에 벌

어진 일들로 인해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은 죄책감을 억압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마치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죄책감은 유령과의 대

면을 통해 실재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초기유령이야기에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은 제임스가 초기유령이야기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역시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제임스의 

문제의식과 리얼리티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이 드러난다. 제임스

는 화자를 유령 연구자처럼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나는 유령들에 

대해서 평생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하나를 직접 볼 뿐 아

니라 십중팔구는 그것을 더 친숙하게 다시 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무척 달랐다”([I] had heard all my days of 

apparitions, but it was a different thing to have seen one and to 

know that I should in all likelihood see it familiarly, as I might say, 

again; 125)고 말한다. 더불어 화자는 마든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했다. 

“다른 유령같은 유령이군요” 

“다른 유령같은? 자네 다른 유령도 본 적 있나?” 그녀가 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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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내 말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본 것 같은 종류라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마주하는 것은 엄청나게 흥미롭군요”

“자네는 나를 ‘사례’라고 부르나?“

  

“I see, I see.” I was more thrilled than I could say. “It's 

an apparition like another.”

“Like another? Have you ever seen another?” she cried.

“No, I mean the sort of thing one has heard of. It's 

tremendously interesting to encounter a case.”

“Do you call me a ‘case’?”(132)

화자가 마든 부인의 경험을 “사례”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다. 유령의 목격을 “사

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캠브리지 고스트 클럽이나 혹은 심령연

구협회 등에서 유령 목격담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에 부르는 방

식이기 때문에 이는 화자가 그러한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신이 “유령들에 대해서 평생을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도 그가 이런 “사례”들을 자주 접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25). 더불어 화자는 유령을 목격하는 것을 두려워하

기보다는 “엄청나게 흥미롭”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

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령에 홀린 임대집」의 화자가 유령에 

홀린 집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생각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물들은 유령과의 대면을 즐기고 

있다(160). 

그러나 이 작품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유령의 모습이 자

세히 묘사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여러 인물에 의해 동시에 목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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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

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원하는 인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때

에만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에드먼

드 옴 경은 마든 부인에게 일부러 자신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반

면, 샬롯 양에게는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마든 부

인과 샬롯 양의 시각에 인식되는 시각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마든 

부인에게 에드먼드 옴 경의 유령이 실재하는 것이지만 샬롯 양에게

는 끝까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된다. 화자에게 에드먼드 옴 경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서 실재하는 대상으로 바뀐다. 유령이 두 번째

로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화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순간부터 드러내기 시작한다. 화자에

게 유령은 원래 실재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을 기점으로 

“완벽한 존재”(perfect presence; 124)이며, “너무나 리얼한”(too 

real; 125)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유령이 

존재하는 한 각 인식주체마다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 즉 

리얼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리얼리티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포스

트모던의 논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샬롯 양에게 유령이 실재하

지 않는 것이고, 화자에게도 유령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지

라도 이 작품은 유령의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마든 부인과 화자 두 사람에게 동시에 목격되는 유령은 그 자체

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다만 샬롯 양은 그것을 보지 못

하는 것뿐이다. 

제임스가 처음으로 쓴 유령 이야기 세 편을 보면 제임스의 관

심은 유령 그 자체보다 오히려 유령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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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 데 맞추어져 있다. 초기유령이야기의 인물들은 오랜 기

간 억압하며 모른 척 하고 지내온 가족에 대한 살인 충동, 질투심, 

동생의 옷을 빼앗고 싶은 욕망(「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 죄책

감(「유령에 홀린 임대집」, 「에드먼드 옴 경」)을 유령의 등장에 

의해 다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케틀이나 그래험의 주장과는 달리 

제임스의 심리적 리얼리즘은 사실주의 소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유령이야기에도 해당되는 것이며 오히려 유령이야기에서는 사

실주의 소설에서 볼 수 없는 심리적 리얼리즘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틀은 제임스의 심리적 리얼리즘이 이저벨에 의

해서 “느껴진 삶”(19)을 “그녀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느

끼”(we feel as she feels; 16)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고, 그래험

은 “인물이 느낀 ‘리얼리티’”를 독자가 느끼게 하는 것을 제임

스의 심리적 리얼리즘이라고 분석했지만(58),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

서 드러나는 심리적 리얼리즘은 인물이 느끼지 못했던 삶, 인물이 

느끼지 못했던 리얼리티까지 독자에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이 인물의 심리 내부에 망각된 한 부분을 리

얼하게 드러내는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한다. 프로이트는 문

학이 독자에게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리얼리티 

테스트”(the reality test)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The Uncanny 

156). 프로이트는 “소원 성취, 숨겨진 힘의 존재, 생각의 전지전능

성, 무생물의 생물화는 - 요정 이야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흔하기에 - 언캐니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It is 

impossible for wish-fulfillments, the existence of secret powers, the 

omnipotence of thoughts, the animation of the inanimate - all of 

which are common place in the fairy tale - to produc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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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anny effect)고 말한다(156).16)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

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매일의 리얼리티를 약속하고는 그것을 넘

어섬으로써 우리를 속여”(tricks us by promising us everyday 

reality and then going beyond it)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초자연적 현

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는 요정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리

얼리티가 전제된 세계 속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져야 만이 언캐

니한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언캐

니한 감정이 판타지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캐니한 효

과는 판타지와 리얼리티의 경계가 흐려질 때 종종 발생”(an 

uncanny effect often arises when the boundary between fantasy 

and reality is blurred)한다고 말한다(150).

제임스의 유령이야기가 단순히 “병적으로 감정적인” 작품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Leavis 163). 제임스는 초자연적 대상을 드

러내면서도 “매일의 리얼리티를 약속”하여 독자들을 교묘하게 속

이고 그럼으로써 “리얼리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The Uncanny 156). 제임스는 「유령이 홀린 임대집」에서 

허구적 소설이 아닌 화자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는 듯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실제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에

드먼드 옴 경」에서는 서문을 달아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작품의 초반부터 리얼리티 테스트

를 통과하기 위한 장치들을 깔아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언캐니한 감정들이 본래 “리얼한 삶에서

16) 요정이야기에 대한 프로이트와 제임스의 태도는 서로 다르다. 프로이트
는 요정이야기를 불가능한 초자연적 세계의 이야기로 보고 있으며, 제임
스는 불가능한 요정이야기 외에도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
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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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재한 것”(something that is wanting in real life)이기 때문에 

오직 판타지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경험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much richer than what we know from experience)하게 제시

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문학 작품이 주는 효용이라고 말한다

(155). 제임스 초기유령이야기 역시 유령이라는 판타지 세계의 존재

를 등장시킴으로써 인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결코 경험하지 않았

을 언캐니한 감정들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심리 내부를 이전보

다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유령이라는 초

자연적 존재가 인식 주체들에게 서로 다르게 감각된다면 그에 따라 

각자의 리얼리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코필드는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에서는 실제 세

계와 상상의 세계의 만남이 중요”(the meeting of the actual and the 

imaginary is crucial in James's ghost stories)하다고 지적한다(ix). 초기

유령이야기에서 제임스의 관심사는 이 두 세계를 만나게 함으로써 심

리 내부에 억압된 무의식을 드러내고 그로써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

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코필드는 그로 인해 “헨리 제임스의 유령

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큼이나 내부에서 오는 경향이 있”(Henry 

James's ghosts are liable to arise as much from within as from 

without)다고 말한다(xi).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임스의 유령들이 무섭

기보다는 다소 “부드럽게”(mild) 느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Woolf 52), 오히려 무서운 유령을 통해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상황에 언캐니함을 들여오는 것”(introducing the uncanny 

in bland settings)이 제임스의 관심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del vi). 제임스가 유령이야기를 쓴 이유는 유령을 통해 독자에게 겁

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주의 소설에서 충분히 논하기 힘든 무

의식적 영역의 실재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 60 -

Ⅲ. 1890년대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

제임스의 초기 유령이야기 세 편은 실재 세계와 상상의 세계

를 만나게 함으로써, 실재 세계에서는 드러나기 힘든 인물의 망각된 

욕망과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레온 이들과 스코필드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듯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유령을 

활용하여 심리 내부에 억압된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기에, 제임스 유

령이야기를 당시의 다른 고딕소설들과 함께 분류하는 고딕 비평가

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럴드 E. 호글(Jerrold 

E. Hogle)은 고딕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논하면서, “고딕 

이야기는 보통 (적어도 일정 시간동안은) 오래된, 혹은 오래되어 보

이는 장소에서 벌어진다. . . . 이런 오래된 장소 혹은 이런 장소들

이 모여 있는 곳에는 먼 과거(혹은 가까운 과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과거의 비밀은 줄거리 내내 인물들을 육체적 심리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힌다”(a Gothic tale usually takes place (at least 

some of the time) in an antiquated or seemingly antiquated space. 

. . . Within this space, or a combination of such spaces, are 

hidden some secrets from the past (sometimes the recent past) 

that haunt the characters, psychologically, physically, or otherwise 

at the main time of the story)고 말한다(2). 호글은 그러한 고딕 소

설의 대표적인 예로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 샬롯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의 『누런 벽지』

(“The Yellow Wallpaper”),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드라큘

라』(Dracula),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en Poe)의 19세기 중반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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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언급하며, 이 작품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무의식 그 

자체에 대한 공포 혹은 망각된 장소에 현재 묻혀 있는 과거로부터

의 욕망을 포함하여, 등장인물이나 집단 속에 심리적으로 묻혀 있던 

것들을 마주하도록 강요한다”(force them, first, to confront what 

is psychologically buried in individuals or groups, including their 

fears of the mental unconscious itself and the desires from the 

past now buried in that forgotten location)고 말한다(3). 고딕 소설

에 대한 호글의 이러한 분석은, 앞서 분석한 제임스 초기유령이야기 

세 편에 잘 적용된다. 제임스의 초기 유령이야기 세 편은 오래된 집

을 배경으로 망각된  “심리적 무의식” 혹은 “과거로부터의 욕

망”을 “마주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2-3). 

1890년대 영미고딕 소설에 대한 글레니스 바이런(Glennis 

Byron)의 분석 역시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바이런

은 1890년대에 이르러 “과학이 좀 더 비물질적인 정신 영역을 탐

구하기 위해서 물질주의적 기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 . . 그

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심리적 질서에 대한 위협을 내부

로부터의 위협으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진화론보다 훨씬 더 중추적

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As science moved away from its 

materialist base to explore the less tangible arena of the mind . . . 

[T]he growing interest in such fields played an even more pivotal 

role than evolutionary theories in identifying the threat to social 

and psychic order as an internal threat)고 말한다(190). 바이런은 이

에 따라 1890년대 고딕 소설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심리 내부의 

“무의식적 힘의 위력과 주도력에 대한 인식”(the recognition of 

the primacy and power of unconscious forces)을 다루는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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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191). 바이런은 그러한 예로 R. L. 스티븐슨(R. L. Stevenson)

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Dr. Jekyll and Mr. Hyde), 아서 마쉔

(Arthur Machen)의 『위대한 신 판』(The Great God Pan), H. G. 웰

스(H. G. Wells)의 『모로 박사의 섬』(The Island of Dr. Moreau), 

리차드 마쉬(Richard Marsh)의 『딱정벌레』(The Beetle)를 든다. 바

이런의 주장대로 1890년대 고딕 소설의 핵심이 심리 내부의 무의식

적 힘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제임스 초기유령이야기들 역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쥴리아 브릭스(Julia Briggs) 역시 이런 점에서 제임스를 다른 

고딕 소설작가들과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다. 브릭스는 제임스가 에

드가 앨런 포, 호프만, 제라드 드 네르발(Gérard de Nerval)과 토마

스 드 퀸시(Thomas de Quincey)와 함께 유령 이야기(the ghost 

story)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유령 이야기의 주제는 “스스로

나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설명하기 힘든 인간적 충동과 스스로를 

벼랑에서 던져버리고자 하는 욕구 혹은 다른 생명체를 고문하고 죽

이고자 하는 욕구, 즉 이성의 심장부에서 자고 있는 괴물들을 죽이

고자 하는 욕구를 극화”(dramatised the inexplicable human urge to 

hurt oneself or others, the desire to throw oneself off a precipice 

or to torture or kill another living creature - monsters that sleep 

at the heart of reason)하는데 있다며, 19세기의 유령 이야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궁극적 호러들을 드러내었

다”(revealed that the ultimate horrors lie not without but within)

고 말한다(179).17) 브릭스는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A 

17) “호러”와 “테러”의 차이는 호글이 잘 설명하고 있다. 호글은 고딕 
소설을 “테러 고딕”(terror gothic)과 “호러 고딕”(horror gothi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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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mas Carol)을 예로 들며 19세기 유령 이야기가 “가족을 그릇

된 위험의 근원이자 심지어 그릇된 의식의 모델로 재현하는 경

향”(tendency to represent the family as a source of danger, even 

as a model of false consciousness)이 있다고 말한다(181). 호글은 고

딕소설 전체를, 바이런은 1890년대 영미고딕소설을, 브릭스는 유령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셋 모두 이성적이고 일관된 심

리를 해체하고 심리 내부에 망각된 위협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것이 

고딕소설과 유령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보인다. 

물론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는 단지 심리적 무의식을 재현

하는 심리적 리얼리즘의 탐구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앞서 인용한 

작품에서는 리얼리티의 본질과 그 인식 근거에 대한 제임스의 문제

의식이 점차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령에 

홀린 임대집」에서는 감각을 통해 유령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다이

아몬드 장군과 관찰, 추론을 통해 유령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데보라 

양을 각각 등장시킨 뒤, 이들의 실재성 근거가 거짓일 가능성을 제

기하였다. 「에드먼드 옴 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인물에게 자신

의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유령의 본질적 특성상 각 인물마다 

감각에 인식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제임스가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이와 같이 리얼리티의 본질과 인

식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분류하는데, 테러 고딕은 삶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 있는 반면, 
호러 고딕은 “충격적이고 심지어 역겨운 결말”(shocking, and even 
revolting consequence)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전제
되어 있던 기준들을 분해시키는”(shattering the assumed norms . . . of 
everyday life) “심리적 분해”(psychological dissolution)를 다루는 것이
라고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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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이 문제를 끝맺음하는 방식에 있다. 감각이나 관찰, 추론이 

실재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실재성을 판단

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누군

가가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임스는 실재성의 근거는 오직 유령에게서

만 올 수 있다고 암시한다. 결국 유령의 실재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은 유령이 얼굴에 상처를 남기거나 질을 불태우는 등 물리적 증거

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며(「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 「유령에 홀

린 임대집」), 혹은 유령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인식 주체에게 모습

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에드먼드 옴 경」). 유령이 증거를 남기거

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식 주체로서는 감각을 통해서든 추론

을 통해서든 실재하는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방법이 없어지

게 된다. 

스카보로우와 뢸링거는 제임스가 유령의 실재성을 암시하며 

소설을 끝맺음 하는 제임스의 방식에 대해서 결국 제임스가 유령이

야기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실재하는 유령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유령의 실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이 

당시 학자들이 믿고 있던 유령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

하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령 1885년 심령연구협회

에 보고된 C양의 일화를 보면, C양은 유령에 대해서 “그녀[유령]는 

천천히 움직여 내 방으로 들어갔”(she moved slowly and went into 

my room)고 C양이 따라 들어가자 “그 방에 아무도 없었다”(there 

was no one in the room)고 기록한다(The Turn of the Screw 200

).18) 1889년에 기록된 G 여사의 목격담을 보면 “내가 깊은 흐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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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음소리에 벌떡 일어났을 때는 . . .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간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We had not been more than 

a fortnight in our new home . . . when I was aroused by a deep 

sob and moan)라고 말하며(202), 며칠이 지나서 그녀가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침대가 흔들렸다”(The bed was shaken)고 말한다

(204). 이러한 목격담들에 묘사된 유령들은 그저 등장했다가 사라지

거나, 그저 소리만 내는 등 아무 목적도 없이 나타날 뿐 산 인간에

게 물리적 상처나 증거를 남기는 일은 없다. 스코필드 역시 이에 대

해서 “심령연구협회의 기록에 적힌 대부분의 유령들과 달리 . . . 

제임스 이야기 속 유령들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다”(Unlike many of the ghost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 . . . ghosts in James's stories 

always appear with a purpose)고 말한다(ⅹⅳ). 서문에 적힌 제임스

본인의 말은 이를 더 분명하게 한다. 그는 “나는 나의 유령들을 정

확하게 묘사하는 것과 나의 이야기를 ‘좋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이야기를 ‘좋게’ 만드는 것은 끔찍함에 대한 나만

의 느낌과, 나만의 계획된 공포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I had to 

decide in fine between having my apparitions correct and having 

my story “good”―that is producing my impression of the 

dreadful, my designed horror)고 쓴다(TS 127). 즉 유령을 “정확하

게” 묘사하는 것보다, 인물의 심리 속에 망각된 욕망과 죄책감을 

드러내어 독자에게 “끔찍함에 대한 나만의 느낌과, 나만의 계획된 

공포심”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령의 모습을 

18) 이하 The Turn of the Screw (Boston: Bedford / St. Martin's), 2010는 
BE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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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27). 제임스는 실재하는 유령을 

재현한지 않는 이유로 “기록되고 증언된 ‘유령들’은 다시 말해

서, 별로 표현적이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별로 지속적

이고 의식적이고 반응적이지 못하다”(Recorded and attested 

“ghosts” are in other words as little expressive, as little 

dramatic, above all as little continuous and conscious and 

responsive; 127)는 것을 든다. 이는 그가 학계에 보고된 유령의 모

습을 자신의 작품에 차용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었음을 잘 보여준

다. 이는 제임스가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유령을 활용한 것이 실재하

는 유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고딕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허구적 존재로서 유령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

내기 위한 극적(dramatic) 장치로 활용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제임스의 관심이 유령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

닌, 유령을 문학적 장치로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었

다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호글, 바이런, 브릭스가 고딕 소설을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이트 심리학 이론을 통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비평가의 주장대로 제임스의 초기유령이

야기는 포, 드 네르발, 와일드, 스토커, 스티븐슨의 고딕 소설과 함

께 심리적 분열에 주목한 이야기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에드먼드 옴 경」이후 1890년대에 쓰인 제임스의 작

품들을 보게 되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가 동시대의 다른 고딕 소설

들과 매우 다르며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으로는 완전히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제임스는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리얼

19) 마커스 클라인(Marcus Klein)은 제임스의 1890년대를 집중적으로 연구
한 뒤, “제임스의 모든 경력에서 과거의 성취와 의도적으로 결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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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의 본질과 그 인식 근거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초기유령

이야기에서는 유령이 물리적 증거를 남겨놓거나 혹은 두 명의 인물

에 의해서 동시에 목격되었기 때문에 결국 유령은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적인 삶」부터 「친구들의 친구들」

까지 1890년대에 쓰인 네 편의 작품에서는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이 봉합되지 않고 끝나버리면서, 유령은 더 이상 초자연적 존재

가 아니게 되고 결국 유령은 정말 실재하는지, 만약 실재한다면 자

연적 존재인지 초자연적 존재인지, 그리고 원래 대상의 실재성은 객

관적인 것인지라는 실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작품의 주제

가 된다.  

「사적인 삶」을 보면,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스위스의 한 여

관에 모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어느 

날 천재 작가인 클레어 보드리(Clare Vawdrey)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화자는 보드리가 “런던에서 그와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불확실한 작품세계로 출발한 이 시기보다 제임스가 더 흥미로운 작가였
던 적은 없다”(James is an exciting writer, never more so than in this 
time in his career when he has made a deliberate break with past 
accomplishment and embarked upon uncertainties; xxviii)고 평가한다. 
클라인은 제임스의 90년대가 신경 쇠약에 걸린 채 “사적인 악마에게 
시달린”(haunted by private demons) 시기였으며 결정적으로 1895년의 
연극무대에서의 실패가 제임스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클라인은 이로 인해 90년대의 제임스가 “어떤 조류의 경향도 
넘어서는 지적인”(intelligent beyond Tendenz of any tendency; x) 글을 
보여주며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그의 경력에서 전성기라 
불리는 후기 삼부작의 구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클라인은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가 제임스의 작품 중 특별한 위
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대부
분 전기적인 것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제임스의 작품 세계를 축소 해석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Marcus Klein, “Terribly 
at the Mercy of His Mind”: Henry James in the 1890s (Seoul: SNU 
Press, 20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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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마 없을”(there was probably no one present with whom 

in London he hadn't dined) 정도로 매일 다른 사람들과 만나며

(Ghost Stories of Henry James 93)20), 그것도 모자라 “클레어 보드

리는 모든 화제 거리에 대해서 많은 일화들을 가지고 있”(Clare 

Vawdrey had a fund of anecdote on the whole question; 97)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소화하는 보드리는 화

자에게 무척 기이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화자는 “그[보드리]에 대

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항상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

은 느낌을 받았”(when he was talked about, I had always had a 

sense of our speaking of the dead)으며, 그의 분위기가 항상 “너

무 로맨틱하고 비정상적”(so romantic and abnormal)이라고 느낀다. 

따라서 화자는 보드리가 들려주는 “전설들이 리얼리티 앞에서 창

백해져 버렸다”(the legend paled then before the reality)고 말할 

정도로 그가 실제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느낀다(97). 보드리의 이

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화자가 보드리에게 작품을 완성했느냐

고 묻자,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자신이] 멋진 문장을 썼다고 대

답”(he replied before dinner he had written a splendid passage)한

다(99). 이에 대해 화자가 “저녁 먹기 전에 당신은 테라스에서 우리 

모두를 넋을 잃게 붙잡아 두었”(before dinner you were holding us 

all spellbound on the terrace)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보드리는 “오 

그 전에요”(Oh it was before that)라고 말을 바꾼다. 화자가 다시 

“그 전에는 나랑 당구를 쳤잖아요”(Before that you were playing 

billiards with me)라고 재차 다그치자 “그러면 어제인가 보

죠”(Then it must have been yesterday)라고 또 말을 바꾸더니, 이

20) 이하 Ghost Stories of Henry James는 Ghost Stories로 표기함. 



- 69 -

에 화자가 “당신은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했잖

아요”(You told me this morning you did nothing yesterday)라고 묻

자 결국 “나는 내가 언제 뭘 하는 지 정말 아는 것 같지가 않아

요”(I don't think I really know when I do things)라는 황당한 답변

을 내놓는다. 자기 스스로도 본인이 언제 작품을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화자는 보드리가 자신의 작품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느끼고 저녁 식사 후 보드리가 아드니 부인(Mrs Adney)과 의 대화

에 빠져있을 때 그의 방으로 몰래 올라간다. 그러나 그는 보드리의 

방에서 “놀랍게도, 그 방의 주인이 내 앞에 앉아 있

었”(surprisingly, its occupant himself sat before me)다는 것을 확

인한다(104). 분명 방금 전까지 아래층에서 아드니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어느 새 방에 올라와 앉아있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화자는 방에 앉아있는 보드리에게 말을 걸지만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쓰기만 한다. 이러한 

이해 못할 현상에 화자는 “신비체험의 느낌”(a sense of 

mystification)을 받게 된다(104).  

화자가 이를 아드니 부인에게 말하자, 아드니 부인은 “두 명

이 존재하는 거에요”(There are two of them)라며 “한 명이 밖으

로 나가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죠. 한 명은 천재고, 다른 한 명은 

부르주아인 거죠”(One goes out, the other stays at home. One's 

the genius, the other's the bourgeois)라고 말한다(107).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 지내던 부르주아 보드리는 “그의 대체 정체성”(His 

alternate identity), “그의 다른 자아”(His other self)라는 것이다

(111). 프로이트는 이러한 “이중 자아”(double)의 등장이 언캐니함

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시한다(The Uncanny 142). 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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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간의 바람은 죽은 뒤에도 여

전히 살아서 돌아오는 유령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찾기도 하

지만, “이중 자아가 원래 자아 소멸에 대항하는 보험이었다”(The 

double was originally an insurance against the extinction of the 

self)고 말한다(142). 만약 인간이 자기 분신을 만들 수 있다면,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분신을 통해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분신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명의 사람이 두 

개의 자아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설정은 문학작품에서 언캐니함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빈번하게 활용되어왔다. 보드리의 이중 자아를 

반드시 불멸성과 관련시키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온갖 귀찮은 사교모임에 나가게 하고 본인은 조용히 자신의 예술활

동에 몰두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의식적 소원 성취

(wish-fulfillment)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제임스가 보드리를 이중 자아를 가진 

초자연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로일은 작가라

는 직업이 본래 이중 자아를 가지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다. “저

자의 욕망에 의하면 글은 (작가의) 사후에도 읽혀지고 기억되어야만 

하는”(writing is impelled by an authorial desire to be read and 

remembered after death)것이며, 여기서 글에 의해 사후에도 기억되

는 작가는 물리적 육체를 가진 작가와 다르다(191). 다시 말해서 로

일은 “생존과 생매장의 논리가 (작가의) 이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 이름은 이름의 주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것이 이름

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름은 그 자체로 ‘언캐니한 조짐’이 된

다”(A logic of survival of live burial is of course already at work 

in the name. A name is capable of outliving its bearer: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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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 name ‘is’. The name itself becomes an ‘uncanny 

harbinger’)고 말한다(191). 즉 글을 쓰는 작가의 욕망은 글을 통해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름이 남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때 남게 되는 

이름은 불멸하는 자아로서 자신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언캐니에 대한 로일의 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특히 천

재적 작가의 글일수록 언캐니함이 커진다고 설명하는 데 있다. 그는 

천재적 작가가 되어 정전에 남을 작품을 남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캐니한 글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진정으로 악마적이거나 언캐니

한 것은 늘 정전의 지위를 얻는다”(the authentically daemonic or 

uncanny always achieves canonical status)고 정의한 해롤드 블룸의 

말을 인용하며(14), “당신이 정전에 오른 작품을 처음으로 읽으면 

당신은 늘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when you read a canonical 

work for the first time you encounter a stranger)는 점을 통해 볼 

때, 언캐니하고 낯선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정전에 오르기 위

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다. 언캐니에 대한 로일의 설명은 왜 제임

스가 보드리의 직업을 작가로 설정한 것 뿐 아니라 천재 작가로 설

정하였는지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사적인 삶」은 이와 같이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하여 망각된 심리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는 보드리가 정말 이중 자아를 가진 초자연적 존재인지 자

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와 아드니 부인이 보드리가 

정말 이중 자아를 가진 초자연적 존재라고 확인하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이루어지는데, 둘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략을 세

운다. 화자가 일부러 보드리를 데리고 멀리 산책을 나가 있는 동안, 

아드니 부인은 보드리의 방에 허락 없이 침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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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돌아온 화자는 아드니 부인을 만나 “당신 그를 보았죠?”(you 

saw him?)라 묻는데, 아드니 부인은 이 물음에 “그가 나를 봤어

요”(he saw me)라 말하며, “그는 멋져요. . . . 그가 그것[작품 쓰

기]을 한 사람이에요”([H]e's splendid. . . . He is the one who does 

it)라고 대답한다(Ghost Stories 120). 다시 말해 화자가 보드리와 밖

에 있는 동안 아드니 부인은 보드리의 다른 자아를 만났다는 것이

다(111). 

