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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조르주 카스텍스는 『프랑스의 환상소설』에서 환상성 le 

fantastique을 이렇게 규정한다. “환상성은 과연 현실로부터 정신의 

멀어짐을 내포하는 신화적 이야기나 요정 이야깨의 관례적인 이야 

기 구성과 구별된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삶에 신비가 급작스럽 

게 침입하는 것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1) 로제 차이유아의 경우 

“모든 환상성은 인정된 질서의 단절이며， 변함없는 일상의 적법성 

한가운데로 용인할 수 없는 것아 돌입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한다.2l 토도로프는 “자연법칙밖에 모르는 존재가 겉보기에 초자연 

1) Pierre-Georges Castex, Le Conte jantastique en France de Nodier à Maupassant, 
Jos강 Corti, 1951, p. 8. 

2) “Tout le fantastique est rupture de 1’ordre reconnu, irruption de 1’inad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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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건 앞에서 겪는 망설임”에 환상성을 위치시킨다}) 

위의 세 정의는강조점이 서로다르다.그러나여러 곳에 판서로 

다른 우물들이 하나의 지하수층으로 통하듯이 그것들은 동일한 맥 

락에 가 닿는 것으로 보인다. 이 동일한 맥락이란 자연법칙이 지배 

하는 현실과 그것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것의 대립이다. 이 대립 

에서 준거가되는 항은 현실이며 초자연적인 것은우발적인 것으로 

서 현실의 공간에 도래하는 모습을 띤다. 그것은 따라서 일상과 질 

서의 단절로나타나거니와신화와제의에 대한연구로유명한카이 

유아의 환상성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은 특정 시대에 연결되어 있다. 위에 인용한 구절에 명 

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합리 

적， 과학적， 실증적 정신이 자리 잡게 된 18세기 후반 이후의 시대에 

결부되어 있다. 카스텍스가 고찰하듯 프랑스에서 환상문학이 본격 

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1830년대에 E.T.A. 호프만의 작품이 소개되 

면서부터이지만， 그 시초는 1772년에 발표된 자크 카조트 Jacques 

Cazotte의 『사랑에 빠진 악마 Le Diable amoureux .Jj 이 다. 

18세기 후반은 왕권과 더불어 구체제를 지탱하던 교회의 힘이 약 

화되는반면 이성에 큰거한실증주의적 과학정신이 급속도로발달 

하며 산업혁명이 준비되던 시대이다. 그러나카스텍스가“비이성적 

인 것의 르네상스 Renaissance de I ’irrationnel"라고 부르는 것이 목도되 

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인데， 과학 정신의 발달과 비이성적인 것의 

르네상스라는모순되는두 경향의 공존은카스텍스의 관찰이 잘보 

여 주듯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우선 교회의 약화가 신비주 

sible au sein de 1’inaltérable 1강galit강 quotidienne." (Roger Caillois, Au cæur du 
fantastique, p. 161. Tzvetan Todorov, Introducl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 
Seuil, colL Points Essais, 1970, p. 31에 서 재 인용.) 

3) Tzvetan Todorov, IntroducU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 Seuil, coll. Points 

Essais, 197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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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강세로 이어졌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동장했 

던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기독교 교리의 틀 안에 위치 

시커려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를 얼 

마나 진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지만 말이다. 한 

편 메스메르의 동물자기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신비주의 사상 

은과학의 이름을빌리는경향이 있었다.4) 이성과비이성의 이러한 

공존은 언뜻모순되고 흔돈스러워 보이지만 거기에 어떤 역선力線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학 정신과 비이성이 각자 첨예화된다는 것(이 

두 향은 따라서 언제든 충돌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공존이 전혀 

새로운 국면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두 항이 

비록 대립한다고는 해도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엄연히 과학 정신이라 

는 점이다. 과학 정신과 비이성이 충돌할 여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다만 두 항이 불균형의 관계에 있는 만큼 충돌의 형태는 버이성의 

급격하고우발적인 침입이 될 수밖에 없다. 

환상성은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어떤 것이 현실에 급격 

하고 우발적으로 침입하는 데 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신비의， 질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것 l’inadmissible’의， 이성에 대한 

비이성의，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침입， 돌입 또는 도전으로 나타난 

다.이러한환상성을주된요소로삼는환상문학은5) 역사속에서 이 

성에 근거한근대 과학정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에 출발점을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상성과환상문학에 대한이러한규정은그러나주제의 측면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핵심적인 요 

4)Castex, φ. cit. , pp. 13-24. Chapitre 1 ((Renaissance de 1’irrationneÌ>> 참조. 

