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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와트(Ian Watt)가 『소설의 발흥』(The Rise of the Novel, 1957)을 통해
확립한 영국소설사를 비판하면서 소설사 다시 쓰기를 시도한 대표적인 비
평가로는 맥키언(Michael McKeon)과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을 들 수
있다. 맥키언과 암스트롱의 연구를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여성과 가정소
설로 논의를 좁힌 암스트롱의 『욕망과 가정소설』(Desire and Domestic
Novel, 1987)이 한층 큰 파급력을 가진다. 암스트롱은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의 『파멜라, 보상받은 덕성』(Pamela, or Virtue Rewarded,
1740)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오스틴(Jane Austen)으로 연결되는 가정소설
의 역사로서 영국소설의 발흥 과정을 다시 쓴다. 이 과정에서 암스트롱의
관심에서 배제된 흐름, 즉 리처드슨 이후 18세기적 감성이 추구했던 이상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오스틴에 이르는 과정이 이 논문의 관심사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픽션의 양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딕소
설을 집어넣어 『파멜라』에서 오스틴 소설로 가는 과정을 재조명한다.
암스트롱도 18세기 감성의 문화와 소설의 부상을 연결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덕성과 쾌락의 합치를 목표로 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그 배
경으로 부각하고자 한다. 덕성과 쾌락을 합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는 균열상이 『파멜라』 이후 계속 나타나는 바, 이를 고딕소설과 근대적 의
미의 포르노그라피에서 읽어낼 것이며 본격소설의 정립이 고딕문학이라는
장르문학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의 욕망, 여성의 읽을거리를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특정한 주체성
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18세기 문화권력으로서 소설의 정착에 일조한다. 가
정 이데올로기가 주축을 이루는 담론 하에서 파멜라는 주체로 구성되지만,
몸이 텍스트가 되면서 독서의 주체로서 ‘읽는’ 여성보다는 읽기의 대상으로
서 ‘읽히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암스트롱은 18세기 전반의 “준(準) 포르노
그라피 소설들”을 『파멜라』가 대체함으로써 소설의 위상이 확보되는 것처
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멜라』에서 포르노그라피적인 면모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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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법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성의
텍스트로서 파멜라의 몸이 덕성을 인정받기 위해 Mr. B와 독자의 시선에
노출될 때에 그 시선은 불가피하게 포르노그라피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소설과 포르노그라피의 관계는 18세기 후반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데, 이 논문에서는 감성주의와 포르노그라피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드러
내는 두 편의 프랑스 소설을 읽으면서 근대적 주체성의 구성 과정에서 폭
력이 생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3장에서는 라클로(Choderlos
de Laclos)의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 1782)와 싸드(D.
A. François de Sade)의 『쥐스틴, 덕성의 불운』(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 1791)을 쾌락의 권력화 양상에 초점을 맞춰 읽어본다.
가정성과 계약의 문제를 다루는 가정소설을 소설사의 중심에 놓는 암스
트롱의 독법에서 폭력은 주변화되지만,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환
기할 때에 폭력이 당대 사람들을 사로잡은 강박임에 분명했음은 1790년대
에 고딕소설이 대유행하는 문화적 현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4장에서
는 고딕과 포르노그라피가 합쳐진 루이스(Matthew Gregory Lewis)의 『수
도사』(The Monk, 1796)에서 혁명과 공포정치의 파장이 몸에 가해진 폭력
의 서사와 판타지를 통해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수도사』가 고딕과 포르노그라피가 겹쳐지는 지점을 드러낸다면, 래드클
리프(Ann

Radcliffe)의

『우돌포

성의

미스터리』(The

Mysteries

of

Udolpho, 1794)는 고딕이 포르노그라피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 한다. 래드클리프는 싸드나 루이스의 포르노그라피의 전제가 되는 몸의
세속화, 탈신성화 현상을 재현하면서도 또한 언제나 그것을 공적 질서 안에
서 해석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봉쇄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가정
성을 복구하는 동시에 섬뜩한 것으로 그려내는 래드클리프 소설을 가정소
설과 고딕소설의 접점으로서 읽는다.
오스틴의 『노생거 수도원』(Northanger Abbey, 1818)은 고딕문학을 패
러디하는 과정을 거쳐 가정소설로 발전한다. 6장에서는 오스틴이 가정성의
복원으로 결말을 맺는 고딕의 관습적인 플롯을 계승하되 이를 계약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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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결혼 플롯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소설이 고딕서
사에서 가정소설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 1811)을 읽어보면서 이 소설에서 성적 계약이
결혼 플롯으로, 몸의 텍스트화 현상이 독자로서 여성 주체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밝힌다.
주요어: 감성, 몸, 고딕, 포르노그라피, 프랑스혁명, 가정소설
학번: 2001-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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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8세기 중반에 발생해서 1790년대 영국에서 대유행하게 되는 고딕소설
(Gothic novel)1)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함께 1790년대 영국의 문
화지형을 지배하는 엄청난 문화적 파급력을 발휘했으며 최근 문화연구의
발흥에 따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사론에서
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아온 장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동안 영국소설사
에서 소홀하게 취급된 고딕소설이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으로 대표
되는 감성주의 소설과 제인 오스틴(Jane Austen) 문학 사이에서 대유행한
현상에 주목하여 『파멜라』(Pamela, 1740)에서 고딕소설을 거쳐 오스틴으로
가는 소설사적 과정에 대해 한층 정교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과잉의 글쓰기”, “숭엄의 문학” 등 고딕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좁게는 프랑스혁명 이후의 격변기인 1790년대, 넓게
는 감성의 문화(culture of Sensibility)가 풍미한 18세기 후반을 역사적 배
경으로 고딕소설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성(reason)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이성과 감정을 아우르는 공감론을 펼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Scottish
Enlightenment)에 입각한 도덕철학의 대중화는 감성의 문화를 배태한다.
허치슨(Frances Hutcheson)과 흄(David Hume), 스미스(Adam Smith) 등
이 중심이 된 사상적 흐름에서 이성은 열정(passion)의 일종으로, 따라서
‘몸’(body)의 일부로서 정의된다. 열정을 철학적 바탕으로 삼는 이들의 논의
는 몸에서 근원하는 쾌락을 사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다.2)
1) 1795년에 출판된 소설들 중 38퍼센트가 고딕소설이었으며 이러한 고딕소설의 유행은
1800년도에 정점을 찍는다. Robert Miles, "The 1790s: The Effulgence of Gothic," The
Cambridge Companion to Gothic Fiction, ed. Jerrold E. Hog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2.
2) 일례로 허치슨이 『미와 덕성 개념의 기원에 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 1725)에서 말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획득하는
행동이 최선”(that Action is best, which procures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s)이라는 주장은 벤섬의 공리주의로 이어진다. Francis Hutcheson, An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 ed. Wolfgang
Leidhol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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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성/가시화(visualization)가 주류 계몽주의에서 출발하는 근대화 기획
의 핵심을 이룬다면, 이들의 도덕철학은 이성보다는 덕성(virtue)을 핵심 개
념으로 부각하면서 몸/덕성/가시성(visibility)을 화두로 삼는다.
인간의 몸과 감각의 보편성, 쾌락과 덕성에 기반을 둔 철학적 문제의식
이 감성의 문화로 이어질 때에 몸의 텍스트화와 ‘읽기’의 문제가 대두된다.
감성(Sensibility)3)의 논리, 혹은 문법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덕성이 몸을
통해 결국은 드러남을 전제하는데, 이런 점에서 『파멜라』는 감성의 논리를
대변하는 작품이 된다. 고딕을 정의하면서 감성의 문화를 그 역사적 배경으
로 끌어오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근대적 가시성의 기획이 발현되고 또한
좌절되는 장으로서 고딕을 정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딕에서 가시성의
좌절은 이성, 내면, 주체와 같은 근대의 핵심적 개념들에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덕성과 쾌락의 합치를 목표로 한 감성주의의 이상에
서 이탈하여 덕성과 쾌락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장르로서 포르노
그라피를 정의하면서 ‘텍스트로서의 몸’(body as text)이 고딕이나 포르노그
라피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i. 영국소설사에서 고딕소설 자리 찾기
낸씨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은 『욕망과 가정소설』(Desire and
Domestic Fiction, 1987)에서 와트나 맥키언(Michael McKeon)이 서술하는
소설사4)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리처드슨의 『파멜라, 보상받은 덕성』
3) 감성(Sensibility)과 감상주의(sentimentalism), 감상(sentimentality) 등 “sense”의 다양한
파생어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8세기 감성주의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정의에 따
라 감각과 지각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sense”의 파생어로서 “감성”을 느낌과 헤아림을 아
우르는 개인적, 사회적, 도덕적 자질로 정의하면서 이 감성이 특히 감정의 과시적 소비로
연결되면서 감정 과잉이나 감정의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부분을 “감상”으로, 이러한 감상
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적 문학/문화 경향을 감상주의로 정의하고자 한다. Raymond
Williams, Keywords (New York: Oxford UP, 1983) 280-82.
4) 와트는 세속화 과정에서 부상한 개인주의, 중산층의 대두, 그리고 이들의 문화적 헤게모
니를 대변하는 예술양식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연결고리를 통해 소설 장르
를 근대화의 적자(嫡子)로 규정한다. 18세기 개인주의와 중산층의 발흥, 소설의 발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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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ela, or Virtue Rewarded)을 출발점으로 하는 영국소설사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고전교육의 영향권에 있던 남성들보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여가의 소일거리이자 교육의 일환이 되었던 독서활동이 바람직
한 여성상(desirable woman)을 제시하면서 여성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추적
함으로써 소설발생과 근대적 주체 구성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멜라』는 소설이라는 문화적 제도의 성립과 이데올로기로
서 여성성의 구성이 불가분의 관계로 동시에 진행되는 18세기 영국의 문화
적 현상을 대표하는 소설로 제시된다.5)
암스트롱은 여성 인물이 중심에 놓이는 “가정소설”(domestic novel)에서
당대 중산층 여성들의 욕망이 남성 주체의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아버지의 권위에 반해 집을 뛰쳐나왔다가 표류하게 된 무
인도에 “왕국”을 건설하는 『로빈슨 크루쏘우』(Robinson Crusoe, 1719)의
이야기를 근대적 개인의 경험으로 표상하는 와트의 경우, 불가불 근대적 개
인으로서 서양 백인 남성의 대표성을 당연시한다. 와트 식의 해석의 기반이
되는 남성 중심적 자유주의의 전제는 내면의 자유가 곧 외부세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여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던 남자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기 쉽지만, 경험의 세계가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던 여성들이 로빈슨 크루쏘
는 세 가지 개념의 연관성이 그리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맥키언(Michael
McKeon)은 『영국 소설의 기원: 1600년부터 1740년까지』(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에서 초기 근대 영국의 귀족들에게서 이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견
됨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비판하고 나선다. 또한 18세기 중산층의 성향이라는 것이 귀족
계급에 동화되고자 하는 자기부정적인 충동에 다름 아니었다고 평가함으로써 와트가 상
정한 중산층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부정한다. 그리고 와트가 소설의 전단계로 규정하는
로맨스 장르도 18세기를 여전히 풍미했으며 드포우(Daniel Defoe)와 리처드슨, 필딩
(Henry Fielding) 같은 작가들도 로맨스의 오랜 전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음을 지적
함으로써 소설을 로맨스로부터 발전한 혁신적인 장르로 규정하는 와트의 견해에 수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주의를 소설 장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실주의를 소설 장르
의 대표적 기법으로 규정하는 전제에서는 맥키언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Harmondsworth: Penguin, 1981); Michael McKeon,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3-4.
5) Nancy Armstrong,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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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이야기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기란 쉽지 않다. 『로빈슨 크루쏘우』에
나타나지 않는 섹슈얼리티나 글쓰기를 통한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의
문제를 다루는 『파멜라』에서 근대적 개인의 지표로서 파멜라의 내면이 드
러나는 방식은 따라서 『로빈슨 크루쏘우』와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파멜
라』를 통해 암스트롱은 소설이 ‘개인’의 구성, 특히 중산층 여성이 구성되는
문화적 역사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그 변화를 이끌어낸 매체가 되는 현상
에 주목한다(23). 이상적인 여성상의 구성과 소설의 발흥, 중산층 (독서계
층) 발흥이 서로 맞물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소설과 내훈서 등 다양한 종류
의 글들에서 개인을 ‘성적 주체’(sexual subject)로 재현하는 양상을 추적함
으로써 암스트롱은 젠더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소설사 다시 쓰기를 시도
한다. 또한 성과 계급의 갈등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이는 『파멜라』에서 Mr.
B의 권위에 대한 파멜라의 저항은 계급갈등의 요소 또한 다분히 드러낸
다.6) 『파멜라』는 신분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던 귀족사회의 관습과 분명
하게 결별한다. 이 소설은 개인의 가치가 그 내면의 덕성에서 비롯됨을 주
장함으로써 중산층 여성을 근대적 주체의 아이콘으로 상정하는 중심 텍스
트가 된다.
와트는 『소설의 발흥』(The Rise of the Novel)에서 리처드슨에 관한 대
목을 서술하면서 가정과 내면을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리처드슨의 서사는 당연히 가정생활과 그것에 속하는 인물들의 사적 경험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양자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들의 집안
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This direction [of Richardson's narrative], of course, is towards the
delineation of the domestic life and the private experience of the
characters who belong to it: the two go together—we get inside their
6) 이글튼(Eagleton)은 리처드슨이 “수탈하는 귀족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 협력하고 대립하
는 서사”를 통해 “영국 계급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Terry
Eagleton, The Rape of Clarissa: Writing, Sexuality, and Class Struggle in Samuel
Richard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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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 as well as inside their houses. (198)

