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사의 조임』과 읽기 전략 

이정호 

1.시작하는말 

헨리 제임스의 중펀 소설 『나사의 조임』은 그것이 책으로 1898년에 출간된 

(이 소셜은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잡지에 연재됐었음) 이래로 놀라울 정도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 

러난다 

몇 몇의 장편 소설들은 그들에 대해 논한 출간된 비평 논문의 수라는 측 
면에서 볼 때 이 소설 (r나사의 조임J)을 능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편 

소설 중에서는 이 소설이 단연 왕이다. 영어로 써진 비평의 수만 셰어도 
책과 논문이 500편이 훨씬 넘는데， 나는 숫자를 세다가 지쳐서 그 정도에 
서 세기를 그만두었다. 이 소설이 1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므로， 
이 소셜에 대한 비평을 다 원으려면 아마도 평생을 읽어도 끝이 없을 것 
이다 1) 

이 같은 부스의 말은 이 소셜이 출간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작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들러의 다음과 같은 말 

은 이 같이 끈질긴 이 소설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드러낸다. 

『나사의 조임』은 비평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카멜레온적인 텍스트로 

남아 었다. 이 소셜은 어떤 종류의 읽기를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 
에 맞추어 그 색깔을 달리해 왔다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소셜은 포우 
의 전통을 따르는 고닥 소설이 될 수도 있고. 호손의 전통을 따르는 낭만 
적인 얘기 일 수도 있으며， 하울스의 전통을 따르는 사실주의적인 소셜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성적 억압을 다룬 프로이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 
으며， 선과 악에 대한 알레고리일 수도 있으며. 살인과 사기에 관한 탐정 
소설일 수도 있고， 어린애들의 양육에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소설일 수도 
있으며， 이 소설을 쓴 작가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1) Booth,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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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 소껄은 유령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관해 소셜가가 
가진 지식을 드러낼 수 도 있으며 , 이런 지식을 그 자신이 배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소셜은 작가가 살던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 그 
차 동의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 또한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소셜은 
마르크스적인 의견 표시일 수 있으며， 페미니스트적인 의견의 개진일 수 
도 있고， 동성애적인 의견의 표출일 수도 있다. 이처럼 『나사의 조엄」에 
대해 출간된 해석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그 
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소설의 작가의 이름이나 소설 제목을 굳이 쓰지 않 
아도 된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단지 「블라이 장원의 미스테리」라고만 
써도 많은 독자들에게 이 논문이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조임」에 대한 것 
임올 드러내는 것이 된다 2) 

위의 두 인용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대단히 많은 독자의 관심의 대 
상이 돼 왔으며. 또한 읽기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는 텍스트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이 소셜 읽기에 착수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제까 
지의 비평만으로도 이 소설에 대한 비명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상황이 되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셜을 읽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아니요’ 이다. 이 소셜이 이처럼 많은 해석과 비평을 생 
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면， 이는 곧 이 소설에는 소진되지 않는 생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소셜의 생명력이 어디 
에 있는 것인가를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알튀셰르와 그람시의 이론으로 읽기 

『나사의 조임』을 원는 데 있어 알튀세르와 그랍시의 이론에 유의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우선 알튀세르를 보기로 
하자 알뒤세르는 이데올로기를 경직되고 억압적인 통치 장치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이 데 올로기 를 작동시 키 는 장치 를 억 압적 국가 장치 (repressive state 

apparatuses , RSAs)와 이념적 국가 장치 (ide이O밍cal state apparatuses , ISAs) 

로 양분한다. 억압적 국가 장치는 힘에 의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장치 
로 이러한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형사(升”事) 제도， 경찰， 그리고 군대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 제도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일종의 하드웨어라 
고도 말할 수 있다. 이념적 국가 장치는 이 같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장치 

2) Beidler, “'About This Volume," in J밍nes， The Turn of the Screω， pp. Vll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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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이념적 장치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거의 모든 장치들이 이념적 국가 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종교. 법제도， 

교육， 가정 ,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 체계 둥이 이념적 국가 장치에 속한다. 따라 

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장치들이 이념적 국가 장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념적 국가 장치의 불가시적인 성격에 

대해 이글튼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교회에 가는 일. 투표하는 일， 여성으로 하 

여금 문을 먼저 통과시키는 일 둥을 포함한다. 이데올로기는 내〔이글튼〕 

가 영국 왕정에 대해 지니고 있는 깊은 충성과 같은 의식적인 기호를 포 

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차를 몰고 있고 나 
의 무의식 속에 타인과 내 자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까 
지도 포괄한다 3) 

이렇게 볼 때 이데올로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작동 시키는 원리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이기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소셜에 나오는 여 