5) 환상성과 환상문학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환상성이 환 

상적인 것의 본질적 성격 또는요소를가리킨다면，환상문학은그것을바탕으로 

구축되어 문학사속에서 확인되는문학생산을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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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만을 간략히 소개한 토도로프의 환상문학에 대한 정의는 환상문 

학에 대한 성찰을 한충 풍부하게 할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호메로스나 셰 익스피어， 세르반테스나 괴테의 작품에도 

초자연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발견되는 만큼 초자연적인 사건의 존 

재만으로 환상성을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토도로프 

는6) 언물의， 나아가 인물과 동일화된 독자의 망설임에서 환상성의 

본질적인 특정을 본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과 입장을 달리한다. 그 

에 따르면 환상성은 망설임의 시간 동안만 지속될 뿐이며， 초자연 

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의 법칙에 의해 설명되는 순간 그것은 이 

제 더 이상환상적인 것이 아니라‘기이한 것 l’강trange’으로 탈바꿈하 

고， 현실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그 현실 

의 법칙에 수정을 가하거나 새로운 자연법칙을 추가해야만 할 경우 

‘경이로운 것 le merveilleux’으로 변한다. 결과적으로 환상문학은 “하 

나의 독립적인 장르이기보다 경이로운 것과 기이한 것 사이의 극단 

에 존재하면서” “언제든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장르로 나타난 

다)) 

원언을 알 수 없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의 발생，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확산， 주인공에 의한 원인의 발견과 합리적인 해명， 

이것이 바로 환상문학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이다. 환상성에 대한 

토도로프의 엄격한 규정은 마지막 단계의 합리적인 해명에서 환상 

성의 위상을 위협하는， 앞서 말한 대로 환상성을 기이한 것의 차원 

으로 옮겨놓는 요소를 본다. 그러나 토도로프의 견해와 달리， 우리 

가 보기에 소설 말미의 합리적인 해명은 기왕에 재현된 환상성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존재 자체는 말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벤베니스트에 따르면 “비존재의 판단은 필연 

6) Todorov, op. cit., p. 39. 

7) Ibid. ,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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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 판단확 형식적 위상 또한 갖는다 그리고 부정하는 

“주체는 그 내용의 존재와 관련하여 아무런 힘도 없다 나아가 “부 

정은 어떤 면에서 부정된 내용의， 그리고 이 내용이 의식 속에 떠오 

르고 억압이 제거되는 것의 구성 요건이다，"8) 이러한 논리에 의하 

면 환상소설 말미의 합리적 해명은 환상성의 구성 요소가 된다. 

프로이트를 인용하며 벤베니스트가 설명하는 이러한 “언어학적 

부정”의 재념은 환싱-문학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더 없이 유용해 보 

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억압된 것이 어쨌거나 언술된다는 점에 

서 “부정은 억압된 것을 의식하는 한 방법이고 심지어 억압의 제거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압된 것의 용인은 아니다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환상문학에 나 

오는，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것들에서 현실의 요청에 따라 억압된 

것을 볼 경우 프로이트와 벤베니스트의 부정에 대한 이 같은 규정 

은 환상문학의 구조와 완벽하게 부합한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처 

럼， 환상문학은 현실의 공간에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현실에 의해 

억압된 것들을풀어놓으며 억압을제거하는듯보이되 마지막순간 

의 합리적 해명을 통해 그것의 용인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환상문 

학은 현실을 벗어나는 것， 또는 억압된 것의 “지적인 용인 admission 

in따따1냐t떼e려llec다tu뼈1 

하지 못하며， 곧 부정될 운명을 지난 잠정적인 용인이다. 부정 덕분 

8) “un jugement de non-existence a n강cessairement aussi le statut formel d’un 

jugement d’existence", “ la n강gation est en quelque sorte constitutive du con -

tenu nié, donc de 1’émergence de ce contenu dans la conscience et de la 

suppression du refoulement", “ le sujet n’a plus de pouvoir sur 1’existence de 

ce contenu." (Emile Benveniste, “ Remarques sur la fonction du langage d없15 

la découverte freudienne",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깅nérale (1 et II), 
Gallimard, coll. Tel, 1966, p. 84.) 이어지는 대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벤베니 

스트의 글을 인용할 것인데 그것은 벤베니스트의 같은 책 84-85쪽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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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능한 용인， 여기에 환상문학의 구조의 핵심이 있거니와 현실 

의 법칙을 벗어나는 현상들과， 그것을 부정하며 현실에 귀속시키는 

작품 말미의 합리적 설명은 환상문학이라는 동전의 멜 수 없는 양 

면을이룬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적인 용인이나 언어학적 부정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이， 그리고 지금까지 카스텍스와 토도로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 

자들이 그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여왔듯이， 환상문학은 사실주의 

의 틀에서 현실을 벗어나는 것들을 재현하는 대단히 이성적인 장르 

라는 사실이다. 작품에 따라 다양한 신경증적 증세에 관련되는 심 

리적 현상이나 상태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에드가 포의 경우가 웅 

변하는 것처럼9) 서술은 철저히 이성적인 영역에 위치한다. 다른 하 

나는이 같은지적인 용인이 겨냥하는바가과연무엇일까하는점 

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현실에 의해 억압된 것을 용인하고 부정 

하는 지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마련 

해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본론 

1. 현실의 틈과 불안의 생성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현실에 급격하고 우발적으로 침입하 

는 것은 언제인가? 다시 말해 환상성은 어떤 상황에서 산출되는가? 

