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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버지니아 울프가 리얼리티를 작품 속에 포착하고자 주목한 음악

과 리듬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울프 비평에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던 『출항』

과 『올랜도』를 다시 읽고자 한다. 작가로서 리얼리티의 단면을 엿보고 이를 작품 

속에 담아낼 필요성을 실감했던 울프는 리얼리티로 향하는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고자 초기에는 음악을,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리듬을 활용한다. 『출항』을 

포함한 초기작을 집필할 무렵 음악이 리얼리티를 담아내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면, 

1920년대 중반 이후 음악을 소설에 담아내는 것의 한계를 실감한 울프는 더 복잡하

고 역동적인 개념인 리듬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 ‚교차하는 리듬들‛로 명명된 

울프 식의 리듬은 음악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간적·시간적·의미론적 요소 등 다

양한 차원에서 구현되는 폭넓은 개념이며, 이 ‚교차하는 리듬들‛의 다층성은 작

가와 독자를 리얼리티의 방향으로 인도한다. 본 논문은 각각 1915년과 1928년에 출

간된 『출항』과 『올랜도』가 각 시기에 음악과 리듬이 울프의 작품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예시함에 주목하고, 두 작품을 음악과 리듬이라는 키워드로 읽는다. 

 1장에서는 울프의 초기 에세이 및 편지, 그리고 주인공 레이첼 빈레이스의 

피아노에 주목함으로써, 음악을 예술의 이상향으로 상정했던 초기 울프의 생각을 

보여주는 소설로『출항』을 다시 읽는다. 「거리의 음악」 등 이 시기에 집필된 에

세이에서 울프는 음악과 글쓰기의 본질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렇게 때문에 

글을 쓰는 작가는 음악의 박자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첫 소설의 주

인공인 레이첼 빈레이스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음악에 대해 고찰하는 방식은 울프의 

이러한 신념을 반영한다. 가부장제나 관습의 시선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 레이

첼은 빈둥대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사실 레이첼은 음악을 통하여 우리가 언

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한다. 테런스 휴잇과 약혼하자마자 레이첼은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열병에 의해 희생당하지만, 음악을 통해 그녀가 도달한 지평

은 그녀의 삶이 결코 허무한 실패가 아님을 증명한다. 

 2장에서는 음악을 동경했던 울프가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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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개념인 리듬에 주목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물론 음

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울프의 리듬은 음악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이

때의 리듬은 음악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논문

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에세이 「현악 사중주」, 「어느 단순한 멜로디」, 「예술

의 좁은 다리」 등과 편지를 통해 울프의 리듬을 탐구하고 이를 ‚교차하는 리듬들‛

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울프는 지금까지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나 서로 공존하기 어렵다고 치부되었던 대립적 요소들이 서로 교차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리듬을 통해 리얼리티를 포착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교차하는 리듬들‛이 가장 다층적으로 구현된 

작품으로서 『올랜도』를 다시 읽는다. 특히 울프 비평에서 가벼운 농담거리 정도

로 치부되며 주변화된 이 작품은 ‚리듬의 여러 등 위에 단어들을 올려놓는‛ 방식

으로 쓰인 대표적인 소설이다. 『올랜도』에서는 다양한 서술 방식과 문체, 여러 종

류의 시간, 한 단어의 여러 의미나 여러 대명사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교차되면서 리얼리티의 단면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대립되는 요소들

은 서로를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각

하고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교차되고 있다. 

 본 논문은 『출항』과 『올랜도』를 재조명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포착하여 

독자와 공유하려는 울프의 시도를 연구한다. 울프는 언제나 작가로서 자신이 활용

해야만 하는 언어의 한계를 실감하였으나 작가로서 리얼리티를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모색하였으며, 결국 울프가 음악 혹은 리듬을 손에 들고 리

얼리티로 향하는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주요어: 버지니아 울프, 『출항』, 『올랜도』, 리얼리티, 음악, 리듬, 교차하는 리듬

들 

학번: 2016-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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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를 포함한 블룸즈버리 그룹(Bloomsbury Group)은 

당대 다른 모더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그림, 춤, 음악, 시각 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작가로서 울프는 다른 예술 분야의 특성을 어떻게 

자신의 글쓰기에 반영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며 음악회에 자주 방문하고, 화가인 언니 

바네사 벨(Vanessa Bell)이나 덩컨 그랜트(Duncan Grant) 및 클라이브 벨(Clive 

Bell)이나 로저 프라이(Roger Fry) 등의 미술 평론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그림과 

미술 비평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또한 울프가 춤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울프는 모더니스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의 발레 뤼스(Ballets Russes) 공연 등 당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여러 무용 공연을 관람했으며(Mester 1-5), 유명한 

발레리나이자 블룸즈버리 그룹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아내이기도 했던 리디아 로포코바(Lydia Lopokova)와 교류하기도 했다.
1
 

이처럼 다양한 예술 분야에 열려 있는 자세로 접근했던 울프는 타 장르의 

예술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비전을 표출하는지 관찰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달리 작가, 특히 소설가만이 겪는 고충이 있음을 포착한 울프는, 

이러한 고충에 대해 에세이 「삶과 소설가」(‚Life and the Novelist‛)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물론 무용의 속성이 모더니스트로서의 이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 열광하며 좀더 적극적으로 무용적

인 요소를 작품 속에 포함시킨 로렌스나 파운드 등에 비하면 울프는 무용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

다. 그러나 로포코바와 교류했던 울프가 『올랜도』에서 로포코바의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점, 그리

고 『출항』의 무도회 장면이나 춤을 사랑하는 『파도』의 지니(Jinny)에 대한 묘사, 『올랜도』에서 순수의 

여인(Lady of Purity), 순결의 여인(Lady of Chastity, 겸손의 여인(Lady of Modesty)이 제의적인 춤을 추는 장

면 등 작품 속에 춤을 녹여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프는 분명 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춤에 대한 울프의 관심을 재조명하며 ‘울프와 댄스’에 대해 논하는 비평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울프의 작품 속 ‚안무와 같은 패턴‛(a choreographic patterning)에 대해서는 수잔 존스(Susan Jones)

의 『문학, 모더니즘, 춤』(Literature, Modernism, and Dance)을 참고. 이밖에 니진스키과 니진스카의 모더니

즘 및 발레 뤼스와 울프 작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블린 할러(Evelyn Haller)의 「버지니아 울

프와 춤」(‚Virginia Woolf and Dance‛)이나 로라 마커스(Laura Marcus)의 『열 번째 뮤즈: 모더니즘 시기

의 극장에 대하여』(The Tenth Muse: Writing about Cinema in the Modernist Period)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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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는 – 이 점이 그의 탁월한 점이면서 그가 처한 위험이기도 한데 – 삶에 

끔찍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다. 다른 예술가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뒤로 

물러설 수 있다. 그들은 사과 한 접시와 물감 통, 혹은 악보 한 뭉치와 피아노와 

함께 몇 주씩 홀로 틀어박혀 있는다. 그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소설가는 [자기 

자신을] 절대 잊는 법이 없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법도 거의 없다. [...] 대해 

한복판의 물고기가 아가미를 통과하여 몰아치는 물살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는 [그에게 몰아치는 삶의] 인상들을 멈출 수 없다.  

The novelist – it is his distinction and his danger – is terribly exposed to life. 

Other artists, partially at least, withdraw; they shut themselves up for weeks 

alone with a dish of apples and a paint-box, or a roll of music paper and a 

piano. When they emerge it is to forget and distract themselves. But the novelist 

never forgets and is seldom distracted. [...] He can no more cease to receive 

impressions than a fish in mid-ocean can cease to let the water rush through his 

gills. (‚Life and the Novelist‛ 41) 

 

울프에 따르면 화가나 음악가와 달리 소설가가 마주하는 고통은 ‚삶에 끔찍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작가는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주는 

인상에서 좀처럼 자유로워질 수 없으며, ‚맛, 소리, 움직임, 여기에서의 몇 마디, 

저기에서의 몸짓 하나, 들어오는 남자 한 명, 나가는 여자 한 명, 심지어 길에 지나가는 

자동차나 도보에서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거지, 이 상황의 붉은 것들과 푸른 것들, 

빛들과 그림자들 모두‛(Taste, sound, movement, a few words here, a gesture there, a 

man coming in, a woman going out, even the motor that passes in the street or the 

beggar who shuffles along the pavement, and all the reds and blues and lights and 

shades of the scene)의 거센 물결이 소설가의 아가미를 통과해 몰아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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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가 생각하기에 글의 무궁무진한 소재가 되는 이 거센 물결이 소설가를 더욱 특별한 

예술가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설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울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분명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 닻을 

단단히 내리고 있지 않은 시대‛(an age clearly when we are not fast anchored where 

we are)로 규정하며, 이 시대가 ‚사물들이 우리 주변을 움직여가‛(things are moving 

round us)고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움직이‛(we are moving ourselves)는 변화무쌍한 

시대라는 사실이 작가의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The Narrow Bridge of Art‛ 11).
2
 

과거에 사용하던 언어와 작품의 형식은 진부하거나 이미 죽어버렸으며, 특히 ‚닻을 

단단히 내리고 있지 않은 시대‛에서 작가가 새로운 예술적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형식과 언어는 이 급변하는 시대를 

담아내기에 ‚맞지 않는 옷‛(ill-fitting vestments; ‚Modern Fiction‛ 149)이라는 것이 

울프의 주장이다. 

 울프는 이처럼 삶을 담아내는 데 ‚맞지 않는 옷‛을 작가로서 손에 쥐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는 시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나름대로 최선의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글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비전을 점점 덜 닮아가‛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글을 구성하고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울프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비전을 점점 덜 닮아가는 디자인에 

따라 서른 두 개의 장을 구성하면서, 끈질기게, 성심껏 나아간다‛(Nevertheless we go 

on perseveringly, conscientiously, constructing our thirty-two chapters after a design 

which more and more ceases to resemble the vision in our minds; ‚Modern Fiction‛ 

149). 인상들이 소설가에게 몰아쳐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쉴 새 없이 변해가는 

                                                      
2
 울프는 존 던(John Donne)이나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시대와는 달리 모더니스트들이 리얼리티

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혹은 ‚리얼리티라는 환상‛(illusion of reality) 비슷한 것이라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보다 더욱 ‚엄청난 문학적 기술‛(higher literary skill)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Life and 

the Novelist‛ 46). 이 밖에 시대적 특성과 언어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담은 울프의 다른 에세이로는 「솜씨」

(‚Craftsmanshi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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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울프는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인정하며, 그 한계 속에서—그것이 완벽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최대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비전‛을 비슷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울프는 작가로서 원하는 ‚모든 도구들‛을 들고서 글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중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일부만을 선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글쓰기 작업을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는 것에 비유한 울프는, ‚손에 

도구들을 모두 들고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널 수는 없다. 몇 개는 두고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강물 한가운데 떨구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익사하게 될 것‛(You cannot cross the narrow bridge of art carrying all its 

tools in your hands. Some you must leave behind, or you will drop them in midstream 

or, what is worse, overbalance and be drowned yourself; ‚The Narrow Bridge of Art‛ 

22)이라고 주장한다. 즉, 작가가 무리하게 "모든 도구들‛을 끌어안고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려고 시도할 경우, 예술적으로 뛰어난 경지에 도달하기는커녕 다리를 

건너지도 못한 채 ‚익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념에 충실하게 울프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도구를 선별하고 이에 부합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최대한 ‚마음 속에 있는 비전‛을 유사하게 담아내면서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초기작부터 그 이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울프의 관심사나 예술관 등이 

변화하면서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울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도구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 논문은 1915년 출간된 『출항』(The Voyage Out) 등의 초기작을 

집필하던 무렵 울프가 페이터(Walter Pater)의 예술관 및 음악관의 영향을 받아 

‚음악‛과 음악의 맥박을 담아내는 글쓰기라는 도구를 손에 들고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넜다면, 점차 음악관이나 작품관이 변화하면서 울프가 ‚리듬‛의 ‚등‛ 

위에 자신의 ‚단어들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등대로』(To the Lighthouse)나 『올랜도』(Orlando)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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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하는 과정에서 리듬을 중시한 울프는 초기작에서의 도구였던 음악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음악을 포함하여 서술의 공간, 시간, 성별, 문체 등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녹아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리듬의 도움을 받아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기존의 많은 평자들은 울프가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음악을 

중심으로 울프의 음악관과 작품들을 추적한다. 예컨대 켈리(Joyce E. Kelly)나 

바르가(Adriana Varga) 등은 울프의 초기작에서부터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핵심적인 소재라고 주장한다. 켈리는 『출항』의 음악가 레이첼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파도』(The Waves)와 『막간』(Between the Acts)등을 비교하며 울프가 

점차 과감한 형식적 실험을 하고 있으며, 각 작품에서 울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설에 음악적 요소를 들여오면서 이러한 요소 없이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과감하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Kelley 427-32). 한편 바르가는 「음악, 언어, 그리고 존재의 

순간들」에서 켈리와 마찬가지로 『출항』, 『파도』, 『막간』의 세 작품을 분석하는데, 

음악이 활용되는 방식의 변화가 ‚울프의 모더니스트적 실험 및 [이를] 텍스트 속에서 

응용하는 방식의 발전을 반영한다‛(reflect an evolution in Woolf’s modernist 

experiment and textual praxis; Varga 76)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평적 흐름은 초기 

작품의 주요 소재인 ‚음악‛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울프의 

관심사가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음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출항』과 

레이첼의 연주에 주목한 켈리와 바르가의 논의는 일부 평자들이 과소평가했던 레이첼의 

음악적 역량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울프는 

음악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의 리듬에 주목했기 때문에 『파도』나 『막간』 등까지 

비슷한 맥락에서 읽어내려는 시도는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한편 일부 평자들은 음악에 대한 울프의 관심이 초기작을 집필할 무렵뿐 아니라 

후기작을 집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형식적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 중 일부는 음악의 특징을 그대로 단어로 

‚변형‛(transform)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클레멘츠(Elicia Clemen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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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집필할 무렵 울프가 즐겨 들었던 베토벤의 130번, 그리고 본래 130번의 

마지막 악장으로 작곡되었으나 훗날 ‚대푸가‛(Grosse Fuge)로 독립된 베토벤 133번의 

형식적·리듬적 특성이 『파도』의 파격적인 형식 및 리듬에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61-62). 『파도』는 음악의 소리를 단어로 변형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클레멘츠에 따르면 파도의 여섯 주인공들—네빌(Neville), 지니(Jinny), 로다(Rhoda), 

수잔(Susan), 루이스(Louis), 버나드(Bernard)—이 베토벤 소나타의 각 악장에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물들의 성격 및 각 인물이 제시되는 방식은 

각 악장의 개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예컨대 전통과 규범, 질서를 중시하지만 

퍼시발(Percival)에게 당대 금기시되던 동성애적 충동을 느끼는 네빌의 모순적 면모와 

발화는 소나타의 전통적 형식과 리듬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중간중간 소나타의 전통을 

조금씩 비틀기도 하는 1악장의 흐름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168-69). 마찬가지로 ‚개가 

짖고, 종이 딸랑거리고, 바퀴가 자갈을 으스러뜨릴 때 발생하는 시골의 음악‛(rustic 

music when a dog barks, a bell tinkles, or wheels crunch upon the gravel) 등 수잔이 

잠결에 귀 기울이는, 전통적으로 음악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일련의 소리들은 레가토, 

피치카토, 스타카토 등 다양한 기법을 파격적으로 활용하는 3악장의 소리 및 리듬과 

유사하다는 것이 클레멘츠의 주장이다(171). 이러한 분석은 『파도』 비평에서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어 왔던 『파도』와 베토벤의 130번 및 133번 사이의 연결 관계를 

구체화하며 울프의 언어적·구조적 실험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가 자신의 작품이 음악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음악의 

경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도』의 언어적 리듬에 대한 

클레멘츠의 분석을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클레멘츠는 이 작품 속 울프의 성취 

전부를 베토벤의 작품과 연결하고 『파도』를 베토벤의 음악에 ‘따라’ 구성된 

작품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작품 자체의 독립적인 성취를 축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골의 음악‛과 레가토, 피치카토, 스타카토 등 독특한 음악의 

기법을 단지 파격적인 리듬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결하는 등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도 있다. 울프가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파도』를 마무리한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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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는 음악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글쓰기보다는 자신만의 리듬에 

따른 글쓰기를 지향했다.  

 도드(Elizabeth Dodd)나 베지르실리오글루(Sinem Bezircilioğlu) 등은 클레멘츠와 

달리 울프의 독특한 리듬에 주목한다. 리듬을 중심으로 울프의 작품을 읽어낸 평자들은 

울프가 음악적인 차원의 리듬을 단어로 ‚변형‛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짧은 호흡으로 

구성되거나 운율이 느껴지는 ‚시적인‛(poetic) 언어들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시적인 

리듬을 갖춘 산문을 쓰고자 했다고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도드는 산문을 

쓰면서도 지속적으로 시에 관심을 보인 울프가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휴지(caesura), 운율, 세미콜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고전 영어시(Old English 

Verse)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적인 언어를 구사한다고 주장한다(276). 특히 댈러웨이 

부인이나 피터(Peter Walsh) 등 여러 인물들의 생각이 전환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방해 받는 순간, 기존의 산문적인 문체에서 ‚문이 열렸다‛(The door opened)와 같은 

짧은 호흡의 문장으로의 ‚리듬적인 전환‛(Rhythmic shift)이 발생하며, 이것이 문단 

전체의 리듬을 시적이면서도 다채롭게 만든다는 것이 도드의 주장이다(280-81). 이를 

통해 울프는 자신의 산문이 기존 산문의 관습에서 벗어나 좀더 ‚시적인‛ 리듬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도드와 마찬가지로 『댈러웨이 부인』, 

『등대로』, 『파도』 등에서 울프가 시적인 효과를 구현한다고 주장한 

베지르실리오글루는 울프의 ‚의도적인 접속사 생략‛(the omissions of conjunctions on 

purpose)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리듬에 주목한다.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울프가 

짧은 단어들을 나열하고 때때로 접속사를 생략하기도 하는 대목들에서 독자가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산문이 아니라 시를 읽었을 때 독자가 느끼는 

종류의 리듬과 유사하다는 것이다(772).  

 이처럼 울프의 리듬에 대해 논의한 평자들 대부분은 음악적인 리듬 혹은 시적인 

리듬 등 통상적인 차원의 리듬에 주목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울프의 ‚리듬‛ 개념이 

통념적인 리듬과는 다른 개념임을 포착하지 못하며, 특히 초기작과 비교했을 때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관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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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은 음악의 하위 구성 요소로서의 리듬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카토나 피치카토 등을 연상시키는 짧은 단어들이나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만으로 울프의 리듬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울프의 리듬을 

이처럼 평면적으로 해석해온 기존 비평의 흐름에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 평자들은 울프의 

에세이와 편지, 단편들에 주목하여 음악적 리듬이나 시적인 리듬 등과 차별화되는 

‚울프의 리듬‛이 무엇인지 규정하고자 한다. 먼저 요크(R. A. York)는 『등대로』나  

『세월』(The Years), 『파도』 등에서의 ‚반복‛(repetition)이 울프식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120-21). 소설의 전통적인 절정(climax)을 거부하고 ‚지속되는 

삶의 평범함‛(continuing ordinariness of life)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에 독특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스타일이 울프식 리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108). 예컨대 

『등대로』의 3장에서 릴리 브리스코의 예술적 성취는 소설의 통상적인 절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요크에 따르면 이는 1장에서 램지 부인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며 얻었던 ‚사회적 성공‛(social success)의 반복처럼 그려진다. 

1장에서 램지 부인의 성공은 ‚[릴리의 예술적 성취보다는] 덜 강렬하지만 여전히 인지 

가능한 움직임의 연속‛(a less strong but none the less perceptible movement to 

continuity)이며, 이러한 장치 덕분에 릴리의 성공은 ‚절정‛이라기보다는 ‚연속‛, 즉 

반복의 일환으로서 독특한 리듬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요크의 주장이다(120). 한편 

로르슈(Susan E. Lorsch)는 『파도』가 세 종류의 리듬이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평한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구성되는 막간(interlude) 부분들은 일종의 ‚산문 시‛(prose 

poem)로서 인간의 의미 부여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의 일에 무관심한 파도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고(196-97), 그 파도와 태양의 리듬에 개인의 적극적인 해석을 덧입히는 여러 

인물들의 발화는 또 다른 두 번째 리듬을 만들어내며, 고뇌하는 버나드의 마지막 대사 

속에는 버나드가 각각 ‚죽음이나 무(無)‛(death or nothingness)와 ‚삶‛(life)이라고 

규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리듬 사이를 오가는 세 번째 리듬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202). 

로르슈는 이처럼 복잡한 리듬을 통하여 울프가 리얼리티(reality)를 독자에게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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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프 작품의 핵심이 ‚리듬‛이라고 주장한 서튼(Emma Sutton)은 울프의 

에세이와 편지 속에 등장한 ‚리듬‛ 개념에 주목하여, 이 개념이 결코 쉽게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이라고 본다. 울프는 리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며, 심지어 새로운 작품에서 자신의 이전 

작품에서 사용한 리듬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리듬을 구현했다는 것이다(‚Putting‛ 

176-78). 서튼은 글쓰기와 리듬에 대해 에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울프가 ‚모든 

글쓰기는 그저 리듬의 여러 등 위에 단어들을 올려놓는 것일 뿐이에요‛(All writing is 

nothing but putting words on the backs of rhythm; 필자 강조 ‚Putting‛ 176에서 

재인용)라고 말하며 ‚리듬의 등‛이 아니라 ‚리듬의 여러 등‛(the backs of 

rhythm)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울프의 리듬이 각 작품에 따라, 

심지어 한 작품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울프의 리듬 

개념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에 주목한다(‚Putting‛ 177-78).
3
 울프의 리듬은 하나의 

차원에서만 구현되는 단수형 ‘리듬’이라기보다는 작품 속 수많은 요소들 사이에서 

구현되는 다층적 ‘리듬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이 통상적으로 음악의 부속품으로 

치부되는 종류의 리듬과 다르다고 주장한 요크, 로르슈, 서튼 등의 논의는 이 무렵 

울프의 생각이 초기의 관점으로부터 변화하였음을 포착하고, 울프식의 리듬이 다양한 

차원에서 구현됨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는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품 속의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번갈아 제시되는 데서 

발생하는 울프의 리듬을 ‚교차하는 리듬‛(alternating rhythm)
4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논문은 음악에 집중되었던 초기 울프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리듬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 로렌스의 ‚교차하는 리듬‛ 개념을 

                                                      
3
 다만 서튼은 1926년과 1931년 등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편지들을 근거로 삼으면서 초기작인 『출항』

과 「거리의 음악」(‚Street Music‛)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초기작을 집필하던 무렵 울프의 음

악·리듬관과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관은 완전히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근거로 초기

작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1장과 2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4
 로렌스의 ‚교차하는 리듬‛은 1920년대 울프의 리듬관을 이해하고 『올랜도』를 읽어내는 데 매우 중요

한 개념으로,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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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고, 울프식의 리듬을 ‚교차하는 리듬들‛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울프가 

‚리듬의 여러 등‛(the backs of rhythm)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리듬이 

오직 하나의 차원에서만 구현되는 단순한 리듬과는 차별화됨을 명시했다는 서튼의 

주장처럼, 울프의 ‚교차하는 리듬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구현된다.  

 음악과 ‚교차하는 리듬들‛에 대한 울프의 이러한 관심은 근본적으로 

리얼리티(reality)
5
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있다. 음악과 ‚교차하는 리듬들‛을 통해 울프는 

작가로서 포착한 리얼리티의 단면을 글 속에 녹여내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당대 작가들 

및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리얼리티의 문제는 울프의 주요 관심사였다. 