자 가정교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고아인 마일스와 플로라를 가정에서 돌보고 교육시키는 인물이다. 따 

라서 그녀는 이들에게는 대리모이며 또한 교사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의 역할은 

알튀세르가 말하는 이념적 국가 장치로서의 가정과 학교라는 장치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인 셈이다. 따라서 사회〔또는 이데올로기〕는 그녀를 이러한 이 

념적 장치에 봉사하도록 호명(呼名. interpellation)한 셈이다. 알튀세르는 호명 

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 

적인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 호명한다 "4) 이렇게 되면 “사회는 나에게 비인간 

적인 구조가 아닐뿐더러 사회가 하나의 ‘주체’ 로서 나를 개인적으로 호명하게 

된다.페 따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가정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의 의 

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맡겨진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개인적인 소명감을 가지 

고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 중 이상하게도 두 명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하나는 이 장원의 주인이지만 런던에 살고 있는 남성 인물이며 , 또 다른 하나는 

3) Eagleton, p. 172. 

4) Althusser, “Ideology and Ide이0밍.cal 8tate Apparatuses," p. 245. 

5) Eagleton,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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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가정교사이다. 우리는 왜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을 작자가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남자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작자는 그에게 

신비감을 주고， 이러한 신비감은 그의 위력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는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의 위력은 더욱더 높아진 

다. 그는 가부장적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더 가중된다. 가부장제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체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재하는 남자 주인의 위력은 그의 익명성에 의해 더욱더 공고해지는 셈이다. 

남자 주인의 익명성이 가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 

이라면， 여자 가정교사의 익명성이 그와 똑 같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치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가정교사의 행동거지가 모두 자세하 

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 자 

체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가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익명성은 곧 그 

녀 자신의 신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녀가 구체적으 

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녀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인상을 준다. 이는 마치 하나의 법적인 문서에 서명이 빠짐으로서 그러한 문 

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익명성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주체로 

서의 그녀의 위치와 무게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자녀 교육 및 이데올로기의 

보존자로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단지 남성의 부 

속물이거나 성적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당시 젊은 여자에게 열려 있는 사회 진출의 길은 가정교사라는 직위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는데， 여자 가정교사의 위치는 하인보다는 높은 것임에도 불 

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상류층에 속하는 것은 아니 었다. 

익명의 여자 가정교사와 대조되는 인물로 우리는 그로우스 부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교육 수준이 낮으며， 하녀이기 때문에 가정교사보다는 계 

급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공공연히， 그리고 당당히 드 

러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집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교사의 

행동 반경이 좁은 것과는 달리 가정부인 그로우스 부인의 책엄 영역은 훨씬 포팔 

적이다. 이렇게 볼 때 그로우스 부인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교 

사보다는 오히려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교사의 위치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그녀가 주인에게 보인 성적인 관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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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난다. 그녀는 블라이 장원에 오기 전 주인과 면담한 척이 있다. 그녀는 

사회적인 신분으로볼때 그와결혼이 가능할만큼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애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그녀가 그를 마주 대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또한 그가 그녀에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는 하동의 언질이나 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연 

정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그는 자신에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편지로 보고하지 말 것을 가정교사에게 분명히 언명한 터에 그녀의 이 같은 연정 

은 자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그녀가 주인에 대 

해 연정을 느끼는 것은 그녀 자신이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스스로 남성의 종속적인 부속물이 되기를 자청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 하에 

서는 미혼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아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는 대단히 제약적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 

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이 낮은 여성이 신분이 높은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신 

분 상승을 이루는 경우는 없지는 않았으나， 그리 혼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가정교사가 주인에게 품고 있는 연정(?)은 망상이거나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인 망상을 가정교사가 품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 

로 말하면 당시의 사회 구조가 여성에게 대단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음을 반 

증하는예가된다. 

가정교사가 주인에 대해 품고 있는 이 같이 망상적인 연정은 그람시가 주장하 

는 헤게모니 이론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람시가 주장하는 헤게모니는 부르주 

아가 노동계급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제는 단지 폭 

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는 사실을 그사람시는 지적한다. 따라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회 체제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폭력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의 동의에 의 

해 받아들여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동의는 단지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정교사가 주인에 대해 품고 있는 망상적인 연 

정은 주인으로 대표되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종의 광적 (?)언 동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사회 체제가 경직되고 

억압적일 수록 오히려 이에 대한 동의 또한 더욱 더 광적일 수 있다. 가정교사가 

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거의 비정상적인 연정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참조 틀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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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소셜을 어떻게 원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소셜 읽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가정교사 

가 목격한 것으로 돼 있는 두 명의 유령에 대한 해석이다. 그 하나는 블라이 장 

원의 하인으로 있던 뀐트라는 남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임 여자 가정교사이 

다. 이 둘은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현존 인물이 아니지만， 이들은 마일스와 플로 

라와 접촉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가정교사는 믿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정 

교사만이 이 유령들을 목격할 뿐，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부인 그로우스 

부인도 이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논란의 핵심은 

우선은 (1) 유령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위이며， 이와 연관하여 유령의 존재가 사 

실이 아니라면 (2) 가정교사는 정신이상자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 중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문제 

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된다. 