그러나 아드니 부인이 스스로 보드리의 다른 자아를 만났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유령이야기와 달리 이 작품에서 독

자는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111). 초

기유령이야기에서는 얼굴의 흉터나 불에 탄 집이라는 물리적 증거

가 존재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뿐 아

니라 보드리의 이중 자아는 아드니 부인 혼자만 혹은 화자 혼자만 

따로따로 목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는 유령을 목격하

는 아드니 부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자신이 

보드리의 다른 자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아드니 부인은 나이가 

마흔 살이 된 여배우로, 한 때는 젊었지만 “그 시절들은 지나갔고 

그녀는 여전히 그 때를 그리워”(The years had passed, and still 

she had missed it)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98). 여러 작품에 출연했

던 “그녀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어느 것도 그녀가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남아있

지 않았”(none of the things she had done was the thing she had 

dreamed of, so that at present she had no more time to lose)고 따

라서 “그녀의 웃음 뒤에는 아픔이”(the ache beneath the smile) 

있다(98).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결혼도 “파산 상태”(ruinous)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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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고 말한다(112). 그녀는 자신을 재기시켜 줄 유일한 가능성이 

천재 작가 보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위해 희곡을 써 주어야 하고, 그 여주인공 자리는, . . . 그녀가 옛날

부터 원했던 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she had settled it for 

him that he was to write her a play and that the heroine . . . 

would be the part for which she had immemorially longed)시킨다

(98). 원고를 어서 보여 달라는 아드니 부인의 물음에 보드리가 “유

감스럽지만 원고는 없어요”(I'm afraid there is no manuscript)라고 

말하자, 아드니 부인은 이를 믿지 않고, 화자에게 “가서 그의 원고

를 가져와요”(Go and get his papers)라고 명령한다(102). 보드리가 

계속 원고를 보여주지 않자 아드니 부인은 자신을 재기시켜 줄 또 

다른 보드리가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화자는 그녀

가 “더 큰 기회의 상상에 홀린”(haunted by the vision of a 

bigger chance; 98)채, “환상 속에 살았”(she dwelt in illusions; 99)

다고 말한다. 그녀 스스로도 점점 자신의 이런 욕망에 대해 “비정

상적 욕망”(insane desire; 112)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것이 “비정상적 욕망”일지라도 보드리의 다른 자아가 있다고 믿

을 수밖에는 없다(112).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아드니 부인이 보드리의 다른 자아는 

분명 존재한다며 “나는 내 배역을 받게 될거야 - 나는 내 배역을 

받게 될 거라고!”(I shall have my part - I shall have my part!)라고 

외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보드리의 다른 자아가 실재한다는 그녀

의 주장이 물거품이 된 자신의 기대를 스스로의 망상으로 충족하려 

하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당신 그를 봤

죠?”라고 묻는 화자의 물음에 대해 그녀가 “난 그를 봤어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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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 him)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는 나를 봤어요”(He saw me)라고 

대답하는 것 역시(120), 자신이 보드리의 대체 자아를 보지는 못했지

만, 보드리는 존재하고 그는 나를 봤을 것이라는 그녀의 바람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교묘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교체하

여 자신의 무의식적 바람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용했듯이 화자가 보드리의 방에서 그를 보게 되는 장

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화자 스스로가 이야기하듯 그 방은 

매우 어두운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의 등은 반쯤 나를 향해 

돌아진”(His back was half-turned to me) 상태였고, 그를 부르는 

화자의 외침에 그가 답변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104). 따라서 독

자들은 이 작품을 읽고 초자연적 존재인 보드리가 과연 실재하는 

존재인지 묻게 된다. 독자는 인식주체의 시각에 인지된 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재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시각에 인지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실재하는 것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부여받게 되며, 제임스는 초

기유령이야기와 달리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작

품을 끝맺음한다.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 없이 작품이 끝나는 것은 

「오웬 윈그레이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은 지난 300년간 

남자들이 모두 입대하여 공훈을 올린 한 영국 귀족 가문 내에서 일

어난 사건을 다룬다. 이 집안에는 “백색 방”(The White Room)으

로 불리는 버려진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조지 1세 시대에 윈그

레이브 장군(Colonel Wingrave)이 숨진 채 발견된 뒤로 유령에 홀린 

방이라고 알려져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 가정부의 딸 케이트 쥴리

안(Kate Julian)은 오웬 윈그레이브(Owen Wingrave)에게 이 방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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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실재하는 게 분명하니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유령의 실재성

을 확인해보라고 강요한다. 유령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오웬은 

“나는 그 빌어먹을 장소에서 지난 밤 내내 있었”(I spent all last 

night in the confounded place)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며,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It's a simple fact)라고 말한다

(Ghost Stories 149). 그러나 케이트는 “그[오웬]가 우리를 속이려 

든다고 믿”(believed him to be trying to deceive us; 149)고, 오웬

에게 유령에 홀린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낼 것을 강요한다. 결국 다

음 날 아침 백색 방을 열어본 오웬의 스승 스펜서 코일(Spenser 

Coyle)은 “오웬 윈그레이브가 다음 날 그[스펜서 코일]가 그를 마지

막으로 보았을 때처럼 옷을 입고는, 그의 조상이 발견된 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져 죽은”(Owen Wingrave, dressed as he had last seen 

him, lay dead on the spot on which his ancestor had been found)

것을 발견한다(151). 따라서 이 작품에서도 유령이 정말 실재하며 등

장했는지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밤

을 보낸 오웬이 다음 날 아침 죽은 채 발견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유령의 모습이 등장하거나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

기 때문에 오웬이 정말 윈그레이브 장군의 유령을 목격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인지에 대

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제임스의 첫 유령 이야기 「어떤 오래된 옷의 로

맨스」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흥미롭게도 제임스가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에서 다룬 가문의 이름 역시 윈그레이브 가문

이다.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에서도 유령의 모습은 전혀 묘사

되지 않았고, 유령을 목격한 로잘린드의 시체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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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는 로잘린드의 시체에 “복수심에 가득 찬 유령의 두 손이 

열개의 끔찍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고 물리적 근거를 남겨두어 이

것이 동생 퍼디타의 유령에 의한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반면, 오

웬의 시체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퍼디타의 

유령과는 달리 윈그레이브 장군의 유령은 오웬을 죽여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21) 윈그레이브 장군은 오웬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울프는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윈그레이브 장군이 오웬

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 재앙이 이전에 일어난 일과 올바른 관

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The catastrophe has not the right 

relations to what has gone before)며 개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52), 

심지어는 “「오웬 윈그레이브」를 유령이야기로 보는 것은 과녁을 

벗어난 것”(that Owen Wingrave as a ghost story misses its mark)

이라며 이 이야기는 유령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51). 그러나 이

런 울프의 비판은 제임스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제임

스의 주제의식이 유령의 실재성과 그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제

임스는 의도적으로 유령이 오웬을 죽여야 할 동기를 없애 독자로 

하여금 유령이 과연 실재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제임스가 주목하는 것은 유령보다 케이트의 심리 

과정과 그녀가 실재성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케이트는 작품이 전개

될수록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 가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정작 유령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유령에 대한 소문과 

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임스 유령 이야기의 유령들은 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다”(ghosts in James' stories always appear with a 
purpose)고 주장한 스코필드의 분석은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에만 적
용될 뿐 1890년대 유령이야기부터는 적용되지 못한다(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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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만 가지고 유령의 실재성을 분명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백색 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유령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오웬의 

주장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그가 “우리를 속이려 든다”

고 말하는 케이트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149). 그녀가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녀에게 그것이 유일

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정부의 딸로 오웬의 집에서 가장 

열등한 존재이며, 그런 그녀가 집안에서 나름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

서는 집의 모든 권력을 가진 오웬의 고모 윈그레이브 양(Miss 

Wingrave)을 따라서 조상의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혹은 윈그레

이브 양과 대립하는 오웬을 비판해야만 한다. 그녀의 이런 욕망은 

그녀로 하여금 아무 근거도 없이 유령의 존재를 믿게 만든다. 결말

에 이르러 오웬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케이트로 하여금 유령 존

재를 확신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그로써 유령의 실재성은 그녀

에게 확신한 것이 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케이트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다. 「사적

인 삶」에서 아드니 부인은 시각적 인지를 초자연적 현상의 근거로 

내세웠다면(“그가 나를 봤어요”), 이 작품에서 케이트 양은 소문과 

추론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둘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적인 삶」과 「오웬 윈그레이브」는 유령의 실

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이 문제를 유령이 남긴 증거로 해결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봉합 없이 독자가 판단하도록 유보한

다. 다시 말해 초기유령이야기가 유령이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인물

의 억압된 심리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사적인 삶」에서부

터는 유령의 존재를 믿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주

장하는 유령의 실재성과 판단 기준을 작품의 핵심적 문제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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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인 것이다.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유령의 실재성 자체가 문제가 되면

서, 제임스 유령이야기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과연 유령이 실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프로이트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프로이트는 유령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 과학

자들 중 가장 뛰어난 마음과 예리한 사고력을 가진 자들 몇 명이, 

특히 그들이 임종할 때가 다가올수록 [죽은 자와의] 그런 접촉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야만인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원시적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놀랄 일이 아니다”(there 

is no denying that some of the finest minds and sharpest thinkers 

among our men of science have concluded, especially towards the 

end of their own lives, that there is ample opportunity for such 

contact. Since nearly all of us still think no differently from 

savages on this subject, it is not surprising the primitive fear of 

the dead is still so potent in us)라고 말한다(The Uncanny 149). 프

로이트는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자신과 자신이 속한 

학파의 연구로 인해 “오늘 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의 방식들을 극복했다”(Today we no longer 

believe in them, having surmounted such modes of thought)고까지 

말한다(154). 즉 프로이트는 유령의 실재성을 믿는 것은 야만적이지

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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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볼 때 프로이트와 제임스의 결론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다 초자연적 세계와 리얼한 세계를 뒤섞일 때 언캐니한 효과가 발

생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프로이트에게 초자연적 세계는 현실 세계

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문학적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인 반면 

제임스에게는 이 두 세계가 섞여 있다는 것이 곧 그의 세계관 그 

자체이다. 프로이트는 “판타지와 리얼리티의 경계가 흐려질 

때”(150)만이 “리얼한 삶에서는 부재”(155)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애초에 초자연적 세계와 리얼한 세계가 

서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문학작품에서 드러내는 초자연적 

존재는 리얼한 삶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문학의 세계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에게 리얼리티란 객관적

인 것이다. 유령이란 보는 사람에 따라 실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

고, 그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제임스에게는 초자연적 세계

가 단순히 문학적 세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남과 북 사이에 

이정표를 심는 것만큼이나 리얼한 세계와 로맨스 세계 사이에 경계

선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The Art of the Novel 37)고 말하는 

제임스에게 초자연적 세계와 리얼한 세계는 애초에 구분되지 않는

다. 제임스는 이와 같이 두 세계가 구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문학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분석

하는 문학 작품들과 제임스가 써 낸 문학 작품이 초자연적 세계와 

리얼한 세계를 뒤섞는 것 같은 비슷한 외양을 보이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에 대한 생각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임스의 생각은 그의 다른 글에서도 드러난다.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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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버나드 쇼에게 “당신이 관심 분야를 과학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다가 제한할 때 . . . 당신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단순하

게 된다”(You simplify too much . . . when you limit the field of 

interest to what you call the scientific)고 말하며, “당신이 이 모험

적이고 추측에 근거한 상상력에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후원자가 만든 아름다운 것들의 절반이 반드시 말살될 것이

다”(Half the beautiful things that the benefactors of the human 

species have produced would surely be wiped out if you don't 

allow this adventurous and speculative imagination its rights)라고 

말한다(TS 102-3). 모든 유령 존재를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심

리적 작용으로 여기게 되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만들고 이

는 실재하는 많은 것들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제임스의 문제 설정에 주목하는 대신 프로이트의 과학

적 이론 틀로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를 보게 되면, 리얼리티에 대한 

제임스의 문제의식이 배제되고 모든 유령이 허구적 문학 장치이거

나 인물의 심리적 망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레온 이들은 이러한 태

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는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에 대해서 

“독자들은 이 이야기들에서 두 겹의 흥미를 찾을 수 있

다”(Readers can find a twofold interest in these tales)고 말한 뒤,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단순히 오락으로서 읽을 수 있”(They can 

read them simply as entertainments)거나 혹은 “만약 그들이 원한

다면, 그들은 그 이야기에 내재된 심리학을 읽어볼 시도를 할 수 있

다”(if they wish, they can attempt to read the psychology residing 

in the stories)고 말한다(ⅷ). 레온 이들은 프로이트의 세계관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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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스의 유령이야기를 해석함으로써 유령 그 자체의 실재성에 대한 

제임스의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프로이트가 하는 것처

럼 유령을 오락적 목적이나 혹은 심리적 무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허구적 장치로 간주하고 있다. 

제임스와 프로이트의 리얼리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단순히 

예술관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의 심리 분석에 있어서도 차이

를 야기한다. 「사적인 삶」과 「오웬 윈그레이브」의 인물들이 보

이는 심리 상태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 헨리 서스만(Henry Sussman)과 에드나 켄튼(Edna Kenton)은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조셉 브로이어(Josef Breuer)와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

구』(Studies on Hyesteria)를 인용하는데 이 책에 실린 히스테리 환

자들의 증세들에서는 일종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환자들은 모두 신체적 증상들을 나타내며, 이러한 히스테

리 증세는 어렸을 적의 외상적 경험과 더불어 현재의 성적 억압에

서 기인한다. 프로이트가 1889년에 만난 에미 폰 N. 부인(Frau 

Emmy Von N)의 경우 손가락 수전증과 떨림, 경련성 틱과 우울증, 

불면증, 오한과 왼쪽 다리의 통증이라는 구체적 신체 증상들을 동반

하며(Studies on Hysteria 104-6), 프로이트는 이 증세의 원인으로 청

소년기에 형제, 자매들과 겪었던 외상적 경험들이 결정적이라고 말

한다(108).22) 더불어 그녀가 “수년 동안 성적인 금욕 상태에서 살아

22) 프로이트는 에미 폰 N. 부인의 외상적 경험으로 다섯 살 때 형제, 자매
가 죽은 짐승을 던진 일, 일곱 살 때 관에 들어 있는 언니를 보게 된 
일, 여덟 살 때 오빠가 유령처럼 천을 두르고 놀라게 한 일, 아홉 살이
었을 때 관에 누워 계신 숙모님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숙모의 턱이 
떨어진 일을 언급하고 있다(Studies on Hysteri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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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사실”(the fact that the patient had been living for years 

in a state of sexual abstinence)이 “불안 성향을 일으키는 가장 흔

한 원인”(most frequent causes of a tendency to anxiety)이라고 분

석하고 있다(148). 프로이트는 1890년대에 만난 카타리나 양

(Katharina)과 엘리자베트 폰 R. 양(Fräulein Elisabeth Von R)도 마찬

가지로 진단 내린다.23) 프로이트는 『언캐니』에서도 언캐니한 감정

의 원인이 “이성적으로 유아기의 근원들로 추적되어질 수 있는지 

봐야만 한다”(see whether they too can reasonably be traced back 

to infantile sources; The Uncanny 141)고 말하며,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우리 중 대부분이 완전

히 극복하지 못한 유아기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these 

are factors connected with infantile anxiety, something that most 

of us never wholly overcome)이라고 말한다(159). 

이와 같이 유아기의 경험, 성적 억압 그로 인한 신체적 증후

는 프로이트가 히스테리를 설명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다. 제임스 초

기유령이야기 인물들의 경우 외상적 경험과 성적 억압을 찾아볼 수 

있지만,24)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기 힘들

23) 카타리나 양의 경우 역시 숨이 차고, 가슴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 목
을 쥐어짜는 느낌, 머리가 터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되는 증세를 
보이며(Studies on Hysteria 191), 프로이트는 그 원인으로 열네 살 때 숙
부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열여섯 살 때 숙부가 사촌 언니와 바람을 피우
는 장면을 목격하는 외상적 경험에서 히스테리의 원인을 찾는다(192-3) 
엘리자베트 폰 R. 양 역시 양쪽 다리의 신경증적 통증을 느끼는데(202), 
프로이트는 그 원인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외상적 경험(208)
과 “그녀의 첫사랑에서의 실망”(disappointment in her first love)에 의
한 성적 억압(215)에서 찾고 있다. 

24)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인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의 경우 로잘
린드가 사랑하는 남자를 동생에게 빼앗기는 외상적 경험을 겪은 후 
“수년 동안 성적인 금욕 상태”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그녀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으며(Studies on Hyeteria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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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적인 삶」에서 아드니 부인의 경우를 보면,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비정상적 믿음”이라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보드

리의 이중 자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히스테리적이고, 「오웬 윈그

레이브」의 케이트 양 역시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히스테리적이다(Ghost Stories 112). 그러나 작품에서 그들의 

히스테리를 야기할만한 어린 시절의 외상적 증후는 두 명 모두 찾

아볼 수 없고, 신체적 증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인용한 고딕 비평가들은 프로

이트의 이론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제임스 유령이야기를 다른 

고딕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형적 심리 구조를 드러내는 작

품이라고 분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제임스 유령이야기의 특수성을 간과한다. 특히 호글은 고딕 

소설의 모든 남성 인물이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겪고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분석하는데,25) 아드니 부인과 케이

「유령에 홀린 임대집」에 나타나는 딸의 심리 역시도 아버지에 의해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성적 억압과 외상적 경험이 동
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드먼드 옴 경」의 마든 부인 역시 약혼자의 
자살이라는 외상적 경험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성적 억압이 동반되고 있
다. 따라서 프로이트 이론은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가 아닌 초기
유령이야기에 국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25) 호글은 제임스 작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제임스 유령이야기를 전형
적인 고딕 작품으로 분석한다. 호글은 “이것이 바로, 피들러와 다른 평
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앵글로-유럽피안-미국식 고딕이 중산층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프로이트 개념을 예시하고 형성
하는 데 도움을 준 이유이다. 어떤 점에서 고딕은 주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죽이길 원하고 이로 인해 그가 가장 욕
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어떤 ‘아들형 
인물’을 주로 다루는데, 이것은 전부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의 과
잉으로부터 벗어나 그들 스스로를 달래고자 하는 고딕 여주인공에게도 
적용된다”(Here is why, Fiedler and others have shown, the features 
of the Anglo-European-American Gothic have helped to prefigure and 
shape Freud's notion of Oedipal conflict in the middle-class family. In 



- 84 -

트는 “남성적이고 가부장적 지배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5), 오웬은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겪을 만한 

아버지가 없다.26) 이 점에서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는 다른 

고딕소설들과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임스의 1890년대 이

후 유령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프

로이트의 이론과는 다른 이론 틀이 필요한 것이다. 

캐런 할투넨은 『나사의 회전』을 분석하는 글에서 제임스 유

령 이야기를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닌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분

석할 것을 제안한다.27) 할투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

some way the Gothic is usually about some “son” both wanting to 
kill and striving to be the “father” and thus feeling fearful and 
guilty about what he most desires, all of which applied as well to 
Gothic heroines who seek both to appease and to free themselves 
from the excesses of male and patriarchal dominance; 5, 강조는 필자)
고 말한다. 

26) 오웬의 고모 윈그레이브 양은 가문의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가부
장제를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웬과 윈그레이브 양의 관
계를 오이디푸스적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27) 할투넨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 1988년 이전에 그러한 접근을 시도한 글은 찾기 어렵다. 그 
원인은 서구 학계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에 대해 오해가 있
었기 때문이다. 조엘 바인베르거(Joel Weinberger)는 서구 학계에서 백년
이 넘게 윌리엄 제임스의 무의식 이론이 오해받아온 과정과 그 원인을 
잘 보여준다. 바인베르거는 1996년까지도 서양의 심리학계는 윌리엄 제
임스가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며, 그 증거로 D. 
웨스튼(D. Westen)의 1996년 저서 『심리학: 마음, 뇌 & 문화』
(Psychology: Mind, brain & culture)를 비롯한 1990년대의 대부분 저서에
서 윌리엄 제임스를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한 학자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439). 바인베르거에 따르면, 웨스튼을 비롯한 학자들은 윌리엄 제
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그것[무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
학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도록 하고, 과학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도록 야기하는  주된 수단이다”(It is the sovereign means for 
believing what one likes in psychology and of turning what might 
become a science into a tumbling-ground for whimsies)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여기서 “그것”이 바로 무의식을 의미하기에 그가 무의식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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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학은 문자 그대로 헨리 제임스의 ‘토착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William James was, in a literal sense, the 

“indigenous psychology” of Henry James)이기에 그것은 “제임스 

가문에서만 타고난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것”(a native 

of the James family, and has no other country)이라고 말한다

(Halttunen 474). 할투넨은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이 특히 “다중 

인격의 현상이나 망상의 본성과 같은 특수한 현상들에 관해서

는”(in terms of such specific concerns as the nature of 

hallucinations and the phenomenon of multiple personality) 프로이

재를 부정했다고 설명해 왔다 말한다(163). 그러나 제임스가 비판하고 
있는 “그것”(it)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아니라, 쇼펜하우어
(Schopenhauer)가 의미한 형이상학적 의미의 무의식을 의미했고(442), 따
라서 윌리엄 제임스는 당시 팽배한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무의식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라 반박한다. 이와 같이 윌리엄 제임스가 서
구 학계에서 100년 이상 무의식을 부정한 학자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헨리 제임스 비평가들 역시 그의 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도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을 끌어들여오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Joel Weinberger, “William James and the Unconscious: 
Redressing a Century-Old Mis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11.6 (2000): 439-45 참조.

그간 비평가들이 헨리 제임스의 작품을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으로 
분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원인은 유진 테일러(Eugene Taylor)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윌리엄 제임스의 관심사가 1897년 이후 급격히 변
화하게 된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테일러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5
년과 96년 로웰에서 강연을 할 때까지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1897년에 기포드 강의의 초대장을 받고 그리로 가면서, 그의 관심사가 
온통 실용주의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8). 더불어 그는 윌리엄 제
임스의 로웰 강연록을 처음 정리한 R. B. 페리(R. B. Perry)가 첫 번째 
강연인 “꿈과 최면술”, 세 번째 강연인 “히스테리”를 실수로 합쳐버
렸고, 두 번째 강연 “자동 장치”는 누락시켜버렸다고 지적한다. 페리
는 전통적 서구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신비주의나 오컬트에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다룬 윌리엄 제임스
의 메모와 강연기록을 누락시킨 것이다(9). 테일러는 이러한 “페리의 
실수”(Perry's error)가 유령에 관한 윌리엄 제임스의 관심을 오랜 기간 
오해받게 한 원인이라고 말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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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이론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474). 특히 할투넨은 윌리

엄 제임스가 동생 앨리스의 신경 쇠약을 분석하면서 “그녀의 ‘신

경 쇠약’은 ‘소위 말하는 과학’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을 

것”(“her nervous weakness” was not to be explained by 

“so-called science”)이기에 “이 억제, 이 분열된 자아들 . . . 최

면 상태에서의 자아의 확장 등은 나로 하여금 영적이고, 비과학적이

라고 경멸되어 온 모든 생각들에 빛을 밝히도록 만든다”(These 

inhibitions, these split-up selves . . . these enlargements of the 

self in trance, etc., are bringing me to turn for light in the 

direction of all sorts of despised spiritualistic and unscientific ideas)

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윌리엄 제임스는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실재성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474). 따라서 그의 이론

은 초자연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를 함께 다루는 헨리 제임스의 환

상문학 장르(fantastic genre)에 더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것

이다. 할투넨은 전기적 근거에 비추어보더라도 윌리엄 제임스의 철

학과 헨리 제임스 문학의 상관관계가 프로이트의 이론보다 더 연관

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윌리엄 제임스가 로웰 강연을 행할 당시 

헨리 제임스가 그의 형과 함께 런던에 거주했고 그 때 그 형제들은 

“비정상적 심리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견해를 교환했을 것”(they 

exchanged views on the subject of abnormal psychology)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484). 