쉴려앙 그라크의 『시르트의 바닷가 Iε Rivage des Syrtes .!l (195 1)를 읽 

9)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드가 포의 작품 내용은 환상적이되 그 서솔은 철저히 이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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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면 주인공 알도가 사그라의 폐허를 방문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만나게 된다. 

quelques fantômes de villas cossues se profil외ent tapis dans 

leurs jardins en délire comme derri승re une forteresse de brous

sailles. Mais la 야nombre et 1’immobilit，강 close prenaient dans un 

cristal magique ces débris médiocres, une rêverie se d강vidait au fil 

de ce bruit de fontaines q버 semblait rappeler encore à leurs hum -

bles besognes les occupants 강V뻐ouis， renouer en guirlande muette 

autour du puits et du lavoir ces gestes profonds qui font bondir au 

cæur comme un sentiment p없디que de la permanence de la vie. 

Une envie soudaine et inquiète me prenait de réveiller pour un 

instant les échos de ces rues, de héler quelque âme qui vive oubliée 

dans ce labyrinthe de silence.10) 

유복한빌라블의 환영이 광란하는듯한정원 속에，또는성채 같은 

텀불 뒤에 웅크련 채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어렴풋한 벚과 닫힌 

부동성이 마술 수정 안에 이 보잘것없는 잔해들을 가두었고， 몽상이 

샘물 소리를 따라 실을 잣기 시작했는데， 이 샘물 소리는 사라진 주 

민들을 여전히 그들의 초라한 일들로 부르면서 우불과 빨래터 툴레 

로，가슴에 생명의 영원성의 소름끼치는감정 같은것이 솟구치도록 

하는 깊은 몸짓들을 말 없는 꽃줄처럼 둘러치는 듯했다. 한순간 그 

길의 메아리를 깨우고픈， 그 침묵의 미로 속에 잊힌 살아 있는 영혼 

을 소리쳐 부르고픈 갑작스럽고도 불안스런 욕구가 나를 시로잡았 

다 11) 

이 구절은 주거지와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10) Julien Gracq, CEuvres complètes (tome 1), Gallimard, coll. Biblioth야ue de la 
Pl강iade， 1989, p. 613. 

11) 결리앙 그라크시르트의 바닷가~， 송진석 옮김， 민음사， 2006，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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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거지와 사람은 서로 멜 수 없는 조화로운 전체를 구성한다 

는 점에서 그 관계는 유기적인 한편， 그릇과 내용물이 인접성 con

tiguïté을 바탕으로 서로를 상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주거지 

와사람도 상대 항項을부르고 표상할수 있다는 점에서 환유 méto

nymie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12) 이제 폐허가 된 옛 바닷가 상업도시 

를걷는주인공의 눈앞에서 우선주거지의 잔해들은제유 synecdoque 

적 작용에 따라 “유복한 빌라들의 환영”으로， 다시 말해 온전한 주 

거지로 떠오른다. 이 렇게 주거지가 구축되고 나면 이번에는 환유적 

작용이 시작된다/‘네가 어디 사는지 말해주면 네가 누구인지 말해 

주지”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는 것처럼， 주거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 

을 말해준다. 그런가하면 주거지는 그것을 건축한 사람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즉 사람은 주거지를 말해준다. 인용한 텍스트에서 폐허 

에 출발점을 둔 환유적 몽상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나아가 그들 

의 “몸짓들 곧 “초라한 일들”을 환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여기서 주거지와사람과그들의 몸짓은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구성하지 못한다. 주거지와사람이 엄연한실재로서 완벽하 

게 조화로운 일체를 이루는 모습이 작품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에 

드가 포의 「랜더 씨의 전원주택」에서와 달리， “샘물 소리”에 의해 

촉발된 주인공의 몽상 덕분에 ‘되돌아 온 사람들’(우리는 여기서 

‘revenant’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과 그들의 붐짓은 애초부 

터 실재와는 거리가 먼 막연하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주거지와 불일 

치를 이룬다. 늘 거기에 있거나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라 

면 주인공의 눈앞에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정경이 펼쳐질 것이지 

만， 이 경우는주거지와사람모두시간의 침식에 따른돌이킬 수없 

는 손실로 인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더러 조화로운 전체를 

12) 이러한환유적 관계에 대해서는송진석쉴리앙그락-성과문학적 긴장J ， in 

r불어불문학연구.n 44집， 2000， 259쪽에서 자세한 분석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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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주 

