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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딕공간은 미국고딕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고딕공간이 지닌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에 기인하는 힘이 공간 안에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주목한다. 미국고딕 속 고딕공간은 여러 형태 중에서도 특히 

‘집’으로 구현되어 왔는데, 고딕문학에서 집이란 공간은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 가정성, 그리고 가족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딕적 집이 구축된 방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본 논문은 셜리 잭슨의 『힐 하우스의 유령』과 

스티븐 킹의 『샤이닝』에 나타난 고딕공간 안에서 1950-70 년대 자본주의 

미국사회의 핵가족 관계가 어떻게 실험되고 와해되는지 분석한다.  

본론 1장은 『힐 하우스의 유령』에서 힐 하우스란 고딕공간이 

가족관계에 대한 엘리노어의 욕망을 자극하면서도 배반하는 압도적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일반적 집과 다른 힐 하우스의 특이한 

내부 공간은 핵가족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엘리노어에게 기존의 

집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에 이끌릴수록, 그녀의 기대와 어긋나는 공간의 또 

다른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그녀를 괴롭게 만든다. 힐 하우스는 자신을 

거부하는 공간의 ‘장벽’을 해체하려던 엘리노어의 자기파괴를 초래하고, 

여전히 공고한 고딕공간으로 남는다. 

본론 2장은 『샤이닝』의 고딕공간인 오버룩 호텔이 그 이중성을 

매개로 핵가족 관계를 폭력적으로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 이중성으로 인해 



 

 ii 

스스로도 붕괴함을 밝힌다. 자본주의적 목적에서 구획된 오버룩 호텔은 

자본주의 질서의 이중성이 가진 모순을 화려한 상업주의와 직업의식으로 

통제하는 공간이다. 이미 흔들리는 공간의 이중구조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이를 허물어뜨리고,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며 더 나은 삶을 

갈망하던 핵가족인 토렌스 가족의 존재는 공간의 붕괴를 앞당기는 촉매처럼 

작용한다. 오버룩 호텔은 이중성에 기초한 힘으로 토렌스 가족을 

해체하지만, 그것이 이내 자기파괴의 원인이 되는 고딕공간을 보여준다.  

고딕공간의 특수한 구조와 그에 기인한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잭슨과 킹의 소설을 분석해 보면, 고딕공간은 단순히 기이한 사건이 

진행되는 무대나 어떤 상징적 장치가 아니라 공간 안의 인물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임을 알 수 있다. 『힐 하우스』와 

『샤이닝』이 보여주는 고딕공간의 독특한 내부를 탐색하는 것은 20세기 

중엽을 전후한 자본주의 미국사회와 그 안에서 작동하던 핵가족 관계의 

이면을 읽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어 : 셜리 잭슨, 『힐 하우스의 유령』, 스티븐 킹, 『샤이닝』, 

고딕공간, 이중성, 핵가족 

학   번 : 2014-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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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딕문학에서 공간은 기이하고 공포스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배경’ 혹은 

어떤 ‘장(場)’으로 이해되어 왔다. 호러스 월폴(Horace Walpole)이나 앤 

래드클리프(Ann Radcliffe) 등 영국에서 고딕문학이 발흥하던 18세기 후반 

작가들의 작품에는 거대하고 음울한 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성 안의 

지하감옥(dungeon)이나 미로 같은 복도, 숨겨진 방과 같은 공간은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핵심적이며, 여주인공이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거나 악한에 의해 감금되는 등의 플롯 전개에 있어서도 긴장감을 

배가하고 공포를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딕공간은 전통적인 비평적 

관심의 대상에서 비껴 있었다. 그러나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은 

『고딕 전통의 일관성』(The Coherence of Gothic Conventions, 1986)에서 

고딕공간이 오히려 사건 전개와 인물의 심리를 좌우하는 독자적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즈윅의 시각은 작품의 보조적 요소로 

인식되었던 고딕공간에서 사건을 추동하는 특수한 힘을 포착함으로써 

이전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던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고딕공간을 인물 

심리의 투사물로 해석하는 기존의 시각과 달리, 세즈윅은 그로부터 분리된 

물리적 고딕공간의 특질을 정밀하게 밝힌다. 세즈윅에 따르면 인물의 

언행과 서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힘은 공간 외부의 대상이 아닌 

바로 공간 자체에서 나온다. 즉 공간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작품 속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기제를 추적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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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 전통의 일관성』은 그 이전까지 전개된 고딕문학 비평의 주요한 

흐름과는 가히 상반된 시각을 내놓는다. 세즈윅의 비판은 비단 영국고딕 

비평만이 아니라 영국고딕에 등장하는 전통적 고딕공간이 부재한 

미국고딕문학 비평에도 유효하다. 미국고딕 비평에서도 세즈윅과 같이 

고딕공간에 분석력을 집중하는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미국고딕 비평 1 에서 고딕공간은 미국의 역사적 기원과의 관련성 속에서 

대개 상징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피들러(Leslie Fiedler)는 『미국 소설 속 

사랑과 죽음』(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1960)에서 미국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품들이 타자성(otherness), 욕망과 의식의 

경계를 탐구하는 고딕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기원이 폭력적 경계(frontier) 짓기와 깊이 얽혀 있는 미국은 고딕문학이 

융성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토양을 제공한다고 말한다(159). 가령 브록덴 

브라운(Charles Brockden Brown)의 『윌랜드』(Wieland, 1798)에는 사기꾼 

복화술사의 것으로 짐작되는 목소리를 신의 소리라 믿고 가족을 살해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합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순수한(innocent)’ 이상적 

미국인 상과는 거리가 먼 윌랜드에 미국사회의 왜곡된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피들러는 이처럼 일그러진 모습이 크레브쾨르(J. Hector St. 

                                            
1  본 논문에서는 미국고딕문학을 ‘고딕’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비평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초기 비평의 대표적 예시로, 체이스(Richard 

Chase)의 『 미 국  소설과 그 전통』(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1957)이나 레빈(Harry Levin)의 『암흑의 힘』(The Power of Blackness, 1958)을 들 

수 있다. 체이스는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글에 제시된 개념에 착안하여 

미국문학을 사실주의 문학과 구별되는 로맨스(romance)로 규정한다. 레빈은 

로맨스란 공통 토대 위에서 호손, 포(Edgar Allan Poe), 멜빌(Herman Melville)의 

작품 간의 연결고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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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e Crèvecœur)의 『미국 농부의 편지』(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1782)와 같은 초기 미국문학 서사가 묘사하는 미국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계 너머로 배제된 타자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한 이상에 부합하는 속성들을 미국성의 등가물로 

규정하고 그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들은 걸러내기 위해 피들러가 말한 

경계가 전제된다. 이 경계는 미국사회의 고유성과 순수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이질적인 외부 요소로 인한 ‘오염’의 위험을 차단하는 일종의 

보루로 기능한다. 이를테면 초기 정착민들의 발이 닿지 않았던 중서부의 숲 

혹은 야생지(wilderness)는 경계 너머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미국성에서 

추방된 속성들, 이른바 반 미국적인 타자성이 도사리는 곳이 된다.  

미국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고딕공간을 해석하는 관점은 피들러가 

예시한 야생지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에 적용된다. 미국적 주체가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기독교인 백인 남성과 동일시되면서 인디언이나 

흑인 노예는 미국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력하게 배제되었다. 이에 

야생지나 남부에는 인디언 학살과 노예제와 같은 타자화의 역사적 경험이 

잔존한다. 이를테면 포크너(William Faulkner)가 『소음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1929)에서 그리는 퇴락한 플랜테이션(plantation) 

가문은 낡은 인종적, 경제적 권위의식에 좀먹은 남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 1987)는 

노예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남부를 흑인 노예의 시선에서 묘사함으로써 

그곳에 아로새겨진 경계 짓기의 잔혹한 경험을 생생하게 포착한다. 

살해되었던 빌러비드의 유령이 장악하는 블루스톤 가 124번지(124 

Bluestone Road)는 타자화의 역사가 그만큼 끔찍한 악몽으로 되돌아오는 

곳이다. 이처럼 타자성과 결부되는 지역에 더해,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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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과 소박하고 정직한 삶의 중심지” (locus of traditional democratic 

virtues and simple honest living)로서 미국성 담론의 “중심지”로 인식되었던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도 자주 환기되는 공간이다(Crow 135). 셜리 

잭슨(Shirley Jackson)의 「제비뽑기」(“The Lottery,” 1948)와 유진 

오닐(Eugene O’Neill)의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 1956)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성의 경계 내부로 

인식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낯선 타자성이 불거져 나오는 모습은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고딕 작품이 핵심적으로 구현하는 바다(Crow 135-

38).  

고딕공간을 미국성 너머에 존재하는 타자성의 투영물로 읽는 시각은 

최근까지 이어진다. 미국고딕문학에 주목한 비평가 가운데 사보이(Eric 

Savoy)는 정신분석학의 언어를 사용한 피들러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경계를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고딕 특유의 공포를 언캐니(uncanny)로 

규정하되, 언캐니를 유발하는 타자성을 국가서사에서 배격되었던 구체적 

속성에서 찾는다. 사보이에 따르면 타자성은 미국적 주체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언어의 공백으로 남는다. 그러나 타자성이 

경계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이를 어떻게든 인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익숙했던 미국성이 낯설게 느껴지는 

언캐니가 유발된다(Savoy 6). 사보이의 견해는 미국성을 둘러싼 사회역사적 

경계가 물리적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다시 어떤 심리적 경계로 치환되는 

과정을 시사한다. 사보이가 포의 「어셔 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1839) 속 어셔 가 저택을 분석하는 데에 언캐니를 설명하는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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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2  차용하는 것은(Savoy 12-14) 이를 잘 보여준다. 주인 로데릭 

어셔(Roderick Usher)와 화자가 머무는 공간이 미국적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여동생 매들린(Madeline)의 시신이 감춰져 있는 은밀한 

곳은 타자성이 자리잡은 인식 너머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저택에서 양분된 

공간의 경계는 곧 미국적 자아의 인식 경계를 상징한다. 화자와 로데릭이 

관 뚜껑을 열고 로데릭과 쌍둥이였던 매들린의 얼굴을 확인하는 지점은 

“타자성의 유령” (the specter of Otherness)이 실은 미국적 주체의 일부임을 

깨닫는 언캐니를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다(Savoy 13-14). 즉 

미국이란 물리적 공간 전체는 “국가적 심령” (national psyche, Crow 181)을 

투사하는 하나의 고딕적 집으로 알레고리화되고 중서부 야생지나 남부는 

억압된 타자성이 은폐된 지하실에,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적 자아가 

불안하게 거주하는 일상생활 공간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사보이와 같이 심리분석의 틀을 활용하는 비평의 흐름이 있는 한편 

역사적 맥락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고딕공간을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어 쉬이(Hsuan L. Hsu)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공간 인식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쉬이는 생산관계와의 

                                            
2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 언 캐 니 』 (The Uncanny, 1919)에서 주체에게 

익숙했던 것이 억압으로 인해 주체에게도 낯선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집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집처럼 익숙한(familiar) 것, 즉 ‘하임리히(heimlich)’였던 

것이 오랜 기간 억압되면 그 자신에게도 낯선 것 혹은 ‘운하임리히(unheimlich)’가 

되는데(126-32), 이때 언캐니가 발생한다. 그러나 언뜻 대조적 개념으로 보이는 

하임리히와 운하임리히는 엄격한 경계를 두고 분리하기 어려우며, 경계가 

세워졌다고 해도 다분히 임의적(arbitrary)일 수 밖에 없다. 지극히 낯설다 여겼던 

파괴적 욕망이 실은 익숙한 자신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곧 

하임리히와 운하임리히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주체는 언캐니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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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속에서 공간이 주체성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조명한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선구적 논의를 토대로, 3  공간이 개인 주체의 

지리적 인식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19세기 미국문학 작품에서 찾는다. 

쉬이에 따르면 ‘명백한 사명’(manifest destiny)’설이 전제하던 ‘동질적 

미국’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4). 미국이란 공간은 

경제, 정치, 문화, 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축된 실체이기 때문이다. 쉬이는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고 

부딪히면서 미국이란 특수한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이 다시금 미국인의 

주체성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4  예를 들어 미국을 민주주의의 전파지로 

간주하던 관념은 멕시코 전쟁이나 루이지애나 매입(Louisiana Purchase) 등 

제국주의적 팽창을 상기시키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장되던 물리적 국경과 

모순을 일으켰고, 브록덴 브라운의 위협적 야생지는 이러한 모순으로 인한 

                                            
3  르페브르는 『 공 간 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 1974)에서 공간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주체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그 과정에서 르페브르는 동질적이라 

인식되는 사회공간이 실은 다양한 종류의 ‘스케일(scale)’로 구성된 복잡한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쉬이는 19세기 미국문학 작품에 구현된 공간 인식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르페브르의 스케일 개념에 특히 주목하여 복합적 스케일로 

이루어진 현실의 미국 공간과 미국의 동질성을 강조하던 국가주의 담론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4  쉬이는 공간과 개인 주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주체가 물리적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인문지리학의 맹점을 지적한다. “공간과 주체 

양자의 사회적 생산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인문지리학은 공간과 감성을 인간중심적 

개념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w]ithout an analysis of the social production of 

both space and subjectivity, human geography risks reducing space and feeling to 

anthropocentric terms) 때문이다(9). 쉬이는 따라서 주체의 공간 경험과 더불어 

공간이 주체를 구축하는 과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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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보여준다는 것이다(26). 즉 쉬이의 관점에서 고딕공간은 타자성에 

대한 두려움이 투사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투영하는 

공간이다.  

고딕공간을 역사화한다는 측면에서 고두(Teresa A. Goddu) 역시 쉬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데, 고두의 견해는 다양한 고딕공간 중에서도 특히 

“주변적 집단 혹은 지역” (11)의 경험을 환기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심리분석 비평을 활용하는 평자들은 미국고딕문학을 개인 

혹은 집단 심리의 재현으로 읽어왔으나, 5  고두는 미국고딕이 미국의 

공포스런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9-10). 고딕문학은 역사의 

끔찍한 경험을 기록하기 때문에 노예제란 폭력이 자행되었던 남부나 성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이 자연히 고딕의 매력적인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고두는 예를 들어 19세기 고딕문학 속 가정 공간과 시장이 

당대 사회가 물질 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성 이데올로기가 교차하던 

바를 보여준다고 하며, 이를 두 공간에서 여성 인물들이 공포를 야기하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양상을 통해 설명한다(94-130). 이러한 논의는 공간에서 

고딕적 힘이 발현되는 양상을 추적하려 할 때 이를테면 여성 인물과 여성을 

둘러싼 일체의 공간들이 그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고딕공간을 국가서사의 “심령”이 투영된 기호로 읽는 입장과 이를 

역사적 경험의 증언으로 읽는 입장은 고딕공간의 본질을 각각 심리의 

                                            
5 고두는 피들러가 미국고딕의 “사회적 충동” (social impulse)을 최초로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고딕의 핵심적 속성을 여전히 심리 상태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9). 이어 고두는 피들러 이후 대다수의 비평가들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까닭에 미국고딕에 대한 역사적 읽기는 영국고딕의 경우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말한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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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역사적 사실의 기록물로 달리 해석하지만, 공간을 상징화한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두 갈래의 견해 모두에서 고딕공간은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대상에서 추상적인 

상징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딕공간이 지닌 물리적 특질은 

탈각된다. 그 결과 고딕공간은 외부 대상과의 비유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고딕공간이 인식 체계나 담론 내에 수용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일이 공간의 물리적 특질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보다 

중요한 비평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공간을 분석의 소재로 삼으면서도 

공간이 아닌 외부 대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셈이다. 사보이의 견해가 

궁극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국가서사의 인식론적 메커니즘이며, 쉬이나 

고두의 관심은 역사적 경험이 지닌 무게와 그것이 기술되는 양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비평은 여러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딕공간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즉 미국고딕비평 전반에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는 움직임 자체가 뚜렷하지 않고, 

고딕공간에 대해 제시된 해석의 폭 또한 다소 협소해 지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물리적 고딕공간에 대한 비평적 틀이 결여된 상황에서 공간과 

공간 외부의 요소를 명료하게 분별하는 세즈윅의 시각은 매우 유용해 

보인다. 『고딕 전통의 일관성』은 영국고딕문학 속 고딕공간을 중심으로 

시각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미국고딕비평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준거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딕이란 장르가 재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되새겨 볼 때 잘 드러난다. 기존의 비평에서도 인식되고 있듯, 고딕문학은 

주체 밖에 존재하는 타자 혹은 타자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타자와 

타자성은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그 세계의 

공고함을 흔든다. 이에 완전하다고 여겨졌던 주체의 세계에 예기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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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생기면서 공포가 발생한다. 고딕공간을 상징적으로 읽는 시각에서 

공간의 힘은 강렬한 욕망의 힘이나 역사의 소요를 투사하는 대상이다. 즉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공간이란 타자를 사유하는 주체의 존재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간의 물리성을 강조하는 세즈윅의 견해는 인간 주체로부터 

분리된 타자로서의 공간을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관점과 비교하여 

고딕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힘을 지닌 고딕공간은 고딕문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타자성에 한층 

더 충실한 분석을 전개할 수 있는 통로를 연다.  

타자성의 영역으로서 미국고딕에서 두드러지는 고딕공간은 포와 

모리슨의 작품에서 잘 드러나고 앞선 비평에서도 지적했던 ‘집’이다. 

영국고딕 속 고딕공간이 주로 귀족 계급의 삶을 투영하는 고성(古城)이나 

거대한 규모의 대저택(mansion) 등으로 재현되었던 데에 비해, 미국고딕 속 

집은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 외양을 띤다. 이때 집은 타자성을 

표현하는 고딕문학의 본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빈번하고도 오랫동안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이며, 그 과정에서 집이란 공간이 매개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주의는 특히 활동 영역을 가정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타자화해 왔다. 여성은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유순한 기질을 가지고 가정과 

가족을 섬세하게 돌보는 ‘가정의 천사(angel in the house)’가 되어야 한다는 

빅토리아 조 담론은 그 비근한 예다. 즉 집은 여성을 규율하는 

가정성(domesticity)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핵심적 영역이다. 이러한 

까닭에 고딕문학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을 표현하는 주된 공간이 다름아닌 

집이 되는 것이다.  

여성을 둘러싼 가정성 담론과 집,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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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문학의 관계는 여성고딕(Female Gothic) 비평에서 밝혀 온 바 있다. 