이 소셜을 읽는 데 있어 논란의 중심이 이처럼 두 가지의 핵심 사항으로 좁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진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 부 

스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소셜을 원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들은 (1) 곧이곧대로 원기. (2) 삐딱하게 읽기， 그 

리고 (3) 수수께끼(퍼즐)처럼 읽기이다 6) 이러한 세 가지의 원기 방법은 유령이 

실제로 존재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화자의 상상의 산물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이 소셜을 곧이곧대로 

원을 경우 독자는 이 소설에 나오는 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유령의 존재를 

글자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삐딱하게 원을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읽 

기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삐딱하게 읽기를 할 경우 “가정교사가 본 유 

령은 그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의 표출이며， 그녀의 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 

내는 것이고， 그녀가 느끼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7) 
그러나 이 소설을 수수께끼처럼 읽을 경우 그것은 위의 두 가지 읽기와는 좀 다 

6) Boo빠1， p. 169 
7) Markley,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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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원기가 된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제임스는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존재하지 않기도 한 묘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작중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특히 서술자의 신념과 행동을 생각해 보도록 부추긴다는 점”을 알게 된다 8)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은 제엄스가 이 소설을 쓰던 

19세기 말에는 아주 중요한 논쟁의 주제이긴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0년 이상 

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는 괴기 소설의 주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 

르지만， 진지하게 논의 될 정도의 주제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소셜에 등장 

하는 유령의 폰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논지로 그 입장이 거의 정리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유령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거의 그 중요성을 상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원기 방 

법은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의 읽기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원기를 혼합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정교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갈등， 

성적 인식，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책임에 대한 중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있게 된다. 

4. Ir나사의 조임』의 심리적 읽기 

이 소셜이 출간되고 나서 이를 원는 방법의 대세는 유령의 존재 여부가 주관심 

사였다. 이런 비평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은 에드먼드 윌슨이었다. 이 

같은 읽는 방법의 변화는 그가 발표한 「헨리 제임스의 모호성」이라는 논문에서 

드러난다.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헨리 제임스의 모호성에 대한 논의는 r나사의 조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소셜은 〔중략〕 우리 눈에 보이는 명백한 공포 뒤에 또 

다른 공포를 숨기고 있는 듯하다. [중략) .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소셜의 서 

술자인 가정교사는 성적인 억압에 기인하는 신경증을 가지고 있으며， 유 
령은진짜유령이 아니라가정교사가본환상이라고 할수 있다 9) 

이 같은 윌슨의 주장은 이제까지의 비평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유령의 존재 

에 대한 논쟁에서 탈피하여 가정교사의 심리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모호성에 유의함으로써 소 

8) 11arkey,p.200. 
9) Wilson,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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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전기 (轉機)는 이제까 

지 이 소설을 원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전환 

점이 된 셈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이 이 소셜을 원는 방향의 큰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면， 바이들러의 「가정교사와 유령」이라는 논문은 이 소설이 출간됐을 당 

시의 독자들이 이러한 가정교사의 신경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했는가 
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다. 바이들러가 제시한 자료는 1898 

년 10월 28일에 W.H. 마이어스가 그의 친구인 올리버 로지에게 쓴 편지이다. 

마이어스는 영국의 심리 연구 학회의 창립 회원이며 또한 이 학회의 가장 적극적 

인 연구자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령의 출현에 대해 조사하는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마이어스와 헨리 제임스는 친구이기도 했다. 마이어스가 『살아있는 
사랍의 유령』이라는 책을 출간하자 제엄스는 이 책을 사서， 그가 후에 『나사의 
조엄』을 쓸 때에 이를 참고하기도 했다 11) 이 소셜이 잡지에 연재가 끝나고 책으 

로 출간된 것은 같은 해 10월 5일이었다. 마이어스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헨리 제임스는 전원생활을 묘사한 아주 박진감 념치는 소설을 썼네. (중 
략J. 이 소셜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착하고 귀여운 두 명의 아이 
들일세 〔중략J. 어린 여자 아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창녀 같 
은 이전의 여자 가정교사에 대해 동성애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네. 그리고 
(학교에서 외셜스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한) 사내아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행실이 나쁜 하인의 유령에 대해 동성애적인 욕망 
을 느끼고 있네. 이러한 이야기를 (착하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여자 가정교사가 박진감 있고 진지하게 서술하고 있네. 하인은 예전의 여 
자 가정교사를 유혹했는데， 그녀는 임신 중에 죽었고， 하인도 자신이 동 
성애의 욕망을 충족시키던 남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네. 이 같이 
간단한 이야기의 기둥 중거리를 기초로 하여 놀랄만하고 비극적인 장면이 
축조되었네 이 유령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아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자 하는 성적인 욕망일세11) 