암스트롱이 여성의 생활공간으로서 가정과 여성의 내면, 혹은 그 내면의 여
성적 덕성을 연결 짓는 것에 비해, 와트는 소설 자체가 인물들의 집과 같아
서 소설 읽기를 그들의 집안 들여다보기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유함으로써
집안과 내면의 문제를 연결한다. 마찬가지로 브룩스(Peter Brooks)는 리얼
리즘이 대두하는 과정을 지붕을 없앤 상태로 사람들이 사는 양상을 보고
서술하는 양식으로 설명한다. 이 역시 사적 공간을 들여다봄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알 수 있다는 리얼리즘의 전제를 시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와트에 따르면 리처드슨 소설의 주인공들은 마치 문을 열면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듯이 마음속에 엿볼 수 있는 내면이라는 ‘공간’을 지닌 인물들로
규정된다. 그러나 문을 열면 집안이 보이듯이 인물의 마음속으로 쉽게 들어
갈 수 있음을 가정하는 와트의 진술은 『파멜라』에서 Mr. B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 뿐 아니라 독자도 파멜라를 텍스트로서 읽어내고 이해하는 데에 매
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간과한다.
소설 읽기를 집안 들여다보기에 비유하는 와트의 진술은 브론테(Emily
Brontë)의 『워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 1847)의 서두를 떠올리게
한다. 화자 록우드(Lockwood)의 워더링 하이츠 들여다보기로 시작하는 이
소설에서 화자는 집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집안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음을 가정하지만, 집안 식구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록우드의 예상은 번
번이 빗나가고 만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묵게 되었다가 죽은
캐서린 언쇼(Catherine Earnshaw)의 일기를 발견한 록우드는 워더링 하이
츠의 가장 내밀한 사연과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다. 그가 잠시 들여다봤
으나 제대로 읽지 못한 캐서린의 내면은 유령의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난다.
와트는 내면을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상정하면서 집안을 들여다보듯 사람
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시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7) 브룩스는 알랭-르네 르 싸쥬(Alain-René Le Sage)의 『절름발이 악마』(Le Diable boîteux,
1707)에서 악마가 주인공을 마드리드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로 데려가 그 도시의 모든
지붕들을 없애버려서 모든 방이 들여다보이도록 만드는 장면을 예로 들면서 사생활을 들
여다보고자 하는 시각적 욕망과 소설의 서사적 욕망을 유비한다. Peter Brooks, Realist
Vis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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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더링 하이츠에 대한 록우드의 일련의 오독은 개인의 내면과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시성이 언제든 좌절될 수 있음을 말한다. 와트가 말하는 리얼리
즘이 가시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시성이 쟁점이 되는 『파멜라』
를 핵심 텍스트로 삼는 암스트롱은 Mr. B의 파멜라에 대한 관심과 위협이
몸에 대한 것에서 내면에 대한 것으로 바뀌는, “물리적 침입이 아닌 시각적
강간의 문제”(more a matter of ocular rape than of physical penetration,
Desire 123)로 바뀐다고 보면서 ‘보이는’ 것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와트와 암스트롱의 소설사에서 공히 배제되어 있는 고딕소설은 가시성
을 극대화하면서 또한 이를 좌절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이 소설사의 중심에
놓는 소설들과는 다른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 『워더링 하이츠』의 서두를 특
징짓는 일련의 오독과 가시성의 좌절은 이 소설이 고딕소설의 장르적 특성
을 드러냄을 시사한다. 고딕소설에 나타나는 어둠의 공간들과 내면을 읽을
수 없는 인물들은 내면을 집에 비유함으로써 결국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치
환하는 와트의 방식으로 설명되기 힘든 특징을 드러낸다.8) 록우드의 오독
에 대해 암스트롱은 “그가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준인 상류사
회 관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캐시(Cathy)와 같은 여성 인물이 시선의 대
상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록우드의 인식의 테두리를 벗어나
게 되는 남성 화자의 한계를 지적한다(Desire 196). 그러나 『워더링 하이
츠』의 서두에서 캐서린의 일기를 읽음으로써 그녀의 내면을 재현해보고자
하는 록우드의 시도가 그 재현을 거부하는 유령의 출현에 의해 좌절될 때
에 이는 “여성이 남성의 의식을 침해”(Desire 180)한다는 해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내면이 가시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순간을 극화한다. 『워더링 하
이츠』처럼 고딕적 요소가 나타나는 소설에서 가시성은 매번 문제화된다.
와트는 내면의 자유를 가진 개인을 중심으로 그가 속한 (중산층) 가정이
대두하는 역사적 변화를 소설 발흥의 배경으로 제시하지만, 개인의 사적 경
8)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은 18세기 말 고딕소설의 유행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의
소설들 중 이러한 고딕적 면모를 담지하고 있는 소설로서 『워더링 하이츠』를 읽는다.
Eve Kosofsky Sedgwick, The Coherence of Gothic Conventions (New York: Methuen,
1976) 9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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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중심에 놓여 있는 ‘몸’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암스트롱은 와트가 리
처드슨 소설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성적 경험, 특히 여성의 몸과 섹슈얼
리티 문제9)가 실은 소설 기원의 중심에 놓여야 할 핵심적인 문제임을 강조
한다. 와트가 개인의 사적 경험이 중요해지는 역사적 변화와 소설 장르 발
흥의 관계를 지적하면서도 배제하고 넘어가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이것이 소설이나 내훈서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피는 암스트롱의 논의는 푸꼬(Michel Foucault)가 『성애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에서 말하는 18세기 후반 섹슈얼리티의 담
론화에 대한 논의에 힘입은 바 크다.10) 암스트롱은 푸코의 섹슈얼리티 개념
을 끌어와 “성과 정치의 관계”(10)를 강조하면서 섹슈얼리티를 “순전히 기
호학적인 작용”으로 정의한다(11). 이전의 비평가들이 성과 섹슈얼리티, 대
상과 재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푸코는 욕망이 언어와
글쓰기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층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섹슈얼리티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푸꼬는 몸과 섹슈얼리티가 쾌락(pleasure)과 권력(power)이 조응하면서
만들어내는 근대 담론의 중심에 놓이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는 시기
로 18세기 말을 꼽는다. 이런 점에서 그는 18세기에 몸과 삶, 글이 만나는
장으로서 소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중심에 놓
고 영국소설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암스트롱의 기획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Mr. B가 편지를 찾기 위해 파멜라를 몸수색하는 장면을 읽으면
서 그의 욕망이 파멜라의 “몸”에서 “글”로, 그녀의 “몸을 정복하는 쾌락”에
서 “텍스트에 대한 쾌락”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18세기 소설 발흥의 역사에
상응함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Desire 6). 이처럼 몸에 대한 암스트

9) 와트는 리처드슨 소설의 이런 면모가 그의 작품들로 하여금 포르노그라피라거나 설교와
스트립쇼의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리처드슨 소설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195-6).
10) 암스트롱은 “소설의 역사는 성(sexuality)의 역사와 불가분임”을 전제하면서 “최초의 근
대적 개인은 여성”(the modern individual was first and foremost a woman)이라고 주
장함으로써 근대적 개인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남성의 대표성을 당연시하는 와트의 해석
에 도전장을 내민다(Desire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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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의 관심은 여성성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텍스트로서의 몸’, 혹은 몸이 텍
스트화하는 현상에 집중된다. 와트가 가정이나 개인의 내면처럼 ‘보이지 않
는’ 것을 ‘보이게’ 하는 장르로서 소설을 규정했다면, 암스트롱의 성취는
『파멜라』 같은 소설에서 내면이 몸으로 구현되면서 이것이 섹슈얼리티 문
제로 연결됨을 밝히는 데에 있다.
“서사적 글쓰기의 대상이자 동기로서의 몸”(the body as an object and
motive of narrative writing)11)을 논의의 전면에 내세우는 브룩스(Peter
Brooks) 역시 암스트롱처럼 육체와 서사가 맺는 긴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
춘다. 암스트롱은 내훈서나 소설 같은 글쓰기가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 혹은 권력을 낳는 구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브룩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쾌락 뿐 아니라 지식과 권력”을
생산하는

기제로서

몸이

서사를

낳고

이것이

또한

서사의

“신체

화”(somatization, Body Work xii)로 이어진다고 본다. 브룩스는 『플롯을
위한 읽기』(Reading for the Plot)12)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기제로서 (남성
적) 욕망을 다루면서 서사의 ‘신체화’에 대해 논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 몸과 이에 대한 호기심이 서사를 낳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몸에 대한 시각적 재현(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body, xi)과 문
학 전반의 관계를 추적하고자 한다. 암스트롱이 푸꼬의 방법론을 빌려 와
담론에 의한 사회적, 언어적 구성물로서 몸을 정의한다면, 브룩스는 그럼에
도 이러한 문화적 구성물, 혹은 이데올로기적 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몸의
물질성과 타자성을 강조한다(7-8).
브룩스도 초기 소설의 대표 작가로 리처드슨을 꼽는다. 그 이유는 와트
가 말하는 내밀한 사적 경험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육체와 성이라는 점
에 주목하여 가장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invasion)가 공공연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제를 18세기 서간체 소설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30). 브룩스
11) Peter Brooks, Body Work: Objects of Desire in Modern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xi.
12) Peter Brooks, Reading for the Plot: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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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처럼 소설이라는 장르는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 성과 육체, 침실과
가정처럼 사적이고 내밀한 것을 공공의 시선으로 노출시키게 된다. 소설의
발흥 시기에 성애문학(erotica)이나 외설물(obscene literature)이 유행하게
되면서 예전부터 존재했던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장르도 18세기 중반
에 발흥하게 되는 현상은 사적 경험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장르로서 소설과
포르노그라피가 공유하는 장르적 특징의 공통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소설
의 이후 행보가 대체로 개인과 그 내면의 재현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르노
그라피는 텍스트로서 (주로 여성의) 몸에 독자/관찰자의 의지와 욕망을 투
사하는 권력 관계 안에서 그 몸/텍스트(body/text)에 대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장르로서 분화한다. 이때 쾌락의 대상으로서 몸/텍스트의 표면을 가시
적으로 재현하고 시각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서사의 욕망은 내면/깊이 대
신 그 표면에 집중된다.
흥미로운 것은 고딕소설 장르에서 내면 대신 인물의 ‘표면’(surface)에
서사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그 장르적 특징을 정의할 때에 이것이
포르노그라피와

접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은 고딕소설에 기존의 비평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별한 공간적
모델이 관습적으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12). 자아가 자신의 과거나 가족사,
연인처럼 보통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에서 갑자기 분리되어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 표리부동, 그리고 그것에
접근할 수 없기에 생기는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말할 수 없는 것의 내용보
다 그것이 깨지는 폭력적인 방식 등에 주목한 세즈윅은 이를 고딕문학의
형식적 특징(conventions)으로 규정한다. 세즈윅의 논의가 갖는 의의는 사
적인 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내면과 육체에 대한 재현이 필연적으로 불러일
으키게 되는 오독, 혹은 가시성으로 완전히 치환되지 않음으로써 재현됨 자
체에 저항하는 깨지기 힘든 불투명한 여러 겹의 껍질과 같은 ‘표면’을 발견
하는 데에 있다. 기존 소설사의 중심에 놓이는 서사들이 주로 내면을 가진
인물의 시간에 따른 성장을 다룬다면, 내면 대신 표면이 서사의 전면에 등
장하는 고딕소설에서는 인물의 시간에 따른 성장이 한정된 공간에서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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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인 행위로 대체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18세기 중반의 베스트셀러가 『파멜라』였다면, 1790년대의 베스트셀러는
단연 앤 래드클리프(Ann Radcliffe)와 매슈 그레고리 루이스(Matthew
Gregory Lewis)로 대표되는 고딕소설이었다. 와트가 고딕소설을 감상주의
(sentimentalism) 문학과 함께 “다양한 도피적인 문학 경향들”(various
fugitive literary tendencies, 330) 중 하나로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내면을 가진 개인의 대두와 소설의 부상을 연결시키면서 “형식적 리얼리즘”
을 소설장르의 대표 기법으로 정의하는 그의 비평적 관점으로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몸과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소설발생론의 중심
에 놓고자 한 암스트롱이 감성주의의 파장 안에 놓여 있는 고딕소설에 대
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은 의외인 측면이 있다.13) 파멜라로 대변되는 중
산층 여성의 도덕적 권위가 그 내면의 덕성에서 비롯됨을 주장하는 암스트
롱은 인물의 내면 대신 ‘표면’에 더 관심을 보이는 고딕소설을 소설사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내훈서에서 금기시한 여성의 몸에 대한 재현과 그 육체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장면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파멜라』의 도처에서 발견되
는 관음증적인 시선은 그것이 파멜라의 육체를 끊임없이 볼거리의 대상으
로 재현하고자 하는 서사적 욕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파멜라』는 가정소설의 기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앞서 정의한
바 포르노그라피와 고딕 소설의 맹아가 내재한 텍스트로 볼 여지가 있다.
1764년 호러스 월폴(Horace Walpole)의 『오트란토 성: 고딕 이야기』
(The Castle of Otranto: A Gothic Story)가 발표된 이후 30년이 채 지나
지 않아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고딕 소설은 세즈윅의 지적처럼 기존의 소
설사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서사들과 정반대의 형식적 특징을 드러낸다.
고딕소설에 대한 최근의 비평적 관심은 정전, 혹은 본격 문학과 대립되는
대중문학, 혹은 대중문화의 이항대립이 해체되면서 낭만기에도 다양한 문화
연구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비평흐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낭
13) 『제인 에어』(Jane Eyre)에 대한 논의에서 암스트롱은 쏜필드(Thornfield) 저택을 “리처
드슨과 래드클리프가 귀족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 악마적 힘이 퍼져 있는” 곳으로
묘사하지만, 래드클리프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이것뿐이다(Desire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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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잊혀 있던 대중
적 장르문학인 고딕소설이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즈윅 이전에 고딕
소설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던 비평들의 공통점은 낭만기의 주류 문학으
로 자리 잡은 낭만주의 시의 비평틀을 적용하여 고딕소설에서 인물의 ‘깊
이’, 즉 내면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14) 와트의 소설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고자 하는 암스트롱 역시 여전히 개인의 내면, 혹은 깊이에 집착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암스트롱은 『파멜라』에서 Mr. B의 시선이 파멜
라의 육체라는 ‘표면’에서 그녀의 내면의 ‘깊이’로 점차 나아가게 된다고 주
장한다(Desire 120). 그러나 파멜라가 결혼한 뒤에도 Mr. B의 주변 사람들
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멀리서 봐도 예쁘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아주 예쁜 것”(very handsome things)이라 품평하는 대
목15)은 이 소설의 포르노그라피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표면’으로서의 파멜
라의 몸을 볼거리로 대상화하는 시선이 작품의 후반부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반증한다.
파멜라는 성적 대상이자 포르노그라피적인 시선과 욕망의 대상으로 재
현되나 내면의 덕성을 인정받아 결국 개인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개인으로
성립한다.16) 그러나 1790년대에 들어 감성주의 소설의 계보를 잇는 래드클
리프의 여주인공들은 자율적인 개인이라 말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평면적
인 인물로 등장한다. 등장인물들의 수동성과 평면성은 1790년대 고딕소설
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들은 와트가 근대적 개인의
특징으로 지적한바 시간의 추이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며, 암스트롱이 지적한 것처럼 “최초의 근대적 개인”으로서
14) 일례로 미요시(Masao Miyoshi)는 고딕 소설의 악한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날카로운 개인적 자각”으로 인해 19세기 영국 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자기
분열적 성향의 대표적인 징후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asao Miyoshi, The Divided
Self: A Perspective on the Literature of the Victorians (New York: New York UP,
1969) xiv.
15) Samuel Richardson, Pamela, or Virtue Rewarded (New York: W. W. Norton, 1993)
299.
16) 『클라리싸』(Clarissa, or the History of a Young Lady, 1748)에서는 위협의 상황이 더
심각해져 결국 클라리싸는 러블리스(Lovelace)에게 강간당하지만, 클라리싸는 러블리스가
종용하는 대로 그의 소유가 되는 대신 죽음으로서 승리하는 쪽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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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멜라가 성취한 바와 거리가 멀다. 와트와 암스트롱이 소설의 발흥에 관한
논의에서 공히 고딕소설을 배제하는 것은 고딕소설이 이들이 주장하는 근
대적 주체화의 서사라는 소설사의 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790년대에 들어 근대적 개인의 서사가 힘을 잃고 수동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대두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
답하기 위하여 환기하게 되는 역사적 흐름의 중심에 프랑스혁명이 있다. 혁
명이 혁명 후 세대들에게 남긴 정신적 외상(trauma)은 1800년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가

『서정

담시집』

「서문」(“Preface

to

Lyrical

Ballads”)에서 정신의 “야만적 마비 상태”(savage torpor)17)라고 명명한 수
동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18세기 개혁과 프랑스혁명을 가능케 한 계몽주의
적 전제는 개인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실패 이후 18세기 내내 고조되어 가던 역사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서 개인에 대한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영
국소설사에서 고딕소설에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은 소설사를 구성하는 과
정에서 혁명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을 포
함한 전 유럽에서 혁명의 파국이 남긴 파장은 대중의 집단적 무의식에 잔
류한다.
맑스(Karl Marx)는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변혁의 주체로서 인
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뼈아프게 그려놓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만드는 것은 아
니다.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전달된 상황
과 맞부딪혀 역사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이 살아
있는 세대들의 머리를 악몽처럼 짓누르고 있다. 자신과 현실을 변혁하는 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혁명적 위기에 그들은 과거의 유령을 갈망하여 불러낸다.

17) William Wordsworth, "Preface to Lyrical Ballads,"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ed. W. J. B. Owen (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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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make their own history, but they do not make it just as they please;
they do not make it under circumstances chosen by themselves, but under
circumstances directly encountered, given and transmitted from the past.
The tradition of all the dead generations weighs like a nightmare on the
brain of the living. And just when they seem engaged in revolutionizing
themselves and things, in creating something that has yet never existed,
precisely in such revolutionary crisis they anxiously conjure up the spirits
of the past . . .