여성고딕 비평을 대표하는 모어스(Ellen Moers)는 『여성 작가』(Literary 

Women, 1976)에서 ‘여성고딕’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고딕비평에 

새로운 논의의 틀을 제시했다. 모어스는 18-19세기의 여성 작가들이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여성 인물에게 가해지는 가공할 폭력과 범죄를 묘사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들의 작품이 남성 작가들의 작품과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모어스의 분석 대상이 여성 인물을 둘러싼 폭력을 다루는 

여성 작가의 작품에 국한되었던 까닭에 여성고딕의 정의가 다소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카한(Claire Kahane), 클레리(E.J. Clery), 

윌리엄스(Anne Williams) 등을 위시한 1970-80년대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모어스의 논의를 계승하는 가운데, 여성고딕의 저변을 넓히는 비평적 

노력을 전개하고, 이에 힘입어 여성고딕은 현대 고딕비평의 핵심 조류 중 

하나로 자리잡는다 (Wallace 15-17). 해당 시기의 여성고딕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적 읽기를 

시도하며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 주체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주목하거나 여성을 사적 영역에 유폐하는 가정성 담론과 그에 대한 저항을 

포착하는 등 논의의 내용 또한 구체화, 다변화한다. 여성고딕의 논의는 

여성과 여성의 타자화를 매개하는 가정성 담론, 그리고 고딕적 집 사이의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를 조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고딕 속 집은 

가족관계와 여성, 그리고 가정성의 문제를 환기하며 이를 염두에 둔 읽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집이라는 공간이 단지 상징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물리적 차원에서도 가정성 담론과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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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묶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집의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이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은 곧 그러한 방식을 요구하는 가정성의 논리를 

반증한다. 헤이든(Dolores Hayden)은 특히 195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정부가 펼쳤던 일련의 주택 정책(housing plan)을 되짚어보면서, 이러한 

정책들에 여성이 가정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담론이 녹아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 헤이든에 따르면 해당 논리는 집에 대한 특수하고도, 매우 뿌리 

깊이 자리잡은 관념을 매개로 작동해 왔다. 여성으로 하여금 집에 머물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고 돌아온 남성을 위해 집을 심신의 안정 및 

휴식의 제공처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안식처로서의 집 모델” (home 

as haven model)이 당시에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도시로 유입됨과 함께 도시 외곽의 

교외(suburban)에 구체적으로 중산층 백인 핵가족 단위의 ‘안식처’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후 남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1940-50년대에 이러한 양상은 전에 없이 심화된다(58-59). 해당 시기에도 

사회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구분하고 남성과 여성을 각각에 

위치시키는 빅토리아 조의 가족관념이 잔존했는데, 이는 젊은 부부와 두세 

명 정도의 자녀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핵가족 모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남성은 대개 도심으로 통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한편, 교외의 집에 남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현대적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가정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었다(59-60, 68). 그리고 이러한 핵가족 모델은 전후에 부족해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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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맞물려, 이러한 가족적 삶에 최적화된 

‘레빗 하우스(Levitt house)’6와 같은 형태의 주택을 교외 지역에 양산한다. 

즉 195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사회에 대량으로 보급되었던 ‘안식처’는 

여성이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성 담론을 물리적 공간을 통해 재생산하고 공고하게 만들었다.  

1960-70년대 여성인권운동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처’인 집 안에서 가족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로 간주하는 논리는 

해체되지 않고 남아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 차별을 정당화했다. 50년대 말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기혼 

여성의 비중은 그 이전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Gatlin 26). 그러나 가정을 

여성의 본성에 부합하는 곳으로 규정하는 담론이 여전히 팽배했던 까닭에, 

이들의 노동은 ‘본래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 배우자를 단지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32). 가정성의 논리는 여성의 모성(motherhood)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 역할에도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Gatlin 145-46, Zaretsky 

191-92). 즉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부담을 지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을 살뜰히 돌보는 가정주부도 되어야 했다. 결국 

여성들의 사회적 현실이 변화한 시점에서도 레빗 하우스가 대표하는 가정 

                                            
6  건축업자 윌리엄 J. 레빗(William J. Levitt)의 레빗 하우스(Levitt house) 모델은 

하나의 핵가족 가구를 위한 전형적 집으로, 대개 방 두 개와 거실, 식기세척기와 

같은 간단한 가전제품이 갖춰진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헤이든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라이트(Gwendolyn Wright)에 따르면, 이는 명료하게 나뉜 성 역할에 

토대를 둔 소위 가정적 행복(domestic bliss)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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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는 이전과 유사한 성 역할 구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딕적 집은 전후 미국사회에서 유례없이 강화되었던 가정성 

논리와 이를 요체로 하여 지속되었던 성 이데올로기를 환기하고, 따라서 그 

내부 공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요구한다. 교외의 안식처 관념이 레빗 

하우스와 같은 물리적 형태로 확산되고 그 외양을 조금씩 달리 했을 뿐 

잔류했던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특히 해당 시기 미국고딕문학에서 그 

필요성은 배가된다.  

본 논문은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공간의 힘을 

강조한 세즈윅의 논의를 미국고딕 작품 분석에 적용하여, 고딕공간의 힘이 

20세기 중엽 미국사회 속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셜리 

잭슨의 『힐 하우스의 유령』(The Haunting of Hill House, 1959)과 스티븐 

킹(Stephen King)의 『샤이닝』(The Shining, 1977)을 통해 살펴본다. 이때 

1950-70년대에 걸친 미국 여성들의 삶이 특히 해당 시기에 대두된 핵가족 

제도와 그것이 작동하는 공간과 깊이 얽혀 있었음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힐 하우스의 유령』은 가족 관계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 주인공 

엘리노어(Eleanor Vance)가 고딕공간 안에서 일련의 고딕적 힘에 함몰되는 

과정을 다루고, 『샤이닝』은 전형적 핵가족이라 할 수 있는 

토렌스(Torrance) 일가가 고딕공간의 힘에 휩쓸리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힘은 특히 여성인 웬디(Wendy Torrance)를 겨냥하여 가장 폭력적으로 

드러난다. 

1장에서는 잭슨의 『힐 하우스의 유령』에서 세즈윅이 말한 이중성을 

지닌 고딕공간이 그 내부의 개인을 현혹함과 동시에 배반함으로써 고딕적 

힘을 행사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힐 하우스는 세즈윅이 설명한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고딕공간으로, 그 안에 들어선 엘리노어에게 가족 관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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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욕망을 발생시키고 그 심화를 유도한다. 엘리노어는 핵가족 제도가 

작동하는 도시 공간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했으며, 가족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희박했던 인물이다. 힐 하우스의 특이한 

내부는 도시 공간의 핵가족 관계와 다른 독특한 형태의 관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에 대한 엘리노어의 욕망을 점화하는 한편 이를 

좌절시킨다. 힐 하우스의 이와 같은 이중성은 엘리노어의 욕망을 점차 

심화시키는 고딕적 힘으로 발현되며, 그 힘은 엘리노어가 끝내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감행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드러난다. 

2장에서는 『샤이닝』에서 고딕공간이 내적 이중성을 매개로 그 안의 

핵가족에게 고딕적 힘을 행사하다가 이내 그 이중성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오버룩 호텔(Overlook Hotel)은 자본주의적 

목적에 의해 구획된 곳으로서, 자본주의 질서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내재하게 된 이중성을 공간 안에 구현한다. 이중성은 호텔을 

지탱하는 근간임과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간의 자기모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토렌스 가족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사적, 공적 공간의 

분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이들의 존재는 가중되던 모순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적 공간인 가정이 공적 공간을 

뒷받침할 것이 요구되는데, 토렌스 가족이 지내는 동안 점차 가정을 이러한 

구조 안에 포섭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모순은 

특히 가정에 머물던 웬디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에 없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호텔을 고딕화하는 모순은 더 이상 극심해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끝내 오버룩은 스스로 무너진다. 

『힐 하우스의 유령』과 『샤이닝』은 내부 공간의 이중성을 통해 공간 

안에 있는 개인의 욕망이나 언행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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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고딕공간을 보여준다. 나아가 모순적인 힐 하우스가 핵가족 제도의 

주변인이었던 엘리노어를 매혹하거나 오버룩 호텔에서 핵가족과 호텔이 

해체되는 모습은, 고딕공간이 자본주의 미국사회의 핵가족 관계와 이를 

둘러싼 여성과 가정성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고딕공간의 독특한 내부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사회 

현실을 읽어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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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힐 하우스의 유령』: 고딕공간에서 가족 찾기 

 

1. ‘문제적’ 가족과 고딕적 집 

 

셜리 잭슨의 작품에서 ‘가족’과 ‘집’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다. 

잭슨이 묘사하는 가족은 화목함 대신 살인 충동과 증오로 점철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는 도시의 아파트나 주택 대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오래된 성과 

같은 공간에서 탐색된다. 그 형태나 구성원들의 감정적 관계가 ‘바람직한’ 

상태에서 벗어난 가족과 고딕적 저택은 『힐 하우스의 유령』이나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1962)의7 근간을 

이룬다. 『힐 하우스』는 어머니와 언니를 증오하는 여주인공이 음울한 고 

저택 힐 하우스에 들어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성에 살았다』는 

가족들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십대 소녀와 그 언니가 역시 고립된 

대저택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잭슨은 두 장편 소설뿐 아니라 다수의 단편을 비롯해 그 이전에 발표된 

논픽션(non-fiction) 작품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8 

『악마 키우기』(Raising Demons, 1957)와 『야만인들 속에서의 삶』(Life 

Among the Savages, 1953)은9 전후 미국사회의 모성에 대한 인식, 가족과 

                                            
7 이하 각각 『힐 하우스』와 『성에 살았다』로 표기. 

8  상대적으로 비평적 관심이 미흡했던 초기 단편 작품들에서도 잭슨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이 나타남을 밝히는 연구로는 조안 윌리 홀(Joan 

Wylie Hall)의 『셜리 잭슨: 단편 연구』(Shirley Jackson: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1993)를 참조. 

9  두 논픽션 작품은 잭슨 자신의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과 네 명의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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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한다. 두 논픽션 

작품들은 잭슨 자신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한다. 

두 작품은 『힐 하우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유머러스한 어조를 

유지하지만, ‘악마’ 혹은 ‘야만인’과 같은 제목이 암시하듯 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결코 유머러스하지 않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가족과 집에 대한 잭슨의 비판적 관심이 『힐 하우스』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힐 하우스』와 『성에 살았다』에 이르러 이러한 

관심은 당대의 전형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가족과 그들의 일그러진 관계, 

그리고 고딕적 집으로 구체화된다. 『성에 살았다』의 주인공 메리캣(Mary 

Katherine “Merricat” Blackwood)은 가족을 살해한 인물로,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증오로 일관한다. 메리캣이 블랙우드 저택(the 

Blackwood mansion)을 누비는 데에서 드러나듯, 『성에 살았다』는 

매들린의 유령이 출몰하는 어셔 가나 빌러비드에 의해 공포의 장이 되는 

블루스톤 가 124번지처럼 비 정상적 의식 세계를 지닌 집 주인 혹은 집 

주인의 유령과 직접 연계되는 고딕적 집의 전형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다. 

그에 비해 『힐 하우스』는 다층적 심리를 지닌 엘리노어와 한층 복잡한 

가족 형태를 통해 가족관계의 문제를 사유한다. 또한 블랙우드 저택이 

초자연적 존재를 답보하는 바와 달리 힐 하우스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닌 힐 

하우스의 독특한 공간 자체를 통해 공포를 자아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힐 

                                                                                                               

키운 경험을 토대로 한다. 잭슨의 전기 작가인 오펜하이머(Judy Oppenheimer)는 

잭슨과 그녀의 남편 스탠리 하이만(Stanley Edgar Hyman)의 결혼 생활이 잭슨의 

심리적 불안과 그로 인한 약물 중독, 그리고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오펜하이머에 따르면, 하이만은 외도가 잦았으며(107) 잭슨의 문학적 재능을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까닭에 그녀의 결혼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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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는 가족과 집에 대한 잭슨의 문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장은 『힐 하우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힐 하우스』는 잭슨의 작품들 중 비평적 연구가 가장 두텁게 축적된 

작품 중 하나지만, 출판된 직후인 1960년대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출간 초기에 작품에 대한 비평이 희박한 까닭은 해당 

시기에 고딕문학에 대한 연구가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로 남성 

인물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했던 사실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하지만 

페미니즘 비평이 활성화된 1970년대부터는 『힐 하우스』에 대한 비평적 

관심이 뚜렷해 졌다. 특히 카한은 「고딕 거울」(“The Gothic Mirror”)에서 

모성에 대한 초도로우(Nancy Chodorow)와 디너스테인(Dorothy 

Dinnerstein) 등의 연구를 발판 삼아 『힐 하우스』를 여성고딕으로 

규정하고 향후 연구에 비평적 지침을 제시한다. 카한은 여성 인물의 

정체성이 어머니와의 양가적(ambivalent)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이를 여성고딕의 요체로 본다. 여성 자아는 주체 형성 이전에 

동일시했던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고군분투하기에, 

여성고딕문학에서 고딕적 공포(gothic fear)는 어머니의 몸으로 표상되는 성 

혹은 집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채 갇혀있는 상태에서 촉발된다(Kahane 

337-38). 이를테면 힐 하우스는 엘리노어가 동일시하면서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존재를 상징하며 그녀에게 고딕적 공포를 

유발한다(Kahane 341). 이후 뉴먼(Judie Newman)과 루벤스타인(Roberta 

Rubenstein)은 카한의 주장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다. 뉴먼은 

어머니에 대한 엘리노어의 양가적 태도와 더불어 테오도라(Theodora)와의 

관계를 엘리노어의 자아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 읽는다. 엘리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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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자아로 개체화된 후에도 다른 여성, 즉 테오도라와 

“공생적 유대”를 맺음으로써 어머니와 한 몸이었던 원초적 상태를 

재생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Newman 172). 비슷한 맥락에서 루벤스타인은 

『힐 하우스』가 어머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한편 자주적 주체가 되려는 

엘리노어의 상반된 욕망을 포착한다고 주장한다(317). 힐 하우스는 이러한 

양가적 욕망이 투사되는 공간으로서 엘리노어를 “집어삼키는 집” 

(consuming house)으로 구현된다(Rubenstein 317-20).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 인물에 대한 분석에 치우쳤던 초기 고딕문학 비평의 협소한 지평을 

확장하여, 『힐 하우스』의 비평적 가치를 조명하고 본 작품이 특히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고딕 비평은 정신분석학의 틀 

안에서 여성 주체와 어머니의 관계에 주목하며 『힐 하우스』에 접근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이러한 비평 흐름이 계속되는 한편 작품에 대한 

접근법이 서사 구조나 10  전후 미국사회에서의 시대적 함의, 섹슈얼리티, 

포스트모던적 측면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고딕의 

맥락을 계승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제 규범 속에서 억압되는 

양상을 작품에서 읽어내는가 하면(Lootens 155-66),11 잭슨의 인물에서 전쟁 

                                            
10  이건(James Egan)은 잭슨의 작품에 나타나는 서사 유형을 “희극적-풍자적-

환상적-고딕적” (Comic-Satiric-Fantastic-Gothic) 유형으로 분류하고, 『 힐 

하우스』는 그 중 희극과 풍자적 서사 요소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48-49). 이건의 연구는 비교적 덜 다루어졌던 초기 작품들을 

포함하여 잭슨의 작품 전반을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설명한다. 

11 루텐스(Tricia Lootens)는 『힐 하우스』 출판본과 초기 원고들을 함께 분석하여, 

잭슨이 가족 규범에 얽매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루텐스에 따르면 힐 하우스는 ‘가정에서의 행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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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을 잃고 현실로부터 분리된 

정신분열증적(schizophrenic) 자아를 발견하기도 한다(Parks 22). 12  이러한 

견해들이 작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반해,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여 『힐 하우스』에서 공고한 주체를 구축하지 못하는 포스트모던적 

인물의 전신을 발견하는 시각도 보인다. 해튼하우어(Darryl Hattenhauer)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 요소 중 하나로서 ‘인물’에 주목하며, 자아 분열 

증세를 보이는 엘리노어가 자아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해체(disintegrate)되는 과정에서 주체의 형성 및 해체 양상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맹아를 발견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는 비평의 

등장으로 『힐 하우스』를 비단 여성의 억압된 심리만이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여성고딕 비평과 그 외의 접근법을 취하는 비평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읽어낸다. 그러나 두 조류의 비평은 고딕공간을 어떤 

상징으로 읽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제목이 이미 시사하듯 

『힐 하우스』에서 고딕공간인 힐 하우스는 작품을 구성하고 전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실제로 공간은 엘리노어에게 지대한 영향을 

                                                                                                               

환상을 표상하며 이를 통해 거주자들을 미혹한다(155). 그러나 엘리노어는 이러한 

허구 이면의 억압적 가족 윤리를 간파하지 못한 채 가족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테오도라를 향한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도 실천하지 못한 채 파괴된다(162-

66). 

12  파크스(John G. Parks)는 고딕적 집이 병적(pathological)인 전후 미국사회를 

투영하는 소우주(microcosm)라 주장한다(22). 파크스는 이러한 소우주 안에서 

인물의 자아가 분열하고 훼손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28) 개인의 왜곡된 내면을 

미시적으로 탐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당시 미국사회 전반에 대한 정신적 진단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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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서사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하지만 힐 하우스가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나 그 내부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적 비평에서 고딕공간은 

인물의 은폐된 욕망이 발현되거나 투사되는 장소로, 심리나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인식된다. 힐 하우스는 엘리노어의 양가적 욕망이 

투사된 “모성적 고립지” (maternal enclave, Newman 174)이거나, 

루벤스타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엘리노어를 집어삼키는 어머니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318). 두 견해 모두에서 힐 하우스는 엘리노어의 욕망 등 힐 

하우스 바깥의 대상을 비유한다. 따라서 힐 하우스가 엘리노어에게 미치는 

힘은 그 외부 대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가령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방식과 같이 힐 하우스를 다른 공간과 

차별화하는 고유한 속성은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신분석학적 

접근법을 지양하는 견해에서도 힐 하우스란 공간 자체가 갖는 힘이 논의의 

핵심이 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반적인 비평적 입장이 

정신분석학에서 벗어나 있는 해튼하우어도 힐 하우스의 힘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신분석학적 시각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그 역시 힐 하우스의 

힘을 공간 자체의 구조적 특수성이 아니라 인물의 왜곡된 내면을 폭로하는 

고딕적 집의 전통에서 찾기 때문이다(164). 고딕적 집인 힐 하우스는 

엘리노어의 불안정한 정신적 기저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자신의 조각난 

내면에 잠식당하는 엘리노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Hattenhauer 159). 

이는 힐 하우스를 여전히 엘리노어의 심리에 대한 상징의 일환으로 

읽는다는 점에서 앞선 뉴먼이나 루벤스타인의 관점과 유사하다.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 속에서 『힐 하우스』를 읽는 입장도 공간에 대한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루텐스와 파크스는 힐 하우스를 각기 가부장제의 억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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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신경증 증세를 보이는 미국사회의 축소판으로 본다(Lootens 151, Parks 

22). 두 견해에서 비평적 시각의 범위는 인물의 내면에서 미국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으나 힐 하우스가 공간 밖 대상, 곧 미국사회의 특성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매개로 인식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시각은 공통적으로 고딕공간을 다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 장치로 

이해하는 까닭에, 공간의 고유한 작동 메커니즘을 간과하기 쉽고 나아가 

개별 고딕문학 작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간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면 기존 평자들처럼 상징적 

공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딕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다룬 세즈윅의 

논의는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 세즈윅이 제시한 공간화 

모델(spatialized model)에 따르면, 고딕문학 속 공간은 “임의적 장벽” 

(arbitrary barrier)에 의해 “내부” (inside)와 “외부” (outside)로 나뉘고 이에 

따라 “이중성” (doubleness)을 갖는 구조를 취한다(12). 강력한 장벽으로 

인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공고히 유지되며, 인물의 의식이나 서사 구조는 

분화된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13  이때 분화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본래 

                                            
13 구체적으로, 고딕공간은 자아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힘을 

약화시킨다(Sedgwick 27). 세즈윅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고딕문학 속의 ‘꿈’을 

제시한다. 세즈윅의 분석에 따르면 고딕적 꿈은 인물이 감추려는 특수한 무엇의 

현현이라기보다 주위 현실의 “복제” (duplication)에 가깝다(28). 따라서 오로지 

자아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 꿈이란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현실이 자아 내부의 꿈으로 “복제”되는 양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29). 오히려 

꿈은 내부와 외부가 확고히 분리되어 있는 현실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기에, 

자아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자아]중심성” (centeredness)의 붕괴를 

경험한다(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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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적이어서 고유한 특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19) 공간을 

억지로 나누는 장벽은 다분히 “임의적”이다. 원래 없던 장벽이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무너뜨리려 할 때 “[작품 속에서] 최악의 폭력, 

가장 강력한 마법과 몸을 마비시키는 언캐니한 사건들” ([t]he worst violence, 

the most potent magic, and the most paralyzing instances of the uncanny)이 

발생한다(13).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인물의 의식과 은폐된 욕망의 관계를 

고딕서사의 주요한 추동력으로 본 바 있다. 하지만 세즈윅은 이러한 시각이 

인물의 내면으로 표상되지 않은 공간들은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마사오 미요시의 『분리된 자아』는 제목이 시사하듯, 

형식적 분리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의미들을 분석한다. 하지만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이는 고딕문학에 대한 심리학적 비평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형식적 분리는 나뉜 공간이 ‘자아,’ 즉 등장인물과 

이미 흡사한 범위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다. […] 심리학적 비평은 

기껏해야 ‘더블’인 두 등장인물들을 하나의 자아로 쌍을 지워줄 

뿐이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형식적 구조가 의인화되지 않은 

공간이나 서사의 단위들을 분리시키는 경우 심리학적 비평은 이에 

대한 해석 능력을 잃는 듯 하다. 