울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른 물살을 타고 변화하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시대적 특성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이끌어주었고, 

울프 역시 리얼리티를 포착하여 자신의 글에 담아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늘 치열하게 

고민했다. 실제로 울프는 『출항』이나 『올랜도』뿐 아니라 여러 글 속에 리얼리티에 

대한 고찰을 녹여낸다. 리얼리티에 대한 울프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울프가 내세운 화자는 여자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강연 

                                                      

 
5
 이 논문은 ‚reality‛를 ‚리얼리티‛로 번역했다. 흔히 ‚reality‛는 ‚현실‛ 등으로 번역되지만 한국어

의 ‚현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현실‛, ‚[소망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다‛, ‚현실 도피‛ 등 

‚지금의 상태 및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임을 고려한다면 ‚현실‛이라는 번역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했다. 이후 자세히 논하겠지만 울프의 ‚reality‛는, 특히 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올랜도』의 리얼리티는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를 구성하고 비추어주는 데서 출발하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이다. 또한 이는 사실과 허구가 공존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실‛이라는 번역어와도 거리

가 멀다. 울프가 ‚사실‛(fact)을 ‚진리‛(truth), ‚리얼리티‛(reality) 등과 대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때로는 ‚truth‛와 ‚reality‛를 유사한 뉘앙스에서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단어 중에서는 

‚진리‛라는 번역어가 ‚reality‛와 비교적 가까운 단어이겠으나, 『자기만의 방』의 일부 대목에서 울프는 

‚truth‛와 ‚reality‛를 구별하며 오히려 ‚truth‛를 ‚사실‛(fact)와 묶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리‛라

는 번역어 역시 부적절하다. 예컨대 손에 넣을 수 있는 ‚진리‛(truth)를 찾아 대영 박물관에 간 『자기만의 

방』의 화자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성의 삶에 대한 ‚진짜 사실‛(authentic fact)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고 불평하면서 ‚진리를 찾아 다니는 것‛(seeking for truth)을 정말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울프는 ‚사실‛과 ‚진리‛(truth)를 완벽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이처럼 몇몇 대목에서는 ‚truth‛

와 ‚reality‛보다 ‚truth‛와 ‚fact‛가 더 상호 유사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한다(A Room of One’s Own 

39-53). 따라서 ‚사실‛이나 ‚진리‛ 등은 ‚reality‛의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며, 이 논문은 이 두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reality‛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reality‛를 ‚리

얼리티‛라고 음차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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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강조했던 리얼리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한다. 

 

‘리얼리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매우 신뢰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때로는 먼지투성이의 거리에서, 

또 때로는 거리 위의 신문지 조각에서, 때로는 햇빛 아래의 수선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방 안에 모인 이들을 환하게 빛내주기도 하고, 흔한 말 

한 마디를 마음 속에 새겨주죠. 별빛 아래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압도하기도 하고, 말로 가득 찬 세계보다 침묵의 세계를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데, 그러고는 이내 소란스러운 피카딜리 거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다시 발견되죠. 때로는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질과는] 거리가 너무 먼 형태로 존재하기도 해요.  

What is meant by ‘reality’? It would seem to be something very erratic, 

very undependable—now to be found in a dusty road, now in a scrap of 

newspaper in the street, now a daffodil in the sun. It lights up a group in a 

room and stamps some casual saying. It overwhelms one walking home 

beneath the stars and makes the silent world more real than the world of 

speech—and then there it is again in an omnibus in the uproar of Piccadilly. 

Sometimes, too, it seems to dwell in shapes too far away for us to discern 

what their nature is. (A Room of One’s Own 144) 

 

울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의 리얼리티란 더 이상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절대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라, ‚매우 변덕스럽고 매우 

신뢰하기 어려운 무언가‛라고 설명한다. 변덕스럽고 유동적인 이 세계의 리얼리티란 

고상한 철학서 속에 담겨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가 아니라, ‚먼지투성이의 거리‛나 

‚거리 위의 신문지 조각‛와 같이 사람들이 흔히 무시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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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울프는 자신이 강조하는 리얼리티의 속성을 한층 더 

분명하게 요약한다.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에게 가상의 

여동생 주디스 셰익스피어(Judith Shakespeare)가 있었더라면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틀림 없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울프는 앞으로 새로운 

주디스 셰익스피어가 육신을 얻고 여성 작가로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울프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은 매년 5백 파운드의 수입과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고 시대 정신의 검열에 맞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뿐 아니라, ‚리얼리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포함한다. 

 

[...] 만약 우리가 [...] 인간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리얼리티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면, [...] 우리가 의지하여 매달릴 수 있는 팔은 없으며 

우리가 혼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세상은 남성과 

여성의 세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리얼리티의 세계라는 분명한 사실을 

마주한다면, 기회는 찾아올 것이고 셰익스피어의 누이인 죽은 시인은 그녀가 

그토록 여러 번 내던진 육신을 되찾을 거예요.  

[...] if we [...] see human beings not always in their relation to each other but 

in relation to reality; [...] if we face the fact, for it is a fact, that there is no 

arm to cling to, but that we go alone and that our relation is to the world of 

reality and not only to the world of men and women, then the opportunity 

will come and the dead poet who was Shakespeare’s sister will put on the 

body which she has so often laid down. (A Room of One’s Own 149) 

  

작품 전체에 걸쳐 여성을 주변화하는 남성의 배타적 태도가 여성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남성 자신도 억압하게 된다고 주장해왔으며, 작가라면 양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 

울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세계‛와 차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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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의 세계‛라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세계‛, 즉 『자기만의 

방』의 화자를 도서관의 잔디밭 밖으로 내몰았으며 남성들이 밖으로 내몰린 여성을 거울 

삼아 스스로의 몸집을 괴물처럼 키우는 세계의 이분법적 기준은 리얼리티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울프에 따르면 이 이분법적인 기준이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리얼리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리얼리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시선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리얼리티의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픈 것에 대하여」(‚On Being Ill‛)에 담긴 울프의 주장은 울프가 강조하는 

리얼리티로 가는 길이 이러한 고정 관념을 탈피하는 데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상할 정도로 주변화되어 왔던 몸(body)와 몸의 언어에 주목하는 이 에세이에서 울프는 

통념과는 달리 몸이 아픈 경험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한다.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은 ‚대단한 경험‛(the great 

experience)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단한 경험‛이란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조건적인 우선 

순위에 놓여 있던 것들이 지녔던 그 절대적인 지위를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하던 가장(make-believe)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전에는 평범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대상 하나하나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모양을 바꾸게 된다‛(the world has 

changed its shape)는 것이다(319).  울프는 이처럼 몸이 아프게 됨으로써 비로소 ‚대상 

자체의 질감‛(the texture of the object itself; Coates 258)을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장미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우리는 [장미가] 우묵한 통 안에서 꽃 

피우는 것을 너무 자주 보았고, 장미를 그 절정의 아름다움에 너무 자주 연결해온 

나머지, 지구상의 오후 내내 장미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 잊어버리곤 

했다‛(We have seen it so often flowering in bowls, connected it so often with beauty 

in its prime, that we have forgotten how it stands, still and steady, throughout an 

entire afternoon in the earth; 321-22)는 것이다. 코츠(Kimberly Engdahl Coates)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대상의 상징적 특질들‛(an object’s symbol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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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강조 258), 예컨대 장미가 ‚절정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관습적인 

시선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상징 외의 특질들—예컨대 ‚지구상의 오후 내내 장미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있는지‛—을 보지 못하는데, 몸이 아플 때 장미를 보며 

비로소 ‚원형의‛(ur-phenomen; 248) 결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울프가 말하는 

‚아픈 몸‛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의 몸, 즉 정신(soul)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주변화되었던 몸에 주목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고정관념이나 수많은 

‚상징‛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에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기도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마치 외국인이 낯선 언어를 바라보듯 고착화된 상징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리얼리티라는 ‚원형‛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울프의 주장이다(Dalgarno 147).  

  특히 울프의 작품을 읽을 때 이러한 울프 식의 리얼리티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울프가 삶이 주는 여러 인상들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예민한 

감각으로 담아내는 작가에게 이 리얼리티를 작품에 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울프는 작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리얼리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리얼리티를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작가는 [...] 이 리얼리티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Now the writer [...] has the chance to live more than other people in the 

presence of this reality)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리얼리티]을 찾고 그것[리얼리티]을 

모으고, 또 그것[리얼리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작가]의 일‛(It is his business 

to find it and collect it and communicate it to the rest of us)이라는 것이다(A Room 

144). 작가에게 찾아오는 삶의 인상들의 물결 속에서 ‚대상의 상징적 특질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리얼리티를 바라볼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울프는 작가가 이 

기회를 통해 포착한 리얼리티를 작품 속에 담아냄으로써 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울프는 이처럼 작가로서 자신이 엿본 리얼리티를, 음악이나 ‚교차하는 리듬들‛ 

등을 『출항』과 『올랜도』 안에 담아냈다. 이 논문은 이처럼 『출항』과 『올랜도』가 

각각 초기와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 작품의 키워드인 음악과 리듬을 텍스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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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예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울프가 작품 속에 

담으려 했던 리얼리티를 포착하고자 한다. 『출항』에서 레이첼의 음악이 관습이나 

제도권의 언어만으로는 리얼리티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리얼리티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의 음악을 제시했다면, 『올랜도』의 

역동적으로‚교차하는 리듬들‛은 ‚대립과 충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대립적인 

요소들‛의 사이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오갈 때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의의 중 하나는, 지금까지 울프 비평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출항』과 『올랜도』를 재조명하고, 두 작품 속에 울프가 담아낸 

리얼리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항』의 경우 울프의 초기 작품들 중 

음악이 주요 소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편이며, 이 무렵 음악을 글쓰기의 이상향으로 

설정할 정도로 음악을 동경했던 울프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다른 장편들과는 달리 관습적인 언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음악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출항』은 초기 울프의 관심사와 생각을 가장 잘 예시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출항』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은 경우 

프라이(Joanne S. Frye)처럼 레이첼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소설이 울프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어설프고, 미숙하며, 헐겁게 짜여있‛(clumsy, immature, and loosely 

fabricate; 421)음을 지적하거나, 레이첼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품을 『등대로』, 

『댈러웨이 부인』, 『제이콥의 방』(Jacob’s Room), 『막간』 등을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축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후자에 속하는 평자들은 한편으로는 음악을 

통한 레이첼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죽음이 최종적인 실패나 꿈의 허황됨을 

상징한다고 읽는다. 예컨대 하퍼(Howard Harper)는 레이첼의 음악이 열어주는 지평을 

높이 평가하기는 하지만, 결국 소설의 결말부에서 병을 앓는 레이첼이 경험한 것들이 

‚환상‛(illusion; 53)에 불과하며 그녀가 세상과 차단된 채 스스로의 삶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들에서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53-56). 한편 

프리드먼(Susan Stanford Friedman)은 레이첼이 『등대로』의 릴리나 『막간』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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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브 양 등으로 하여금 ‚레이첼의 실패한 성장 서사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오르‛(rises phoenix-like out of the ashes of Rachel’s failed Bildung; 117)도록 

해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레이첼의 죽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레이첼 자신의 성장은 그 자체로는 최종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리드먼과 

유사하게 레이첼의 존재가 이후 작품을 위한 예비 단계라고 주장한 프로울라(Christine 

Froula)는 레이첼의 서사가 이후 작품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번데기‛(chrysalis)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레이첼 자신이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잡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87). 하퍼나 프리드먼, 프로울라 등의 논의는 레이첼의 음악적 

성취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레이첼의 죽음을 최종적인 실패로 해석하고 

『출항』 자체의 성취를 축소해버린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물론 이 논문 역시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관과 초기 울프의 음악관을 대비하며, 후자를 예시하는 

작품으로서의 『출항』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항』을 ‚번데기‛나 ‚미숙한‛ 

작품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기존 비평들과 방향을 달리 한다. 

『출항』과 『올랜도』 사이의 우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작품 각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 가치가 간과되어 왔던 두 작품에 주목하고,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울프의 변화하는 생각을 추적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울프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주변화되어 왔던 

『올랜도』라는 작품 자체를 재조명할 뿐 아니라, 『파도』나 『막간』 등과 달리 

리듬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되곤 했던 이 작품을 리듬을 매개로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사실 이 작품이 과소 평가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울프 스스로가 다소 강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올랜도』를 집필하는 과정이 ‚작가의 휴가‛(a writer’s 

holiday; D 122)와도 같았으며, 『올랜도』를 ‚아이들의 장난거리‛(child’s play; D 

146)에 지나지 않고 ‚농담‛(joke; D 116)뿐인 ‚유별난 작품‛(freak; D 124)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울프는 이 작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작품 중에서 

‘중요한’ 축은 아니다‛(Not, I think, ‚important‛ among my works; D 125)라고 

표현하며, 변덕과 농담거리에 불과한 이 작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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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프가 한껏 진지한 사실의 나열뿐 아니라 농담과 

허구 역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음을 고려한다면,
6
 『올랜도』는 

오히려 ‚장난거리‛와 ‚농담‛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농담이 진지한 서술과 교차되면서 

리얼리티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이트(Suzanne Raitt)가 주장했듯 ‚울프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일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Woolf made something of a habit of announcing new beginnings; Raitt 

29)는 사실 역시 『올랜도』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파도』나 

『막간』 등의 새 작품들을 구상하면서 울프가 이 작품들을 통해 『올랜도』가 이르지 

못한 경지에 이를 것임을 예고했다는 사실 역시 『올랜도』가 과소평가되어 온 이유 중 

하나인데, 라이트의 설득력 있는 분석처럼 울프의 이러한 야심찬 선언이 일종의 

습관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올랜도』는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출항』이 초기 

울프의 예술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작품인 것처럼, 『올랜도』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가 관심을 가진 ‘리듬’이 가장 역동적으로 구현된 작품이다. 이 시기 울프의 

‚교차하는 리듬들‛은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이 한데 공존할 뿐 아니라 교차 

서술되며 서로를 구성하고 비추어주는 방식으로 『올랜도』에서 구현되며, 『올랜도』는 

이를 통해 울프식의 리얼리티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작품이다.  

 이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초기 울프가 중시한 음악에 주목하여, 음악과 

글쓰기의 긴밀한 연결 관계에 대한 울프의 생각이 예시된 작품이자 소리의 언어로 가득 

찬 작품으로서 『출항』을 읽는다. 이를 위해 우선 울프의 일기나 편지에서 드러난 

음악에 대한 관심에 주목함으로써 초기 울프가 페이터식 문학관의 영향으로 음악을 

예술의 정수라고 생각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울프의 에세이와 

단편 및 장편 소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리(Hermione Lee)의 주장에 

착안하여(89),
7
 「거리의 음악」(‚Street Music‛) 등 초기에 쓰인 에세이를 통해 

                                                      
6
 이 점에 대해서는 『올랜도』의 ‚교차하는 리듬들‛과 리얼리티를 다루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

다. 

7
 예를 들어 『등대로』(1927)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주로 집필되던 1926년 울프가 함께 작업하던 

「예술의 좁은 다리」나 「픽션의 기술」(‚The Art of Fiction‛) 등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 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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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의 맥박과 음악의 맥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당대 글들이 봉착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쓰기는 음악의 맥박에 다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울프의 

주장을 살펴본다. 이 시기 예술의 결정체인 음악의 면모를 글쓰기가 충실히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울프는 『출항』에서 울프는 피아노를 치는 레이첼 빈레이스(Rachel 

Vinrace)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레이첼이 관습에 의해 끔찍하게 희생당하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레이첼의 음악이 가진 힘에 주목함으로써 그녀의 

성장을 포착한다. 또한 관습에 맞서는 음악의 언어가 획일적인 관습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리얼리티에 한 걸음 가까워지도록 해줄 수 있다는 울프의 메시지를 읽어낸다. 

2장에서는 음악에 대한 울프의 이러한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울프가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선택한 도구로서의 ‚리듬‛에 주목할 것이다. 

리얼리티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단일한 소재 혹은 장르보다 한층 더 복합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울프는 그녀가 새롭게 주목한 개념으로서의 리듬을 

강조하게 된다.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에세이나 일기, 편지 등은 울프가 좀더 다층적인 

의미에서의 ‚리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현악 

사중주」(‚String Quartet‛)나 「어느 단순한 멜로디」(‚A Simple Melody‛) 등 이 

시기에 쓰인 단편을 통해 이 시기 울프의 예술관이 페이터식 음악관과는 맥락을 

달리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인다. 울프가 새롭게 강조하는 ‚리듬‛은 한편으로는 예의 그 

음악적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시각적·회화적인 개념 및 시간이나 

공간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며, 서튼이 지적한 것처럼 한 작품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개념이다(176-78). 특히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가 

분석한 ‚교차하는 리듬‛ 개념은 경계를 오가는 데서 포착되는 리얼리티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데, 이 논문은 ‚교차하는 리듬‛ 개념을 활용하되 「예술의 좁은 다리」 

등의 에세이와 로렌스 및 서튼 등 평자들의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여러 차원에서 

구현되는 울프의 리듬을 ‚교차하는 리듬들‛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3장에서는 울프의 ‚교차하는 리듬들‛이 잘 구현되어 리얼리티를 엿볼 수 있는 

                                                                                                                                                                     
이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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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서 『올랜도』를 다시 읽는다. 특히 이 작품의 ‚교차하는 리듬들‛은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뿐 아니라 여러 서술 방식이나 단어의 서로 다른 의미, 대명사의 다양한 

활용 방식 등이 여러 차원에서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리듬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울프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성별의 경계, 서술 공간의 경계 등을 

역동적으로 넘나들며 서로 ‚대립적인 것들‛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비추어주고 가시화하는 차원의 리얼리티를 담아냈음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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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음악이에요”: 레이첼의 

유의미한 실패로서의 『출항』 
 

 울프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출항』에서 울프는 이 시기 그녀가 동경했던 

음악의 도움을 받아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넌다. 울프는 주인공 레이첼 빈레이스의 

손에 피아노 연주와 음악을 쥐어준다. 스물네 살의 레이첼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읜 

뒤 소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오직 피아노 연주에만 몰두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아버지 윌로우비 빈레이스(Willoughby Vinrace)의 선박 유프로지니 

호(Euphrosyne)에서 레이첼은 남미의 산타 마리나로 휴가를 떠나는 삼촌 내외 

앰브로우즈(Ambrose) 부부와 국회의원인 리차드 댈러웨이(Richard Dalloway) 부부를 

만난다. 헬렌 앰브로우즈(Helen Ambrose)는 레이첼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녀를 산타 마리나의 빌라로 데려간다. 헬렌은 이곳에서 

레이첼이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연구원인 세인트 존 허스트(Saint John Hirst) 등 

뛰어난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레이첼이 허스트나 리들리 

앰브로우즈(Ridley Ambrose)가 권하는 책들을 읽지 않고 자신이 택한 책들을 읽으며, 

대부부의 시간을 피아노 연주에 쏟는 것에 불평한다. 이처럼 철저하게 제도권의 교육을 

받아온 세인트 존 허스트나 리들리, 아버지 윌로우비의 까다로운 친구 페퍼 씨(Mr 

Pepper) 등 남성 인물들 외에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이블린 머거트로이드(Evelyn Murgatroyd), 영문학 저서를 집필 중인 앨런 양(Miss 

Allen), 헬렌 등 여성 인물들 역시 종종 교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레이첼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하고자 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레이첼이 의지하는 것은 피아노이다. 

혼자만의 방 안에서 진지하게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는 모습에 이어, 무도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춤을 이끌어내는 12장에서의 레이첼은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침묵에 대한 소설을 구상 중인 예술가 테런스 휴잇(Terence 

Hewet)과 약혼하는데, 약혼 이후 가부장적으로 돌변한 듯한 테런스 앞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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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수단이자 자아 그 자체인 피아노와 음악을 강렬하고 단호한 어조로 변호하는 

레이첼의 모습 역시 그녀가 스스로의 예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강을 따라 원주민 마을로 탐험을 떠난 뒤 열병을 얻은 레이첼은 산타 마리나에서 

결국 사망하고 만다. 이 작품을 통해 울프는 레이첼의 성장을 그리고 있으며, 레이첼의 

죽음은 그녀의 삶이 무의미하게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약혼 이후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하게 압박해오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그녀가 희생되었음을 보여준다. 

죽음은 작품 전반에 걸쳐 상술되었던 레이첼의 음악적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하지 않는다. 

레이첼이 자신이 지닌 음악이 지닌 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이처럼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했던 인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열병으로 상징되는 관습의 폭력성을 예시한다. 

이처럼 레이첼이 궁극적으로 관습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기는 하지만 특히 

음악을 키워드로 레이첼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내야 하는 까닭은, 그녀의 삶과 음악이 

관습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이첼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읽어내려는 대부분의 평자들은 

『출항』에서 레이첼의 음악이 지닌 힘에 주목한다. 음악은 『출항』 속 다른 

인물들이 레이첼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획일적인 관습과 달리 레이첼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숨구멍과도 같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는 레이첼의 음악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인들로부터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레이첼만의 ‚창조적인 분출구‛(creative 

outlet; Laurence 146)라고 주장한다. 헬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그녀를 관습의 좁은 방에 가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음악만이 유일한 

분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로렌스의 주장이다. 한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레이첼이 삶을 읽어낸 길버트와 구바(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는 ‚어떻게 

[레이첼이] 자기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자취를 남기는 수단으로 [기존 남성들의 

언어인] 알파벳을 활용할 수 있었겠느냐‛(How can [Rachel] employ the alphabet to 

perpetuate the most elementary trace of her identity; Gilbert and Gubar 23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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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던지며, 기존 관습으로는 레이첼이 스스로를 정립하고 표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제도화된 남성의 언어는 여성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인물인 

레이첼의 의식을 담아내기에 특히 부적절하며, 그렇기 때문에 레이첼은 음악이라는 

자신의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8
 관습적 언어와 리얼리티의 괴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삶이 언제나 변화한다는 울프의 통찰에 주목한 비숍(Edward 

Bishop)의 경우 ‚[현실의] 순간은 대리석에 아로새겨진 것이 아니‛(this moment is 

not etched in marble; 355)‛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변화하기 

때문에 리얼리티의 본질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나의 방향으로 

고착된 관습적인 언어는 활용되는 순간 ‚스스로 빛을 밝혀 드러냈던 바로 그 경험을 

제약하고 왜곡하기 시작하‛(Language begins to constrict and distort that same 

experience which it brought to light; 351)기 때문에 레이첼과 같은 인물을 더욱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첼은 관습의 언어보다는 리얼리티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인 음악을 선택하고 활용한다는 것이 비숍의 

주장이다. 이처럼 음악에 주목하여 『출항』을 읽는 작업은 레이첼이 주변 

인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녀가 열병에 걸려 

사망한다는 점에서 처참한 실패 정도로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레이첼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제도와 고전의 거대한 몸집에 익숙해진 

세인트 존 허스트나 리들리 앰브로우즈 등의 시선으로 보기에 레이첼의 음악은 

하찮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들의 편견과는 달리 레이첼의 음악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이들이 강요하는 제도와 고전, 관습의 틀로부터 

레이첼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음악을 통해 레이첼은 정형화된 교육방식과 

고전에 기반한 획일적인 사고방식만이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고정관념이 과연 

리얼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물론 테런스와 약혼을 

                                                      
8
 레이첼은 남성 인물들뿐 아니라 여성 인물인 헬렌이나 이블린 등에게도 무시를 당하며, 이들은 모두 그들

이 판단하기에 가장 무지한 인물인 레이첼을 관습적인 방식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레이첼이 산타 마

리나 섬에 머무는 여성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취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물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다 자세

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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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순간부터 가부장제의 틀 속에 갇혀버린 레이첼은 가부장제의 숨막히는 압박을 

상징하는 열병에 의해 비극적으로 희생되고 말지만, 레이첼이 작품 전반을 통해 

보여주는 음악의 힘과 가능성은 그녀의 삶이 유의미한 실패임을 암시한다. 

특히 이 시기 울프가 음악을 동경하고 음악의 경지에 있는 글쓰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첫 장편 소설의 주인공 레이첼의 음악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울프는 이 무렵 자신이 여주인공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언어와 

도구인 음악을 레이첼의 두 손에 쥐어줌으로써, 레이첼의 이야기 속에 자신이 꿈꾸던 

음악의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예술 분야에 고루 관심을 

가졌던 울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에 관심을 보였다. 울프는 자유로우면서도 

직설적인 음악의 기법은 특히 리얼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글쓰기의 언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초기 울프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음악을 통해 예술적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가는 울프에게 질투 섞인 선망의 대상이었다. 물론 어린 시절 언니 

바네사와 함께 당대의 여성들에게 교양으로서 요구되던 피아노와 노래를 배웠으며 

취미로서 음악 감상을 즐겼으나, 울프는 기본적으로 음악에 있어서 자신이 

‚무지‛한 ‚아마추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Kelley 

428). 대체로 많은 평자들이 울프의 작품 속에 구현된 음악적 요소에 주목하였으나, 

그 밖의 일부 비평가들이 울프와 음악 사이의 연결 고리를 과소평가해온 데는 울프의 

겸손함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제이콥스(Peter Jacobs)는 울프가 음악의 

영향을 받아 글을 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블룸즈버리 예술의 사산아‛(stillborn 

child of Bloomsbury child; 228)였던 음악과 울프 사이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보증‛(definite seal)이 없기 때문에 ‚‘음악성’에 

대한 암시적인 흔적들‛(suggestive glimpses of ‚musicality‛)을 샅샅이 뒤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29). 한편 맨하이어(Vanessa Manhire)는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와 울프를 비교하면서, 전문적인 연주자로서 무대에서 첼로를 연주하기도 

했던 맨스필드와 달리 울프에게 음악은 언제나 ‚새로움‛(newness)을 상징하는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이었다고 주장한다(Manhire 56). 울프가 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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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이고 작품 속에 음악적 요소를 녹여낸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직관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프는 전문 연주가는 아니었을지언정 작가로서, 특히 음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애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을 비판적으로 회고하는 다음의 대목에서 울프는 아버지와 

자신이 대척점에 있는 인물임을 분명히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그림에 조금의 

애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음악을 제대로 들을 줄 몰랐다; 단어들의 소리에 대한 

어떠한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He had I think no feeling for pictures; no ear 

for music; no sense of the sound of words; 필자 강조 ‚A Sketch of the Past‛ 68). 