18)

계몽주의의 전개와 함께 반세기 이상의 개혁이 진행된 이후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오리라 믿었던 혁명은 오히려 반동 정국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혁명
을 경험한 세대들은 잘라내고자 했던 과거라는 시체에 여전히 발목이 묶여
있는 듯한 무력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게 된다. 맑스가 혁명의 역사를
논하면서 “죽은” 세대들의 전통이 “악몽”처럼 살아있다는 고딕적 수사를 차
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폴슨(Ronald Paulson)은 『혁명의 재현』(Representations of Revolution,
1789-1820, 1983)에서 “고딕은 실상 동시대의 영국인들이 1790년대에 바다
건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로 작용
했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공포가 표출되는 방식의 일환으로
고딕을 정의한다.19) 혁명의 상징은 바스띠유라는 성채로 된 감옥을 성난 군
중들이 파괴하는 장면이었고, 압제자에 의해 핍박받는 성에 갇힌 여주인공
같은 고딕 소설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은 혁명 당시의 억압적 권력 관계 혹
은 그 전복의 플롯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오트란토 성』과 『수도사』(The
Monk, 1796)를 비교하면서 전자를 구체제(ancien régime)의 우화로, 후자
를 혁명의 우화로 정의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221). 고딕소설의 대유

18)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New York: International,
1972) 15.
19) Ronald Paulson, Representations of Revolution, 1789-18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8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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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혁명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려할 때에 혁명
을 통해 고딕의 역사화를 시도하는 폴슨의 시도는 선구적이라 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폴슨의 방법론을 차용하되 혁명을 낳은 계몽주의와 감성주
의 담론을 고딕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문맥으로서 탐구하고자 한다.
고딕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페미니즘 비
평에서 시작된다. 엘렌 모어즈(Ellen Mores)가 래드클리프의 소설들을 “여
성 고딕”(female gothic)20)이라 명명한 이후 고딕을 여성의 자아나 섹슈얼
리티와 관련하여 읽고자 하는 관점이 대두된다.21) 암스트롱이 가정소설이라
는 개념을 통해 가정에서 권위를 획득하는 여성 주체에 주목한 이후, 고딕
소설 비평에서도 가정성을 다루는 여성 고딕과 가정으로부터 탈출하거나
추방된 남성 주체를 다루는 남성 고딕(male gothic)을 대조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위협에 처한 가정성을 회복하는 장르로서 여성 고딕을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 주체가 성장하거나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
을 읽어내는, 즉 이를 일종의 여성 성장소설(female bildungsroman)로 읽
는 방식은 고딕소설 비평의 큰 흐름이 되었다.22) 그러나 “여성 고딕” 논의
의 핵심 텍스트라 할 수 있는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재현되는
방식은 과연 최종적으로 여주인공의 성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
대목들이 많다.23)
20) Ellen Mores, Literary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90-110.
21) 고딕에 나타나는 근친상간 모티프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읽는 남성 비평가들에 반하
여 여성이 어머니라는 “거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읽고자
하는 캐헤인의 주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Claire Kahane, "The Gothic Mirror," The
(M)other Tongue: Essays in Feminist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ed. Shirley
Nelson Garner, Claire Kahane, and Madelon Sprengneth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334-51.
22) 대표적인 예로 일리스의 비평을 들 수 있다. Kate Ferguson Ellis, The Contested
Castle: Gothic Novels and the Subversion of Domestic Ideology (Urbana &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9). 일리스는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고딕소설에
서 “가정 이데올로기의 전복”을 읽어내면서 “여성 고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남성 고
딕”이 나온다고 주장함으로써 지배적인 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복을 꿈꾸는 서사로서
여성 고딕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작품 비평에서는 에밀리가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결말 부분 등을 예로 들어 이 소설 전체를 “여성중심적”(woman-centered, 122)이라
고 읽는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다.
23) 이에 대한 논의는 『우돌포 성의 미스터리』에 관한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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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8세기 소비문화 부상과 관련해 (소설의) 소비자인 동시에
소비재가 되는 여성의 문제는 고딕소설과 관련된 비평의 흐름을 다각도로
열어놓는다. 소비사회가 낭만성을 촉발하고 낭만성이 소비사회를 강화하는
상호 관계를 추적하는 캠벨(Colin Campbell)은 소비재로서 고딕소설에 접
근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쾌락을 찾도록 만드는 고딕소설의 유행과 근대
소비주의를 연결한다.24) 본격적으로 고딕소설의 유행을 소비주의의 부상과
연결짓는 클러리(E. J. Clery)는 윌리엄 레인(William Lane)이 주도한 미네
르바 출판사(Minerva Press) 시리즈를 통해 1790년대 문학의 상품화 현상
과 함께 인쇄된 글이 웨지우드(Josiah Wedgwood)의 도자기처럼 자본주의
적인 소비재가 되는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 현상을 ‘읽기 혁명’이라 명명한
다.25) 18세기 말에 여성의 신체, 특히 죽은 시신을 미학화하는(aestheticize)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의 몸을 텍스트화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브론펜
(Elisabeth Bronfen)의 논의26)는 1790년대 고딕소설에서 몸이 구현하는 스
펙터클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는 현상을 해명해주는 강점이 있다. 루이스와
래드클리프의 고딕소설을 특징짓는 (여성의) 몸에 대한 가시적 재현, 혹은
가시성의 좌절은 『오트란토 성』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몸과 가시성의 문
제를 1790년대 고딕소설의 특징으로 규정하도록 만든다.
몸과 가시성이 핵심용어가 되는 고딕적 상황은 언제든지 포르노그라피
로 연결될 수 있다. 브론펜의 주장처럼 여성의 몸이 관찰자의 의지와 욕망
이 투사되는 텍스트화하면서 미학화될 때에 이러한 양상이 가장 노골적으
로 구현되는 서사가 바로 포르노그라피이기 때문이다. 프랜시스 퍼거슨
(Frances Ferguson)은 『포르노그라피, 그 이론』(Pornography, the Theory)
다.
24) Colin Campbell,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Oxford a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176.
25) E. J. Clery, The Rise of Supernatural Fiction, 1762-1800 (Oxford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26) Elisabeth Bronfen, Over Her Dead Body: Death, Feminity and the Aesthetic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2). 브론펜의 책을 여성고딕 비평의 주요
저서로 꼽는 논의로는 Robert Miles, "Introduction," Women's Writing, 1:2 (1994):
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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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8세기 후반 포르노그라피의 유행을 생체정치학(bio-politics)이라는
푸꼬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퍼거슨은 섹슈얼리티가 담론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데에서 나아가 포르노그라피가 근본적으로 공리주의
적인 인식론의 한 예임을 주장한다.27) 개별적인 행위(action)의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대신 그 행위가 특정 집단 안에서 획득하게 되는 상대적
인 가치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환원하여 명시하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포르노그라피와 공리주의의 인
식론이 상통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벤더(John Bender)나 밀러(D. A.
Miller) 같은 비평가들도 공리주의를 끌어와 소설 비평을 시도하지만28) 이
들의 논의가 벤섬(Jeremy Bentham)의 팬옵티콘(Panopticon)이라는 근대적
규율과 권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대변하는 단일한 구조로 수렴된다면,
퍼거슨은 팬옵티콘에서 몸의 담론을 읽어내는 푸꼬의 통찰을 가져와 포르
노그라피라는 장르에서 쾌락 추구를 그 원리로 삼는 공리주의적인 인식론
을 읽어낸다.
덕성과 쾌락의 합치를 추구한 감성주의로부터 덕성과 쾌락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포르노그라피와 고딕소설의 접점이 생긴다는 필자의 주장은 이러
한 퍼거슨의 논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퍼거슨이 『파멜라』와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을 공히 돈 많은 신사와 가난한 여성의 만남의
27) Frances Ferguson, Pornography, the Theory: What Utilitarianism Did to Acti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4.
28) 푸꼬가 재발굴한 벤섬의 팬옵티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평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
다. 일례로 벤더는 『감옥 상상하기: 18세기 영국 소설과 정신의 구조』(Imagining the
Penitentiary: Fiction and the Architecture of Mind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에서 소설이 팬옵티콘처럼 감시와 감금을 동시에 구현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독자는 인물의 의식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반면 전지전능한 서술자의 지배적
권력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중적 위치에 동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벤더는 소설
을 팬옵티콘과 같은 “문화적 체제”(cultural system, 215)로 규정하면서 타인의 불행을 바
라보는 스미스(Adam Smith)적인 관찰자의 공명정대함(impartiality)도 투명성의 세계에
서 감시의 대상에게 감시하는 이가 갖는 무심함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벤더는 공감의 가능성에 회의를 표명하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의 여러 대목을 인용하지만 이 대목들에서 묻어나는, 공감의 연극성과 허구
성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공감을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스미스의 혼재
된 문제의식을 간과하는 약점을 드러낸다. John Bender, Imagining the Penitentiary:
Fiction and the Architecture of Mind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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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설명하는 것은 두 작품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Pornography 30). 이에 이 논문에
서는 『파멜라』와 『오만과 편견』의 ‘사이’에 1790년대 고딕소설과 『노생거
수도원』(Northanger Abbey, 1818)이 있었고 싸드가 『쥐스틴』에서 극도로
밀어붙인 몸과 가시성의 문제가 1790년대 영국 고딕소설에서 어떤 방식으
로 반복돼서 재현되고 봉쇄되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앞서 세즈윅의 작업이 갖는 함의가 와트 등이 소설사에서 중심에 놓는
자유주의적 서사가 갖는 특징과 정반대의 형식적 특징을 갖는 장르로서 고
딕을 정의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고딕소설은 근대화와 소비주의의 산
물인 동시에 근대성에 대한 거부감, 혹은 근대화에 대한 반발에 기반을 둔
다.29) 근대화란—혁명이 그러했듯이—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출
발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회귀와 맞닥뜨
리게 된다.30) 고딕소설과 정신분석학의 관계가 부각되는 것은 후자가 전자
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분석학 자체가 과거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 현재를 지배하는 과거를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고딕소설의 원조 격인 월폴의 『오트란토 성』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점차
잊혀지고 가려진 유령들을 중세의 성으로 다시 불러낸다. 오트란토 성의 군
주인 맨프리드(Manfred)가 아들 콘래드(Conrad)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권력
을 지키기 위해 죽은 아들의 약혼녀인 이자벨라(Isabella)와 강제로 결혼하
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서 군주로서의 지배권을 지키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여성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성적 위협으로 드러나는 이 소설의 모
티프들은 이후의 고딕소설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콘래드의 죽음이 맨프리드
에게 성을 찬탈당하고 암살된 뒤 잊혀졌던 알폰소(Alphonso)의 유령에게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지는 『오트란토 성』의 결말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29) 일례로 킬구어는 고딕소설의 기원을 역사, 혹은 개인의 성장과 진보, 발전이라는 관념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접근한다(37).
30)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이라는 혁명의 담론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연속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정당화하게 된다. Keith Michael Baker,
“A Foucauldian French Revolution?,” Foucault and the Writing of History ed. Jan
Goldstein (Oxford: Blackwell, 199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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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한 “억압된 것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pressed)을 떠올리게 한
다.

고딕소설과

관련해서

자주

원용되는

개념인

‘섬뜩한

낯설음’(the

uncanny)에 대해 프로이트는 이것이 “사실 새롭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
라,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친숙한 것이 단지 억압의 과정을 통
해 유리된 것으로, 숨겨져 있어야 할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정의한다.31)
이 “억압된 것의 귀환”은 우리의 “자유 의지라는 환영”(the illusion of free
will, 236)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현재에 출몰하는 과거의 유령이다. 주체는
타인을 유령으로 타자화하지만32) 과거에 묻은 억압된 존재가 현실로 귀환
할 때에 주체는 타자성의 위협 안에 갇힌다. 또한 근대적 주체는 시간성에
근거한 기억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온전함(integrity)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현재에 출몰할 때에 교란된 시간성은 주체의 동일성을 해체
한다.
고딕소설은 그 장르적 특징으로서 가시성이나 몸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
는 현상이 대변하는바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산물이이면서, 근대성의 핵심을
이루는 과거와의 결별이나 자유주의적 서사를 되돌리고 거스르고자 하는
반근대적 충동이 동시에 발현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표면’만 읽을 수 있
는 고딕문학의 특징은 세즈윅이 이미 지적한대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세
즈윅이 말하는 고딕소설의 ‘표면’에 대한 논의를 18세기 후반, 특히 1790년
대라는 역사적 문맥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33) 이 ‘표면’을 역사화하고자 할
때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18세기 후반을 지배한 가시성에 대한 강박
의 이면에 자리 잡은 어둠에 대한 공포이다.

31)

Sigmund Freud, "The Uncanny,"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7, trans.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73) 241.
32) Terry Castle, "The Spectralization of the Other in The Mysteries of Udolpho," The
New Eighteenth Century: Theory, Politics, English Literature, ed. Felicity Nussbaum
and Laura Brown (New York and London: Methuen, 1987) 231-53.
33) 스푸너의 진술처럼 한 세기에 걸친 텍스트들을 아우르는 세즈윅의 공시적 접근법이 작
품별로 다른 역사적 문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Catherine Spooner, Fashioning Gothic Bod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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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몸과 가시성, 그리고 혁명
하나의 두려움이 18세기 후반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사물과 사람, 진실이 남김
없이 보이는 것을 막는 어둠이 깔린 공간들, 어둠의 장막에 대한 두려움이.
A fear haunted the latter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fear of
darkened spaces, of the pall of gloom which prevents the full visibility of
things, men and truths.34)

푸꼬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에서 프랑스혁명과 고딕소설이
공유하는 인식론을 “어둠이 깔린 공간들, 어둠의 장막에 대한 두려움”으로
규정한다. 푸꼬의 진술에서 어둠이 공포의 대상으로 정의되는 이유는 그것
이 “남김없이 보이는 것”(full visibility)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남김없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어둠에 대한 공포를 낳는다는 점에
서 어둠에 대한 공포와 가시성에 대한 강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근대
적 개인에 대한 와트의 가정은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딕 인물들의 베일 벗기기는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 고딕
소설에서 ‘표면’을 벗기면 또 다른 표면이 나오면서 덮여있는 것의 정체를
낱낱이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은 좌절되고 그 욕망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더
라도 시선이 닿지 못한 어두운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러한 고딕적 상황은 가시성에 대한 역사적 강박을 드러내는 징후인 동시에
푸꼬가 말하는 “남김없이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결국 공포를 낳는 기제
가 됨을 말한다. 고딕에서 중요한 것은 덮여있는 것의 정체가 아니라 그것
이 덮여있다는 사실과 그 가려있음이 유발하는 공포와 가시성의 좌절이
다.35)
34)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and trans. Colin Gordon, Leo Marshall, John Mepham,
Kate Soper (New York: Pantheon, 1980) 153.