  

 Masao Miyoshi’s The Divided Self, for instance, as its title indicates, 

 takes the formal fact of division as its given and examines an array 

 of different kinds of meaning that could be attributed to this 

division. As that title indicates, though—and this has been common 

to psychological criticism of the Gothic—the formal fact of division 

looks meaningful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ivided space 

 already looks like a “self,” i.e. a character. […] At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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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criticism has been able to pair two characters who are 

“doubles” into one self; but when the same formal structure divides 

non-personified spaces or units of the narrative, it seems to fall 

away from interpretation. (35) 

 

세즈윅은 “심리학적 비평”이 자아의 분리를 전제하고 이를 공간에 투사하는 

까닭에 “소설 속 ‘자아’”가 아닌 “의인화되지 않은 공간이나 서사의 구성 

단위”에서 공간 분리가 나타나는 경우는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영역은 자아의 심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자아의 

분리 상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즈윅은 인물 심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간에서도 구조적 분리가 포착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공간을 상징화하는 심리학적 비평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 

자아로부터 독립적인 공간은 내부와 외부로 분화된 그 “형식적 구조”에 

의해 독자적 힘을 갖고, 세즈윅은 그 힘을 “공간의 무게”라 (weight of space, 

26) 부른다. 즉 공간은 개인의 욕망이 일방적으로 투사되는 대상에서 

벗어나, 역으로 그 욕망의 구조와 발달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가 된다.  

나아가 “공간의 무게”는 공간 내부의 인물에게 고딕적 공포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데(Sedgwick 26), 이 공포는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숨겨진 내면에 의존하는 공포와는 전혀 다르다. 즉 그 안에 누가 있든 

공간은 언제나 같은 메커니즘으로 공포를 발생시킨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 

공간 안에 있는 자아는 공간에 매혹되지만 결코 그 안으로 초대받지 못하고 

공간 바깥에 갇힌 “폐쇄공포[적]”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내부도, 외부도 없는 감옥이 탈출구가 없는 곳이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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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나(이 판화들이[피라네시의 『감옥』] 그토록 위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이는 동시에 입구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 광경 

특유의 폐쇄공포증은 보는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와중에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그림 속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내부’로 느껴지는 것은 앞 무대 안쪽, 즉 자아다. 눈이 

공간에 이끌릴수록(이를테면 접근 불가능해 보이는 마네의 정면 

공간과는 달리) 공간은 그 접근 불가능성을 펼쳐 보일 뿐이다. 이에 

공간이 지닌 상당한 무게는 보는 사람을 거부하고 보는 사람 쪽 앞 

무대의 얕은 공간에 붙잡아 둔다. 

  

A prison which has neither inside nor outside is self-evidently one 

from which there is no escape—which is part of the reason these 

prints[Piranesi’s Carceri] are so oppressive—but it is also one to 

which there is no access. The particular claustrophobia of the vision 

is that it rejects the viewer even as it lures her in and exerts its 

weight on her. […] Unexpectedly, though, it is the hither side of the 

proscenium, the self, that is felt as “inside,” as confined within its 

relation to the “surrounding” but unavailable picture space. The 

space only unfolds its unavailability as the eye is tempted into it (as 

distinct from, say, the uninviting frontal space of Manet) so that it 

is a fully-dimensioned weight of space that rejects the viewer and 

pins her down in the shallow space to her own side of the extreme 

foreground proscenium. (26) 

 

세즈윅은 자아를 “공간에 이끌[리게]”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고딕공간의 특성과 그로 인한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 피라네시의 감옥 판화를 예로 든다. 판화는 언뜻 가시적 장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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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듯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양자를 가르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감옥 공간 안의 장벽이 붕괴된 

대신 새로이 “‘내부’로 느껴지는 것은 […] 자아다.” 감옥 공간은 이제 

자아의 외부에 자리잡고, 자아는 “절대적인” 장벽에 부딪혀 현재 서 있는 

“앞 무대의 얕은 공간”에 갇혀 있는 공포를 경험한다. 이처럼 세즈윅의 

공간화 모델은 인물의 심리와 같은 외부 요소가 부재한 상태에서 오직 

공간을 통해서도 고딕적 공포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고딕공간의 특수한 메커니즘에 대한 세즈윅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힐 하우스란 고딕공간이 안에 들어선 엘리노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중성을 드러내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파괴적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석한다.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의 특이한 내부 공간에서 

그녀를 사로잡는 측면을 발견하고 점차 그에 심취한다. 그러나 힐 하우스의 

고딕적 속성은 엘리노어가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예비하며, 그녀가 이에 

맞닥뜨릴 때마다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운 공간이란 힐 하우스의 본질이 

드러난다.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의 마력에 서서히 사로잡히는 과정은 

공간이 개인의 심리와 언행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독자적 힘을 보존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 비평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힐 하우스란 공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안에서 고딕적 공포가 발생하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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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힐 하우스에서 포착하는 가족관계의 환상 

 

엘리노어는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with no one to love) 

병든 어머니를 무려 11년 동안이나 간호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The 

Haunting of Hill House 3, 이하 HH).14 어머니의 죽음 후에도 엘리노어는 

언니네 집에 얹혀 살아온 서른 두 살 노처녀의 신세로, 고립된 처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불만족스런 삶을 감내하는 동안 혼자 오롯이 

소유할 수 있는 집을 꿈꾸는 등 엘리노어의 욕망은 가족관계의 굴레로부터 

도피하는 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엘리노어는 독립을 

갈망하는 듯 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9-10), 

“진심으로 증오하는” (genuinely hated, 3) 어머니 곁을 매우 오랫동안 

지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혼자가 되고 싶다는 

엘리노어의 소망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언행 이면에 그와 다른, 오히려 상충하는 욕망이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른 두 살이 되기까지 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엘리노어의 

과거는 그녀가 언뜻 모순된 행동을 하는 까닭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원했던 바가 아니었지만 엘리노어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고, 

가정 공간(domestic space) 밖으로 나갈 기회도 박탈당했다(4).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엘리노어가 가족관계 외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래서 엘리노어는 선택의 여지 없이 관계에 대한 욕망을 

                                            
14  번역은 김시현 역의 『 힐  하우스의 유령: 차가운 공포와의 숨 막히는 포옹』

(2014)을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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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대한 것으로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게 되었을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늘 여름인 것만 같았던 때” (when it had 

seemed to be summer all the time)처럼 엘리노어가 자신이 느끼기에 행복한 

가족관계가 유지되었던 시기를 매년마다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모습은(9) 

이를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겨울”을 불러 온 아버지의 죽음은(9) 

엘리노어에게 안정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딸이란 정체성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됨에 따라 아버지의 

부재가 이에 균열을 야기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노어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증오하[며]” “끊임없는 피로와 끝없는 절망” (constant weariness, 

and unending despair, 3)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면서도 모녀 관계를 결코 

끊지 못했던 것 또한 딸이란 정체성을 지키려는 욕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병든 어머니의 수발을 드는 등 딸이란 정체성에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정을 매개로 드러나든, 혹은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든 관계에 대한 

엘리노어의 욕망과 자기 인식은 가족관계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의 활동 반경을 가정으로 한정하던 가정성 담론도 

가족관계가 엘리노어의 인식 체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성중심적 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을 밟는 남성은 가정 공간에서 사회 공간(social 

space)으로 나아가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무수히 많은 관계를 형성하며 

정체성의 층위를 늘려간다. 그러나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을 통해 

계속 가정에 머물 것을 요구 받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여성이 형성할 수 

있는 관계와 자기 정체성은 남성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다. 자신이 태어난 

가족관계 속에서 딸의 정체성을 부여 받고, 성인이 되고 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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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맺어 어머니나 아내가 되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즉 

엘리노어가 결혼을 매개로 새로운 가정에 들어서는 것 외에는 딸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다. 엘리노어의 언니가 이러한 방식으로 

새 가족관계의 일원이 된 반면, 엘리노어는 결혼을 하지 못해 첫 

가족관계에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그녀가 다른 곳에서 삶을 찾기 전에는 

첫 가족관계와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아이로서의 자아 외에 다른 관계와 

정체성을 구성하기는 힘들다. 엘리노어가 놓치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정체성은 이처럼 최초의 가족관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신체적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관계의 그늘을 떨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엘리노어가 매달리던 최초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해체하는 사건이다. 그 후 엘리노어는 어머니와 지내던 

집을 떠나 언니네 집에 머물면서 새로이 가족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이는 

실패한다. 엘리노어는 언니 부부와 그 딸로 구성된 가족과 세 사람을 위해 

구획된 거주 공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한 가정성 논리를 

투영하는 당대의 주거공간 및 이와 결부되는 가족 양태의 속성을 살펴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파스칼(Richard Pascal)은 부부와 두셋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족에 대한 1940-50년대 미국사회 가족관의 중심이었다고 

말한다(482). 15  헤이든 역시 핵가족이 전후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 가족” 

형태로 인식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빅토리아 조 식의 가부장제적 가정성 

담론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59). 남성은 경제활동을 통해 

                                            
15  파스칼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른바 “현대적 가족” (modern family)으로 

인식되었던 핵가족을 둘러싸고 환상과 불안이 공존했다. 원 주인 휴 크레인(Hugh 

Craine)과 같이 『힐 하우스』 속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가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시대적 불안을 투사한다(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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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이를 포근한 

‘안식처’로 만들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이다. 미국사회의 

일반적 주거 양태로 인식되는, 핵가족 형태의 한 가족(single-family) 대상 

주택과 주거 환경은 이처럼 경직적인 성 규범에 의존하여 만들어졌다고 

헤이든은 지적한다. 당시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가정적 삶과 집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든든한 남편과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사랑스럽고 너그러운 아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안식처’인 교외의 집에서 윤택하고 

단란한 삶을 영위해 나간다(Friedan 16-18, Hayden 21-24). 16  집의 내부 

공간은 각 가족구성원에게 특화된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획된다(Hayden 21, 58). 남편을 ‘세심히 배려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부부 침실(master bedroom)은 벽과 방문을 통해 집의 다른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한편, 거실, 주방, 식당 등 가족의 “활동 

공간” (activity area)은 문 없이 약간의 벽으로만 나뉘어 최대한 트여 있도록 

설계된다(Wright 254). 이는 주부인 여성이 주방과 식당 혹은 주방과 간이 

식탁(breakfast bar)을 오가며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족 간 유대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편리한 구조다. 아울러 주방과 거실이 연결됨으로써 그 

사이에 확보된 공간은 가족의 단란함을 시사하는 가족실(family room)이란 

이름으로 불리며(255)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중에도 아이들이 노는 

                                            
16 출간 당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 

1963)에서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은 ‘교외의 가정주부(suburban housewife)’로 

표상되는 가정적 삶의 이미지에 문제를 제기한다. 프리단은 해당 저서에서 1950-

60년대에 가정에 머무는 미국 여성들이 겪었던 정신적 문제를 필두로 이를 

조장하는 억압적 가족 및 결혼 규범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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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핵가족 구성원들은 집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정한 영역을 점유한다. 가령 부부 침실은 

부부에게 할당된 공간으로 성적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엘리노어의 

언니가 남편과 “부부 침실에서 은밀하게” (in the privacy of the marital 

bedroom, HH 4) 엘리노어의 힐 하우스 방문에 관해 허황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침실에 대한 권리가 없는 그녀가 들어가 이야기를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엘리노어는 언니 부부와 조카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이들처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 

받지 못한다. 대신 엘리노어는 성인인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 “아기 방”의 

“간이 침대” (cot)에서 잘 수 밖에 없다(177). 이처럼 기존의 가족관계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관계를 다시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엘리노어는 관계와 정체성의 공백 상태에 놓인다.  

가족관계와 집,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상황에서 힐 하우스로의 

초대는 엘리노어에게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힐 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가족관계에 매여 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길이며, 그녀가 이동 과정에서 자기만의 

집에서 독립하여 살아가는 환상을 펼치는 모습은 이를 시사한다. 힐 

하우스로 가던 중 엘리노어는 어떤 웅장한 저택을 보고 그 내부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곳에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길고 조용한 식당의 반짝거리는 식탁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take] [her] dinner alone in the long, quiet dining room at the 

gleaming table), “하얀 모슬린 커튼이 드리워진 침대에서 잠을 잔다” ([sleep] 

under a canopy of white organdy, 12). 애쉬튼(Ashton)에서 본 작은 시골집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엘리노어는 이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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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벽난로에서 사과를 굽고” (toast apples at [her] own hearth) “창문에 

다는 하얀 커튼을 짓는” (sew white curtains for the windows) 등(15) 

뜻대로 조율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겉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공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봄으로써, 과거와 달리 그 공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비치는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집에서 안정된 정체성이 담보되는 대신 일체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던 바와 달리, 상상 속 집은 오로지 “그녀의 것”이기에 그 안에서는 

기존의 핵가족 관계에서 요구되던 단편적 역할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 

엘리노어가 자립하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내는 모습은 태어나면서 그녀가 

소속된 가족과 아이의 자아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망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겉보기에 안락한 집의 전형에 들어맞지 않는 힐 하우스는 (“[t]he house 

was vile,” 23) 아름다운 집에 대해 엘리노어가 품었던 환상과는 상충하는 

곳으로 보인다. 힐 하우스는 여느 집과는 전혀 다른 내부 공간을 갖고 

있는데, 엘리노어는 여기서 그녀의 마음을 끄는 측면을 발견한다. 이는 

처음에 “끔찍[하게]” (vile)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차츰 

생기도록 할 만큼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힐 하우스의 방들은 그것을 

쓸 사람들의 관계와 역할에 따라 사전 구획되지 않고 상당 부분 무(無) 

목적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힐 하우스의 외관에 대한 첫 묘사에서부터 

암시된다: 

 

이 집[힐 하우스]은 마치 그 스스로 지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집을 

짓는 사람들의 손길 아래에서 그만의 선과 각도에 스스로 맞추어 

고유의 강력한 건축 양식을 완성한 듯 했다. 힐 하우스는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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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떠한 아량도 없이 하늘에 맞서 거대한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친절이라고는 없으며 들어가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었고, […] 

힐 하우스는 파괴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터였다. 

  

 This house, which seemed somehow to have formed itself, flying 

together into its own powerful pattern under the hands of its 

builders, fitting itself into its own construction of lines and angles, 

reared its great head back against the sky without concession to 

humanity. It was a house without kindness, never meant to be lived 

in, […] Hill House would stay as it was until it was destroyed. (24) 

 

힐 하우스는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한” 목적과는 맞지 않게 “고유의 

강력한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핵가족의 삶에 

최적화된 기존의 집과 다르게 힐 하우스에는 방의 배치 방식을 규율할 

인위적 목적이 없으므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아량도 없”다. 효율적 주거 

공간의 “선과 각도”를 따르는 “친절”한 집이 되는 대신 “고유의 […] 건축 

양식” 자체가 힐 하우스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다. “실용적인 직각 형 

집들” (sensible squared-away houses, 77)과 달리, 힐 하우스의 “고유한” 

내부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로(labyrinth)처럼 비정형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애당초 특정한 관계에 맞추어진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힐 하우스에는 쓰임새가 분명치 않은 “작고 이상한 방들이 무수히 

많[은]” (so many little odd rooms, 45) 등 하나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역할 

수행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비효율적’ 방들로 가득하다. 핵가족 관계에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집에 익숙한 엘리노어에게 힐 하우스의 방들은 

사용하기에 너무 “작고 이상[해]”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이상한” 방들은 

“똑바로 뻗은 복도” (the straightness of the hall, 27)를 따라 “무수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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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서 있다. 비슷하게 생긴 여러 개의 방들이 구체적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분포하는 탓에 엘리노어가 익숙했던 핵가족 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집처럼 이미 만들어진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 엘리노어에게는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방에 의미를 부여할 

기회가 된다. 기 사용 목적이 명확한 공간은 새로 들어선 개인이 공간의 

속성을 달리 변화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언니네 가족이 사는 집에서 

엘리노어가 부부 침실에 임의대로 다른 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 반면 

힐 하우스는 애초에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되어 방의 기능이 

비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엘리노어가 가령 그녀가 꿈꾸던 집이란 목적에 

맞게 방들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힐 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이전의 인간관계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기에, 

개인은 그저 임의적 공간의 점유자로 변한다. 이로 인해 힐 하우스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 수행 방식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엘리노어와 

테오도라, 루크(Luke Sanderson)가 힐 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배역을 나열하는 중” (list[ing] our cast of characters, 

40)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힐 하우스에서 세 

사람의 역할 역시 마치 배우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배역처럼 경직적이지 

않을 것임이 암시되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몬태규 박사(Dr. 

Montague)까지 합류하면서 그 유동성이 더욱 커진다: 

  

루크가 말했다. “이제 우리 중 누가 나인지 알았으니, 나에 대해 좀 

더 밝히도록 하지요. 사적인 삶에서는, 지금 이곳이 공적인 삶이고 

바깥 세상이 실은 사적이라고 본다면 말이죠. 사적인 삶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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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보자… 투우사입니다. 그래요, 투우사예요.” 

“나는 B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엘리노어는 무심코 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턱수염이 있기 때문이죠.” 

“지당한 말입니다.” 루크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몬태규 박사가 되겠군요. 나는 방콕에 살고 내 취미는 

여자에게 치근대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몬태규 박사가 재미있어 하며 반박했다. “나는 

벨몬트에 살거든.” […]  

“화가의 모델이 내 전업이에요.” 엘리노어는 생각을 멈추려고 

재빨리 말했다. […]  

“아아,” 테오도라가 말했다. “나는 귀족의 딸이에요. 평소에는 

실크와 레이스와 금빛의 옷을 입지만, 여러분들 사이에 나타나기 

위해 내 시녀의 화려한 옷을 빌려 입었어요.”  

 

“Now that we know which of us is me,” Luke said, “let me identify 

myself further, I am, in private life—assuming that this is public life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actually private—let me see, a bullfighter. 

Yes. A bullfighter.” 

“I love my love with a B,” Eleanor said in spite of herself, “because 

he is bearded.” 

“Very true.” Luke nodded at her. “That makes me Doctor 

Montague. I live in Bangkok, and my hobby is bothering women.” 

“Not at all,” Dr. Montague protested, amused. “I live in Belmont.” 