그림, 음악이나 ‚단어들의 소리‛에 대해 무감각했던 아버지의 ‚엄격하고, 절제하고, 

금욕적인‛(spartan, ascetic, puritanical) 면모를 비판하는 이 대목에서 울프는 자신이 

아버지와 예술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사람임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울프는 자신이—

목석 같은 아버지와는 달리—그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음악에 귀 기울이려 하며, 

작가로서 단어들의 소리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임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9
 1901년 

에마 본(Emma Vaughan)에게 보낸 편지 역시 이 시기 울프가 그 중에서도 음악에 

매료된 상태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 편지에서 울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음악이에요 — 음악과 책들과 한 두 점의 그림들 말이에요‛(The only thing in this 

world is music — music and books and one or two pictures; 필자 강조 L1: 41)라고 

서술한다. 이때 울프는 ‚음악과 책들과 한 두 점의 그림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예술 장르는 바로 음악이다. 심지어 

작가로서 스스로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책들‛보다 

‚음악‛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무렵 울프가 음악을 동경했음을 보여준다. 

이 대목의 의미를 표면 그대로 읽어보자면, 울프는 대시 기호(dash)의 뒷부분에서 

                                                      
9
 『영국인명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을 편찬하는 등 당대 저명한 작가이기도 했던 아버지의 

작가적 자질을 울프가 비판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울프는 아버지의 딱딱한 저서에서 ‚단어들의 소리‛

를 들을 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울프가 설정한 글쓰기의 이상향이 어떤 것인지 암시한다. 울프

는 자신의 글이 ‚단어들의 소리‛에 대한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반영하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3

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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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에 음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책들과 한 두 

점의 그림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하며 앞서 말한 것을 정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시 기호가 종종 동격의 표현이나 부연 설명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대목의 대시 기호를 동격의 대시로 해석함으로써 이 편지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동격의 대시로 읽었을 경우 앞 문장에서 울프가 

말한 ‚음악‛은 곧 뒷 문장의 ‚음악과 책들과 한 두 점의 그림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 시기 ‚음악과 책들과 한 두 점의 그림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으로서 울프가 제시한 ‚음악‛의 하위 갈래이자 예시인 것이다.  

사실 『출항』, 『밤과 낮』(Night and Day) 등 초기작을 쓸 무렵 울프는 음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글쓰기와는 다른 음악적 특성을 선망하기도 했다. 

마이젤(Perry Meisel), 제이콥스, 맨하이어 등이 지적하듯 이러한 선망은 일정 부분 

음악이야말로 예술의 결정체라고 생각한 페이터(Walter Pater)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0
 버건(Mary Burgan)이 지적하듯 초기 울프는 ‚모든 예술은 끊임 없이 음악의 

상태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all art constantly aspires towards the condition of 

music)고 주장한 페이터의 음악관을 계승하여 음악이 ‚순수한 표현으로서의 서사적 

예술‛(narrative art as pure expression; Burgan, Illness 172; Manhire 57에서 

재인용)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음악의 특성을 자신의 글쓰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출항』을 포함하여 그녀의 초기작들은 이러한 최종적으로 ‚음악의 상태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상태의 글쓰기를 예시한다.
11
 

 「거리의 음악」(1905)은 음악을 이상향으로 삼은 당대 울프의 생각이 

                                                      
10

 마이젤은 울프와 페이터의 여러 글들을 인용하여 비교하며, 두 작가의 키워드나 주요 생각이 상당히 많이 

겹쳐진다고 논한다(42-43). 울프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는 평자들이 특히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적 면모

를 보였던 페이터와 울프를 동일선상에서 읽는 것에 반감을 보였으며, 울프 역시 자신이 페이터의 모더니즘

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을 ‚스스로 만들었다‛(created it herself)고 주장하고 싶어했기 때문

에 페이터가 울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으나, 페이터가 울프에 끼쳤을 법한 영

향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젤의 주장이다(xii-xv).  

 
11
 물론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변화하는 울프의 음악관 및 작가관에 대해서는 2장

과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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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에세이이다. 1905년에 쓴 이 에세이에서 울프는 음악이 

이를 수 있는 경지에 대해 감탄하며 우리의 일상이 음악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마음 속 리듬
12
의 박자는 몸 안 맥박의 박자와 유사하다. [...]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듯 음악을 절대 침묵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처럼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이 그토록 

보편적이며 자연의 영향력과 같은 이상하고도 무한한 힘을 가진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The beat of rhythm in the mind is akin to the beat of the pulse in the body: 

[...] It is because it is thus inborn in us that we can never silence music, any 

more than we can stop our heart from beating; and it is for this reason too 

that music is so universal and has the strange and illimitable power of a 

natural force. (‚Street Music‛ 30) 

 

마음과 몸, 음악과 심장, 맥박과 리듬 사이의 유비 관계는 울프의 글 전반에 걸친 단골 

소재이다. 음악의 강렬한 힘에 매력을 느낀 울프는 음악이 우리를 살아 있는 존재로 

만드는 심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심장과 맥박의 작동을 멈출 수 없듯 음악의 

작동 역시 절대 멈출 수 없으며, 이는 곧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음악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음악과 음악의 리듬을 결코 멈출 수 없으나,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심장이나 맥박의 꾸준한 움직임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존재를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인 음악과 음악의 리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프는 우리 곁에 함께 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던 ‚음악의 

기술‛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글 속에 리얼리티를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12

 이때 울프가 말하는 리듬은 문자 그대로 음악의 구성 요소로서의 리듬이다. 울프의 변화하는 리듬 개념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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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마음 안에 리듬이라는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기술에 있어서도 대단한 발전을 목도할 것이다. [글쓰기의 기술]은 

음악의 기술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음악에 대한] 충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개 퇴보했다. 우리는 우리가 이토록 오래 잔악 무도하게 대해온 [그 음보들을], 

그리고 선조들이 듣고 목격했던 화음으로 산문과 시 모두를 부활시켜 줄 수많은 

음보들을 발명—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해야 한다. 

And when the sense of rhythm was thoroughly alive in every mind we should 

if I mistake not, notice a great improvement not only in the ordering of all the 

affairs of daily life, but also in the art of writing, which is nearly allied to the 

art of music, and is chiefly degenerate because it has forgotten its allegiance. 

We should invent—or rather remember—the innumerable metres which we 

have so long outraged, and which would restore both prose and poetry to the 

harmonies that the ancients heard and observed. (‚Street Music‛ 31) 

 

이 대목에서 당대의 ‚퇴보‛한 글쓰기를 비판하며 울프는 글 안에 음악과 음악의 

리듬·박자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을 잊어버리고서는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없다는 울프의 주장은 ‚모든 예술은 끊임 없이 음악의 상태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는 페이터의 음악·예술관과 맞닿아있으며, 울프는 이처럼 잊혀진 음악에 

주목하며 『출항』에서 음악의 힘을 지닌 피아니스트 레이첼의 삶을 그린다. 울프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출항』은 언어적·형식적 실험보다는 예술가 레이첼의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데(Kelley 422), 첫 장편 소설을 집필하며 

울프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레이첼의 가능성과 힘을 부각하며 음악에 대한 

스스로의 동경을 담아내고 있다. 

음악이, 그리고 레이첼의 피아노 연주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익숙해진 레이첼 주변의 인물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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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학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세인트 존 허스트는 레이첼이 단순히 

‚고전‛(classics)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인하리만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기본(Gibbon)을 읽지 않은 레이첼의 삶을 제멋대로 ‚터무니없는 삶‛(absurd 

life)이라고 요약해버리고는, ‚당신 생각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들은 

다 그런 겁니까?‛(Have you got a mind, or are you like the rest of your sex?)라고 

쏘아붙인다(154). 레이첼은 자신이 소위 관습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음악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정확한 말이에요 [...] 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말이에요‛(It was 

practically true. [...] But I also play the piano very well [...] better, I expect than any 

one in this room; 153)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레이첼의 목소리는 무시당하며, 허스트는 

레이첼의 연주 능력을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레이첼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헬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조카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다‛(disclaim any 

influence)고 자부하면서도 헬렌은 레이첼이 ‚바흐, 베토벤, 바그너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too entire a dependence upon Bach and Beethoven and Wagner), 그리고 자신이 

추천하는 ‚디포, 모파상, 혹은 가족 생활의 거대한 연대기‛(Defoe, Maupassant, or 

some spacious chronicle of family life)를 읽지 않고 ‚현대 작품들, 반짝이는 노란 색 

표지로 된 책들, 뒷면에 금박을 굉장히 많이 칠한 책들‛(modern books, books in shiny 

yellow covers, books with a great deal of gilding on the back)만을 골라 읽는 것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적절한 독서를 통해 레이첼이 ‚생각해야만 한다‛(should 

think)고 확신한다(124). 레이첼은 이미 음악을 통하여, 또 자신이 취향에 맞게 직접 

선택한 책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헬렌은 오로지 ‚디포, 

모파상, 혹은 가족 생활의 거대한 연대기‛를 통한 ‚생각‛만이 성숙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급진적인 여성 운동을 꿈꾸는 이블린 역시 여성 운동과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레이첼 역시 ‚터무니없는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창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레이첼이 ‚저는 연주해요‛(I play)라고 대답하자 이블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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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보세요! [...] 우리 여자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대며 놀기만 

한다니까요‛(That’s about it! [...] We none of us do anything but play; 248)라고 

외치며, 레이첼의 행위를 ‚연주‛가 아닌 ‚빈둥대며 놀기‛로 해석한다.
13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음악을 연주하는 레이첼은 ‚빈둥대며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심한 인물로 비추어진다. 레이첼 주변의 어느 누구도 레이첼의 음악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는 없으며, 이처럼 외로운 레이첼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그녀의 비극을 암시한다. 

그러나 의지할 곳 없는 레이첼의 음악은 다른 이들이 생각과는 달리 단순한 유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 레이첼은 음악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예컨대 어머니 

빈레이스 부인(Mrs. Vinrace)과는 달리 레이첼의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체일리 부인(Mrs. Chailey)에게 분개한 레이첼은 ‚그녀의 음악을 꺼냄으로써 그 늙은 

여자와 그녀의 이불보에 대해 모두 잊어‛(unpacking her music, soon forgot all about 

the old woman and her sheets; 29)버릴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를 그들의 세계로부터 

배제하며 어머니가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게 만드는, 번영한 기혼 부인들에게 

분개‛(indignant with the prosperous matrons, who made her fell outside their world 

and motherless)했을 때 레이첼을 위로해주는 것도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퍼셀‛(Bach and Beethoven, Mozart and Purcell) 등의 음악이다(57).
14
  

레이첼은 음악에서 위안을 얻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하여 

                                                      
13

 이처럼 레이첼의 음악에 대한 헬렌과 이블린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레이첼이 주변화되는 상황을 젠더적 

이분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길버트와 구바(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 파울러(R. Fowler), 프로울라(Christine Froula), 모런(Patricia L. Moran) 등 여성주의적 관점

에서 『출항』에 접근한 평자들은 빅토리아 가부장제 하에서 희생양이 되고 마는 레이첼의 주목에 주목하며, 

제도화된 남성의 언어는 여성의 의식에 담아내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선상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레이첼에게 강제로 키스한 리차드 댈러웨이(Richard Dalloway), 딸이 죽은 아내를 대신하여 ‚집안의 천사‛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윌로우비 빈레이스, 고전을 모르는 레이첼을 무시하는 세인트 존 허스트, 약혼 

이후 돌변한 테런스 휴잇 등 이 작품의 남성 인물들이 레이첼을 주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레이첼의 음

악에 대해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것은 남성 인물들뿐 아니라 헬렌과 이블린 등 여성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레이첼의 비극을 단순히 남성 인물들의 몰이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게 되면, 여성 인물들이 레이

첼의 재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대목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14

 이때 레이첼의 연주에서 ‚어떤 형상, 어떤 건물이 솟아났‛(rose a shape, a building)는데 갑작스럽게 여

성 인물인 댈러웨이 부인이 침입하여 ‚바흐 푸가의 형상이 바닥에 짓이겨져 버렸다‛(The shape of the 

Bach fugue crashed to the ground)는 것도 앞의 주석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57). 또한 바흐

와 베토벤, 모차르트 등 레이첼의 음악적 취향은 작가 울프의 음악적 취향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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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저는 연주해요‛라거나 ‚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라는 레이첼의 말은 그저 무의미한 자기 변호가 아니다. 남들 

앞에서 스스로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면 레이첼은 빼놓지 않고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한다(143, 214, 248, 292). 레이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보기에 

레이첼의 인생은 ‚터무니없는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레이첼은 이처럼 자신이 

피아노 연주자이자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이첼이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을 때면 그저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her music; 필자 강조)라는 수식어가 종종 동원되곤 한다. 

예컨대 레이첼은 ‚그녀의 음악 상자를 풀면서‛(unpacking her music; 필자 강조 29) 

체일리 부인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고 서술되는데, 이 순간 레이첼의 연주는 

마치 재능으로 빛나는 특별한 선물 박스처럼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 위의 

‚기혼 부인들에게 분개‛한 레이첼이 방으로 들어와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퍼셀‛의 음악을 연주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는 순간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녀는 그녀의 방 문을 쾅 닫고 들어와서, 그녀의 음악을 꺼내 들었다‛(She slammed 

the door of her room, and pulled out her music; 필자 강조 57). 레이첼이 유일하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그녀의 방‛과 마찬가지로 

이 순간 레이첼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은 ‚그녀의 음악‛, 즉 레이첼이 자신만의 

색채를 덧입혀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 음악이다(필자 강조). 이러한 대목들은 

피아노 연주가 레이첼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한 레이첼은 점차 성장해나가며, 

주변 인물들의 지적과는 달리 옳고 그름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레이첼은 어느 일요일 백스 씨(Mr. Bax)의 설교를 들으며 종교를 맹신하는 신도들에 

반발심을 느끼게 된다: 

 

[백스 씨의 설교를 들으며 느끼는 불편함은] 형편 없는 음악이 끔찍하게 

연주되는 것을 앉아서 듣도록 강요 받았을 때 그녀가 느끼곤 하는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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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었다. 잘못된 부분에 강세를 두는 지휘자의 둔감한 몰이해에 애타고 

분개하듯,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그저 유순하게 

칭송하고 따르는 대다수 관중들 때문에 화가 나듯, 그렇게 그녀는 지금 애타고 

분개했다 . . . 

Such was the discomfort she felt when forced to sit through an unsatisfactory 

piece of music badly played. Tantalised, enraged by the clumsy insensitiveness 

of the conductor, who put the stress on the wrong places, and annoyed by 

the vast flock of the audience tamely praising and acquiescing without 

knowing or caring, so she was now tantalised and enraged . . . (228) 

 

레이첼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속한 무리의 사람들—백스 씨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온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레이첼이 보기에 

백스 씨의 설교는 형편 없으며, 이 형편 없는 설교에 유순하게 따르는 신도들은 더욱 

문제적이다. 작품 초반부에서 레이첼이 분개하던 대상이 그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체일리 

부인이나 그녀를 소외시키는 기혼 여성들 정도였다면, 이제 레이첼은 이들뿐 아니라 

종교적 현장까지 문제 삼으며 분개한다. 이는 허스트나 리들리, 헬렌 등이 레이첼에게 

제대로 된 자아가 없으며 레이첼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평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레이첼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언어인 음악 용어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나름대로 묘사하고 있다. 허스트나 리들리 등에게 고전과 그리스어가 세상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틀이라면, 레이첼에게는 음악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틀이다. 

이 순간 생전 처음으로 종교적 현장의 문제점을 실감하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레이첼은 이를 언어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음악적 경험을 동원하고 있다. 이 

기묘하고 문제적인 신앙의 현장은 곧 끔찍한 음악회 현장으로 치환된다. ‚지금 애타고 

분개‛하는 레이첼의 감정은 마치 그녀에게 익숙한 음악회 현장에서 최악의 음악을 

유순하게 듣도록 강요 받았을 때 그녀가 느끼는 ‚애타고 분개‛하는 감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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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감정이라고 규정된다. 백스 씨를 둔감한 ‚지휘자‛에, 이후 레이첼을 간호하게 

되는 ‚병원 간호사‛(a hospital nurse)를 포함하여 유순한 신도들을 음악회장의 

‚관중‛에, 백스 씨의 형편 없는 설교를 ‚형편 없는 음악이 끔찍하게 연주되는 것‛에 

비유하는 이 대목은 성장한 레이첼이 음악을 매개로 세상을 파악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낯선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자신에게 익숙한 음악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레이첼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연습하는 베토벤 소나타는 주변 

인물의 평과는 달리 상당히 수준급의 연주곡이다. 드살보(Louise Desalvo)는 울프가 

레이첼의 언어인 음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들인 몇몇 장치들을 지적하면서, 

레이첼이 베토벤 소나타 111번을 연습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드살보에 따르면 

초판본에서 울프는 레이첼이 칸타타인 112번을 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1920년 출판본에서는 어렵기로 악명 높은 111번을 연주하는 것으로 수정했다(Kelley 

421-22에서 재인용). 켈리의 해석대로 이는 음악 자체에 대한 울프의 이해도가 

상당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레이첼의 음악이 단순히 여가거리나 교양 수준에 

그치지 않음을 증명한다(Kelley 422). 레이첼의 피아노 연주는 이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한 예술가가 자신의 자아와 성장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다. 

물론 서튼(Emma Sutton)이나 스미스(Angela Smith) 등 일부 평자들은 레이첼의 

연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아노가 흔히 가부장제를 

상징이라는 점을 들기도 한다.
15
 피아노는 울프와 바네사의 어린 시절을 괴롭게 하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남성적’ 악기일 뿐 아니라, 당대 여성들은 다른 악기와 달리 

이동성이 제약되는 피아노 연주를 필수 덕목으로 삼으며 ‚집안의 천사‛로 

머무르기를 요구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서튼은 피아노 건반의 흑백과 

백색이 상징하는 흑백논리가 가부장제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베토벤 소나타 자체의 

남성성이 가부장제 속에서 고통 받는 레이첼에게 어울리지 않는 언어였다고 

                                                      
15
 서튼은 『올랜도』에서도 피아노가 19세기 빅토리아 조를 상징하며 피아노의 선율이 올랜도의 마음 속에 

결혼하고 싶다는 압박감을 심어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악기가 빅토리아 조의 가부장제 그 자체라고 주장

한다(Sutton ‚Killing‛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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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Sutton ‚Killing‛ 56-67). 스미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레이첼과 같은 여성 

피아니스트가 빅토리아 조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Smith 127-33). 그러나 이들은 

‘여성 피아니스트’를 하나의 유형으로만, 즉 ‚집안의 천사‛로 머물 것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의 논리를 내면화한 여성들로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여성이 연주하는 피아노가 곧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식의 도식이 자리잡아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여성 피아니스트’ 캐릭터가 모두 가부장제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레이첼이 음악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으며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베토벤 

소나타를 통하여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지, 또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인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주장한 획일적인 

도식은 적어도 레이첼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울프는 

레이첼을 통하여 기존의 도식을 비틀어,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난 한 여성 예술가가 

피아노를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12장에서 레이첼이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은 음악의 

놀라운 힘에 대한 울프의 관심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으로서, 레이첼이 피아노와 

가부장제를 무조건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서튼이나 켈리 등의 도식에서 벗어난 

인물임을 예시한다. 레이첼의 연주는 수잔(Susan Warrington)과 아서(Arthur 

Venning)의 약혼을 축하하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춤을 이끌어낸다. 작가 울프는 

음악과 몸이 어우러지는 무도회 장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이 마법 같은 순간을 

세심하게 포착해낸다. 지금까지 레이첼의 연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흘려 보내는 하찮은 행위로서 부당한 평가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렀지만,
16
 삼중주 연주자들이 연주를 중단해버린 이 시점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간청한다. ‚사방에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그녀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From all 

                                                      
16
 앞서 각주를 통하여 인용한 바 있듯 댈러웨이 부인이 레이첼의 연주를 듣고 찾아와 그녀의 실력을 칭찬한 

바 있기는 했으나 레이첼은 이를 자신의 안식처에 대한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받아들였으며, 울프는 이를 

‚바흐 푸가의 형상이 바닥에 짓이겨져 버렸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2장의 이 대목이야말로 이 

작품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레이첼의 음악이 주목 받고 온당한 평가를 받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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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her gift for playing the piano was insisted upon, and she had to consent; 필자 

강조 165). ‚피아노 연주‛(playing the piano; 필자 강조)는 ‚빈둥대며 놀기‛를 

의미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레이첼의 

음악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의 뛰어난 ‚재능‛(gift)이라고 묘사된다. 그리고 

레이첼은 이 ‚재능‛을 활용하여 ‚모차르트에서 시작하여 [...] 멈추지 않고 옛 

영국의 사냥 노래, 캐롤, 찬송가로 넘어[가]‛(From Mozart Rachel passed without 

stopping to old English hunting songs, carols, and hymn tunes)는 등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변주하며 사람들의 춤을 이끌어내는데, 이는 ‚어떤 좋은 곡조이든 단지 

약간의 변주만으로도 춤을 출 수 있는 곡조가 된다는 것을 그녀가 포착했기 

때문이었다‛(for, as she had observed, any good tune, with a little management, 

became a tune one could dance to; 166). 이는 레이첼의 음악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표현 수단인 음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음악의 힘을 인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자로서 리들리가 나름의 

방식으로 학문관을 가지고 있고 허스트가 시와 고전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듯, 레이첼은 음악에 대해 분명한 그녀만의 관점—‚어떤 좋은 곡조이든 단지 

약간의 변주만으로도 춤을 출 수 있는 곡조가 된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울프는 레이첼의 연주에 맞추어 사람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않고,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춤을 추는지 그려냄으로써 레이첼의 연주의 힘을 

강조한다. 레이첼의 음악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표출하는 촉매가 

된다. 헬렌과 앨런 양의 춤, 허스트의 춤, 휴잇의 춤, 페퍼 씨의 춤, 쏜버리 부인의 춤, 

엘리엇 부부의 춤은 놀랍도록 다르다. 이 모든 춤은 ‚춤 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춤곡이에요!‛(This is the dance for people who don’t know how to dance; 

166)라고 외치며 모든 사람들을 음악과 춤의 세계로 초대하는 레이첼의 외침과 함께 

시작되는데, 울프는 이들 각각의 몸짓을 레이첼이 연주하는 음악의 변화와 맞물려서 

세밀하게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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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멜로디에 확신을 가진 [레이첼은] 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리듬을 

대담하게 강조했다. 헬렌은 [...] 앨런 양의 팔을 잡고 때로는 절을 하고, 때로는 

빙글빙글 돌고, 또 때로는 아이가 초원을 가로지르듯 이쪽 저쪽으로 오가면서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 곡조가 미뉴에트로 바뀌었다. 세인트 존은 

처음에는 왼쪽 다리로, 다음에는 오른쪽 다리로 놀랍도록 민첩하게 깡충깡충 

뛰었다. 음악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흘렀다. 휴잇은 팔을 흔들고 코트 자락을 

내밀면서 라자 앞에서 춤 추는 인도 처녀의 관능적이며 꿈꾸는 듯한 춤을 

모방하여 방 안을 헤엄쳐 다녔다. 곡조가 행진곡처럼 흘렀다; 앨런 양은 

스커트를 펼쳐 앞으로 나아가 정해진 짝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 

모차르트에서 시작하여 레이첼은 멈추지 않고 옛 영국의 사냥 노래, 캐롤, 

찬송가로 [넘어갔다] [...] 페퍼 씨는 한때 그가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피겨 스케이팅에서 따온 독창적이며 발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스텝을 밟았다. 