인공의 몽상이 산출해낸 환상일 뿐이다. 이 구절에서 확인되는 최 

초의 불일치는 화자와 공간 사이에 위치한다. 현재 주거지를 점유 

하고 있는 것은 화자인데， 이 점유는 우선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랜더 씨의 집이라변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꾼이나 방 

문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환유적 몽상에 의해 

되돌아온 사람들의 위상이 지나치게 불완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불일치는 공간과 되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화자 사이에서 관찰된다고 하겠다. 그란데 이러한 불일치는 현재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를 불안에 빠뜨린다. 그는 “생명의 영원 

성의 소름 끼치는 감정”과 함께 불안을 느낀다. 되돌아온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의 원천여 되어버린 것이다. 주인공은 “침묵의 미로 속 

에 잊힌 살아 있는 영흔”을 소리쳐 부름으로써 주거지와 사람이 불 

일치를 보이는， 이제 바야흐로 악몽으로 변질되고 있는 환유적 몽 

상을떨쳐버리고자한다. 

이렇게 주거지와사람의 불일치는자연법칙을 벗어나는 어떤 것 

이 현실로 침입하는 틈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것은 환상성이 산출 

되는 주된 여건 가운데 하나를 구성한다 13) 폐허， 버려진 집， 빈 집 

등을무대로 한숱한환상문학이 그것을증명한다 14) 

그런데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를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원칙적으로건축공간과전축자가다를경우거기에는불일 

13) 우리가 컬리앙 그라크의 r시르트의 바닷가』를 인용했다면 그것은 그라크의 

소설이 환상문학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방금 분석 

한구절이 거주지와사람사이의 환유적 관계를잘드러내며 그것을불안및 공 

포의 산출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하나의 효과적인 예시로서 

그라크를인용한다. 

14) 이밖에도우리는 세잔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집 l져 Maisondu p없du’이나‘검은 

성 Le Château noir’의 제목 아래 그런 여러 그림들이 산출하는 환상적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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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얼 

마나 많은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매번 자 

신의 주거지를 건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필요에 부합하 

는공간을매번마련할수도없는노릇이다.한번지은건물은오랜 

지속을 갖는 만큼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에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것 

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로마의 산안젤로성城은원래 무덩이었다가요새를거쳐 오 

늘날 박물관이 되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애초에 기차역이었 

다. 이런 경우， 곧 점유권이나 용도가 일정한 합의에 따라 변경되고 

또그주거나용도에 맞추어 형태에 일정한수정이 가해진 경우，주 

거지와 사람의 불일치는 환상성의 산출과 별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있을것이다. 

반면에 어떤 폭력이나 불행， 그리고 그에 이은 꺼림 등으로 인해 

생겨난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생겨난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 

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들은 모두 환상성이 산출되기에 용이한 

조건을 이룬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섬을 끄는 것은 두 

번째 불일치，곧 역사적，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불일치이다. 

2. 고틱소설과 과거의 공포 

혁명 같은사회적 격변은계급， 권력， 소유등에서 커다란변화를 

야기하기 마련이거니와， 공간과 사람의 관계의 재편은 그 대표적인 

파급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배 계급에 속하 

던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과 부를 구현하고 상정하던 거주지를 떠나 

고 새로운 권력 집단에 속한 이들이 그것을 점유하는 상황은 익히 

잘알려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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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역사적 차원에 위치하는 변화에 의해 강요된 거주지와 

사람의 유리， 박탈과상처로작용하는불일치는자연법칙에 어긋나 

는 어떤 것이 현실 속으로 침입하는 틈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불일 

치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어느 시대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바야흐 

로 이성의 지배가 수립되거나 수립된 시기에 발생활 경우， 예컨대 

18세기 후반의 유럽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은 앞서 언급한 자크 카 

조트의 소설들과 영국의 고덕소설에서 보듯 이성과 비이성의 대립 

을 근간으로 삼는 환상문학을 문학적 메아리로 지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단초는 사드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드는 1764년 

에 발표된 호레 이 스 월폴 Horace Wa1pole의 『오트란토 성 The CastIe of 

OtrantojJ 에서부터 비롯되는 고닥소설 Gothic Novel 또는 프랑스인들의 

표현을 따르면 암흑소설 Roman noir을 1688년에 일어난 명예혁명의 

여파와 연관짓는다. 앙드레 브르통은고덕소설에 대한사드의 견해 

를수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Une telle fortune, à la fois publique et priv강e， qui contraste avec 

l’extrême d강faveur dans laquelle de tels ouvrages plus tard n’ont 

cessé en g강néral d ’être tenus, ne s’expliquerait pas si elle ne per 

mettait d’induire à leur adaptation parfaite à une situation his

torique d강termin깅e ， La v강rité， que le marquis de Sade a d생agée 

le premier dans son Idée sur les romans, est que nous nous trouvons 

en pr강sence d’un genre dans lequel, à 1’강poque où il triomphe, il 
faut voir <<1e fruit indispensable des secousses r강volutionnaires 