그러나 할투넨은 윌리엄 제임스와 헨리 제임스의 관계를 다소 

제한적으로 밝히는 데 그친다. 할투넨은 제임스 형제가 함께 런던에

서 생활할 당시 윌리엄 제임스가 행했던 로웰 강연의 원고들28)만을 

28) 할투넨은 앞서 언급한 유진 테일러의 『예외적인 정신적 상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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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여 헨리 제임스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이 가장 잘 드러난 저서는 로웰 강연의 원고가 

아닌 『심리학의 원리』이다.29)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

에서 인간의 의식을 개인이 스스로 느낀 정체성인 “이고”(the 

Ego)와 “실증적 자아”인 “나”(the Me)로 구분한다. “나”는 다

시 여러 개의 부분들로 나뉘는데, 육체와 같은 “물질적 자

아”(material self)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사회적 자아”(social self) 그리고 본인이 자기 활동의 중심으로 

여기는 “영적 자아”(spiritual self)로 나뉜다(Principles of 

Psychology 291-2).30) “이고” 역시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인식 주체에게 인식되지 않는 “숨겨진 자아”(The Hidden Self)

가 존재한다(Essays in Psychology 247).31) 윌리엄 제임스는 피에르 

자넷(Pierre Janet)이 행한 루시(Lucie)와 레오니(Leonie)의 삼중 인격 

사례 연구를 인용하며(253, 257), 레오니의 한 인격으로부터 다른 인

격으로의 “변형이 발생”(metamorphosis occurs)하면 심지어 “그

녀의 얼굴은 더 이상 똑같지 않”(Her face is no longer the same)

을 뿐 아니라, “남편을 ‘다른 이’로 여기”(attributes the 

husband to ‘the other’)기도 했다고 말한다(256-7). 더불어 우리의 

“이고” 안에 숨겨진 자아가 존재한다는 다른 증거로 최면 후 제

안(post-hypnotic suggestion)과 자동반사(automatism), 무의식적 습관

한 윌리엄 제임스: 1896년 로웰 강연들』만을 인용하고 있다. 
29) 프란체스카 보르도그나(Francesca Bordogna)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

론을 체계적으로 다룬 저서는 『심리학의 원리』가 유일하다고 말한다
(514). 

30) 이후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of 2 vols (New York: Cosimo 
Classics, 2007)는 Principles로 표기.

31) 이후 Essays in Psychology (Cambridge: Harvard UP, 1983)는 Essays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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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든다. 루시에게 최면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녀는 즐거운 화제거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

고 이것이 바로 숨겨진 자아의 증거라는 것이다(264).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 증세의 원인을 바로 이 의식의 다

중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잠재의식32)은 인식 주체의 감각 기관과 깊

은 관련을 맺는데, 우리의 감각 기관이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냄새 

맡고, 듣지만 “각각의 감각 기관은 특정한 속도의 한계 속에서 [감

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선별”(each sense-organ picks out those 

which fall within certain limit of velocity)하고, 이렇게 선별된 감각 

정보들은 “의식이 다시 선별”(The mind selects again)한다는 것이

다(Psychology: Briefer Course 155-6).33) 따라서 잠재의식에 입력된 

감각 정보 중에서 우리의 의식 위로 떠오르는 것은 “실질적 부분

들”(substantive parts)뿐이며, 의식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은 “과

도적 부분들”(transitive parts)이라고 부른다(146). 따라서 인식 주체

의 실질적 의식이 지각한 정보들과 잠재의식이 지각한 정보들은 다

르며, 실질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식에 인식되는 것은 잠재의식이 지각한 수많은 

감각 정보들 중 오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32) 윌리엄 제임스는 이 숨겨진 자아를 프로이트처럼 “무의식”(the 
unconsciousness)이라 부르지 않고 “잠재의식”(the subliminal)이라고 
불렀는데, 바인베르거는 당시의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쇼펜하우어
와 폰 하르트만의 저서에 구현된 형이상학적 개념”(the metaphysical 
conception embodied in Schopenhauer and von Hartmann's works)을 뜻
했고, 제임스는 이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른 용어를 썼다고 말한
다(442). Joel Weinberger, “William James and the Unconscious: 
Redressing a Century-Old Mis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11.6 (2000): 439-45 참조. 

33) 이후 Psychology: Briefer Course (Cambridge: Harvard UP, 1984)는 
Psychology로 표기



- 89 -

히스테리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다. 그는 잠재의식에 접수된 정보 중 

의식 위로 떠오르는 정보의 양이 적어지는 것을 히스테리 증세라고 

정의한다. 그는 히스테리 증세를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 10개를 한 

번에 느낄 때, 히스테리 환자는 다섯 개 밖에 못 느끼는”(If an 

ordinary person can feel ten things at a time, an hysteric can feel 

but five) 것이라고 정의하는데(Essays 252), 이는 “비정상적 연약함

에 의한 결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힘이 결여될 때만이 가능한 

것”(it is only possible where there is abnormal weakness, and 

consequently a defect of unifying and coordinating power)이라고 말

한다(Principles 210).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 환자의 의식 그릇

은 초자연적으로 작”(hysteric mental vessel is preternaturally 

small)기 때문에(Essays 251), 그 결과 “주변 사물들에 대한 망각 상

태”(lapse into oblivion of surrounding things)로 빠지고(259), 특정 

대상을 보지 못하게 되거나(261), 한 가지 생각이나 감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단일관념광”(monoideism)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

다(251).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히스테리 증상이 꼭 특별한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히스테

리의 증상은 최면, 수면, 가수면, 취중 상태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

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인과 환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없다”(we cannot make it sharp)고 말한다

(Exceptional Mental States 19).34) 

헨리 제임스의 작품 속 아드니 부인과 케이트의 심리가 프로

34) 이후 Eugene Taylor. William James on Exceptional Mental States: The 
1896 Lowell Lectures (Portsmouth: Jetty House, 2010)은 Exceptional이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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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적

용하면 그들이 외상적 경험이나, 성욕의 억압도 없이 히스테리적 증

세를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의 원

인을 “비정상적 연약함”의 상황에 빠진 인식 주체의 의식이 서로 

분열되는 것에서 찾고 있으며, 그 증상 역시 육체적 통증이나 발작

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국소화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아드니 부인은 이러한 히스테리 환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먼

저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육체적 증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매우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히스

테리 환자로 분류될 수 없다. 그러나 배우로서 퇴물이 되어 간절히 

재기를 원하는 그녀의 상황은 그녀를 매우 “비정상적으로 연약

한” 정신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하다(Principles 210). 멜리폰트 경에 

대한 그녀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람이 10개를 한 번에 느낄 때, . . 

. 다섯 개 밖에 못 느끼는” 히스테리 환자의 증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Essays 252). 멜리폰트 경과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그녀는 

혼자서 돌아오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화자가 그녀에게 멜리폰트 

경이 어디에 갔느냐고 묻자 “무언가가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야기

해 드릴게요”(Something did happen. Perhaps I'll tell you later)라 

말한다(Ghost Stories 96). 이후 화자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 재차 묻자, 그녀는 “그는 사라졌었어요 ― 그는 존재하기를 멈

추었죠. 그러나 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거

든요), 그는 내 앞에 마치 뜨는 해처럼 솟아 올랐어요”(He had 

vanished ― he had ceased to be. But as soon as my voice rang 

out (I uttered his name), he rose before me like the rising sun)라 

답한다(115). 그녀는 이를 근거로 “두 명의 보드리 씨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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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멜리폰트 경은 모두 합해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에요”(if 

there are two of Mr Vawdrey, there isn't so much as one, all told, 

of Lord Mellifont)라며 멜리폰트 경이 반쪽만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

재라고 주장한다(108). 이러한 아드니 부인의 반응은 초자연적 존재

를 목격하기 위한 인식 주체의 심리적 조건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설명하는 바와 일치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초자연적 존재나 유령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데, 그는 “만약 초자연적 힘이 존재한

다면, 그것은 갈라지고 분열된 자아를 통해서 들어올 것”(If there 

are supernormal powers, it is thorough the cracked and fragmented 

self that they enter)이라고 설명한다(Exceptional 110). 자아가 통합

되었을 경우 각자의 의식이 지각한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10개가 

모두 의식 위로 떠오른다면, 분열된 자아의 경우 지각한 정보의 반 

밖에는 의식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열된 자아의 사이에서 잠재의

식이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잠재의식은 “시공간의 제한을 초

월”(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하거나(43), 심지어 

“잠재적 자아는 죽은 자의 영혼과도 소통할 수 있다”(subliminal 

self might also communicate with spirits of the dead; Bordogna 

518). 이는 그녀의 자아가 분열되어 정보를 반 밖에 의식화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초자연적 존재인 멜리폰트 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

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게 될 경

우, 실제 아드니 부인이 목격한 것이 초자연적 존재가 맞는지, 아니

면 그녀의 제한적 의식이 그를 그렇게 인식하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윌리엄 제임스는 각 인식 주체마다 지각하는 정보

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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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마다 리얼리티가 달라진다

며, 

네 사람에게 유럽 여행을 시켜보자. 한 사람은 오직 그림 같

은 인상들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가령 의상, 색감, 공원, 

경관, 건축물, 그림, 조각 같은 것들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리, 가격, 인구수, 

배수 시설, 문과 창문의 이음새, 다른 유용한 통계들이 그 자

리를 차지할 것이다. . . . 똑같은 대량의 사물들이 주어지지

만, 각자는 그의 개인적 흥미에 들어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구성한다.

Let four men make a tour in Europe. One will bring home 

only picturesque impressions―costumes and colors, parks and 

views and works of architecture, pictures and statues. To 

another all this will be non-existent; and distances and 

prices, populations and drainage-arrangements, door- and 

window-fastenings, and other useful statistics will take their 

place. . . . Each has selected, out of the same mass of 

presented objects, those which suited his private interest and 

has made his experience thereby. (Psychology 156)

라고 말한다. 즉 각각의 인식 주체마다 선별한 정보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To anther all this will be 

non-existence)이라고 말한다(156). 따라서 제임스는 “구체적이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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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든, 물리적이든 이상적이든, 우리가 영구적 존재라고 믿는 리

얼리티들”(The realities concrete and abstract, physical and ideal, 

whose permanent existence we believe in)은 없으며(142), 단지 

“특정한 나의, 또는 너의”(particular I's and you's) 리얼리티만을 

다룰 수 있다고 말한다(141). 

윌리엄 제임스는 각 인식주체마다 리얼리티가 달라지는 것뿐

만 아니라, 한 인식주체에게서도 시시때때로 리얼리티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같은 대상을 놓고서도 볼 때마다 다른 것

을 보게 된다며, “매년 우리는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 언

리얼 했던 것은 리얼해진다”(From one year to another we see 

things in new lights. What was unreal has grown real)고 말한다

(144). 따라서 “한 번 지나간 상태는 이전의 것과 똑같거나 반복될 

수 없”(no state once gone can recur and be identical with what it 

was before)고 모든 의식의 상태는 유일하고 고유한 것이라고 말한

다(141). 리얼리티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의 이러한 생각을 보면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리얼리티에 대한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는 「에드먼드 옴 경」에서 마

든 부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샬롯 양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화자 한 개인의 리얼리티에 있어서도, 이전에 

부재하던 에드먼드 옴 경이 어느 순간부터 실재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웬 윈그레이브」를 보면 오웬의 의문사

가 가지는 의미도 충분히 설명된다. 오웬이 유령에 홀린 방에서 의

문의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오

웬이 망상을 보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죽었다는 식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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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 유령이 망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령을 허구적 

문학 장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윌리엄 제임스의 이

론으로 해석할 경우 유령이 실제 초자연적 존재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헨리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결국 의문사를 겪게 되는 오웬의 

상황을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유령 목격자의 심리적 상황과 유사

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웬은 윈그레이브 양에 의해 자아 분열을 겪을 만큼의 비정

상적 상황에 처해있다. 오웬은 “전쟁의 어리석음에 대한 확

신”(conviction of stupidity . . . of war)을 가지고 있으며(20) “오

직 평화적인 것”(only something peaceful)들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인물이다(33). 그러나 그의 고모 윈그레이브 양은 오웬의 그런 생각

이 “끔찍한”(wretched) 것이라며 군대에 입대해 장렬히 전사하라

는 압력을 행사한다(26). 윈그레이브 양은 오웬이 군대를 포기한다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를 굶어 죽이겠다고”(trying to starve 

him out) 말한다(28). 이것도 모자라 케이트 양은 오웬을 계속 거짓

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유령에 홀린 방에서 계속 밤을 지샐 것을 요

구한다. 이에 오웬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가문의 남자로서 기대

되는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는 그의 자아를 분

열되게 할 정도의 “비정상적으로 연약한” 상황이라 보기에 충분

하다(Principles 210). 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령에 홀린 방에 있

었다면 그의 분열된 자아를 통해 조상의 유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제임스의 의도가 오웬이 어떠한 상황과 과

정을 거쳐 정신적 분열증세와 유령 목격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주

고자 했던 것이라면, 이 작품에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유령

의 모습이 전혀 묘사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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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웬의 의식만이 알 수 있는 그의 리얼리티이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제임스가 유령의 실재성에 대해서 최종적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비평가들을 덫에 빠뜨리거나

(Felman 212),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Armstrong 253)이라

고 설명한다. 그러나 리얼리티에 대한 제임스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유령을 목격한 인식 주체가 실재하는 유령을 목격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그가 필연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인식 주체의 리얼리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

고 가능성이 열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임스의 의도이기 때문이

다. 윌리엄 제임스는 “적지 않은 대중이 세대를 거치며 오컬트의 

전통과 수행을 지키고 전해왔”(a public no less large keeps and 

transmit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traditions and practices 

of the occult)는데(Essays 248), 과학은 “닫히고 완결된 진리 체

계”(closed and completed system of truth)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체계 내에서 분류 될 수 없는 현상은 모순적 어리석

음이 되고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Phenomena 

unclassifiable within the system are therefore paradoxical 

absurdities, and must be held untrue)왔다고 말한다(247).35) 이와 같

35) 프란체스카 보르도그나(Francesca Bordogna)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 그의 정치사회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심리학
의 원리』에 담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을 잘 정리하고 있다
(514-30). 보르도그나에 의하면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의 분열을 막고 통
합하는 것이 곧 사회의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508). 
Francesca Bordogna. “Inner Division and Uncertain Contours: William 
James and the Politics of the Modern Self.”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0. 4 (2007): 505-36을 참조할 것. 윌리엄 제임스
의 심리 의식 중 특히 의식이 분열될 때 어떻게 종교적 경험을 하게 되
는지에 대한 부분은 Ann Taves.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Divisible Self: William James(And Frederic Myers) as Theori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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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닫히고 완결된 진리 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두려고 했던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가지고 헨리 제임스의 소설을 

볼 때, 아드니 부인과 오웬이 목격한 것이 유령이 맞는지 아닌지를 

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임스가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주로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주요 인물의 관점을 통해 서술하는 반

면에, 유령이야기에서는 주인공과 별개의 관찰자적 인물을 통해 서

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임스는 아드니 부인의 상황은 화자에 

의해 서술하고, 오웬의 일화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스펜서 코일에 

의해서 서술하는데, 유령을 목격하는 주인공인 아드니 부인과 오웬

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유령을 목격하게 되었는지는 다른 

인식 주체인 화자와 스펜서 코일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편들지 않고 그들만의 리얼리티로 남겨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 틀로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분석하면 

인물의 심리를 보다 잘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임스가 왜 유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1.2 (2003): 
303-26에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개리 T. 알렉산더(Gary T. 
Alexander)는 현대의 초개인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을 연구하
는 초개인심리학자(Transpersonailst)들이 윌리엄 제임스를 선구자로 인
용하고 있다며(192),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이 어떻게 해서 초개인 심리
학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Gary T. Alexander. 
“William James, the Sick Soul, and the Negative Dimensions of 
Consciousness: A Partial Critiqu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8.2 (1980): 191-205를 참
조할 것.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과 프로이트의 심리 이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며, 당시 유럽의 심리학 분파 지형상에서 이 둘의 위
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Eugene Taylor. “William James and 
Sigmund Freud: ‘The Future of Psychology Belongs to Your 
Work’.” Psychological Science 10.6 (1999): 465-9를 참조할 것. 테일러
는 1880년부터 1900년대에는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가 프랑스에서 시작
되어 유럽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지만, 런던, 보스턴, 제네바, 파리를 중
심으로 서로 다른 네 개의 큰 심리연구 분파가 존재했고, 서로 약간씩 
다른 경향을 보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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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실재성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유령의 실재성 근

거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와 더불어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 인

물의 심리적 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제임스가 유령이야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인 삶」과 「오웬 윈그레이브」에서 유령을 목

격하거나 유령 존재를 주장한 인물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여준 제

임스는 「죽은 자의 제단」에서부터 유령 목격자를 직접 화자로 설

정해 그 심리 과정을 리얼하게 재현하기 시작한다. 「죽은 자의 제

단」에서는 유령을 목격하는 스트랜섬(Stranson)의 관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지 다루고 있

다. 연인이었던 매리 앤트림(Mary Antrim)과 사별한 스트랜섬은 그

녀가 죽은 날을 잊지 못하고 매일 그녀를 연민하다가, 지인들의 죽

음도 함께 추모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자신의 옆에서 추모를 올리

는 한 ‘여성’(the woman)을 보게 되고 둘은 교제를 시작한다. 둘

이 가까워질수록 스트랜섬은 매리를 잊어가고, 어느 날 스트랜섬은 

‘여성’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녀가 추모하던 대상이 

자신의 연적 액튼 해이그(Acton Hague)라는 것을 알게 된다. 스트랜

섬은 악인 액튼이 그녀를 이용한 뒤 버린 게 분명하다며 그녀에게 

추모 의식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스트랜섬에게 

액튼을 용서하라며, 액튼을 위한 촛불을 켜기 전에는 스트랜섬을 만

나주지 않겠다고 내쫓아버린다. ‘여성’의 계속된 강요에 의해 시

달리던 스트랜섬은 결국 병에 걸려 2주 동안 앓아누워 지내다가 교

회에 가고, 거기서 사별한 옛 연인 매리 앤트림의 얼굴을 본다. 

이 작품에서는 스트랜섬이 시각적으로 매리 앤트림의 얼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임스가 이 작품에서 초기유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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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유령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

나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 작품이 유령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초

기유령이야기인 「에드먼드 옴 경」에서는 유령을 목격하는 화자의 

정신이 매우 멀쩡했을 뿐 아니라 두 명의 인물이 유령을 동시에 목

격했지만, 이 작품에서 유령을 목격하는 화자의 정신상태는 비정상

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주저앉아 있는 스트랜섬을 찾아온 ‘여

성’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 이제 그만 

― 이제 그만!”(Ah, no more ― no more!)이라 외치는데, 스트랜섬

은 이 ‘여성’의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요, 하나만 

더요”(Yes, one more)라는 동문서답을 한다(Complete Stories 485). 

더불어 그는 2주 동안 병상에 누워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헛소리

까지 한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483), 그가 유령을 직접 보았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남게 된다. 따라서 스트랜섬이 유령을 시각적으

로 인식한 것을 독자가 함께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유령의 실재성에 

의문이 남게 된다. 결국 매리 앤트림이 제단 불꽃에 등장해 그를 보

고 웃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트랜섬만의 리얼리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레온 이들과 스코필드, 울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임스 유

령이야기 연구서에서 이 작품을 아예 유령이야기로 포함시키고 있

지 않은 이유 역시 스트랜섬이 본 것을 유령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정신상태가 너무나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레온 이들, 스코필드, 울프의 의견과 달리 이 이야기는 

유령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스트랜섬의 정신 상태가 명백히 비정상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격하는 매리 앤트림의 얼굴이 망상이 아

니고 실제 유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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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빠진 스트랜섬의 잠재 의식이 “초민감”한 상태에 빠지게 되

면서 죽은 자와 소통하는 매개(medium)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여전

히 남아있다. 앞서 보았듯 윌리엄 제임스는 최면상태의 자아 즉 

“깨어지고 분열된 자아를 통해서” 잠재의식이 매개로 작동해 죽

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다(Halttunen 482). 따라서 「죽은 자

의 제단」을 “불쌍한 제임스의 지치고 문명화된 영혼의 외로움”

에 의해 “병적으로 감정적인”상태가 되어 쓴 “종교적” 작품이

라고 평가한 리비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헨리 제임

스는 이 작품에서 점차 연약해지며 분열되는 인물의 심리를 리얼하

게 표현하여 인식주체가 어떤 조건에서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조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제임스가 수많

은 작품을 통해 다루어 온 주된 문제의식인 리얼리티의 본질을 다

루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먼저 스트랜섬은 액튼 헤이그를 위한 추모의 촛불을 켜야 한

다는 단일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처한다. 제임스는 병상에 있는 스트랜섬이 쇠락해졌”(had declined)

고, “그의 연약함, 삶의 피로는 그를 사로잡았”(His weakness, his 

life's weariness overtook him)다고 묘사한다((Complete Stories 483). 

병으로 사경을 해매면서도 “하나만 더 - 하나만”(Just one more - 

just one; 483)이라고 중얼거리는 스트랜섬의 모습은 그가 액튼 해이

그를 위한 촛불을 켜야 한다는 하나의 관념에 사로잡힌 “단일관념

광적” 증세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Essays 251). 

이는 윌리엄 제임스 이론에 따르면 히스테리 혹은 정신분열증

에 걸리기 위한 조건과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의 스트랜섬은 마침내 

죽은 연인의 얼굴을 보는데,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유령을 목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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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랜섬의 심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리얼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성가대 중앙에서 나오는 목소리였고, 눈부심의 빛나는 

핵심이었으며, 이 기회에 불꽃의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확장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단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눈부

시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 그러나 거대한 빛의 근원은 나머

지보다 더 분명히 불타고 있었고, 그것은 스스로 형태를 이루

었으며, 그 형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관용이었다 ― 

그것은 멀리 떨어진 매리 앤트림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하늘

의 영광으로부터 그를 향해 웃었다.

It was the central voice of the choir, the glowing heart of 

the brightness, and on this occasion it seemed to expand, to 

spread great wings of flame. The whole altar flared - it 

dazzled and blinded; but the source of the vast radiance 

burned clearer than the rest, it gathered itself into form, 

and the form was human beauty and human charity - it was 

the far-off face of Mary Antrim. She smiled at him from 

the glory of heaven. (483)

죽은 연인의 얼굴을 보게 되는 스트랜섬의 심리적 과정은 그

가 히스테리 환자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

테리 환자가 보이는 “단일관념광”의 증세에 대해서, “무의식의 

층이 초민감해지게 되며, 심지어 가장 약한 자극도 대단한 강도를 

가지고 경험된다. 보통 상황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고; 멀리 있는 사물도 평소보다 작은 것까지 더 분명하게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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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부에 닿는 희미한 온기나 추위도 극단적으로 느껴진다. 히스

테리는 최면상태처럼 최면적 층이 과도하게 노출된다”(The 

subliminal stratum is supersensitive, and even the weakest stimuli 

are experienced with great intensity. Normally inaudible sounds are 

clearly heard; distant objects can be seen in clearer detail than 

usual; faint heat or cold applied to the skin is felt as extreme. In 

hysteria, as in hypnosis, the hypnotic stratum is overexposed)고 설

명한다(Exceptional 60). 스트랜섬이 제단의 촛불을 “불꽃의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확장하는 것처럼” 느낀 것을 넘어서, 심지어 “눈을 

멀게 할” 정도까지 과장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시각이 이

와 같이 민감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483). 특히 스트랜섬이 

촛불을 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제단의 초를 보며 감각이상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작품이 나온 지 1년 뒤인 1896년 로웰 

강연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잠재의식을 설명하며 똑같은 촛불의 비

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 강연에서, “샹들리

에의 촛불이 모두 밝게 빛날 때, 그것은 보통의 기면 상태이다, 모

든 초가 낮게 꺼졌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상태 - 연회의 시작 

전의 연회장처럼 - 그것이 보통의 수면상태이다; 만약 우리가 단 하

나의 초를 제외한 모든 초를 완전히 껐을 때, 켜진 채 남은 단 하나

의 초가, 종종 그러하듯, 증가된 압력에 의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 그것이 최면상태이다”(If all the burners of a chandelier are 

fully lighted, that is the normal waking state ; when all the 

burners are turned down low, but not turned out entirely, that is 

ordinary sleep ; if I turn out entirely all the burners except one, 

and that one, as often happens, flames all the more bright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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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pressure, that is trance)라는 비유를 들고 있다(18). 스트

랜섬의 눈에 비친 제단의 모습은 처음에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확장”되다가, “거대한 빛의 근원은 나머지보다 더 분명히 불타고 

있었”다고 묘사되듯 서서히 일부의 촛불이 다른 촛불보다 더 빛나

게 된다. 그리고 다른 촛불에 비해 더 밝게 인지된 일부의 촛불이 

서서히 매리 앤트림의 얼굴로 바뀐 것이다. 이는 기면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거쳐 최면상태로 이르는 스트랜섬의 심리적 흐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임스는 유령을 직접 목격한 인물의 심리적 

과정을 더욱 리얼하게 재현하면서도 유령의 실재성이 여전히 의문

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적인 삶」에서 초자연적 존재

를 목격하는 인물의 심리과정을 단지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묘사했

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작품에서 제임스는 심리 묘사를 더욱 리

얼하게 해낸 것이다. 