[…] 

“I am by profession an artist’s model,” Eleanor said quickly, to 

silence her own thoughts. […]  

“Alas,” Theodora said, “I am a lord’s daughter. Ordinarily I go 

clad in silk and lace and cloth of gold, but I have borrowed my 

maid’s finery to appear among you.” (원문 이탤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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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람은 “투우사”나 “화가의 모델,” “공주” 등 힐 하우스에 오기 전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무관하게 허황되며, 그 자체로서도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캐릭터를 내세운다. 가령 루크가 빈 방 중 하나에 들어설 때 그는 

‘루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러므로 “몬태규 

박사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방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이 선택한 지위와 굳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지위를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을 “화가의 모델”이 점유하더라도 그 옆 방을 “공주”가 

차지할 수 있다. 이처럼 힐 하우스 안에서는 관계의 속성이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이 나름의 방식으로 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유동적 관계를 조장하는 힐 하우스에서, 힐 하우스로 오는 길에 

엿보였던 엘리노어의 독립성은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만다. 힐 하우스 안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물리적 근접성에 의존하여 관계를 만들려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에 의해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는 태어나면서 가족관계에 역시 우연히 소속되는 바와 

유사하다. 엘리노어는 독립된 성인 주체로서 원하는 관계와 그 상대방을 

직접 선택하는 대신, 가족 형식의 관계 맺기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테오도라는 엘리노어와 공통 분모가 전혀 없는 타인으로, 

인접한 푸른 방(blue room)과 초록 방(green room)의 점유자로서 처음 

만난다(5). 엘리노어는 수많은 방들 중 더들리 부인(Mrs. Dudley)이 

“무작위로 방문을 연 것으로 생각되는” (opened a door, perhaps at random, 

인용자 강조) 푸른 방에 머문다(27). 어떤 필연성도 없이 “무작위로” 들어간 

방이므로 엘리노어가 이 방에 머물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테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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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어쩌다 루크와 몬태규 박사보다 힐 하우스에 먼저 도착하여 푸른 방과 

“똑같이 생긴” (exactly alike), 옆의 초록 방을 쓰게 되었을 뿐이다(30-31). 

이를 시사하듯 엘리노어는 테오도라가 힐 하우스에 도착하자 “누군가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thank heaven somebody’s here,” 인용자 강조 30) 

말한다. 자유로운 관계 맺기가 가능한 만큼 엘리노어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더라도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가장 먼저 만난 

테오도라와 깊은 유대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노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부끄러움을 탐에도 […] 불구하고 테오도라와 만난 지 30분을 

채 넘기지 않아 그녀를 매우 가깝고 소중하게 느꼈다” (always shy with 

strangers […] yet had come in no more than half an hour to think of 

Theodora as close and vital, 35). 엘리노어가 다른 환경에 놓였더라면 

이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유대 관계에 만족하는 대신 독립된 성인으로서 

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힐 

하우스에서 관계의 가능성, 더욱이 과거처럼 억압적이지 않은 관계의 

기회가 제시되는 순간 엘리노어는 그녀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인 

가족관계로 돌아가고 만다. 엘리노어와 테오도라가 “두 어린 아이들처럼” 

(like two children), 마치 우애 좋은 어린 자매처럼 힐 하우스의 풀밭과 

개울가(brook)를 뛰어다니는 모습은 이를 암시한다(36-37). 이때 자매 

관계도 힐 하우스 안에서 두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임은 사실이고, 이는 

처음 만난 엘리노어에게 “‘우린 사촌 지간인 게 확실[하다]’” (“I’m positive 

we’re cousins”)는 테오도라의 장난기 어린 말에서도(38) 드러난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힐 하우스가 허용하는 일종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17가 취할 

                                            
17  ‘동반자 관계’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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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러 양태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노어는 가족 

외의 다른 가능성은 떠올리지 못하는 까닭에 동반자 관계를 가족관계와 

이내 동일시한다.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 안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일종의 핵가족 관계로 

구체화하는 모습은 친밀감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테오도라 외에 루크와 

몬태규 박사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네 사람은 응접실(parlor)을 “일종의 

공동 휴게실” (a kind of a common room)로 사용하는데(45), 엘리노어는 

응접실 한 켠에서 “[자신]이 이 방의 네 번째 사람” (I am the fourth person 

in this room)이자 “이들 중 한 사람” (I am one of them)이라며, 그들을 

하나의 유대 관계로 묶는다(43).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엘리노어에게 이러한 유대 관계는 이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they were 

a family,” 71). 이에 따라 기존에 특정한 사용 목적이 없었던 응접실은 여느 

가정집의 거실과 같은 기능을 부여 받는다. 힐 하우스가 가정집(family 

home)이라면(Lootens 156), 이는 힐 하우스가 본디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관계들 중 가족관계가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엘리노어가 네 사람이 모여있는 “[응접실이] 실재한다고 스스로 되뇌는” 

(telling herself that [the parlor] was real, HH 43) 모습은 응접실이 새로이 

가족 공간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자신을 포함한 네 사람이 가족이 

되었으며, 그것이 “실재”하는 공간에서 분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네 사람의 관계가 가족으로 결정되었다면 구성원 각자가 쓸 

방도 “실재”해야 한다. 가족이 사는 집에서 구성원은 각기 홀로 소유하는 

                                                                                                               

대비하여, 기존에 아무런 관련이 없던 개인들이 우연히 만나 유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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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할당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노어는 “참지 못하고” (unable to 

resist) 다른 세 사람에게 그들의 방은 무슨 색인지 묻고, 다른 사람들의 

방은 각각 초록, 노랑, 분홍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66). 방들이 서로 다른 

색깔이라는 사실은 본디 어떤 의미도 내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를 집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은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방에 대해 지닌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다시금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엘리노어는 어린 아이의 자아로 완전히 회귀하고, 

이는 ‘자신의’ 푸른 방에서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엘리노어는 푸른 방의 방문을 잠그고 “침대 이불 아래 깊숙이 숨어 킥킥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데에 

기분이 좋았다” ([h]idden deep in the bed under the blankets, she giggled 

and was glad that none of the others could hear her)고 말한다(67). 

가족들이 각자의 방에서 쉬는 동안 자신에게 허락된 방에서 “킥킥 웃[는]” 

엘리노어의 모습은 영락없이 자기 방에서 즐거워하는 어린 소녀를 

상기시킨다. 이는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채 지냈던 언니네 집, 즉 “도시에서 

[…]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잤던 적이 없었던” ([i]n the city [she] never 

slept with her head under the covers, 67) 것과는 대조적이다.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에서 낯 모르는 타인과 가족이 되고 목적 없는 방들을 가족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며 힐 하우스에 차츰 빠져든다.  

갈망하던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 방식이 억압적이지 않다는 점 또한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에 더욱 깊이 

이끌리는 이유다. 그녀가 바랬던 대로 핵가족의 일원이 되면서도, 이전처럼 

어머니의 끝없는 부름에 응답하는 등 의지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에서의 첫 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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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더러운 식기를 치워야 한다는 강박을 

잠시 느낀다. “[그녀]의 어머니는 식탁을 아침까지 이런 상태로 놔둔 채 

일어서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기” ([her] mother would never let [her] 

get up and leave a table looking like this until morning, 원문 강조 89) 

때문이다. 과거에 식당은 식기를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딸의 의무와 연계된 

곳이었던 까닭에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의 식당에서도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여느 집에서 식기를 치우는 등의 가사 노동은 가족 구성원, 특히 

주부 역할을 하는 여성이 수행하지만 힐 하우스에서는 이곳에 고용된 

더들리 부인(Mrs. Dudley)이 도맡아 처리한다. 아무런 표정 없이 “‘[아침 

식사] 식탁은 열 시에 치[운다]’” (“I clear off at ten”)는 말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모습에서도 시사되듯, 더들리 부인은 힐 하우스에 머무는 네 

사람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즉 더들리 부인은 이들로 구성된 

핵가족의 일원이 아니면서도 집을 드나들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핵가족을 유지하는 데에 실상 문제가 되는 존재다. 

그러나 핵가족의 이방인인 더들리 부인이 가사 노동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엘리노어에게는 오히려 그녀가 꿈꾸던 방식의 가족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 가족관계는 구체적으로, 핵가족의 외양을 

취하면서도 더들리 부인을 과거 귀족 저택에서 주인 가족과 함께 지내던 

하인처럼 간주하는 양상을 띤다. 엘리노어가 어머니와 지낼 때처럼 더러운 

접시를 억지로 씻는 대신 나머지 세 사람의 가족들과 소풍을 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는 데에서도(90) 암시되듯, 이는 가사 

노동을 가족이 아닌 하인의 일로 치부함으로써 그녀가 원하는 방식의 

핵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저택의 하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중은 들지 않[기]’” (“[I] don’t wait on people”) 때문에 더들리 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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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어가 간주하는 바와 다른 존재로 드러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노어는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한 가지 측면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에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한다” ([she 

is] unbelievably happy, 100). 힐 하우스 내부로 초대 받았다는 그녀의 

행복감은 둘째 날 아침식사 자리에서 더없는 “즐거움”에 휩싸이는 다음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엘리노어는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식탁 머리로 달려가 박사를 껴안고 싶었다. 흥얼거리면서 

길게 뻗은 잔디밭을 빙글빙글 돌거나, 노래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팔을 흔들며, 힐 하우스의 방들을 둘러싸는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싶었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즐거움에 눈을 재빨리 감았다가, 박사에게 얌전히 

말했다. “그럼 오늘은 무얼 하나요?” 

 

Suddenly, without reason, laughter trembled inside Eleanor; she 

wanted to run to the head of the table and hug the doctor, she 

wanted to reel, chanting, across the stretches of the lawn, she 

wanted to sing and to shout and to fling her arms and move in great 

emphatic, possessing circles around the rooms of Hill House; I am 

here, I am here, she thought. She shut her eyes quickly in delight 

and then said demurely to the doctor, “And what do we do today?” 

(104) 

 

엘리노어는 자신이 원했던 방식대로 가족들과 함께 힐 하우스에 머물고 

있음을 새삼 실감한다. 그녀는 “마치 아기처럼” (“[l]ike a baby”) 푹 자고 

일어나(101)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104),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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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소리는 힐 하우스의 복도를 따라 울린다” (the sound of their laughter 

echo[es] along the halls of Hill House, 105). 여느 가족처럼 행복하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는 상황은 엘리노어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이 

현실화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테오도라, 루크를 

“아이들”로 여기는 (“[y]ou’re […] like a pack of children,” 104) ‘아버지’인 

박사의 말에 반응하며, 그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그녀]는 [힐 

하우스]에 있[음]”으로써 이러한 행복감을 맛본다. 그래서 엘리노어는 

“잔디밭”과 “힐 하우스의 방들”을 “빙글빙글 [도는]” 등, 문자 그대로 힐 

하우스 내부를 누비면서 그 안에서 찾은 행복감을 더욱 깊이 만끽하려 한다.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가 제공하는 유연한 관계를 그녀가 원했던 형태의 

핵가족 관계로 변환하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는다. 하지만 엘리노어가 

“즐거움”을 찾은 바로 그 유동성으로 인해 그녀의 갈망을 배신할 수 있는 

반전 요소, 즉 세즈윅이 말한 이중성이 생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는 힐 하우스에서 맺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동반자 관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엘리노어가 관계의 가능성을 핵가족으로 한정하고 

이를 영속화하려는 순간, 그녀는 이 욕망을 거부하는 장벽과 맞닥뜨리게 

된다. 힐 하우스 안에는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방들이 불규칙하게 

자리잡고 있어 뜻하지 않은 방 및 그 안의 타인과 만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엘리노어를 상당히 매료시켰다. 그러나 설사 가족이란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방들이 목적 없이 배치된 이상 그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는 힘들다. 교외의 주택에서 핵가족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되던 

바와 같이, 어느 공간에서 형성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관계의 속성에 

따라 공간들의 의미가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 공간과 결부되는 

상대방의 정체성 역시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힐 하우스에서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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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방들의 의미를 정의했다 하더라도 곧 또 다른 경로들이 드러난다. 

이에 따라 관계의 안정성은 취약해 지고 관계를 맺는 행위 혹은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로 안을 헤매다 어느 한 구석에 

예기치 않게 다다르듯이, 가족관계는 불확실하며 일시적인 가능성의 

일환으로서 탐색될 수 있을 뿐이다. 방이 배치된 복잡한 방식은 거듭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고, 이에 공간의 의미는 안정되지 못한 채 흔들린다: 

 

“사실 1층은 방들이 거의 동심원 구조라 부를 만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요. 중심에는 우리가 어젯밤 앉아있었던 아담한 

응접실이 있죠. 말하자면, 그 주위를 일련의 방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구장이라던가, 방 전체가 장밋빛 새틴으로 

꾸며진 음침한 서재라던가…” […]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싸고 있는 방들이 있는데…이 방들은 

밖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문이 전혀 없어서 내실(inside 

rooms)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들엔 창문이 없어요…그리고 이 

방들을 외실(outside rooms)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응접실, 

서재(library), 온실, 그리고…” […] 

“그리고 발코니는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응접실, 온실, 작은 

응접실에서 발코니 쪽으로 열리는 문들이 있죠. 그리고 복도가 

있는데…” 

 

“Actually, the ground floor is laid out in what I might almost call 

 concentric circles of rooms; at the center is the little parlor where 

 we sat last night; around it, roughly, are a series of rooms—the 

 billiard room, for instance, and a dismal little den entirely furnished 

in rose-colored satin—” […] 

 “—and surrounding all these—I call them the inside rooms because 

 they are the ones with no direct way to the outside; they hav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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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you remember—surrounding these are the ring of outside 

 rooms, the drawing room, the library, the conservatory, the—” […] 

“And the veranda goes all around the house. There are doors 

opening onto the veranda from the drawing room, and the 

conservatory, and one sitting room. There is also a passage—” (73) 

 

힐 하우스에서는 이전과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도착점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촘촘히 배치된 방들로 인해 그 경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응접실”에서 “당구장”과 “내실,” 그리고 “온실”을 거쳐 “발코니”로 나갈 

수도 있고, “장밋빛 새틴으로 꾸며진 . . . 서재”와 “내실,” “작은 응접실”을 

통해 같은 곳에 이를 수도 있다. 힐 하우스에 처음 들어선 시점에서는 아직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들을 탐색할 때마다 다른 양태의 

관계가 예비된다는 사실이 추후 맺을 관계의 선택 폭을 넓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계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는 반면, 힐 하우스의 방들은 늘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시사하듯 힐 하우스를 집이라 

확정하고 내부에 진입했다는 행복감을 맛보기 무섭게(45), 엘리노어는 

식당으로 가는 길을 되짚는 데에 실패하고 낯선 방과 맞닥뜨린다(70).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방이 그녀가 정립했던 경로에 끼어들어 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시간 경과에 반응하지 않은 채 본래의 상태로 

남아있는 내부 공간은 결과적으로 가족관계의 영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의 방들과 관계의 유동성을 무리하게 가족관계로 

고정시키려 할 때마다 이를 불가능케 하는 특성은 한층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녀가 사실 공간 외부에서 맴돌고 있었음을 일깨운다.  

한편 다른 인물들은 힐 하우스의 힘에 점차 매몰되는 엘리노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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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매혹하면서도 수용하지 않는 힐 

하우스의 이중성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특히 엘리노어가 가족으로서 

가장 깊은 유대를 느끼는 테오도라는 그녀와는 가히 상반된 방식으로 힐 

하우스에서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든다. 

테오도라는 “[네 사람이] [힐 하우스에] 고립되었다”고 (“we have been 

marooned,” 111) 인식하고, 폐쇄적 영역 안에서 불확정적인 유대 관계들이 

거듭되는 과정을 마치 유희처럼 받아들인다. 테오도라는 엘리노어와 만난 

첫 날 둘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우스운 삼촌이 천 명이나 있었다는 등(38) 

가족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 놀이를 하듯 상상한다. 가족관계가 

엘리노어에게 절대적이며 유일한 것임에 반해, 테오도라에게는 이처럼 

특수하게 배치된 공간 속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므로 

테오도라는 같은 공간에서도 이전과 다른 관계를 쉬이 형성할 수 있다. 

가령 응접실은 남자 ‘가족’들이 옆에서 체스를 즐길 때 테오도라와 

엘리노어가 나란히 붙어 앉아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던(62, 92) 가족 

공간이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응접실에서 “[힐 하우스 체류가] 이렇게 

지루할 줄 몰랐다”(“I had no idea [it] would be so dull,” 62)며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뜻을 내비치다가 이내 “‘[자신이] 향수병에 걸린 것 

같다’” (“[p]ossibly I’m homesick”)고 말함으로써 한동안 그 안에서 즐기던 

가족관계가 효력을 다했음을 암시한다(92). 응접실 밖 복도와 그녀의 방 

벽에 “엘리노어가 집으로 돌아오게 도와줘요” (HELP ELEANOR COME 

HOME [ELEANOR], 원문 대문자)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시점이(107-08, 

113-16) 테오도라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시도해 볼 전환점이 된다. 복도 

벽에 문구가 나타났을 때 테오도라는 응접실에서 엘리노어에게 이 문구를 

“네가 직접 썼을 지도 모른다”고 (“[m]aybe you wrote it yourself,”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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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그녀의 분노를 사고, 이로써 사실상 가족관계를 종결시킨다. 같은 

문구가 테오도라의 방에서도 목격되고 난 후에는 응접실과 두 여인의 방은 

이제 연인관계와 흡사한 유대를 탐색하는 공간으로 재정의된다. 테오도라가 

엘리노어의 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116) 푸른 방은 자매가 쓰던 

방에서 동성 연인과 동거하는 곳으로 바뀐다. 같은 맥락에서 엘리노어와 

자매로서 앉아있던 응접실에서 테오도라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가장 두렵다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뺨을 엘리노어의 손에 갖다 

댐으로써 둘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표시한다(118). 그러나 테오도라가 힐 

하우스의 특성에 따라 여러 관계들을 오가는 모습은 그녀와 안정된 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엘리노어에게는 무심함이나(92) 이기심으로 

비춰지면서(108), 그 관계에 더욱 매달리게 만든다. 특히 벽에 문구가 

나타난 사건은 이미 흔들리는 가족관계에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온다. 

테오도라처럼 유동적으로 다른 관계로 옮겨가지 못하고 가족관계에 더욱 

매몰되는 까닭에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의 유동적 공간성에 유독 고통 

받는다. 

테오도라는 이내 엘리노어와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루크와 “나무둥치에 기대어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웃는 등” (leaning against 

a tree trunk and talking softly and laughing) 엘리노어 대신 그와 연인과 

같은 관계를 맺는다(159). 엘리노어는 절박하게 힐 하우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들을 부유하며 가족이 될 또다른 상대를 찾으려 하지만 

그 역시 실패한다. 이를테면 엘리노어는 자신의 가족관계가 정말 끝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I’ve got to find out), 테오도라와 루크가 연인 

관계를 시험하는 “여름 별장 뒤 그림자 속에 깊이 숨어” (hidden deep in the 

shadows behind the summer house) 두 사람을 지켜본다(161-6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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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Arthur)와 몬태규 박사가 이야기하는 응접실과(163) 몬태규 부인(Mrs. 

Montague)과 더들리 부인(Mrs. Dudley)이 담소를 나누는 식당 문(164) 

뒤에서도 서성거려보지만, 어디에서도 엘리노어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힐 하우스에 머무는 사람들과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시점에서 엘리노어가 형체가 없는 “누군가” (someone)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느끼는 것은(166-67)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엘리노어처럼 힐 하우스의 힘에 휩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이지 않는 존재는 가족관계에 

모두 실패하여 궁지에 몰린 엘리노어가 만들어 낸 환상일 개연성이 높다. 