dontl’Europe entière se ressentaib>. on conçoit à quel point ce야e 

certitude nous est pr강cieuse. L’int，강rêt humain sous sa forme la 

plus commune, la plus spontan강e aussi bien que sous sa forme la 

plus particulière, la plus purement intellectuelle, s’est attach깅 ici 

non pas à la peínture scrupuleusement exacte des 강V강n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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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강rieurs dont le monde d’alors 강tait le théâtre, mais bien à 1’ex -

pression de sentiments confus qui tournent autour de la nostalgie 

et de la terreur. Le principe du pl떠sir n’a 빼lais pris plus mani

festement sa revanche sur le principe de r때it강. Les ruines n’ap

par떠ssent brusquement si chargées de significations que dans la 

mesure où elles expriment visuellement 1’강croulement de la pé

ríode 뚫odale; le fantôme m강vitable qui les hante marque, avec 

une intensité particuli응re， l’appréhension du retour des puissances 

du pass강 ; les souterrams figurent le cheminement lent, périlleux 

et obscur de l'individu humain vers le jour; la nuit orageuse ne 

transpose que le bruit, à peine intermittent, du canon. 15) 

나중에 대개 그러한 작품들을 부단히 사로잡은 극도의 실총과 대 

비되는 공적公的인 동시에 사적인 그러한 행운은 한정된 역사적 상황 

에의 완벽한부합으로 귀납하지 않는다면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드 후작이 그의 『소설론』에서 처음으로 도출해낸 사실에 따르자 

면 우리가지금 말하는장르에서 그것이 승리하던당시 “유럽 전체가 

느끼던 혁명의 충격의 필요불가결한열매”를보아야한다. 이러한확 

신이 우리에게 얼마나소중한지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가장공통적 

이고 가창 자발적인 만큼이나 가창 특수하고 가창 순수하게 지적인 

형태 아래 인간의 관심이 여기에서는당시 세상이 곧극장이던외재 

적 사건들의 세심하게 정확한그림이 아니라향수와공포주위를돌 

아가는 혼미한 감정의 표현에 결부되어 있다. 쾌락의 원칙이 현실의 

원칙에 대해 이보다더 명백하게 복수한적은없다.폐허는봉건시대 

의 와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한에서만 갑자기 의미를 띠 

고 나타난다. 그것을 드나드는 피할 길 없는 유령은 과거의 힘들이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특수한 강도행度로 드러낸다. 지하 

공간들은 벚을 향한 인간 개체의 느리고 위험하고 어두운 나아감을 

15) André Breton, “Limites non-frontières du surr강alisme"， in La Clé des champs, 
Jean-Jacques Pauvert, 1967,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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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한다. 폭풍우의 밤은 쉽 없는 포성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고닥소설의 시대적 연관을검토하는것 외에 그것을둘러싼의미 

들을 매우 풍부하고 깊이 있게 관찰하는 브르통의 말에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유령은 과거의 힘들이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특수한 강도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브르통 

의 이 말에서는 동일한 공간을 무대로 두 개의 힘이 충돌한다. 하나 

는유령의 형태로“되돌아오는”과거의 힘들이고，다른하나는그러 

한 되돌아옴을 두려워하는， 현재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이다. 

불안과 공포는 과거싹 현재의 두 힘이 충돌하는 공간의 긴장된 분 

위기의주조를이룬다. 

그러나 과거의 힘은 공포의 유일한 근원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과거의 힘은 공포의 본질적인 근원이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공포 

의 근원은 현재의 인식 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미래의 모르는 

어떤 힘일수도 있는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마 지나버린과거를모 

호한 형태로 표상하는 유령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투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즉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언제나 과거에 기대어 세 

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 기존의 

잣대로는 판단과 제어가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재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과거의 유령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고닥소설은 물론 호프만의 작품을 비롯한 대부분 

의 환상문학이 낭만주의 계열에 속하고， 이러한 낭만주의 문학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거부하는 반면에 자주 과거지향적인 성격 

을드러냈다는사실은결코우연어 아니다. 