마이어스의 이 편지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 데 아주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편지가 중요한 이유는 마이어스가 이 소설이 출간됐던 
당시의 영국에서 유령의 출현에 대해 직접 간여하여 조사하던 인물이라는 점이 

10 Bei배er， ‘'The Governess and the Ghosts," p. 97. 

11 Bei배er， ‘'The Governess and the Ghosts,"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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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가 지금의 여자 가정교사를 “착하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다”고 

묘사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하자(짧細)가 없을 뿐더러 또한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흠결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 이다. 물론 그가 죽은 하인 

과 여자 가정교사의 유령이 실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그의 유령의 실재에 대한 이런 견해가 나온 19세기 말 

에는 유령의 출현이 거의 사실로 여겨지던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이어스가 아 

무리 과학적인 성향이 있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살던 시대의 통념을 뛰 

어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를 간과한다면 마이어스의 이 펀지는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죽은 하인과 여자 가정교사가 

동성애자였으며， 또한 마일스와 플로라가 이들과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가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마이어스가 제임스가 

살던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는다면 이 같은 그의 지적은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데 있어 중요한 참조 자료 

가아닐수없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마이어스의 의견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가 뀐트와 미스 제설이 아이들과 동성애적인 관계， 좀더 정확히 말한다 

면 이들이 어린 아이들과 소아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동성얘적인 관계가 성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더라도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일 터인데， 뀐트가 마일스와 남색(男色) 행위를 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트와 마일스와의 남색 행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더 

큰 이유는 이들 사이 존재하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권트의 남색 행 

위는 단지 성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블 

라이 장원의 사회적인 위계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미스 제설과 플로 

라와의 동성애적인 관계 역시 이런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심 

각한문제가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동성애적 관계가 이 소설에 분명히 묘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소설 원기를 더욱 더 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이 소설의 흥 

미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가정교사가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들의 유 

령이 출현하여 아이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유령의 출몰을 목격 

한 사람은 가정교사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령이 나타난 

것은 단지 가정교사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왜 가정교사가 유령이 출현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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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려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교사는 햄프셔 지역 목사의 딸이며 12) 나이는 이제 갓 20세 밖에 되지 않 

은 어린 여성이다. 그녀의 이 같은 성장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성적으 

로 순수하고 순진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성 (性)에 대해 보수적이며 경직된 견해를 가 

진 전형적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처녀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녀는 이전에 가정 

교사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맡은 아이들에 대해 대단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가정교사에 대해 알고 있는 

더글러스가 이 소설의 도입부에서 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그녀〔가정교사〕는 내 누이동생의 가정교사였답니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태 

알았던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라 

고 마음을 털어 놓는다 13)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정교사에게 유령의 출현은 예상 

밖의 일일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들이 아이들과 동성얘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 

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된다. 

블라이 장원의 가정교사가 된 후 그녀는 남자 유령의 출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이며 또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 후 

그녀는 가정부인 그로우스 부인에게 물어 그가 본 유령이 죽은 하인인 권트였음 

을 알게 된다. 권트는 전임 가정교사였던 미스 제셜과도 성적으로 불미스런 관계 

를 가졌었음을 그로우스 부인은 그녀에게 알려준다. 그로우스 부인의 말을 종합 

해 보면 이들은 다음과 같다. 미스 제셜과 뀐트는 둘 다 악명이 높았다. 미스 제 

셜은 숙녀였지만， 뀐트는 “개”였다 14) 여기서 그루우스 부인이 그를 개라고 부 

른 것은 그의 성적인 성향과 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는 신사가 아니었다. 그 

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했는데， 이것은 미스 제셜이 원하는 것이었다 

고 그로우스 부인은 말한다. 

권트와 미스 제설과의 관계가 성적으로 난잡한 것이었다면， 그와 마일스와의 

관계는 분명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소아성애의 관계였다고 가정교사가 추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사실은 가정교사와 그로우스 부인 

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드러난다. 

“마일스가 그 사람〔권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게요?" 

12) James, The Turn of the Screω， p.25. 

13) James, The Turn ofthe Screω， p.23. 최 경 도 10쪽. 

14) J없nes， The Turn of the Screω，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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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그로우스 부인〕 

이 내게 말했죠. 그들이 절친한 친구’ 였다고." (중략J. 