「친구들의 친구들」에서는 유령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유령 

존재를 믿게 되는 인물의 심리 과정을 리얼하게 재현한다. 유령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의 존재를 믿는다는 점에서 이 

화자는 「오웬 윈그레이브」의 케이트 양과 같은 인물로 볼 수 있

다. 다만 케이트 양은 관찰자인 화자에 의해 묘사됨으로써 그 심리 

과정을 독자가 알 수 없었던 반면에, 「친구들의 친구들」에서는 유

령 존재를 주장하는 인물을 곧 화자로 설정해 그 심리 과정을 자세

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남편이 유령과 내통한 것이 분명하다

며 점점 남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화자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이름이 제시되지 않고 있

는 ‘남성’(the man)과 ‘여성’(the woman) 두 사람과 친분을 갖

게 되는데,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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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임종 날 부모의 유령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둘을 만나게 해 줄 계획을 세운다. 그러던 중 화자는 ‘남성’의 프

로포즈를 받고 그와 결혼하게 되고, 이제 화자는 ‘남성’이 ‘여

성’과 친해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미 둘을 만나

게 해주려고 약속을 잡은 뒤라 이를 돌이킬 수가 없다. 약속대로 

‘여성’이 ‘남성’을 만나러 화자의 집에 들르자, 화자는 두 사람

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남성’을 늦게 들어오게 한다. 결국 

‘여성’은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가고 이에 죄책감을 느낀 화자는 

다음 날 ‘여성’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여성’이 전날 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화자가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남

성’에게 전하자, ‘남성’은 전날 밤 ‘여성’이 자신을 찾아왔었

다는 것을 밝힌다. 화자는 ‘여성’이 전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왔

다면 남편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했을 것이라 걱정하고, 이에 

‘남성’이 전날 본 것은 실제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유령

이거나 꿈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36) 화자와 ‘남성’

은 과연 ‘남성’이 본 것이 실제 인간이었는지 유령이었는지를 가

지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유령의 실재성 여부와 그 근거가 줄

거리의 핵심을 이룬다. 전날 밤 찾아온 ‘여성’이 과연 인간인지 

유령인지,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가 줄거리의 핵심을 이루

게 되면서, 과연 대상의 리얼리티를 결정짓는 근거가 무엇인지 본격

36) 이 대목에 대해 스코필드는 “화자가 갑작스럽게 기이한 질투심과 대
면”(the narrator is suddenly confronted with a peculiar jealousy)해 
“화자는 그 생각에 의해 고문받”(the narrator is tormented by the 
idea)게 되고, 따라서 “유령적인 것이 성적인 것과 기이하게 얽히게 되
는”(the ghostly is here entangled strangely with the sexual)것을 주제
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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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도 유령의 실재성에 관

해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 ‘남성’은 전날 밤 찾아온 것이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시각적 인식을 든다. ‘남성’은 

“난 내가 지금 너를 보듯이 그녀가 살아 있는 것을 보았”(I saw 

her as I see you now)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한다(Ghost 

Stories 64). ‘남성’은 자신이 본 ‘여성’의 옷을 자세히 묘사하

는데, 이것은 그 전날 ‘여성’이 입은 옷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

진다. 이에 화자는 ‘남성’이 어머님의 임종 시 어머니의 유령을 

본 것과 같이 전 날 본 것 역시 ‘여성’의 유령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화자는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아름답게 보았던 것처럼 

본 거죠”(as you so beautifully saw your mother)라고 말한다(164). 

‘남성’은 자신의 감각이 어머니의 유령을 보았을 때와 전날 밤 

‘여성’을 보았을 때가 달랐다고 말하며, “그런 식은 아니

었”(not that way)다고 반박한다(164). 그러나 ‘남성’이 눈으로 직

접 ‘여성’을 보았다고 해서 ‘여성’이 유령이 아니었다는 근거

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임스는 이미 이전 작품에서 시각적 인식

이 리얼리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날 밤 찾아온 ‘여성’이 유령인지 인간인지에 대

해 제임스가 어느 쪽이 옳다고 암시하거나 편들지 않기 때문에 판

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제임스는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의견 중 과연 어느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지의 판단을 독자에게 넘긴다. 

제임스는 그 대신 화자의 심리적 과정에 주목한다. ‘남성’

은 눈으로 보았다는 근거라도 있지만, 화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

것이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마치 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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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설득력 있게 

근거들을 제시하는 ‘남성’의 말에 화자는 “그들 사이에는 분명

히 관계가 있고, 그는 정말로 그녀와 대면한 것이다”(there was 

indeed a relation between them and that he had actually been 

face to face with her)라고 인정한다(164). 그러나 그녀는 곧 이어 

“당신이 어젯밤에 본 것은 죽음이에요”(What you saw last night 

was death)라며 ‘남성’이 본 것이 유령이라고 인정한 뒤(166), 다

시 “오 그녀는 살아있었어! 그녀는, 그녀는!”((‘Oh she was alive! 

She was, she was!’)라고 스스로 말을 뒤집는다(166). 여기서 그녀

가 보여주는 오락가락한 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히스테리 

환자의 증세와 유사하다. 스트랜섬이 일부의 촛불을 확대해서 민감

하게 인지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의 화자도 ‘여성’의 죽음을 처음 

들었던 순간, 그녀는 “나에게서 빠져 나온 큰 비명소리가 내 귀에

는 그 시간의 어떤 거친 폭력처럼 들렸다”(The loud cry that 

escaped me sounded even in my own ears like some harsh 

violation of the hour)고 말한다(162). 평소라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소리도 더욱 확대되어 들린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히스테리에 걸린 환자의 감각 이상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다중 의식 분열 증세를 보

여준다. 제임스는 「죽은 자의 제단」에서 의식 분열을 2주간 병으

로 앓은 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연약해진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발

생한 것으로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의식 분열이 일상 속에서

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윌리엄 

제임스 이론의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1895년과 

96년에 행한 로웰 강연에서 매리 레이놀즈(Mary Reynolds)라는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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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이 두개

의 인격이 공존한 채 5주 동안이나 인격을 번갈아가면서 생활하였

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에 대해 “한 사람의 안에 여러 개의 동시

에 작동하는 인격체들”(several simultaneously operating 

personalities within the same person)이 “공존하고, 동시에 존

재”(to coexist, to exist simultaneously)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ceptional 83). 제임스는 이와 같은 의식에 대해 “자아는 겨울 

동안 넓은 서쪽 대초원에 소 떼를 풀어둔 주인과 닮았다”(the self 

resembles the owner of a herd of cattle let loose for the winter 

on some wide Western prairie)며 목동과 소 떼로 비유한다

(Principles 337). 다시 말해서 개별 사고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흩어

져 있지만, 그것을 종합하는 자아가 그 사고들의 주인이 되며(337), 

이 주인이 시시각각 변함으로써 자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제임스는 1902년에 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단순

히 의식 속의 자아들이 변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는 한 주체 안에 존재하

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양립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원형적 성격의 

특성”(the traits of character of incompatible and antagonistic 

ancestors)을 보인다고 말한다(142). 이에 대해 보르도그나는 의식이 

각각 다른 주인들에 속한 것으로 서로 분열되고 나면, 각각의 주인

들은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우기도 하는데, “분열된 자아는 

‘양립불가하고 적대적인’ 원형적 경향들이 서로 투쟁하는 무력하

고 수동적인 전장이 될 수 있다”(the divided self could be the 

powerless passive battlefield where ‘incompatible and 

antagonistic’ ancestral tendencies struggled with each other)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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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22). 즉 189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윌리엄 제임

스는 의식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단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윌리엄 제임스 철학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헨리 제

임스 역시 「친구들의 친구들」에서 화자의 자아를 남편에게 거짓

말쟁이로 보이기 싫다는 의식과 이성적 의식 사이에서 다투는 곳으

로 제시한 것이다. 이 두 의식은 자아를 전장으로 만들어 서로 소유

권을 주장하며 투쟁을 벌인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다중 의식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기억상실을 주장한다. 매리 레이놀즈는 어느 날 깊은 잠에

서 깬 뒤에 “그녀의 인격은 급격하게 변화했”(Her personality 

became dramatically changed)고, 그 이전의 의식이 경험한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Exceptional 78). 이 작품의 화자 역시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기억 상실의 증세를 보인다. 작품의 화자 역

시 ‘여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내 친구의 가엾은 우

둔한 사촌이, 내가 느끼기에 아주 짧은 순간 후, 아주 어두운 방안

에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힐난하는 식으로 나를 향해 훌쩍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뒤에 뭐가 일어났는지 기억이 없다”(Of what next 

happened I've no recollection, nor of anything but my friend's poor 

stupid cousin, in a darkened room, after an interval that I suppose 

very brief, sobbing at me in a smothered accusatory way)고 말한

다(Ghost Stories 162). 

「친구들의 친구들」에서 주목할 점은 제임스가 이와 같이 다

중의식분열 증세를 보이는 히스테리 환자의 심리 과정을 어떻게 묘

사하고 있는가에 있다. 화자는 그 전날 찾아온 ‘여성’이 인간일 



- 108 -

것이라는 의식과 유령이어야 한다는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데, 결국 그녀는 그것이 유령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녀가 유령의 존

재를 점차 믿어가는 과정을 보면, 스스로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자

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난 그가 이 문제에 대한 내 설명에 매 차례 이의를 제기하

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런 모습을 더 보일수록, 나는 그런 

견해[그녀가 유령이라는]를 더 강조하고, 명백한 비정상정과 더불어 

기이함과 미스테리를 심화시킬 뿐인 설명을 선호하게 되었다”(I 

saw him eager to challenge at every step my account of the 

matter; and the more he showed this the more I was moved to 

emphasise that version, to prefer with apparent perversity an 

explanation which only deepened the marvel and the mystery)고 생

각한다(166).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명백한 비정상성”을 

띠며 “기이함과 미스테리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166). 화자는 자신의 오락가락하는 의식에서 “모순의 섬뜩

임”(the flash of contradiction)을 느끼며, 스스로도 자신이 모순적

이라고 인식한다(166). 그녀는 이어 “그들이 여전히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내 이론, 내 신념이지, 말하자면, 그것은 내 태도가 된 

것이지”(It was my theory, my conviction, it became, as I may say, 

my attitude, that they had still never ‘met’)라고 생각하며 자신

이 근거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아마 내가 좋아했던 것

을 믿은 거야”(I might believe what I liked)라고 생각한다(170). 화

자는 이제 그 생각이 “나의 강박”(my obsession)이 되었다고 진단

한다(170). 그리고 ‘남성’의 믿음에 대해서도 역시 “그는 그의 해

석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했던 것이야. 그는 그것을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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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나는 고집해.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허영심에 해 줄 말이 

더 많기 때문이지”(He clung to his interpretation because he liked 

it better. He liked it better, I held, because it had more to say to 

his vanity)라고 생각한다(170).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이 “나의 강

박”에 의한 것이고,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인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남성’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그녀를 매

일 밤마다 보고 있는 것이죠”(You see her every night)라며, “당

신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You're making it up)다는 주장으로 계

속 되돌아간다. ‘남성’은 자신이 본 것이 유령인지 아닌지는 그것

을 직접 본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그녀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처럼 끔찍하게 사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How on earth do 

you know such an awfully private thing?)라고 되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이 유령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

풀이한다(173). 결국 그녀는 ‘남성’이 자신과 이혼한 뒤 6년 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녀는 이것을 유령이 ‘남성’을 데

려간 근거로 여기며 자신의 주장이 마침내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린

다. 그녀는 결국 유령은 실재하는 것이며 ‘남성’은 유령과 내통했

다는 것을 자신의 리얼리티로 확신하지만, 일련의 줄거리와 그녀의 

심리과정을 함께 본 독자들은 그녀가 구성한 리얼리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심리내면에서는 유령이 실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여러 의식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결국 유령이 실재한다는 의

식이 승리하였지만, 그것이 유령의 객관적 실재성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이전 작품의 유령 목격자들과 달

리 본인이 직접 유령을 목격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령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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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유령 존재를 주장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인식주체가 자신

만의 리얼리티를 형성하게 되는지 리얼리티 형성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를 보면, 「사적인 삶」과 「오

웬 윈그레이브」에서는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과 목격하지 않고 믿

는 인물의 심리과정을 각각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여주었다면, 그 뒤

에 쓴 「죽은 자의 제단」과 「친구들의 친구들」에서는 그 인물들

을 화자로 설정해 그 심리과정을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인물의 심리를 있는 리얼하게 재현

해내는 것은,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심리를 재현하는 것과는 다른 의

미를 갖는다.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유령의 실재성은 유령이 물리적 

증거를 남겨두거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되

었다. 즉, 유령의 실재성 여부는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의 심리 과정

과 별개로 유령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었다. 반면 1890년대 유령이

야기에서는 유령의 실재성을 유령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유령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에게 유령이 실재하는 것인지, 만약 그 인물에

게 유령이 실재성을 지닌다면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인식 근거를 

토대로 실재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890

년대 유령이야기에서 인물의 심리 내부를 리얼하게 재현하는 심리

적 리얼리즘에 대한 추구는 곧 리얼리티의 본질을 밝히고 그 인식 

근거를 탐구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객관적 리얼리티

를 전제한 뒤 관찰자적 시선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는 19세기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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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사실적 리얼리즘과 차이를 갖는다. 이는 오히려  『댈러웨이 부

인』(Mrs. Dalloway)이나 『율리시스』(Ulysses)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물

의 의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전달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연상시

킨다. 결국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는 리얼리즘과 별개의 소

설이 아니며,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에서 가장 리얼리즘을 실험적

으로 탐구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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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사의 회전』과 “가장 있음 직한 형식

의 요정이야기”

제임스는 「친구들의 친구들」의 바로 다음 작품으로 『나사

의 회전』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나사의 회전』은 여러 면에서 제

임스의 이전 유령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

골에서 런던으로 올라온 가난한 교구목사의 딸이 가정교사로 취직

하게 되면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화자는 가정교사 

일을 구하러 런던에 올라와 자신을 채용하려는 고용주와 면접을 보

는데, 그는 런던의 상류층 인사로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 뿐 아니라 

잘생긴 총각으로 밝혀진다. 그는 화자에게 자신의 별장 블라이(Bly)

에 머무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남매인 플로라(Flora)와 마일스(Miles)

를 돌보아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며, 그 조건으로 절대 자신에게 연

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된다. 블라이에 내려간 가정교사는 불면증

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데 결국 유령을 목격하게 된다. 블라이의 

하인 그로스 부인(Mrs. Grose)은 가정교사에게 이전에 머무르던 가

정교사와 하인이 이곳에서 죽은 일이 있다고 알려주고, 가정교사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수차례 유령을 

목격한 가정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유령과 내통하고 있

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다그치고 그 와중에 마일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한편으로 제임스가 다시 초기유령이야기로 되돌아

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제임스는 1890년대 이후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 비정상적 상태의 스트랜섬이 

보는 매리 앤트림을 제외하고는, 유령의 모습을 제대로 등장시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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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유령이 무려 여덟 차례나 등장하

고 있으며 이는 이전까지의 모든 유령이야기에 등장한 유령의 횟수

를 합한 것에 견줄 정도이다. 스트랜섬은 고열로 앓아누운 뒤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서야 동문서답을 하면서 유령을 목격했지만, 이 

작품의 가정교사는 겉으로 볼 때 대답도 잘 하고, 추론도 하는 등 

나름의 이성적 상태에서 유령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교사가 목격한 유령을 그로스 부인이 확인까지 해준다는 것은, 

마치 초기유령이야기 「에드먼드 옴 경」에서 마든 부인뿐만 아니

라 화자까지 유령을 목격함으로써 유령의 실재성이 확실해진 것처

럼 이 작품이 유령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게다가 우리가 가정교사의 말을 믿는다면 이 작품의 유령들은 

초기유령이야기의 유령들이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듯 아이들을 타락

시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에서는 1890년대 유령이야기의 영향도 볼 수 있다. 

가정교사가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친구들의 친구들」

의 화자가 심리 속에서 다중 의식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을 보면 이 작품의 가정교사도 분명 윌리엄 제임스 식의 히스테리

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작품의 화자가 

자신만의 추론을 통해서 유령의 존재를 계속 역설하는 모습은 「친

구들의 친구들」에서의 화자와 「오웬 윈그레이브」에서 케이트 양

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혼자만 유령을 목격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제단」의 스트랜섬과 「사적인 삶」의 아드니 부인을 연상시킨다. 

제임스가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시각적 인식의 과정을 통해 유

령을 자신의 리얼리티로 만드는 인물들과, 추론을 통해 유령을 자신

의 리얼리티로 만드는 인물들의 심리적 과정을 각각 보여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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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는 시각적 인식과 추론을 모두 활용하여 유령을 자신의 

리얼리티로 확신해가는 인물의 심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

가 그녀가 가정교사라는 지위로 설정되어있다는 점 역시 하인의 딸

로 설정되어 있는 케이트 양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 초

기유령이야기와 1890년대 유령이야기의 특징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

문에 이 작품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

징들이 바로 이 작품을 해석해내는 열쇠가 된다. 제임스는 이 작품

에서도 이전까지의 유령이야기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의식을 계속 유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도 인물의 심리와 리얼

리티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제

임스가 왜 인물의 심리를 리얼하게 재현하고자 했으며, 1890년대 유

령이야기에서 리얼리티를 왜 각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

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을 리얼리즘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기존 

비평가들의 작업은 이 작품에 드러난 리얼리즘에 대한 제임스의 독

특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유령이야기들을 

거의 참고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헨리 제임스의 리얼리

즘을 각자 전제한 뒤 이 작품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리얼리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임스가 이 작품에 대해 “가장 있음 직한 형식

의 요정 이야기”라고 설명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대답

하지 못하고 있다(TS 104).37) 

37) 제임스 본인이 남긴 글들 역시 비평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제임스
는 H. G. 웰스(H. G. Wells)에게 이 작품이 “돈벌이만을 노린 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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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 작품의 출간 직후부터 발표된 비평38)에서

부터 제임스의 리얼리즘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 1917년 이전까

지의 초기비평을 보면 비평가들은 가정교사의 심리묘사에서 드러나

는 심리적 리얼리즘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초자연적 세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평가하거나, 리얼함에 있

어서 실패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이 작품이 출판된 1898년 「라이

프」(Life)지에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두 아이들이 유령이 되어 나

타난 죽은 가정교사의 사악한 마술에 사로잡혀 있는 것”(That two 

supremely beautiful children should be under the evil spell of the 

ghosts of a dead governess; 154)이라고 말하며,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지에서는 이 작품이 “작은 소년과 소녀가 . . . 

그들의 양심과 성품의 가장 근원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타락

지적유희”(a pot-boiler and a jeu d'esprit)라는 말을 하는데(TS 116), 작
품의 서문에서는 이 작품이 “온전히 독창적이고 냉철하게 예술적으로 
계산된 작품”이라고 상반된 말을 하고 있다(125). 이와 같이 모호한 제
임스의 말은 이 작품을 돈벌이만을 노린 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예술
적으로 계산된 독창적 작품으로 봐야할지 헷갈리게 만든다.  

38) 웨인 C. 부스(Wayne C. Booth)는 『나사의 회전』에 대한 연구에 대해 
“영어로 쓴 것만 해도 내가 센 것만, . . . 서적과 논문들이 500개가 넘
고, 열두 개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되고 토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연구서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설 것임
에 틀림없다. 여기에 출간되지 않은 박사 논문과 학생들의 에세이까지 
더할 수도 있을 것”(In English alone I have counted, . . . more than 
five hundred titles of books and articles about it, and since it has 
been translated and discussed in dozens of other languages the total 
must yield more than a lifetime's possible reading. To this one might 
add all th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and students' essays)이라
고 말한다(287). 부스는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아』(Odyssey),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Divine Comedy)과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햄릿』(Hamlet)을 제외한다면 『나사의 회전』이 단일 
작품으로는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작품이라고 말한다(287). 따라
서 이 작품에서는 비평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논의된 비평들을 위
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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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가정교사와 그녀 연인의 영향 속으로 추락하는”(The 

little boy and little girl, . . . fall under the influence of a 

governess and her lover who poison the very core of their 

conscience and character and defile their souls; 156) 이야기라고 말

한다. 이 비평가들은 유령을 초자연적 존재나 상징적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로써 이 작품은 리얼리즘과 무관한 로맨스 작품이 되어버

린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북 맨」

(The Bookman)의 비평은 이 작품이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제임스 씨는 

악이 가지는 어떤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기 때문

에 이런 점에서 그는 결코 분명하지 못하”(Of any precise form of 

evil Mr. James says very little, and on this head he is never 

explicit)고, 그로 인해서 “이 작품은 어떤 그로테스크함이나 ‘리얼

리스틱’한 의미에서는 끔찍하지 않다”(The work is not horrible 

in any grotesque or “realistic” sense)고 말한다(TS 149). 「북 

맨」에 실린 비평에서는 작품 속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몇몇 어

두운 사실들로 설득력 없게 형성되어서, 너무 산발적이고 불확실하

며 그로 인해 작품의 이론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It is] flimsily 

built on a few dark facts, so scattered and uncertain that they 

cannot support a theory at all)고 따라서 이 작품은 “매우 잔인하

고 사실이 아닌”(very cruel and untrue)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한다

(153). 그러나 이전의 유령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제임스가 유령이야기를 쓰면서 염두에 둔 적이 없으

며 끔찍함을 만들어 독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더욱 제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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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뉴욕 타임즈」와 「북 

맨」의 비평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울프의 비평 역시 제임스의 리얼

리즘을 오해하고 있다. 울프는 “우리들은 폭력에 지쳤고; 우리는 

미스테리를 의심”(We are tired of violence; we suspect mystery)하

기 때문에, “당신[제임스]의 유령들은 우리를 웃게 만들 뿐이

다”(Your ghosts will only make us laugh)라고 비판한다(49). 울프의 

비판은 제임스가 작품에서 폭력과 의심스러운 미스테리를 반복함으

로써 공포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유령이

야기를 쓰는 제임스의 의도를 오해하는 데서 온다. 이와 같은 초기

비평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 작품을 리얼함과 상관없는 로맨스 

세계의 이야기로 보거나 혹은 실패한 사실주의 소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로맨스거나 사실주의 소설 둘 중 하나

여야 한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남과 북 사이에 이정표를 심는 것

만큼이나 리얼한 세계와 로맨스 세계 사이에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

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 제임스의 세계관을 설명하지 못한다

(The Art of the Novel 37). 

1917년 도로시 스카보로우는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그

는 작가 제임스가 심령연구협회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헨리 제임스는 심령연구협회에 보고된 사건들 중 아이의 마음을 

타락시킨 늙은 여성에 관한 유령 이야기를 기초로 유령 이야기 

『나사의 회전』을 썼다”(Henry James based his ghost story, 

‘The Turn of the Screw’, on an incident reported to the 

Psychical Society, of a spectral old woman corrupting the mind of 

a child)고 주장한다. 즉, 제임스는 실제 유령의 모습이 담긴 보고서

를 기반으로 퀸트와 제슬을 묘사했으며, 따라서 삶을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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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려 했다는 것이다(Roellinger에서 재인용, 135). 유령의 존재를 

등장시킨 것이 곧 리얼리즘의 구현이라는 이러한 입장39)은 유령을 

리얼한 세계의 존재로 포섭하여 유령과 리얼리즘의 이분법적 문제

를 해결하는 듯이 보이지만, 전통적 의미의 리얼리즘의 틀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함으로써 이 작품에 담긴 제임스만의 리얼리즘을 발

견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1890년대에 들어 제임스가 유령의 실재

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임스

가 왜 갑자기 유령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여 그 존재를 알리고자했

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1920년대부터는 가정교사의 심리에 주목하며 이 작품이 가정

교사의 심리적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한 것이라는 비평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서 제임스가 가정교

사의 심리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작품의 리

얼리즘을 심리적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처음으로 유령이 가정교

사의 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비평가는 해럴드 C. 고다드

(Harold C. Goddard)이다. 그는 가정교사가 망상을 보는 원인을 고용

주에 대한 그녀의 성적 욕망으로부터 찾고 있다. 고다드는 “젊은 

여성은 광고를 게재한 남자와 즉각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것”(the young woman falls instantly and passionately in love with 

39) 이후 이 주장은 프란시스 X. 뢸링거(Francis X. Roellinger)에 의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그는 스카보로우의 편을 들며 제임스가 형 윌리엄 제임
스를 대신하여 심령연구협회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특히 협회의 
회원이던 마이어스, 기어니와 친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임스의 의도는 
“보고서에 담긴 보다 그럴 듯하고, 소위 말해 ‘현실적인’ 유령들을 
[묘사하기] 위해, 선정적 소설에 담긴 믿기 어려운 유령들을 삼
가”(James eschews the incredible ghosts of sensational fiction for the 
more plausible and so-called “veridical” apparitions of the reports)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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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 who has inserted the advertisement)이며, 그러한 사랑이 

보상받지 못하자 “가정교사의 억압된 욕망”(the governess's 

repressed desire)이 퀸트와 제슬이라는 망상을 만들어 내었다고 주

장한다(161). 즉, 이 작품은 가정교사의 이러한 심리 과정을 리얼하

게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에드나 켄튼 역시 유령은 가

정교사의 망상인데, 그 동안 비평가들이 제임스의 속임수에 빠져 그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켄튼 역시도 가정교사의 심리

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라는데 동의한다.40) 

40) 고다드는 가정교사가 난생 처음 집밖에 나와 “두려움”(trepidation; 4)
과 설레는 마음을 가졌고, 소설이나 꿈에서나 볼 법한 잘생긴 남자를 만
나게 되었으며, 밤마다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아멜리아』(Amellia)를 
읽고 상습적 공상에 빠진다는 사실들을 근거로 들어 가정교사가 목격하
는 유령들이 그녀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정교사는 
“불면증의 희생양”(the victim of insomnia)이며 “독특한 영웅
심”(extraordinary heroism)에 사로잡혀 자신이 유령을 보고 있다는 
“심리적 경험, 백일몽, 혹은 내적 연극”(a psychical experience, a 
daydream or internal drama)을 행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정교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퀸트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냐는 기존 비평의 근
거에 대해서, “가정교사가 피터 퀸트와 미스 제슬에 대해 그리 자세한 
묘사를 하는 것도, 그로스 부인이 그들의 인상착의를 즉시 알아보는 것
도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it simply is not true that the governess 
gave such detailed descriptions of Peter Quint and Miss Jessel that 
Mrs. Grose instantly recognized their portraits; 164)라는 점을 제기한다. 
또한 “사실상 유령을 알아보는 것은 가정교사 본인이지, 그로스 부인이 
결코 아니”(the fact is that it is the governess herself and not Mrs. 
Grose at all who does the identifying; 164)라는 것이다. 소설 속 다른 
모든 인물들은 유령을 보지 못하는데 오직 가정교사 혼자만 유령을 본
다는 점도 유령들이 가정교사의 망상이라는 근거로서 제시된다.   