반면 쏜버리 부인은 과거 도싯셔에 있는 아버지의 소작인들이 추는 것을 

보았던 옛 컨트리 댄스를 회상하려고 노력했다. 엘리엇 부부의 경우, 그들은 

어찌나 격렬하게 방 안을 질주하고 또 질주했는지 다른 댄서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에 전율하였다. 

Sure of her melody she marked the rhythm boldly so as to simplify the way. 

Helen [...] seized Miss Allan by the arm, and whirled round the room, now 

curtseying, now spinning round, now tripping this way and that like a child 

skipping through a meadow [...] The tune changed to a minuet; St. John 

hopped with incredible swiftness first on his left leg, then on his right; the 

tune flowed melodiously; Hewet, swaying his arms and holding out the tails of 

his coat, swam down the room in imitation of the voluptuous dreamy dance of 

an Indian maidens dancing before her Rajah. The tune marched; and Miss 

Allan advanced with skirts extended and bowed profoundly to the engaged pair 

[...] From Mozart Rachel passed without stopping to old English hunting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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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s, and hymn tunes [...] Mr. Pepper executed an ingenious pointed step 

derived from figure-skating, for which he once held some local championship; 

while Mrs. Thornbury tried to recall an old country dance which she had seen 

danced by her father’s tenants in Doretshire in the old days. As for Mr. and 

Mrs. Elliot, they gallopaded round and round the room with such impetuosity 

that the other dancers shivered at their approach. (필자 강조 The Voyage Out 

166)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추는 이 장면은 사이사이에 이들을 지휘하는 듯한 레이첼의 

변주와 함께 한다. 각양각색의 춤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연주자이자 지휘자로서의 

레이첼은 갈등과 사소한 문제가 반복되는 산타 마리나의 영국인 모임에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특히 레이첼이 음악만을 연주하고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헬렌, 레이첼의 ‚터무니없는 생활‛에 코웃음을 쳤던 허스트 등 레이첼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인물들까지도 이 연주에 담긴 마법 같은 힘에 

이끌리듯 즐겁게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레이첼의 연주는 ‚고전‛을 

중시했으며 언제나 춤을 잘 추지 못하고 싫증을 내곤 했던 허스트마저도 ‚놀랍도록 

민첩하게 깡충깡충 뛰‛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레이첼의 연주는 언제나 격식에 따라 

생활해왔던 사람들이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며 헝클어진 채로‛(breathless 

and unkempt) 음악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는 허스트나 리들리 등이 

강요하는 제도권의 천편일률적인 교육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해방구로서 

기능한다. 그녀의 연주 덕에 사람들은 잠시나마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뛰어난 지휘자 레이첼의 변주에 따라 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헝클어진 채로‛ 춤을 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러 가는 

상황에서도 탄력을 받은 레이첼의 연주는 계속된다.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연주를 계속‛(had gone one playing to herself; 167)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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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레이첼의 음악에 귀 기울인 몇몇 젊은이들은 다시 무도회장 안으로 하나 둘 

돌아와 ‚음악의 지휘에 따라 매우 고결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 삶의 총체‛(the 

whole of human life advancing very nobly under the direction of the music; 167)를 

바라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흡인력을 지녔으며 청중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고귀해졌다는 느낌을 받‛(felt themselves ennobled; 167)도록 해주는 

이 연주는, 레이첼이 골방에 틀어박혀 세상 물정을 모른 채 연주만 하며 빈둥거린다는 

헬렌의 지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가 고귀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페일리 부인(Mrs. Paley)을 

보필하는 서른 살의 수잔이 포함되어 있다. 수잔은 평소 음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좀처럼 피력하지 않은 채 나이 들고 병약한 페일리 부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인물이다. 자신의 약혼을 축하하는 이 무도회에서 수잔이 감사함을 

표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레이첼이다. 수잔은 최고의 순간을 선물해 준 레이첼에게 

고마워하며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고 생각해요!‛(I think this has been the 

happiest night of my life; 167)라고 말한다. 심지어 음악에 문외한이었던 그녀는 무도회 

직후 레이첼 덕분에 자신이 음악의 특별한 힘을 실감했으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말해주는 것 같아요‛(It just seems to say all the things one 

can’t say oneself; 167)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울프는 이 대목을 통해 음악이 수잔과 

같이 무리에서 늘 주변화되어 왔으며 자기 목소리를 내어본 적 없이 살아온 인물까지도 

‚초조하게 살짝 웃‛(a nervous little laugh)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용하게나마 

표현하도록 만들어주며, 음악이 지닌 힘을 실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스로가 고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인물 역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관습 때문에 서로 충돌하곤 하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이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마법 같은 시간을 즐긴다. 

더 나아가 레이첼은 제도화된 글쓰기와 자신의 음악을 대조하며 사람들의 

고착화된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레이첼이 보기에 테런스와 자신의 약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글은 이상하리만큼 획일적이다. 이블린, 페퍼 씨, 쏜버리 부인,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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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잔 워링턴 각각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를 고려한다면 [그들이 약혼 축하 

글에서] 거의 같은 문장들을 쓴다는 것은 이상했다‛(It was strange, considering how 

very different these people were, that they used almost the same sentences; 292). 

약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약혼 축하 글이라는 관습적 글쓰기가 개입하는 순간 사람들은 

개성을 잃으며, 레이첼은 이에 대해 ‚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바에 대해 

쓰지 않죠?‛(Why don’t people write about the things they do feel?; 297)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로렌스(Patiricia Ondek Laurence)는 기존 관습에 길들여진 나머지 

리얼리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언어의 부적합성‛(the inadequacy of language)을 

지적하면서 레이첼이 ‚리얼리티는 개인이 보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은 것에 

있다‛(Reality dwelling in what one saw and felt, but did not talk about; 필자 강조 

37)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한다. 로렌스에 따르면 레이첼의 이러한 주장은 ‚울프의 

관점에서 보기에 [기존의] 언어는 거짓되었다‛(From Woolf’s perspective, words are 

false)는 사실을 보여준다(7). 물론 로렌스가 인용한 이 대목 역시 리얼리티를 담지 

못하는 기존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울프와 레이첼의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더 중요한 대목은 앞서 인용한 구절에 선행하는 다음의 

대목이다. ‚아무도 그들이 의도한 것을 말하거나 그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음악이란 바로 이것[실제로 의도한 것, 그리고 그들이 느낀 감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It appeared that nobody ever said a thing they meant, or 

ever talked of a feeling they felt, but that was what music was for; 필자 강조 37). 

레이첼이 보기에 음악은 제도화된 언어가 담아내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 즉 

개인이 ‚의도한 것‛, 그리고 ‚그들이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거리의 음악」에서 울프가 글쓰기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수많은 음보들‛이 

재조명되고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술의 결정체로서의 음악에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음악의 기술‛이 개인이 ‚의도한 것‛과 ‚그들이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줄 수 있기에 울프의 첫 장편소설 주인공인 레이첼은 

고착화된 언어적 습관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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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의 언어로 음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현할 줄 알던 레이첼은, 

결혼과 사랑, 행복 등 기성 사회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의무가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무너져간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여정에 동참한 레이첼은 

배가 정박할 때마다 테런스와 산책을 떠나면서, 그와 공허한 대화를 주고 받다가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테런스와 약혼하게 된다. 분명 레이첼을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던 세인트 존이나 리들리에 비해 약혼 이전의 테런스는 비교적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남성 인물이지만, 이들의 약혼 과정은 일반적인 로맨스 플롯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레이첼이 약혼과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감정을 관습적인 언어로 규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분석할 수 없‛고 ‚이름 

없는‛ 감정이었으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힘겨운 침묵을 어떻게든 깨기 위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 감정에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다. 서로에게 끌리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 외에는 그들 자신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감정에 ‚사랑‛(Love), 

‚행복‛(Happy), ‚결혼‛(Marriage)과 같은 관습적인 감정과 제도로 구성된 이름표를 

붙여보지만 이는 그들의 진심을 완벽하게 대변해주는 언어가 아니기에 그들의 대화는 

진행될수록 오히려 공허해진다. 감정에 대한 이러한 명명 작업이 어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레이첼이 자신의 ‚행복‛을 선언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내면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인식하‛(became conscious of a new 

feeling within her)고 난 뒤 ‚이게 바로 행복이란 거에요‛(This is happiness)라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서 그렇게나 유명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recognizing in her own person so famous a thing; 필자 강조)에 

놀라는데, 이는 이러한 명명 작업이 얼마나 추상적이며 공허한 것인지 입증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해요‛(We are happy together)라는 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 의해 ‚매우 행복하죠‛(Very happy)라고 반복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We love each other)라는 ‚낯선 소리‛(unfamiliar sound)는 짧은 시간에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된다(271). 두 사람은 ‚행복‛, ‚사랑‛, ‚결혼‛ 등의 언어를 

주고 받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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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도 한다. 약혼이 임박한 순간 테런스와 관습적인 사랑의 언어를 주고 받으면서도 

‚끔찍해요. 끔찍해!‛(Terrible. It’s terrible)라고 중얼거리는 레이첼의 말은 그녀가 이 

관습적인 언어가 오가는 사이에서 느낀 불편함과 공포를 암시한다. 이 폭력적인 언어 

안에서 레이첼이 기억하는 것은 언어의 내용이 아니라 언어의 소리 뿐이며, 시간이 지난 

뒤 레이첼은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테런스의 아름답게 떨리는 목소리와 

약혼 소식을 들은 헬렌의 아름다운 목소리만을 기억한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 없는‛ 감정에 충실한 무언가가 오가는 

대목은 레이첼과 테런스가 ‚그렇게나 유명한‛ 추상적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사소한 

이야기와 일상적인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대목들이다. 처음 서로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더욱 친밀감을 

느끼‛(felt more intimate)는 것은 ‚리치몬드에서의 여덟 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나누‛(shared the knowledge of what eight o’clock in Richmond meant; 

219)고 난 뒤이며, ‚리치몬드에서의 여덟 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 대화와 

그로부터 파생되었던 친밀함은 이후에도 종종 긍정적으로 회고된다. 또한 ‚묘사할 수 

없‛(could not describe)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려는 고군분투를 잠시 멈추고 그들은 

런던에서 함께 산책을 할 것이라는(We will go walks together) 생각을 하는데, 이 

‚단순성이 그들을 안심시켰‛(The simplicity of the idea relieved them)으며 그 단순성 

덕분에 ‚처음으로 그들이 웃었다‛(for the first time they laughed, 필자 강조)(281).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분석할 수 없는‛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단순성‛이며, 이 단순하고 평범한 소재들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사랑‛, ‚행복‛, ‚결혼‛ 등의 공허한 어휘를 주고 받으며 

느꼈던 어려움과 긴장이 해소되는 것은 ‚꽃들과 나무들에 대해, 어떻게 그것들이 고향 

정원의 꽃들처럼 그렇게 붉은 색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of the flowers and the 

trees, how they grew there so red, like garden flowers at home), 즉 ‚평범한 

것들‛(ordinary things)에 새롭게 주목하고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이다(283). 

이처럼 초기 작품을 집필한 울프처럼 음악으로 리얼리티를 담아내려 한 레이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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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제도의 전 단계인 약혼을 하게 되면서 끔찍한 열병을 앓게 되고 급기야 이 열병에 

의해 희생된다. 자신을 가부장적 권위로 압박해오는 테런스에게 레이첼은 제도적 

글쓰기와는 달리 음악이 열어주는 지평, 즉 ‚말해야 할 것을 단번에 모두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테런스는 이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레이첼의 음악이 형편 

없다고 툴툴댄다. 자신이 구상하는 소설 『침묵』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레이첼에게 심술이 난 테런스는 일부러 큰 소리로 ‚여성들‛과 ‚남성들‛에 

대해 말하며 그녀의 연주를 방해하려고 한다. ‚유럽과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the best musician in South America, not to speak of 

Europe and Asia; 202)인 자신의 연주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레이첼에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behind the times; 203)으니 시를 읽으라고 강요하는 테런스의 

모습은, 작품의 전반부에서 레이첼의 ‚무지‛를 모욕하던 세인트 존 허스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한층 성장한 레이첼은 이 대목에서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시가 아니라 

음악이라고 선언하며, 그의 개입이 자신의 예술을 방해하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지적한다. 

심지어 레이첼은 소설이 아니라 음악이야말로 최고의 예술로서 글쓰기보다 더 쉽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말해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에 이른다. ‚당신은 왜 

소설을 쓰세요? 음악을 쓰셔야 해요 [...] 음악은 [에둘러 가지 않고] 직진해요. 말해야 할 

것을 단번에 모두 말해주죠. 내가 보기에 글을 쓴다는 것에는 성냥갑을 긁은 자국들이 

지나치게 많아 보여요.‛(Why do you write novels? You ought to write music [...] music 

goes straight for things. It says all there is to say at once. With writing it seems to me 

there’s so much scratching on the matchbox; 212). 레이첼이 느끼기에 ‚성냥갑을 

긁은 자국들이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테런스나 기본(Gibbon)의 글과 달리 음악은 

개인이 ‚의도한 것‛과 ‚그들이 느낀 감정‛을 ‚단번에 모두 말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새 관습적인 가부장의 언어를 체화한 테런스는 그녀의 감정과 음악론에 

코웃음을 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병하여 레이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병은 이 세계에서 

그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의 예술성을 알아봐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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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주변화하는 주변 인물들의 무심함과 제도화된 교육이 주는 압박감의 무게를 

상징한다. 자신과 평생 예술적 교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테런스마저 약혼 이후 

돌변해버린 상황에서 레이첼은 한층 더 압박감을 느끼고 만다. 실제로 레이첼이 병의 

증세를 처음 호소하는 것은, 원주민 마을을 탐험하고 돌아온 직후가 아니라, 테런스가 

큰 소리로 밀턴(John Milton)의 『코머스』(Comus, A Masque)를 낭독하는 순간이다. 

22장에서 테런스가 『침묵』의 개요를 큰 소리로 낭독하며 레이첼의 연주를 방해했던 

것처럼, 그가 큰 소리로 낭독하는 『코머스』의 구절은 레이첼의 평화와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다. 가부장적인 테런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순간 ‚구속‛(curb), 

‚로크린‛(Locrine), ‚야수‛(Brute)처럼 평소에는 평범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레이첼을 

불쾌하게 만들고 압박해오며, 이 순간 레이첼은 욱신거리는 두통을 처음으로 감지한다. 

결국 작품의 결말부에서 레이첼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레이첼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그녀의 예술성을 정당하게 평가해주지 못하고 획일적인 

‚고전‛만을 강요하는 상황, 그리고 믿었던 테런스마저 여느 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데서 오는 충격과 소외감에 기인한 것이다. 레이첼을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열병은 문자 그대로의 열병이라기보다는 예술가로서 성장해나가지만 그 

성장을 포착하지도, 이해해주지도 못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뛰어난 음악가 레이첼이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상징한다. 

이처럼 울프의 첫 장편 소설 『출항』은 울프의 고군분투와 음악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레이첼은 음악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관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숨구멍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사람들 사이에 마법 같은 화합을 

이끌어낸다. 또한 울프 자신과 마찬가지로 침묵(silence)이라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글로 풀어내려는 작가인 테런스에게 ‚당신은 왜 소설을 쓰세요? 음악을 쓰셔야 

해요‛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레이첼의 모습은, 음악을 닮은 글을 쓸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도 아직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작가 울프의 자기 

비판이 담긴 대목이기도 하다. 첫 소설의 주인공인 음악가 레이첼 빈레이스를 통해 

울프는 ‚말해야 할 것을 단번에 모두 말해주‛고 ‚개인이 의도한 것‛과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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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음악에 대한 동경, 이러한 음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음악가에 대한 질투 섞인 선망, 그리고 음악적 글쓰기를 지향하지만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에 비해서 아직 기법적으로 많이 부족한 자신의 미숙함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울프는 레이첼의 성장을 그려내면서 기존 관습에 익숙해진 가부장의 

언어에 맞서는 대안으로서의 음악에 주목하여 리얼리티를 그려내고자 했다. 레이첼을 

통해 울프는 퇴보한 글쓰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외면 받아온, ‚[음악에 

대한 글쓰기의] 충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즉 잊혀진 음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단계를 예시한다. 이처럼 주변 인물들의 

지적과는 달리 스스로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을 통하여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문제적인 상황을 음악적 용어를 동원하여 

표현하기도 하는 레이첼의 모습에 주목한다면 『출항』은 음악을 예술의 결정체이자 

기존 언어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이 시기 울프의 생각이 구현된 작품으로 다시 읽을 수 

있다. 레이첼 빈레이스의 음악은 『출항』을 집필하던 시기, 관습적 언어가 리얼리티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현실에 문제 의식을 느낀 울프가 가까스로 찾아낸 

탈출구이자 숨구멍과도 같다. 또한 레이첼의 죽음은 최종적인 실패나 그녀 개인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첼의 음악이 지닌 힘과 그녀의 주체성을 읽어내지 

못한 이들 사이에서 질식해가는 음악가의 비극을 예시한다. 레이첼은 주변 인물들의 

해석과는 달리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을 통하여 이 생각을 표출하는 

인물이지만 주위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비극적으로 희생당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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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으로 건너는 ‚예술의 좁은 다리‛  

 

 1장에서는 초기작을 집필할 무렵 울프가 음악을 예술의 이상향으로 설정했음에 

주목하여, 피아노를 대안적 언어로 활용하는 레이첼 빈레이스의 고군분투와 희생이 담긴 

작품으로 『출항』을 재해석했다. 작품 속 다른 인물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레이첼은 음악이 지닌 힘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법과도 같은 

순간을 선물하기도 하고 자아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초기작을 집필하던 무렵 

‘음악’을 중시했던 울프의 예술관을 반영한다. 이 시기 작가로서의 표현 수단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울프는 글과 달리 ‚말해야 할 것을 단번에 모두 말해주‛는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음악가에 대한 부러움을 여과 없이 표출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어쩌면 아직 울프 자신이 이르거나 표현해내지 못할 경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묘사하기도 했다.  

 2장에서는 초기작 출판 이후 울프의 관심이 점차 음악 그 자체보다는 

‘리듬’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레이첼의 음악과 소리는 분명 가부장의 

언어에 맞서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설정되었으나, 그녀가 약혼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글쓰기가 음악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울프의 일방적인 생각이 점차 변화하고, 음악이라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문학적 장치에 대해 

고민하면서 울프는 리얼리티를 더욱 잘 담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리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리듬은 박자, 음정 등과 함께 음악의 하위 요소로 분류되지만 

울프의 리듬은 음악에 부속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이다. 이 논문은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가 규정한 울프 특유의 ‚교차하는 

리듬‛(alternating rhythm) 개념에 주목하되, 울프의 리듬이 단편적이지 않으며 수많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현되는 개념임을 강조하기 위해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을 ‚교차하는 리듬들‛(alternating rhythms)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물론 울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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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글쓰기의 핵심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그녀가 생각하는 리듬을 단편적으로 정의 내리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Letter 

to a Young Poet‛ 19)
17
 그녀가 주목한 리듬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으나, 

리듬에 대해 논하는 여러 글들과 예시를 살펴보면 이 ‘리듬’의 윤곽을 잡아 나갈 수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1920년 이후 울프의 에세이와 편지 및 일기에 주목하여, 이 

시기 울프가 말하는 리듬이 이전에 그녀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던 음악과 달리 소리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이나 시간, 문체와 장르 등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임을 

논한다. 

 1920년대부터 울프의 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음악에 대한 일방적인 

선망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리듬에 대한 고민이 더 비중 있게 반영된다. 

물론 음악에 대한 울프의 관심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1930년경부터 시작된 작곡가 에델 

스미스와의 교류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음악회 방문 속에서 울프는 음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보였으며, 1931년 출간된 『파도』를 집필하던 무렵 베토벤의 

소나타로부터 영감을 받기도 했다. 베토벤의 음악이나 피아노 연주 등 문자 그대로의 

음악뿐 아니라, 시적인 문체에서 느껴지는 운율 등 문학적 차원으로 구현된 음악은 

여전히 음악의 관심사이다. 다만 레이첼의 예술적 성장을 그리는 울프의 시선이 음악가 

및 음악에 대한 이상화에 가까웠다면, 이 시기 음악에 대한 울프의 관심은 예술적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는 작가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음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찰하는 식에 가깝다. 예컨대 에델과 대화하면서 울프는 그녀의 

음악에 무조건적인 찬탄을 보내기보다는 ‚음악을 작곡하는 것‛(writing music)이 

어떻게 ‚소설을 쓰는 것‛(writing novels)과 유사한지에 더 관심을 보인다. 말하자면 

울프는 더 이상 음악의 우월성을 상정하기보다는, 음악가와 작가를 동일한 지위에 

위치시키면서 두 장르의 창작자들이 펼쳐야 하는 예술적 ‚기법‛(technique)의 상호 

                                                      
17
 이는 울프가 ‚예술 작품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자질‛로 ‚온전함‛(integrity)을 꼽으면서도 그 ‚온전함‛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으며(‚Women and Fiction‛ 247), ‚나는 점점 더 시적으로 변

해간다‛(I grow more & more poetic; Goldman 49에서 재인용)고 고백하며 ‚시적‛인 산문을 지향했으면서

도 ‚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적‛인 글에 대해서는는 2장

에서 「예술의 좁은 다리」를 분석하며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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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및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게 된 것이다(D3: 291-92).  

 1921년의 단편 「현악 사중주」와 1925년의 단편 「어느 단순한 멜로디」 등 

음악을 소재로 한 이 시기 울프의 단편들에는 음악에 대한 울프의 변화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현악 사중주」에서 음악은 무도회에서 레이첼의 연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듣는 이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물하지만, 『출항』과는 달리 현실의 

답답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나 탈출구로 상정되지는 않는다. 1921년의 울프는 

수잔과 아서의 결혼을 축하하는 무도회에서 레이첼의 연주가 잠시나마 가능케 했던 

놀라운 화합의 순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와 동시에 이 화합의 순간 이후 음악이 

직면케 하는 현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현악 사중주」의 화자는 시덥잖은 

소재로 수다를 떨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곳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음악 연주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실에서 조율하는 

제2바이올린의 소리‛(the sound of the second violin tuning in the ante-room)에 이어 

등장한 ‚악기를 든, 네 개의 검은 사람들‛(four black figures, carrying instruments)의 

음악 연주가 끝난 뒤 화자가 마주한 세계는 연주를 듣기 전보다 더욱 절망적이다. 

연주를 기다리며 화자가 느꼈던 감정은 기껏해야 초조함 정도였으나, 이제 음악이 

보여준 환상을 경험한 직후 다시 돌아온 현실 세계에는 희망도, 생명력 있는 기쁨도 

부재한다. 화자가 견뎌내야 할 이 공간은 ‚혼란과 무질서‛(Confusion and chaos)가 

가득하고 ‚그늘 하나 없‛(casting no shade)이 ‚냉혹한‛(severe) 사막이다. 이 

사막에서 화자는 ‚당신의 희망이 말라 죽도록 내버려두어라; 사막에서 나의 기쁨이 축 

늘어지도록 하라‛(Leave then to perish your hope; droop in the desert my joy)라고 

외친다. 특히 음악 연주를 기다리며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던 나머지 관객들은 위안이 

되기는커녕 연주 이후의 이 메마른 사막에서 화자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화자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며 ‚[...] 반겨주고 환영하는 사람 하나조차, 깃발 하나조차 없다‛([...] nor 

does a face, nor does a flag greet or welcome)는 잔인한 현실을 실감하고, 당장 이 

무리를 떠나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뿐이다. 이처럼 연주가 끝난 뒤 

마주한 현실은 더욱 잔인하며 화자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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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Quartet‛ 149). 레이첼 빈레이스의 무도회 연주가, 그 순간뿐 아니라 연주가 

마무리된 뒤에도 레이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묘한 만족감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현악 사중주」의 음악은 연주되는 그 순간에는 화자에게 환상적인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지만 연주가 끝난 뒤에는 더욱 잔혹하고 외로운 현실의 구덩이 속으로 

추락하게 만든다. 이처럼 1920년대의 울프는 음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18
 

이러한 환상을 경험한 이후의 현실이 더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포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25년의 단편 「어느 단순한 멜로디」 역시 이 시기 울프가 음악이 

지닌 힘과 매력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만이 ‚말해야 할 것을 단번에 

모두 말해주‛는 유일무이한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예시하는 단편이다. 