“그건 뀐트 혼자의 망상인 걸요. 아이를 회롱하고 망쳐 놓았으니" 부 

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덧붙였다. “뀐트는 정말 제멋대로 굴었거든요" 

〔중략J. 

“내 아이 〔마일스〕에게 제멋대로 굴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랬죠，"15 

그로우스 부인과 가정교사의 이 같은 대화로 미루어 보아 뀐트와 마일스와의 관 

계는 소아성애적 관계임을 추론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뀐트와 마일스 

와의 사이에 이처럼 상상을 불허하는 패륜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가정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내 정신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그렬 수 있을지 모르 

겠다. 하지만 이즈음 나는 상황이 내게 요구한 영웅심이 놀랍도록 솟구친 

데서 생생한 환회를 맛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맡은 일이 훌륭하고도 어 

려운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장 

소에서 -낫지 않겠는가! 나의 일을 막중하고도 단순하게 여긴다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칭송하기까지 했다고 고백 

하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아이들의 가련한 처지가 갑작스레 너무 

나 뚜렷이， 이들에게 헌신하려는 내 마음에 깊고 지속적인 아픔이 되었 
다. (중략) . 아이들에겐 나밖에 없었고， 나에겐 그들만이 전부였다. (중 

략J. 나는 보호막이 되어 아이들 앞에 서야 하며， 내가 지켜볼수록 이들이 
위험에 적게 노출되리라 16) 

이 같은 가정교사의 다짐은 대개의 경우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가지는 마음가짐이다 그녀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대리모로서의 

가정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책임 하에 있는 아이들을 어머 

니의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 

사인 그녀는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데 

올로기를 가정에서 지키며 교육하는 파수꾼임을 자처하는 셈이다. 

15) J，밍nes， The Turn of the Screω ， pp. 49-40. 최 경 도 64쪽. 

16) James, The Turn ofthe Screω ， pp. 51-2. 최 경 도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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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사는 권트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그로우스 부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의식을 더욱 더 굳히게 된다. 

이 사악한 시간은 어느 겨울 새벽， 일을 나가던 일꾼이 마을로 뻗은 길 위 

에서 피터 권트가 돌처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종말이 찾아 왔다. 
이 재앙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의 머리에 있던 눈에 띄는 상처가 원인 
이었고， 그 상처는 술집에서 나오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 , 얼음 깔 
린 가파른 비탈길에서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버린 

모습에서 -결국 따져 보니 사실이었지만-유추되었다. 실제로 수사와 

무수한 입방아 끝에 모든 것이 해명되었지만， 한밤에 술에 취해 잘못 접 
어든 얼음 깔린 비탈길이 많은 사실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삶 
에는 괴이한 행로와 위험. 남모르는 혼란과 의심할 여지없는 해악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이 더욱 많은 사실을 셜명할 수 있었다 17 

제임스는 뀐트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이 남자의 삶에는 괴이한 행로와 위험， 남 

모르는 혼란과 의심할 여지없는 해악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권트 

가 술집에서 단지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한다. 

이는 그가 “이것이 더욱 많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지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뀐트가 추운 겨울 길에서 객사한 것은 자신이 지은 추악한 죄 

에 대한천벌인 셈이다. 

5. 가정교사의 무의식의 투사， 그럼자， 그리고 분신 

이제 우리는 가정교사가 본 유령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무의식 속 

에 억압돼 있던 성적 욕망이 두 남녀에게 투사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가 본 뀐트의 유령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녀가 본 유령은 실재하는 유령인듯 

한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녀의 유령 묘사는 다음과 같다. 

"모자도 안 썼어요，" (중략J. “붉디붉은 머리카락에다 오밀조밀한 곱슬 

머리의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길고 끗끗한 몸은 보기에도 좋은 형상이었 
죠. 그리고 다소 괴이한 자그마한 구레나룻은 머리카락만큼 붉었지만， 눈 
캡은 다소 검은 편이었고， 특히나 활 모양으로 굽어 있어 마음대로 움직 
이는 듯이 보였죠. 눈매는 날카롭고 이상했어요. 끔찍하긴 했지만， 난 그 

눈이 다소 작고 매우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요 입은 넓 
고 입술은 가늘었어요. 게다가 자그마한 구레나굿만 제외하고는 꽤나 말 

17) J，밍nes， The Turn of the Screω， p， 51 ， 최 경 도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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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히 면도를 했던데요. 그 사랍은 마치 배우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중 
략J . 그 사람은 키가 크고 활동적이며 몸이 끗끗했어요 〔중략J. 하지만 

절대로， 아니 절대로! 신사는 아니었죠." (중략J. 

부인의 자제하는 모습이 눈에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잘 생겼어요?" 
나는 그녀를 돕는 법을 알았다. “놀랄 만큼 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요?" 