 에드나 켄튼은 고다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나사의 회
전』의 뉴욕판 서문에서 찾는다. 제임스는 일반 대중과 지적인 독자들을 
구분하고서, 이 소설이 “잘 속지 않는 이들을 속이려는 심심풀이”(an 
amusette to catch those not easily caught; TOS 2nd Ed. 125)라고 말한
다. 켄튼은 서문의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가정교사가 유령들에 의해 홀린 것”(Not the children, but the little 
governess was hounded by the ghosts; 169)이라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지난 25년간 이 작품을 “배회하는 유령들에게 고통 받는 아이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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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34년 윌슨은 가정교사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프로이트 이론

을 적용한다. 윌슨은 가정교사 혼자만 유령을 목격하며, 그녀가 한 

번도 본적 없는 퀸트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

어 “이런 이론에 의하면, 『나사의 회전』은 유령 이야기로서가 아

니고, -보통의 유령 이야기라면 더 나은 작품들이 훨씬 더 많다- 뒤

틀린 심리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걸작”(The Turn of the Screw, 

then, on this theory, would be a masterpiece-not as a ghost story, 

there are a great many better ones of the ordinary kind-but as a 

study in morbid psychology)이라고 말하며, “작가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잠재의식과정에 대한 심오한 포착”(Whether or not the 

author are aware of it, a profound grasp of subconscious 

processes)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The Ambiguity of Henry 

James” 172). 특히 윌슨은 가정교사를 프로이트 식의 히스테리적 

환자로 보면서 그 원인을 성적 욕구의 억압에서 찾고 있는데, 히스

테리의 원인을 “그녀의 성적 충동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inability to admit to herself her sexual impulse)으로 지목한 

뒤, 이것이 제임스의 다른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좌절된 앵글

로 색슨 노처녀”(frustrated Anglo-Saxon spinster)의 전형이라고 주

장한다(177).

이러한 주장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1956년 오

스카 카길(Oscar Cargill)은 프로이트의 『히스테리에 관한 연구』

(Studien über Hysterie)가 『나사의 회전』이 출판되기 3년 전에 출

children hounded by the prowling ghosts)이라는 주제로 읽어왔으나 그
러한 해석은 사실 제임스에 의해 의도된 “‘냉철하고 예술적인 계산’
의 결과”(resulting from “a cold, artistic calculation” 170)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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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되었고 그 책에 담긴 “루시 R 양의 케이스”를 근거로 가정교사

의 심리를 프로이트 이론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글에 담긴 루시 R의 증상과 가정교사가 보이는 증상이 일치하기 때

문에, 제임스는 프로이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루시 R양을 모

방해 가정교사를 히스테리에 걸린 환자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1982

년 헨리 서스만 역시 카길과 같은 책을 인용하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예시에서, 블라이의 가정교사 상황들은 안나 O 양과 엘리자베

스 본 R 양과 같이 정신분석학으로 중요한 환자들의 사례에서 보이

는 특징과 일치한다”(In a striking number of instances, the 

governess's conditions at Bly correspond to ones characterizing the 

cases of the seminal patients of psychoanalysis, such as Fraüleins 
Anna O. and Elisabeth von R; 230)고 주장한다. 1995년 그렉 W. 자

카리아스(Greg W. Zacharias)는 프로이트 대신 자끄 라깡(Jacques 

Lacan)과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이론을 가지고 가정교사의 

심리를 분석한다(BE 323-5).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 대신 라캉의 이

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지만, 유령의 존재를 망상으로 본다는 점에

서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입장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하고 있다.41) 

41) 1930년대부터 『나사의 회전』 비평사에 프로이트 이론이 지배적인 영
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리스 발딕(Chris Baldick)과 로버트 미
갈(Robert Mighall)의 글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발딕과 미갈은 고
딕비평사를 정리하면서, 1920년대의 고딕비평가들은 고딕소설과 “부르
주아 문학의 초기 형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고딕소설의 
역사적, 사회적 관계를 다루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몬테규 서머
스(Montague Summers)나 데벤드라 P. 바마(Devendra P. Varma)와 같은 
비평가들이 고딕소설을 시적 리얼리즘이나 낭만주의와 연관해 분석하면
서 “고딕 글쓰기와 문화적 연관성의 탈-역사화”(de-historicizing of 
Gothic writing and of its cultural referents)가 행해졌다고 말한다(274). 
이들은 고딕비평의 탈역사화를 야기한 것으로 프로이트 이론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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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 비평가들은 가정교사의 심리적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전 비평가들보다는 나아가고 있지만, 2장에서 인용한 고딕 

비평가들과 같은 문제에 빠진다. 프로이트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가 인물의 심리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다면, 제임스가 1890년대 들어 인식 주체의 심리적 과

정과 그에 따른 리얼리티를 논의했던 것이 『나사의 회전』과 단절

되어 버리게 되고, 이 작품은 초기유령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작품

이 된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다른 작가들의 고딕소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적 분열을 다룬 전형적 고딕소설이 되어버린다. 윌슨이 

가정교사를 제임스의 다른 이야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좌절된 

앵글로 색슨 노처녀” 중 한 명이라며 전형화 하는 것이 이런 문제

를 잘 보여준다(“The Ambiguity of Henry James” 177). 

그러나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듯이, 프

로이트의 이론은 리얼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부터 헨리 제임스

와 다르기 때문에, 작품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낸

다. 여러 비평가들이 프로이트 비평가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작

다. 프로이트 이론이 고딕소설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역
사적 함의를 가진 고딕소설의 인물들을 모두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오이
디푸스적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들로 환원시켜버렸다는 것이다
(284). 발딕과 미갈에 의하면 고딕비평의 탈역사화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가령 데이빗 푼터(David Punter)가 “고딕 픽션을 성장시킨 전통의 대부
분은 소설적인 것이 아니라 시적이고 극적인 데 있다”(many of the 
traditions our of which Gothic fiction grew were not in themselves 
novelistic but poetic and dramatic)고 분석하는 것도 이러한 탈-역사화
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주장을 참고한다면, 『나사
의 회전』 비평사에도 역시 윌슨을 위시한 프로이트 비평가들이 등장하
면서, 이 작품에 존재하는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와 가정교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모두 탈-역사화 되었으며, 가정교사는 “좌절된 앵글로 
색슨 노처녀”(frustrated Anglo-Saxon spinster)로 전형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Wilson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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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속 인물을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억지로 프로이트 이론에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윌슨은 가정교사의 망상이 그녀의 주인에 대

한 성적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는 시골 교구목사의 딸로서 욕망을 억

압하며 살아온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는데, 로버트 하일만은 이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비판하며 

“[가정교사의] 초기의 상황에는, 윌슨의 분석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인격상의 왜곡을 반드시 야기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There is 

no faint trace of the initial situation necessary to produce the 

distortion of personality upon which Wilson's analysis depends; 178)

고 말한다. 더불어 마일즈가 가정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촛불을 

꺼 버린 것을 언급하며, 가정교사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면, 마일스

는 가정교사의 정신상태를 불안해했을 것이고 따라서 둘이 있을 때 

촛불을 꺼버리는 것이 비논리적이라고 말한다(181). 밴타는 “만약 

잘못된 판단을 절대 하지 않거나, 자기가 말했던 것과 모순되는 행

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정상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누가 정상일 

수 있겠나”(if sanity is the accolade given those who never make 

a mistake of judgment or contradict themselves in what they 

report, who, then, is sane?; 119)라며, 가정교사의 실수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쇼샤나 펠만(Shoshana 

Felman)은 정신분석 비평가들이 성적 억압과 히스테리의 관계를 지

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작품을 프로이트의 이론에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208-210). 비평가들의 이러한 비판을 볼 때, 프로이

트 이론은 이 작품의 인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를 분석했던 것과 같이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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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의 이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분석하게 되면 이 작품의 인물

들이 프로이트 이론보다 윌리엄 제임스 이론에 더 잘 들어맞는 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짧게 다시 정리하면 

그는 인간의 의식이 본래 “사회적 자아”, “물질적 자아”, “영

적 자아”, “이고”, 그리고 “숨겨진 자아” 등 여러 개로 나뉘어

져 있다고 보았으며, 각각의 자아들은 주변 사물에 대해 서로 다른 

것들을 인지한다고 말한다. 정상적 상황에 처한 주체가 여러 개의 

자아들을 모두 통합하기 때문에 각 자아들이 지각한 것들을 모두 

인지하고 기억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놓인 주체는 각 

자아들을 통합하지 못해 자아 분열을 일으키며 이것이 바로 히스테

리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환자가 유아기의 외상적 경

험과 현재의 성적 억압으로 인해 히스테리가 발생하며 그 결과 신

체적 증후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볼 때 윌리엄 제임스의 

히스테리 환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임스

가 이 작품에서 가정교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하면, 그녀

가 프로이트 히스테리 환자가 아닌 윌리엄 제임스 식의 히스테리 

환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제임스는 가정교사

가 “가난한 시골 교구목사의 딸 중 막내”(the youngest of several 

daughters of a poor country parson; NCE 4)라는 것 외에 그녀의 

성장과정이나 유아기 상황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고 있지 

않다. 제임스가 가정교사의 성장 과정에 대해 그 어떤 언급조차 하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카길과 서스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카길과 서스만이 가정교사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루시 R,  안나 O, 

엘리자베스 본 R 양의 경우에는 유아기의 외상적 경험에 대해 연도

별로 자세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가정교사는 결코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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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Studies on Hysteria 104-6, 108, 148, 191-3, 202, 208, 215). 

제임스는 가정교사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녀가 현재 처한 상황의 비정상성에 대해서는 상

세하게 설명한다. 제임스는 그녀를 “스무 살의 나이에 가정교사로 

처음 일을 하게 되면서, 불안에 떨며 런던에 왔”(had at the age of 

twenty, on taking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the schoolroom, 

come up to London, in trepidation; 4)고, 이어서 그녀를 “햄프셔 

교구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떠는 소녀”(fluttered anxious girl out of 

a Hampshire vicarage; 4)라고 묘사한다.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강화

하는 것은 그녀를 압도하는 고용주의 집과 외모이다. 고용주를 본 

그녀는 “할리 거리의 집은 그녀에게 거대하고 인상적이라는 감명

을 주었고 - 이 장래의 후원자는 신사이며, 한창 좋을 나이의 총각

으로서, 꿈이나 오래된 소설에서 말고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

었”(at a house in Harley Street that impressed her as vast and 

imposing - this prospective patron proved a gentleman, a bachelor 

in the prime of life, such a figure as had never risen, save in a 

dream or an old novel; 4)다고 느낀다. 이어서 그녀는 고용주에 대

해 “그는 잘생겼고, 용감하고, 상냥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명랑하고, 친절했다. 그는 필연적으로 그녀에게 멋지고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었다”(He was handsome and bold and pleasant, off-hand 

and gay and kind. He struck her, inevitably, as gallant and 

splendid; 4)고 묘사하는데, 고용주에 대한 가정교사의 묘사가 길고 

장황하다는 점은 그녀가 받은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잘 보여준

다. 

이 고용주는 가정교사의 자아가 분열되는 과정의 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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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일반적인 고용주와 가정교사의 관계였다면 그녀의 자아가 

분열되거나 히스테리에까지는 빠지지 않았을 수 있었겠지만, 이 작

품의 고용주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을 내건다. 고용주는 그녀에게 

고아가 된 자신의 조카들이 있는 블라이에 가서 “최고 책임자의 

자리”(in supreme authority)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는 그녀로 하여

금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녀의 호의로 여겼으며 그가 그녀에게 감

사히 신세를 지고 있다고 여겼”(he put the whole thing to her as 

a favour, an obligation he should gratefully incur; 4)다고 느끼게 만

든다. 그러나 고용주가 여기서 가정교사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을 

마치 호의와 신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은 작품의 배경이 된 19

세기 중반 영국사회의 고용주와 가정교사의 일반적 관계를 생각하

면 매우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비슷한 1846년에 안나 제임슨(Anna Jameson)이 쓴 에세이를 

보면 당시 가정교사라는 지위가 “집도 없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

터 쫓겨난 여자들에게 ―가정교사는 오직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직업이었고, 하인 계급에서 태어나지 않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택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the woman who either has no 

home, or is exiled from that which she has, ―the occupation of 

governess is sought merely through necessity, as the only means 

by which a woman not born in the servile classes can earn the 

means of subsistence; BE 162)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슨은 이에 

덧붙여 “지난 50년간, 결혼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 . . 가정교사

는 하나의 계급이 되었는데, 수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within the last fifty years, 

since marriage has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 . . we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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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governesses have become a class, and a class so numerous, 

that the supply has, in numbers at least, exceeded the demand; 

163)고 그로 인해 고용주와 가정교사의 관계는 “균등하지 않은 계

약; 적어도 한쪽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래”(a contract 

without equality; a bargain in which, on one side at least, there is 

no choice; 163)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가정교사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안나 

제임슨은 가정교사들에게 “나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가정교사가 

된 사람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I have never in my 

life heard of a governess who was such by choice)지만, “만약 당

신이 젊다면, 당신은 아마 희망과 용기 그리고 당신이 수행해야할 

임무들의 중요성이 가지는 고귀한 생각으로 가득 차, 행복해하고 있

을 것이”(If you are young, you probably set forth full of hope, of 

courage, and with such a lofty idea of the importance of the task 

you undertake, that you feel yourself uplifted)라고 말한다(163). 이

는 당시에 가정교사 일을 시작하는 젊은 여성들 중 현실을 직시하

지 못하고 희망이나 행복함의 환상에 부풀어 있었던 이들이 많았다

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런던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고용주 입장

에서는 가정교사가 자신보다 열등하며, 자신과의 계약에 있어서 결

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용주가 가정교사에게 마치 신세를 지는 것같이 표현하여 

그녀가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 이유는 

그가 가정교사에게 귀찮은 조카들을 떠넘긴 뒤 런던에서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고용주에 대한 가정교사의 묘사를 보면 

“그녀는 그를 부유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사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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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가 최신 유행하는 옷과 준수한 외모, 값

비싼 취미와 더불어 여성들과의 화려한 관계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

다. 그는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큰 집을 여행 기념품과 사냥 트로

피로 가득 채워두었다”(she figured him as rich, but as fearfully 

extravagant ― saw him all in a glow of high fashion, of good 

looks, of expensive habits, of charming ways with women. He had 

for his town residence a big house filled with the spoils of travel 

and the trophies of the chase; NCE 4)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가 

런던에서 꽤 속물적 생활방식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와 같이 런던에서 화려한 삶을 살던 고용주는, 자신의 형이 인도에

서 죽음을 당하게 되자 졸지에 “아주 조그만 인내심이나 적절한 

종류의 경험이 없던 독신남”(a lone man without the right sort of 

experience or a grain of patience)이 “다루기가 매우 힘든”(very 

heavy on his hands) 고아 조카들을 떠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

주는 그녀에게 매우 이례적인 조건을 한 가지 덧붙인다. 그것은 바

로 “그녀는 절대로 그[고용주]에게 폐를 끼쳐서 안 된다는 것 ―절

대, 절대로: 무엇인가를 호소하거나 불평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말이

다. . . . 모든 것을 넘겨받고 그를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것”(That 

she should never trouble him ― but never, never: neither appeal 

nor complain nor write about anything . . . take the whole thing 

over and let him alone; 6)이다. 그는 조카들이 고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 자신의 값비싼 취미와 여성들과의 화려한 관

계를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정교사의 열등한 

지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마치 대단한 일을 맡게 

된 것처럼 호의와 신세에 감사표현을 해 가면서 조카들이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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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블라이로 “그녀가 즉시 출발해주기를 바랬던”(wished her 

immediately to proceed) 것이다(4). 

소설에서나 볼 법한 잘생기고 부유한 남성이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그녀는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잊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더글라

스는 가정교사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필연적으로 그녀에게 멋지

고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사로잡고 그

녀가 이후에 보인 용기를 그녀에게 부여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녀의 호의로 여겼으며 그가 그녀에게 감사히 신세를 지고 있다고 

여겼”(He struck her, inevitably, as gallant and splendid, but what 

took her most of all and gave her the courage she afterwards 

showed was that he put the whole thing to her as favour, an 

obligation he should gratefully incur)다는 것이라고 말한다(4 강조는 

인용자). 다시 말해서 가정교사가 고용주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것

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보다 고용주가 그녀를 마치 그에게 호의

와 신세를 베풀 수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녀에게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가정교사는 고용주

에게 호의와 신세를 베풀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

용주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이미지는 그녀의 실제 모습과 다르다. 

이는 윌리엄 제임스에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자아”(social self)와 

“이고”(the Ego)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Principles 291-2). 윌리

엄 제임스에 의하면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사회적 자아”이며, 자

신이 생각하는 나는 “이고”라고 말한다(292). 고용주에 의해 그녀

의 의식 속에 형성된 사회적 자아는 그녀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녀

는 블라이에서 제공된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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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제공된 것처럼 착각한다. 블라이에 처음 도착한 날 그녀는 

나는 그 날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나는 너무 흥분해있었고, 

내 기억에 의하면, 내가 후하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더해지

면서 이 흥분은 지속되었다. 이 저택에서 가장 좋은 방 중 하

나인 크고 인상적인 방과, 훌륭한 상태라는 것을 느낄 수 있

었던 침대 그리고 무늬가 새겨진 넓은 휘장과 생전 처음 내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수 있게 했던 긴 거울들은 모두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 내가 맡은 작은 아이들에 대

한 멋진 매력과 더불어  ― 많은 것들이 나에게 덤으로 주어

진 것처럼 느껴졌다

I slept little that night―I was too much excited; and this 

astonished me too, I recollect, remained with me, adding to 

my sense of the liberality with which I was treated. The 

large impressive room, one of the best in the house, the 

great state bed, as I almost felt it, the figured full draperies, 

the long glasses in which, for the first time, I could see 

myself from head to foot, all struck me―like the wonderful 

appeal of my small charge―as so many things thrown in (7 

강조는 인용자)

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녀는 “작은 플로라를 지켜보고, 가르치고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만들 

것”(To watch, teach, “form” little Flora would too evidently be 

the making of a happy and useful life)이라며 기대하고(8),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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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있던 것이 그가 열렬히 희망했던 것이자 나에게 직접 

부탁했던 것”(What I was doing was what he had earnestly hoped 

and directly asked of me)이라고까지 착각하기에 이른다(15). 그러나 

독자들은 플로라를 지켜보고 가르치는 것을 고용주가 열렬히 희망

하거나 직접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마침내 “결국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내

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입증되었다. 나는 감히 말하

건대 나 스스로를 멋진 젊은 여성이라 상상”(What I was doing 

was what he had earnestly hoped and directly asked of me, and 

that I could, after all, do it proved even a greater joy than I had 

expected)하기에 이른다(15, 강조는 필자). 그녀는 이후에도 “누구도 

몰랐다 ―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우리의 조건을 엄수하

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이다”(no one knew ― 

how proud I had been to serve him and to stick to our terms; 48)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그녀에게 부여한 이래 그녀가 자신의 모습이

라고 착각한 이런 사회적 자아는 실제 그녀의 능력과 다르기 때문

에, 그녀는 점차 자신의 사회적 자아와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다. 그녀가 “작은 플로라를 지켜보고, 가르치고 형

성”하면서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 것과 달

리 “그들은 [그녀를] 절대 성가시게 조르거나 무기력하지 않

았”(They were never importunate and yet never listless)다(8). 말

하자면 가정교사가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

사는 “그들을 향한 내 모든 관심은 그들이 나 없이도 스스로 잘 

즐기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My atten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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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all really went to seeing them amuse themselves immensely 

without me)고 회고한다(28).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단순히 가정교

사에게 배울 것이 없는 것을 떠나서, 가정교사보다 더 뛰어난 재능

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다. 그녀는 “아이들 각각이 보유한 음악적 

감각은 매우 신속한 것이었는데, 특히 그 중 오빠는 듣고 따라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The musical sense in each of 

the children was of the quickest, but the elder in especial had a 

marvelous knack of catching and repeating)고 말한다(38). 따라서 

“그는 교구목사의 딸인, 나쁜 가정교사가 망치기에는 너무 똑똑한 

아이였”(He was too clever for a bad governess, for a parson's 

daughter, to spoil)던 것이다(37). 결국 가정교사가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녀에게 글을 읽어주고, 이야기

를 들려주며, 제스처 게임을 하고, 동물과 역사적 인물들로 변장해

서 달려들어,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즐겁게 해주며 놀라게”(in 

the way of diverting, entertaining, surprising her; reading her 

passages, telling her stories, acting her charades, pouncing out at 

her, in disguises, as animals and historical characters; 37)해 주게 

된다.42) 그녀에 의하면, 블라이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그 멋진 여름날, 그[마일스]가 나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42) 시그리드 르노(Sigrid Renaux)는 이에 대해서 “무대 위를 걷는 배우들
처럼, 아이들은 가정교사와 그로스 부인을 위해 역할을 하”(Like actors 
walking on a stage, the children are playing a role for the governess 
and Mrs. Grose)며 “두 명의 숙녀들은 테라스위에서, 마치 극장에서처
럼, 멀리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걷는 것을 바라보는 것”(both ladies are 
on a terrace, as in a theater, watching, from a distance, the children 
walk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이라고 말한다(107). 르노의 분석대
로 가정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관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동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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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었”(Lessons with me, indeed, that charming summer, 

we all had a theory that he was to have)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느끼기에 몇 주간 교육을 받은 것은 오히려 나 자

신”(I now feel that for weeks the lessons must have been rather 

my own)이라고 고백한다(14). 

그녀가 처음 블라이에 온 날, 사람들이 자신을 후하게 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에게 덤으로 멋진 방과 침대 등을 주었다고 생

각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후에 블라이를 돌아다니

는 가정교사의 말을 통해, 블라이에는 그보다 더 멋진 방이 여럿 비

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늦은 밤 침실을 벗어난 마일스가 정원에 

내려갔다고 생각한 가정교사는 정원을 보기 위해 창문이 있는 방을 

찾아 헤맨다. 그러던 중 그녀는 

블라이에는 빈 방이 충분히 있었다. . . . 비록 정원보다 매우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갑자기 아래층에 있는 방이 적당한 방일 

것이라 여겨졌다. . . . 이 방은 큰 사각의 방으로, 침실로 쓰

기 위해 준비된 방이었고, 그로스 부인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편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로 인

해 수년 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종종 그 방을 경외했

기 때문에 그 주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There were empty rooms enough at Bly, . . . The right one 

suddenly presented itself to me as the lower one―though 

high above the gardens . . . This was a large square 

chamber, arranged with some state as a bedroom, the 

extravagant size of which made it so inconvenient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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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not for years, though kept by Mrs. Grose in exemplary 

order, been occupied. I had often admired it and I knew my 

way about in it. (43)

고 말한다. 가정교사는 자신의 방이 “이 저택에서 가장 좋은 방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7), 사실 블라이의 하인들은 가정교사의 방보

다 더 크고 좋은 방을 그녀에게 주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당시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오, 그것은 덫이었어―

일부러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깊었지―내 상상에, 내 입맛에, 아

마도 내 허영심에, 내 안에 있는 가장 흥분할만한 것에”(Oh it was 

a trap ― not designed but deep ― to my imagination, to my 

delicacy, perhaps to my vanity, to whatever in me was most 

excitable; 14)라고 회상한다. 