제목만 보면 「거리의 음악」이나 「현악 사중주」처럼 음악에 대한 글일 듯한 이 

단편은, 사실 제목과 달리 파티가 벌어지는 어느 방의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카슬레이크 

씨(Goeorge Carslake)의 시선을 사로잡은 어느 그림에 대한 글이다. 「어느 단순한 

멜로디」는 ‚바로 그 그림에 대해 말하자면‛(As for the picture itself; 필자 

강조)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중심 인물 카슬레이크 씨가 처음 독자에게 소개되는 

순간은 그가 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코멘트와 함께이다(Mr Carslake, at least, 

thought it very beautiful [...]). 카슬레이크 씨가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거듭 칭송하고, 

그림 속 풍경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삶과 자연에 대해 명상하는 동안 ‚어느 단순한 

멜로디‛는 두어 번 언급될 뿐이다. ‚늙은 바이올린 연주자‛(old fiddler)의 ‚어느 

단순한 멜로디‛는 ‚우리는 여기 없고 황야에 있으며, 노리치로 걸어가고 있다‛(We 

are not here, but on a heath, walking back to Norwich)는 상상을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풍경화에 비해서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다(Jacobs 245). 초기작을 집필할 무렵 울프가 태초의 음악에 대해 논하며 글쓰기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글이 ‚[음악에 대해] 충성‛해야 하고 음악을 향해 나아가는 

글쓰기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하면 「어느 단순한 멜로디」에서 음악에 

                                                      
18
 「현악 사중주」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그 짧은 순간 화자가 엿볼 수 있었던 리얼리티의 단면에 대해서는 

이후 『트리스트럼 섄디』에 대한 에세이 「예술의 좁은 다리」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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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울프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을 통해 울프가 

다양한 예술 장르 사이의 위계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 시기와는 달리 

그녀는 상상과 생각을 촉발할 수 있는 궁극의 예술 장르가 오로지 음악이라고 

상정하지는 않는다. 초기 울프의 예술 세계에서 절대자의 위치에 있었던 장르인 음악은, 

이제 그림이나 글쓰기 등 다른 예술 장르와 비슷하게 울프에게 영감을 주는 장르이다. 

음악을 상찬하는 글일 듯 하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제목과 반대로 음악이 아닌 그림에 

대한 단편을 집필함으로써, 울프가 음악을 예술의 결정체로서 동경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일종의 풍자를 하고 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음악 및 음악가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상황에서 ‚음악‛이라는 기존의 

키워드를 포섭하며 울프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리듬‛이다. 물론 

음악은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영감을 주고 작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출항』에서처럼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되지는 않는다. 초기 울프가 글쓰기를 

음악에 종속된 채 ‚충성‛하는 것으로 상정한 것과 달리, 1920년대 중반부터 울프는 

음악의 경지에 도달하는 글쓰기 대신 ‚리듬‛에 맞추어 글을 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시기의 여러 글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리듬‛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작품 및 작가관을 규정하는 단어이다. 예컨대 1926년 1월 비타 색빌웨스트(Vita 

Sackville-West)에게 쓴 다음의 편지에서 울프는 올바른 ‚문체‛의 근간에는 이보다 

더욱 심오한 ‚리듬‛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문체는 정말 간단한 문제죠. 그건 리듬 

그 자체예요. 그것만 안다면, 당신은 잘못된 단어들을 쓸 수가 없어요. [...] 이제 이것, 

리듬의 본질이라는 것은 매우 심오해서, 단어들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요‛(Style is a very simple matter; it is all rhythm. Once you get that, you 

can’t use the wrong words. [...] Now this is very profound, what rhythm is, and goes 

far deeper than words; Sutton ‚Putting‛ 176에서 재인용, 필자 강조). ‚문체‛가 곧 

‚리듬 그 자체‛라는 울프의 주장은 글쓰기를 할 때 문체와 리듬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듬의 본질‛이 ‚단어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은 리듬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단어를 선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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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리듬을 글 쓰기의 핵심으로 파악한 

울프의 새로운 관점은 『파도』를 구상하면서 에델에게 보낸 편지들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울프는 『파도』의 창작 과정이 ‚픽션의 전통에 맞서‛(opposed to the tradition 

of fiction)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플롯에 맞추어 쓰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 

맞추어 글을 쓰는 것‛(writing to a rhythm and not to a plot; L4: 필자 강조 204)이라고 

고백한다. 서론에서 인용한 바 있는 1931년 4월에 보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울프는 ‚모든 글쓰기는 그저 리듬의 여러 등 위에 단어들을 올려놓는 것일 

뿐이에요‛(All writing is nothing but putting words on the backs of rhythm)라고 

말하며,
19
 당시 글쓰기에 대한 그녀의 고민이 리듬에 대한 고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리듬은 글쓰기 작업에서 작가가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활발한 상상력과 적극적인 독해를 초대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바 

있듯 울프는 작가로서 리듬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쓰지만, 작가가 글 속에 숨겨 놓은 

리듬이 독자와 만남으로써 더욱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20
 울프는 『올랜도』,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How Should One Read a Book?‛) 등에서 책에 

숨은 의미를 포착하고 글의 가치를 더하는 작업이 독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예컨대 1926년의 에세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서 울프는 날카로운 

비판을 일삼는 비평가들의 독서와 능동적으로 즐거운 독서를 하는 독자의 읽기 경험을 

구별한 뒤, 이러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읽기가 작가의 작업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19
 서론에서 소개한 바 있듯 이 대목에서 울프가 ‚리듬의 여러 등‛(the backs of rhythm)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울프의 리듬이 복합적인 개념임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서는 2장의 후반부에서 ‚교차하는 리듬‛ 개념을 소개하며 다시 논하기로 한다.  

 
20
 울프는 『올랜도』를 포함하여 여러 작품 속에서 작품의 결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독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울프가 강조하는 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는 허마이어니 리(Hermione Lee)의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들」(‚Virginia Woolf’s Essays‛) 89쪽, 패트리샤 온덱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의 

『침묵 읽기: 영국 전통 속에서의 버지니아 울프』(The Reading of Silence: Virginia Woolf in the English 

Tradition) 195쪽; 바네사 맨하이어(Vanessa Manhire)의 「맨스필드, 울프, 음악: ‘가장 기묘한 방식의 공명’」

(‚Mansfield, Woolf and Music: ‘The Queerest Sense of Echo’‛) 5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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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독자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들과 우리가 내리는 판결은 공기 

중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어서 작가들이 작업할 때 들이쉬는 대기의 일부가 

된다. . . . 언론의 변덕스러운 총격 너머에, 다른 종류의 비평, 즉 느리고 

비전문적으로, 그저 읽는 즐거움을 위해 독서를 하며 매우 호의적이지만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작가가 인지한다면, 

그의 작품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But still we have our responsibilities as readers and even our importance. The 

standards we raise and the judgments we pass steal into the air and become 

part of the atmosphere which writers breathe as they work. . . . If behind 

the erratic gunfire of the press the author felt that there was another kind of 

criticism, the opinion of people reading for the love of reading, slowly and 

unprofessionally, and judging with great sympathy and yet with great severity, 

might this not improve the quality of his work? (‚How Should One Read a 

Book?‛ 269-70) 

 

호의가 배제된 비평가들의 읽기가 ‚변덕스러운 총격‛과도 같다면, 울프가 상정한 

이상적인 독자로서의 ‚일반 독자‛(The Common Reader)는 ‚매우 호의적이지만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내[림]‛으로써 작품을 ‚더욱 강하게, 더욱 풍부하게, 더욱 

다양하게‛(stronger, richer, and more varied; 270)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울프는 작품이 작가 혼자의 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서 제 역할에 충실한 

‚일반 독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울프의 ‚일반 독자‛에 

주목하며 ‚[울프의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힘을 더해야 한다‛(Readers have to engage themselves 

and to cooperate imaginatively in the production of meaning; Thompson 308)고 분석한 

톰슨(Nicola Thompson)의 주장처럼, ‚일반 독자‛의 역할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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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결을 풍부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이 무렵 울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리듬‛ 역시 독자의 상상력과 적극적인 

독해를 환영하는 개념이다. 사실 울프는 여러 번 리듬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본인의 리듬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to a Young Poet‛)에서 작가 존 레이먼(John Frederick Lehmann)에게 삶의 

리듬에 충실한 글쓰기를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하던 울프는 동시에 ‚나는 내가 

말하는 리듬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I do not know what I 

mean by rhythm nor what I mean by life; 19)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만 이때 울프가 

‚내가 말하는 리듬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울프의 책임 회피 혹은 이 리듬 

개념이 알맹이 없이 공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독자‛의 상상력을 

초대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예술의 좁은 다리」 등 리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여러 글 속에 울프는 이 ‚리듬이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으며, 서튼의 

주장처럼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느리고 비전문적으로‛ 울프의 리듬관을 유추했을 

때 비로소 그 전과는 다른 차원의 독서 경험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Putting‛ 177).
21
 

 「예술의 좁은 다리」에서 울프는 리듬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의 작가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울프는 산문(prose)과 시(poetry)를 구분한 뒤, 산문의 

‚민주적‛(democratic)이면서도 ‚겸손한‛(humble) 속성 덕분에 일상의 다양한 소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감정들‛(the sudden emotions), 

‚주문과 미스터리‛(the incantation and mystery),
22
 ‚꿈‛(dreams) 등 오직 시만이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울프에 따르면 작가가 비교적 단순한 감정에 

대해 기록할 수 있었던 셰익스피어나 키츠(John Keats)의 시대와는 달리,
23

 상호 

                                                      
21

 울프가 강조한 독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2
 이처럼 시는‚갑작스러운 감정들‛ 및 ‚주문‛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울프는 『올랜도』에서 시적인 

문체를 활용하여 19세기의 올랜도의 감정 변화와 자기세뇌적인 주문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올랜도』를 다루면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3
 예컨대 키츠가 본 나이팅게일은 ‚하나의 온전한‛(one and entire) 존재로서 키츠에게 행복이나 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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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으로 보이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대의 작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와 리듬으로 작품을 구성하여 그 ‚대조와 충돌로 가득한‛(full of contrast 

and collision) 감정들 사이의 교묘한 ‚균형‛(balance)을 찾아나가야 한다. 특히 

‚[그에게 몰아치는 삶의] 인상들을 멈출 수 없‛는 작가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삶에 대한 태도‛(an attitude toward life), 즉 ‚대조와 충돌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a position which allows them to move their limbs freely; 필자 강조)로 세상을 

대하고 작품을 집필해야 한다. 울프는 이 상반되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하게‛(fully)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시나 소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두 장르—의 특성과 소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작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울프가 이야기하는 ‚균형‛이란 ‚대조와 충돌‛되는 감정 및 대상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거나 어느 하나만을 선별한 뒤 이와 충돌하는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조와 충돌‛ 자체가 리얼리티의 속성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리얼리티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이 함께 구성해나가는 것이며, 

울프는 이처럼 서로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간과되었던 수많은 대상의 생명력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유와 호기심은 어쩌면 그[모든 것에 깨어 있으며 이전에 

간과되었던 것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즉 분명한 연결 

고리가 없는 것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기묘한 방식의 원인일 

것이다. 지금까지 홀로 그리고 분리된 채로 [그를] 찾아오곤 했던 감정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의 일부는 추함이고, 즐거움의 일부는 역겨움이며, 

                                                                                                                                                                     
비교적 단일한 감정을 느끼게 했으나, 울프의 시대에 나이팅게일은 행복과 애수 등 ‚서로 상반되는‛ 감정

을 함께 유발하며 이 ‚서로 상반되는‛ 감정은 서로를 구성한다는 것이 울프의 주장이다. 물론 키츠의 나

이팅게일도 행복과 애수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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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일부는 고통이다. 

And this very freedom and curiosity are perhaps the cause of what appears to 

be his most marked characteristic—the strange way in which things that have 

no apparent connection are associated in his mind. Feelings which used to 

come single and separate do so no longer. Beauty is part ugliness; amusement 

part disgust; pleasure part pain. (‚The Narrow Bridge of Art‛ 16) 

 

‚홀로 그리고 분리된 채로 [그를] 찾아오곤 했던 감정들‛은 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면서 찾아온다. 미와 추함, 즐거움과 역겨움, 기쁨과 고통 등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치부되던 감정들의 ‚대조와 충돌‛에서 생명력을 포착하는 사람에게 

이 감정들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미의 

일부[가] 추함‛이듯 추함의 일부는 미이고, ‚즐거움의 일부[가] 역겨움‛이듯 역겨움의 

일부는 즐거움이며, ‚기쁨의 일부[가]‛ 고통이듯 고통의 일부는 기쁨이며, 이처럼 

대조적인 것들이 서로를 구성하는 모습은 울프가 작품 속에 담아내려는 리얼리티에 

가깝다.  

 이러한 통찰은 「현악 사중주」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화자가 경험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시시콜콜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수다나 주고 받는 주변의 

관객들과는 달리 화자는 현악 사중주를 들으면서 ‚[..] 솜씨 좋고 절묘하게 이 패턴, 이 

절정 속에서 갈라져 있던 것들이 합쳐질 때까지 이 사이를 누비며 다닌다. 높이 치솟고, 

흐느끼고, 가라앉아 쉬고, 슬퍼하고 즐거워한다‛([...] deftly, subtly, weaves in and out 

until in this pattern, this consummation, the cleft ones unify; soar, sob, sink to rest, 

sorrow and joy. (필자 강조 ‚The String Quartet‛ 148)고 느낀다. 이처럼 이 단편의 

화자가 절정의 순간 경험하는 것은 지금까지 ‚갈라져 있던 것들‛이자 ‚홀로 그리고 

분리된 채로‛ 존재했던 것들, 즉 슬픔(sorrow)과 즐거움(joy), 비상(soar)과 하강(sink) 

등이 ‚합쳐[지]‛는 패턴이다.
24
 울프가 이야기한 ‚균형‛과 마찬가지로 이때 서로 

                                                      
24

 이는 베토벤 소나타의 절정 부분을 연주하는 레이첼 빈레이스의 의식이 그녀를 구속하는 인물들로 가득



 

 

54 

 

상반되는 것들이 ‚합쳐[진다]‛는 것은 두 요소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교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라져 있던 

것들‛은 이제 서로를 배제하며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비추어준다는 차원에서 ‚합쳐[진다]‛. 

 특히 울프는 이처럼 리얼리티 그 자체인 ‚대조와 충돌‛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작가의 작업이 ‚자연스럽게‛(naturally), 그리고 ‚쉽게‛(easily)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예시하기 위해 울프는 「스턴」(‚Sterne‛), 「베넷 씨와 브라운 

부인」(‚Mr Bennett and Mrs Brown‛) 등에서 그녀가 극찬한 바 있는 로렌스 

스턴(Laurence Sterne)의 『트리스트럼 섄디』(Tristram Shandy)에 재차 주목한다. 울프에 

따르면 스턴은 시와 소설이라는 두 장르 모두를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면서도 매우 

자연스럽고 쉽게 우리에게 리얼리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스턴의 

『트리스트럼 섄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빌레트』(Villette)와 조지 메러디스(George Meredith)의 『리처드 페베렐의 시련』(The 

Ordeal of Richard Feverel)
25

 등 부분적으로는 ‚유창하고, 서정적이며, 

훌륭하‛(eloquent, lyrical, splendid)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와 [작가가] 애쓴 흔적‛(jerk 

and effort)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make us uncomfortable)는 작품들과 

차별화된다는 것이 울프의 주장이다(‚The Narrow Bridge of Art‛ 20). 스턴은 당대 한 

작품 속에서 공존하기 어려웠던 시와 소설을 모두 활용하면서도 이 ‚대조와 충돌‛을 

연상시키는 두 장르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이 융합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울프가 드는 비유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잘 섞인 

진보라색의 비유이다. 독자가 기대하는 것은 ‚보라색으로 덧댄 천 조각‛(the purple 

patch)이 기워진 흔적을 어색하게 과시하는 책이 아니라 ‚진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계단을 올라가‛고 ‚가파른 나선을 올라가‛는 등 무한한 상승의 이미지와 연

결되었던 것과 차별화된다. 화자는 연주를 들으며 상승과 탈출뿐 아니라 슬픔과 기쁨, 상승과 하강 모두를 

경험하며 리얼리티에 가까이 다가간다. 

  
25

 이 에세이에서 울프는 ‚Feverel‛을 ‚Feveral‛로 잘못 인용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메레디스의 원제에 

맞게 ‚Feverel‛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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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a book stained deep purple)이라는 것이다. 두 문체를 섞어보기 위해 서투른 

바느질로 어색하게 기운 보라색 천 조각은 오히려 독자를 불편하게 할 뿐이다. 울프는 

마치 진보라 수채화 물감 한 방울을 캔버스에 떨어뜨렸을 때 캔버스가 진보라색으로 

‚물드‛는 것처럼 그 경계가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책‛이란 서로 대조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진보라색이 가장 

진하게 칠해진 부분과 진보라색 물감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 모두 

존재하지만 그 경계가 작위적이지 않은 책으로서, 울프는 ‚대조와 충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의 움직임이 이러한 스턴의 작업처럼 거슬림 없이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프가 스턴을 브론테나 메러디스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으로 

‚리듬‛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울프는 브론테와 메러디스 역시 삼류 작가들과는 달리, 

그들의 작품 속에서 ‚리듬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다‛(led us to expect the 

rhythm; 필자 강조)고 평한다. 울프는 이들의 ‚덧댄 천 조각 같은‛(patchy) ‚산문 

시‛(prose poem)를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 ‚리듬‛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울프는 이들과 대조적인 『트리스트럼 섄디』의 핵심 구절을 인용하고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브론테나 메러디스의 리듬과는 차별화되는 종류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제 산문으로 쓰였으며 존재 방식에 의해 소설이라고 불리지만, 

시작부터 다른 태도, 다른 리듬을 취하며,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기대하도록 이끌어주는 다른 책  『트리스트럼 섄디』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은 시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만, 우리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는 진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책이지만, 결코 덧댄 천 조각 같지 

않다. 

But let us now consider another book, which though written in prose and by 

way of being called a novel, adopts from the start a different attitu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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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rhythm, which stands back from life, and leads us to expect a 

different perspective—Tristram Shandy. It is a book full of poetry, but we 

never notice it; it is a book stained deep purple, which is yet never patchy. 

(‚The Narrow Bridge of Art‛ 21 필자 강조) 

 

울프가 『트리스트럼 섄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관습적으로 익숙한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는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와 소설로 구성된 작품, 

즉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것들로 구성[된]‛(made up of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작품이지만 ‚덧댄 천 조각‛처럼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진보라색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 ‚다른 태도‛, ‚다른 리듬‛, 

‚다른 관점‛을 기대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울프에 따르면 스턴과 달리 ‚대조와 충돌‛을 다루는 브론테의 리듬은 ‚덧댄 

천 조각‛처럼 어딘가 어색하다. 브론테의 작품은 스턴과 유사하게 시와 소설의 

요소들이 공존하지만 브론테식의 리듬은 리얼리티를 포착하려는 독자의 시도를 오히려 

방해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작가가] 애쓴 흔적‛ 탓에 어색하게 기워진 브론테의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다른 관점‛과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기는커녕 기존의 관습적인 삶과 태도에 더욱 가까이 얽매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울프는 실패한 리듬의 대표적인 예시로 ‚샬롯 브론테의 『빌레트』 

후반부, 폭풍에 대한 유명한 서술‛(the famous description of the storm at the end of 

Charlotte Brontë’s Villette; 20)을 든다. 이 대목에서 그림자처럼 쓸쓸하게 살아오던 

루시 스노우(Lucy Snowe)는 폴 엠마뉴엘(Paul Emanuel)의 도움으로 한 학교의 교장이 

되며, 그녀와 약혼한 엠마뉴엘 씨가 돌아오는 날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빌레트로 

돌아오는 엠마뉴엘의 배는 그만 폭풍을 만나고, 시종일관 잔잔하고 감정이 억제된 

산문체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던 루시의 어조는 이 비극을 묘사하면서 

급격하고 어색할 정도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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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삼 년이 지났다. 엠마뉴엘 씨의 귀국이 확정되었다.  

        [...]  

 추분이 지났다. 낮이 짧아지고, 나뭇잎들은 말라간다; 하지만—그가 

돌아오고 있다. 

 [...] 

 평화를! 고요해져라! 오! 해변에서 비통하게 기도하고 곡소리를 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마침내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끝내 들리지 않았다. 해가 다시 떠올랐을 때 몇몇 사람들에게는 

해의 빛 줄기가 밤과도 같았을 정도로!  

 여기서 멈춰야 한다. 당장 멈춰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말했다. 

 And now the three years are past: M. Emanuel’s return is fixed. 

        [...] 

 The sun passes the equinox; the days shorten, the leaves grow sere; 

but—he is coming. 

 [...] 

 Peace, be still! Oh! a thousand weepers, praying in agony on waiting 

shores, listened for that voice, but it was not uttered—not uttered till, when 

the hush came, some could not feel it: till, when the sun returned, his light 

was night to some! 

    Here pause: pause at one. There is enough said. (Villette 495-96)  

 

어떠한 고난과 기쁨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삼 년이 지났다. 엠마뉴엘 씨의 귀국이 

확정되었다‛와 비슷한 담담한 문체로 자신의 삶을 기록해온 루시의 문체는, 이 

대목에서 울프의 표현에 따르면 ‚덧댄 천 조각 같은‛ 시적 문체를 어색하게 덧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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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가 이 대목이 독자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비판한 까닭은 시적인 문체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인공의 감정을 담는 데 분명 도움을 주지만 그 문체의 전환 속에서 

리얼리티의 한 단면이 아니라 작가의 애쓰는 모습이 엿보일 정도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평화를! 고요해져라! 오!‛ 같이 짧은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문‛(incantations)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시적 문체로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루시 

스노우의 캔버스를 자연스러운 ‚진보라색으로 물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엉성한 

바느질 자국과 ‚보라색으로 덧댄 천조각‛만을 남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을 통해 

울프가 브론테의 작품을 전적으로 외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가 『제인 에어』(Jane Eyre)에서 제인을 통해 표출된 작가 브론테의 

분노를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원고 용지를 살 비용조차 없는 가난 속에서 창작 

활동을 계속했던 여류 작가 브론테를 높이 평가했듯, 울프는 빌레트의 시적 문체가 그 

자체로는 ‚유창하고, 서정적이며,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소설 속에 시적인 

문체를 결합하려 한 브론테의 실험적인 시도가 유의미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울프가 

보기에 브론테의 작품은 그 시적인 문체와 일반적인 서술식 문체 사이의 경계가 

어색하며, 브론테의 리듬과 달리 『트리스트럼 섄디』에서 스턴은 ‚쉽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오간다는 것이다.
26
 스턴의 글에 대해 울프는 ‚보다시피 여기에서 시는 쉽고 

자연스럽게 산문으로, 산문은 시로 변한다‛(There, one sees, is poetry changing easily 

and naturally into prose, prose into poetry; 필자 강조)고 평가하는데, 시와 산문이 함께 

어우러지는 『트리스트럼 섄디』는 그야말로 ‚진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 울프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예술의 좁은 다리」를 통해 울프가 강조하는 ‚리듬‛의 핵심이 바로 

기존에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예컨대 산문과 시—이 ‚교차‛되는 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정반대의 것으로 취급되던 것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26
 물론 울프가 『빌레트』의 문체적 결합을 비판했다는 사실과, 독자가 이러한 울프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

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울프가 스턴의 『트리스트럼 섄디』의 리듬을 높이 평

가했으며 이러한 리듬을 자신의 글에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하여 브론테의 리듬에 대한 울프

의 비판에 주목하였다. 



 

 

59 

 

넘나들고, 이들이 서로 번갈아 활용되는 데서 ‚리듬‛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울프 

작품의 ‚일반 독자‛ 중 하나인 로렌스(Patricia Ondek Laurence)는 이러한 울프식의 

리듬을 ‚교차하는 리듬‛(alternating rhythm)이라고 규정한다. 형식 또는 주제 상의 

여러 요소들, 그 중에서도 소위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oppositional elements)이 서로 

교차되기를 반복하면서 울프 특유의 리듬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로렌스의 ‚교차하는 

리듬‛이 클레멘츠나 도드 등 음악적 리듬에 주목한 평자들
27
과 차별화되는 첫 번째 

지점은, 리듬을 단순히 음악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이며 ‚시각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구현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이다. 울프의 여러 작품 속에서 

기존에 부정적인 것으로, 혹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던 ‚텅 빈 공간‛(blank 

space)이나 ‚침묵‛(silence)의 긍정적 가능성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로렌스는 바로 

‚음악적‛이면서 ‚주제적‛이고 ‚시작적‛인 차원에서 구현되는 ‚교차하는 리듬‛에 

주목한다. 