힐 하우스에서 외부화되는 경험을 괴롭게 되풀이하다 못해 자신이 힐 

하우스 내부에 진입했다는 만족감을 상상해 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억 

때문에 들어서지 못했던 서재가 오히려 기분 좋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까닭도(171) 힐 하우스 안에 안착했다는 허구적 만족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에 취해 서재의 낡은 계단을 뛰어 

올라간 엘리노어를 다시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은(171-74) 내면으로 

침잠하면서까지 가족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그녀의 시도가 끝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무는 투숙객 혹은 가벼운 

친구로서 심각한 위험에 처한 그녀를 돕기 위해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서재는 이미 가족 공간이 아니다. 이처럼 그 누구와도 항구적인 가족관계를 

맺지 못한 데다가 의지에 반해 힐 하우스에서 아예 쫓겨날 상황에까지 

처하면서(176) 엘리노어는 그 내부에 들어서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내몰린다.  

비로소 집에 왔다며 힐 하우스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인식할 

때마다 엘리노어는 그로부터 거부당하며 외부에서 겉돎을 느낀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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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처지에 놓인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도 외부로 

떠밀릴 위기에 처하는 셈이다. 절박함이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 밖으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힐 하우스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엘리노어를 계단에서 데리고 내려온 이후, 엘리노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돌려 보낼 것에 합의하고 힐 하우스를 그저 

잠시 체류했던 곳으로 간주하면서(179) 집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를 끝내 떠나지 못하고 자동차로 대문 안쪽의 

나무를 향해 돌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힐 하우스를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엘리노어의] 소유”로 (“Hill House belongs to [her],” 181)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든 공간 내부에 들어서서 그 안에 영구히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힐 하우스의 물리적 경계를 이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껏 엘리노어가 내부에 진입하려 할 때마다 부딪혔던 위압적인 장벽을 

뚫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장벽을 붕괴시킬 때, 즉 힐 

하우스를 고딕공간으로 만드는 이중성의 근원을 제거할 때 엘리노어는 

비로소 그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앞서 세즈윅은 고딕공간의 

장벽이 압도적인 만큼 이를 무너뜨릴 때 가공할 폭력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힐 하우스의 장벽도 지금까지 엘리노어를 몰아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나무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she] pressed her foot down hard on 

the accelerator, 181) 정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붕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노어의 죽음은 장벽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방법인 

폭력의 극단적 결과다. 그녀를 번번히 배제하는 힐 하우스에 집착하던 

엘리노어가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힐 하우스란 고딕공간이 지닌 

이중성의 매혹과 위험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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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건재하는 고딕공간 

 

힐 하우스의 장벽을 붕괴시켜 그 이중성을 해소하려 했던 엘리노어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힐 하우스는 여전히 고딕공간으로서 건재하다. 힐 

하우스는 무너지는 대신 엘리노어처럼 스러질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waiting) 때문이다. 엘리노어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힐 하우스의 

일부가 되려 했지만 이를 그녀의 승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힐 하우스는 

엘리노어의 잔인한 죽음을 유도하고, 방조하고서도 이전과 변함없이 

굳건하다. 즉 엘리노어의 자살은 힐 하우스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힐 하우스가 지닌 힘은 한 번 더 입증된다:  

 

광기 어린 힐 하우스는 어둠을 품은 채 언덕을 등지고 서 있었다. 

이는 팔십 년간 그렇게 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팔십 년을 더 서 

있을 것이다. 벽은 여전히 꼿꼿하고 벽돌은 빈틈없이 쌓여 있으며, 

바닥은 견고하고 문은 분명하게 꽉 닫혀 있다. 적막은 힐 하우스의 

목재와 석재에 내려앉아 있다. 그리고 그곳을 걷는 것이 무엇이든, 

이는 홀로 걷는다. 

 

Hill House itself, not sane, stood against its hills, holding darkness 

 within; it had stood so for eighty years and might stand for eighty 

 more. Within, its walls continued upright, bricks met neatly, floors 

 were firm, and doors were sensibly shut; silence lay steadily against 

the wood and stone of Hill House, and whatever walked  there, 

walked alone. (182) 

 

작품은 도입부와 동일한 위 인용문으로 끝난다. 힐 하우스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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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려는 엘리노어의 극단적 시도가 무색하게, 예전처럼 힐 하우스의 

“벽은 여전히 꼿꼿하고 […] 문은 확고히 닫혀 있다.” 힐 하우스의 힘은 한 

사람의 죽음을 유발하고도 약화되지 않은 것이다. 즉 엘리노어의 죽음은 그 

힘을 가시화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이는 남은 세 사람에게도 각인된다. 

물론 이들도 힐 하우스의 영향력 속에서 지내고 난 뒤 삶의 궤도가 

달라졌다는 점은(182) 엘리노어와 다르지 않다. 엘리노어의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힐 하우스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두려운 사례다. 그래서 이들은 힐 하우스가 유발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힐 하우스를 그대로 놓아둔 채 떠나는 쪽을 택한다(182). 

힐 하우스는 네 사람이 방문하기 전보다 한층 더 위압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는 셈이다. 나아가 힐 하우스는 앞으로 “팔십 년을 더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노어들’을 얼마든지 더 만들어 낼 수 있다. 도시 

공간에 거주하는 엘리노어와 같은 사람들을 또 다시 유혹할 수 있다는 

데에서 힐 하우스의 마력은 어떤 보편성을 띠게 된다. 엘리노어의 죽음은 

단순히 병적인 개인의 불안한 심리가 폭주한 사건이 아니라 “광기 어린” 

고딕공간이 유도한, 그리고 유도할 결과들 중 하나일 뿐이다.  

『힐 하우스』가 그리는 고립된 고딕공간은 도시 공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현대인을 강하게 매료시킨다. 엘리노어에게 그 

가능성은 이전에 허락되지 않았던 방식의 가족관계와 등치되고, 힐 

하우스는 그녀에게 대안적 공간이 된다. 하지만 고딕공간은 그에 미혹된 

개인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개인을 더 깊은 

수렁으로 유도할 따름이다. 결국 엘리노어와 같은 개인은 자신을 압도하는 

고딕공간의 무게를 넘어서고자 스스로를 부수는 결과로 귀결될 폭력까지도 

감행한다. 개인을 가로막는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데에 엄청난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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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공간이 지닌 견고한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힐 하우스』 속 고딕공간은 한 사람의 희생에 무관심한 채 또 다른 

희생자를 예비하는 곳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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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샤이닝』: 고딕공간의 한계와 가족의 분열 

 

1. 호텔: 자본주의의 모순과 고딕공간의 이중성 

 

제 1장에서 논의한 『힐 하우스의 유령』에서 힐 하우스는 견고한 

장벽을 매개로 가족관계에 대한 엘리노어의 욕망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지니면서도 거부하는 이중성을 지닌 공간이다. 엘리노어는 이곳에서 그녀가 

원하는 방식의 가족을 형성하려는 욕망을 추구하고, 그 내부는 엘리노어가 

원하는 가족관계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녀를 매료시킨다. 

하지만 엘리노어가 이러한 관계를 추구할수록 그 영속화를 거부하는 공간의 

다른 측면이 드러난다. 힐 하우스의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수많은 

방들은 특정한 사용 목적을 부여 받지 않은 채 의미가 ‘비어있는(vacant)’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고정된 역할과 그에 기반한 안정적 

상호작용이 담보되지 않고, 우연적이고 유동적인 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가족관계에 대한 욕망이 번번히 좌절됨에 따라 엘리노어는 이에 

더욱 집착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한다. 그러나 엘리노어의 절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흔들림이 없다. 엘리노어는 힐 하우스가 빚어낸 또 하나의 희생자일 

뿐이며, 그녀의 고군분투에 관계 없이 굳건히 서 있는 힐 하우스는 

세즈윅이 말한 압도적인 고딕공간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다.  

힐 하우스는 인물의 죽음을 유도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공간에 내재한 이중성은 힐 하우스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즈윅이 말한 고딕적 힘을 만들어 내는 한편,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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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 공간이 임의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장벽이 발생하는데, 본래 동질적이었던 공간을 상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벽의 존재는 내적 모순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중성을 유지하여 고딕공간을 지탱하려면 그 모순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어떤 기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제는 장벽의 임의적 본질을 

감춤으로써 공간의 분리 상태를 필연적인 것으로 가장하고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기제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고딕공간이 품은 모순은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고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분리 상태를 지속하여 

공간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그러한 상태의 모순을 강력히 반증할 

뿐이므로, 자기보존을 꾀할수록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티븐 킹의 『샤이닝』은 견고한 힐 하우스와 달리 

이중성이 몰락하며 무너지는 고딕공간을 보여준다. 『샤이닝』의 오버룩 

호텔은 이중성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고딕적 공포를 유발하다 종래에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토렌스 가족이 머무는 동안, 손님과 직원들로 북적이는 

영업 기간의 일상적 모습에 가리워져 있던 호텔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난다. 

그러나 엘리노어의 자살을 촉발한 뒤에도 건재하던 힐 하우스와 상이하게, 

오버룩은 토렌스 가족을 매개로 고딕적 공포를 양산하다 그 자신도 

붕괴되고 만다. 하지만 공간이 무너진다는 독특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샤이닝』에 대한 기존 비평에서 이러한 측면은 뚜렷이 조명되지 않았다. 

『샤이닝』이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대에는 본 작품을 포함해 

초자연적 현상이나 비이성적 공포 등을 다루는 소설들은 소위 오컬트 

문학(occult literature)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샤이닝』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호텔에 남아있는 유령 등의 초자연적 존재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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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었다. 일례로 스카넬(Tim Scannell)은 『샤이닝』의 오컬트적 성격, 

즉 초자연적 소재와 비논리적인 사건 전개를 지적하며, 본 작품이 이성적 

비평 능력을 저해하고 정신적 장해를 유발한다고 혹독하게 비판한다(22). 

한편 코힐(Sheila Coghill)은 『샤이닝』의 이와 같은 성격이 종종 외면되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조명하는 데에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25). 두 갈래의 견해는 작품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초자연적 요소를 전제하고 그에 주목하여 

『샤이닝』을 읽어낸다. 이같은 비평은 오컬트 장르 문학 전반의 의의에 

주목하는 까닭에 개별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샤이닝』은 초자연성으로 표상되는 오컬트 문학의 한 예시 정도로 

다뤄지고, 호텔 공간에 관한 묘사에 있어 초자연성 이면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의 비평들은 『샤이닝』의 초자연성을 구체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내는 것에 주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딕소설 비평의 주요한 

조류였던 정신분석학적 접근법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각은 초자연적 

요소와 그로테스크한 대상으로 가득해 비현실적으로 비춰지는 작품 속 

세계가 현실에 가하는 울림을 포착한다. 예를 들어 브럼(Steven Bruhm)은 

동성애적 욕망을 전제로 『샤이닝』을 포함한 고딕 소설에서 아이(child)가 

재현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빈번히 불거지는 폭력을 파고든다. “고딕적 

아이”는 성인으로 사회화되기 전 억압되지 않은 이드를 지닌 파괴적 존재로, 

성인 주체의 내면에 자리잡고 성인 주체의 동성애적 욕망을 촉발하기 

때문에 종종 살해의 대상이 된다(102-06). 심령 능력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아들 대니(Danny Torrance)를 살해하려는 성인 남성 잭의 

행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강인한 남성성을 습득하지 못한 내면의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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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하려는 행동과 같다는 것이다(108). 18  이러한 견해는 『샤이닝』의 

비이성적 세계에서 이성과 규범의 포장이 제거된 인간 내면을 읽어냄으로써 

일련의 비현실적 요소가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니를 남성 주체가 두려워하는 사회화 이전의 존재에 대한 예시로 

제시하는 브럼의 비평에서 볼 수 있듯, 분석의 초점이 인물의 심리에 

맞춰지는 까닭에 작품 전반이 심리에 대한 상징으로 읽히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오컬트 장르 비평에서 간과되었던 공간이 비평적 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공간 자체의 특성보다는 인물 내면과의 어떤 알레고리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품 속 공간이 

자리잡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현실이 탈락되어 작품 해석이 일원적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다.  

『샤이닝』을 작품의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 견해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비평에서 분석의 초점이 인물의 심리로 수렴하며 

작품의 역사성이 흐려졌던 점을 비판하며, 이를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해당 

                                            
18 클레어 핸슨(Claire Hanson)은 『샤이닝』을 논의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킹의 소설 전반에 대해 역시 정신분석학 비평의 주요한 갈래인 여성고딕의 

맥락에서 비평적 견해를 개진한 바 있다. 핸슨은 크리스테바가 제시한 젠더화된 

주체 및 아브젝시옹(abjection) 개념을 차용하여 킹의 작품들이 특히 남성적 

주체(masculine subject)에게 매력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153). 핸슨에 따르면 

킹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혐오스러운 대상,’ 곧 아브젝시옹을 유발하는 피나 

배설물과 같은 요소는 남성적 주체로 하여금 가부장적 상징 질서(symbolic 

order)에서 억압되었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분출시키는 쾌락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킹의 소설에 등장하는 ‘혐오스러운’ 여성 인물들, 가령 『 캐 리 』 (Carrie, 

1974)의 주인공 캐리가 돼지 피를 뒤집어쓴 모습이나 『 미 저 리 』 (Misery, 

1987)에서 폴 셸든(Paul Sheldon)에게 목숨을 건 소설 쓰기를 강요하는 애니 

윌크스(Annie Wilkes)는 가장 두드러진 예다(Hanson 14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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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의 비평은 오버룩 호텔을 움직여 온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와 공격적 

남성성, 그리고 이에 집착하는 잭의 왜곡된 내면 등을 논점으로 다룬다. 

베일리(Dale Bailey)는 오버룩이 개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미국 자본주의와 

진취적 남성성을 내세우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를 표상한다고 하며, 

폭력적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자기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잭이 그 냉혹한 

질서의 피해자라고 말한다(98-99). 대븐포트(Steven Davenport)도 베일리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잭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남성성에 

대해 지닌 콤플렉스와 그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 

『샤이닝』의 근간을 이룬다고 지적한다(319-21). 나아가 대븐포트는 잭이 

갈망하는 남성성이 그럴듯한 “직업 혹은 일(work)”로 표상된다는 점에 

주목한다(322). ‘일’은 왜곡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투사하며, 오버룩 

호텔이 잭에게 이처럼 일그러진 시스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외와 폭력이 양산된다는 것이다(322). 베일리와 대븐포트의 시각은 

『샤이닝』을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초자연적 대상을 

다루는 오컬트 소설이나 도착적(perverted) 심리에 대한 탐험을 넘어 역사적 

현실과 밀착된 텍스트로 볼 수 있게 한다. 즉 유령이 출몰하는 오버룩 

호텔은 현실과 동떨어진 초자연적 세계나 개인의 욕망이 투사된 귀신들린 

집의 변주가 아니라 비틀린 사회 현실을 투사하는 대상이다. 가족을 

살해하려는 한 사람의 광기는 오버룩의 광기, 나아가 오버룩이 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가 품은 광기의 징후이며, 가령 일이나 강인한 남성성에 대한 

갈증은(Davenport 319) 그 광기의 특질을 읽어내는 핵심어가 되는 것이다. 

오버룩은 창립자인 거물 사업가 호러스 더웬트(Horace Derwent)를 위시해 

굵직한 부유층 인물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는데, 그는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가히 최고의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인물로 대븐포트가 말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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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적인 승리자 남성의 전형이다. 그리고 오버룩 호텔의 호화로운 내부 

공간과 곳곳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들은 더웬트와 같은 탐욕스런 이들이 

지배하던 1970년대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탐욕스런 면모를 비춘다(Bailey 

99).19  

베일리와 대븐포트의 논의는 『샤이닝』과 자본주의 시스템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조명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오버룩 호텔을 포함한 물리적 공간을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오버룩 호텔은 외부의 무엇에 대한 두루뭉술한 

상징으로 인식된다. 20  내부 공간 구석구석에 기민한 시선이 미치는 대신 

                                            
19  이외에도 본 문단에서 언급한 비평들과 조금 다른 시점에서 작품이 출간된 

시기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 비평들도 보인다. 일례로 믹알리어(Patrick 

McAleer)는 킹의 작품이 그가 속한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공동체의 붕괴, 실패만이 예고된 미래 등 당시의 암울한 현 주소를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믹알리어의 시각에서 킹의 호러 문학은 

“흥미거리가 아니라, 미국 역사의 격동기를 […] 다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매우 

진중한 시도”에 가깝다(1213). 알레그레(Sara Martín Alegre)는 믹알리어와 비슷한 

시점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내적 불안정함이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불안과 실패의 

두려움으로 표면화되며, 이러한 불안이 종종 아이에 대한 가학 행위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107-08). 아이에 대한 증오와 폭력의 동기를 부모의 억압된 욕망에서 

찾았던 브럼과 달리, 알레그레의 시각에서 가장 주된 원인은 문제적 시대 상황이 

양산한 불안이다. 알레그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포착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작품의 도덕적(moral) 의무에도 

주목한다. 킹의 작품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으나, “[당대의 

도덕적 문제에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나름대로 재현해 낸다는] 사실 자체가 곧 

작품의 도덕적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다(113). 

20  시어스(John Sears)는 고딕공간은 인물의 왜곡된 내면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고유하게 지시하는 대상을 지닌 모종의 “비유”(trope)라고 주장한 바 있다(158). 

시어스의 논의에서 고딕공간은 비유를 매개로 독자적 의미를 창출할 원동력을 지닌 



 

 58 

오버룩 전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뭉뚱그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버룩이 추상적 상징으로서뿐 아니라 호텔이란 물리적 

공간 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힘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 오버룩에서 

작동하는 고딕공간의 메커니즘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면을 포착한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이다. 왜곡된 자본주의의 축소판인 오버룩이 토렌스 

가족의 유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이 지적되지만(Davenport 323) 정작 

그것이 호텔 안에서 구현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비하다. 

나아가 오버룩 내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재한 까닭에 호텔에서 일련의 

끔찍한 사건을 겪는 웬디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빚어낸 희생자의 예시로 

취급된다. 대븐포트는 웬디를 포함한 킹의 작품 속 여성들이 행동 능력이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는 견해에(Russell 1996) 동의하면서, 역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메리 파(Mary Pharr)의 말을 빌려 웬디의 

“무기력함”(pathetic)을 비판한다(319-20). 웬디는 불안정한 결혼 생활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양산하는 경제적 문제임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타개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잭과 다를 바 없이 가족을 지키는 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320-23). 하지만 여성이며 가정주부인 웬디가 잭이 가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은 두 사람이 오버룩 안에서 상이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대븐포트의 견해에서 호텔은 추상적 상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 웬디와 잭이 서로 다른 양태의 힘에 노출되고 대니의 존재가 

두 사람의 갈등을 전에 없이 첨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양상이 

다름아닌 호텔 공간에서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이유는 주목의 대상에서 

                                                                                                               

영역으로, 그 고유한 힘을 기점으로 서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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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난다. 두 사람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호텔 공간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굵직한 사건들을 야기하는 잭의 내면 변화와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기 쉽다. 웬디가 보이는 “무기력함”은 그저 잭을 휘어잡은 

시스템의 힘을 반증하는 부수적 사례로 간주되고21 대니로 말미암은 일련의 

폭력적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고딕공간에 상징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보여주는 한계는 고딕공간 자체로 분석의 초점을 옮겨야 할 

필요성을 반증한다. 호텔 내부가 구조화된 양태를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통해 고딕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할 때, 오버룩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복잡성이 흐릿해 진다는 상징적 읽기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다. 호텔 공간이 구축되는 특유의 방식을 추적하고 나면 

웬디와 잭이 호텔 안에서 매우 다른 행로를 거치는 이유와 그러한 차이의 

함의를 비로소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잭에 편중되어 있던 

시각의 협소함에서 벗어나 두 인물에 동등한 무게를 두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연다. 