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가정교사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히스테리에 걸리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고용주

에게 말하거나 혹은 자신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안나 제임슨은 가정교사가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경우 “20살의 젊은 여성들이 그녀의 임무에 훌륭히 들어맞는 

자질이나 최고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나

태하고, 신경질적이며, 히스테리적인 증세를 보이다 마침내 완전히 

정신이 파탄 난 예”(an instance of a young girl of twenty, with 

the best will and intentions, and some qualities admirably suited to 

her task, who, within two years, became languid, nervous, 

hysterical, and at length, utterly broken down; 164)가 많다며, 이러

한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에게 “자녀들의 공부방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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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찾아가 보라”(visit your children's study daily)고 조언한다. 즉, 

고용주들은 자신이 고용한 가정교사가 그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받

았는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고용주는 

조카들을 가정교사에게 떠맡긴 뒤 블라이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 마일스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플로라는 심지어 문

제를 호소하며 블라이를 떠나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고용주는 블라

이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안나 제임슨의 당

부와는 정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자신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TS 4). 뿐만 아니라 가정교사는 “상황

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집으로부터 요즈음 성가신 편지들을 받고 

있었”(in receipt in these days of disturbing letters from home, 

where things were not going well)기 때문에, 그녀의 경제적 상황에

서는 고용주와의 계약을 파기할 방법이 없다(19). 안나 제임슨이 말

하는 당대 가정교사의 지위와 고용주가 내건 조건, 가정교사의 집에

서 오는 편지들을 모두 고려하면 그녀가 지금 “히스테리적인 증세

를 보이다 마침내 완전히 정신이 파탄”날 법한 전형적 상황에 처

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BE 164).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그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원인을 

고용주와 가정교사의 불평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

을 쓰기 전부터 제임스가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가 1892년 3

월 16일 그의 노트에 쓴 글을 보면 이 작품을 쓰기 전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천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받는 하인들에 대한 발상―하인들

이 행할 것이라고 런던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것들-즉 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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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인의 편지나 일기를 읽거나, 훔쳐보거나, 몰래 감시하는 

등의 행위들을 할 것이란 생각은 결국 하인들이 결백할 뿐 아

니라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따라

서] 모든 사소한 천박한 행위들이 하인들에 의해 행해져 왔었

다는 것으로 여겨지던 그 때 . . . 경멸의 방향이 주인들에게

로 돌아가게 된다.

Idea of a servant suspected of doing the mean things- the 

base things people in London take for granted servants do- 

reading of letters, diaries, peeping, spying, etc; turning out 

utterly innocent and incapable of these things―and turning 

the tables of scorn on the master or mistress, at a moment 

when, . . . they are supposed to have committed all the 

little baseness. (111)

라고 쓴다. 이는 이미 1892년부터 제임스가 고용주와 하인의 불평등

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거 없이 하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런던 시민들의 태도

를 비판할 의도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즉 가정교사나 하인을 비

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인이 되게끔 몰고 가는 런던 사

람들을 비판하는 데 제임스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도 고용주와 가정교사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와 고용주의 일방적인 태도가 가정교사로 하여금 사회적 자아와 이

고를 분열되게 만든다. 작품에서 가정교사는 자신이 고용주의 기대

에 부응하는 멋진 여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들다가, 다시 이

고로 돌아와 이성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와 같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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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와 이고를 오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점차 히스테리에 빠져

든다. 그녀는 블라이에서 겪은 일들을 서술하며 첫 문장을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을 비상과 낙하로, 정상적인 박동과 비정상적 박동의 

작은 시소로 기억한다”(I remember the whole beginning as a 

succession of flights and drops, a little see-saw of the right throbs 

and the wrong)고 시작한다(6 강조는 인용자). 비상과 낙하, 시소의 

움직임은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의 기본적 작동 과정에 대해 설명하

는 바와 일치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을 설명하며, 우리

가 가령 a, b, c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면 그 단어가 우리의 의식에 

입력되는 “각 과정은 그것의 강도가 차오르다, 최고조에 달하고, 

기운다”(Each process occupies a certain time during which its 

intensity waxes, culminates, and wanes)고 설명한다(Psychology 152). 

그러나 “b의 과정이 절정에 달할 때, a의 과정은 아직 자취를 감추

지 않고, c의 과정이 이미 시작”(The process for a has not yet 

died out, the process for c has already begun, when that for b is 

culminating)되기 때문에 a, b, c를 모아보면 일종의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는 시소처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152). 다시 말해서 우리

의 의식과정은 “새의 삶처럼 그것은 비상과 머무름의 교대처럼 보

이게 되는 것”(Like a bird's life, it seems to be an alternation of 

flights and perching)이라고 말한다(146, 강조는 인용자). 가정교사가 

자신의 심리 과정을 “비상과 낙하”(flights and drops)로 보고 있

듯,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을 새의 “비상과 머무름”(flights 

and perching)으로 보는 것이다. 

더불어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관념이 “사회적 자아”나 “이

고” 등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인식을 “실질적 부분들”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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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자아 사이로 이미 저물어 의식에 떠오르지 않고 잠재의식으

로 들어가 버린 것을 “과도적 부분들”이라 불렀다(146). 이 작품에

서 가정교사가 유령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회적 자아가 

이고와 서로 교대하게 될 때, 과도적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녀가 

처음으로 유령을 목격하는 순간을 보면, 그녀는 “나 스스로를 한 

마디로 멋진 젊은 여성이라고 상상했다”며(TS 14), 어느 일요일 오

후에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이 이토록 멋진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길이 굽은 곳에, 누군가가 나타나 내 앞에 서서 나를 웃고 인정해

줄 것”(Some one would appear there at the turn of a path and 

would stand before me and smile and approve)이라고 느낀다(15).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가 알아야만 한다”(he should know)고 덧붙인다(15). 자신의 이고가 

아닌 고용주로부터 부여받은 사회적 자아를 누군가 간절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아가 옮겨가는 순간 그녀는 “그가 거기 서 있

었다!”(He did stand there!)며 첫 번째로 유령을 목격한다(15). 그녀

는 자신의 의식이 이고에서 사회적 자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순간

에 유령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제임스는 그녀가 유령을 목격하는 순간 그녀가 주변 사물을 

망각하는 히스테리적 맹인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유령을 목격하는 순간에 대해 “내가 인지한 것들을 받아들

이는 동안에, 그 장면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죽어버린 것 같았다. 

저녁의 소리가 강렬한 정적으로 사라졌던 것을 지금 내가 글을 쓰

면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 까마귀들은 금빛 하늘에서 울기를 멈췄

고, 친숙하던 때는 말할 수 없는 순간동안 모든 목소리를 잃었

다”(It was as if, while I took in, what I did take in, all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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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cene had been stricken with death. I can hear again, as I 

write, the intense hush in which the sounds of the evening 

dropped. The rooks stopped cawing in the golden sky and the 

friendly hour lost for the unspeakable minute all its voice)라고 말

한다(15). 여기서 그녀가 청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완전히 사라

졌고,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급격히 축소되며 후각적 정보

는 인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제임스가 그녀의 반응을 감각적 축소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

다는 것은, 그녀가 처음 블라이에 왔을 때 보인 반응과 비교하면 더

욱 두드러진다. 그녀는 블라이에 도착하여 “나는 넓고 깨끗한 현

관, 열려진 창문들, 상쾌한 커튼, 밖을 내다보는 한 쌍의 하녀들을 

완전히 유쾌한 인상으로 기억한다; 나는 잔디밭과 밝은 꽃과 마차 

바퀴가 자갈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와 무리를 이룬 나무 꼭대기 위

에서 까마귀 떼가 빙빙 돌며 금빛 하늘에서 울던 것을 기억한다”(I 

remember as a thoroughly pleasant impression the broad clear 

front, its open windows and fresh curtains and the pair of maids 

looking out; I remember the lawn and the bright flowers and the 

crunch of my wheels on the gravel and the clustered tree-tops 

over which the rooks circled and cawed in the golden sky)고 말한

다(7). 유령을 목격하고 난 뒤 다시 원래의 자아를 찾은 가정교사의 

감각 묘사도 매우 풍부하게 제시된다. 그녀는 “그림이 연속적으로 

되돌아온다 - 내가 되돌아오자, 마치 내가 되살아나듯, 하얀 패널로 

둘러싸인 공간, 밝게 빛난 램프, 초상화와 붉은 카펫이 있었으며, 내 

동료[그로스 부인]의 순박하게 놀란 모습까지 인상적으로 나에게 돌

아온다(This picture comes back to me in the general train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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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as I revived it on my return, of the wide white 

panelled space, bright in the lamplight and with its portraits and 

red carpet, and of the good surprised look of my friend)고 말한다

(17). 

가정교사가 유령을 두 번째로 보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아와 이고 사이의 분열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녀는 교회에 

가려고 장갑을 찾던 중 이 장갑이 예전에 그녀가 아이들 앞에서 꿰

맸던 것이고 당시 그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을 것이라 

여겼었다는 점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나는 세 땀의 꿰맴이 필요해

서 바느질을 했었던 장갑을 기억했다. 차를 마시며 아이들과 내가 

앉아있는 동안 어쩌면 교육상 좋지 않겠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꿰맸었던 장갑을 말이다”(I remembered a pair of gloves that had 

required three stitches and that had received them―with a 

publicity perhaps not edifying―while I sat with the children at 

their tea)라고 생각한다(19). 여기서 가정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장갑

을 꿰매는 것조차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라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고용주들이 가정교사에게 흔히 요구하던 것 중 

하나였다. 1838년 시인 마리아 아브디(Maria Abdy)가 쓴 시에서는 

당시 고용주들이 가정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지 잘 

드러난다. 그녀의 시를 보면 

 

 언제나 쉽고 겸손하게 결단하며

 그녀는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해야만 해

 그녀는 불어를 정확히 이해해야하고

 이태리어와 라틴어 그리스어도 이해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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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피아노를 신성하게 쳐야하고

 하프와 류트에도 뛰어나야 하지

 모든 종류의 바느질을 훌륭하게 해야 하지

 With easy and modest decision

 She ever must move, act, and speak

 She must understand French with precision,

 Italian, and Latin, and Greek:

 She must play the piano divinely,

 Excel on the harp and the lute,

 Do all sorts of needle-work finely,; (A Governess Wanted 9-16)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도 모자라, 아브디는 4연에서 가정

교사의 복장에 대해 “그녀의 옷은 항상 우아하되 검소해야해”(her 

dress must be tasteful yet plain; 26)라고 덧붙인다. 다시 말해서 가

정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장갑을 바느질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보

지 않는 곳에서 바느질을 한 뒤, 아이들 앞에서는 이미 바느질이 완

성된 모습만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교사에게 가해

지던 과도한 요구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한 행동

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자아와 달리 

자신은 교육적으로 부족한 선생이라는 생각을 다시 상기시키게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회적 자아에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을 인식하자, 그녀의 의식은 과도적 부분들인 잠재의식에 머무

르게 되고 곧바로 “창문의 다른 편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

게 된”(to become aware of a person on the other sid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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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다(19). 유령을 목격하는 그녀의 자아는 잠재의식에 머무른 

자아가 보이는 히스테리적 맹인 증세를 나타낸다. 그녀는 “그 날이 

충분히 회색빛이었다”(The day was grey enough; 19)고 갑자기 주

변을 흑백으로 인식함과 더불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한다. 그녀는 “그가 겨우 몇 초 머물렀”(He remained but a few 

seconds)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그를 몇 년간 봤던 것처럼”(it 

was as if I had been looking at him for years)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어 그녀가 주변을 망각하는 히스테리적 맹인의 상황에 빠졌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20). 이후 퀸트의 유령이 사라지고 나자, 가정교사

는 재차 “나는 그가 다시 나타날 시간을 주었다. 나는 그것을 시간

이라 부르지만, 얼마나 지났던가? 나는 오늘날 이런 것들의 지속 시

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I gave him time to 

reappear. I call it time, but how long was it? I can't speak to the 

purpose to-day of the duration of these things; 20)고 말하는 것 역

시 그녀가 당시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히스테

리적 맹인 상태에 빠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가정교사는 그로스 부인에게 자신이 유령 같은 존재를 

보았다며 그의 외양을 묘사하는데, 그로스 부인은 그것이 퀸트의 외

양과 같다고 확인해준다. 가정교사는 이를 통해 퀸트가 예전에 블라

이에서 일했으며, 그가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을 뿐 아니라 마일스와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일주일간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녀가 플로라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오후 그

녀는 세 번째로 유령을 목격한다. 유령을 목격하기 직전 그녀는 마

찬가지로 많은 감각적 정보들을 인식한다. 그녀에 의하면 마일스는 

“창 옆에 있는 푹신한 의자의 붉은 쿠션 위”(on the red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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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deep window-seat)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정확히 “30분 동안 

그녀[플로라]와 산책했”(strolled with her half an hour)으며, “태양

은 여전히 높았고, 그 날은 이례적으로 더웠다”(the sun was still 

high and the day exceptionally warm)고 인식한다(28). 그녀의 이러

한 묘사들은 일견 단순한 배경 묘사로 보이지만, 이러한 묘사가 유

령을 인식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임스는 그

녀가 색깔(붉은 쿠션), 시간(30분), 촉각(더웠다)을 모두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상적 감각을 유지하던 그녀가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이다. 플로라와 산책을 하던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

을 “결코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8), 이어 “그들을 

향해 내가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들이 나 없이도 스스로 대단히 즐

겁게 노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인식한다(28). 자신이 

처음 블라이에 왔을 때는 분명 “작은 플로라를 지켜보고, 가르치고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만들 것”

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잘 놀기 때문에 가정교사가 딱히 

“가르치고 ‘형성’”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8). 그녀가 이것을 느

끼자마자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나는 아조프 해의 저편에 우리에

게 흥미를 구경꾼이 있다는 것을 인식”(Suddenly, amid these 

elements, I became aware that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Azof we had an interested spectator)하게 된다(28). 이 때도 그녀는 

“나는 그녀[플로라]로부터 소리가 들릴 것을 기다렸지만”(I waited 

for what a cry from her)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nothing 

came)고 말하며(28), 급기야 “일 분 안에 그녀[플로라]로부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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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발적인 소리들은 다 없어졌다”(within a minute all 

spontaneous sounds from her had dropped; 29)고 할 정도로 청각 

마비 증세를 보인다.43) 

가정교사가 세 번째로 유령을 목격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감각적 마비 증세가 타나날 뿐이지만, 그녀가 네 번째로 유령

을 목격하면서부터는 기억상실과 혼잣말을 나타내는 등 더욱 악화

된 본격적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더불어 그녀는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외부에 투영시키기 시작한다. 그녀가 이와 같이 본격

적 히스테리 증세를 나타내는 것은 그로스 부인을 통해 아이들과 

옛 가정교사의 관계를 자세히 듣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가정교사

는 그로스 부인에게 옛 퀸트와 제슬 양에 대해 더 깊게 추궁하고, 

이에 그로스 부인은 그 당시 “몇 개월 동안 퀸트와 소년이 지속적

으로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the particular fact that for a period 

of several months Quint and the boy had been perpetually 

together)이 있었을 뿐 아니라, “퀸트가 그의 가정교사인 것처럼―

그것도 대단한 가정교사인 것처럼―그들이 함께 어울렸고, 제슬 양

43) 카길이 이 작품과 프로이트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루
시 R 양의 사례를 보면 루시 R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자꾸
만 맡는 후각 망상 증세를 보이는데, 카길은 “가정교사가 특별히 예민
한 기관을 가지고 있고―그녀는 하인의 방에서 최근에 구운 빵의 냄새
와 아이들의 순수함과 향기를 기록한다”(governess has a peculiarly 
keen organ―she notes the smell of lately baked bread in the 
housekeeper's room, the “fragrance and purity about the children”)
는 것을 근거로 가정교사와 루시 R이 같다고 말한다(141). 그러나 카길
이 근거로 드는 빵 냄새와 아이들의 향기는 제임스가 잠재의식에 빠지
지 않은 그녀의 자아가 주변 사물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인식하는지 보
여주기 위해서 다른 감각 정보들과 함께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다. 가정
교사는 딱히 후각을 다른 감각에 비해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으
며, 그녀는 시각적 정보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민
한 감각 기관을 고르라면 오히려 시각을 골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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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린 소녀하고만 어울렸다”(they had been about together quite 

as if Quint were his tutor ― and a very grand one―and Miss 

Jessel only for the little lady)고 털어놓는다(34). 그들이 “대단한 

가정교사”처럼 아이들과 몇 개월 간 지속적으로 어울렸다는 사실

은, 가정교사가 그토록 원하고 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그들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미 죽어 유령이 

된 그들은 그녀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다. 게다가 그로스 부인은 

퀸트가 제슬 양에 비해 “끔찍하게 열등한”(dreadfully below) 계급

이었음에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밝힌다(32). 계급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퀸트와 제슬이 서로 연인사이였다는 것은, 로빈스

가 지적하듯 그들이 “계급에 대한 성적 침범”(erotic transgression 

of class)을 이뤄냈다는 것을 보여주며(BE 238), 계급적 차이를 뛰어

넘은 그들의 사랑은 가정교사 본인이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행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 대한 가정교사의 부러움은 

배가된다. 

이 점에서 가정교사가 기이하게도 퀸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이 이해될 수 있다. 가정교사는 퀸트의 유령을 목격하고 나서 “나

는 스스로를 그가 서 있던 곳에 위치시켜야 했다”(I ought to place 

myself where he had stood)고 말하며 그가 서 있던 곳에 가서 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20). 가정교사는 문자 그대로 “그가 서 있

던 곳”, 즉 아이들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어울렸던 “대단한 가

정교사”의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싶은 것이다(34). 퀸트와 제

슬 양의 유령이 유리창이나 호수 옆에서 등장한다는 점도 그녀의 

이러한 욕망을 보여준다. 퀸트의 유령은 “유리창 가까이서”(close 

to the glass) 등장하거나(20) “창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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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est the window) 등장하며(39), 제슬 양 역시 “반대편 강

둑”(on the opposite bank)에서 등장한다(68). 그들이 유리창 근처나 

유리창 너머 혹은 호수 너머에서 등장한다는 점은 그녀가 유령을 

볼 때 유리나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동시에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결국 유령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바로 자신이 이

루고 싶은 사회적 자아라는 점에서 그녀는 유령을 볼 때마다 자신

의 내면에 존재해 온 욕망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유령의 

모습에서 “마치 내가 그를 수년간 보아왔고 항상 알아왔던 것처

럼”(as if I had been looking at him for years and had known him 

always) 느끼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20).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는 것을 기점으로, 그녀가 유령을 목격

하는 시간과 장소가 새벽과 계단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이 시점

부터 가정교사는 윌리엄 제임스가 히스테리증세의 대표적인 증상이

라고 말한 기억상실과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는 그녀가 더욱 

심각한 히스테리 증세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녀가 

유령을 세 번째로 목격할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있거나 혹은 아이들 앞

에서 꿰맨 적이 있는 장갑을 보는 등 자아 간의 괴리를 상기시키는 

외적 요인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유령을 목격했지만, 그녀가 네 번

째로 유령을 목격하는 순간부터는 외적 요인 없이 혼자 있던 와중

에 유령을 목격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유령

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그녀는 자신의 자아를 외적으로 

투영시키기 시작한다. 

그녀가 네 번째로 유령을 목격할 때 제임스의 묘사를 보면, 

그녀는 “끔찍하게 늦은”(horribly late) 밤까지 책을 읽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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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는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였다”(I was wholly awake)고 제

시된다(39). 그녀는 작품 내내 지속적으로 불면증을 호소하는데(7, 

10, 26, 39, 41, 42), 이 날도 밤을 샌다. 매우 피곤하고 졸린 데도 불

구하고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녀의 상황은 그녀가 수면상태와 기면

상태의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한 가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수면 상태는 사회적 자아나 이고 대신 잠재의식이 주체를 

지배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윌리엄 제임스에게 있어서도 잠과 기억

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몽유병 증세를 보인 환

자들을 여러 차례 인용하는데, 몽유병 환자들은 하나의 의식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식이 깨어서 활동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시 

원래의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 몽유병 상태의 의식이 행동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른 인

격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과 남편도 알아보지 못한 루시의 일화

를 인용하고 있고(Essays  256) 로웰 강연에서는 어느 날 깨어나 보

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걸어서 유럽을 가로지른 필립 티씨에

(Philippe Tissié)에 대한 연구와(Exceptional 75), 어느 날 자신의 프

랑스 집을 떠나 벨기에에서 8일간의 기억을 모두 잊은 채 발견된 P 

군에 관한 연구를 인용한다(76). 윌리엄 제임스는 이와 같은 기억상

실이 몽유병적 증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Essays 256, 

Exceptional 83).44) 

44) 가정교사가 몽유병과 같은 가수면 상태에 빈번히 빠진다는 사실 역시 
프로이트 비평가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다른 연구와 
달리 루시 R의 연구를 이야기하며, 그녀를 몽유상태로 빠뜨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그녀를 최면상태에 
빠뜨리려는 나의 시도는 몽유 상태로 이끌 수가 없”(my attempts at 
hypnosis with her did not produce somnambulism)었기에(Studies on 
Hysteria 177) 결국 “몽유 상태를 포기하고 그녀의 정상 상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분석을 시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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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는 네 번째 유령 목격부터 과도기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을 더 분명히 제시한다. 퀸트의 유령은 시간적으로는 낮과 밤의 

중간인 새벽녘에 등장하고 있으며, 장소는 1층과 2층의 중간인 계단

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할투넨은 이것이 최면상태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할투넨은 “피터 퀸트가 등장하는 것은 전부 황혼이나 황혼

녘이다.: . . . 이와 유사하게, 퀸트와 제슬양이 기면상태에서 수면상

태로 오가는 통로인 계단에서 등장한다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중요

하다. 가정교사의 만성적 불면증 상태에 의해서 유령의 등장과 최면

상태가 연관될 개연성은 더욱 강화된다”(All Peter Quint's 

appearances are at or near twilight: . . . Similarly, it may be 

psychologically significant that both Quint and Miss Jessel appear 

on the staircase, the route by which we pass from waking to 

sleeping and back again. The possible link between the ghostly 

appearances and the hypnagogic state is strengthened by the 

governess's chronic state of insomnia)고 말한다(475). 가정교사가 다

섯 번째로 유령을 목격하는 것 역시 “나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

를 늦은 시각까지 계속해서 앉아 있었”(I repeatedly sat up till I 

did n't know when; 41)던 중에 다시 한 번 늦은 밤 계단에서 “나

에게 등을 돌린 채 계단의 아래층에 앉아 있는 여성의 존재를 위에

서 내려오던 중 다시 한 번 확인했다”(from the top I once 

(171). 이런 점을 보면 루시 R양과 『나사의 회전』의 가정교사는 오히
려 매우 대조적인 인물이다. 가정교사는 매우 쉽게 몽유상태에 빠지는 
반면, 루시 R양은 몽유상태에 결코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카길은 루시 
R이 몽유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프로이트의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
다. 만약 제임스가 루시 R의 연구를 읽고 『나사의 회전』을 썼다면, 가
정교사를 이처럼 상습적인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묘사하지는 않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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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sed the presence of a woman seated on one of the lower 

steps with her back presented to me)고 말한다(42). 