- 19 -

푸꼬는 벤섬의 팬옵티콘에서 “남김없이 보려는 것”(all-seeing)에 대한
집착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에서 벤섬이 루쏘(Jean-Jacques
Rousseau)를 보완하는 인물이라고 본다(Power/Knowledge 152). 루쏘가
“언어의 불필요한 수식, 의미의 오용과 전용이 사회의 타락과 맞물려 있고,
과시욕과 경쟁, 우월의 모든 상징들이 자연 상태에서 타락한 징표임을 지적
하면서, 과거의 제도에 오염되어 있는 기존의 재현 방식 전체를 폐지할 때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주창한”36) 이른바 ‘투명성’(transparency)에
가치를 부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혁명이론의 토대를 제공한 루쏘
와 혁명의 실패 후 19세기 공리주의 개혁을 주도했던 벤섬에게서 가시성에
대한 강박이라는 공통분모를 추출해내는 그의 지적은 흥미롭지만, 사실 이
들의 공통점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들 ‘사이’에 프랑스혁명이 놓여 있
으며 이를 전후로 하는 루쏘와 벤섬의 가시성에 대한 강박의 성격이 다르
다는 점이다.
루쏘의 투명성 이론은 인간의 생래적인 덕성이 몸으로 드러나 마땅하다
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무엇인 체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
러나야 한다”(men should not seem but be)는 루쏘의 주장37)은 개인의 내
면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사회를 이상으로서 추구한다. 그가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Lettre à d'Alembert, 1758)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으로 가장하는 배우라는 직업의 부도덕성을 역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38) 이 글에서 루쏘는 배우의 존재가 전제하는 연극성을 비판하고 연
극 자체를 공화국에서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관객들이 볼거리가 되게
하라, 그들 자신이 배우가 되게 하라”("[D]onnez les Spectateurs en
35) 세즈윅이 덮여있는 것의 내용보다 덮여있는 표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이다.
36) 유명숙, 「에드먼드 버크의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프랑스혁명에 드
리워진 장 자크 루소의 그림자」, 『영문화권연구』 5권(1997): 124.
37) Margaret Iversen, "Imagining the Republic: the Sign and Sexual Politics in France,"
The Enlightenment and Its Shadows, ed. Peter Hulme and Ludmilla Jordanov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124.
38) Jean-Jacques Rousseau, Politics and the Arts: Letter to M. D'Alembert on the
Theatre, trans. Allan Bloo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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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acle; rendez-les acteurs eux-mêmes," Rousseau 126)고 말함으로써
관객과 광경이 분리되지 않는 축제를 이상으로 제시한다.39)
인간의 생래적인 덕성과 그 투명한 발현을 주장하는 루쏘는 모든 사람
이 감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감정이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보편
적인 덕성을 담보한다는 감성의 보편주의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18세기 감
성의 문화의 산물이다. 감성의 문화를 낳은 철학적 배경에는 샤프츠베리
(Anthony Ashley 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와 그의 대표적인 계승
자 허치슨과 흄, 스미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었다.
이들이 개진하는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하나의
계몽주의 흐름으로 묶게 되는 기반은 그 사상이 공유하는 도덕철학적인 성
격과 철학적 중심 개념으로서 공감(sympathy)의 문제이다. 이들이 공감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세속화와 함께 개인화가 진행
되는 시기에 개인을 묶어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자질로서 공감론이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점을 갖는다.
세속화의 진행과 동시에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자연
과 이성, 덕성은 세속화 시대를 대변하는 계몽주의의 핵심 개념이 된다. 그
동안 계몽주의 담론의 주류를 이룬 것은 모든 피조물 중 인간에게 유일하
게 주어진 자질로 평가된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코틀
랜드 계몽주의에서 공감의 근거로서 느낌(feeling), 혹은 열정은 이성을 포
괄하는 큰 외연을 갖는 인간 본성으로 정의된다. 일례로 흄은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1740)에서 “이성과 열정은 서로 대립될 수 없
39) 영어로 『연극에 관하여 달랑베르 씨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M. D'Alembert on
the Theatre)로 번역되어 있는 이 글의 제목에서 “연극”(theatre)은 "spectacles"의 번역어
인데, 프랑스어 spectacles은 영어에서 구경거리(spectacle), 연극(theatre), 오락 활동
(entertainment)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문맥에 따라 이 세 가지 단어
들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관객들이 서로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
라”([L]et the spectators become an entertainment to themselves)는 영역본의 표현보다
원본의 표현이 이 글의 취지에 더 부합하기에 이를 인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마샬(David
Marshall)은 이 글의 영역 제목이 Letter to d'Alembert on Spectacles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avid Marshall, The Surprising Effects of Sympathy: Marivaux,
Diderot, Rousseau, and Mary Shelle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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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is impossible that reason and passion can ever oppose each othe
r)40)고 하면서 이성과 열정의 대립이란 조용한 열정과 격렬한 열정의 대립
에 다름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성을 열정의 한 종류로 정의한다.41)
흄이 “도덕은 판단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Morality . . . is more properly
felt than judge’d of)이라고 정의할 때에 도덕성의 근거로서 인간의 보편적
인 감각에 기반을 둔 느낌은 공감의 원리 안에서 이성과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대신 통합적인 것으로 연결된다.42)
루쏘의 투명성 이론에서 제기되는 가시성의 문제는 덕성을 ‘읽어내는’
원리로서 감성의 문화의 자장 안에 놓인다. 반면 벤섬의 팬옵티콘이 구현하
는 가시성의 원리는 보는 이와 보이는 이의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한다. 시
선에 대한 독점이 곧 권력에 대한 독점을 의미하는 이 원형감옥의 핵심은
“보이지 않으면서 볼 수 있도록”(seeing without being seen) 간수를 중앙
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벤섬은 설명한다.43) 어둠 속의 간수는 보이지 않
으면서 죄수들에게만 조명을 비춤으로써 권력관계를 발생시키는 팬옵티콘
의 원리는 관객과 광경의 절대적 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루쏘가 부정하
고 경계한 극장에 가깝다. 가시성에 대한 루쏘적 강박은 보이지 않는 개인
의 내면이 그의 몸을 통해 표면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기반으로 투
명성에 기초한 관계맺음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벤섬의
팬옵티콘이 상정하는 관객과 광경의 분리는 혁명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
어 1790년대에는 푸꼬가 말하듯이 “남김없이 보려는” 시도의 이면에 어둠
의 공간들이 자리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
“보는” 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권력의 전통적인 주체는 왕이었다. 신민들
을 내려다보면서 그의 시야 안에 두는 것은 루이 14세를 절정으로 하는 절
40)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L. A. Selby-Bigg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416.
41) Luigi Turco, "Moral Sense and the Foundations of Moral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Scottish Enlightenment, ed. Alexander Broadi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43.
42)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2장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43) Jeremy Bentham, The Panopticon Writings, ed. Miran Božovič (London: Verso,
199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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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권이 발현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Outram 44). 신민들이 왕을 우러러
보는 반대 방향의 시선 또한 전통적인 통치 방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
다. 만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엄연히 실재하는 것
으로 간주되었던 그리스도의 신비체(corpus mysticum) 개념이 왕을 머리
로 하고 성직자, 귀족, 평민의 세 신분이 몸통과 사지로서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신체를 구성한다는 통치체(body politic) 이론의 토대로 사용되었기 때
문이다.44)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을 이어받은 왕의 신성한 몸과 그것이
자아내는 스펙터클은 절대주의 시대의 중요한 통치 방식이었다. 루이 14세
의 화려한 치장과 온갖 연극적인 궁정 행사들은 “짐이 곧 국가”라는 진술을
가능케 한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기제로서 왕의 신체를 공적
신체(public body)로 재현한다.
1793년 1월 21일의 루이 16세 처형은 혁명 후 세대의 무의식 속에 강렬
한 트라우마로 남게 된 사건이었다. 인민에 의한 왕의 처형이라는 이 역사
적 사건은 전통적인 의미 체계 안에 놓고 보면 국가의 사지인 인민이 스스
로 팔을 들어 제 머리를 잘라낸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지지자들
은 그의 처형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오늘 수세기 동안 편견에 사로
잡힌 이들이 억눌러 왔던 위대한 진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오늘 우리는 왕
도 인간에 불과하며 어떤 인간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까뻬(Capet)는 죽었다.”45) 왕의 처형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부정하면서 이
를 오로지 루이 까뻬라는 일개 시민의 시신이라는 표면으로서 재현하는 혁
명론자들의 수사는 이것이 혁명 이후 가시성에 대한 강박으로 연결되는 변
화를 예보한다. 버크(Edmund Burke)는 『프랑스에서의 혁명에 관한 고찰』
(Reflections of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에서 이러한 혁명의 추이
를 미리 예견한 바 있다.

44) Paul Friedland, Political Actors: Representing Bodies and Theatricality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5. Foucault 1995,
28-9.
45) Antoine de Baecque, Glory and Terror: Seven Deaths under the French
Revolution, trans. Charlotte Mandell (New York: Routledge, 20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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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베르사이유에서 당시 황태자비였던 프랑스 왕비를 본 것이 십육칠여 년
전 일이다. 거의 내 안구에 닿은 것 같지 않은, 분명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듯
한, 더욱 아름다운 환상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제 기사도의 시대는 지나갔다.
삶의 모든 점잖은 휘장들은 거칠게 찢겨 나갈 것이다. 이런 도식 하에서 왕은
남자일 뿐이요, 여왕은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동물일 뿐이고, 가장 높은 서열
도 아닌 동물이다. 국왕시해와 부모살해, 신성모독은 법체계의 단순함을 파괴
함으로써 이를 타락시키는 미신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게 된다. 왕과 왕비,
주교나 아버지 살해는 단지 평범한 살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It is now sixteen or seventeen years since I saw the queen of France,
then the dauphiness, at Versailles; and surely never lighted on this orb,
which she hardly seemed to touch, a more delightful vision. . . . But the
age of chivalry is gone. . . . All the decent drapery of life is to be rudely
torn off. . . . On this scheme of things, a king is but a man, a queen is
but a woman; a woman is but an animal, and an animal not of the
highest order. . . . Regicide, and parricide, and sacrilege, are but fictions
of superstition, corrupting jurisprudence by destroying its simplicity. The
murder of a king, or a queen, or a bishop, or a father, are only common
homicide.46)

버크의 목격담은 “거의 내 안구에 닿은 것 같지 않”았다는, 즉 보되 눈으로
만 보지 않음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더욱 아름다운 환상” 같았다는 시각적
경험 이상의 것을 재현한다. 이를 통해 왕비의 재현은 시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후광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혁명을 가능케 한 전제 조건들이 왕과 왕
비의 공적 신체에서 ‘공적’인 부분은 지워버리고 ‘신체’만 남겨 그것이 시체
나 동물의 몸과 다를 바 없이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때에
공적 신체로서의 의미체계는 붕괴되고, 따라서 왕과 왕비의 처형도 가능하
게 되는 메커니즘을 버크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왕과 왕비의 공적 신체에 대한 훼손은 그 누구의 신체든지 훼손할 수
46)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2003)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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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열어젖히게 된다. 왕의 신성한 몸 자체가 장엄한 광경과 동
일시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왕의 죽음도 여느 누구의 죽음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민주적’ 변화가 하필 기요틴으로 표상되는 것은 프로이트의 ‘섬뜩한
낯설음’이 환기하는바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홀로 선 개인의 몸이 물리적
/심리적 위협에 더욱 쉽사리 노출되는 변화에서 기인한다. 섬뜩한 낯설음을
자아내는 신체의 이미지들에서 발생하는 공포는 의식적으로 온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체가 실은 언제든지 잘려나가거나
부서질 수 있다는 억압된 허약함의 실상을 환기하는 데에서 온다. “절단된
사지, 참수된 머리, 손목에서 잘려나간 손, 혼자 춤추는 발, 이 모든 것에
특히 섬뜩하게 낯선 무언가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본다(244). 개인의 신체
안에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할 사지와 손발이 이 유기체로부터 떨어
져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증명”(ibid.)하는 순간, 이전의 ‘통치
체’가 그랬듯이 각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통합적인 유기체로서 개
인의 신체라는 관념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딕소
설에서 신체가 잘려나가고 부서져나가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기반으로 홀
로 선 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파편화의 위험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47)
혁명을 이끌어낸 가장 큰 동력은 개인이 왕을 머리로 하는 통치체의 신
민(subject)에서 자율성을 주장하는 주체(subject)가 되는 변화였다.48) 그러
나 루쏘적인 사회 계약에 의거해 시민이 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시민/주체
로 서는 경험과 함께 일반 의지(general will)에 흡수되는 경험을 동시에 겪
는다.49) 통치체로부터 독립한 개인이 자율성을 주장할 때에 그 근거는 그
47) 라깡(Jacques Lacan)이 상상계, 혹은 거울단계에서 가정하는 것도 총체적인 육체의 환
상 아래에 억압되어 있는 파편화된 신체의 이미지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바
라본 아이는 생애 최초의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주체를 온전한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상 그것은 파편화된 신체의 이미지로부터 총체적인
육체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이라고 라깡은 주장한다. Jacques Lacan,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as rev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77) 1-7.
48) Dorinda Outram, The Body and the French Revolution: Sex, Class and Political
Cultur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75.
49) 일반 의지 안에서 개인은 “주권에 참여하는 시민”(Citizens as participants in the

- 25 -

가 타인과 만나는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 경험을 ‘내면화’하는 과정
을 통해 성장하는 주체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1790년대 고딕소설의
서사는 개인적 경험의 내면화와 시간의 경과를 통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도 이것이 담보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래드클리프의 『우돌포 성의
미스터리』(The Mysteries of Udolpho, 1794)에서 주인공 에밀리 쌩 오베르
(Emily St. Aubert)는 프랑스와 이태리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사건에 맞닥뜨리지만, 이 소설의 서사는 이 경험들을 통한 에밀리의 성장
대신 그녀가 처한 일련의 보이는/보이지 않는 신체의 위협을 묘사함으로써
진행된다. 루이스의 『수도사』(The Monk, 1796)에서 주인공 암브로시오
(Ambrosio)는 마틸다(Matilda)의 유혹을 통해 성자에서 악한으로 변화하지
만, 서사는 이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대신 이런 변화가 부각하는 스펙터
클을 묘사하는 데에 주력한다.
스펙터클의 대상으로서 왕의 몸이 단두대의 평등을 통해 여타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 없는 물리적인 몸으로 격하된 이 시대에 개인의 몸을 스펙
터클로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우선 그것을 폭력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곧 이어 그 폭력의 과정과 이후의 상처입고 절단된 육체, 혹은 시
체를 전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50) 피터 브룩스가 “혁명의 에피소드들
sovereign authority)이 되는 동시에 “국가의 법에 의해 지배받는 국민”(Subjects as
subjected to the laws of the State)이 된다.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Later Political Writings, ed. Victor Gour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51. 베이커(Keith Baker)가 프랑스 혁명을 추동한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탈분화(dedifferentiation)의 테크놀로지라고 명명하는 것은 혁명의
과정에서 개인이 개별적인 주체가 되는 과정과 그 개인들이 맺는 관계가 일반적인 것으
로 환원되는 과정(universalization)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190).
50) 앙뚜완느 드 배끄(Antoine de Baecque)는 스펙터클을 만들어낸 혁명기의 의식과 재현
의 중심에 종종 시신(corpse)이 놓여 있었던 현상에 주목한다(8). 1793년에 있었던 마라
(Jean-Paul Marat)의 장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의 죽음을 두고 한 연설가가 “오, 마
라의 심장, 오, 예수의 심장이여”(O cor Marat, O cor Jesus)라고 한 유명한 일화는 그
리스도의 죽음이 상징하던 영광되고 고난 받는 공적 신체의 이미지가 혁명기에 혁명영웅
의 사적 신체로 전이되면서 혁명영웅이 가시적인 공적 신체로 등장하게 되는 현상을 예
시한다. 드 배끄는 미라보의 사망과 장례 과정 전체가 대중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던 현상
이나 9월 대학살(September Massacres) 당시 랑발 공주(Princess de Lamballe)가 처형
된 후 그 시신이 발가벗겨진 채 난도질되어 전시되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던 사건 등
을 예로 들어 혁명기의 스펙터클이 종종 사적인 신체를 공공에 전시하는 형태로 구현됨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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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것 중의 하나”로 꼽는 생드니(Saint-Denis) 사원
에서 부르봉 왕조의 유해들이 파헤쳐져서 훼손된 일51)이나 혁명기 이전부
터 쏟아져 나온 마리 앙뚜와네뜨(Marie Antoinette)에 대한 포르노그라피
들52)은 혁명기에 나타난 왕과 여왕의 몸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두 사건을 가능케 한 전제는 앞서 버크가 말하고 있는바 공적
신체 개념이 해체되면서 여왕도 여자일 뿐이고 왕의 육체도 결국 인간의
그것에 불과한 물리적 신체일 뿐이라는 신체 개념의 전환이다. 이 사건들은
왕과 여왕의 공적 신체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며 이렇게 사유화된 공적 신체가 개인에 의해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축약적
으로 드러낸다. 혁명기의 수많은 사건들 중 이 두 가지 사건의 조합은
1790년대에 고딕과 포르노그라피가 만나는 지점이 육체와 정치, 시각과 권
력이 뒤얽히는 그물망 안에 놓여있음을 예시한다. 1790년대 고딕과 포르노
그라피에 공히 등장하는 고립된 공간과 이것이 전제하는 사회와의 분리, 고
립된 공간을 지배하는 (남성적) 권력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성
적) 몸, 그리고 인물의 성장을 배제하는 반복적인 행위 등은 이 시기 고딕
소설과 포르노그라피의 접점이 혁명 후 능동적인 인간 주체에 대한 믿음이
부정되고 권력을 가시화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신체를 텍스트화하는 현상에
서 기인함을 말한다.53)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로서 앙뚜와네뜨를 재현하면서 공적 신

51) Peter Brooks, "Melodrama, Body, Revolution," Melodrama: Stage, Picture, Screen
ed. Jacky Bratton, Jim Cook and Christine Gledhill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94)
52) Lynn Hunt, "The Many Bodies of Marie Antoinette: Political Pornography and the
Problem of the Feminine in the French Revolution," Eroticism and the Body Politic
ed. Lynn Hu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53) 『오트란토 성』 이후로 고딕소설에서 여주인공을 물리적, 성적으로 위협하는 남자주인공
이 등장하는 것은 상례가 되었지만, 고딕과 포르노그라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클 게이머(Michael Gamer)는 1790년대 영국에
서 아직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고딕과 포르노그라피라는 두 장르가 장르에 대한 명
명과 정의 이전에 특정 작품들에 가해졌던 사회적 비난과 박해를 통해 규정되어 갔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지만, 두 장르가 공유하는 인식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는 거리
가 멀다. Michael Gamer, "Genres for the Prosecution: Pornography and the Gothic,"
PMLA 114 (1999):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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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개념이 해체되는 시대를 탄식하는 버크는 그 비극성을 고조시키기 위해
고딕과 감성주의 소설의 서사를 동원한다.
1789년 10월 6일 아침, 프랑스의 왕과 왕비는 혼돈과 놀람, 경악과 도살의
하루를 보낸 후에 공적 신의의 보장 아래 마음 놓고 몇 시간 쉬면서 걱정으로
우울한 잠을 청하기 위해 몸을 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옥체를 보전하
려면 어서 피하시라는 문간 보초병의 목소리에 잠에서 먼저 깬 것은 여왕이었
다. 그들이 보초병을 덮쳤고, 그는 죽었다. 그들은 그를 즉시 베어 죽였다. 잔
인한 무법자와 암살자들은 보초병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여왕의 침실로 돌진하
여 총검과 단검으로 침대를 백번쯤 찔렀다. 이 박해받은 여성은 거의 벌거벗은
채 겨우 도망쳐 살인자들이 모르는 길을 통해 당장 자기 목숨도 건사하기 힘
든 왕이자 남편의 발치로 몸을 피했다.
왕과 여왕,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안의 은신처
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다. 이들이 떠날 때 궁전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학살에
오염되어 있었으며 널브러진 사지와 절단된 시신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History will record, that on the morning of the 6th of October,
1789, the king and queen of France, after a day of confusion, alarm,
dismay, and slaughter, lay down, under the pledged security of public
faith, to indulge nature in a few hours of respite, and troubled,
melancholy repose. From this sleep the queen was first startled by the
voice of the sentinel at her door, who cried out to her to save herself by
flight . . . that they were upon him, and he was dead. Instantly he was
cut down. A band of cruel ruffians and assassins, reeking with his blood,
rushed into the chamber of the queen, and pierced with a hundred
strokes of bayonets and poniards the bed, from whence this persecuted
woman had but just time to fly almost naked, and, through ways
unknown to the murderers, had escaped to seek refuge at the feet of a
king and husband, not secure of his own life for a moment.
This king . . . and this queen, and their infant children, . . . were
then forced to abandon the sanctuary of the most splendid palace in the
world, which they left swimming in blood, polluted by massac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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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wed with scattered limbs and mutilated carcasses. (60)