“누군가의 옷을 걸쳤어요. 깔끔하긴 했지만 자기 옷은 아니더군요" 

부인은 갑자기 숭이 막힌 듯 단언적인 신음을 뱉었다. “그건 주인님의 

옷이에요'" 
나는 다그쳐 물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알아요?" 
부인은 한 순간 주저하다뀐트예요，"라고 외쳤다 18)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가정교사는 자신이 목격한 유령의 인상착의를 그로우스 

부인에게 말했는데， 그로우스 부인은 그녀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듣고 그가 뀐트 

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교사가 진짜 뀐트의 유령을 본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좀 성급 

한결론이 될 것이다. 

레너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에서는 인상과 성격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있 

다는 이론이 대단한 홍미를 끌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스위스의 목사인 요한 

카스파 라바터가 주장한 학셜인데， 이 학셜은 잡지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 

기도 했다. 소설가들은 이 학셜에 대단한 흥미를 보였는데， 이 학셜은 특히 1770 

년대 초에서부터 1880년대 사이에 아주 인기가 높았다. 그 후에는 이 학셜이 근 

거가 박약하다는 이유로 사이비 학셜로 판명됐다 19) 우리는 가정교사의 묘사에 

나오는 머리카락 색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세기의 소셜가들은 머리카락 색 

깔에 관심이 많았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랍은 대단히 착한 사람이거나 그렇 

지 않으면 극히 악한 사람으로 묘사됐는데 , 대체적으로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되 

어졌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 (Esau)가 이런 인물인데 그는 육욕(肉愁)의 죄에 빠 

져 한 그릇의 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기도 한 인물이다. 또한 예수를 판 유다와 

사탄 등은 모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인물들로 여겨진다 20) 이렇게 볼 때， 뀐트 

는 이러한 악인의 스테레오타입인 셈이며，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에 

악인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붉은 머리를 한 인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정교사가 본 것으로 묘사한 유령이 붉은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별로 이 

18) J없nes， The Tum ofthe Screw, pp. 46-7. 최 경도 58-9쪽. 

19) Renner, p. 228. 

20) Renner,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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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가정교사의 이런 묘사를 듣고 그것이 뀐트라고 지적하는 

그로우스 부인의 확인 또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교사가 유령을 보고 그의 모습을 그로우스 부인에게 말했는데， 

부인이 그것이 권트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 그것은 가정교사가 범 

죄형의 인물에 대한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무의식에 근거한 유령 

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권트가 이런 범죄형 인물의 모습과 거 

의 가까운 모습과 행동을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정교사가 묘사한 유령의 모습 

과 그로우스 부인이 보아 왔던 권트의 모습이 겹치게 된 것이다. 

가정교사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녀를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처녀로 

엄격하게 교육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 

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성에 대한 교육이 핵심을 이룬다. 이런 교육에서는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따르면 혼전 여성은 순결이 절대적 

으로 강조되었으며 • 결혼한 후에는 어머니로서의 자식들에 대한 회생과 봉사가 

강조되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여성의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쾌락은 그것 

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 있었다. 여성은 단지 자식을 생산하 

고 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이 유일무이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 

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은 그녀가 대리모인 가정교사로서 마일스와 플로 

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그녀는 전형적인 양가집 처녀로서 선 

량하고， 건전한사고를지니고 있으며， 헌신적이고， 자신을내세우지 않으며， 섬 

세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인 셈이다 21) 

또한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를 철저히 신봉한 

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이성애(異性愛) 중심적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금기시된 

다. 따라서 그녀의 개인적인 성적 욕망이 억압되는 것과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무의식에 축적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훌륭한 

덕목으로 여기는 이성애적인 행동 양식은 장려되는 반면， 동성애적인 측면은 혐 

오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단지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주인에 

대해 지나치게 일변도적인 이성애적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결벽증을 보이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융의 심리학의 관 

점에서 볼 때 그녀는 충분한 개성화(個性化)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개성화란 인간이 “통합적이고 분리되지 않으며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21) Bei버er， ‘'The Govemess and the Ghosts,"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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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22) 그러나 개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랍은 자신이 덕목이라고 생 

각하는가치와그렇지 않은가치를분리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신념 

으로 여기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보존하려 하지만 혐오하는 가치들은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가정교사의 경우 그녀는 이성애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만，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혐 

오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들을 융은 그림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때 뀐트와 

미스 제셜은 가정교사가 무의식 속에서 억압하고 있는 혐오스런 가치관이 구체 

적으로 드러난 가정교사의 그림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 

하는 분신(分身， double , Doppe횡äl핑'er)의 개념을 이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 