불면증과 최면상태라는 잠재의식의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과 동시에, 윌리엄 제임스가 히스테리의 전형적 증상으로 설명하

는 기억상실과 혼잣말의 증세가 나타난다. 그녀가 여섯 번째로 유령

을 목격했을 때 “나는 내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잠에 든 것 같은 

기이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찬을 한 이후였고 나는 교

실의 벽난로 곁에 있었으나, 나는 실제로는 조금도 잠에 들었던 것

이 아니었다; 나는 더 심각한 것을 한 것이었다―나는 잊은 것이었

다”(I started up with a strange sense of having literally slept at 

my post. It was after luncheon, and by the schoolroom fire, and 

yet I had n't really in the least slept; I had only done something 

much worse- I had forgotten; 64)고 말한다. 그녀는 그 순간의 기억

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플로라를 찾아 호숫가에서 제슬의 유령을 만

나고 온 뒤 그녀가 보이는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내가 홀

로 남겨졌을 때,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나는 이후의 

기억이 없었다”(Of what first happened when I was left alone I 

had no subsequent memory; 70)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그녀는 마찬

가지의 기억상실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히스테리의 징후 외에도 그녀는 「죽은 자의 제

단」의 스트랜섬이 죽기 직전에 보인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

는 “내가 ‘그들은 침묵할 줄이라도 알았지, 너는, 신뢰받으면서도, 

말을 내뱉을 정도로 비열하구나’라고 혼잣말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이러한 비밀스

런 순간이 지나간 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중얼거렸



- 150 -

다”(When I said to myself: “They have the manners to be silent, 

and you, trusted as you are, the baseness to speak!” I felt myself 

crimson and covered my face with my hands. After these secret 

scenes I chattered more than ever; 51)고 말한다. 이는 그녀가 히스

테리 환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녀는 네 번째로 유령을 목격하면서부터는 홀로 있을 

때 외적 요인없이 유령을 목격하며,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를 타자

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녀는 헨리 필딩(Henry Fielding)

의 『아멜리아』(Amelia)를 읽던 중, 갑자기 “나는 읽고 있던 작가

에게 깊이 흥미를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페이지 한 

장을 넘기자마자 모든 마술이 산산이 부서졌고, 나는 그에게서 눈을 

들어 내 방의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던 것을 기억”(I recollect in 

short that though I was deeply interested in my author I found 

myself, at the turn of a page and with his spell all scattered, 

looking straight up from him and hard at the door of my room)한

다(39).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집에서 움직이

는 것”(there being something undefinably astir in the house)이 있

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만약 누군가 칭찬할 사람이 있었다면, 참으

로 감명 깊게 보였을 모든 신중함의 표시들을 나타내며 책을 내려

놓고 일어나 촛불을 들고 방 밖으로 곧장 나갔”(with all the marks 

of a deliberation that must have seemed magnificent had there 

been any one to admire it, I laid down my book, rose to my feet 

and, taking a candle, went straight out of the room)다(39). 오랜 기

간 유령을 목격하지 않던 가정교사가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아멜리아』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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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멜리아』의 여성 주인공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연인에 대한 신

의를 지키고 더불어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냄으로써 사랑을 지켜내

는데 성공하는 인물이다. 아멜리아는 가정교사가 상상하는 사회적 

자아와 매우 흡사한 인물이다. 반면 가정교사의 현재 모습은 아멜리

아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반대나 갖가지 유

혹을 뿌리치고 사랑을 쟁취한 아멜리아와 달리 가정교사는 아이들

을 제대로 교육조차 못 시켜 자신이 사랑한 고용주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복할만한 위기가 닥쳐오는 

아멜리아와 달리 단순히 고용주의 귀찮은 조카들을 떠맡은 가정교

사에게는 아멜리아와 같은 대단한 위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아와 이고 사이의 갈등을 인식한 순간 그녀는 

“읽고 있던 작가에게 깊이 흥미를 느끼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눈을 들어 방의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39). 이후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할 사람이 있었다면, 

참으로 감명 깊게 보였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은 그녀가 누군가 

가상의 타자를 상정한 뒤 그의 시선으로 자신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가 처음 유령을 목격했을 때 “길을 꺾으면 

누군가가 거기 나타나 내 앞에 서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Some 

one would appear there at the turn of a path and would stand 

before me and smile)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처음 유령을 목

격했을 때는 단지 누군가가 서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반면에, 네 번

째로 유령을 목격할 때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신을 감명 깊게 보았

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

라보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의식이 분열되고 난 뒤 그녀가 계단의 중간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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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중 “촛불은 크게 타오르고 난 뒤 꺼져버렸고, 커튼이 젖혀진 

창문을 통해 물러가는 이른 새벽의 어둠은 촛불이 불필요하게 했다

는 것을 인지했다. 다음 순간 촛불 없이 나는 한 형체가 계단에 있

다는 것을 알았다”(My candle, under a bold flourish, went out, 

and I perceived, by the uncovered window, that the yielding dusk 

of earliest morning rendered it unnecessary)고 생각한다(39). 촛불은 

제임스 유령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한다. 「죽은 자

의 제단」에서 스트랜섬이 유령을 목격할 때 단 하나의 촛불만을 

보다가, 그 촛불이 확대되어 인식되면서 유령을 목격하게 되었다. 

촛불 단 하나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윌리엄 제임스가 최면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이기도 하다. 가정교사가 들고 있던 촛

불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촛불이 “크게 타오르고 난 뒤”에 

유령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은 그녀가 히스테리 환자의 증상인 단일

관념광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가정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죽음과 같은 정적”(dead silence)이 이

어졌다고 설명하며, “그 순간은 오래 연장되었기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게 맞는지 나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

였다.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뒤따라왔는지 표현할 수 없다”(The 

moment was so prolonged that it would have taken but little more 

to make me doubt if even I were in life. I can't express what 

followed it)고 말한다(40 강조는 필자). 그녀가 “내가 살아있는 게 

맞는지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앞서 의식의 분열과 마찬

가지로 그녀가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존재

를 의심하는 나와 그 존재가 의심되는 나는 서로 같을 수 없기 때

문이다(40). 



- 153 -

결국 훌륭한 가정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형성하겠다

는 욕망을 달성하지 못한 그녀는 자신이 그러한 가정교사가 되는 

대신 마일스를 나쁜 아이로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 마일스가 나쁜 

아이여야만 자신이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편지를 훔쳤지?―아

니면 다른 물건들을?”(Did you take letters―or other things?)이라

고 묻고(83), 이에 마일스가 “아니에요.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요”(No. I didn't steal)라 답하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I 

know everything)다며 재차 다그친다. 마일스가 계속 부정하자 그녀

는 “그가 어쩌면 아무 죄가 없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the 

appalling alarm of his being perhaps innocent)을 느끼게 된다. 마일

스를 나쁜 아이로 몰고 갈 근거가 없자 그녀는 결국 퀸트의 존재가 

보이지 않느냐며 퀸트를 보도록 강요한다. 그녀는 마일스에게 “그

것[퀸트의 유령]은 창가에 있어. 바로 우리 앞에 말이야. 저기 있

지”(it's at the window―straight before us. It's there)라고 말하는

데, 이에 “그[마일스]는 이미 몸을 휙 돌려, 다시 뚫어지게, 사납게 

쳐다보았지만, 조용한 풍경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 했”(he had 

already jerked straight round, stared, glared again, and seen but 

the quiet day)다(85). 그 순간 마일스는 “짐승의 비명”(the cry of 

a creature)을 지르고, 그녀는 이에 “나는 그[마일스]를 잡았어, 그

래 나는 그를 붙잡은 거야”(I caught him, yes, I held him)라며 자

신의 사회적 자아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의 작은 심장이, 버려진 채, 멈추어진”(his little heart, 

dispossessed, had stopped) 후이다(85). 결국 마일스가 죽음에 이르고 

나서야 그녀가 바랐던 마일스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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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바라는 사회적 자아가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

이가 죽지 않고서야 그녀가 마일스를 소유하는 훌륭한 가정교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자아와 이고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억지로 사회적 자아를 달성하고자 했던 그녀의 욕망은 마일

스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교사가 유령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녀의 자아 분열은 그녀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가 윌리엄 제임스 식

의 히스테리 환자라면 유령이 실재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

다. 가정교사의 자아가 분열되고 있으며 그녀가 잠재의식을 통해 퀸

트와 제슬의 유령을 목격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실제 유령이라고 해

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의식이 “시공

간의 제한을 초월”하며(Exceptional 43), 심지어 “잠재적 자아는 

죽은 자의 영혼과도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다(Bordogna 518). 유

령을 오직 가정교사만 보고 다른 인물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이러

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프로이트 이론으로만 작품을 분

석하던 해석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주는데, 윌리엄 제임스의 이

론대로 인식 주체마다 서로 다른 것을 목격하며 서로 다른 리얼리

티를 형성한다면, 다른 인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교

사가 목격하는 유령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에 대해 기존 비평과는 다른 리얼리즘의 관점으

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프로이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평가들은 프로이트 이론 

대신 시적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혹은 섹슈얼리티의 관점

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일만은 이 작품이 선과 악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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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성경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시적 리얼리즘(Poetic 

Realism)이 작품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180), 로빈스는 “이 

이야기는 유령들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으로 여

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The story's willingness to consider the 

ghosts less as supernatural phenomena than as social phenomena; 

381)다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제기한다. 에릭 하랄슨(Eric 

Haralson)은 제임스의 작품에 “잠재적 비밀”(a potent secret; 4)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성적 공포에 대한 알

레고리”(the tale is virtually an allegory of sexual panic; 89)로서 

“자연적 본성에 반하는 성애 형식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성문화

하는 것, 특히 나이와 사회적 계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남-남 성애

를”(codifying, regulating, and punishing forms of sexuality contra 

naturam, paying especially close attention to those male-male 

sexual relations that traversed boundaries of age and social class; 

84) 처벌하려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뒤 비판하고 있다 주장한

다.45)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이 작품에 담겨있는 리얼리즘의 한 

양상들을 밝히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과연 가정교사가 보는 유

45) 이외에도 펠만은 프로이트 이론의 대안으로 프로이트 비평가들이 작품
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를 대하는 가정교사의 태도와 같다며(202), “모
든 독자들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 고안된 『나사의 회전』은 특별히 
정신분석학적 독자들을 잡는 경향이 있는 텍스트”(The Turn of the 
Screw, which is designed to snare all readers, is a text particularly apt 
to catch the psychoanalytic reader)라고 결론내린다(212). 폴 B. 암스트
롱(Paul B. Armstrong)은 결국 유령의 실재성은 알 수 없으며, 제임스가 
이와 같이 결론을 알 수 없게 고안함으로써 “정합성에 대한 어떤 단일 
믿음도 즉각적으로 자명하지 않다”(no single belief about coherence is 
ever immediately self-evidet)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253)하
거나, T. J. 루스티히(T. J. Lustig)역시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대답이 
“백지”(blanks)라고 주장한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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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실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려주지는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 제기된 유령의 실재성 논쟁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것은 윌리 반 피어(Willie van Peer)

와 에보우트 반 데어 크납(Ewout van der knaap)이다. 피어와 크납

은 이 작품을 유령이야기로 보는 동시에 가정교사의 정신상태가 비

정상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령이 실재하지 않

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녀에게 유령들은 실재하는 것”(for her 

the ghosts are real, in the same sense as they are unreal for the 

others)이라며(697), “가정교사가 불안정한 인간임에도 불가하고, 유

령에 대한 그녀의 보고가 그릇되었을 필요는 없다”(Even if the 

governess is an unstable person, her report on the ghosts need not 

be false)고 주장한다(705). 다시 말해서 피어와 크납은 이 작품에 등

장하는 유령은 실재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실재하지 않지

만 그녀에게는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 인식주체에

게 실재하는 것이 다른 인식주체에게는 실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전제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실재성 논쟁에 관한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기존의 비평가들이 유령의 실재성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 이유는 가정교사가 유령을 실재한다고 믿을지라도 과연 그것

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 

피어와 크납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리얼리티가 존재한다는 해석 

방식을 버리면 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어와 크납의 해

석은 이 작품에 관한 논쟁에 있어 새로운 해석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해석이 리얼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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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임스의 생각과 더불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과 연관된다

는 것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가정교사가 제슬 양의 유령을 목격하고 나서 그로스 부인에게 

두렵다고 말하자 그로스 부인은 “당신은 그녀를 다시 볼까 두렵다

는 말인가요?”(You mean you're afraid of seeing her again?)라 묻

는다. 이에 대한 가정교사의 대답은 “그녀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It's of not seeing her)라고 답한다(30, 강조는 필

자). 그러자 그로스 부인은 “이해가 안 되요”(I don't understand)

라고 답한다(30).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령을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러나 가정교사는 엉뚱하게도 유령을 “보지 않게 되는 것”

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30). 그로스 부인은 이 작품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이 보인 반응과 같이, 유령을 본다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교

사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유령을 자신만 보았고 따라서 유령이 

어떤 이에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유령이 한 인식주체에게도 보이다가 다시 

안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듯 유령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래서 그녀는 “나는 그 때 [마일스와 플로라]의 눈이 대부분 열려 

있는 동안 내 눈은 아마 덮여 있을 것이라는 괴로운 생각을 흘끗하

게 되었다”(What I had then had an ugly glimpse of was that my 

eyes might be sealed just while theirs were most opened)면서 퀸트

와 제슬의 유령이 자신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나타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50). 유령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나타나

지 않고, 마일스와 플로라에게만 나타난다면 그녀가 아이들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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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령이 특정 인식 주체에게만 보

일 수 있다면, 마일스와 플로라가 유령을 실제로 보는지 여부에 대

해서 가정교사나 독자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들이 유령을 보았는지 

여부는 본인들만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유령을 보지 못했다

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로스 부인도 마찬

가지이다. 그녀는 “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에요?”(Where on earth 

do you see anything?)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그녀가 유령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유령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오직 그녀 밖에 모르는 것이다(69). 이러한 점에서 “가정교사 외

에 누구도 유령을 본다는 증거가 없”(there is never any evidence 

that anybody but the governess sees the ghosts; Wilson 170)기 때

문에 유령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프로이트 비평가들은, 제

임스의 리얼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는 리얼리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끈질기게 질문해 온 리얼함의 기준을 다시 묻고 있

다.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오웬 윈그레이브」의 케이트 양과 

「친구들의 친구들」의 화자는 유령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추론을 

통해 유령의 존재를 믿게 되었으며, 「사적인 삶」의 아드니 부인과 

「죽은 자의 제단」의 스트랜섬은 유령을 목격함으로써 유령의 존

재를 믿게 되었다. 제임스는 추론을 통해 유령을 믿게 된 것이나 혹

은 시각적으로 목격했다고 해서 유령을 믿게 된 것이 리얼함의 기

준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작품의 가정교사는 유령을 목격할 뿐 

아니라 추론도 함께 하고 있다. 게다가 유령을 한 번만 목격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번 시각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다른 사물과 똑같이 인지될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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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이것은 실재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1890년대 말에 다다

른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윌리엄 제임스

는 1890년에 쓴 『심리학의 원리』와 1896년의 ‘예외적인 정신적 

상태들’ 강연에 발표한 심리적 특징들을 넘어서, 1902년에 『종교

적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리얼리티」(“The 

reality of the Unseen”)라는 글을 써서 환영과 리얼리티의 관계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인간의 의식 속에 리얼리티의 

감각, 객관적 존재의 느낌, 우리가 아마 ‘무언가 저기 있다’고 부

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It is as if there were in the 

human consciousness a sense of reality, a feeling of objective 

presence, a perception of what we may call “something there”)

기 때문에, “그것[객관적 존재]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나 행동을 자극하는 감각들이 전제된다면 . . . 그것[객

관적 존재]과 유사하게 [감각을] 자극시키는, 예를 들어 어떤 관념 

같은 것들도 [객관적 존재와] 똑같이 리얼하게 보이는 특권을 가진

다”(we might suppose the senses to waken our attitudes and 

conduct as they so habitually do . . . anything else, any idea, for 

example, that might similarly excite it, would have that same 

prerogative of appearing real)고 말한다(Varieties 61, 강조는 필자). 

다시 말해서 윌리엄 제임스에게 객관적 대상과 똑같은 감각을 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리얼하게 보이는 특권”을 부여받

아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어서 “감각적으로 구별되

지 않는 이런 존재 중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증거들은 환영의 경

험에서 발견된다”(The most curious proofs of the exis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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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n undifferentiated sense of reality as this are found in 

experiences of hallucinations)고 말한다(61). 환영을 보면 그것이 실

재하는 대상과 똑같이 감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리얼의 특권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교사가 유령의 리얼함을 주장하는 근거도 바

로 여기서 나온다. 가정교사는 “나는 이 페이지에 내가 형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보듯이 그를 보았”(So I saw him as I see the 

letters I form on this page)기 때문에 그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TS 

16). 페이지에 있는 글자를 본 것과 유령을 본 것이 똑같이 인식되

는데, 글자는 실재하고 유령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교사가 두 번째로 유령을 보고나서 그녀가 하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한 제임스의 대답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그는 

실재할 수도 있고 혹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 그를 

보지 못했더라면 그는 실재하지 않는 거야”(He was there or was 

not there: not there if I didn't see him)라고 말한다(20). 다시 말해

서 실재성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를 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며, 내가 그를 보았다면 그는 실재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시각적으로 지각된다면 유령도 실재할 수 있

다고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상상을 통해 

형성된 세계도 실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한다. 가정교사가 세 번

째로 유령을 목격할 때 그녀는 유령을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도 유

령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녀는 “어떤 것에도 모호함은 없었다; 내

가 눈을 들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 호수 건너편에서 내 바로 앞에 

내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내가 매 순간 그것을 점차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혀 모호하지 않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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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했다. 내 눈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몰두하고 있던 바느질에 붙

어있었다”(There was no ambiguity in anything; none whatever at 

least in the conviction I from one moment to another found myself 

forming as to what I should see straight before me and across the 

lake as a consequence of raising my eyes. They were attached at 

this juncture to the stitching in which I was engaged,)고 말한다(28 

강조는 인용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유령이 실재한다고 주

장했었던 가정교사는, 바느질에 시선을 고정하고서도 “눈을 들게 

되면 . . .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 . . 확신”한다(28). 보지 않

고도 유령의 실재성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그러한 

확신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28).46) 유령의 실재성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리얼리티의 형성과정처럼 그녀의 인식 속에서 형성

되는 것이다. 

그녀의 사회적 자아 역시도 그녀의 인식 속에서 형성된 것이

다. 그녀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는 상상으로 형성된 

세계인 소설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뒤섞임에서 발생한다. 그녀의 자

아를 처음 분열되도록 만든 시발점은 고용주에게 그녀가 반했기 때

문인데, 그녀는 고용주를 처음 만났을 때 “꿈이나 오래된 소설에서 

46) 윌리엄 제임스도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들
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가 들고 있는 예를 보면, 그는 “나는 20분간 책
을 읽고 있었고 . . . 책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 . . 나는 다른 것 
혹은 존재가 방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꽤 가까이 있다는 
것을 . . . 알았다. . . . 나는 어찌된 일인지 내 친구 A. H.가 내 왼쪽 팔
꿈치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I had read . . . some twenty 
minutes or so, was thoroughly absorbed in the book . . . I was aware 
. . . that another being or presence was not only in the room, but 
quite close to me. . . . I　knew somehow that my friend A. H. was 
standing at my left elbow)고 말한다(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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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such a figure as had never risen, 

save in a dream or an old novel)이 실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

고 말한다(4). 그녀에게 고용주와 같이 멋진 남성은 오직 소설 속에

서만 존재했던 사람인데, 소설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해야 할 인물이 

현실 세계에 뒤섞여 들어오게 된 것이다. 소설 세계의 인물이 자신

을 후하게 대접해주자, 그녀는 자신도 소설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소설의 세계 속에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형성한다. 블라이에 도착한 

그녀는 “장밋빛 요정이 살고 있는 로맨스의 성을 상상했고, 그 장

소는 마치 새로운 생각으로 기분 전환을 시킬 것처럼 요정이야기와 

이야기책에서 모든 화려한 색을 택한 곳이었다. 내가 졸거나 잠든 

것이 단지 이야기책이 아니었나? . . . 나는 표류하는 거대한 배에서 

몇 명의 승객들처럼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상상했다. 그런데 내가 

기이하게도 키를 잡고 있었다!”([I] had the view of a castle of 

romance inhabited by a rosy sprite, such a place as would 

somehow for diversion of the young idea, take all colour out of 

story-books and fairy-tales. Was n't it just a story-book over 

which I had fallen a-doze and a-dream? . . . I had the fancy of 

our being almost as lost as a handful of passengers in a great 

drifting ship. Well, I was strangely at the helm!)고 상상한다(9, 강조

는 인용자). 그녀의 사회적 자아는 요정이야기와 로맨스 세계 속 주

인공인 것이다. 제임스는 그녀가 처음으로 유령을 목격했을 때에도 

“누군가를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것은 매혹적인 이야기처럼 매혹적

일 것”(it would be as charming as a charming story suddenly to 

meet some one)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묘사했고(15 강조는 인용자), 

그녀가 네 번째로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 것도 소설 속 아멜리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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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물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블라이라는 공간을 “공연

이 끝난 후의 극장 같다”(was like a theatre after the 

performance)라고 표현한다(50). 말하자면 그녀의 사회적 자아는 소

설/로맨스/요정이야기의 세계, 즉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이고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의식 속에서 뒤섞여 공존한다. 

제임스는 글의 서문에서도 “남과 북 사이에 이정표를 심는 것만큼

이나 리얼한 세계와 로맨스의 세계 사이에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The Art of the Novel 37)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의 의식 속

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아와 로맨스의 세계는 그녀의 의식 속에서 

리얼리티로 형성되고, 결국 그녀에게 실재하는 것이 된다. 유령이라

는 존재가 남들에게는 지각되지 않더라도 가정교사의 감각에 지각

된다면 그녀에게는 실재하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 속에서 형성된 사

회적 자아와 로맨스의 세계도 남들에게는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녀

에게는 실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가 유령을 글자에 비유하

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정교사는 “이 페이지에 내가 형

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보듯이 그를 보았”다고 말하는데(16), 글자는 

작가의 상상 속 세계를 현실 세계로 구현해내는 매개의 역할을 한

다. 작가의 의식 속에서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것들은 실재한다고 말

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것이 글자로 형성되는 순간 눈에 보이게 

되고, 다른 인식 주체가 그 글자를 읽는 다면 그것이 상상 속에서 

사회적 자아로 형성되기도 한다. 필딩의 상상 세계를 구현해 낸 글

자로 인해서 가정교사의 의식 속에서 사회적 자아와 이고가 괴리되

고, 그 분열된 틈새를 통해 유령이 그녀의 시각에 나타났다면, 이 

소설/로맨스/상상/글자의 세계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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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상의 세계는 단순히 

현실 세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요정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

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간섭해 들어오거나 혹은 이미 현실 세계와 

뒤섞인 채 존재한다. 남들에게는 실재하지 않지만 각 개인의 의식 

속에서 실재한다는 점에서 이 세계는 다른 존재들보다는 덜 실재하

지만 그렇다고 실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세계의 것이며, 말하

자면 현실 세계 속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초기유령이야기부터 『나사의 회전』에 이르러 제임스

가 유령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가 한 데 모이게 된

다. 제임스가 초기유령이야기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 역시 심리 내부

에 존재하는 영역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인물의 의식 속에 억

압된 심리적 영역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실

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자연적 대상과 대면을 할 경우 드

러나게 되는 것이었다. 이 영역은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

의 경계에 위치하는 영역이며,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가능성의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제임스는 1890년대 유령이야기를 통해 리얼리티란 

각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며,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각 개인의 의식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약 각 

개인마다 리얼리티가 다르게 형성된다면 타인에게 실재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유령은 분명 실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국 제임스는 『나사의 회전』에서 인식 주체의 심리 내부

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소설의 형식을 빌어 리얼하게 재현해

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제임스의 유령이야기가 가지는 문학적 성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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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리얼한 세계와 로맨스의 세계가 구별될 수 없으며, 각 인

식 주체의 리얼리티 속에서 새로운 실재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윌리엄 제임스도 철학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

의 가장 유명한 저서 『실용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적으로 볼 때, 합리주의는 많은 사실들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절대적 통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 . . 이런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이 절대적 체계가 [스스로의 체계에] 좋은 것은 

모두 확실한 것으로, 나쁜 것은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 . .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단히 종교적인 다양성은 

그래야만 하고 그럴 것인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럴 수

도 있는 세계를 믿는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tellectually, rationalism invokes its absolute principle of 

unity as a ground of possibility for the many facts. . . . 

Taken in this way, the absolute makes all good things 

certain, and all bad things impossible, . . . One sees at this 

point that the great religious difference lies between the 

men who insist that the would must and shall be, and those 

who are contented with believing that the world may be. 

(Pragmatism 135 강조는 필자)

즉, 그래야만 하는 당위의 세계, 닫힌 체계가 아닌 그럴 수도 

있는 세계,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그렇다면 ‘가능한 것’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의미하는 



- 166 -

것은 무엇인가?”(What may the word ‘possible’ definitely 

mean?; 135)라고 물으며 “가능성의 세계는 일종의 존재의 세 번째 

지대, 존재보다는 덜 리얼하지만, 비존재보다는 더 리얼한, 황혼녘의 

영역, 혼종의 상태, 림보 세계를 의미하며, 리얼리티들은 그 세계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거쳐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the possible means a sort of third estate 

of being, less real than existence, more real than non-existence, a 

twilight realm, a hybrid status, a limbo into which and out of 

which realities ever and anon are made to pass)라고 말한다(136 강

조는 인용자). 결국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적 목적은 1890년대를 거

치며 이 “가능성의 세계”를 정리하는 것에 이른다. 즉 “존재보다

는 덜 리얼하지만, 비존재보다는 더 리얼”한 세계가 있다는 것, 각 

인식 주체마다 종교적 경험이 다양하며, 따라서 다양한 리얼리티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는 “가능성

의 세계”가 존재하며, 각 인식 주체마다 다양한 종교적 경험과 다

양한 리얼리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심리

적 과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거나 리얼하게 재현해 낼 수는 없다.  

제임스의 문학적 성취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오직 설명으

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

을 통해 눈앞에 리얼하게 재현해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데 있다. 작가의 상상으로부터 형성된 글자와 소설이 가정교사의 

인식 속에서 실재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작가 제임스의 상상에

서 형성된 유령이야기는 현실 세계 속에 타인의 심리 내부를 리얼

하게 재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점에서 제임스는 『나사의 회

전』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들은 순간 “고백컨대, 왜 이토록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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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싹이, 삶의 길가에서 먼지가 덮인 채 빛나면서도 한 번도 정교하

게 선택된 적이 없는지 궁금했다. 그것은 나에게 상상력의 절대적 

자유를 허락하는 거대한 혜택을 주었다”(I wondered, I confess, 

why so fine a germ, gleaming there in the wayside dust of life, 

had never been deftly picked up. The thing had for me the 

immense merit of allowing the imagination absolute freedom of 

hand; 124)고 말한다. 제임스가 이 작품을 쓰기 전 A. C. 벤슨(A. C. 