1789년 10월 6일 루이 16세와 왕의 가족들이 베르사이유에서 빠리로 호송
된 사건을 버크는 루이 16세 내외의, 특히 “여왕의 침실”에 대한 침입의 서
사로 재구성한다. 여왕의 침실 역시 휴식을 취하고 잠자는 사적 공간임을
환기한 뒤 버크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잠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서 가장 사적인 순간을 침탈당해 “거의 벌거벗은 채” 도망치는 앙뚜와네뜨
를 덕성을 시험받는 감성주의 소설의 여주인공처럼 “박해받은 여성”으로 재
현한다.54) “널브러진 사지와 절단된 시신들”로 뒤덮인 베르사이유 성은 중
세의 어느 성채보다도 고딕적인 공간으로 재현된다. 이 “박해받은 여성”이
“왕이자 남편”인 루이 16세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할 때에 여왕의 신변, 혹
은 앙뚜와네뜨의 몸을 보호하는 것은 왕이 구현하는 공적 질서의 수호와
관련되는 동시에 아내와 남편 사이 가정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 사건에 대
한 버크의 묘사는 정치적인 문제가 성적 관계를 통해 표상되고 공적인 국
가의 문제는 사적인 가정의 문제와 동일시되는 혁명기의 특징을 반영한
다.55)
54) 이 순간을 묘사한 작자미상의 판화 『1789년 10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공포의 밤』
(La terrible nuit du 5 au 6 octobre 1789)에서는 여왕이 “거의 벌거벗은 채” 몸을 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구도상 중심에서 이 가족이 받는 “박해”를
표상하는 인물로 앙뚜와네뜨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판화는 상하 이분
법적인 구도를 통해 위쪽에 앙뚜와네뜨와 그 아이들이 칼을 피해 도망치는 장면과 아래
쪽 혁명군의 태연자약한 태도를 극명히 대조시킨다. 혁명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가장
비열한 여자들”(the vilest of women, 61)을 꼽은 버크의 설명처럼 이 판화에서도 혁명군
의 다수가 여자들이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55) 클로디아 존슨은 이 대목에서 버크가 여왕에 대한 침해를 왕의 권위에 대한 공격과 동
일시함으로써 정치적 행위를 성적 행위로서 진술한다고 본다. 헌트는 특히 1789년부터
1794년 사이에 “공적인 것”(la chose pulique, or “public things”)의 추구가 사회전반으
로 확장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지우려는”(effacing the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시도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이 다분히
정치화하는, “사적 공간에 대한 공적 침입”(the public invasion of private space) 현상을
지적한다. 캐머론(Vivian Cameron) 역시 혁명기에 유행한 앙뚜와네뜨의 포르노그라피 중
에서 1791년 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정체(政體)』(Ma Consitution)에서 공공의 몸으로서
정체가 프랑스의 군주정체와 여왕의 물질적 몸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함으
로써 정치적인 문제가 성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현상을 혁명기 캐리커처의 특징으로 정의
한다. Claudia L. Johnson, Jane Austen: Women, Politics and the Novel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5; Lynn Hunt, “The Unstable
Boundaries of the French Revolution,” A History of Private Life, Volume IV: From
the Fires of Revolution to the Great War, ed. Philippe Ariès, Georges D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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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을 성적 갈등을 통해 재현한 소설로도 해석되는 『파멜라』
에서 몸과 권력, 가시성의 문제는 고딕이나 포르노그라피로 발전할 가능성
을 품고 있지만, 암스트롱의 관심은 이 지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파멜라』가 암시하는 몸에 대한 폭력과 여성 신체의 재현은 이 소설에 고
딕과 포르노그라피적인 요소들이 잠재해 있음을 말한다. 고딕과 포르노그라
피가 둘 다 18세기 중반의 산물이라고 할 때에 이 시기가 감성의 문화가
지배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래드클리프의 소설들
은 감성주의 소설의 변형이라 할 수 있으며, 싸디즘을 통해 포르노그라피의
대명사가 된 싸드(D. A. François de Sade)의 『쥐스틴』(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 1791)의 부제 “덕성의 불운”은 『파멜라』의 부제 “보
상받은 덕성”에 대한 명백한 패러디이다.
이 논문에서는 내면의 덕성이 몸/글(body/writing)의 텍스트로 구현되는
『파멜라』와 달리 몸에 가하는 폭력을 텍스트화하는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와
1790년대 고딕소설을 병치해 그 문맥에서 1798년에 집필되어 1818년에 출
간된 『노생거 수도원』을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암스트롱이 “『오만과 편견』
같은 소설은 『파멜라』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Desire 135)고 말했다
면, 이 논문에서는 『파멜라』로 대표되는 감성주의 소설에 내재되어 있는 육
체와 성의 문제를 극단으로 밀고 나간 포르노그라피와 고딕 같은 장르 문
학이 『노생거 수도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 『파멜라』에서 오스틴
에 이르는 소설의 계보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이에 1장에서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공감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쾌락과 덕성을 합치하고자 하는 과
정에서 어떤 균열점이 드러나며 18세기 감성주의 소설의 대표작 『파멜라』
에서 파멜라가 드러내는 모순과 자기부정의 양상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감성주의가 드러내는 균열상이 라클로(Choderlos de Laclos)의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 1782)를 거쳐 『쥐스틴』에서 어
Michelle Perrot, and Arthur Goldhamm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0); Vivian Cameron, “Political Exposures: Sexuality and Caricature in the French
Revolution,” Eroticism and the Body Politic ed. Lynn Hu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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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극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혁명 후 고딕과 포르노
그라피가 겹쳐지는 소설로서 루이스의 『수도사』에 대해 논의해 본 뒤 4장
에서는 이런 포르노그라피적인 요소들이 래드클리프의 고딕소설에서 반복
되어 재현되고 봉쇄되는 양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1790년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노생거 수도원』을 읽어보면서 오스틴이
고딕문학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노생거 수도원』이 가정소설로 발전하게
됨을 주장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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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성주의와 『파멜라』
[1]로크(John

Locke)는

『인간오성론』(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0)에서 인간이 백지(tabula rasa) 상태로 태어나 육체
의 감각으로 축적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정의한
다.56) 따라서 감각으로 경험하는 “쾌락과 고통이 지금 나에게 유일한 중요
한 문제”(pleasure and pain, which is one great concernment of my
present state, II, 328)라고 선언하는 로크의 인식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불
행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은 선으로,
고통을 자아내는 것은 악으로 규정된다(I, 303).57) 이처럼 인간의 감각을
기반으로 선악을 정의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적 열정에서 비롯되는 홉스식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을 중재하고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질이 바로 덕성이다. 포콕(J. G. A. Pocock)은 공화주의의 재조명
과 함께 운명(fortuna)에 대항하는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자질을 뜻하던 덕
성의 전통적인 의미58)에 공공의 선에 대한 헌신, 시민들 간 평등의 실천
등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의미가 더해진다고 본다.59)
육체를 죄의 근원으로 보면서 육체를 갖는 모든 인간이 원죄로부터 결
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정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에서 감성적 덕성이 대변
하는 육체의 긍정과 그 감각을 통해 선악을 판별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세
속화된 윤리관으로의 이행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사안은 덕성과 쾌
락이 배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변화이다. “자연상태”의 개인은 서
56)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vol. 1. ed. Alexander
Campbell Fraser (New York: Dover, 1959) 121-22.
57) 감각적 주체가 경험하는 쾌락과 고통, 행복과 불행을 강조하는 로크의 태도는 쾌락과 행
복, 선을 같은 것으로 본 홉스의 도덕관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James Sambrook,
The Eighteenth Century: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Context of English Literature
1700-1789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3) 63.
58) J. G. A. Pocock, The Machia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31-48.
59) J. G. A. Pocock, Virtue, Commerce, and History: Essays on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Chiefly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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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홉스의 논리나 인간의 마음을 백지 상태에
비유한 로크의 논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샤프츠베리는 “생래적 자질로서의
자애심(benevolence)을 부각”함으로써 “성악설에서 성선설로 가는 인식론적
전환”을 가능케 한다.60) 인간의 덕성이 타고난 도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본
샤프츠베리는 인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보는 관찰자이거다 다른 마음을
듣는 이어서, 마음에는 눈과 귀가 달려있다”(THE MIND, which is
Spectator or Auditor of other Minds, cannot be without its Eye and
Ear; ibid.)고 정의한다.61) 경험으로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로크적인 근대적
주체의 기반이 육체와 그 감각이었다면, 샤프츠베리에 와서 인간의 육체와
오감은 선악과 미추를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지위가 격상된다.
선악과 미추의 기준이 같을 수 있다는 윤리학(ethics)과 미학(esthetics)
의 만남은 도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심미안으로서의 취향,
혹은 기호(taste)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샤프츠베리의 대표적인 계승
자인 허치슨이 『미와 덕성 개념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서 아름다움과 덕성
을 모두 판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기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24-27). 기호의 개념을 통해 허치슨은 쾌락과 덕성을 매개한
다. 아름다운 대상이 우리에게 쾌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듯이 “인간의 본성
은 덕성의 실현을 목격할 때에 반드시 쾌락을 느끼게 되어있다”([F]rom
the very Frame of our Nature we are determin'd to perceive Pleasure
in the practice of Virtue, Inquiry 110)고 생각하는 허치슨은 “타인의 행복
을 바라보는 것은 쾌락에 필수적인 순간이며 타인의 불행은 바라보는 이에
게 고통의 순간을 안겨준다”(the Observation of the Happiness of others
is made the necessary Occasion of Pleasure, and their Misery the
Occasion of Pain to the Observer)62)는 진술을 통해 공감을 정의한다. 타
60) 유명숙, 『역사로서의 영문학: 탈문학을 넘어서』 (서울: 창비, 2009) 143.
61) Anthony Ashley 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 Times, vol. 1, ed. Philip Ayres (Oxford: Clarendon, 1999) 203.
62) Francis Hutcheson, An Essay on the Nature and Conduct of the Passions and
Affections, with Illustrations on the Moral Sense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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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복에서 쾌락을, 불행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를
덕성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허치슨은 “덕성의 쾌락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따라서 덕성스러움이야말로 우리
의 진정한 이득”(Pleasures of Virtue to be the greatest we are capable
of, and that consequently it is out truest Interest to be virtuous, Essay
5)이라고 주장하면서 “쾌락을 자아내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선이요, 고통을
낳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악(That we call good, which is apt to cause or
increase pleasure, . . . on the contrary, we name that evil which is apt
to produce or increase any pain, 303)이라고 규정한 로크의 명제를 “선이
쾌락이요 악은 고통”(NATURAL Good is Pleasure: Natural Evil is Pain,
Essay 34)으로 그 선후관계를 재정의한다.
샤프츠베리와 허치슨 모두 미적/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이 우리에게
쾌락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으로써 덕성의 발현과 공감의 과정에 개입되는
시각의 역할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드러낸다. 흄은 나아가 아름다움이란 대
상에게 내재해 있는 속성이 아닌 관찰자(spectator)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느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공감의 메커니즘에서 공감하는 주체의 관찰자적
인 성격을 부각시킨다. 허치슨이 행위자(agent)가 그의 행동(action)을 바라
보는 사람들로부터 승인(approbation)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덕
성으로 정의한다면(Turco 137), 흄은 관찰자에게 도덕적 승인이라는 쾌락의
감정을 가져다주는 자질을 덕성으로 정의한다.63) 요컨대 허치슨에게서 행동
의 주체에게 놓였던 덕성론의 중심이 흄에서는 그 행동을 바라보는 관찰자
에게로 옮겨가게 되고, 이는 덕성의 의미가 무엇을 행하는 자질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질로 변화함을 뜻한다.
허치슨은 도덕관념(Moral Sense)이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주치
는

대상의

실재로부터

어떤

관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a

determination of the mind to receive any idea from the presence of an

63)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Beauchamp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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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object which occurs to us, independent of our will)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도덕관념이 신체의 오감처럼 의지의 개입 이전에 즉각적으로 작용하게 되
는 일종의 감각(sense)에 가깝다고 본다. 흄 역시 『인성론』에서 “우리는 다
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 안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된
다”(we enter so deep into the opinions and affections of others,
whenever we discover them, 319)고 말함으로써 공감의 메커니즘이 육체
와 그 감각이라는 보편적인 기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신 작용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허치슨과 흄이 상정했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공감의 과정은 스미스(Adam Smith)에 이르면 상상력과 가정에
기반을 둔 보다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진술된다.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의 서두에서 스미스는 “우리가 마치 그
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가 겪는 고통
이 어떤 것인지 다소 알게 되고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그의 고통과 완전
히 다르지는 않은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W]e enter as it were into his
body, and become in some measure the same person with him, and
thence form some idea of his sensations, and even feel something
which, though weaker in degree, is not altogether unlike them)64)는 말
로 공감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 한 문장에 들어 있는 수많은 제한조건
들(qualifications)―“마치”, “어느 정도”, “다소”,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은 공감의 과정이 언제나 허구적일 수 있으며 나
와 남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강한 자의식을 드러낸다.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스스로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스미스적인 주체는 이 과정에서 자기분열을 일으킨다.
내 자신의 품행을 살피고자 할 때에 분명히 나는 내가 두 사람인 것처럼 나누
어보게 된다. 심사관이자 재판관인 나는 심사받고 재판받는 나와 다른 인격을
대변한다. 첫 번째의 나는 관찰자이고 두 번째의 나는 행위자이다. 전자는 재

64)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mherst: Prometheus,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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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이고 후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원인이 모든 점에서 결과와 같
을 수 없듯이 재판관도 모든 점에서 재판받는 이와 같을 수 없다.
When I endeavour to examine my own conduct, . . . it is evident that, . .
. I divide myself, as it were, into two persons; and that I, the examiner
and judge, represent a different character from that other I, the person
whose conduct is examined into and judged of. The first is the spectator,
. . . The second is the agent, . . . The first is the judge; the second the
person judged of. But that the judge should, in every respect, be the
same with the person judged of, is as impossible as that the cause
should, in every respect, be the same with the effect. (164-65)