다. 마클리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엄스의 『나사의 조임』에 동장하는 유령인 피터 권트와 미스 제셜 또한 

마일스와 플로라라는 두 어린이의 분신이다. (이들의 이러한 관계는〕 아 

이들과 유령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 관계의 특이한 특성을 잘 드러낸 
다 2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뀐트와 미스 제설이 가정교사의 그림자라면， 마일스와 플 

로라 또한 가정교사의 현전하는 그림자인 셈이다. 가정교사가 마일스에게 끈질 

기게 그와 유령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성화의 과정에 

서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 

의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완전한 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개성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 속에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수용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사의 경우에는 마일스가 죽음으로써 이러한 개성 

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가정교사가 경직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산 

물이며， 또한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여성에 대해 사회 분위기 또한 전반적으로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 Samuels, p. 76. 

23) Markley,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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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를 둘러 싼 사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소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셜이 출간됐은 당시 대단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동성애 사건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은 이 소셜의 배경 지식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와일드 

와 알프레드("더글러스" ) 경 사이의 동성애적인 관계에 연유한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91년 초여름이었다. 당시 더글러스는 24세의 나이로 미성년자는 아 

니었다. 그는 와일드의 열렬한 팬으로 와일드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아 

홉 번내지는 열네 번 쯤 읽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와일드는 더글러스보다 

16세가 연상인 40세였다. 더글러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명의 남자 아이들과 

동성애 관계를 가져 1892년 봄에는 행위 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더글러스 

의 아버지인 권스베리 후작(1없4-1900)은 와일드와 더글러스 사이의 관계에 대 

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 뀐스베리 후작은 와일드가 쓴 연극 『진지함의 중요 

성』이 상연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1895년 

2월 18일에 와일드가 회원으로 있는 클럽에 “남색자(男色者) 행위를 하는 오스 

카 와일드에게“라고 명함에 써 이를 와일드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 당시 동성애 

행위는 영국에서는 불법이었다. 

와일드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몇 가지의 선택 가능한 대처 방안이 있었다. 뀐 

스베리 후작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와일드로 하여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와일드는 절친한 친구인 로버트 로스에게 펀지 

하여 그 자신이 후작을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로스 

는 명함을 묵살할 것을 권고하면서 . 와일드에게 영국을 떠나 프랑스로 가 얼마간 

있으면 사건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드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후작이 유포시킨 소문이 사실이라는 점이었 

다. 공식적으로 써서 공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는 후작이 퍼뜨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고 변호사를 셜득했다. 와일드는 막판에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했으나， 

아버지와의 사이가 나쁜 더글러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형사 처벌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1895년 3월 3일에 열렸다. 재판은 와일드에게 불리하게 진 

행됐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와일드가 고소를 취하하고 해외로 도피할 것을 종 

용했다. 로스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와일드는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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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판은 같은 해 4월 26일에 열렸다. 이 재판의 하일라이트는 더글러스 

가 쓴 〈두 연인〉이라는 시였다- 이 시는 “나는 그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 

는 애인이다”로 끝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오스카에게 묻자 그는 나이 많 

은 남자와 어린 사내 애 사이의 고상한 애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애정은 미 

켈란젤로와 셰익스피어에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는 

이런 애정이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 재판은 같은 해 5월 22일이 개정됐다. 이번에도 와일드의 친구들은 그 

에게 해외 도피를 권했으나 와일드는 이를 묵살했다. 와일드는 이번에는 유죄 판 

결을 받고 2년의 중노동이 선고됐다. 와일드의 동성애 재판은 당시 비상한 관심 

의 대상이 되었다. 와일드의 재판(1895)과 『나사의 조임』의 출간(1898) 사이에 

는 불과 3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7. 헨리 제임스의 동성애적인 성향24) 

제임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 그가 결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전 

에는 그가 자신의 예술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할 시간과 정력이 없었다는 것이 

정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셜명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그가 동성 

애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이러한 사실은 「생도」라는 단편에 동장하 

는 웹버튼과 모건 모린 사이의 동성애 선정적인 끌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를 동성애적으로 보는 근본적인 계기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그의 감수성이 여 

성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연관하여 제임스의 친구인 네이덜의 다음과 같은 언 

급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제임스〕는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보는 것처럼 여자들을 보는 듯했다. 여자들은 서로를 인격체로 보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여자로 보기 때문이다. 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성 (性)은 〔중략〕 제임 

스에게는그들의 가장중요한매력이 아니었다 "25) 

제임스의 펀지에는 그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는 1890년에 유럽에서 모턴 플러 

튼이라는 미국의 신문기자를 만났다. 제임스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나 

의 사랑하는 소년”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소년"26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서 제 

24) Beidler, “Introduction," pp. 8-9. 
25) Edel, p. 234. 