『영국 고덕소설 1764-1824.1l를 쓴 모리스 레비는 성城과 핍박받는 

처녀에게서 고닥소설의 근본적인 두 요소를 본다. 성은 고닥소설에 

서 닫힘과 감금으로 기능한다. 어둡고 적대적인 성은 언제나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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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다. 거기에서 안락한 주거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음침 

하고 적대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온갖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출몰하 

며 유령의 존재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성에 사로잡혀 갖가지 위 

협에 시달리는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는 대부분의 고덕소설에서 이 

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위협적인 성 

의 주인으로서 처녀에게 구혼을 하며 핍박을 가하는 인물이 사실은 

원래 성을소유한가문의 상속자가아니라불법적으로권리를 참취 

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수많은 고닥소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월폴의 『오트란토 성』에 나오는 만프레드 Manfred가 그렇고， 앤 래 

드클리 프 Ann Radcliffe의 『우돌포의 비 밀 The Mysteries of UdolphoJJ (1794) 

에 등장하는 몬토니 Montoni가 그렇다. 공간과 그것이 표상하는 제 

반 권리에 대한 현재 접유자의 정통성 결여는 소설에서 상식과 자 

연법칙을 벗어나며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모든 현상들의 출발점 

을 이룬다. 사드와 브르통을 쫓아 고덕소설의 출현에서 시대적 변 

화를 읽는다면， 여기에서의 정통성 결여는 변화된 시대가주체에게 

야기하는 불편함의 소설적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 

자면 새로운 삶의 조건과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체 

의 불편함이， 악몽의 형태 아래 출몰하는 과거의 기억과 겹쳐지며， 

그리고 현실을 벗어나는 온갖 불가해한 현상과 호응하며 불안과 공 

포를산출하는것이다. 

고덕소설은 이렇듯 과거에 속하는 퇴락한 성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미래가충돌하는불일치의 유형을보여준다. 이어지는장에서 

우리는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의 또 다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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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쉴 베른과 미래의 두려움 

노디에에서 모파장에 이르는 프랑스 환상문학의 대가들을 망라 

하는 차스텍스의 『프랑스의 환상소설』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의 작품의 환상문학적 측면을 다룬 작업들을 모은 최근의 논문집 

서문에서 편집자들은“쉴 베른，환상문학가인가?"라는제목으로글 

을 시작하고 있지만l6)， 우리는 휠 베른 작품의 커다란 부분이 환상 

문학의 범주에 든다고 본다. 우리가 이제 논하려 하는 『카르파티아 

성』이 그대표적인 경우이다. 

소설의 배경은 카르파티아 산맥이 지나는 트란설바니아 지방의 

베르스트 Werst라는 주민 사오백 명 가량의 작은 마을과 그로부터 

얼마 떨어진 산등성이 고원에 외따로 서 있는 카르파티아 성 사이 

에 위치한다。 이야기는 마을의 양치기가 길에서 만난 유태인 행상 

에게서 구입한 망원경 너머로 카르파티아 성의 주루主樓(donjon)에 

서 연기가 피얘오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시작된다. 12세기 

혹은 13세기에 건축펀 이 성은 루마니아의 유서 깊은 명문 고르츠 

Gortz 가에 속하는데， 마지막 상속자인 로돌프 드 고르츠가 떠난 이 

래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미신으로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 

은 문제의 연기에서 악마， 유령， 귀신 등의 존재를 보고 공황에 빠지 

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우선 마을의 용감한 청년 닉 텍 NicDeck이 파 

탁 Patak 박사와 함께 성 진입을 시도하나 설패하고， 이어서 약혼녀 

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자 여행을 하다가 마을을 지나가먼 프란츠 

드 텔렉 Franz de Télek 백작이 마침내 성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는 동 

안 이상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16)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De띠s Mellier et Alain Schaffner, “Jules Veme, 
auteur fantastique?", in Otrante: Jules 1krne et La 1kine jantastique, Kim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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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텍이 성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닉 텍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한밤 

중에 성으로부터 사이렌 같은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오면서 강렬 

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성문을 열려고 문설주의 쇠붙이에 손을 댄 

닉 텍이 원인모를 충격으로 해자에 떨어지고， 프란츠가 어두운 성 

주위를 헤멜 때 죽은 약혼녀 스틸라La Stilla가 성의 테라스에 나타나 

고， 또 그는 마지막 무대에서 부른 아리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듣는 

다. 모든 인물들을 미혹하며 공포에 빠뜨리던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그러나 소설의 말미에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설명을 얻는 

다. 그것들은 전화， 전기， 축음기， 광학 장치 등에 의한 효과였을 뿐 

이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채 스틸라의 영상을 바라보며 그 

녀의 노래를 듣길 원하는 음악광 로돌프 드 고르츠가 사람들이 성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모든 환상소설이 그런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낳던 신비는 『카르파티아 성』의 말미에서 자연법칙에 의해 해명되 

며현실에귀속된다. 