오버룩의 내부 구조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이 『정치적 

무의식』에서 진행한 논의는 호텔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생리를 파악하고, 

                                            
21『샤이닝』의  다층적인 서술 시점에 주목하는 다이몬드(Erica Joan Dymond)의 

견해는 웬디를 평면적으로만 인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이몬드는 작품의 서술 시점이 토렌스 가족 구성원 각자에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샤이닝』은  권위에 목마른 남성 인물의 일방적 폭력극이 

아닌 가정극(family drama) 혹은 가정비극(family tragedy)이라고 주장한다(127). 

다이몬드의 시각은 비평적 분석에서 종종 주변화되었던 웬디를 서사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서 재조명한다. 그러나 웬디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여 서사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어, 작품이 가정비극이란 틀 안에서 

도식적으로 읽힌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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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공간에서 포착하는 데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정치적 무의식』은 

맑시즘적 토대에서, 개인 심리를 추동하는 힘으로 한정되었던 

무의식(unconscious)이 개인을 넘어 집단(collective), 더 나아가 모든 

역사(history)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꿈틀거리는 정치적 동력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파헤친다. 제임슨이 정치적 무의식이라 부르는 이 동력은 

맑시즘적 사회 변혁, 즉 생산 양식과 기존 계급 구조가 모순을 일으키며 

새로운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동하는 초역사적(History) 힘이다. 

무의식은 모순과 변혁을 야기하므로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고 파괴적 속성을 

지니며, 이에 사회의식은 ‘불온한’ 정치적 무의식을 억누르고 제어하려 한다. 

제임슨이 지적한 자본주의의 특질은 집단 의식이 무의식의 파괴성을 

제어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제임슨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화” (rationalization) 혹은 “사물화” (reification)의 

과정, 즉 연속성을 유지하던 인간 삶의 영역을 개별 단위(unit)로 분화하는 

것이다(48). 이는 “전통적/자연적 통일성, 사회적 형식, 인간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더욱 효율적인 새로운 탈-자연적 과정이나 기제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48), 생산 구조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 조건으로 상정된다. 합리화 과정을 거쳐 분화된 

단위들은 경쟁이란 매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 형태로 재구성”된다. 

독립된 단위인 개인들이 희소한 전리품(spoils)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경쟁의 승패 여부에 기초해 효율적인 위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이다. “자연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던 인간 삶이 인위적으로 “탈-자연적” 질서로 

체계화되는 과정은 과거에 구가하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것인 까닭에 

자본주의 질서는 고립된 개별 단위 내부에서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기만적 보상을 내세운다(49).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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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public sphere)에서 분리되어 사적 공간(private space)으로 자율화되는 

양상은 그 비근한 예다(49).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 개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행위 

이면에서 작동하는 사회의 특질에 주의를 환기한다. 오버룩 호텔이 

자본주의 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때(Bailey 98, Davenport 322) 제임슨의 

논의는 잭이란 개인의 광기를 그저 심리가 불안정한 개인의 이상 행동이 

아닌 오버룩 호텔 집단의 광기로,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가 조장하는 집단적 

광기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유령이 출몰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오버룩의 광경은 호텔이 축적해 온 역사, 즉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유용하던 정치적 무의식이 풀려 나오는 흔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화” 과정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정치적 무의식을 유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를 제시한다. 제임슨은 합리화 과정에서 

“사회적 형식”이나 “인간관계”도 인간 삶의 다른 측면과 함께 분절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 속 관계가 과거와 같이 공동체 혹은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대신 원자화된 ‘개인’이란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됨을 시사한다. 사적 공간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역시 개인이 사회적 형식을 구성하는 새로운 단위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적 공간은 동질적 공공 영역이 분화된 

단위로서, 개인 주체가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소유하며 완전한 자유를 

구가하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공 영역과 가정의 통일성은 개인 

중심의 사적 공간이란 단위가 발생함으로써 해체되고, 사적 공간이 된 

가정과 공적 공간 사이에는 양자를 철저히 구분하는 장벽이 세워진다. 이 

장벽은 가정과 공적 공간이 질적으로 다름을 내세우며 양자가 서로 다른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기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공적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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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개인성을 일부 희생하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영역이라면, 경쟁-보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정은 개인 

주체가 공적 공간에서 얻은 보상을 토대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공적 공간에서의 노동과 달리 주부가 가정에서 

수행하는 노동이 보상에서 배제되는 것 역시 같은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쟁 시스템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 힘이 경제적 부나 

사회적 권위와 같은 개인의 사적 욕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 상태는 매우 임의적이다. 공적 공간 안의 개인은 경쟁에 

참여한 보상의 일환으로 그 공간의 일부를 차지한다. 그러나 애초에 사적 

동기에서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공적 노동에 지급된 

대가라기보다는 사적 욕망의 충족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적 공간은 개인성을 강조하는 사적 공간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장벽의 존재가 일상의 일부가 된 나머지, 공간 분화 상태가 

작위적이란 사실이 미처 인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특히 남성 

중심주의가 구조적으로 개입하여 분화 상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남성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정에 머무는 여성에게 ‘넘기고’ 공적 공간에 진입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업하는 시기의 오버룩 호텔은 경쟁-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형적 공적 공간으로, 언뜻 사적 공간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인다.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경쟁 시스템의 특성을 시사하듯, 호텔에는 

시선을 독점하는 고객의 공간과 그 화려함을 만들고 유지하는 

“[호텔]고용인”이 (hired hands, 3) 움직이는 공간이 공존한다. 지하실 

관리인인 왓슨(Watson)이나 흑인 요리사 할로런(Dick Halloran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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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나 사회적 명예 등을 획득하는 데에 실패한 

경쟁의 패자가 오버룩에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인이 되는 길 뿐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고용인 신분과,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the dark, musty-smelling room, 22) 지하실 

혹은 1층 한 켠에 숨겨져 있는 주방(556) 등 고용인의 공간이 전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인들의 노동을 통해 그 나머지 공간의 존속이 

담보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다이닝룸(Dining Room)이나 콜로라도 

라운지(Colorado Lounge)와 같이 호텔의 가시적인 영역들은 승자들에게 

제공되는 호화로운 보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고용인들이 움직이는 “‘시시한 

측면’”은 (“[such] mundane aspect,” 6)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호텔이 이처럼 고객과 고용인의 공간으로 나뉘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결국 고용인의 공간 역시 

고객의 공간처럼 호텔에 필수적이며, 그러므로 양자의 분리가 실은 

임의적이라는 점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업주의적 일상이 멈춰 고객과 고용인의 영역을 채우던 

개인들이 호텔을 떠나는 시점에는 보상 시스템이 표상하던 공적 공간의 

특성이 희석된다. 이는 호텔의 근간인 이중성 구조가 흔들림을 뜻하므로 

오버룩을 지탱하려면 내부 공간을 다시 명료하게 분화하여 위태로운 질서를 

보강해야 한다. 토렌스 가족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호텔에 당도하는 것이다. 

특히 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그러하듯, 오버룩에서도 일터와 

가정을 분리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정지한 듯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다시 재확립되면서 내적 모순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표면화되기 시작한 모순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화되며, 귀결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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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버룩의 가족: 고딕공간의 함몰 

 

토렌스 일가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친 자본주의 

미국사회를 살아가는 전형적 핵가족이다. 잭과 웬디는 자본주의 질서가 

허용하는 일정한 삶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꾸려가고자 고군분투한다. 남성중심주의와 맞물린 당대 미국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특히 남성에게 ‘더 나은’ 삶의 척도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 여부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남성은 부와 함께 사회적 권위를 

획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잭은 볼더(Boulder)에서의 

생활을 몹시 괴로워한다. 볼더로 이사하기 전까지 그는 훌륭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저명한 미국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지만, 이성을 잃고 학생을 폭행하면서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53). 즉 볼더의 집은 잭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곱씹게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잭은 아내 웬디에게는 이러한 실패로 

인해 “자존심” (pride, 15)에 입은 상처에 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 (Bailey 99, Davenport 322) 안에서 

남성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패배감을 집에서 드러내는 

것은 직업적으로 실패했다는 불편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관은 일에 대한 콤플렉스를 조장하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Davenport 319). 토렌스 

부부가 각자의 참담한 심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소리없이 [아침을] 먹는” 

([they] ate in silence, TS 60). 22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 

                                            
22  번역은 이나경 역의 『 샤 이 닝  (상), (하) 』  (2003)를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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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이 남편의 자의식에 가하는 부담과 그로 인한 부부의 갈등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화제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웬디도 매한가지다. 웬디 또한 

밝은 미래를 꾸려 나갈 계획으로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상실감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앞으로의 삶 때문에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힘들어 

하지만(21), 이를 잭에게 이야기하는 대신 “잭과 그의 자존심이란!” (Jack 

and his pride!, 원문 이탤릭 15) 하고 홀로 괴로운 넋두리를 하는 데에 

그친다. 남성 잭을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경제력을 둘러싼 “자존심”의 형태로 드러난다면, 가정에 머무는 

웬디는 그 장애물로 인해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관계가 조금씩 

와해되는 것을 목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디가 “[잭]의 자존심”이란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녀 역시 부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자본주의적 가족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시사한다.  

자본주의적 가족관은 비단 웬디가 잭을 바라볼 때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에서도 포착된다. 웬디가 남편과 아들과의 관계를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잭과 달리 그녀에게는 

아내나 어머니와 같이 잭과의 결혼을 매개로 가정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상황은 웬디가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허무는 것이다. 웬디가 엄청난 불안을 겪고, 몸이 

아픈 것이 아닌데도 “늘 고통스러운 [것]” ([s]he hurt all the time)은(73) 

이러한 까닭이다. 물론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딸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관계가 자신 때문에 틀어졌다는 죄책감과 그런 

부담을 웬디에게 떠안기는 어머니의 존재는 이전의 집으로 선뜻 되돌아갈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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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녀를 몰아넣는다. 애초에 웬디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가정이란 협소한 테두리 안으로 한정되는 까닭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 대신 가정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질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웬디는 잭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처럼 직업을 갖는 등 공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에 남는다. 가족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정체성이 그녀에게 

유일한 까닭에, 웬디는 “그들 세 사람이 영원히 하나로 뭉치게 되었[으며]” 

([she felt] that the three of them had been permanently welded together—) 

“만일 그들의 셋이자 하나인 상태가 깨진다면, 그것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일 것” (that if their three/oneness was to be destroyed, it 

would not be destroyed by any of them but from outside, 인용자 강조 80) 

이라며 그 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맥락에서 웬디가 잭과의 

결혼 생활이 실효를 다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끝내지 못하는 까닭은 

그녀가 이혼을 감행할 결단력이 부족해서가(Davenport 323) 아니라, “셋이자 

하나인 상태”를 벗어난 자신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궁핍한 경제 상황과 위태로운 결혼 생활, 그로 인한 소리 없는 

갈등으로 점철된 볼더의 집을 떠나 오버룩 호텔에 당도하면서, 웬디는 

가족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는다(TS 95-96). 그리고 그녀의 

희망은 산 속에 자리잡은 호텔이란 색다른 곳을 새로운 집처럼 만들 

가능성을 찾음으로써 마치 현실화되는 듯 보인다. 오버룩은 웬디를 “늘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그들 세 사람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곳처럼 보인다. 부유한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오가던 상업적 공간 안에 만들어진 새 ‘집’은 사적 공간으로만 규정되었던 

이전 볼더의 집과 달리, 다분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웬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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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런으로부터 주방을 관리할 책임을 넘겨받으면서(111), 고용인으로 

채워진 공적 공간의 일부였던 주방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의 

기능을 부여 받는다. 대규모의 만찬을 준비하는 데에 최적화된 곳인 까닭에 

웬디가 처음 들어선 시점에서 주방은 “크다 못해 위압적”으로 ([it] was 

more than big; it was intimidating, 105) 느껴진다. “볼더 집의 식탁만큼이나 

큰 빵 도마가 있는” ([t]here was a breadboard as big as their Boulder 

apartment’s kitchen table, 105) 곳이 갑자기 가정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공간 규모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드넓은 주방과 

엄청난 양의 다양한 식재료로 가득한 주방은 “주 삼십 달러 치 식료품 

예산” (thirty-dollar-a-week grocery budget)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볼더에서의 삶과 대조되면서 웬디에게 신선한 이질감을 자아낸다(111). 

비슷한 맥락에서 2층에 위치한 관리인 아파트는 웬디가 남편과 함께 쓸 

침실의 기능을 부여 받는다. 본래 관리인 아파트는 가족 단위의 주거가 

아닌, 주방 일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목적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142). 달리 말해 해당 공간은 “요리사와 그의 아내”의 부부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가 요리사로서 호텔에 남아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토렌스 가족이 들어서면서 아파트는 고용인들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작동하는 가정이 된다. 본래 상업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는 온전히 집으로 느껴지는 대신, “소박하고 집처럼 

편안하며, 거의 살기에 좋아 보[인다]” ([this apartment] was simpler, homier, 

almost inviting, 인용자 강조 142). 집이라면 으레 갖추고 있어야 할 부엌 

대신 음식 운송통로(dumb-waiter)가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한 

쌍의 1인용 침대”를 붙여 부부를 위한 2인용 침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역시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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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던 호텔 안에 웬디를 중심으로 가정 공간이 발생하는 한편, 

겨울 관리인(winter caretaker)이란 잭의 일과 관계된 영역들은 공적 

공간이란 표지를 유지하면서 내부는 다시금 양분된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며 비었던 영역을 잭이 새로운 직원으로서 다시 채우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기적으로 보일러를 확인하거나 겨우내 비어 있는 수많은 객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은 관리인의 주요한 업무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지하실과 객실은 ‘잭이 일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잭이 

오버룩에 관리인 일을 구하러 온 날 이미 두 곳은 그의 일터로 편입된다. 

잭은 지하실 관리자인 왓슨(Watson)과 함께 겨울동안 그의 일터가 될 

지하실을 둘러보고, 잊지 말아야 할 업무 사항에 대해 안내 받는다(27-28). 

이러한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잭이 담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온 가족이 오버룩에 

당도한 후에도 웬디나 대니가 굳이 지하실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서도 해당 공간이 당연한 듯 잭의 일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한 호텔 지붕널을 교체하는 작업에도 웬디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잭이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홀로 수행한다(154). 이때 잭은 “지붕 위에서 지난 삼 

년간의 괴로운 상처들이 낫는 것을 느낀다” (felt himself healing from the 

wounds of the last three years, 154). 그가 지붕 위에서 반추하는 “지난 삼 

년”은 알코올중독증, 학생 폭행이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실직 등 

자신의 직업적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159-61). 새로운 직장이 된 

오버룩에서 잭이 일에 대한 이루지 못한 야망을 곱씹고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은 놀랍지 않다.  

오버룩에서 새로운 집과 일터를 찾으면서 토렌스 가족은 “‘[그들 

부부]가 결혼한 이래로 가장 행복한 순간’” (“[t]his is the happiest [I’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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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we’re married,” 175)을 마침내 맞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오버룩에 

오기 전에 그러했듯, 웬디와 잭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각각 가정과 

일터에서 주로 움직인다. 잭이 일을 할 동안 웬디는 주방에서 점심거리를 

준비하는 등(249)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한편 귀빈실(Presidential Suite)과 

같은 곳은 객실 관리 목적에서 덧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141) 오직 

잭만이 드나든다. 특히 웬디의 동선은 이들이 가정과 일터가 분리된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웬디가 2층 관리인 

아파트에서 1층 주방까지 움직이는 경로를(552-56) 추적해 보면 그녀가 

드넓은 오버룩에서 발을 딛는 지점이 주방과 관리인 아파트를 잇는 길을 

거의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볼더의 집에서 웬디는 부엌에서 대니의 

간식을 준비하고는 곧 “침대에 누[우려]” ([she] was lying down) 침실로 

향하는 등(21, 36) 두 공간만을 주로 오갔다. 오버룩에서도 그녀는 이전처럼 

주방에서 대니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고 난 후(251) 곧장 “[침대에] 누우러” 

([she] might lie down) 아파트 침실로 향하는 등(252) 볼더에서와 상당히 

유사한 동선으로 움직인다. 웬디는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가정 

안에 머무는 셈이다. 오버룩에서는 볼더에서처럼 물리적 차원에서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디가 스스로 가정과 직장의 

분리 상태에 참여하는 것이다. 웬디와 잭이 이처럼 각자가 담당하는 

영역에서 움직임으로써 영업 중단을 기점으로 공간의 특성이 모호해 졌던 

호텔은 다시금 두 개의 공간으로 양분된다. 즉 집과 직장이라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구분 짓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토렌스 부부가 순응하는 

양상이 오버룩에서도 나타나면서, 이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흔들렸던 공간의 

이중 구조도 안정될 듯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오버룩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란 토렌스 가족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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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려는 듯, 잭은 알코올 중독증이 심각해지던 즈음 거의 중단했던 

글쓰기에도 매진하기 시작한다. 잭의 음주가 글쓰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가정과 가족관계의 존속까지 위협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웬디는 그가 

글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희망을 

느낀다(179). 잭의 이러한 모습을 그가 가족은 물론 그 자신에게도 

파괴적이었던 행보를 멈추고 비로소 책임감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방증처럼 여기는 것이다. 웬디의 기대처럼 잭은 실로 관리인으로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한편 자신만의 꿈을 진취적으로 좇으며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잭이 지하실에서 스크랩북(scrapbook)을 

발견한 시점에서 펼치는 일련의 생각에서 웬디의 희망을 배반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스크랩북에는 오버룩의 운영을 좌우하던 남성들의 호화롭고 

폭력적인 역사가 담겨 있다(Magistrale, “The Scrapbook” 44). 호텔의 

화려한 역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속성의 욕망이 자라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공적 공간에서 부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성공한 

삶으로 간주하는 질서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개인이 경제적 성공에 

대한 욕망을 키울 여건을 제공한다. 스크랩북 속 이야기는 이러한 삶을 

지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고, 잭이 스크랩북을 작품 소재로 이용해 

그처럼 화려한 성공을 구가하려는 욕망을(TS 231) 강렬하게 품게 되는 

기제로 작동한다. 잭이 보일러의 압력을 조절하는 단순한 일을 “[오버룩의] 

역사에 대한 책임”과 (responsibility to history) 동일시하며 “[호텔]을 아주 

잘 돌보겠다” ([he] would take care of the place, very good care)고 다짐하는 

모습은(238) 그가 “[오버룩의] 역사”가 보여주는 공적 성공 사례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버룩의 창립자 더웬트처럼 ‘성공한 남성’의 

일원이 되겠다는 야망이 자라나면서, 보일러를 관리하는 일을 오버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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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존한다는 과장된 의미로 포장하여 그 화려함의 일부가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잭이 호텔의 역사를 작품 소재로 쓰려 한다는 것은 웬디가 

생각하듯이 가족을 부양하고 그 관계를 지킨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가족의 안위와는 관계없이 직업적으로 성공하여 “[잭] 자신의 

남성성을 강화하려는” (Davenport 319) 내밀한 욕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그들 가족이 마침내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란 웬디의 기대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잭의 행동이 시사하듯 일터는 부와 권위에 대한 남성 개인의 

욕망을 강하게 자극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터가 남성이 소위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공간이라는 논리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웬디를 실상 기만하는 것이다. 