샤프츠베리도 자아 성찰을 위해 “네 자신을 둘로 나눠 보라”(Divide
your-self, or Be TWO, 93)고 권한 바 있지만, 스미스의 분열된 자아에서
관찰자와 행위자의 간극은 샤프츠베리가 일시적으로 상정한 것과 달리 항
시적인 현상으로 진술된다.65) 자신이 상정한 관찰자와 행위자 사이의 거리
가 공감을 이기적인 것으로 정의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됨을 인식한 스미스
는 “공감은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든 이기적인 원리로 간주될 수 없
다”(465)고 강조하면서 상대가 받는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나는 당신과 입
장을 바꿔볼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도 바꿔본다”(I not only change
circumstances with you, but I change persons and characters, 466)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변천하는 공감에 대한 정의에서 점차 부각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관객이자 볼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감의 연극성이다.66)
흄 역시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1751)에서 공감하는 주체를 연극을 보러간 관객에 비유한 바 있
다. 흄은 많은 사람들이 단일한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65) Jonathan Lamb, The Evolution of Sympathy in the Long Eighteenth Century
(London: Pickering & Chatto, 2009) 61-65.
66) David Marshall, "Adam Smith and the Theatricality of Moral Sentiments," Critical
Inquiry 10 (1984): 5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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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지만, 또한 공감하는 주체의 관찰자적인 성격과 따라서 그가 언제나
관객으로서의 수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공감을 “본래 감정의 재
현”(64)으로 설명하는 스미스가 공감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볼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바꿔본다고 했을 때에 이제 관객인 동시에 배
우가 되는 공감의 주체는 수동성과 연극성이라는 양날의 칼 위에 서게 된
다.
몸과 마음, 개인과 사회의 합일을 지향하는 공감의 원리를 극단으로 밀
어붙일수록 주체는 관찰자와 행위자로 분열하게 되고 공감의 연극적 성격
이 공감하는 주체의 수동성을 강조하게 되는 모순은 감성의 대중화 과정에
서 여실히 드러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덕성으로 규정하는 감
성주의 소설이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삶과 글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가정과 독서경험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67)
감성주의가 갖는 혁명성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감각을 기반으
로 하는 보편적인 덕성의 가능성을 역설하는 데에서 온다.68) 그러나 감성
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남의 고통을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tableau)
으로 시각화해 소비하면서 이에 대한 미학적 탐닉으로 돌아서게 되는 현상
이 벌어진다. 타인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기절하는 예민한 감수성의 표현이
감성의 진수처럼 통용되면서 1790년대에 오면 연극을 보던 여성 관객들이
기절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기묘한 행태까지 등장한다.
[2]파멜라가 구현하는 진정성과 덕성을 통해 『파멜라』는 18세기 감성의
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69) 이 소
설은 전통적 권력의 주체였던 젠트리(gentry) 계급의 헤게모니에 대한 중산
층의 도전과 여성 주체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67) Janet Todd, Sensibility: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Methuen, 1986) 4.
68)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감성주의의 전제는
실제로 빈민구호나 노예해방운동 등 인도주의적인 운동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Chris
Jones, Radical Sensibility: Literature and Ideas in the 1790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2.
69) 이글튼은 『파멜라』가 ‘소설’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보면서 사교계 여성
들은 공공장소에 『파멜라』와 책에 나오는 장면들을 그린 부채를 들고 다녔고, 『파
멜라』는 연극과 오페라, 심지어 밀랍인형으로까지 제작되었음을 상기시킨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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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권력 이동의 흐름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종종 읽혀왔다. 와트와 맥키
언, 암스트롱이 파멜라의 입신이나 사회화, 주체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을 읽어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평적 흐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이 소설을 파멜라의 주
체화에 관한 서사로 단정 지을 경우 소설의 도처에 드러나는 파멜라의 분
열과 자기부정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파멜
라』의 서사에 내재한 모순을 포착해 봄으로써 이것이 감성 자체에 내재되
어 있는 모순과 연결되어 있음을 해명해보고자 한다.
“제가 아주 곤란한 상황인데 다소 위로가 될 만한 소식도 있다”고 시작
하는 파멜라의 첫 편지는 그녀가 처한 딜레마를 드러낸다. 곤란한 상황이라
는 것은 주인마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몸종인 파멜라가 실직하게 된 것이고
다소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란 마님의 아들이 파멜라를 침모로 남겨두겠다
고 약속한 것이다. 실직의 위기에 놓인 파멜라는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녀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부모에게 폐가 될까 전전긍긍한다.
마님이 파멜라를 어여삐 여겨 글쓰기와 셈하기, 자수를 습득하게 해주었지
만, 그녀가 습득한 자질들은 자신이 처한 계급적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의
노동으로 먹고사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신분에 넘
치는 사람이 되었다”(qualified above my degree, 3)는 파멜라의 자가진단
은 상류층의 교양을 습득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고 여태까지
의 교육과 생활은 허드렛일을 하기에 걸맞지 않게 된 계급과 교양이 어긋
나는 지점을 적시한다.
곤란에 처한 파멜라의 유일한 대안은 Mr. B가 제안한 대로 침모로 이
집에 남는 것인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마자 파멜라는 마님의 옷방에서 편
지를 쓰고 있다가 Mr. B가 벌컥 들어와 깜짝 놀라는 사건을 겪는다. 첫 편
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앞으로 파멜라와 Mr. B 사이에 벌어질 갈등의 양상
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옷방에 불쑥 들어온 Mr. B는 소설의 전반부 내내
사실(私室)이나 침실처럼 파멜라의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70)에 침범해 파멜
70) 베어리(Simon Varey)는 리처드슨 소설에서 파멜라나 클라리싸가 편지를 쓰는 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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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옷을 벗기고 싶어하거나 혹은 편지에 대한 검열을 통해 그녀의 은밀
한 생각과 내면을 들춰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당황한 파멜라가 앞품
(bosom)에 숨긴 편지를 Mr. B가 홱 채가서 읽어보는 장면에서 편지가 놓
인 파멜라의 가슴은 일차적으로 Mr. B의 파멜라의 육체에 대한 욕망이 투
사되는 지점인 동시에 편지가 놓여 있는 그 아래 내면을 꿰뚫어보고자 하
는 욕망과 최종적으로 그녀의 진짜 ‘마음’(heart)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
는 욕망 등 Mr. B의 복잡한 욕망이 집결되는 곳이다.71)
파멜라의 사적 공간과 그곳에 놓인 그녀의 육체와 편지에 대한 Mr. B의
복잡한 욕망만큼 파멜라의 마음 속 역시 복잡하다. Mr. B가 돌아가신 어머
니의 옷가지들을 물려주면서 잘해주자 “젊은 주인님이 멋진 신사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이제 “천사처럼 보인다”는 파멜라의 고백은 그녀가 Mr. B
에게 막연한 호감을 느껴왔음을 말해준다(11). Mr. B의 선물공세는 계속 되
어 파멜라는 편지들마다 그가 선물한 옷가지 목록을 줄줄이 나열하기에 바
쁘다. 그의 선물공세가 헛되지 않은 것은 파멜라가 플랑드르 산 옷감을 알
아볼 줄 아는 안목을 지녔기 때문이다. 파멜라가 이 집에서 습득한 여러 가
지 자질들 중 특히 옷에 대한 안목은 거의 귀부인들과 다를 바 없기에 Mr.
B에게서 느끼는 위협 때문에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주인님이 준 옷
가지들을 가져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버리면 어떻게 버려야 할지”(18)를
파멜라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옷을
처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큰 결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파멜라가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방
식은 그 곳에 어울릴 법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시골처녀 차림을 한 파
멜라를 본 Mr. B는 그녀를 못 알아본 척 하면서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변
을 “내적 공간”(interior space)라 명명한다. Simon Varey, Space and the
Eighteenth-Century English Nov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84.
71) 링컨셔에 갇힌 파멜라가 윌리엄즈(Mr. Williams)와 서신 교환하기 위해 정원의 타일 밑
에 편지를 숨겨둘 때 파멜라는 “대지의 가슴”(the bosom of that earth)에 안긴 이 타일
들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한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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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음에 틀림없다”고 하지만 파멜라는 “주인마님이 나를 가난한 우리 부모
님에게서 데려온 이후 내 생활이 변장”(53)이었다며 자신을 못 알아보는 체
하는 Mr. B에게 “저는 파멜라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파멜라, 그 자신
이에요!”(I am Pamela, indeed I am: indeed I am Pamela, her own self,
ibid.)라고 항변한다. 이 대목에 대해 암스트롱은 Mr. B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주체로서 파멜라가 대상으로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이것이 그녀의 몸을 소유하고자 하는 Mr. B의 시도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다(Desire 117). 그러나 자신의
자신임을 항변하는 파멜라의 발언에서 “나”를 “나 자신”(my own self)이 아
닌 “파멜라, 그 자신”으로 표현하는 객관화는 파멜라의 자기재현에서 균열
을 드러낸다.72) 이와 더불어 서술적 전개로만 봐도 암스트롱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 Mr. B가 파멜라에게 2주
더 머물 것을 명하는 체류의 연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54). 워너(William
Beatty Warner)의 지적처럼 파멜라의 시골처녀 차림은 “꼭 저 애를 갖고
말겠어!”([B]y G―d I will have her, 56)라는 Mr. B의 다짐으로 이어져 그
는 파멜라를 링컨셔(Lincolnshire)로 납치할 음모를 꾸미기에 이른다.73)
옷 갈아입기 사건은 이제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파멜라의
선언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계속 있으면 확
실히 신세 망칠 텐데”(33)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인마님이 세상을 뜬 후 14개
월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상 파멜라가 다시는 고향
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해야 될 막일을 체험
하기 위해 백랍접시를 문질러 닦아보면서 이를 화형당할 위기에 처한 순교
72) 로울스톤(Christine Roulston)은 이 대목에서 물리적인 몸으로서 파멜라와 그에 의해
“파멜라, 그 자신”으로 재현된 자아로서 파멜라가 분리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파멜라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Mr. B의 태도가 지향하는 1인 2역의 정체성을 은
연중에 반향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Christine Roulston, Virtue, Gender and the
Authentic Self in Eighteenth-Century Fiction: Richardson, Rousseau and Laclos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8) 13.
73) William Beatty Warner, Licensing Entertainment: the Elevation of Novel Reading
in Britain, 1684-1750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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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촛불에 손가락을 넣어 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75).
막일하는 것을 화형당하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파멜라가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며 시골
처녀 차림을 하는 이 유명한 장면에서 파멜라의 진정성과 연극성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시골처녀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자신의 모습인지, 그동안의 교
육과 생활을 반영한 고급 옷가지와 장신구를 걸친 복장이 지금 파멜라의
본모습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명쾌하게 정의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74)
파멜라가 처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는 정자
(summer-house) 사건이다. Mr. B가 말을 잘 들으면 귀부인으로 만들어 주
겠다며 갑자기 입을 맞추자 깜짝 놀란 파멜라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I .
. . not myself, 16) 주저앉는데 하필 Mr. B의 품안에 안기게 된다. 이러한
패턴은 이어지는 유혹의 장면들에서 계속 반복된다. Mr. B의 신체접촉에
깜짝 놀란 파멜라의 몸은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감성의 화
신인 파멜라의 진정성과 덕성을 나타낸다. 내면이 육체를 통해 드러난다는
믿음은 내면의 덕성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만족감이나 공포가 신경계 반
응을 통해 가슴 떨림이나 눈물 흘림, 기절 같은 신체적 반응을 야기하고 이
순간에 내면의 도덕성이 육체적 징후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는 감성의 근본
원리에서 비롯된다.75) 따라서 주로 육체적 침탈의 형태로 가해지는 외적인
충격에 기절하고 온 몸이 마비되는 파멜라의 증세는 덕성의 준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 진정성의 구현이 결국 그녀의 몸을 Mr. B에게 맡기게 되는 결과
를 낳게 되고 이 순간 파멜라는 진짜로 자신이 아닌(not myself) 것 같은
상태에 일시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74) 이 장면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진짜로 귀부인이 된 파멜라가 귀부인 차림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이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정당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319). 귀부인 차림이 더 편
하고 익숙한 파멜라가 정체성의 괴리 없이 이 복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대목
에서 시골처녀 차림을 한 파멜라가 주장했던 진정성과 그 연극성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75) G. J. Barker-Benfield, The Culture of Sensibility: Sex and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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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멜라의 덕성이 감정으로, 감정이 육체로 표출되면서 그 육체에
대한 관음증적인 시선을 유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Mr.
B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문을 걸어 잠근 파멜라는 기절해버리고
마는데, 이때 Mr. B가 열쇠구멍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파멜라를 엿보는
장면이 한 예이다(26). 파멜라를 링컨셔에 가둔 Mr. B가 “너는 울 때 제일
예쁘다”면서 파멜라의 몸 여기저기를 품평하는 대목은 그녀에 대한 시선이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 자체를 보는 대신 눈물 같은 육체적 반응을 미
학화(aestheticize)하면서 몸에 대한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위협에 노출될 때마다 파멜라가 매번 진짜로 기절하는지 의심하는 Mr.
B에게 저비스 부인(Mrs. Jervis)이 파멜라를 옹호하는 방식은 “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she could not help it, 31)는 것이다. 즉, 저절로 그
렇게 된다는 자발성(spontaneity)과 파멜라 자신의 의지를 떠난 문제라는
수동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것이 그녀의 진정성을 준거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I could not help it, 38)는 파멜라의 증언이 반복되
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며 이 표현은 Mr. B가 파멜라를 진짜로 좋아한다
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된다(50, 57). 집에 가겠다며
옷까지 갈아입고도 결국 집에 가지 못한 파멜라에게 마침내 올 것이 오고
야 마는데,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다 벗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파멜라의
침실에 Mr. B가 들이닥친 것이다. 옷을 입지 않은 파멜라와 “화려한 은빛
비단 실내복”(60)을 걸친 Mr. B의 대조는 있는 그대로(nakedness)와 “사치
스러운 과잉”(luxurious excess)76)이 표상하는 도덕성의 대비, 헐벗음과 화
려한 비단이 표상하는 계급 차이, 육체로 드러나는 여성의 덕성과 이를 위
협하는 남성적 권력 등 도덕과 계급, 섹슈얼리티의 여러 층위가 얽히는 상
황을 만들어낸다. 파멜라도 옷이 곧 그 사람의 위치와 계급을 뜻함을 인지
하고 있음은 Mr. B에게 “이 행동이 나리의 훌륭한 옷차림과 주인으로써의

76) Michael McKeon, The Secret History of Domesticity: Public, Private, and the
Division of Knowledg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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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걸맞는다고 생각하느냐”(67)며 그를 비난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겹의 권력으로 휘감은 Mr. B의 위협에 놀란 파멜라는 까무러쳐 기
절해버리고 만다. 의아한 것은 “나는 기절해 버렸다”는 말 바로 뒤에 “Mr.
B는 여전히 내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저비스 부인은 내 발치에 있었다”
는 진술이 이어지다가 저비스 부인이 불쌍한 파멜라가 죽은 게 틀림없다고
소리치자 파멜라 자신이 한동안 그랬음에 틀림없다고 적은 뒤 “세 시간 동
안 나는 발작하고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
다”는 진술이 다시 이어진다는 점이다(60). 파멜라는 기절해 있는데, 그렇
다면 Mr. B와 저비스 부인의 행동을 살피고 전달하는 화자는 누구이며 파
멜라가 죽은 것 같다는 저비스 부인의 외침을 듣고 정말 한동안 죽은 것
같았다고 말하는 화자는 누구일까? 이 또한 파멜라임이 분명하다. 정자 장
면에서 놀라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상태에 빠졌던 파멜라가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정신을 잃음으로써 “고통 받는 덕성”을 구현하는 그녀의 육체와 그
럼에도 남아있는 정신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서술하는 의식으로 분리되
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편지의 서술자로서 파멜라는 분명 이 상황을 전
달했지만, 고통 받는 덕성으로서의 파멜라는 이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다(what can I think, who was in a fit, and knew nothing of the
matter? 61).
이에 앞서 Mr. B의 위협에 도망치다가 기절해 버린 파멜라를 Mr. B가
열쇠구멍 너머로 발견하게 되는 대목에서도 비슷한 모순이 발견된다.
제가 방에 들어갔던 것만 기억나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 것도 몰랐
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 그가 열쇠구멍으
로 제가 마룻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저비스 부인을 불렀고 부인은 그의 도움으로 문을 열어 젖혔어요. 내가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그는 가버렸어요.
I just remember I got into the room; for I knew nothing further of the
matter till afterwards; for I fell into a fit with my terror, and there I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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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 he, as I suppose, looking through the key-hole, 'spyed me upon the
floor, stretched out at length, on my face; and then he called Mrs. Jervis
to me, who, by his assistance, bursting open the door, he went away,
seeing me coming to myself; . . . (26)

Mr. B를 피해 방에 들어간 파멜라는 기절해 버렸기 때문에 이후의 일에 대
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여전히 독자는 파멜라의 입을 통해
Mr. B가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뒤 사람을 불러 도움을 청하고 정신이 돌아
오는 것까지 확인한 것을 전해 듣게 된다. “아무 것도 몰랐다”고 과거 시제
로 말하는 “나”는 기절한 파멜라이지만, 방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고 Mr. B
가 자신을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현재 시점으로 생각해보는
“나”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파멜라이다.
이러한 파멜라의 의식의 분리는 그녀의 감성(sensibility)과 진정성
(sincerity)이 수동적인 무감각의 상태(senselessness)를 낳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입증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감성적 여주인공이 처한 이런
모순적 상황은 Mr. B가 파멜라를 링컨셔에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유명한 대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주키스 부인(Mrs. Jewkes)까지 동원해
완력으로 파멜라를 제압한 Mr. B는 “이제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나한테
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어쩔 수 없어!”(213)라며 그녀를 굴복시키고자
한다. Mr. B가 “이제 어쩔 수 없다”(You cannot . . . help yourself)는 말
로 파멜라를 회유하고자 하는 것은 위협에 처할 때마다 기절하는 파멜라가
“어쩔 수 없었다”는, 즉 자신의 몸이 저절로 반응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교묘한 반복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널 내버려 두겠다”는 Mr. B
의 엄포에 놀란 파멜라는 “절 그냥 내버려만 두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기절해 버린다.
전 완전히 기절해서 정신을 잃었고, 그 둘은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얘가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간신히 제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고
그 남자는 가운과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밖엔 기억이 안나요. 가엾은 파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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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불쌍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꼴인지 신경도 못 쓰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가슴팍에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그의 입을 제 손으로 막고 오 말해줘요, 아니 말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라고 했어요.
I fainted away quite, and did not come to myself soon, so that they both,
from the cold sweats that I was in, thought me dying.—And I remember
no more, than that, when with great difficulty they brought me to myself,
. . . and he . . . in his gown and slippers. Your poor Pamela cannot
answer for the liberties taken with her in her deplorable state of death. .
. . I sat up in my bed, without any regard to what appearance I made,
and nothing about my neck; . . . I put my hand to his mouth, and said,
O tell me, yet tell me not, what have I suffered in this distress? (213)