26) Kapl없，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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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스가 그에게 동성애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임스는 또한 플러 

튼에게 자기 집에 잠깐 들르기를 원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대는 아름다워"27) 

라고 쓰기도 했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찬사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같은 표현은 제임스가 플러튼을 동성애적으로 사 

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제임스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 

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임스가 『나사의 조임』에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 

를 가졌을까가 궁금하다. (바이들러는 뀐트와 마일스와의 관계가 동성애적이 아 

니며， 마일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원인은 동성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 

를 강력히 부인한다) .28) 물론 바이들러의 이런 견해는 사견이기 때문에 이 소설 

을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원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에 속한다. 

어떤 작가가 동성애자일 경우， 그가 동성애를 자신의 작품에서 다룬다고 가정 

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동성애를 적극 

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커밍아웃한 동성애 

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기 때문 

에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임스의 경우는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동성애를두둔할수는 없다. 

제임스가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속으로는 동성애를 선호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비난하는 경우이 

다 후자의 경우가 『나사의 조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소셜은 

모호함 그 자체인데， 이 소셜이 이처럼 모호한 것은 그가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일스가 퇴학당한 이유가 전혀 드러나 

지 않는데， 우리는 그가 퇴학 처분 당한 이유가 동성애적인 사건과 연계된 것이 

아닌지 추측만 할 뿐이다. (물론 바이들러는 이를 부인한다) . 이 소셜은 출간된 

지 100여년이 지난 작품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의 관심의 

대상이며， 길지 않은 이 소설에 대해 많은 비평 논문이 써지는 이유는 이 소설이 

이처럼 모호한 것이 그 한 원인일 수도 있다. 

27) Kaplan, p. 409. 
28) Beidler, "Introduction,"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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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가는말 

헨리 제엄스가 19세기 말에 쓴 길지 않은 소셜 『나사의 조임』은 놀랍게도 100 

여 년이 넘도록 독자의 관심 속에 굳건히 자리한 소설이다. 제임스는 많은 장편 

을 썼지만， 어느 다른 장편 소셜보다도 이 소셜이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소셜로 

자리매김된 것은 우리의 궁금증을 더해준다. 이 소설은 출판 당시에는 괴기 소셜 

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령의 실재에 대한 믿음이 열어지면서 여러 가 

지 다른 비평적 접근이 가능한 작품이 된 것이 이 소셜의 생명력을 오래 가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 중에서 필자가 여기서 시도한 것은 융의 

심리 이론을 원용한 접근법이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하나의 문학 택스트에 대해 

많은 비평적 접근이 원용될 경우， 이러한 문학 텍스트는 비평적으로 소진된 것으 

로 칸주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나사의 조임』일 것이다. 이 소설 텍스트는 수많은 접근법에 의해 원혀져 왔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소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싱싱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어느 하나의 문학 텍스트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셜이 근본적으로 모호 

한 텍스트라는 사실은 한 편으로는 이 소셜의 의미가 확정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 소셜 텍스트의 이 같은 불확정성은 오히려 여러 가 

지 서로 다른 접근법에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셈이다. 특히 융의 심리학 이론에 

의한 이 소설 원기 전략은 이제까지의 많은 접근법에 의해 밝혀진 것들을 수용하 

면서 이를 넘어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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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y for Reading The Turn of the 
Screw 

Chong-Ho Lee 

Henry James was a prolific writer of many 뻐l-len밝h novels. It is, however, 
an interesting phenomenon that his novella, The Turn of the Screω， outs비nes 

almost all his novels, attracting m없ly readers 없ld inviting diverse kinds of 

interpretations. One of the reasons why this novella has been so popular with 

readers is that it has remained “a chameleon text," and “ indeed, The Turn of the 

Screω has probably been discussed more than any other modern st야y，" as 

Booth pointed out. 

When it was first published in 1898, it was generally interpreted as a gothic 

story of ghosts. In those days the existence of ghosts was believed by the general 

populace. As time went by, and the general public no longer believed the 

existence of supernatural beings, different kinds of approaches have been 

applied in reading this story. 

αle ofthe m려n curre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story would be that of Jungian 

reading. According to Jung, a fully matured individual would have achieved 

individuation by transcending the binary opposition of good and evil. The 

governess of this story has yet to achieve individuation, as a product of strict 

Victorian patriarchal fanrily education. ’Theghos성 ofPeterQ버nt and Miss Jessel, 
therefore, could be the projections of her own shadows. We may also co띠ecture 

that James would have a homosexual orientation, and that his sexual orientation 

may have been a factor in ma퍼ng the descriptions in the story so 없nbiguous. 

K앙I Words: ISAs, interpellation, governess, homosexuality, pedophilia, 
individ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