웬디가 마침 스크랩북을 뒤적이던 잭을 찾아 지하실에 내려왔을 때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에 노출되는 까닭은 이처럼 오버룩의 

남성적 호화로움과 잭이 추구하는 바가 동일시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웬디가 자신을 부르며 지하실에 내려왔을 때 잭은 “마치 몰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녀가 술 냄새를 맡을 듯 거의 죄를 지은 것처럼 놀랐다” ([He] 

started, almost guiltily, as if he had been drinking secretly and she would 

smell the fumes on him, 247). 잭이 “놀[라는]” 표면적 이유는 지하실이 

그가 홀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잭이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음주는 

가히 직장 생활의 일부였고, 그가 취한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다치게 한 

사건은 부부의 결혼 생활을 파경 직전까지 몰고 간 바 있다. 잭이 쓴 

단편이 잡지에 게재되고 이에 힘입어 교사직을 얻었을 때 그는 직업적 

‘승리’를 즐기고자(“‘Veni, vidi, vici’”) 만취 상태에 이른다(70-71). 즉 

잭에게 음주는 열심히 일하고 획득한 결과에 대한 포상이자 성공을 향한 

욕망이 충족된 데에 대한 자축행위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위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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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는다면, 잭의 입장에서 이는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으로서 

경제적 성공에 대한 마땅한 포상을 희생하는 것과 같다. 오버룩의 공적 

역사에 매료되면서 잭은 스크랩북을 그 화려함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실현시켜 줄 어떤 보증처럼 받아들이고, 부지불식 간에 이를 뒤적이는 

행위를 홀로 누리는 포상이었던 음주와 연계한다. 잭이 웬디의 목소리에 

불쾌감을 느끼며 “놀[라는]” 이유는 적어도 일터에서만큼은 웬디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욕망을 좇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웬디가 그를 지하실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스크랩북을 더 읽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잭은 내밀한 야망에 탐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데에 더해 그녀의 존재가 가장의 책임감을 상기시키며 그 야망의 추구를 

방해하는 데에 “죄스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it made him] feel both guilty 

and angry) 것이다(248).  

하지만 호텔 안의 일터는 그와 같은 화려함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한편, 정작 개인이 일터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저해한다. 이러한 까닭에 스크랩북의 이야기에 탐닉할수록 잭은 직업적 

성공 가도를 달리는 데에 번번히 장애물이 생긴다고 느끼고, 이는 웬디에 

대한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등 그를 점차 분노에 휩싸이게 한다. 잭이 

호텔에 대한 책을 쓸 생각에 즐거워하며 지배인 얼먼(Stuart Ullman)에게 

전화를 거는 지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잭은 면접 당시 얼먼이 오버룩의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가 “‘[자신]에게 정당하지 

않았다’” (“[I] didn’t think you played square with me,” 271)고 말한다. 

황당하다는 얼먼의 반응처럼(271) 직장의 역사는 말단 직원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얼먼에게 호텔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캐묻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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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히 들추어내는 책을 쓰겠다는 뜻까지 굳이 전달한다(272-73). 이어 

잭은 그를 해고하겠다며 화를 내는 얼먼에게 “‘이건 당신 호텔이 

아니[라며]’” (“[i]t’s not your hotel!” 원문 이탤릭) 끝내 고함을 지른다(274). 

잭이 이처럼 호텔 직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보일 수 없는 언행을 남발하는 

이유는 그가 호텔의 역사를 직원이 아닌, 공격적으로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잭이 “[얼먼의] 호텔”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는 모습은 그가 가령 책 쓰기와 같이 호텔의 역사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소유권을 가정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하실은 호텔의 역사를 서사화하는 방식으로 그의 

야망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여지를 남기는데, “내 호텔”이란 얼먼의 말은 

잭이 직업적 성공에 대한 열망을 키우는 장 이외에 일터와 맺고 있는 또 

다른 관계, 곧 직원 신분을 들추어낸다. 얼먼의 말이 일터에서 포착한 

매력적 가능성과 이를 자연스러운 권리로 받아들였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까닭에 잭은 몹시 분노한다.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호텔의 평판을 

염려하는 알 쇼클리(Al Shockley)의 연이은 전화는 일터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가 이를 배반당한 데에 따른 잭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붓는다. 잭은 호텔과 관련된 책을 쓰지 말라는 알의 모욕적인 요구에 

“격분한 나머지 문자 그대로 할 말을 잃[는다]” (his rage was so great that 

he literally could not speak, 284). 관리인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의 생계가 

당장 막막해 질 것이므로 알의 말에 따르겠다고 대답하긴 했으나, 그날 밤 

잭은 자신이 오버룩의 모든 추잡한 역사를 폭로하는 책을 쓸 것이며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 ([s]omeday there would be a reckoning)이라고 

분노를 곱씹는다(286). 얼먼, 알과의 불편한 통화는 호텔을 소재로 글을 

쓰겠다는 잭의 야망을 꺾기는커녕 오히려 격렬히 자극한다. 이에 



 

 74 

스크랩북에 대한 잭의 집착은 이전보다 심해지고, 그가 지하실에 머무는 

시간도 함께 길어진다.  

잭이 일터에서 자신만의 욕망에 매몰될수록,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생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들은 심지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얼먼, 알과의 충돌이 보여주듯, 관리인 일을 유지하여 가족의 

안정된 삶을 담보하려면 오버룩에 대한 책을 쓰겠다는 욕망을 포기해야만 

한다. 볼더에서와 같은 경제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결국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잭의 욕망이 강화됨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 가족이란 존재가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 불거지는 것이다. 

잭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시기의 습관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웬디는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그의 행동이 가족관계를 또다시 

위협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공포에 휩싸인다(287). “잭이 그녀나 대니에게 

점점 더 자주 화가 나면서도 이를 분출하길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She had the feeling that Jack was more and more often angry with her or 

Danny, but was refusing to let it out, 288), 그가 아파트를 벗어나 지하실에 

숨겨진 이야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할 때마다(321)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웬디의 절박함도 커지는 것이다. 볼더에서의 삶도 

보이지 않는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오버룩에서는 잭의 욕망이 증폭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면서 갈등이 이내 파괴적으로 터질 긴장이 축적된다. 

잭에게 아내와 아들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배인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은 그 긴장이 전에 없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잭에게 

“‘진정한 예술가는 고통받아야 하[며]’” (“a real artist must suffer”) 웬디와 

대니가 악의적으로 그의 성공 가도에 훼방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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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한다고 말한다(341). 이는 토렌스 가족이 호텔에 온 이후 초자연성이 

처음 노골적으로 매개되는 순간으로,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웬디와 잭의 

갈등이 더 이상 그 일상성에 가리워지지 못하고 표면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때 잭에게 가족관계를 폐기하라는 메시지가 다름아닌 지배인 

사무실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사무실도 지하실과 마찬가지로 

잭이 오버룩을 관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오가는 곳인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곳에 “진정한 예술가”란 잭의 갈망을 환기한다. 이때 잭의 

아버지가 시사하는 폭력적 남성성이 성공한 작가가 되려는 야망과 결부되는 

데에서, 직업적 성공의 추구를 남성이 개인적 바람을 희생하고 가족의 

안위를 짊어지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등치하는 자본주의적 

남성관의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아버지가 내세우는 남성성은 이러한 

책임감을 빙자하지만, 그가 “유령 신” (Ghost-God), “돼지 신” (Pig-God) 

따위에 비견되는 데에서도(341) 드러나듯 실은 아내와 아이들 위에 

“신”처럼 군림하려는 이기적 권위의식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지하실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이란 일터에도 잭이 “예술[적]” 성공을 도모할 틈새와 

함께 그 실현을 어렵게 하는 생계와 고용인 신분이란 걸림돌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러한 일터 내부의 한계를 웬디와 대니에게 전가하여, 

가족들을 잭이 해당 공간에서 향유할 성공을 희생하게 하여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지극히 문제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잭의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걱정스러워 하던 중에, 사무실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고함 소리는 웬디를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 웬디는 

아파트에 있다가 잭이 아이를 또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사무실에 ‘침입’한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 아내의 말에 잭은 자신이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부러뜨린 일을 또 다시 끄집어낸다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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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부으며 고함을 지르고(345-46),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잭은 

그가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회복했는데도 웬디가 

이를 부정한다고 몹시 분노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이미 암시되었듯 

그의 말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잭과 웬디의 대립이 폭력적으로 

표면화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듯 했던 가정과 일터의 분리가 

불완전했음을 시사한다. 잭이 지하실이나 사무실에 그가 원하는 형태의 

욕망을 투사하면서 일터의 공적 특성이 희석되고, 보수를 가령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적으로 쓰는 가정과의 차이가 불분명해 진다. 즉 일터가 

집과 같은 또 하나의 사유지처럼 변질되는 것이다. 일터와 가정의 분리 

상태는 일터에 들어서는 남성이 가족관계와 같은 사적 측면을 희생하고 

책임감으로 무장한 공적 정체성만을 유지하는 대신 권위를 획득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왔다. 일터의 공적 속성을 내세우기 위해 사적 공간인 

가정을 형성했는데, 일터에서 남성 개인의 욕망이 추구될 수 있는 틈이 

드러나고 잭이 이를 본격적으로 파고듦에 따라 양자의 차이가 희미해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에 두 공간을 나누었던 경계가 임의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달리 말해 지하실, 사무실과 가령 웬디가 있는 아파트의 

공간적 속성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표면화되어 분리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포장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문제는 호텔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현 

시점에서 공간 경계의 필연성을 가장할 구실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잭 

이외에는 호텔을 채울 사람들이 없어, 지하실이나 사무실이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공적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임을 표시하기 힘들다. 두 공간 

사이의 경계는 오로지 잭과 웬디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잭이 경계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드는 순간 그 임의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웬디가 잭의 행동이 가족관계에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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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인지하게 된 이상 그녀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이 거듭되고 첨예해 질수록, 가정과 일터의 경계가 번번히 무너지며 

호텔의 질서는 위태로워 진다.  

잭과 웬디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경계의 임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린 아들 대니의 존재는 그 임의성이 더욱 증폭되는 매개가 된다. 

웬디와 잭이 각각 가정주부와 관리인으로서 움직이는 곳이 정해져 있는 

데에 반해 아직 어린 대니는 특정한 공간을 할당 받을 정체성이 없는 

상태다. 즉 대니는 독립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을 미처 갖지 못했고, 

오버룩 안에서 공간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니는 웬디와 함께 주방에 머무는가 하면(251) 잭이 관리하는 객실 

층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253) 집과 일터의 경계를 넘나든다. 대니는 두 

영역을 오가다가 이내 금지된 곳인 217호 객실에서 죽은 여인에게 목을 

졸리는 폭력에 노출된다(328). 대니의 행방을 두고 사무실에서 남편과 다툰 

직후 대니의 목에 난 상처를 본 웬디는 아연실색하며 잭이 아이를 해쳤다고 

확신하고, 이에 부부는 격렬하게 다툰다(348-49). 잭의 집착이 가족의 

안전에 몰고 올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던 중에, 대니의 상처는 웬디의 

공포가 가장 끔찍한 모습의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웬디는 대니를 빼앗아 들고 ‘위험한 잭’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350). 이때 주방이나 아파트가 아닌 217호 객실에서 

대니에게 위해가 가해지면서, 이곳이 집과는 다른 장소라는 점이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안에서 특수한 형태의 욕망이 추구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217호는 잭이 일하는 곳이다. 즉 대니는 217호에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작동하는 공적 권위를 침해하는 셈이다. 이에 

일종의 공권력이 발동되면서 아이가 폭력적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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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 의해 처벌된 대니를 웬디가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녀가 

움직이는 아파트는 대니에게 안전한 곳인 한편 잭이 일하는 객실은 위험한 

곳으로 정립된다. 이로써 집과 일터의 분리 상태는 잠시 강화되고, 두 

영역의 차이를 강조하는 긴장감이 배가된다.  

217호 사건으로 분리 상태가 잠시 보강되는 듯 했으나, 이는 곧 오히려 

경계에 전보다 더 큰 균열을 야기하는 사건을 촉발한다. 토렌스 가족은 

주방에 모여 대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잭은 큰 충격에 빠진 아들을 

달래려는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curtly) 아이가 이야기를 끝내게 놔두라고 

말한다(375). 이어 그는 217호를 확인하는 것이 “자신이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며 아내와 아이를 남겨놓고 가지 말라는 웬디의 외침을 묵살하고 

주방에서 나와 혼자 그곳으로 향한다(376). 아들의 철없는 행동 

때문일지라도 호텔 관리의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잭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문제의 객실을 확인하는 수고로운 일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어 잭은 아들이 객실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분명한 지시 

사항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합리적이지만 엄격하게” 

(reasonably but sternly) 다그치겠다며(378) 대니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짜증과 분노를 아버지 역할의 일부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잭이 대니의 

행동을 다름아닌 “무단침입” (trespassing)으로 간주하는 모습은 그가 대니를 

미숙한 잘못을 저지른 어린 아들이 아니라 그의 일터를 침범한 타인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아이가 당한 폭력을 “무단침입”에 대한 “응분의 

대가” ([his] just deserts)라 여기는(378) 등 잭은 관리인의 입장에서 대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17호는 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대니가 이곳에 불쑥 침입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일종의 직무 태만을 범하게 

한 셈이다. 대니의 침입은 일터에 그가 말단 직원 신분으로 묶여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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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다시금 환기하고, 이에 잭 자신도 217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석구석 확인할(378-81)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17호를 살펴보고 온 

후, 잭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n]othing there”)며 거짓말한다(385). 

217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일터에서 글쓰기를 통해 

성공하려는 것이 같은 공간에서 요구되는 관리인의 일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것이다. 잭은 가족의 존재가 이러한 점을 자꾸 

들추어낸다는 데에 이미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대니가 

잭으로 하여금 더 심각한 직무 태만을 범하게 만듦에 따라, 일터에서 

자신의 야망이 부추겨지면서도 좌절되는 데에 기인한 분노는 배가된다. 

웬디와 대니에 대한 분노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잭이 이를 

아직 물리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일터에서 요구되는 바와 완벽히 합치되지 않는다는 자의식 때문이다. 

호화로움으로 포장된 일터가 그로 하여금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펼치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얼먼과의 통화가 보여주듯 그가 실제로 이에 

탐닉할 경우 일터에 아예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룩이 

내세우는 부유한 남성 계층에 소속되지 못해 느끼는 분노를 온전히 가족을 

향해 터뜨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텔과 잭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분노에 제동을 걸던 모든 장치는 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잭이 그간 손보고 있던 희곡이 “유치하다” (It was puerile, 386)고 느끼며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버리는 지점은(390) 그가 부에 대한 욕망을 글쓰기란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을 결국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일터가 약속하는 듯한 

성공의 가능성을 추구하되, 공간과 맺고 있는 직원의 신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로써 가족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마지막 보루는 무너진다. 잭이 아내를 죽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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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405) 이를 잘 보여준다. 217호에서 있었던 일을 계기로 웬디는 

오버룩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고, 아파트 침실에서 잭에게 그녀와 

대니를 데리고 나가 달라고 부탁한다(395-403). 잭은 그에게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원하는 웬디의 말에 “분노가 확 치솟는” ([h]is temper 

flared) 것을 느낀다(392). 웬디의 말대로 그들이 오버룩을 떠나면 그는 

이직할 곳도 없이 관리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즉 웬디의 말은 성공한 

남성으로서 일터를 누비겠다는 갈망은 일절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눈 

덮인 위험한 산길을 어떻게 해서든 내려가는 등 가장(家長)으로서 희생은 

감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나 다름없다. 이에 잭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픈 욕구를 느낀다. 잭이 일터에 완전히 흡수됨으로써 가족관계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일말의 애정이나 책임감은 소멸하고, 그것이 가족관계를 

파괴할 폭력적 증오로 대체되는 것이다.  

오버룩의 일원이 될 기회를 잃을 위기를 불러온 것에 대해 잭이 

아내에게 느끼는 살의 어린 증오가 다름아닌 217호 안에서 가중된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버룩을 떠나자는 웬디에게 잭은 그가 수행하는 

“책무”의 막중함을 아파트 안에서 역설하면서 가정이 담당할 수 없는 공적 

공간의 특수한 기능을 강조하려 한다. 이러한 논리로 웬디의 요구를 

중단시키는 데에 끝내 실패하자, 점화된 증오는 이내 웬디가 대변하는 

가족관계가 작동하는 가정 공간을 아예 무너뜨리려는 방식으로 폭발한다. 

아내를 죽이고 싶은 충동에 휘둘리던 잭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217호 

객실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이번에는 아들을 살해하는 

환영을 보는 지점은 그의 증오가 번져 나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407-12). 

잭은 아파트에서 나와 217호로 이동하는 길에 “오직 그들[웬디와 대니]이 

그를 놓아두기만 한다면, 그는 마침내 이곳[오버룩]에서 평화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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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란]” (It seemed that he might be able to find peace here. At last. If 

they would only let him, 원문 이탤릭) 생각을 곱씹으며(407) 그가 오버룩의 

일원이 되려는 데에 훼방을 놓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다. 이러한 

분노의 파괴력이 가중되는 지점이 가족 때문에 직업적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217호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잭은 그 안에서 교사라는 

직책이 보장하는 권위를 무시했던 학생 조지 해트필드(George Hatfield)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환영을 본다(411). 이전처럼 일터에서 제시되는 공적 

권위의 획득 가능성을 글쓰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바라던 통로로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일터에서 주어진 공적 권위 그 자체로 대체하는 

것이다.  

잭이 호텔의 권위에 자신을 포섭시키며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점은 

오버룩이 되돌릴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질서를 지탱하려는 의도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노출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공간의 양분 구조가 

일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는 일상성 이면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으나, 

금이 가는 구조를 보존하려 함에 따라 이면의 의도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터에서 보장하는 권위를 좇으려는 잭은 호텔의 의도를 

집행하는 “대리인” (agent, 524)으로 기능한다. 호텔의 의도는 가족 관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염려에서 비롯되었던 웬디의 언행들을 잭의 권위에 

역행하는 음모를 꾸미는 ‘불온한’ 것, 곧 “처벌받아” (punished) 마땅한 

것으로 모함하는 데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대리인 잭을 통한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웬디가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그녀에게는 남편의 직업적 권위를 무시했다는 죄목이 붙으며 

공적 공간을 침범한 데에 따른 응징이 가해진다. 가장 화려한 공적 공간인 

라운지와 무도회장에서 가족을 제거하라는 임무가 잭에게 맡겨지는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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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무도회장에서 벌어지는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던 

잭은 무도회장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이전 관리인 그레이디를 만나고, 

그레이디를 매개로 “[커다란 규모의 호텔] 책임자 지위”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in an operation of this magnitude)란 포상이 잭에게 

제시된다(536). 물론 이처럼 엄청난 공적 권위의 획득 여부는 217호에서 

대니를 살해하는 환영에서도 시사되었듯, “‘[잭]이 아들의 방종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 contingent upon how [he] decide[s] to 

deal with [his] son’s waywardness,” 536). 잭이 호텔의 사주를 받은 상태로 

무도회장을 나와 로비에 들어서면서(540-41) 로비 역시 비슷한 영역으로 

변질된다. 웬디가 주방에 출입하려면 로비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녀가 잭의 일터를 침범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여느 때처럼 대니에게 점심을 차려 주기 위해 웬디는 잭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파트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한다. 가정 공간을 벗어나 

복도에 나서는 순간 침입자란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웬디는 칼을 들고 

사방을 경계해야만 한다(553). 웬디가 선뜻 발을 내려 딛지 못하고 “1층 

층계참에 서서 로비를 내려다 보는” ([she] stood on the first-floor landing 

looking down into the lobby, 553) 이유도 이와 같다. 잭이 남편을 찾아 

라운지에 들어온 아내의 목을 조르며 살해를 기도하더라도(563), 잭/호텔은 

그 폭력을 직무 수행 중인 공권력의 대행자가 가하는 응분의 처벌로 

정당화한다.   