이 장면의 특징은 의식 없는 파멜라와 의식이 남아 있는 파멜라가 동시에
교차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통 받는 덕성으로서의 파멜라가
완전히 기절해서 정신을 잃은 사이, 서술자로서의 파멜라는 Mr. B와 주키
스 부인이 기절한 자기에게 보인 반응을 세세히 기억하고 전달한다.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파멜라
의 고백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파멜라와 설사 기억하더라도 결코 말할
수 없는 파멜라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나온다. 기억하
지 못하는 파멜라는 자기가 어떤 꼴인지 모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파멜
라는 Mr. B에 의해 상의가 거의 벗겨진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다.
“말해줘요, 아니 말하지 말아요”라는 모순된 질문은 기억하지 못하는 파멜
라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파멜라가 동시에 던지는 질문이다. 이 장면에서
파멜라의 분리된 의식은 자신의 “품행”(conduct)을 관찰하고자 할 때에 주
체 안에서 행위자와 관찰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스미스적인 공감의 연
극성을 예고한다. “고통에 처한 덕성”의 진정성이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육체의 전율(sensation)로 드러난다고 할 때에 내면의 의식(sense)과 육체가
의식을 잃는(senseless)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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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77)
리처드슨 소설에서 덕성에 대한 위협이 육체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
는 것은 그것이 처녀성과 분리될 수 없는 성별화된 덕성에 대한 시험이기
도 하거니와 내면의 도덕성이 육체로 드러난다는 감성의 전제를 가장 극적
으로 극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78) “고통 받는 덕성”이 처한 전형적인 상
황은 그 고통의 과정 없이는 덕성이 증명되지 않는, 따라서 덕성은 덕성으
로 인정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육체적 위해를 당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덕성을 시험하고자 하는 충동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을 통해
내면의 덕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루쏘적인) 투명성에 대한 불안을
낳게 되는 모순과 궤를 같이 한다. 스팩스(Patricia Meyer Spacks)가 지적
하는 “공들여 고백한 감정 뒤에는 항상 표현되지 못한 그 이상의 감정이
남아 있게 되는”79) 현상은 내면의 감정을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고민하게 만든다.
로런스 스턴(Laurence Sterne)이 트리스트램 섄디(Tristram Shandy)의 입
을 빌어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유리창이 달려 있다면 영혼이 완전히 발가
벗은 상태를 볼 수 있을 텐데”하는 가정은 투명성의 이상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문제의식을 글자 그대로 드러낸다. 내면을 완전히 발가벗겨 보고자 하
는 이 충동은 감성과 결부된 투명성과 재현의 문제가 가시성에 대한 강박
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반증한다. 섄디의 진술은 특히 리처드슨 소설에서 여
성적 덕성에 대한 시험이 여성의 육체에 대한 관음증적인 시선을 낳게 되
77) 『클라리싸』에서도 이런 자기부정은 나타나는데 러블리스(Mr. Lovelace)에게 강간당하기
전 약을 탄 술을 마시고 “무감각해진”(senseless) 클라리싸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니었
다”(I was not myself)고 말한다. Samuel Richardson, Clarissa, or the History of a
Young Lady ed. George Sherbur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2)
347-54.
78) 퍼거슨은 소설의 발생 시기에 강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소설 장르가 연
극과 같은 여타 장르에서 다룰 수 없는 섹슈얼리티를 비롯한 사적 경험을 제재로 삼는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되며, 특히 강간의 문제는 사적으로 벌어진 일이 공적으로 드러나
고 입증될 때에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오해와 왜곡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임
을 지적한 바 있다. Frances Ferguson, "Rape and the Rise of the Novel,"
Representations 20 (Autumn, 1987) 88-112.
79) Patricia Meyer Spacks, Privacy: Concerning the Eighteenth-Century Self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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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 뒤에 놓여 있는 감성의 논리와 소설의 논리가 공유하는 사적 영역
에 대한 폭력적 시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파멜라의 육체에 대한 Mr. B의 관음증적인
시선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으로 옮겨간다.
Mr. B는 파멜라에게 편지들을 보여 달라며 “꼭 봐야겠다”(I must see
them, 241)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암스트롱의 표현처럼, 이 소설에서 가장
에로틱한 장면은 강간 시도 장면이 아닌 Mr. B가 편지를 찾기 위해 파멜라
의 몸을 뒤지는 장면이다. 사방을 다 뒤져도 편지를 찾지 못한 Mr. B는 편
지를 찾기 위해 “여태까지 여자 옷을 벗겨본 적이 없지만 이제 내 예쁜 파
멜라를 벗겨봐야겠다”(I never undressed a girl in my life; but I will
now begin to strip my pretty Pamela, 245)고 말한다. 이 순간 Mr. B의
욕망이 옷이라는 표면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내면으로 옮겨가고, 편지를 읽
음으로써 Mr. B는 파멜라의 몸이 구현하는 감성의 텍스트를 비로소 제대로
읽게 된다(Desire 116-20).
육체에 근원을 둔 욕망의 “본질적”인 성격보다 욕망의 언어적, 기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암스트롱의 독법은 『파멜라』에서 Mr. B의 욕망이 파멜라
의 육체에서 그녀의 내면을 읽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내지만 파멜라의 실제 몸이 중심에 놓이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Mr. B의 욕망의 성격을 너무 “순전히 기호학적인”(Desire 11) 것으로 치환
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편지를 찾겠다며 마침내 Mr. B가 파멜라의
옷을 벗겼을 때 그곳엔 “언어 외에 다른 실체는 없는 감성의 몸”(a body of
sentiments having no reality other than words, 120)만이 남아 있다거나
이제 “언어로만 남은 파멜라의 몸은 따라서 강간될 수 없다”(Pamela
cannot be raped because she is nothing but words, 116)는 식의 논리는
Mr. B의 욕망을 순전히 기호학적인 것으로 정의한 나머지 그것이 언제나
파멜라의 실제 몸에서 근원하는 것임을 외면한다. 편지를 찾기 위해 옷을
벗기는 행위를 가능케 하는 실제 권력이 언어와 담론의 주체로 변모(한다고
주장되)는 파멜라가 갖는 담론적 권력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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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다툼에서 우위에 놓이기 쉬운 상황을 애써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80)
시각적 대상에서 담론의 주체로 변모한 파멜라가 가정에서 실현하는 여
성적 권력이 소설의 후반부를 이룬다는 것이 암스트롱의 주장이지만, Mr.
B의 파멜라에 대한 관심이 육체에서 내면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이 하필 옷을 벗기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음을 여전
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파멜라의 내면을 들여다보겠다는 Mr. B의 의도가
그녀의 옷을 벗기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은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
기에서 공감을 구하는 감성의 메커니즘과 소설 장르가 공유하는 논리가 개
인, 특히 여성의 몸을 볼거리로 재현하면서 타자화시키는 시각적 주체의 관
찰자적 태도와 접점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한다.81) 소설의 전반부에서 파멜라
가 당돌할 정도로 Mr. B에게 꿋꿋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내면의
덕성에서 비롯된다. 파멜라의 몸 표면에 밀착되어 숨겨진 편지는 이 내면의
덕성과 진정성을 환유한다. 편지를 둘러싼 파멜라와 Mr. B의 끊임없는 숨
바꼭질과 권력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파멜라와 한 몸이
되어있던 편지가 Mr. B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편지가 표상하던 파멜라 내
면의 자율성 역시 그에게 상당 부분 양도된다.82)
“내 영혼은 왕녀의 영혼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my soul is of equal
importance with the soul of a princess, 164)고 주장하던 당찬 파멜라는
80) 이즐(Ruth Yeazell)은 이 대목이 실질적으로는 강간시도 장면에 상응한다는 데이비스
(Lennard J. Davis)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 장면에서 “성애의 대상이자 침투할 수 있는
파멜라의 몸이 언어로 된 독립적인 몸”으로 변화한다는 암스트롱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독서실감으로는 파멜라가 여전히 강간당하기 쉬운 위협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밝힌
다. Ruth Bernard Yeazell, Fictions of Modesty: Women and Courtship in the
English Nov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99, 266n.
81) 실제로 파멜라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감성의 아이콘이 되는 과정에서 특히 오
페라나 회화처럼 시각적 재현에 의존하는 장르들의 경우, 이 소설에 드러나되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파멜라의 몸을 시각화하면서 Mr. B의 파멜라에 대한 포르노그라피적인
위협의 순간을 볼거리로 재연하는 경향이 다분히 드러난다. James Turner, “Novel
Panic: Picture and Performance in the Reception of Richardson’s Pamela,”
Representations 48 (Autumn, 1994): 70-96.
82) 링컨셔에서의 감금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파멜라는 자신을 여전히
“포로”(prisoner)라거나 심지어 “진짜 미망인”(a true widow)이라고 부른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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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 같은 벌레를 이렇게 높이시다니요”(a worm as I to be exalted,
383)라고 황송해하며 “당신의 승인이 내 행동의 최상의 규칙입니다”(your
approbation, as the best rule of my conduct, 289)라고 고분고분히 대답
한다. 허치슨이 덕성을 행위자가 그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승인
을 얻어내는 자질로 규정했을 때에 이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자와 보
는 이 사이의 권력관계와 보수성이 내훈서가 전제하는 성별의 권력관계에
전직 하녀와 주인의 만남이라는 신분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실현될 때 여성으로서, 하인으로서 파멜라가 Mr. B의 권위에 도전했던 전
반부의 활력은 맥없이 사장되고 만다. 내면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편지를 숨
기고 편지 쓸 자유를 위해 목숨 걸었던 파멜라는 이제 부모님에게 쓴 편지
를 갖고 Mr. B에게 달려가 “이걸 읽는 수고를 해주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295). 파멜라가 Mr. B에게 편지를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내면의
자유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되었음을 뜻한다. Mr. B의 권위를 내면화
한 파멜라83)를 따라 Mr. B의 권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동화된 파멜라
의 아버지가 찾아와 자기가 갖고 있던 편지까지 Mr. B에게 건네는 대목에
서 편지를 둘러싼 권력다툼은 최종적으로 Mr. B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312). 이제 파멜라의 편지들은 더 이상 편지가 아닌 1번부터 48번까지 아
내로서의 덕목을 적은 일지(Journal) 형식의 내훈서로 탈바꿈하고(475), “아
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에베소서 구절은
하녀에서 아내가 됨으로써 “그는 항상 내 주인이요, 나는 더더욱 그의
종”(320)이라고 다짐하는 파멜라에게서 글자 그대로 실현된다. 하녀인 파멜
라가 자신의 덕성을 바탕으로 Mr. B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덕성을 인정받
아 결혼하는 플롯이 갖는 계급적 전복성이 내훈서의 논리 안에 포섭되면서
코드화된 기독교 논리로 봉쇄될 때에 가정에서 권위를 발휘하는 근대적 여
성 주체로서 파멜라의 덕성은 가정적 덕성으로 확연히 협소해진다.84)
83) 아내로서 파멜라를 인정받게 만들기 위해 이웃들을 초대해서 노력하는 Mr. B의 모습에
파멜라는 “그가 한참 몸을 낮추는 불명예”(the disgrace of his stooping so much
beneath himself)를 감수한다고 생각한다(302).
84) 포다이스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설교』(Sermons to Young Women, 1765)에서 “여성적
덕성”을 잘 표현한 작가로 리처드슨을 꼽으면서 젊은 여성들이 파멜라의 예를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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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멜라』의 전반부는 내면을 가진 개인으로서 파멜라가 그 내면의 덕
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요악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점
에서 생각해 봐야할 것은 파멜라가 여성적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
이상적인 여성성의 핵심으로서 덕성/정절은 개인으로서의 생명을 포기하고
라도 지켜야 할 최상의 가치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링컨셔에서 자신을 감시
하는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키스 부인에게 파멜라는 Mr. B가 만
일 자기 목을 베라고 했더라도 그 명령을 따랐겠냐며 부디 Mr. B가 꾸미는
계략의 조력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읍소한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사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키스 부인의 대답에 파멜라
는 “여자에게서 정절을 빼앗는 것은 목을 자르는 것보다 더 나쁜 일”([T]o
rob a person of her virtue is worse than cutting her throat, 111)라고 항
변한다. 이를테면 파멜라는 감성주의적 덕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주
의적 개인으로서의 생명권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파멜라가 상전으로서 Mr. B의 권위에 반발하는 근거는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링컨셔에 갇힌 파멜라가 정원사에게 “어떻게 제가 주인나리
의 소유가 될 수 있나요? 그 분이 저한테 무슨 권리를 갖고 있나요? 도둑
이 훔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H]ow cam I
to be his property? What right has he in me, but such as a thief may
plead to stolen goods? 129)라며 따져 묻는 것은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라는 자유주의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에 Mr. B는 파멜라가 자신의 뜻
을 따를 경우 물질적인 보상을 하겠음을 골자로 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냄
으로써 파멜라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주의적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경우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 등을 주겠다는
Mr. B의 제안에 파멜라는 “최고의 보석인 내 덕성을 잃는 보상이 너무 빈
약하다”(to

lose

the

best

jewel,

my

virtue,

would

be

poorly

recompensed, 199)면서 그런 보석들 때문에 “명예와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고 충고한다. James Fordyce, Sermons to Young Women, 2 vols., 3rd corrected
ed. (London,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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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견고한 훈장”(the more solid ornaments of a good fame, and a
chastity inviolate, 201)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자신의 몸은 자신의
자산(property)이라는 자유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아가 자신의 몸이 곧 덕성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Mr. B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Mr. B와