Benson) 대주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음의 이야기에 불과하다.47) 

47) 『나사의 회전』의 노튼판 편집본에서는 제임스가 이 작품을 집필하는 
데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벤슨 대주교의 일화 외에도 
여러가지 소개하고 있다. 가령 로버트 리 울프(Robert Lee Wolff)는 
『흑과 백』(Black and White)의 1891년 크리스마스 특집 호에 실린 T. 
그리피스(T. Griffiths)의 “유령에 홀린 집”(The Haunted House)라는 
제목의 그림이 『나사의 회전』 집필에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이 그림은 한 소년과 한 소녀가 집에서 호수 너머 탑을 공포에 질린 
채 보고 있는 그림인데, 울프는 이 그림이 실린 크리스마스 특집호에 제
임스의 「에드먼드 옴 경」이 함께 실려있는만큼 제임스가 이 그림을 
보지 않고 지나쳤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Robert Lee Wolff. “The 
Genesis of ‘The Turn of the Screw’.” The Turn of the Screw. Ed. 
Deborah Esch and Jonathan Warren. (New York: A Norton Critical 
Editions, 1999) 133-4을 참조. 

T. J. 루스티히(T. J. Lustig)는 제임스의 1869년 작 「베게락의 가브리엘」
(Gabrielle de Bergerac)의 내용과 『나사의 회전』의 내용이 매우 유사
하다며, 제임스가 이 작품을 잊지 않고 이와 유사한 작품을 쓰게 된 것
이라고 주장한다. T. J. Lustig. “‘The Turn of the Screw’ and 
‘Gabrielle de Bergerac’.” The Turn of the Screw. Ed. Deborah 
Esch and Jonathan Warren. (New York: A Norton Critical Editions, 
1999) 143-5를 참조.

앨리스 홀 페트리(Alice Hall Petry)는 『나사의 회전』에서 볼 수 있는 가
난한 여성과 고용주의 사랑이 『제인 에어』(Jane Eyre)의 기본적인 설
정과 유사하며, 당시 제임스가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작품에 
대한 글을 많이 썼으니만큼 브론테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나사의 회
전』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페트리는 『나사의 회전』이 
『제인 에어』를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페트리의 주장은 르노
의 비평사 정리에서 이야기하듯(33), 1983년 이후 『나사의 회전』의 비
평가들에게 대체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l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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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벤슨 대주교]는 수년 전에 얼핏 들었던 끔찍한 일화와 젊

은 시절 대화를 나누었던 한 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만으로 젊은이였던 그

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그녀가 스스로 

더 좋은 위치에 있었기만 했더라도 훨씬 신나는 일이었을 것

이다. 그녀는 그 집에 고용되어 있던 중 죽은 어떤 나쁜 하인

들의 영혼이 아이들을 붙잡을 의도로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는 

외딴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야기가 더 있었지만, 

이것이 내 친구와 오래전 대화를 나눈 이가 기억한 전부였다. 

He had never forgotten the impression made on him as a 

young man by the withheld glimpse, as it were, of a 

dreadful matter that had been reported years before, and 

with as few particulars, to a lady with whom he had 

youthfully talked. The story would have been thrilling could 

she but have found herself in better possession of it, dealing 

as it did with a couple of small children in an 

out-of-the-way place, to whom the spirits of certain ‘bad’ 

servants, dead in the employ of the house, were believed to 

have appeared with the design of ‘getting hold’ of them. 

This was all, but there had been more, which my friend's 

old converser had lost the thread of. (TS 124)

Petry. “‘Jane Eyre,’ and ‘The Turn of the Screw’.” Modern 
Language Studies 13.4 (1983): 61-78을 참조. 『나사의 회전』의 집필에 
영향을 준 것들을 더 보기 위해서는 Sigrid Renaux의 “Sources and 
Thresholds,” The Turn of the Screw: A Semiotic Reading (New York: 
Peter Lang, 19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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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가 들은 이 짧은 이야기에는 가정교사의 자아 분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제임스는 이러한 짧은 이야기

에다가 그녀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점차 사회적 자아를 

형성해가고 유령을 리얼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상상력을 통해 

덧붙였다. 제임스는 작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상력의 절대적 

자유”를 이용해서(TS 124), 윌리엄 제임스가 철학적으로 정리한 

“가능성의 세계”를 독자들에게 리얼하게 재현해낸 것이다

(Pragmatism 136). 

가정교사의 심리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물론 허구적 일들이며, 그녀가 유령을 목격한 

것은 마치 요정이야기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그러나 가정교사

가 허무맹랑한 요정이야기로 인해서 자아가 분열되었고, 그 결과 유

령을 목격한 것처럼, 이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유령이야기 역시 

허무맹랑한 요정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다(TS 104). 『나사의 회전』은 제임스의 상상의 세계를 형상화 

한 허구적 “요정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리얼한 이야기, 즉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기”이다

(TS 104). 제임스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완전한 요정이야기”

이며, 이 “완전한 요정이야기”란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

야기”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제임스는 유령

의 존재를 믿지 않는 과학적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유령이야기가 

“돈벌이만을 노린 지적유희”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방어적인 수사

를 활용하고 있지만,48) 제임스는 이러한 유령이야기야발로 존재보다 

48) 제임스는 다른 작품에서도 번번이 자신의 작품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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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덧붙인다. 특히 제임스가 작품에 서문을 붙
이고 있는 것 역시 작품의 신빙성을 높여 이 작품이 단순히 유령을 다
루는 오락적 글이 아닌 리얼리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고 있는 진지
한 작품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다. 제임스는 이 작품의 서문을 통해 
더글라스가 가정교사로부터 원고를 구했고, 그 원고를 화자가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프 윌리엄스(Jeff Williams)는 이 서문
의 존재를 근거로 이 작품이 “리얼리즘의 수사라기보다는, 그것은 여러 
방식으로 서술의 수사를 뚜렷하게 각인시킨다”(Rather than the 
rhetoric of realism, it conspicuously inscribe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several ways; 47)고 말한다. 이 작품이 가정교사에게서 더글라스로, 
더글라스에게서 서문의 화자로 전달되는 것은 “친구의 친구”(friend 
of a friend)를 통해 듣는 요정 이야기(fairy tale)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
여주기 때문에(46), 이 작품에서 리얼리즘을 찾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가 유령 이야기
에 처음 서문을 단 것은 「에드먼드 옴 경」에서부터였다. 「에드먼드 
옴 경」에서 서문 없이 이야기만 제시되었다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허구
적 이야기로 보였을 이야기를, 서문의 화자를 통해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문의 화자는 자신이 아는 지인이 죽은 후 그녀의 유품에서 남편
이 남긴 유품을 발견했는데, 그 원고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나는 그의 일반적 진실성만을 보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이야기는 다른 이들이 아닌, 그 자신을 위해서 쓰여
진 것이다”(I can only vouch for his general veracity. In any case, it 
was written for himself, not for others; Ghost Stories 67)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마치 누군가 진실을 써 놓은 이야기를 독자들이 우연히 접하
게 되는 것처럼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제임스는 「친구들의 친구
들」에서도 비슷한 서문을 덧붙인다. 서문의 화자는 한 여성의 일기장을 
발견했다며, “그녀는 기록하고 서술하는 축복받을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요약했고 그로서 구해냈다”(She only had a blessed 
habit of noting and narrating. She summarisied, she saved; 152)고 말한
다. “그녀는 세계가 이 이야기의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고 원했던 것처
럼,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름도 이니셜도 남기지 않았”(as if she herself 
had desired the world should have the benefit of it, she has given her 
friends neither name nor initials)고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충격
적”(striking)이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 “출판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publication)조차 회의적이라고 말한다(152). 작품 속 이야기
가 단순히 허구적 소설이었다면 그녀가 등장인물들의 이니셜조차 남기
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너무 충격적이라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자는 이러한 서문을 통해 마치 
우리가 실제 있었던 일을 운 좋게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다.

『나사의 회전』의 서문 역시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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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리얼하지만 비존재보다는 더 리얼한 “황혼녘의 영역, 잡종의 상

태”(Pragmatism 136)를 독자들도 리얼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독자들에게 

절대로 경험시켜줄 수 없는 것을, 작가 헨리 제임스는 자신의 문학

적 상상력을 통해 독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 화자인 더글라스는 「유령에 홀린 임대
집」의 화자와 같은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단과대학 학생으로 설정
되어 있다. 당시 트리니티 단과대학의 ‘캠브리지 고스트 클럽’에서는 
실제 유령을 목격했다는 보고서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던 곳이었다. 그런 
대학에서 온 더글라스는 자신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녀는 사랑에 빠졌지. 그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것이 밝혀졌고―그
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지”(she was in 
love. That is she had been. That came out―she could n't tell her 
story without its coming out; NCE 3)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이야기가 대중을 상대로 출판하여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하여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더글라스가 화
자에게 원고를 건네는 것 역시 그의 임종 직전으로 제시되고 있다(4). 
이 역시도 임종 직전이 되서야 원고를 건네줄 만큼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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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서론에서 지적했다시피 자신들을 ‘리얼리스트’라고 부른 첫 

집단은 중세시대에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재하

는 것인지 혹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무엇이 실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비

단 중세시대만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서구 지성사 전체를 통틀어 끊

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49) 관념과 감각 중 무엇을 실재성의 근거로 

볼 것인가의 논쟁은 심지어 20세기에도 계속된다. 가령 버트란드 러

49) 가령 고대 그리스 시대 이오니아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가 고정된 존
재자들의 실재성을 주장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는 모든 존
재자는 변화하는 것이며 모든 존재자가 변화한다는 이 로고스(logos)만
이 실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
레스(Aristoteles) 역시 이데아(Idea)와 형상(Eidos) 중 무엇이 실재하는 가
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를 볼 때 고대 그리스 철학의 화두 역시 관념
을 통해 인식되는 것과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것 중 무엇을 실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기와 영국의 근대 초기에도 
실재성 논쟁은 학계의 뜨거운 화두였다. 이종숙은 “영국 근대 초기의 
‘실재설’(real presence)과 ‘그리스도의 실재설’(Real Presence), 그
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성상/우상숭배(image/idol worship) 논쟁
과 성상파괴(iconoclasm) . . . 논쟁은 성찬(Eucharist)에 대한 논쟁의 일
부로서 16∼17세기 영국의 종교적·정치적 풍경뿐 아니라 물리적 풍경
을 바꾸고 이 시대 영국인들의 문화적·심리적·정신적 풍경을 바꾼 문
화전쟁이었다”고 평가한다(16). 이종숙은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Frencesco Petrarch)와 필립 씨드니(Philip Sidney),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가 모두 무엇이 실재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
으며, 실재성에 대한 논쟁은 당시 구교와 신교 신학자들의 뜨거운 화두
였을 뿐 아니라(18~19),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를 비롯한 
작품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한다(39). 이 실재성 논쟁은 근대에도 꾸준히 
철학자들의 핵심적 화두가 되는데,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눈
에 보이는 모든 것을 회의하며 자신의 철학을 시작했다면, 존 로크(John 
Locke)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재성의 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데
카르트와 로크의 상반된 계보는 이후 근대 철학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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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글을 보면 그는 “관념론자들은 우리의 정신과 본질적으로 다

른 무언가로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Idealists deny the 

existence of matter as something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mind)

하지만 “그들도 우리의 감각 소여야말로 우리의 개인적 느낌과 별

개로 존재하는 무언가의 표시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they do 

not deny that our sense-data are signs of something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our private sensation)고 말하고 있어, 여전히 감각

과 관념 중 무엇을 실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20세

기에도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36). 

이와 같이 감각과 관념 중 무엇을 실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을지에 대한 논쟁은 서구 지성사를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쟁 속에서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본다면 

그 견해의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는 

관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분열이 결국 감각의 영역인 

인식주체의 시각에 영향을 끼쳐 유령을 목격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시각적으로 인식한 글자가 인식주체의 관념에 영향을 끼쳐 자

아를 분열되게 만들기도 한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는 관념과 

감각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결국 헨리 

제임스의 작품에서는 심리 상태에 따라 인식 주체가 시각적으로 다

른 것을 인식하며, 그로써 한 인식 주체에게 실재하는 것이 다른 인

식 주체에게는 실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존 서구 

철학은 관념과 감각에 따라서 대상을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결정짓는데, 이러한 기존 서구 철학의 견해에 비교해 볼 때 

제임스의 리얼리즘은 매우 색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평소 사실주의 소설들에서 여러 형태의 리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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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하며 리얼리즘을 평생의 문제의식으로 삼아 온 제임스가 유

령이란 대상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유령은 그 

본질적 특성상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제 삼의 존재로서 관념과 감

각의 경계에 위치할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뒤흔드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결국 제임스는 유령이야기를 통해 유령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

라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탐구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

구 철학사에서 관념과 감각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견해

가 명확히 이론화된 것이 주로 20세기 중반 이후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50) 존재에 대한 제임스의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모던한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헨리 제임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리얼리

즘이 단 하나의 객관적 리얼리티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식

주체마다 서로 다른 상대적 리얼리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은 헨리 제임스를 단지 모던한 작가가 아닌 포스트-

모던한 작가로도 바라보게 한다. 

물론 19세기적 한계를 넘어선 이러한 생각을 제임스가 처음부

터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첫 작품부터 

비교해본다면 제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이 독특한 리얼리

50) M. 메를로 퐁티(M. Merleau-Ponty)는 『지각의 현상학』(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을 통해서 “‘심적인 것’과 ‘생리학적인 것’ 사이
의 존재”(Existence between the “psychical” and the 
“physiological”)가 있으며(80), 따라서 “심적 결정 인자들과 생리학적 
조건들이 어떻게 상호 맞물리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we must 
attempt to understand how the psychical determinants and the 
physiological conditions gear into each other)고 주장하였다(79). 『지각
의 현상학』이 출간된 것이 1945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890년대 유
령이야기에서부터 드러나는 제임스의 리얼리즘은 반세기 이상 앞선 것
이라 할 수 있다. 메를로 퐁티가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철학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고, 베르그송은 윌리엄 제임스와 학문적으로, 개인적
으로 밀접한 사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헨리 제임스와 베르그송, 메
를로 퐁티 사이의 학문적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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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완성해 갔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초기유령이야기에서 리얼리즘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심리 속에 존재하지만 그 주체도 인지하

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드러내고자 했다. 제임스는 유령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등장시킴으로써, 일상적인 세계에서 결코 드러날 

일이 없는 억압된 무의식을 드러내었다.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

스」에서는 동생의 유령을 통해서, 「유령에 홀린 임대집」에서는 

아버지의 유령을 통해서, 「에드먼드 옴 경」에서는 약혼자의 유령

을 통해서 인물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 속에 억압한 질투심과 죄책

감을 대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초기유령이야기에서도 물론 인식 주

체와 리얼리티의 관계에 대한 제임스의 관심을 일부 엿볼 수 있지

만, 결말에서 유령을 인식 주체의 심리와 별개로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존재로 암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의식을 봉합해버렸다. 

1890년대 유령이야기에서 부터는 유령이 더 이상 인식 주체의 

심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 존재가 아닌 실재성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초기유령이야기와 달라진다. 1890년대 유령이

야기인 「사적인 삶」, 「오웬 윈그레이브」, 「죽은 자의 제단」, 

「친구들의 친구들」에서 제임스는 유령의 실재성에 대해 아무런 

암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유령의 리얼리티 자체를 문제로 

다루고 있다. 1890년대 유령이야기의 인물들은 자아분열의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로써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들의 심

리를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들이 말하는 유령

은 실재하는 존재일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유령이 초자연적 존재로 

단정되는 게 아니라 실재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면서, 작품은 인물들

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근거를 토대로 유령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지 다루게 된다. 「사적인 삶」과 「죽은 자의 제단」에서는 유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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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목격한 인물을 통해서, 「오웬 윈그레이브」와 「친구들

의 친구들」에서는 유령을 목격하지 않고 추론을 통해서 유령의 존

재를 주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각자 다른 근거로 존재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인물들을 보여주게 된다. 제임스는 이를 통해 과연 리얼리

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제임스는 각 

인식주체가 서로 감각적으로 인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리얼리티

란 하나의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각 인식 주체의 경험에 따라서 각

자의 리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임스의 이전 유령이야기들에서 드러나는 제임스의 리얼리즘

을 바탕으로 『나사의 회전』을 읽게 되면 리얼리즘에 대한 문제의

식과 이 작품의 관계가 드러난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령을 목격하는 가정교사의 심리를 분석하면, 그녀가 유령을 목격

하는 순간들이 모두 사회적 자아와 이고 사이의 분열을 겪는 순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자아가 분열되는 순간 잠재의식을 

통해 유령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녀가 목격하는 유령은 실재할 가능

성을 가지게 된다. 그녀가 목격하는 유령은 시각적으로 목격되는 것 

뿐 아니라 인식에서부터 형성되는데, 이와 같이 인식에서부터 유령

이 형성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회적 자아도 인식에서부터 

형성된다. 소설 세계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자아는 그녀의 인식 속

에서 유령을 목격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리얼리티로 형성하게 만든

다. 따라서 그녀의 인식 속에 사회적 자아의 형태로 존재하는 소설 

세계는 단순히 실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제임스는 이와 같은 가능성의 세계를 유령이야기를 통해서 

리얼하게 구현해내고자 했던 것이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리얼리즘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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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제임스의 사실주의 소설들 역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비평가들은 제

임스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리얼리즘을 주장하였다. 콘라드는 

제임스의 리얼리즘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다루는 것이

며, 따라서 제임스의 작품을 “역사”로 평가한다(15). 브룩스는 제

임스의 관심사가 “미국인의 집단적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리얼하지 않다고 비판한다(62). 그러나 제임

스의 유령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임스가 리얼리즘을 인물

의 의식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각 인물이 감각

적으로 인식한 바가 다른 것처럼 리얼리즘 역시 인물의 의식을 통

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이들 비평가들이 인용하는 작품들인 『여인의 초상』이나 

『비둘기의 날개』 등은 모두 제 삼자의 시선이 아닌 인물의 의식

을 통해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제임스의 관심은 “사회적 

현상”을 재현하거나 “미국인의 집단적 삶”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사회적 현상과 미국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재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존의 비평가들이 제임스 작품을 분석할 때 이와 같이 인물

의 의식을 통해 재현된 사회의 모습을 보는 대신, 거꾸로 관찰자의 

시선에서 인물을 보고 있다는 것은 비어봄과 윌슨의 비평에서 잘 

드러난다. 비어봄은 제임스가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

들을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리얼하다”고 평

가하고 있으며(20), 윌슨은 제임스 작품의 인물들을 “도덕적 인물들

로 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66). 이들은 제임스 작

품의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그 인물의 의식을 통해서 형성된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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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인물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블랙머의 주장을 본다면 블랙머의 지적을 새롭

게 반박할 수 있다. 블랙머는 제임스가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너무 

신념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리얼함이 떨어진다고 비판하

였다(98). 사회에서 이와 같이 신념에 가득 찬 인물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가 사회 현상을 재현하려고 했다면 이는 

리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제임스가 신념에 가득 찬 인물의 의

식 내부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작품은 리얼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임스 작품의 리얼리즘은 케틀이나 그래험이 지적하

듯 심리적 리얼리즘에서부터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유령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물마다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르고 따라서 인물마다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형서하게 된다면, 심

리적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비평 역시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케틀은 제임스의 심리적 리얼리즘이 이저벨에 의해 “느껴진 삶”

을 재현하는 데 있으며(19), 그래험은 “인물에 의해 느껴진 ‘리얼

리티’”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6). 그러나 제임스의 심

리적 리얼리즘은 단지 인물에 의해 느껴진 삶을 리얼하게 재현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인물의 의식에서 리얼리티가 형성된다면, 

심리적 리얼리즘에 대한 추구가 곧 리얼리즘에 대한 추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얼리티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리얼리티를 

보여준다는 주장과 달리, 심리적 리얼리티에 대한 추구가 곧 리얼리

티에 대한 추구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제임스는 심리적 리얼리즘을 

추구하면서 인물이 느끼지 못하는 심리적 무의식에도 주목하고 있

기 때문에, 사실주의 장편의 인물들의 심리적 리얼리즘을 분석할 때 

인물들의 의식에 의해 느껴진 리얼리티를 파악하는데 머무르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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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물에 의해 

“느껴진 삶”(Kettle 19)과 “인물에 의해 느껴진 ‘리얼리

티’”(56)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말고 인물이 느끼지 못한 삶과 인

물이 느끼지 못한 리얼리티까지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트릴링은 제임스가 19세기 사회 구조와 그에 대항하는 아

나키즘 운동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61), 그래험은 제임

스가 “사회적 조건들”(65)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사의 

회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구체적 역사 속에서 가정교사와 

고용주 간의 계급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제임

스가 고용주의 속물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그의 작품을 분석할 때 사회의 계급구조를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회구조의 압력 속에서 인물

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려준다. 제임스의 작품에서는 사회구조의 압박이 제임스의 인물에게 

어떠한 사회적 자아를 강요하고, 그러한 사회적 자아의 강요가 인물

이 스스로 추구하는 자아와 어떻게 갈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워싱턴 스퀘어』(Washington Square)에

서 캐서린 슬로퍼(Catherine Sloper)의 결혼을 둘러싸고 부유한 오스

틴 슬로퍼(Austin Sloper)와 가난한 타운센드(Townsend)가 어떻게 대

립하는지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캐서린을 둘러싼 두 인물이 그

녀에게 각기 다른 자아를 요구하고 그 사이에서 그녀의 의식이 어

떻게 분열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혹은 리비스, 파운

드, 엘리엇이 주장하듯 『미국인』에서 미국과 영국의 국가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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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재현되는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사이에 

낀 인물이 각 나라의 사회 구조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의식적 분열

을 일이키고 있는지 심리적 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제임스의 리얼

리즘과 인물의 의식은 그의 사실주의 장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제임스의 독특한 리얼리즘은 그의 

사실주의 장편들이 단순히 리얼리즘 작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적 특징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제임스의 유령이야

기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리얼리즘에 대한 그의 생각이 구체화되는 

궤적을 그의 사실주의 소설들의 변화과정과 함께 비교해서 분석해 

본다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대한 제임스의 생각을 좀 더 풍부하

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리얼리즘에 대한 제임스의 생각이 

1890년대를 거치며 구체화되었고 1890년대에 거의 매년 유령이야기

를 썼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 전후로 제임스의 사실주의 장편들에서 

드러나는 리얼리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나사의 회전』에서 끝나고 있지 않

다. 제임스는 『나사의 회전』을 쓴 뒤에도 「정말로 옳은 것」(The 

Real Right Thing), 「제 삼의 인물」(The Third Person), 「밝은 모

퉁이 집」이라는 세 편의 유령이야기를 더 남겼다. 제임스의 후기 

유령이야기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 세 작품에서는 더욱 모더니즘적

으로 변화해가는 제임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유령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이야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제임스의 

많은 단편들은 리얼리즘에 대한 제임스의 생각을 담고 있다. 가령 

1892년에 쓴 「진짜」(The Real Thing) 에서는 그림에서 재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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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귀족 부부보다 배우들이 더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재현의 문제와 리얼리티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1896년에 

쓴 「카펫 위의 형상」(The Figure in the Carpet)에서는 한 인식 주

체의 눈에 보이지 않던 카펫 위의 형상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

작하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외에 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형성되는 리얼리티를 다루는 작품

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본고는 리얼리즘에 대한 제임스의 

탐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의 

유령이야기 중 여덟 편을 살펴보았지만 제임스의 후기유령이야기와 

더불어 그의 단편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과정은 리얼리즘에 대한 제

임스의 생각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해줄 것이며, 필자는 이를 추후 연

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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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airy Tale”:

Henry James' Ghost Stories and Reality

SangKeun Yoo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enry James’ ghost stories from “The 

Romance of Certain Old Clothes”(1868) to The Turn of the Screw 

(1896) in order to show how these stories help shape James’ 

unique realism that encompasses the realistic viewpoint of the 19th 

century and the modernistic viewpoint of the 20th century. 

The first chapter analyzes James' early ghost stories written 

from 1864 to 1890s. In these stories, while acknowledging the 

reality of the ghost as a supernatural being, James shows how the 

suppressed guilt and desire of a character is revealed through the 

experience of encountering a ghost, and in this way, these early 

ghost stories pave a way toward his psychological realism. 

The second chapter examines James' ghost stor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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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s. In these stories, James does not take for granted the reality 

of the ghost and makes it his main concern, which implies that 

Freudian theory, as it denies the reality of the ghost, is unfit for 

the stories. Instead, this chapter employs William James’ 

psychological theory, according to which subjects in different 

psychological states perceive reality, including that of the ghost, 

differently. Likewise, leaving the question of the reality 

unknowable, James’ stories suggest the possibility of diverse 

realities by showing how characters construct their own real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chapters,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Turn of the Screw. The governess in this 

story is a typical patient of schizophrenic hysteria, as her 

imagination splits the self and causes her to see a ghost. In her, 

the boundary between fantasy and reality is blurred, and she 

becomes what William James calls “the possible,” a being that is 

less real than existence but more real than non-existence. In this 

way, the novella presents itself as “the most possible form of the 

fairy tale,” which James recommends as the ideal form of ghost 

story.  

Keywords      : Henry James, Realism, ghost story, fairy tale, 

William James, The Turn of the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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