잭/호텔은 공권력의 권위를 빙자한 정당화 논리를 이용해 웬디를 

제거하고자, 그녀가 공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건방진” 

(disrespectful) 존재라는 혐의를 날조한다. 웬디는 잭의 일터에 들어설 

때마다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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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가해지는 폭력에 마냥 무력하게만 보였던 웬디가 일종의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웬디는 라운지에서 잭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을 계기로, 그에 맞서 이전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던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 

 

“얘야, 그래서 네 아빠를 어디에 데려다 놓는 걸 도와줘야 해. 

호텔이 아빠가 우릴 해치게 만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다치게 

하지 않을 곳으로. […] 그럼 우리 모두 무사할 거야. 네가 아빠 

등에 뛰어올랐을 때처럼 우리가 강하고 용감해 지면, 아직 그럴 

가능성이 있어. […]” 

대니는 “응,”이라 대답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 

“아빠를 어디에 두지요?” 

 “식료품 창고에. 거긴 먹을 것도 있고, 문에 튼튼한 빗장도 

달려있어. 따뜻하고. 우린 냉장고랑 냉동고에 있는 걸 먹으면 돼. 

도와줄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 셋이 먹을 건 충분할 거야.” 

  

“And honey, that’s why you’ve got to help me put your daddy 

somewhere. Somewhere that the hotel can’t make him hurt us and 

where he can’t hurt himself. […] And all of us might be all right. I 

think there’s still chance for that, if we’re strong and brave, like you 

were when you jumped on his back. […]” 

  “Yes,” he said, and nodded. […] “Where could we put 

 him?” 

 “The pantry. There’s food in there, and a good strong bolt 

on the outside. It’s warm. And we can eat up the things from the 

refrigerator and the freezer. There will be plenty for all three of us 

until the help comes.” (5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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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의 말은 잭/호텔을 움직이는 공적 공간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 논리에 의하면 라운지에 서 있는 웬디는 범법자이므로 잭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항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웬디는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 무사[히]”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는 그녀가 잭의 관리인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웬디가 잭을 

식료품 창고에 가두는 행동은 특히 일을 둘러싼 남성적 권위와 그에 대한 

욕망으로 추동되는 잭/호텔의 폭력에 맞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환기하는 순간이다. 이때 웬디는 대니를 포섭함으로써 

이러한 생존권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추구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순적이게도 가족의 ‘우두머리’인 잭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즉 일터의 권위를 뒷받침하도록 착취되었던 가정에서 가족관계까지 

욕망과 폭력으로 규율하는 호텔의 자본주의적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웬디의 행동은 라운지를 잭/호텔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규정하는 논리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이에 잭이 대행하던 

폭력은 당위성을 잃고 가족을 해치라는 “‘호텔[의 주문]에 사로잡힌’” (“[t]he 

hotel has gotten into [him,]” 565) 남성의 광기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광기에 

“사로잡힌” 그를 가두는 것은 생명을 보전하려는 급박한 목적이 있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다. 물론 이때 웬디가 잭이나 호텔의 질서를 

압도할 만할 물리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잭과 같이 

자본주의적 행위 동기를 거부하는 웬디는 공적 공간에 큰 타격을 입힌다. 

웬디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아버지란 정체성이 호텔의 “대리인”과 

부딪힌다는 측면에서 “[잭이] 오버룩의 직원이 되어 이내 지배인의 

자리에까지 오를 기회를 악의적으로 망치려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she] 

had opted for the poisonously active task of trying to destroy h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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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to become a member of the Overlook’s staff, and possibly to rise . . . 

all the way to the position of the manager, in time, 581) 그녀를 중상하던 

바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현실이 되는 셈이다. 

웬디의 반격은 이내 공간 질서의 자기붕괴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는 

움직임을 촉발한다. 웬디가 가족관계의 의의를 강력히 내세우면서 공권력을 

집행할 대리인이 무용해진 것은 물론, 공적 공간의 의미가 희석되어 

공권력의 집행의 근거가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그레이디가 나타나 식료품 창고에 갇혀 있는 잭을 직접 풀어주는 

장면은(583) 또 다른 대리인을 노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공적 공간의 의미를 끝까지 실천하려는 최후의 움직임으로 읽힌다. 

질서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 질서의 파괴라는 극단적 모순으로 

치닫는다. 풀려난 잭이 로크 방망이(roque mallet)를 휘두르며 아내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히고 아파트를 파괴하는 행위는(622-23) 가정과 일터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터져 나오는 최악의 폭력이자, 자기붕괴 과정을 

마무리 짓는 종지부와 같다. 가정 공간이 무너지면서 공적 공간의 공적 

특성을 꾸밀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해체되고, 결국 이중성에 기초한 호텔 

구조는 끝내 와해된다. 질서의 요체인 분화 상태가 자기보존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파트가 산산이 

부서진 후 “미쳐 날뛰는 오버룩의 목소리” (the lunatic, raving [voice of the 

Overlook,] 625)는 자기파괴를 재촉하는 호텔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하실의 보일러가 폭발해 호텔 전체를 붕괴시키는 

마지막 장면은(661) 모순을 품은 호텔이 치달을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보일러는 그간 오버룩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호텔에 흡수된 잭이 치솟아 오른 보일러의 압력을 낮추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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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호텔을 구했[고], 호텔이 그에게 보상해 주려 할 것” ([h]e had 

saved the hotel. The hotel would want to reward him, 503)이라 생각하는 

데에서도 드러났듯, 보일러의 압력을 낮추는 일은 관리인의 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호텔의 임의적 분리 상태를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보일러와 지하실은 그러한 과정에서 심화되는 모순을 집약적으로 투영하는 

지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잭/호텔이 웬디와 대니를 살해하려 

“날뛰[던]” 시점에 보일러의 압력을 낮추는 일을 잊었다는(654)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호텔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극단적 움직임이 계속되던 와중에 

그 질서를 떠받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망각되는 모습은 자기보존을 

꾀할수록 오히려 그 근간이 허물어지는 오버룩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일러는 쌓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공할 파괴의 진원지가 되어, 

호텔의 이율배반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린다: 

  

오버룩의 창문이 깨졌다. 무도회장에서는 벽난로 위 선반에 얹힌 

시계의 돔이 갈라져, 둘로 쪼개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 

217호에서 욕조가 갑자기 둘로 쪼개져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녹빛의 물을 쏟아냈다. […] 별안간 경첩이 부러지면서 콜로라도 

라운지의 양문은 다이닝룸 바닥으로 떨어졌다. […] 용광로를 지피던 

가스화구는 이제 마개가 뽑혀, 갈라진 로비 바닥을 뚫고 이글거리는 

불꽃의 첨탑으로 치솟았다. […] 불꽃은 연기를 뚫고 오버룩의 다섯 

개의 굴뚝으로 뿜어져 나왔다. 

  (안돼! 그렇게 되어선 안돼! 안돼! 안된다고!) 

  그것은 악을 썼다; […] 

  파티가 끝났다. 

 

 The Overlook’s windows shattered. In the ballroom, the dom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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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ntelpiece clock cracked, split in two pieces, and fell to the 

 floor. […] In 217 the bathtub suddenly split in two, letting out a 

 small flood of greenish, noxious-smelling water. […] The batwing 

 doors of the Colorado Lounge suddenly snapped their hinges and 

 fell to the dining room floor. […] The gasjet which had fed the 

 furnace, unstoppered now, rose up in a bellowing pylon of flame 

 through the riven floor of the lobby. […] Flame belched out of the 

 Overlook’s five chimneys at the breaking clouds.  

  (No! Mustn’t! Mustn’t! MUSTN’T!) 

  It shrieked; […] 

  The party was over. (원문 이탤릭 및 강조 661-62) 

 

보일러가 폭발하며 발생한 파괴력으로 인해 “무도회장,” “217호,” “콜로라도 

라운지” 등 일체의 화려한 공적 공간들은 여지없이 부서진다. 그 화려함을 

지속시키는 데에 이용되었던 지하실의 “용광로”는 그 위층의 “로비[를] 

뚫고” 호텔 전체를 관통하는 “불꽃[을] […] 뿜어[낸다].” 결국 지하실과 

같은 공간을 착취하며 무리하게 이어지던 “파티”는 그 과정에서 증폭되는 

모순으로 인해 “끝[날]” 수 밖에 없다. 오버룩의 이중 구조는 그 내적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듯 보였던 고딕공간은 이내 

“불타는 장작더미”로 (a flaming pyre, 667) 주저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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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고딕공간의 끝없는 위협 

 

온갖 공포와 폭력을 자아내던 호텔의 질서가 무화되고 웬디와 대니가 

탈출하는 모습은(673) 언뜻 광기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의 이중 구조가 

마침내 해체되었음을 시사하는 듯 하다. 소설 마지막의 

「에필로그/여름」(EPILOGUE/SUMMER)은 오버룩에서 끔찍한 일을 겪은 

지 9달이 지난 후 웬디와 대니, 할로런의 모습을 그린다. 갖은 폭력을 

양산하던 자본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난 다음의 재건 단계를 암시하듯, 

웬디는 부상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대니도 당시의 악몽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677). 권위적 남성의 지위가 사라진 시점에서 실로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줄 것만 같다. 잭이 아내와 

아들에게 로크 방망이를 휘두르던 날, 웬디는 내년 봄에 토렌스 가족이 

함께 “‘보트를 빌려서 낚시를 하러 갈 것’”이라며 (“[w]e’ll rent a boat and 

go fishing”) 아들을 달랬다(575).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에필로그에서는 잭 

대신 할로런이 웬디와 함께 대니의 양 옆에 앉아 낚시를 하는 광경이 

연출된다(683). 서로를 격려하며 보듬는 세 사람의 모습은 토렌스 가족을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혈연 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상호 유대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관계를 암시하는 듯 하다. 할로런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대니를 따뜻하게 감싸며(680) 공격적 남성성에 집착하는 아버지 

상이 아닌 애정 어린 “대안적 아버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Davenport 

324-35). 여성의 활동 반경을 가정으로 국한시키는 자본주의 질서에 갇혀 

집을 벗어나지 못했던 웬디는 호텔을 탈출한 후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얻는다(TS 678). 권위적 남성성과 결부된, 일에 대한 잭의 욕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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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스 가족을 산산조각내었다. 이를 상기하면 그와 같이 일그러진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가족에 대한 애정이 두터운 웬디가 잭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은 “미쳐 날뛰는 오버룩”이 표상하던 모순적 질서가 마침내 

대안적인 무엇으로 대체됨을 의미하는 듯 하다.  

하지만 언뜻 희망적으로 보이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불안한 그림자는 

걷히지 않는다. 오버룩 호텔은 무너졌지만, 웬디와 대니가 돌아간 사회는 

오버룩을 움직이던 자본주의 질서가 여전히 잔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버룩에서의 사건 이후 토렌스 집안에서 가정과 일터 사이의 경계는 비록 

미약해졌지만, 이러한 고딕적 이중성을 유용하는 시스템은 건재하다. 물론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한 축이었던 잭이 부재하는 상황이 웬디가 공적 

공간에 진입할 기회를 얻는 초석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웬디가 

돌아간 사회는 여전히 집과 직장이 각기 고유한 기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즉 웬디는 볼더의 집과 오버룩의 아파트 안에서 담당하던 

어머니의 역할과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웬디가 가정과 일터를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상이한 두 역할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니를 

양육해야 할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다던가, 반대로 집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탓에 대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웬디와 대니가 돌아간 

사회에 자본주의의 고딕적 질서가 남아있는 이상, 가정과 일터의 경계가 

무너진 토렌스 가에서는 또 다른 광기와 공포가 자라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텔의 붕괴는 그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오버룩의 문제적 이중 구조는 무너졌지만 웬디와 대니가 모순과 폭력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고딕공간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에, 결말의 평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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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그것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불길한 암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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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고딕공간은 여타의 문학장르와 구별되는 고딕문학 고유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사건을 추동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기존의 고딕문학 연구에서 공간은 뚜렷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고딕공간이 그 자체로서 지닌 특수한 기능은 미처 

조명되지 않았고, 공간은 대개 인물의 심리나 작품이 위치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되는 등 작품 속에서 부수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즈윅이 『고딕 

전통의 일관성』을 통해 제시한 견해는 기존에 간과되었던 고딕공간의 

기능을 논의의 전면에 위치시켜 고딕비평에 새로운 통로를 연다. 세즈윅의 

시각은 특히 인식의 주체로부터 분리된 물리적 공간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고딕 장르의 본질을 더욱 잘 보여준다. 고딕문학이 주체의 안정성을 

흩뜨리는 주체 밖의 타자에 주목함을 고려할 때,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딕공간을 분석하는 작업은 타자성을 충실히 짚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딕공간만의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은 나아가 ‘고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있어 장르의 본질에 좀 더 근접한 해석을 제공한다. 

기존의 주체 중심의 비평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인물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그로테스크함(grotesque) 등을 고딕의 요체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세즈윅과 같이 공간에 집중하는 시각은 고딕의 특질을 이중성을 

지닌 고딕공간 특유의 물리적 구조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모호함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해석은 고딕문학 속 공포의 기제를 주체 너머의 공간에서 

포착함으로써, 주체보다 타자에 무게중심을 둔 정의를 가능케 한다.  



 

 92 

타자로서의 공간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미국고딕 속 고딕공간을 살펴볼 

때, 해당 공간은 특히 여성이란 타자를 환기한다. 미국고딕에서 공간은 주로 

가족 단위의 삶이 이루어지는 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고딕 

연구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딕적 집은 가부장제적 가정성 이데올로기와 

그 속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존재와 긴밀하게 얽혀있다. 더욱이 1950-

60년대 말의 자본주의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가정성 담론은 핵가족 모델과 

결합하여, 해당 담론이 요구하는 삶에 부합하는 구조의 주택을 양산하였다. 

즉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고딕 작품에서 집은 물리적 구조에서부터 

핵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성 담론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고딕공간만의 작동기제를 매개로 공포를 발생시킨다. 

『힐 하우스의 유령』 속 힐 하우스는 이중성을 매개로 그 안의 개인을 

위험하게 매혹하는 고딕공간이다. 일반적인 핵가족 주택의 내부와는 전혀 

다른 힐 하우스의 독특한 구조는 엘리노어에게 기존의 핵가족 모델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방식의 가족관계를 실험해 볼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엘리노어가 힐 하우스에 미혹될 수록, 이는 일정한 양태의 가족관계를 

영속시키려는 갈망을 좌절시키면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결국 

엘리노어는 그녀를 이끌면서도 번번히 소외시키는 힐 하우스의 모순 속에서 

고통 받다가, 이내 그 이중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기파괴를 수반하는 

폭력까지도 감행한다. 하지만 엘리노어의 마지막 시도에도 불구하고 힐 

하우스의 견고한 이중성은 무너지지 않고, 힐 하우스는 그에 이끌릴 또 

다른 희생자를 예고하는 두려운 공간으로 남는다. 

힐 하우스가 공고한 이중성을 보존하는 고딕공간이라면, 『샤이닝』의 

오버룩 호텔은 바로 그러한 이중성이 야기하는 모순으로 인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고딕공간이다. 오버룩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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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공간으로, 자본주의에 내재된 고딕적 이중성을 그대로 투영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개인의 삶의 영역을 각각 사적 공간인 가정과 공적 

공간인 일터로 양분하고,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자기보존을 

꾀한다. 자본주의의 이중 구조에 복무하는 핵가족 모델은 여성을 가정에, 

남성을 일터에 각각 위치시킨다. 이러한 가족모델은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며 보수 없이 

가사노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는 일터의 공적 속성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이중 구조를 지탱한다. 토렌스 가족이 도착하는 시점에서도 오버룩 호텔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사적 공간을 착취하면서도 이에 의존하는 모순을 

은폐하고 웬디와 잭을 매개하여 가정과 일터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상업주의라는 은폐의 기제가 사라진 시점에서 양자의 경계는 번번히 

무너지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구축했던 가정이 점차 그 

질서를 이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일터의 차별성을 무리하게 

내세우려는 시도는 특히 사적 공간 안에 있던 웬디를 향한 폭력을 양산한다. 

호텔의 내적 모순은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결국 공간 경계를 스스로 해체해 

버리고 만다. 오버룩 호텔은 고딕공간의 근간이었던 견고한 이중성이 

자기붕괴의 기제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힐 하우스의 유령』과 『샤이닝』은 물리적 구조가 지닌 이중성을 

매개로 공간 안에 있는 개인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고딕공간을 

보여준다. 이때 특히 여성을 타자화하는 자본주의적 가정성 담론에 따라 

공간은 집으로, 개인은 여성으로 집중된다. 나아가 고딕공간에 대한 연구는 

심리비평이나 역사비평의 시각과 같이 주체 중심의 읽기에 치우쳤던 기존의 

미국고딕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다. 이는 주체 밖의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인식 주체를 작품 해석의 중심으로 전제하는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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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함에서 벗어나, 미국성을 둘러싼 타자화의 경험을 구현하는 미국고딕의 

특질을 뚜렷이 조명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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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ubleness of Gothic Space and  

the Crumbling of Family 
 

Nayoung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its enduring place in American gothic literature, gothic 

space has received little critical attention.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mechanism of power within gothic space, focusing on its unique physic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house, the predominant form of 

gothic space in American gothic, and considers the related issues of women, 

domesticity and family. Based on the premise that such issues are 

inseparable from the way gothic house is constructed, this thesis will 

examine how the institution of nuclear family in capitalist American society 

around the 50s-70s is experimented with and crumbles within gothic spaces 

represented in Shirley Jackson’s The Haunting of Hill House and Stephen 

King’s The Shining. 

 The first chapter argues that Hill House both provokes and betrays 

Eleanor’s desire to be in a family relationship through its “doubleness.” The 

unusual inner structure of Hill House appears to promise Eleanor an 

opportunity to build a nuclear familiar relationship that has been den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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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Nonetheless, the space gradually contradicts Eleanor’s plans for a new 

family, driving her to desperation. Eleanor’s last attempt to break down the 

“barrier” which shuts her out only results in her violent death, and Hill 

House remains as an overwhelming gothic space as before.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disintegration of the Torrance 

family, which dramatizes the implosion of gothic space due to its doubleness. 

The Overlook Hotel is built upon the doubleness of capitalist system which 

divides a homogenous social space into work and home place. Such 

doubleness makes the system to be self-contradictory by not acknowledging 

the economic value of domestic labor while depending upon it to sustain the 

system. The off-season Overlook is the gothic space where this 

contradiction gradually intensifies and ultimately leads to the space’s self-

destruction along with the Torrance family.  

 Gothic space is not merely an arena where psychological, social or 

historical metaphors inhabit. It is a concrete existence which asserts power 

to individuals within, as the unique structures of gothic space in Hill House 

and The Shining exhibit.  

 

Keywords : Shirley Jackson, The Haunting of Hill House, Stephen King, 

The Shining, Gothic Space, Doubleness, Nuclea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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