 

울프가 침묵을 공간과 연결했다는 것은 그녀가 화가, 작곡가, 건축가가 하는 

방식으로 형식이라는 주제에 접근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부정적‛이거나 

‚텅 빈‛ 공간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이것들을 음악적일 뿐 아니라 

주제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교차하는 리듬이라는 스타일의 일부로 만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을 해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Woolf’s association of space with silence suggests that she approached the 

subject of form in the way that painters, composers, and architects do, using 

‚negative‛ or ‚blank‛ spaces in a positive way, making them part of a 

style of alternating rhythm that is thematic and visual as well as musical, 

deconstructing the oppositional elements of time and space. (필자 강조, 

Laurence 12) 

 

                                                      
27
 이 논문의 서론에서 울프의 리듬에 대한 기존 비평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클레멘츠나 도드 등의 논의를 소

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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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의 형식적 실험을 기존의 ‚화가, 작곡가, 건축가‛의 작업에 비견하며 로렌스는 

울프의 리듬이 ‚화가, 작곡가, 건축가‛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음악적일 뿐 아니라 

주제적이고 시각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로렌스는 울프의 새로운 리듬 개념이 

초기에 그녀가 중시하던 음악적 요소를 포섭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오로지 음악적 

차원의 리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는 

맨하이어(Vanessa Manhire)가 울프의 ‚리듬‛이 ‚결‛(texture)이나 ‚구조‛(structure) 

등 복합적인 요소들과 결부된 독특한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맨하이어에 따르면 울프가 로저 프라이와 문학에 대해 논의할 때면 자연스럽게 

‚‘리듬’, ‘결’, ‘구조’‛(56)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로렌스의 주장처럼 울프가 주목한 리듬이 ‚음악적일 뿐 아니라 주제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의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로렌스나 맨하이어의 논의처럼 「예술의 좁은 

다리」에서 울프는 자신의 리듬이 음악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에세이에서 울프는 리듬이 시적인 ‚운율과 음보‛(rhyme and metre) 등의 

음악적 요인들을 여전히 중요시하지만, 이러한 차원의 ‚리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스턴이 『트리스트럼 섄디』에서 예시한 긍정적인 리듬은 시의 음악적 

면모인 ‚운율과 음보‛가 활용된다고 하여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며, 그 외에 

울프가 생각하는 리듬의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해야만 ‚진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울프는 스턴식의 리듬을 본받은 다른 작가들이 ‚음악의 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울프가 작가의 리듬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목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음악의 힘,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자극, 나무들의 모양새나 색채의 반짝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군중의 영향으로 우리 안에서 싹트는 감정들, 특정한 

장소에서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그토록 비이성적으로 찾아오는 모호한 

공포와 혐오감, 움직임이 주는 기쁨, 와인으로 인한 취기. 

the power of music, the stimulus of sight, the effect on us of the sha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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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s or the play of colour, the emotions bred in us by crowds, the obscure 

terrors and hatred which come so irrationally in certain places or from certain 

people, the delight of movement, the intoxication of wine. (‚The Narrow 

Bridge of Art‛ 23) 

 

울프에 따르면 이 리듬은 ‚색채‛나 ‚움직임‛ 등의 시각적 요소, ‚비이성적으로‛ 

찾아오는 순간적인 반응이나 ‚감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물론 이 리스트를 구성하면서 울프는 그녀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는 ‚음악의 힘‛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나, 뒤따라오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1927년경 울프는 이미 음악을 넘어 청각, 시각, 상상의 영역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서의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리듬에 주목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글쓰기는 그저 리듬의 여러 등 위에 단어들을 올려놓는 것일 뿐‛(All 

writing is nothing but putting words on the backs of rhythm; 필자 강조 ‚Putting‛ 

176에서 재인용)이라고 설명하며, 작가가 ‚단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리듬의 종류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존재함을 암시했던 울프의 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가 리얼리티에 대해 설명하며 ‚변덕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이처럼 리얼리티를 담아내는 울프식의 리듬이 여러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대립적인 요소들‛ 사이를 오가며 구현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 중반 울프의 리듬을, 1장에서 다룬 바 있는 1905년의 에세이 

「거리의 음악」에서의 리듬 개념과 비교해보면 두 시기 리듬에 대한 울프의 관점이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거리의 음악」에서 당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울프는 ‚리듬과 조화 전부가, 마치 말라빠진 꽃들처럼, [...] 납작하게 

축약되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듬과 조화 전부가, 마치 말라빠진 꽃들처럼, 깔끔하게 나누어진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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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의 음조와 반음으로, 납작하게 축약되어버렸다. 음악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손쉬운 특성—그것의 음조—은 여전히 교육되고 있지만, 그것[음악]의 

영혼인 리듬은 날개 달린 생명체처럼 도망 다닌다. 

The whole of rhythm and harmony have been pressed, like dried flowers, into 

the neatly divided scales, the tones and semitones of the pianoforte. The safest 

and easiest attribute of music—its tune—is taught, but rhythm, which is its soul, 

is allowed to escape like the winged creature it is. (필자 강조‚Street Music‛ 

30) 

 

이 에세이에서 음악을 동경하던 1905년의 울프가 이야기하는 리듬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리듬, 즉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의 일부로서의 리듬이다. 그리고 1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글쓰기에 있어서 울프가 닮아야 한다고 주장한 ‚리듬‛ 역시 음악의 

구성 요소로서의 리듬, 즉 ‚운율과 음보‛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울프는 ‚음악의 힘‛을 포함하여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리듬‛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울프의 리듬은 시각적 요소들, 청각적 

요소들, 감정적 요소들, 공간, 시간, 작품의 구조와 결 등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하며, 

울프의 작업을 ‚화가, 작곡가, 건축가‛의 작업에 비견한 로렌스의 ‚교차하는 리듬‛ 

개념은 이러한 다층성과 복합성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교차하는 리듬‛ 개념은 울프가 관습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을 교차적으로 활용하면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다. 로렌스에 따르면 울프가 

『트리스트럼 섄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까닭은, 여러 문체의 경계를 오갈 뿐 

아니라 이에 더해 ‚텍스트 속에 대시 기호들(—)과 별표들과 눈을 위한 대문자들, 

휴지와 침묵이 포함된 점‛(dashes (—) and asterisks and CAPITAL LETTERS for the 

EYE, an incorporation of pauses and silences in the text)이 ‚대화의 리듬‛(rhythms of 

discourse)에 개입하기 때문이다(필자 강조 Laurence 182). 흔히 소문자의 글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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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하게 채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텍스트 안에 관습적인 텍스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휴지와 침묵이 포함된 점‛, 대시나 별표 등 비문자가 포함된 점, 의도적인 대문자가 

포함된 점 등이 울프가 주목한 리듬의 특성이다.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불편함 

없이 텍스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는 비문자 및 ‚휴지와 침묵‛의 존재는 

문자의 존재를 다시 보게 유도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의 존재 역시 비문자 

및 ‚휴지와 침묵‛과 교차되면서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리얼리티의 주변부를 

가시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렌스는 울프의 여러 장편들 속에서 기존에 ‚부정적‛이고 ‚텅 빈‛ 

것이어서 무의미하게 치부되든 것들—예컨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침묵이나 여성의 

아픈 몸 등—이 지닌 역설적인 가능성에 궁극적으로 주목한 로렌스는 최종적으로 침묵과 

빈 공간의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울프의 리듬에 주목한다. 울프 특유의 ‚교차하는 

리듬‛이 결과적으로 기존에 경계가 뚜렷하여 하나의 텍스트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못하던 것들, 즉 텅 빈 공간과 채워져 있는 공간, 침묵과 발화 등을 하나의 텍스트 속에 

담아냈으며, 이처럼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변화되어 왔던 텅 빈 공간이나 침묵 등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울프의 ‚교차하는 리듬‛은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채워져 있는 공간이나 발화 등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 받았던 

것을 배제하거나 그 몸집을 어색하고 폭력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구성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비어 있는 공간과 채워져 있는 공간이 교차되면서, 채워져 있는 공간의 

존재로 인하여 빈 공간의 존재가 비로소 인지되고, 역으로 빈 공간의 존재 덕분에 

채워져 있는 공간의 존재가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침묵이 존재하기 때문에 침묵과 

교차되는 말이 인지되고,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과 교차되며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침묵을 비로소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리듬의 다층적인 면모와 이 

‚교차하는 리듬‛ 속에서 구현되는 리얼리티에 주목한 로렌스는 울프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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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들을 참고하여, ‚울프 소설에서의 리듬적인 기본 요소들‛(Woolf’s basic 

rhythmic elements in the novel)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리스트를 정리한다. 

 

시간 (현재성, 단선적이고 역사적인 시간, 순환적이고 영원한 시간을 포착하는 

것); 생각들 (들리지 않지만 텍스트 속에 표기되어 있는 것); 단어들 (발화된 

것과 발화되지 않은 것과 텍스트 안에 표기되어 있는 것); 목소리들 (서술자의 

것, 등장 인물의 것, 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 저널리스트적인 것, 

익명의 것); 자연과 기계들의 주변 환경음들; 도시의 소리들, 휴지들, 침묵들, 

균열들, 금들, 틈새들, 틈들, 구렁들, 심연들 . . . 

time (capturing presentness, linear-historical time, cyclical-eternal time); 

thoughts (inaudible but marked in the text); words (spoken and unspoken and 

marked); voices (narrator’s, character’s, poetic, social, historical, journalistic, 

anonymous); the ambient sounds of nature and machines; the sounds of the 

city, and pauses, silences, fissures, cracks, crevices, gaps, gulfs, and 

abysses . . . (Laurence 190). 

 

로렌스가 분석한 것처럼 소설 속 울프의 리듬은 초기의 관심사인 ‘음악’과 비교하면 

더욱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교차될 때 그 사이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리듬이야말로 울프 작품의 핵심이다. 예컨대 시간을 다룰 때면 어느 한 종류의 시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명확하게 구분되던 다양한 시간들—‚현재‛의 시간, 

‚단선적이고 역사적인 시간‛, ‚순환적이고 영원한 시간‛ 등—을 의식적으로 

교차하며 사용하는 데서, 그리고 작품 속 단어들 중 ‚발화된 것‛과 ‚발화되지 않은 

것‛ 그리고 ‚텍스트 속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교차되는 데서 울프식의 리듬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로렌스의 ‚교차하는 리듬‛ 개념을 수용하되, 이러한 리듬이 소리나 

박자뿐 아니라 시간, 단어, 생각, 공간, 문체 등 다양한 ‚리듬적인 기본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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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구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울프의 리듬을 ‚교차하는 리듬들‛(alternating 

rhythms)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거듭 강조했듯 울프의 글쓰기는 ‚리듬의 여러 등 

위에 단어들을 올려놓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가 작품 

속에서 구현한 리듬은 수많은 층위에서, ‚대립적인 것들‛이 서로를 구성하고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차원에서 ‚교차하는 리듬들‛이다.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울프가 선택한 ‚교차하는 리듬들‛은 이 시기 울프의 작품들 

속에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구현되며, 이 ‚교차하는 리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넜을 때 작가와 독자는 비로소 리얼리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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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랜도』의 ‚교차하는 리듬들‛ 

 

 2장에서는 울프의 새로운 키워드인 ‚리듬‛, 특히 ‚교차하는 리듬들‛ 개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대립되는 것들로 상정되었던 것들 사이를 오가면서 발생하는 리듬이 

리얼리티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 이후 울프의 리듬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교차하는‛ 패턴이다. 음악의 힘으로 관습에 저항하려 했던 

레이첼 빈레이스가 결국 관습의 문 앞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듯 ‘음악’만으로는 

관습의 억압에서 벗어나거나 리얼리티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울프는 이 시기 

리듬에 주목한다. 이러한 리듬 개념은 초기 작품의 핵심적인 소재였던 음악적인 요소—

스타카토나 피치카토, 변주 등의 음악적 기법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나 ‚시적인 문체‛ 

혹은 ‚운율과 음보‛와의 결합—를 포함하여, 시간, 공간, 단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구현되는 것으로서, 울프는 이처럼 다층적인 ‚리듬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관습 속에서 

가려졌던 리얼리티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이러한 ‚교차하는 리듬들‛이 가장 잘 구현된 작품으로서 

『올랜도』를 다시 읽는다. 『올랜도』는 16세기 남성 귀족으로 영국에서 태어난 

올랜도가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면서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던 중 그의 

연인이 된 러시아 공주 사샤에게 배신당하고 정계에서 모함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은둔생활을 하던 올랜도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사직을 맡아 영국을 떠난다. 

화려하지만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대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진 올랜도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 있다. 대사관을 빠져 나온 올랜도는 

부에 대한 관점이나 언어 사용 방식이 자신과 완전히 다른 집시들과 생활하며 지금까지 

영국의 상류층 남성으로서 자신이 당연시 해왔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올랜도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자신이 남성이었을 때와 사뭇 

달라졌음을 인지한 뒤, 그리고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는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은 뒤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찰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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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 속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여성의 의복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의 의복으로 갈아입기도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별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19세기 빅토리아 조의 습하고 축축한 기운이 올랜도를 

압박해오던 어느 날, 올랜도는 하인 바솔로뮤의 결혼 반지를 보고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생전 처음으로 가지게 되어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이때 기적처럼 나타난 

셸머딘(Marmaduke Bonthrop Shelmerdine)과 결혼한다. 이처럼 여성에게 ‚집안의 천사‛ 

역할을 강요하고 여성의 글쓰기를 검열하는 시대 정신의 목소리가 시인 올랜도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올랜도는 「참나무」(‚The Oak Tree‛) 원고를 가슴 속에 

품고 다니며 집필 활동을 계속하며,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문학 박사 닉 그린(Sir 

Nicholas Greene)을 만나 이 원고를 성공적으로 출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작품의 

큰 성공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낀 올랜도는 시집을 땅에 묻어버리려다가 땅 위에 

내버려둔 채, 대사로 활동하던 터키의 풍경과 집시 노인, 집을 떠났던 남편과 야생 

거위의 환상을 본다. 올랜도가 ‚야생 거위다!‛라고 소리치는 순간 1928년 10월 11일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며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 작품의 초기 평자들은 『올랜도』가 리얼리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는커녕 

의미 없는 농담으로 가득 찬 장난거리에 불과하다며 이 작품을 과소평가했다. 

블랙스톤(Bernard Blackstone)이나 래스카(Mitchell Leaska) 등은 울프가 『올랜도』를 

‚농담‛(joke; D 116)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것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여 이 작품 

특유의 풍자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정말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블랙스톤은 『올랜도』를 장난스럽게 날아다니는 나비에 비유하며, 이를 

울프의 다른 작품들처럼 리얼리티의 단면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진지하게 읽는 것은 

‚나비를 바퀴에 짓이겨버리는 것과도 같다‛(is rather like breaking a butterfly on a 

wheel; Blackstone 102)고 주장한다. 작가가 ‚중요하지 않은 농담‛을 하기 위하여 작품 

전체를 가벼운 마음으로 쓴 글이며, 실제로 그 문체도 농담조이기 때문에 독자 역시 

『올랜도』의 장난스러운 나비를 장난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래스카 역시 

『올랜도』를 ‚대단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brilliant but incongruous; Wilson 1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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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작품이라고 평하며 일관성이 없고 제멋대로인 이 작품은 리얼리티와 연결하여 

읽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심지어 래스카는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울프의 작품들을 비평하는 자신의 책에서 『올랜도』를 과감히 제외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의 평자로서 울프와 음악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분석한 

제이콥스(Peter Jacobs)조차도 『로저 프라이: 어느 전기』(Roger Fry: A Biography)와 

『올랜도』의 중요도를 비교하며, 후자를 평가절하한 바 있다. 울프의 ‚진지한‛ 

전기인 『로저 프라이: 어느 전기』와 달리 『올랜도』는 그저 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장난스러운 놀이로만 가득 찬 작품이라는 것이다(Jacobs 250). 

 그러나 『올랜도』는 오히려 보통의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농담‛과 

환상적인 요소 덕분에 리얼리티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흔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으로 구성된 전기는 온갖 ‚대조와 충돌‛을, 그리고 서로 

‚대립적인 것들‛을 함께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올랜도』는 올랜도의 성별이 

바뀌거나 올랜도가 몇 백 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 올랜도가 가진 수십 개의 자아 

등의 소위 환상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조작된 사진이나 설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실과 허구라는 두 ‚대립적인 것들‛을 하나의 지면 위에 담아낸다. 이러한 허구적인 

요소들은 소위 ‘사실’이라고 제시된 것들을 가시화함으로써 사실이나 리얼리티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이끌고, ‘사실’이라고 제시된 요소들은 기존의 

전기 전통에서 간과되었던 허구의 존재를 가시화함으로써 리얼리티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올랜도』의 농담이 깊이 없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포착하며 이 작품이 ‚겉으로 보기에는 건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유동적이고 

복잡한 리얼리티의 본질을 잡으려고 노력한다‛(seeks, with apparent casualness but in 

all sincerity, to grasp the essence of a fluid and complex reality; Guiguet 262)고 주장한 

기게(Jean Guiguet)의 논의나, 리얼리티의 본질에 대하여 ‚매우 폭로적‛인 농담을 담은 

작품으로 『올랜도』를 읽어내며 ‚『올랜도』는 농담이다. 그러나 최고의 농담들이 다 

그러하듯, 실제로 그것은 매우 진지하며 매우 폭로적이다‛(Orlando is a joke. But like 

all the best jokes, it is also very serious indeed—and very revealing; Harper 163)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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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하퍼의 분석처럼, 『올랜도』는 리얼리티가 소위 ‘사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실과 허구, 진담과 농담이 뒤섞여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복잡한‛ 

것임을 예시하는 작품이다. 리얼리티란 무조건 진지한 탐구 속에서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등대로』의 마지막 대목에서 릴리 브리스코가 비전을 얻은 

방식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순간 갑작스럽게, 찰나의 순간에 제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래스카는 ‚앞뒤가 맞지 않‛(incongruous)다는 이유로 『올랜도』가 리얼리티와 

가장 거리가 먼 작품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오히려 그 ‚앞뒤가 맞지 않‛으며 

‚유동적이고 복잡한‛ 이 작품의 특징이 『올랜도』를 리얼리티에 가까이 다가가는 

작품으로 만들어준다. 말하자면 『올랜도』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이처럼 지금까지 모순적이라고 치부되었던 것들—사실과 허구, 빈 공간과 채워져 

있는 공간, 여성과 남성, 개인과 집단, 서술자와 독자 등—을 ‚교차하는 리듬들‛을 

활용하여 담아냄으로써 『올랜도』는 리얼리티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특히 이 

작품에서 울프가 ‚리듬적인 기본 요소들‛로 상정한 서술의 여러 공간, 시적인 문체와 

산문적인 문체, 시간, 성별, 기득권과 이방인, 개인과 집단 등에 주목하여, 각 요소들이 

교차되며 발생하는 ‚교차하는 리듬들‛이 구현된 작품으로서 『올랜도』에 주목한다. 

관습적으로 서로 상반되거나 공존할 수 없는 것들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교차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서술의 비어 있는 공간이나 상상력에 기반한 서술, 여성, 이방인 등 

지금까지 빽빽한 서술의 공간이나 소위 ‘사실’에 근거한 서술, 남성, 제국주의의 

기득권 등의 힘에 밀려 상대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치부되었던 것들 역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로 부각된다. 「아픈 것에 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울프는 외국인처럼 

어떤 언어와 세상을 완전히 낯설게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리얼리티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서로 상이한 요소들이 함께 자리하며 서로 교차되는 작업을 

통하여 『올랜도』는 독자에게 이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다른 태도‛와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앞서 논의한 바 있듯 울프는 이처럼 빈 공간이나 

허구적인 서술, 여성, 이방인, 독자 등 주변화되었던 것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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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척점에 있던 것들을 무시하거나 역으로 주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구성하며 서로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교차하는 리듬들‛을 구성한다. 예컨대 

울프는 『올랜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나 환상적인 서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빽빽한 글자로 가득 찬 공간을 지워버리거나 소위 ‘사실’로 가득한 서술을 아예 

배제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과 글자로 가득 찬 공간이, 그리고 허구의 서술과 사실에 

기반한 서술이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며 활용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서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올랜도』는 리얼리티의 본질이 ‚대조와 

충돌‛을 포함하며 ‚유동적이고 복잡한‛ 것임을 작품 전반에 걸쳐 예시한다.  

 『올랜도』의 ‚교차하는 리듬들‛ 속에서 구현되는 리얼리티는 이보다 1년 

빠른 1927년에 출간되었던 『등대로』에서의 리얼리티보다 한층 더 역동적인 개념이다. 

『등대로』의 경우 리얼리티가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어우러지며 구성된다는 통찰에서 출발했다면, 『올랜도』의 리얼리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것들이 교차되면서 서로를 비추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올랜도』의 리얼리티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적인 것들‛이 교차되는 리듬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부각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예컨대 『등대로』에서 

리얼리티는 등대로 표상되는데, 울프는 램지 씨의 별장이 있는 바다 건너편에서 바라본 

등대의 모습과 등대에 도착하여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본 등대의 모습이 모두 리얼리티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등대로』의 마지막 장에서 캠과 제임스는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며 가고 싶어했으나 아버지 램지 씨의 고집 탓에 먼 거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등대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가까이에서 바라본 

등대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다. 어린 시절의 제임스가 동경하는 눈빛을 담아 멀리서 

바라본 등대는 ‚저녁 무렵이면 갑자기 부드럽게 노란 눈을 뜨는, 은빛의 안개 낀 

탑‛(a silvery, misty-looking tower with a yellow eye that opened suddenly and softly 

in the evening)이었지만, 가까이서 본 등대는 이 신비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등대 

위 흑백의 줄과 창문, 근처 바위에 널어둔 빨래 등 제임스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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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낱이 드러낸 등대는 ‚삭막하게 우뚝 서 있는‛(stark and straight) 모습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등대의 새로운 모습에 제임스는 ‚그러니까 저것[가까이서 본 모습]이 

등대란 말인가?‛(So that was the Lighthouse, was it?)라고 물음을 던진다. 유년기의 

이상향과 등대의 실재 자체가 부정당하기 쉬운 이 상황에서 제임스(혹은 서술자)는 

놀랍게도 이것만이 등대의 유일한 ‘진짜’ 모습은 아니며, 이러한 모습뿐 아니라 어린 

시절 그가 봤던 등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며 리얼리티를 구성한다고 결론 내린다: 

‚아니다. 다른 모습[어린 시절 멀리서 동경해왔던 그 모습]도 등대였다. 하나의 

모습만을 가진 것은 없으니까. 그 다른 모습 역시 등대였다‛(No, the other was also 

the Lighthouse. For nothing was simply one thing. The other was the Lighthouse too; 

To the Lighthouse 152). 등대의 치부가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시절의 꿈을 

담아 멀리서 바라보았던 신비로운 모습의 등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중 어느 하나만이 리얼리티가 아니라 두 모습 모두가 리얼리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등대로』에서 등대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울프는 리얼리티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림으로써 얻는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이 공존하는 데서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1928년 출간된 

『올랜도』는 『등대로』의 다양한 관점과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통찰을 인정하되, 

이처럼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과 충돌‛ 그 자체로 보이는 요소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리듬을 통하여 리얼리티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등대의 비유를 이어가자면, ‚하나의 모습만을 가진 것은 없으‛며 

멀리서 본 등대의 모습뿐 아니라 ‚그 다른 모습‛, 즉 가까이서 바라본 등대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교차 반복되면서 

멀리서 본 등대의 모습이 가까이에서 바라본 등대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역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본 등대의 모습이 멀리서 본 등대의 모습을 더욱 부각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를 구성한다는 것이 『올랜도』 식의 

‚교차하는 리듬들‛과 리얼리티의 핵심이다.   