고닥소설이 봉건사회의 몰락에 따른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를 

보여준다면Ir카르파티아 성』은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과학기술 

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른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를 주제로 삼는 

다. 베르스트 주민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는 12-13세기에 건축되어 

이제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고덕 양식의 성과， 최 첨단 과학기술17) 

의 불일치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학문과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혜택 

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예로부터 전승되는 전근대적 가치관 속에서 

17) 특히 사진， 벚， 거울을 이용한 영상과， 목소리를 채집하고 재생함은 물론 전선 

으로 연결된 거울을 통해 상대방의 얼굴까지 볼 수 있는 전화(Jules Veme, Le 

Château des Carpathes, Le Livre de poche, 1992, pp. 213-214)는 오늘날의 광학 

과통신 기술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변 이러한부분은환상소설이 아 

니 라 공상과학소설 science-fiction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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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베르스트 주민들이 성이 

표상하는 세계에 갇혀 있는 반면 로돌프 드 고르츠는 다소 복합적 

인 양상을 보인다. 그는 봉건 귀족의 후예로서 루마니아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쓰라련 좌절을 맛본 뒤 현실 정치 

를 떠나 음악 속에 스스로를 유폐한 과거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 그는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불행한 발명가 오르 

파닉 O따nik의 도움을 받아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 

는， 이를테면 시대를 앞서 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카르파티아성이 과거의 가치와미래의 가치가충돌하는무대 

로 기능한다는 점이고， 바로 이것이 주거지와 사람의 불일치를 구 

성한다는 사실이다. 베르스트 주민들과 프란츠 드 텔렉 백작이 겪 

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아이러니컬한 서술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 

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들을 통해 독자가 겪는 불안과 공포는 

중세의 고성， 그것이 표상하는 가치를 더 이상 담보하지 못하는 로 

돌프 드 고르츠，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과학기술의 불일치로부터 

온다. 이런 점에서 『카르파티아 성』의 환상성은 고덕소설의 것과 

마찬가지로시대의 변화에 기인한환상성이라고할수있다. 

앞서 우리는 고덕소설에 출몰하며 과거의 존재들을 나타내는 유 

령에서 현실에 대한 거부와 미래에의 두려움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마을과18) 최 

첨단의 과학기술을 대비시키는 『카르파티아 성』에는 어찌 보면 현 

재의 차원이 부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은 과학기술을 이야기 

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현실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베르스트 주민들에게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18) 마을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화자는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에 탄광을 중심으로 

발달한 커 다란 산업 단지 un grand centre indust뼈가 있음을 강조한다. (Jules Verne, 
lε Château des ε'arpathes， Le Livre de poche, 1992, p. 34.) 

78 특집·환상문학 



않은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는 과거와 미래만이 

존재하며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띤다. 이런 까닭에 현실에 대한 전 

복과 거부의 주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미래에 대한불안과공포가있을뿐이다.로돌프드고르츠가과학 

기술과 그것에 바탕을 둔 뛰어난 발명품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배 

타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어넣다가 종내 

에는 성을 파괴하는 데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내포한 위험을 본다. 

오르파닝은 과학기술의 타락 가능성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로돌프 

드 고르츠가 죽었다는 사실을 접하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 

는， 오로지 자기의 발명품들만을 소중히 여기는19) 그의 태도는 과 

학기술이 지닐 수 있는 비인간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오르파닉이 

설치한 폭약에 의해 유서 깊은 카르파티아 성이 폭발하는 장면은 

현대의 과학기술이 지닌 위험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고닥소설의 말미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위협하던 초자 

연적인 요소들이 마침내 합리적인 설명을 얻고 자연법칙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처럼ß"카르파티아 성』에서 무지한 베르스트 주민들 

을 공포에 빠뜨리고 성을 파괴하던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과학기술 

은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을 되찾는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로 

돌프 드 고르츠가 단검으로 거울을 깨뜨리자 스틸라의 영상이 사라 

지고， 프란츠 드 텔렉은 자기 약혼녀가 살해되었다고 믿는다.20) 큰 

충격을 받은 프란츠는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프란츠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르파닉의 축음기이다. 언제나처럼 냉정한 태 

도를 견지하는 이 발명가는 프란츠에 대해 아무런 원한이나 반감도 

품지 않고 스틸라의 노래가 녹음된 축음기를 선선히 내어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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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성격을 지난 과학기술은 위험을 내포하고， 그런 만큼 악 

용될 수 있지만 인간이 선의를 품는다면 얼마든지 선용될 수 있는 

것이다.게다가사라지는아름다운목소리에 영속성을부여하고상 

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 같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잘 보여주는 이 대목은 그러나 『카르파티아 성』을 공상과학소설로 

만들지는 않는다. 작품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요소로 인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순간의 합리 

적 설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유령， 귀신， 악마 등 온갖 초자연적 요소들이 문제되는 고닥소설 