 예컨대 『올랜도』는 교차되는 서술의 공간을 통하여 리얼리티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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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는다. 울프는 서술자인 전기 작가의 서술을 위주로 서사를 진행하되, 중간중간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몇 줄의 여백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서술이 진행되는 중간에 허구의 사진과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끼워 넣기도 하면서, 

『올랜도』의 지면 위에서 교차되는 리듬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흔히 

서술자의 능력 부족으로 여겨지던 서술의 빈틈을 숨기는 대신 그 공백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그 빈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리고 심지어 상상에 기반한 사진을 

서술의 한가운데 삽입함으로써 울프가 파격적인 변주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올랜도』는 오히려 서술자가 자신감 있게 서술하는 대목 혹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들이 오히려 리얼리티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며, 빈틈과 

상상력의 산물까지 결합된 이 작품의 리듬은 리얼리티가 구성되는 방식을 예시한다. 

실제로 울프는 『올랜도』가 완성되던 1928년 3월 18일의 일기에 『올랜도』의 완성을 

기록하며 이 작품이 비어 있는 틈들로 가득한 작품임을 선언한 바 있다. 『올랜도』 

원고의 지면을 캔버스에, 자신의 서술을 화가의 채색에 비유하며 울프는 이 작품의 

마무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어찌 되었든 캔버스는 채워졌다. 출판되기 전에 세 달 정도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내가 허둥지둥 물감을 튀게 한 덕분에 이 캔버스에는 

천 여 군데의 빈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이라고 쓸 때는 고요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기분이다. 임시로 그렇게 쓴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이 차분히 진정된 상태에서 토요일에 [휴가를] 떠난다.  

Anyhow the canvas is covered. There will be three months of close work 

needed, imperatively, before it can be printed; for I have scrambled and 

splashed and the canvas shows through in a thousand places. But it is a serene, 

accomplished feeling, to write, even provisionally, the End, and we go off on 

Saturday, with my mind appeased.  (필자 강조 D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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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는 『올랜도』라는 캔버스가 작가 자신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빈틈 없이 빽빽하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천 여 군데의 빈틈‛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 겸양 섞인 

고백에서 울프는 이 빈틈들이 자신이 ‚허둥지둥 물감을 튀게 한‛ 데서 비롯된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작가만큼이나 독자의 상상력이 작품을 빛내준다고 

역설하였으며,
28

 침묵이나 빈틈이 담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던 울프의 생각을 

고려한다면, 이는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빈틈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울프는 이처럼 

기존 작품들의 틈 하나 없이 빽빽한 서술에 익숙한 독자의 시선으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빈틈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를 통해 울프는 『올랜도』 

서술의 수많은 빈틈들이 그저 공허한 틈새가 아니라 독자의 상상력에 따라 개성 있게 

채워질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로만 

구성되는 전기를 이상향으로 삼았던 기존의 전기들의 한계를 꼬집는다. 예컨대 「새로운 

전기」(‚The New Biography‛)에서 울프가 전기 작가 시드니 리 경(Sir Sidney Lee)의 

실패를 지적하며, 그가 한 인물의 ‚개성‛(personality)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사건이나 ‚행동‛(action)을 포착하고 이를 빽빽하게 기록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기 주인공의 삶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는데(150), ‘사실’로 

빽빽하게 채워진 시드니 리 경의 전기는 오히려 독자의 참여를 초대하며 빈틈과 허구가 

교차된 올랜도의 전기보다 리얼리티와의 거리가 멀다. 

 실제로 울프의 서술자는 올랜도의 성별이 변화하는 경위를 추적하기 위한 핵심 

단서들이 수많은 빈틈들로 가득하다고 고백한다. 서술자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플의 

대사로 간 올랜도의 행적을 기록한 서류들 중요한 서류들은 불타버렸거나 

소실되었다(93). 한 나라의 대사로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올랜도의 일상을 나열하며 

                                                      
28
 실제로 울프는 「일반 독자」나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올랜도』에서

도 독자의 상상력을 강조한다. 책 속에는 ‚독자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those who have done a reader’s 

part; 54)에게 새롭게 보이는 요소들이 있으며, 서술자나 작가가 제공하는 작은 힌트가 독자의 상상력과 만났

을 때, 그저 공허한 빈틈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

대 닉 그린에게 「참나무」 원고를 넘긴 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찰하던 올랜도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

어놓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전보를 치는데, 서술자는 이 욕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독자가 무엇이 옳

다고 선택하는지에 달렸다‛(as the reader chooses to consider; 필자 강조 207)고 설명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초대한다. 말하자면 작품이 나아가는 방향은 작품을 집필한 작가 혼자의 독단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읽어나가는 독자의 ‚선택‛이나 해석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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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의 긴 호흡을 이어가던 서술자는 ‚여기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Here we 

must pause)라고 말하며 각종 외교 문서와 국가의 기록들, 편지와 일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남아 있는 소수의 자료들조차 문자 그대로의 구멍투성이라고 실토한다. 

‚빈틈‛으로 가득한 서류들을 독자에게 은폐하는 대신 빈틈이 가득한 그 상태 그대로 

제시한 서술자는 ‚타다 남은 서류와 작은 조각들을 최대한 잘 헤집어 

나가면서‛(picking our way among burnt papers and little bits of tape as best we may) 

성별 전환의 경위를 유추해보라고, 그 빈틈을 독자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채워 

나가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서술자는 올랜도의 행적을 기록한 해군 장교 존 페너 

브리그(John Fenner Brigge)의 종이 조각들이 현재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될 

테지만, 그마저도 불에 타버렸다며 구멍이 잔뜩 뚫린 그 종이의 기록들을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브리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러나 그의 원고는 불에 타버린 

자국들과 구멍투성이여서, 어떤 문장들은 알아보기 상당히 어렵다) ‚폭죽이 

공기 중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 사이에는 상당한 동요가 일었다. 

원주민들이 혹시라도 . . . 모두에게 불쾌한 결과들로 가득한, . . . 무리의 영국 

숙녀들, . . . [...]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 . . 을 허락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기도 하고 . . .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 . . 하기를 기원했다 . . . 

대사의 지시에 따라, 많은 방면에서 무지하기는 하지만 그토록 인상적인 동양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다란 창문들은 [...] 

 ‚Thus,‛ writes Brigge (but his manuscript is full of burns and holes, some 

sentences being quite illegible) ‚when the rockets began to soar into the air, 

there was considerable uneasiness among us lest the native population . . . 

fraught with unpleasant consequences to all, . . . English ladies in the 

company, . . . [...] I found myself alternately praising the Lord that he had 

permitted. . . and wishing that my poor, dear mother . . .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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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ssador’s orders, the long windows, which are so imposing a feature of 

Eastern architecture, for though ignorant in many ways [...] (Orlando 93-94) 

 

 남성이었던 올랜도가 여성으로 변하기 직전 공작 지위를 하사 받는 순간 발생했던 

콘스탄티노플의 소요 사태를 기록하는 브리그의 원고는 ‚불에 타버린 자국들과 

구멍투성이‛다. 이전까지는 비교적 일반적인 전기의 서술 방식을 따랐던 『올랜도』의 

서술 공간은 이 대목에서 ‚천 여 군데의 빈틈들‛이 가득한 서술 공간과 교차된다. 

심지어 이어지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이처럼 구멍이 가득한 종이 조각 위의 서술마저도 

브리그 중위가 넘어져 다치면서 중단되었다고 실토하며 이러한 빈틈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리고 서술자의 일방적인 서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개인의 상상력에 의해 

제각각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이 빈틈들은, 흔히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빈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톰슨은 이러한 ‚틈새와 공간‛(gaps and spaces)의 

존재를 『올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으며 이것이 서술적인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의 존재를 독자에게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톰슨이 분석한 것처럼 이 ‚틈새와 

공간‛은 ‚숨통이 트이는 공간‛(breathing space)으로서, 관습적인 소설이나 전기의 

방식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의 존재를 암시한다(Thompson 313). 이처럼 

『올랜도』의 지면에서는 일차적으로 관습적인 서술 방식을 따르는 보통의 전기였더라면 

가장 중요하고 상세하게 서술되었을 법한 중요한 대목을 오히려 ‚구멍투성이‛의 

상태로 제시하는 식의 두 서술 방식이 교차되고 있다.
29
 『올랜도』의 빈틈은 소위 

‘사실’로 구성된 서술을 가시화하여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에 ‚노예와도 같이 

의존‛(slavish dependence)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리얼리티와 거리가 멀어지는 길이 

아닌지(Gualtieri 351), 또 오히려 ‘사실’에 대한 집착이 허구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고찰하도록 유도하며, 일반적인 서술의 공간은 기존의 전기에서 은폐되었던 빈틈의 

                                                      
29

 한편으로 이 대목은 18세기 이전 여성에 대한 기록은 ‚구멍투성이‛의 문서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자

기만의 방』 속의 통찰을 연상시킨다. 서술자는 18세기 여성의 삶을 추적하고 재구성하고자 서가를 샅샅이 

뒤져보지만 조금의 단서라도 제공할만한 서술조차 발견할 수 없었노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18세기 이전 시

기 기득권 남성이었던 콘스탄티노플 대사 올랜도의 삶은, 비록 그 중 수많은 것이 불타고 소실되었을지언정, 

‚구멍투성이‛의 ‚종이 조각‛으로라도 남아 있어서, 독자의 상상력을 보태어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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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가시화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질 이 구멍을 어색하게 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리얼리티의 본질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또한 울프는 이러한 두 서술 방식이 ‚교차하는 리듬‛을 발산하는 중간에 

허구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caption)을 삽입하여 한층 더 교차적인 리듬을 구현하고 있다. 

심지어 사진과 설명은 하나의 장(chapter)이 마무리되는 장과 장 사이의 경계가 아니라, 

한 장의 중간에, 그것도 문장이 진행되는 중간에 끼어든다. 예컨대 ‚대사로서의 

올랜도‛(Orlando as Ambassador)라는 한 줄의 설명이 붙은 올랜도의 (가상) 사진은, 

브리그 중위의 기록만큼이나 심히 훼손되어 빈틈으로 가득 찬 페네로프 하트롭 양(Miss 

Penelope Hartropp)의 편지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멋진 다리를 가진 올랜도에게 푹 빠진 

하트롭 양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랜도를 묘사하는데, 현재 이 편지는 일반적인 

편지의 서술 방식과 빈틈과 사진 등이 서로 교차된 채로 독자에게 제시된다. 이러한 

도식을 글로 표현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 . 니거스 술의 폭포 . . . / [허구의 사진] 

대사로서의 올랜도 / 영국 군함 모양을 상징하도록 만들어진. . . ‚(. . .fountains of 

negus. . . / Orlando as Ambassador / made to represent His Majesty’s ships. . .; 94-

96). 특히 서술 사이에 삽입된 사진이 실제의 사진이 아니라 조작된 가상의 사진이라는 

점은 빅토리아 조의 전기 전통에 대한 울프의 비판적 입장을 반영한다. 울프는 

『영국인명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의 저자였던 울프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을 포함하여 위대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전기가 일종의 도덕적 교화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던 빅토리아 조의 전기 작가들을 비판하는데, 이처럼 한 인물을 

도덕적 가치를 체현하는 위인으로 묘사하기 위해 이들은 실제 그 인물의 크기보다도 

한껏 과장된 괴물을 만들어내고 만다(‚The New Biography‛ 151). 빅토리아 조의 전기 

작가들이 영광의 순간으로 가장 과장하여 그려냈을 법한 바로 이 순간, 즉 올랜도가 

성실하고 성공적인 대사(ambassador)로서 인정 받는 바로 이 순간, 울프는 오히려 서술의 

빈틈과 조작된 사진을 교차하여 활용함으로써 빅토리아 전기 전통을 비틀고 있다.  

 이처럼 울프는 전기 전통의 장르를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를 

조롱하듯 패러디함으로써(Thompson 312), 그리고 이처럼 빈틈과 허구의 사진을 교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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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의 공간 한 가운데에 과감하게 끼워 넣는 리드미컬한 서술을 통하여 리얼리티의 

본질에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사실은 실체 없는 

믿음일수도 있으며, 이처럼 다른 관점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리얼리티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주인공 올랜도의 모델인 

비타(Vita Sackville-West)의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울프가 ‘사실’이나 행적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된 허구의 픽션을 적극 활용했다는 몽크의 분석처럼 리얼리티는 

오히려 상상과 빈틈, 허구의 사실이 뒷받침되었을 때 더욱 잘 구현된다(Monk 29). 

이처럼 울프는 통상적인 서술자의 서술이 이루어지는 공간, 빈 틈과 균열로 가득한 

서술이 교차되는 공간, 허구의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끊임 없이 

교차 시킴으로써 『올랜도』에서 삼중의 공간적 리듬을 구현하며, 이 리듬을 통하여 

리얼리티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시간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올랜도』는 직선적인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 마음의 시간 등이 교차되며 시간의 리얼리티를 다룬다. 먼저 

『올랜도』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장엄한 역사적 그림‛(a grand historical 

picture; D 112)을 계획했던 울프는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올랜도의 삶을 따라가며 

큰 틀에서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큰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이 작품은 

올랜도가 태어난 16세기부터 작품을 마무리하는 1928년 10월 11일 현재의 순간까지 이 

작품은 시계의 직선적인 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하나의 장엄한 역사적 그림‛의 

사이사이에 교차되는 순환적 시간은 시간이 직선적인 시간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예컨대 16세기부터 이어진 300년의 시간은 직선적이지만 그 직선적 

시간 안에서 교차되는 계절과 날짜의 흐름은 순환적이다. 올랜도가 「참나무」 원고 

집필에 1년간 전념했다는 것은 직선적인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이 교차되는 ‚교차하는 

리듬‛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지금은 11월이었다. 11월 뒤에는 12월이 

온다. 그리고는 1월, 2월, 3월, 4월. 4월 뒤에는 5월이 온다. 6월, 7월, 8월이 이어서 오고. 

다음은 9월. 그 다음은 10월. 그러고 나니 온전히 1년이 지나면서 다시 11월이 

되었다‛(IT WAS NOW November. After November, comes December. The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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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March, and April. After April comes May. June, July, August follow. Next is 

September. Then October, and so, behold, here we are back at November again, with a 

whole year accomplished; 196). 올랜도가 집필에 매진하기 시작한 11월 뒤에 12월이 

오고 그 뒤에 1월, 2월, 3월이 오는 날짜의 흐름은 직선적이지만, 동시에 그 다음 해의 

10월이 온 뒤 ‚온전히 1년이 지나면서 다시 11월이 되었다‛는 서술은 시간의 순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은 한편으로는 순환적인 시간의 일부이기도 하며, 

반대로 순환적인 1년의 흐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다. 

‚[독자]가 달력을 외는 것쯤은 스스로도 할 수 있다‛(he could recite the calendar for 

himself; 197)고 투덜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프가 

『올랜도』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된 것은 이처럼 직선적인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이 교차하며 시간의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두 종류의 시간 사이에 마음의 시간까지 교차되며 『올랜도』 속 시간의 

리듬은 최종적으로는 삼중으로 교차된다. 직선적인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 외에도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길이가 천차만별로 변화하는 마음의 시간이 존재하며, 

『올랜도』에서 이 마음의 시간은 직선적이고 순환적인 시간과 교차되며 제시된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이 교차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목은 닉 그린이 올랜도와의 일화를 소재로 

하여 조롱 섞인 시를 출판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올랜도가 인생과 창작에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 시기 올랜도는 세상에 태어난 뒤 약 삼십 여 년의 직선적인 시간을 

경험한 ‚젊은 귀족‛(young Nobleman)으로, 서술자는 그의 나이가 ‚삼십 세이거나 

대략 그쯤‛(AT THE age of thirty, or thereabouts)이라고 말하면서 상심한 올랜도에 

대한 서술을 시작한다(71). 허무함을 잊기 위해 은둔 생활을 시작한 올랜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참나무 근처에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이러한 행보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day after day, week after week, month after month, year after year; 

72) 반복된다. 이때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라는 표현은 순환적인 시간과 직선적인 

시간이 만나는 표현으로, 11월에서 그 다음 해 11월까지의 흐름을 서술했던 대목과 

마찬가지로 하루 하루가 모여 매주가 되고, 매주가 모여 매달이 되며, 매달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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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이 되고, 매일매일의 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면서 1년이 지나는 순환적인 시간이 

공존하며 교차된다. 바로 이 순간 서술자는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인 마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 시간이 상심에 가득 찬 올랜도의 마음을 만났을 때 올랜도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길이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서술자에 따르면 ‚한 

시간은, 그것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기묘한 요인 위에 머물게 되면, 시계상 길이의 오십 

배 혹은 백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한 시간은 마음의 시계로는 정확히 1초를 

의미할 수도 있다‛(An hour, once it lodges in the queer element of the human spirit, 

may be stretched to fifty or a hundred times its clock length; on the other hand, an 

hour may be accurately represented on the timepiece of the mind by one second; 72).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한 시간이 시계의 시간보다 수없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우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선적이거나 순환적인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교차되는 순간, 직선적이거나 순환적인 시간에 대해 선행되었던 서술은 마음의 

시간의 존재를 부각한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 종류의 마음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 동시에 마음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 및 순환적인 

시간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리얼리티의 전부는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울프는 이 ‚장엄한 역사적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직선적인 시간뿐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이나 마음의 시간 등 다양한 시간을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한 인물의 전기에서 사건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주목한 나머지 충분히 주목 받지 못하는 마음의 시간이나, 순환적인 

시간 역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요소임이 강조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선적인 

시간이나 순환적인 시간을 역으로 배제하거나 주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올랜도』는 

단순히 몇 가지 종류의 시간을 부각하고 기존에 이미 주목 받았던 시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간적 

리얼리티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다. 

   한편 『올랜도』의 ‚교차하는 리듬‛은 서술의 공간이나 시간의 차원뿐 

아니라 문체의 차원에서도 구현된다. 물론 대부분의 서술은 산문적인 문체로 진행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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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르실리오글루가 『댈러웨이 부인』, 『등대로』, 『파도』에서 주목하였듯 

『올랜도』에도 호흡이 짧은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시적인 대목들이 작품 

곳곳에, 특히 19세기가 도래한 이후에 중점적으로 배치된다. 「예술의 좁은 다리」에서 

시적인 문체는 산문체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감정들‛(the sudden emotions)이나 

‚주문과 미스터리‛(the incantation and mystery), ‚꿈‛(dreams)을 담아내기에 

적격이라고 평가한 울프는 19세기의 영국 사회에서 올랜도가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 및 

올랜도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을 담아내기 위해 이처럼 

스타카토나 피치카토 기법을 연상시키는 문체를 산문체 사이사이에 교차시킨다. 이전 

시기와는 달리 유난히 올랜도를 갑갑하게 만들며
30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19세기가 도래했을 때 올랜도는 혼란스러워하는데, 산문적인 문체와 교차되는 

짧은 호흡의 단어들은 이러한 충동적인 감정 변화를 효과적으로 담아낸다. 예컨대 

「참나무」의 원고를 가슴에 품고 거리로 나선 올랜도가 혼란스러운 거리의 모습에 

당황하며 절망스러워하는 대목에서 시작하여, 닉 그린에게 원고를 넘긴 뒤 집으로 

돌아와 여성 작가로서의 어려운 처지에 절망하던 올랜도가 난데 없이 항해를 떠난 

남편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대목까지의 흐름은 이러한 

문체의 ‚교차하는 리듬‛이 구현된 대표적인 대목이다. 이 ‚교차하는 리듬‛을 통해 

울프는 주로 ‚집안의 천사‛로서의 역할을 강요 받고 ‚집안의 천사‛로 ‘아름답게’ 

포장되곤 했던 19세기의 여성들이 사실은 그 겉포장 이면에서 혼란과 절망을 겪어야만 

했으며 그 겉포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끝없는 자기암시를 해야만 했다는 점을 

낱낱이 보여준다.     

먼저 항해를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집안에서 생활했던 올랜도는 

「참나무」 원고를 가슴에 품은 채 사람과 교통 수단이 정신 없이 뒤엉켜서 정돈되지 

않은 19세기의 거리에 발을 내딛고는 엄청난 혼란에 사로잡힌다. 이전 시기와는 

                                                      
30
 이전 시기와는 달리 집안을 가득 메운 답답한 습기를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 19세기에서 올랜도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그 전보다 더 실감하며 압박감을 느낀다. 예컨대 그녀는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수축해버

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하인 바솔로뮤의 결혼 반지를 보며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더

욱 갑갑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데서 불편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올랜도

는 이전 시기의 작가들은 모두 사망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거리에는 여유가 없으며,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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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달라진 거리의 모습에 당황한 올랜도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원고마저도 잊은 

채 정처 없이 집 사이의 거리를 따라 걷고 또 걷는데, 이 순간 그녀가 경험하는 혼란은 

다음과 같이 산문체와 시적인 문체가 교차되며 포착된다. 

 

그들 스스로의 몸통 사이와 비틀거리며 느릿느릿 움직이는 교통수단들[마차, 

짐차, 버스] 사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잽싸게 누비는 군중들의 물결이 

동서로 끊임없이 쏟아졌다. [...] 몸통에 인쇄된 종이를 끼고 말들의 코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는 소년들 역시 고함을 질러댔다. 재앙이요! 재앙! 처음에 

올랜도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당도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기쁜 일인지 비극적인 일인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Streams of people, threading in and out between their own bodies and the 

lurching and lumbering traffic with incredible agility, poured incessantly east 

and west. [...] Boys running in and out of the horses’ noses, holding printed 

sheets to their bodies, bawled too, Disaster! Disaster! At first Orlando supposed 

that she had arrived at some moment of national crisis; but whether it was 

happy or tragic, she could not tell. (필자 강조 Orlando 202) 

 

스스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잊어버린 채 올랜도가 마주한 거리의 모습은 대부분 

산문체로 서술된다. 그러나 올랜도가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국가적 위기의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순간 ‚재앙이요! 재앙!‛이라는 짧은 호흡의 단어들이 

교차된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재앙이요! 재앙!‛이라는 말 자체는 올랜도의 발화가 

아니라 전단을 들고 다니는 소년들의 고함 소리이지만 이 외침에 따옴표가 없으며 

올랜도 역시 이 모습을 보며 ‚위기의 순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고함소리는 

한편으로는 올랜도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울프는 

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은 태생적으로 ‚겸손[하]‛여 가장 평범하고 더러운 

대목까지 모두 담아내기에 적절한 산문체가 활용되지만, 남편을 기다리며 원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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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단면만을 바라보다 ‚동서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군중과 

교통수단의 물결을 마주한 바로 이 순간 올랜도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갑작스러운 

감정들‛을 담아내는데 적합한 시적인 문체를 교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의 현실과 

올랜도의 감정 변화 모두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 순간의 ‚교차하는 리듬‛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 즉 거리의 모습뿐 아니라 올랜도가 경험하는 내적인 감정까지 

담아냄으로써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며 상호 교차되는 리얼리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이처럼 거리에서 혼란함을 느끼던 올랜도는 우연히 빅토리아 시기 가장 권위 

있는 문학 비평가로 거듭난 닉 그린을 우연히 만나서 그에게 「참나무」 원고를 넘긴 뒤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색채가 가득한 닉 그린의 평론을 읽으며 여성 

작가로서의 현실에 절망한 올랜도는 장난감 배에서 남편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황홀하다!‛라고 거듭 외친다. 이 시기 남성 

작가들과 달리 여성 작가가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던 올랜도가 스스로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대상이,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껴야만 

한다는 압박과 의무에 사로잡혀 결혼한 남편 셸머딘이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올랜도 앞에 우연히 놓여 있었던 서펜타인의 장난감 배는 ‚집안의 천사‛처럼 남편에 

대해 생각할 것을 강요하기라도 하듯 원양어선의 크기만큼 그 몸집이 커지고, 이 장난감 

배를 셸머딘의 배와 착각한 올랜도는 어느새 원고와 작가로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장난감 배가 물 위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만을 소망하며, 이 장난감 

배가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있는 모습에 ‚황홀하다!‛(Ecstasy!)라고 두 번이나 

외친다(Orlando 211). 그런데 ‚황홀하다!‛와 ‚장난감 배‛(a toy boat)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며 ‚장난감 배, 장난감 배, 장난감 배‛(a toy boat, a toy boat, a toy 

boat)와 ‚황홀하다!‛ ‚황홀해!‛와 같은 짧은 단어들을 번갈아 가며 연달아 외치는 

올랜도의 모습은 진심이 담겨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절망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주문에 가깝다. 실제로 올랜도는 반쯤은 자기세뇌적이 이 주문을 외치며 

남편—‚나의 히아신스‛(my hyacinth)—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에게 지금 당장 털어놓아야만 한다고 



 

 

83 

 

생각했다‛(She found it absolutely necessary to speak to him instantly; 필자 강조 

211)는 표현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충동이 그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아내로서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올랜도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림으로써 닉 그린의 평론이 그녀에게 불러일으킨 절망적인 

감정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지만, 이는 19세기의 여성 올랜도에게 강제된 또 하나의 

억압이다. 그러나 이 주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랜도는 집안에서도,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황홀하다, 황홀해‛(Ecstasy, ecstasy; 212)라고 중얼거려야만 

한다. 올랜도가 셸머딘과의 결혼을 통해 네 번째 손가락에 느껴지던 통증에서 해방되고 

위안을 얻은 것처럼 보이듯, 산문체와 교차하며 반복되는 ‚황홀하다, 황홀해‛라는 

표현과 ‚장난감 배‛라는 짧은 호흡의 표현은 여성 작가의 현실에 절망하는 19세기의 

올랜도가 어떻게든 위안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거는 자기세뇌적인 주문이다. 이처럼 

진심에서 우러난 황홀함보다는 ‚집안의 천사‛로서의 의무감에서 비롯된 이 주문은 

산문체와 교차되면서 당대 여성들이 처했던 현실의 벽을 담아내고 있다. 산문체로만 

서술되었더라면 담아낼 수 없었을 이러한 자기세뇌적 주문이 교차됨으로써 『올랜도』의 

6장은 당대 여성이 처한 삶의 현실을 포착하여 보여준다. 여성은 ‚집안의 천사‛라는 

겉포장과는 달리 올랜도와 같은 작가들은 여성 작가로서의 벽에, 그리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벽에 부딪히며 끝없는 

자기암시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랜도』에서 주목할만한 ‚교차하는 리듬‛은 단어와 대명사가 

교차되며 발생하는 리듬이다. 작품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담고 있는 수많은 의미가 

교차적으로 제시되면서, 그리고 여러 대명사들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리듬 역시 

존재하며, 이처럼 교차하는 리듬은 이분법적인 성별이나 제국주의적 시선, 개인과 

집단에 대한 획일적인 관습적인 분류의 근간을 흔든다. 사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인간과 함께 살아 숨쉬는 것으로서 단어를 대하고자 했던 울프의 언어관이 반영된 

것이다. 「솜씨」(‚Craftsmanship‛)에서 울프는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화한다‛(the words shuffle and change)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단어들이 다양한 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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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읽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때에 언어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울프는 살아 숨쉬는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독자에게 찾아오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종류의 한 문장이 

상상력, 기억, 눈, 귀를 자극한다 – 그것을 읽음으로써 이 모든 것[상상력, 기억, 눈, 

귀]이 결합된다‛(Thus one sentence of the simplest kind rouses the imagination, the 

memory, the eye and the ear – all combine in reading it; ‚Craftsmanship‛ 87). 살아 

있는 문장과 단어는 독자의 눈이나 귀 뿐 아니라 상상력과 기억을 자극하여 새로운 

화학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울프가 표면상으로는 정확하게 같은 

문장과 단어를 접하더라도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즉 어떠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그 단어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러셀 스퀘어를 지나고 있습니다‛(Passing Russell Square)라는 기차의 안내 방송이 

그저 ‚러셀 스퀘어를 지나고 있‛다는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나 미슐랭 

가이드의 별점 같은 ‚기호로서의 언어‛(a language of signs)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유용성에 지나치게 매료된다면, 그 사람의 언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울프는 하나의 단어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많은 의미들‛(so many sunken 

meanings)을 무시한 채 ‚유용한 뜻‛(useful meaning) 하나로만 고정하려 할 경우, 즉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로] 속박될 경우 그들은 날개를 접고 죽어버린다‛(when words 

are pinned down they fold their wings and die; ‚Craftsmanship‛ 90)고 경고한다. 반면 

정확하게 같은 안내 방송을 듣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며, ‚날개를 접고 죽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단어들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날개를 달고 살아난다. 울프에 따르면 기차의 안내 방송은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상상력을 자극하여 또 다른 단어들을 끝없이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는 

수많은 결들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언어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결들을 

인정하고,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단어들의 천성‛(And it is the nature of 

words to mean many things; ‚Craftsmanship‛ 87)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울프의 

주장이다.  『올랜도』는 단어들이 관습에 의해 고착화되는 세태로부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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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보물들‛(the treasures buried in the depths of mind; Rogat 

80)을 다시 살리기 위한 울프의 언어적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특정 인종이나 

성별과 자주 결합되는 단어의 경우, 그 단어가 지닌 수많은 결들이 ‚날개를 접고 

죽어버리‛게 되는데, 울프는 이러한 단어들의 다양한 결들을 살리고 이 결들을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그 단어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의 ‚교차하는 리듬‛을 통하여 울프는 하나의 단어와 언어로 손쉽게 규정되곤 

하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실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인다. 예컨대 울프는 

‚어두운‛(dark)이라는 단어를 85번이나 활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때로는 인종의 

분류가 임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별을 고착화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의적인 관습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먼저 이 단어는 피부 색에 따라 

인종을 나누는 도식적인 기준이 인종에 대한 리얼리티라고 굳게 믿어왔던 관습적인 

시선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관습적으로 이 형용사는 제국주의적 시선에서 

인종적 타자의 피부색이나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문화를 묘사할 때 동원되곤 

하지만, 울프는 대영제국의 대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타지로 떠난 올랜도의 외양을 

묘사하는 중요한 대목에서 이 ‚어두운‛이라는 표현을 교차하여 사용한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올랜도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놀랍게도 ‚그의 피부가 약간 

어둡다는 것‛(a certain darkness in his complexion; 필자 강조 90)을 깨닫는다. 흔히 

밝은 색은 백인과, 어두운 색은 소위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도식적으로 

연결되곤 하는데, 이 순간 ‚[자신의] 피부가 약간 어둡다는 것‛을 깨달은 올랜도의 

모습은 이러한 도식의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영국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인 올랜도의 

피부색은 이 도식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 이후 서술자는 올랜도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어두운‛이라는 형용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녀의 

어두운 머리색과 어두운 피부색‛ (dark hair and dark complexion; 필자 강조 Orlando 

105)과 같이 이 형용사를 연달아 활용함으로써 올랜도의 외양이 ‚어두운‛ 색상임을 

부각하기도 한다. 오히려 흔히 어두운 색과 도식적으로 연결되곤 하는 집시 인물의 

피부색은,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는 단어로 묘사된다. 예컨대 올랜도를 집시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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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 러스텀(Rustum) 노인의 피부색은 ‚어두운‛ 올랜도의 피부색보다 한결 밝은 

느낌을 주는 ‚갈색‛(brown; 107)이다. 백인 상류층이자 대사로까지 활동하며 대영 

제국의 훈장까지 받은 올랜도의 피부색보다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집시 노인의 

피부색이 오히려 더욱 밝은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 인종 및 타자를 구별하는 굳건한 

기준이었던, ‚밝은‛ 색, ‚갈색‛, ‚어두운‛ 색 등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뒤흔들면서 

교차하여 활용함으로써 울프는 인종과 피부색 사이의 도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일차원적 도식은 한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리얼리티를 오히려 훼손하며,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날개를 접고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어두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울프는 성별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들며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관습에 반기를 든다. 관습적으로 밝은 색과 백인이, 

어두운 색과 ‘이방인’이 연결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성별을 색깔과 연결 지을 때 

어두운 색은 주로 여성의 부정적 속성과, 밝은 색은 남성과 연결되곤 했다. 울프는 

‚어두운‛이라는 형용사를 여성의 속성뿐 아니라 남성의 부정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데 

교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색상이나 밝기를 특정 성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규정하는 

도식이 리얼리티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4장에서 영국 

귀부인의 옷차림으로 갑판에 자리 잡은 올랜도는 자신을 대하는 선장의 태도나, 자신의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갑판에서 추락할 뻔 한 선원을 보며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한다. ‚여성의 어두운 의복인, 가난과 무지함을 입고 

살아가는 편이 [...] 낫다‛(Better is it [...] to be clothed with poverty and ignorance, 

which are the dark garments of the female sex; 119 필자 강조)라고 올랜도가 생각하는 

대목에서 울프는 여성을 비하하는 데 활용되곤 하던 부정적인 요소들, 즉 ‚가난과 

무지함‛을 표현하는 데 ‚어두운‛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지만, 이 둘 사이의 연결 

고리를 고착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바로 같은 페이지에서 울프는 여성이 아닌 남성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 같은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사랑‛(Love)에 대한 

올랜도의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된 원인으로 올랜도의 성별 변화를 꼽으며 울프는 

‚[남성이었을 때] 깜깜하기만 했던 천 가지의 암시와 미스터리들은 이제 [여성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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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는 지극히 분명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For now a thousand hints and 

mysteries became plain to her that were then dark; 119-20 필자 강조)라고 설명한다.
31
 

불과 몇 줄 전에 여성의 무지함을 그리는 단어였던 ‚어두운‛은 이처럼 바로 몇 문장 

뒤에서 남성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꼬는 데 사용된다. 울프는 이 단어가 성별과 

연결되어 전통적으로 고착화되었던 방식, 즉 여성의 무지를 묘사하는 데 활용되었던 

방식을 뒤집어, 남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암시와 미스터리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2
 심지어 여성의 무지를 어둠에 비유하는 대목에서 울프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려는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살짝 비틀어 활용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도식이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어두운 의복인, 가난함과 무지함‛이라는 서술은 ‚가난함‛ 및 

‚무지함‛으로 규정되곤 했던 여성의 정체성이 사실은 의복처럼 여성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개인의 성별은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으로 변한 뒤의 올랜도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여성의 복장을 한 채 외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성의 복장을 한 

채 외출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대목에서 울프는 성별이 도식적으로 규정되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입고 벗고 다시 바꿔 입을 수 있는 의복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어두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교차적으로 활용하는 대목은 여성의 

무지와 어두움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통념이 리얼리티로 향하는 ‚좁은 다리‛를 

                                                      
31
 이 외에도 많은 경우 불이 켜지고(lit) 어둠이 사라지는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활용되지만 표현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남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환한 불빛이 켜져 있을 때보다 적당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개인이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

고 싶은 사적인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에드워드 왕이 승계한 이후 저녁에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올랜도는 한 번만 스위치를 건드리면 불이 켜지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

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나친 불빛으로 인하여 ‚누구나 그 안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One could 

see everything)으므로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다‛(there was no privacy)고 비판하기도 한다(Orlando 218).   

 
32
 이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 출입을 금지 당한 울프가 오히려 여성을 거울 삼

아 자신의 몸집을 두 배나 부풀리는 데 익숙해진 남성들(45)이 폐쇄적 ‚내부인‛의 위치를 점함으로써 놓치

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울프는 ‚나는 외부인들을 더 좋아한다. 내부인들

은 무색의 영어를 쓰기 때문이다‛(I like outsiders better. Insiders write a colourless English; Shirkhani 70에

서 재인용)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남성으로 살아왔던 올랜도는 여성이 되어 여성이 겪는 불편함이나 활

동의 제약 등을 체험하면서, 남성이었던 시절 자신이 내부인으로서의 지위를 만끽하는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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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념에 기반한 도식과는 달리 어두운 무지함은 

여성만의 속성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주류와 기득권을 차지한 남성은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는 지점(blind spot)이 존재함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 ‚어두운‛이라는 단어의 ‚교차하는 리듬‛을 통해 울프는 

무지함과 어두움을 성별과 연결하는 도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분법적 성별에 대한 울프의 문제 제기는 ‚그‛(he)나 ‚그녀‛(she)라는 

대명사의 경계를 과감하게 오가는 대목에서도 계속된다. 울프는 ‚30살까지는 

남성이었지만 그 때 여성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줄곧 여성으로 살아온‛(a man till the 

age of thirty; when he became a woman and has remained so ever since; 103) 

올랜도를 묘사하면서, 마치 올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성의 의복을 골라 입기도 하고 

남성의 의복을 골라 입기도 하는 것처럼 ‚그‛와 ‚그녀‛라는 대명사를 교차해가며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대목은 깊은 잠에 빠진 올랜도를 둘러 싸고 

순수의 여인(Lady of Purity), 순결의 여인(Lady of Chastity), 겸손의 여인(Lady of 

Modesty)이 제의의 춤을 추며, 나팔수들이 요란하게 진실을 갈구하는 가운데 서술자가 

올랜도의 성별 변화를 고백하는 대목이다. 주인공 올랜도의 성별 변화는 『올랜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파격적인 대목이지만, 서술자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순간 오히려 

‚그‛와 ‚그녀‛,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을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성별의 

이분법적 도식을 뒤흔든다. 며칠 간의 기이한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올랜도가 여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순간 선택된 대명사는 ‚그녀‛가 아니라 ‚그‛이다. 서술자는 이 

순간 ‚그는 여성이었다‛(he was a woman; 필자 강조102)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올랜도의 성별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도 파격적이지만 이 대목에서 ‚그‛라는 대명사와 

‚여성‛이라는 명사의 병치는 울프가 언어를 매개로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착화되어 ‚날개를 접고 죽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대명사들에 생명력 있는 

리듬을 불어넣는 방식을 예시한다.
33
 

                                                      
33
 참고로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도 울프는 남성 대명사의 의도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존 언어의 한계를 폭로한 바 있다. 후반부에 ‚왜 당신은 여성 작가의 글쓰기를 이토록 중시하는가‛(why 

do you attach so much importance to this writing of books by women; 142)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성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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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대목에서 울프는 ‚그‛와 ‚그녀‛의 경계뿐 아니라 개인과 ‚그들‛의 

사이도 자유롭게 오간다. 다음 대목에서 울프는 ‚올랜도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올랜도를 ‚그‛, ‚그들‛, ‚그녀‛ 등으로 

다양하게 번갈아 가며 지칭하고 있다. 

 

올랜도는 여자가 되었다—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점에서는 

올랜도는 과거 그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았다. 성별의 변화는, 비록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바꾸기는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조금도 바꾸어놓지 않았다. 그들의 

초상화들이 증명해주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들은 사실상 똑같았다. [...] 그 변화는 

올랜도 그녀 자신조차도 조금의 놀라움도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Orlando had become a woman—there is no denying it. But in every other 

respect, Orlando remained precisely as he had been. The change of sex, though 

it altered their future, did nothing whatever to alter their identity. Their faces 

remained, as their portraits prove, practically the same. [...] The change seemed 

to have been accomplished painlessly and completely and in such a way that 

Orlando herself showed no surprise at it.  (Orlando 102-03 필자 강조).  

 

분명 이 대목은 올랜도 개인이 경험한 성별의 변화를 기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별의 변화‛를 경험한 대상은 서술의 과정에서 올랜도 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할 수 

없는 ‚그들‛이라고 지칭된다. ‚그의 모습‛은 ‚그들의 미래‛,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초상화들‛, ‚그들의 얼굴들‛ 등 ‚그들‛이라는 복수형 대명사와 너무나도 

                                                                                                                                                                     
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울프는 다음과 같이 ‚작가의 일‛을 ‚그의 일‛라는 표현으로 받는다. ‚이

제 작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리얼리티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

어요. 그것[리얼리티]을 찾고 그것[리얼리티]을 모으고, 또 그것[리얼리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일

이죠‛(Now the writer, as I think, has the chance to live more than other people in the presence of this 

reality. It is his business to find it and collect it and communicate it to the rest of us‛(144). 『올랜도』에

서만큼 적극적으로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지는 않지만 이처럼 여성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임에도, 관

습적으로 작가를 ‚그‛라는 남성 대명사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의무‛ 대신 ‚그의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기이한 현실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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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교차된다. 이처럼 ‚그들‛에 대해 이어지던 서술은 어느새 ‚올랜도 그녀 

자신‛이라는 표현과 교차된다. 이처럼 ‚그‛, ‚그들‛, ‚그녀‛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명사의 활용은 기존의 관습과 언어에서 고착화되었던 성별의 이분법적 경계는 물론, 

개인적 경험과 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의 경계를 역동적으로 넘나들고 있다. 특히 ‚성별 

변화‛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대명사 활용이 이루어지며 

『올랜도』에서 울프가 기본적으로 성별이 마치 의복과 같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했음을 고려한다면, ‚그들‛과 개인의 경계를 

오가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올랜도 개인의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 확대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이 변화하는 올랜도의 이야기는 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겠지만, 사실상 성별이 유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성별의 

리얼리티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올랜도 개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비타를 올랜도의 모델로 삼으면서도 『올랜도』를 통해 한 

사람의 전기나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보다는 ‚하나의 장엄한 역사적 

그림‛을 담아내고자 했던 울프는 ‚그들‛을 ‚그‛, ‚그녀‛와 교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별의 이분법적 도식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이 

한편으로 ‚그들‛의 경험이나 ‚역사적 그림‛을 비추어주고, 수많은 초상화 속 

얼굴들에 담긴 ‚그들‛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을 담아낸다는 이 ‚교차하는 리듬‛은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 경험이 서로를 구성하면서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올랜도』는 울프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주목한 리듬이 다층적으로 

구현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울프는 서술의 여러 공간, 여러 종류의 시간들, 시적인 

문체와 산문적인 문체, 성별, 인종, 개인과 집단 등 기존에 대립적이라고 여겨지던 

다양한 것들이 공존할 뿐 아니라 그 사이를 역동적으로 오가는 ‚교차하는 리들듬‛을 

통하여 리얼리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올랜도』의 이 ‚교차하는 리듬들‛을 통해 

서술의 빈틈이나 허구, 마음의 시간, 여성, ‘이방인’ 등 ‚대립적인 요소들‛의 

‚대립과 충돌‛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것의 존재가 마치 병을 앓게 되었을 

때나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처럼 비로소 가시화된다. 또한 주변부에 있던 



 

 

91 

 

것들이 새롭게 주목 받는 과정에서 글자로 빽빽한 서술 공간, 직선적인 시간이나 

순환적인 시간, 남성, 백인의 존재가 역으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고 자신을 거울 삼아 상대의 존재를 

비추어준다는 점에서 『올랜도』의 ‚교차하는 리듬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리얼리티를 향해 나아간다. 레이첼 빈레이스의 음악이 그녀의 유일한 돌파구로서 의미를 

지녔으나 관습의 틀 앞에서 유의미한 성취를 남기면서도 결국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올랜도』의 리듬들은 울프식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수많은 결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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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음악과 리듬을 중심으로 『출항』과 『올랜도』를 다시 읽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울프가 생각한 리얼리티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관습적인 이분법의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리얼리티는 『출항』에서는 레이첼의 음악을 통하여, 

『올랜도』에서는 ‚교차하는 리듬들‛을 통하여 구현된다. 관습적인 틀만으로는 

리얼리티를 담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이 고착화된 틀이 리얼리티를 향해 ‚예술의 좁은 

다리‛를 건너가는 작가와 독자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보았던 울프는 레이첼의 입을 

통하여 ‚리얼리티는 개인이 보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습적인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나 침묵 당하는 개인의 내면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음악에 주목하는가 하면,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의 경계를 역동적으로 

넘나드는 ‚교차하는 리듬들‛을 통하여 이 ‚대립적인 요소들‛이 공존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비추어주며 구현되는 차원의 리얼리티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한계가 있는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언어를 활용하는 작가로서 

울프는 음악이라는 소재가, 혹은 ‚교차하는 리듬들‛이 리얼리티 전체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울프는 리얼리티의 수많은 

결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군분투한다. 그렇지만 

현실이 주는 다양한 인상들에 더욱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남들보다 리얼리티의 한 

단면을 조금은 더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작가로서 울프는 리얼리티에 가까이 

다가가고 이 단면을 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출항』이나 

『올랜도』를 집필한 이후에도 리얼리티에 대한 울프의 고민은 계속되며 울프는 매 

작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리듬의 여러 등 위에 단어들을 올려놓‛는 실험을 한다. 

리얼리티를 향한 울프의 노력이 유의미한 것은 그녀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음악‛이나 ‚교차하는 리듬들‛ 등을 통하여 작품 속에 리얼리티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점이다. 물론 ‚음악‛이나 ‚교차하는 리듬들‛은 리얼리티를 향한 

길에 놓인 ‚예술의 좁은 다리‛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너게 해주는 완전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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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아니지만, 음악과 리듬에 주목하여 『출항』과 『올랜도』를 재조명하는 작업은 

울프가 예리하게 포착한 뒤 글을 통해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 리얼리티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이 논문의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울프의 리듬은 통상적으로 음악의 하위 

요소로 구분되는 리듬과 차별화되는데, 이는 울프가 리듬에 주목하게 된 1920년대 중반 

이후 출간된 『파도』, 『세월』, 『막간』등 다른 작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울프가 거듭 강조하며 

작품 속에서 구현하는 리듬은 단순히 음악적인 차원에서의 리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범주의 리듬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지면상의 이유로, 그리고 

『올랜도』가 울프의 리듬을 가장 잘 예시하는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올랜도』의 

리듬만을 분석하였으나, ‚교차하는 리듬들‛을 중심으로 『파도』, 『세월』, 

『막간』등을 다시 읽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울프의 다층적인 리듬을 보다 잘 이해하고, 

울프의 리얼리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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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ythm Beyond Music 

: A Study on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and Orlando 

 

Yoojeo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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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music and rhythm in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and Orlando as key elements illustrating Woolf’s sense of reality. Music in The 

Voyage Out and rhythm in Orlando demonstrate the way Woolf represents reality. 

Woolf believes music and rhythm to be the best tools that enable her to safely cross 

‚the narrow bridge of art‛, the bridge that links writers and readers with reality. 

While writing her early works including The Voyage Out, music is her companion and 

alternative language. From mid-1920s, however, facing the difficulty in employing literal 

music in novels, Woolf sticks to a more complex and dynamic concept of rhythm. 

Termed ‘alternating rhythms’ in this thesis, Woolf’s rhythm not only incorporates 

music but spatial, temporal, or semantic elements as well, of which multilayered 

structure guides the writer and the readers to reality. Respectively published in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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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1928, The Voyage Out and Orlando represent how music and rhythm, in each 

period, play a significant role in Woolf’s works. 

The first chapter explores The Voyage Out as a novel that illustrate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music and writing, by reading Woolf’s early essays or letters and 

focusing on Rachel Vinrace’s piano. In her early essays on music such as ‚Street 

Music‛, Woolf asserts that modern writing should faithfully follow the beat of music 

since the nature of writing and music is inseparable. That early Woolf considers music 

as a final destination of all art form is reflected in the way her first protagonist 

Rachel plays the piano and how she thinks of music. From the viewpoint of patriarchy 

and old tradition, Rachel may seem immature, but in fact, music is Rachel herself; she, 

like Woolf, believes that music tells everything that cannot be articulated in language. 

In other words, music in The Voyage Out is not a playful hobby; it is something that 

reaches a dimension that can never be achieved with outdated and suffocating tradition. 

 The second chapter traces how Woolf’s perspective on ideal music changes 

and how she begins to rely on rhythm to cross ‚the narrow bridge of art.‛ As she 

realizes that a writer needs a more multilayered and stronger tool than music to depict 

reality, Woolf focuses on the power of rhythm. Her essays, diary, or letters from mid-

1920s show her growing interest in rhythm, which does not exclude music but includes 

many other elements. By reading some of her letters and essays of this period such as 

‚String Quartet‛, ‚A Simple Melody‛ and ‚The Narrow Bridge of Ar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lex concept of rhythm, and defines it as ‘alternating rhythms.’ 

The alternation of so-called opposite factors which makes the text rhythmical, Woolf 

tries to reach the other side of the narrow bridge of art. 

The final chapter reads Orlando as a novel that best exemplifies ‘alternating 

rhythms’ that help readers to get a hint of reality. Although Orlando has been 

wrongly underestimated by many critics, this novel is indeed written ‚on the bac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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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Differing styles, various methods of description, many sorts of time, different 

meanings of a word or a pronoun are dynamically altered. These opposing elements do 

not rule out one another; rather, they highlight and make visible each other’s 

existence dynamically, which is an essence of Woolf’s sense of reality.  

This thesis examines Woolf’s attempt to capture reality and share it with the 

readers by shedding light on her previously neglected novels, The Voyage Out and 

Orlando. Although she always struggles with the limit of language, Woolf never gives 

up her duty as a writer to reflect her insight in her works. With music or rhythm in 

her hand, Woolf, along with her readers, successfully crosses the hazardous bridge of 

art heading to reality. 

 

Keywords: Virginia Woolf, The Voyage Out, Orlando, reality, music, rhythm, alternating 

rhy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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