과 그로부터 약 백 년 뒤 에 발표된， 눈부시 게 발달하는 19세 기 말의 

과학기술과 그것을 둘러싼 분위기를 여설히 보여주는 쉴 베른의 

『카르파티아 성』은 분명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틀은 적 

잖은 공통점 또한 갖는 게 사실이다. 우선 고덕소설과 『카르파티아 

성』은 툴 다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어떤 것이 현실에 급격하고 우발 

적으로 침입하는 것에 본질을 두는 환상문학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 

합한다. 게다가 모리스 레비가 고닥소설의 두 가지 근본적 요소 가 

운데 하나로꼽은 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불안과 공포 

의 주된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거지 

와사람의불일치를주제화한다.하지만무엇보다도이러한불일치 

에서 기인한 불안과 공포를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해명까 

지 제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사실 고덕소설만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명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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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그것은 책을 읽는 내내 인물과 더불어 초자연적인 요소 

들에 시달린 독자를 현실에 되돌려놓는 안이한 소설적 장치로 비칠 

수 있다. 어쩌면 바로 이 때문에 토도로프는 환상소설 말미의 합리 

적 해명을 환상문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환 

상성이 더 이상환상성이지 않게 하는요소로간주했을지도모르겠 

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고덕소설과 달리 『카르파티아 성』의 말 

미에는 단순한 합리적 해명 이상의 것이 있다. 거기에서는 불안과 

공포를낳는부정적인 것이 치유와위로를제공하는긍정적인 것으 

로 바뀌기에 이른다. 단순한 해명에 그치는 대신에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한 번 언술된， 현실을 벗어나는 것들을 부정하는 이 합리적 

해명은 환상문학에 프로이트가 지적 인 용인이라 부르고， 벤베니스 

트가언어학적 부정이라이름붙이는 것과동일한구조를부여한다. 

환상문학은 따라서 억압된 것 혹은 삶의 뿌리를 적시는 죽음의 충 

동을 긍정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현실의 전복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일종의 문제제기로수립된다.그러나환상문학에서 시대적 변 

화의 연관을보는우리에게 합리적 해명과그것이 마무리하는지적 

인 용인은 현실에 대한 전복과 문제제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다. 그것은 불안과 공포를 낳는 변화된 세계에 대한 적응을 지향하 

는 극복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합리적 해명의 이러한 의미는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의 불안과 극복을 이야기하는 두 환상문학을 겹쳐봄 

으로써 더욱잘드러나는듯 여겨지거니와약 백 년을사이에 둔고 

닥소설과 쉴 베른 작품의 비교는 바로 여기에서 그 의미를 얻는다. 

환상문학에서 카스텍스는 병적인 의식 상태에 연결된， 눈앞에 있 

는그대로의 세계에 대한낭만주의적 거부를，카이유아는사실성의 

바탕 위에 수립된 공포와의 유희를， 토도로프는 위반 transgression을 

본다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지인한 불안과 공포의 표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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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극복을 본다.22) 환상문학은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든 새로운 

국면의 현실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겪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죽음 

에 연결된 근본적인 체험을 하면서 변화된 세계에 적응하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달리 말해 시간과 공간의 인간조건 속에 갇혀 있는 인 

간이 상상력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이야 

기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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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liU강rature famtastique 
- Exprimer 1’inqui다tude et en triompher 

SONG Jin-Seok 

L’irruption du mystérieux ou du sumaturel au milieu du r강el， 

la diffusion de 1’inquiétude et de la peur, 1’explication du mys

térieux ou du sumaturel qui ne le sont qu’en apparence, le r강ta -

blissement de 1’ordre, voilà 1’histoire commune à tous les contes 

fantastiques qui ont apparu en Europe vers la fin du xvme si승de. 

Notre 반ude se propose de d당inir le fantastique et de m강diter sur 

son e띠eu. Voyant dans la structure de la litt강rature fantastique 

une espèce de “négation linguistique"(Benveniste) ou d’“admission 

inteHectuelle"(Freud) qui doit son existence à la négation, nous 

accordons à 1’explication de la fin du conte fantastique le statut 

de constituant. Tout comme la n강gation dont parlent Freud et 

Benveniste, elle permet une repr강sentation de 1’inadmissible et 

parfait en elle-même le fantastique. Cela dif힘rencie notre propos 

de celui de Tzvetan Todorov qui voit dans 1’explication un 회깅ment 

qui met en péril le statut du fantastique pour le faire transformer 

enl’étrange. Notre analyse du Château des Carpathes de Jules Veme 

et sa mise en parallèle avec le Roman gothique anglais nous 

perrnettent de reconnaître à 1’explication ce qui va au-delà d’un 

simple d강nouement， c’est-à-dire le triomphe sur 1’inqui강tude e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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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r qui sont liées au désaccord entre 1’habitat et 1’habitant, dû à 

son tour aux changements historiques. 

주제어 : 환상성， 환상문학， 고덕소설， 쉴 베른 r카르파티아 성Jl， 성 

mots-clés : le fantastique, littérature fantastique, roman gothique/ 

roman noir, Jules Veme, Le Château des Carpathes, châ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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