결혼하게 된 후 그가 이 제안서에 언급했던 보석들이 결국 파멜라에게 주
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파멜라의 이상적인 여성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다. 원래 Mr. B의 어머니 소유인 이 보석들은 Mr. B가 결혼할 뻔한 톰린
스 양(Miss Tomlins)에게 주려던 것이지만 Mr. B는 그녀의 “너무 남자 같
은 태도”(too masculine an air, 498)와 “그녀의 대화하는 방식을 승인할
수 없어서”(because he approved not her conversation, ibid.) 혼담을 무효
화했다고 덧붙인다. 이 보석들이 파멜라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것은 가정에
서 파멜라의 여성적인 태도와 Mr. B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행동하
는 가정적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 탈바꿈하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게 된다.
파멜라가 Mrs. B가 되면서 획득하는 담론의 권력 안으로 포섭되지 않은
파멜라의 수동적 몸은 그 언어로 구성된 담론의 잉여로 남아 이제 Mr. B의
품행 교육에 의한 훈육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역설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소
설의 전반부가 파멜라의 Mr. B에 대한 “감정 교육”이라면, 소설의 후반부
는 Mr. B의 파멜라에 대한 품행 교육으로 역전된다. 파멜라가 분개한 레이
디 데이버스(Lady Davers)의 편지를 받고 “고결한 파멜라에 대한 저급한
레이디 버스의 이 오만한 편지”(this proud letter of the lowly Lady
Davers, against the high-minded Pamela, 271)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정 교육이 전제하는 것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감성의 수
월성을 기준으로 개인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85) 여태까지 이 절
에서 해온 작업은 파멜라의 주체화 과정에서 놓칠 수 없는 분열과 자기부
정의 징후가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파멜라
85) 이런 믿음은 감성주의 소설의 갈등을 이루는 주된 기제로 『클라리싸』에서도 러블리스는
“만약 덕성이 진짜 고귀함이라면, 그녀는 얼마나 고귀한가”(If virtue be the true
nobility, how is she ennobled)라고 물으면서 클라리싸를 “거룩한 클라리싸”(the divine
Clarissa)라고 부른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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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성을 척도로 Mr. B나 레이디 데이버스에 비해 자신이 더 고결하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것은 태생으로 치환될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의 후반부 들어 교육의 주체가 파멜라에서 Mr. B로
바뀌면서 이런 전제 자체가 부정되고 품행 교육의 주체로서 일상의 견고함
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Mr. B는 “인간은 시계나 뭐 그런 종류 기계장치의
부품처럼 나약한 존재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장 나기 쉽다”(man is as
frail a piece of machinery as any clock-work whatever; and, by
irregularity, is as subject to be disordered, 390)고 경고한다. 자신의 영
혼을 왕녀의 그것에 비유하던 “고결한” 파멜라는 Mr. B에 의해 가정이라는
기계장치의 부속품으로 왜소해지고 만다.
자발적인 감정보다 전통적인 가치에 의거한 평온한 일상에 가치를 두는
Mr. B에 의해 ‘마음이 얼굴과 온 몸으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
다’는 감성의 전제는 “당신 마음은 언제나 얼굴에 드러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우울한 표정을 즉각 없애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서 감정을
달래는 방법으로 이용하라는 충고로 탈바꿈한다(391). 감정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연출함으로써
마음속의 격한 감정을 위장하고 다스리라는 정반대의 논리로써 파멜라가
구현했던 감성의 의미를 뒤틀어서 보수화하는 것이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Mr. B가 파멜라에게 “너는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이상하게 뒤섞여있
다”(thou strange medley of inconsistence, 73)고 한 것은 파멜라의 내면의
덕성과 그것이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감성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내면의 덕성을 인정받아 Mrs. B가 된 파멜라는 “한결같고 규
칙적인 품행”(350)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을 다짐하고, Mr. B 역시 파
멜라에게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공손함”(392)을 요구한다. 신분의 틀로 포
섭되지 않는 파멜라의 개인성이 Mr. B에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졌
다면,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될 파멜라
의 운명은 갑자기 자동인형(automaton)의 그것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Mr. B의 기나긴 훈계 뒤에 파멜라가 “이 친절한 규칙들과 관대한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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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며 ‘자발적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적어 내려가는 규율들은 “하면
안 된다”(I must not, she must not)와 “해야 한다”(I must, she must)로
가득 차 있다.86)
결혼 뒤 주인님이자 또한 은혜 베푸는 이(my dear benefactor)가 된
Mr. B에게 파멜라는 마을 사람들 중에 “자선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의 명단”(500)을 요구하면서 “내 사랑하는 은혜 베푸는 이가 쾌척한
분기별 자선기금(quarterly benevolence, 501)으로 자선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다. 암스트롱은 이 대목에서 파멜라가 자선의 정당한 대상을 장애인이
나 아이들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Mr. B가 관장하는 공적 체계와는 다른 자
선의 원리를 뜻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선행위를 파멜라가 관장하게 된 독
자적인 가정성의 영역 안에 놓고자 한다(128). 그러나 샤프츠베리가 인간의
생래적인 덕성으로서 “자애심” (benevolence)을 강조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폭넓은 울림을
가진 덕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Mr. B가 사람들에게 사시사철 걷은
돈을 파멜라가 건네받아 장애인이나 빈민에게 한정해서 도움을 베푸는 “자
선기금”으로 그 의미가 좁아지고 물질화될 때에 수반되는 아이러니를 간과
하기는 어렵다.
암스트롱은 『파멜라』 다시 읽기를 통해 “최초의 근대적 개인은 여성”이
라는 주장을 펼치고 맥키언 역시 파멜라를 ‘신여성’("new" woman, Origins
373)이라고 지칭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세기 중반에 『파멜라』는 감
성의 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문제적 소설이었으며 파멜라는 분명 새
로운 유형의 문제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소설 속의 파멜라는 한층 복잡한
모순과 분열을 작품 곳곳에서 드러내며 이는 감성의 논리 자체에 내재한
모순과 불가피하게 연결된다. 다음 절에서는 『파멜라』가 전제하는 감성의
논리와 그 모순이 싸드의 『쥐스틴』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86) “나는 이러면 안 된다”(I must not)와 “나는 이래야한다”(I must)로 출발한 규율 목록은
번호가 넘어가면서 “아내는 이러면 안 된다”(she must not)와 “아내는 이래야한다”(she
must)는 일반론으로 확장된다(4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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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성주의에서 포르노그라피로—『위험한 관계』와 『쥐스틴』
소설이 마음속의 생각이나 느낌, 육체와 성, 침실과 가정 같은 사적인
영역을 가시성의 영역으로 드러내면서 제도로 자리 잡은 장르라고 할 때에,
암스트롱은 소설발생론의 중심에 놓인 섹슈얼리티 문제가 여성의 육체에
대한 관음증적인 시선을 낳게 되는 현상을 지적한다(Desire 122-24). 그러
나 암스트롱은 소설의 발생과 섹슈얼리티 문제를 긴밀히 연관 지으면서도
가장 내밀한 사적 경험을 공공의 시선으로 노출시키는 소설의 논리를 끝까
지 말고 나간 싸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Mr. B가 파멜라의
침실에 여러 번 들이닥칠 때 그와 동행하는 독자의 시선에 불가피하게 수
반되는 관음증이 확장될 경우, 줄곧 발가벗겨져 공공에 노출되는 여주인공
의 몸과 이에 가해지는 (성적) 폭력을 통해 서사를 구성하는 『쥐스틴』에 도
달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싸드의 세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거듭 말했듯이 『파멜라』를 소설로서 성립 가능케 하는 것은 덕성이 신
체적 징후를 통해 드러난다는 감성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필딩
(Henry Fielding)은 『섀밀라』(Shamela, 1741)에서 파멜라와 Mr. B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본명이 섀밀라인 파멜라에 의해 모두 계획된 것이었음을
가정함으로써 파멜라의 진정성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필딩의 은 덕성과 가시성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이르지 못한
채 파멜라의 덕성을 위선으로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그저 『파멜라』에 반발
했던 당대의 여러 관점 중의 하나로 기억될 뿐이며 현재 『섀밀라』가 별로
많이 읽히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덕성이 신체반응을 통해 드러
난다는 감성의 논리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덕성과 쾌락의 합치를 상정하는 감성주의의
이상이 관습화하는 과정에서 덕성과 쾌락이 분리되면서 신체반응을 연기하
는 것만으로 덕성을 표방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위험한 관계』에서 덕성과
결별한 자율성의 추구는 쾌락의 권력화 현상을 낳고 이것이 실현되는 양태
로서 리버티니즘은 사적 쾌락이 공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구현한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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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는 이처럼 몸의 텍스트화와 사적 쾌락의 공적 소비 현상을 다룸으
로써 『섀밀라』와 다른 방식으로 감성의 논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극단의
귀결점을 극화한다.
낸씨 밀러(Nancy K. Miller)는 『몰 플랜더즈』(Moll Flanders, 1722)에서
『파멜라』와 『파니 힐』을 거쳐

『클라리싸』와 『신 엘로이즈』(La Nouvelle

Héloïse, 1761), 『위험한 관계』를 아우르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18세기
소설사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이 줄거리에 싸드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싸드의 작품들이 소설 장르의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을 문제 삼으면
서 18세기 소설의 문법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87) 밀러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들의 종점으로 각각 싸드
와 오스틴을 꼽으면서 이들이 “침실과 가정에서 상상된 주체”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실에 주목하지만(151), 오스틴과 싸드가 모두 18세기 소설
의 문법을 비판하고 발가벗긴다는 점을 지적함에 그침으로써 두 작가의 극
명한 차이를 빈 공간으로 남겨둔다. 이 절에서는 『파멜라』에서 싸드의 『쥐
스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몸의 텍스트화’라는 감성주의적 현상이 포르노그
라피로 이행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파멜라』에서 오스틴 소설
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종의 막다른 골목
(dead end)이라는 문맥에서 싸드를 읽어보고자 한다.
i. 쾌락의 권력화—『위험한 관계』
Mr. B가 파멜라의 몸이나 방을 들여다보고 또 편지를 읽음으로써 계속
파멜라를 들여다보고 읽는 (남성적) 시선의 주체로 설정되는 이유는 파멜라
의 덕성이 결국은 드러나 보이는 것임을 가정함으로써 『파멜라』가 소설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신분의 틀로 포섭되지 않는 내면의 덕성이 텍스트로 읽
힘으로써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 파멜라는 자유주의적 개인으로 Mr. B가 속
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 감성을 “공표의 한 형태, 즉 공적인 소비를 위해

87) Nancy K. Miller, The Heroine's Text: Readings in the French and English Novel,
1722-178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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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사생활의 한 측면”(a form of publicity, an aspect of the private
life presented for public consumption, 84)으로 해석하는 스팩스의 정의는
파멜라의 사생활이 읽히고 공적으로 드러나면서 덕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사생활이 공공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공표”
가 “공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는 스팩스의 정의는 『위험한 관
계』에서 사적 쾌락이 공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예견한다.
감성주의의 철학적 배경이 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감성을 통해
덕성과 쾌락의 접점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덕성이 포섭할 수 없
는 쾌락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감성의 논리는 균열상을
노출한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공감을 공동체의 구성 원리로 회복하기 위해
흄은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에서 “우리는 보다 공적인 애정을 받아들여
야 한다”(We must adopt a more public affection, Enquiry 109)고 촉구
한 바 있다. 『인성론』에서처럼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보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타인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88) 그러나 흄이 내세우
는바 감성의 아젠다로서 공감(公感, public affection)의 채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공감을 허구화할 여지를 열
어놓는다. 허치슨은 도덕관념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지
만 흄의 의제처럼 공감의 과정에 의식적으로 의지를 개입시킬 경우 공감이
라는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공감하지 않고도 공감한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의 덕성을 기절이나 발작 같은 육체적 반응을 통해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감성의 논리는 감성주의의 관습화 과정에서 진정성 없이 특정 신
체 반응을 연기하는 것만으로 덕성을 표방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공감
하지 않고도 공감을 연출할 수 있고 진정성 없이도 덕성을 위장할 수 있음
을 절묘하게 포착한 소설이 바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이다. 이 소설에서
88) 『인성론』에서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로 이행하는 흄의 사상 변화를 자세히 분석한 글
로는 John Mullan, Sentiment and Sociability: The Language of Feeling in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Clarendon,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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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테이유 후작부인(Marquise de Merteuil)과 발몽 자작(Vicomte de
Valmont)은 사교계라는 “거대한 무대”(the big stage)에서 진정성의 드라마
를 각색하고 연출하는 리버틴(libertine)으로 등장한다.89) 메르테이유라는
발군의 여자 리버틴을 통해 진정성은 덕성과 한 몸이었던 것에서 분리되어
연출할 수 있는 허구적인 자질로 탈바꿈한다. 감성주의의 전제는 얼굴 붉힘
이나 눈물, 온 몸의 경련 같은 육체적 반응이 내면의 덕성을 준거한다는 것
이었지만 메르테이유는 표정이나 얼굴 붉힘 같은 신체적 징후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연출하는 훈련을 통해 덕성을 표방한다(163).
소설의 서두에서 “새 로맨스의 여주인공”(the heroine of this new
romance, 12)으로 쎄실(Cécile Volanges)을 낙점했음을 하달하는 메르테이
유에게 발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보다 신앙심 깊은 투르벨 부인(Mme
de

Tourvel)이야말로 “검을

꺼내볼

가치가 있는 적수”(an adversary

worthy of my steel, 15)라고 화답한다. 상대를 유혹했다가 성공하면 그 유
혹의 상대를 자기 명성(reputation)의 제물로 삼는 리버틴으로서 발몽에게
목표 대상을 유혹하는 일은 사랑 같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다툼이
며 전술에 의거한 전쟁이다. 투르벨 부인을 유혹할 전술을 밤낮으로 궁리하
던 발몽이 “그 여자를 갖지 않으면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바보짓을 하게
될 것 같다”(I’ve got to have that woman or else I’ll make fool of
myself by falling in love with her, 15)고 말하는 역설은 감정으로부터 스
스로를 분리해서 감정의 징후들을 연기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육체를 소
유하는 리버티니즘(libertinism)90)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89) Choderlos de Laclos, Les Liaisons Dangereuses, trans. Douglas Parmé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67. 앞으로 이 책에 관한 인용은 인용문의 괄호 뒤에
면수를 병기한다.
90) 16세기에 종교적 자유사상가(free-thinker)를 의미했던 리버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
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반율법주의, 혹은 도덕률 폐기론(antinomianism)에 기반을 둔
것으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극
단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18세기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문학
에서 주로 “리베르티나주”라고 번역하듯이 여기에서도 리버티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브리쎈든은 『고통에 처한 덕성』에서 “리버틴”이란 단어의 변천사를 간략히 정리하
고 있다. R. F. Brissenden, Virtue in Distress: Studies in the Novel of Sentiment
from Richardson to Sade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197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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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몽이 투르벨 부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된 메르테이유는 그렇
다면 “너의 적수는 그녀의 남편”이냐면서 성공한다한들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폄하한다(16).

『파멜라』가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중산층 로맨스의 신화를 이룬다면 결혼
을 여전히 공적 계약으로 간주하는 『위험한 관계』의 사교계에서 가족은 가
문과 동일시되는 공적 제도이며 따라서 결혼이라는 공적 계약과 별도로 사
적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리버티니즘이 부각된다. 메르테이유는 내
감정의 표현이 항상 진심일 필요 없듯이 타인의 진정성 또한 언제나 연극
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리버티니즘을 수행한다. 메르테이유가 투르벨 부인
을 “진짜로 얌전빼는 여자들”(the ones who really are prudes, 17) 부류라
고 부를 때에 “진짜로”라는 수식어는 겉으로만 덕성을 표방하는 이들이 넘
쳐나는 사회적 풍토에서 비롯된다. 투르벨 부인을 유혹하는 일이 재미없을
것이라는 메르테이유의 단정에 발몽이 투르벨 부인을 이제까지 만난 여자
들과 차별화하는 근거도 그녀에게서 드러나는 감정의 진정성이다.
물론 투르벨 부인은 다른 여자들처럼 때로 호감을 보이는 듯하다가 속이기만
하는 유혹적인 표정을 짓진 않죠. 거짓 미소를 띠며 뻔한 말들로 겉치레를 하
지도 않아요. 그녀는 정말 즐거울 때에만 웃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수한 기쁨
과 진심어린 공감으로 빛나는 걸 봤어야 하는데. 진짜로 정숙한 여인의 부끄러
워하는 표정이 그 천사 같은 얼굴에 나타나는 걸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말입
니다.
[O]f course she hasn’t got that come-hither look of some women, a look
which may sometimes flatter but only to deceive. She doesn’t prettify a
vapid remark with a bogus smile and she laughs only when she’s really
amused, . . . [Y]ou should . . . see the light of pure joy and genuine
sympathy in her eyes . . . You should see the . . .

embarrassed look of

real modesty on her heavenly face, . . . (19)

메르테이유가 투르벨 부인을 지칭하기 위해 “진짜로”라는 수식어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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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발몽의 묘사 역시 유혹의 도구로서 수줍음을 가장하는 이들과 투르벨
부인을 구별하기 위해 계속 그녀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강조한다. 투르벨 부
인이 “정말” 즐거울 때에만 웃는다거나 “진심어린” 공감, “진짜” 정숙함을
드러낸다는 발몽의 수식어들은 이상적인 여성성의 조건으로서 공감이나 정
숙함이 감성의 의제로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를 모방하고 연기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는, 덕성과 진정성이 분리되는 상황
에서 비롯된다.
메르테이유는 발몽에게 사랑 같은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
함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음으로써 발몽을 훈계하고 자신의 훈련을 과시한다.
연습하면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게 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눈물 몇 방
울 떨어뜨리면 효과가 더 좋지. 애정과 욕망이 뒤섞인 마음도 눈으로 표현할
수 있어. 결정적으로는 끝을 흐린 몇 마디 말이면 혼란스럽고 상기된 분위기가
더 고조되지.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사랑의 증거 아니겠어.
With practice, you can make your voice tremble with emotion and that
can be enhanced by a few well-placed tears; eyes can express a blend of
tenderness and desire; and finally, a few broken words help to reinforce
the air of bewilderment and agitation which is the most eloquent proof of
love. (64)

메르테이유의 자기 연출은 목소리 떨림이나 얼굴 붉힘 같은 신체 반응이
감정의 진정성을 준거한다고 보는 감성의 전제를 무화시킨다. 진정성의 가
장을 통해 드러나는 덕성과 진정성의 분리는 감성주의에 이미 내장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파멜라』에서 Mr. B는 파멜라에게 “당신 마음은 언제나
얼굴에 드러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우울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표
정을 지어서 감정을 달래라고 충고한다(391). Mr. B가 권면하는 여성의 덕
목으로서의 표리부동은 남자들의 시선을 모르는 척 하면서도 적당히 얼굴
을 붉히는 게 더 매력적이라는 내훈서의 충고로 이어진다.91)
메르테이유는 쎄실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 59 -

쓸 때에는 그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 네가 진짜로 생각하
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생각해서 써보려고 해야지. 네
가 분별 있는(sensible) 여자가 되길 바래”(234)라고 적는다. 메르테이유의
충고는 서간체 소설 장르가 기대고 있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경험이나 생
각이 공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장치로서 편지가 내면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를 허구화한다. 파멜라의 편지는 그녀의 진정성을 준거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데 반해 메르테이유와 발몽의 편지는 이중성
(duplicity)과 이중의 의미(double entendre)들로 아로새겨진다. 발몽이 투
르벨 부인에게 보내는 연서를 에밀리(Émilie)의 몸을 책상 삼아 쓰다가 편
지를 쓰던 중간에 에밀리와 관계하면서 “나를 제압하는 이 열정을 해소하
기 위해 잠시 당신을 떠나야겠습니다…”(95)라고 적는 것이 그 발몽이 이
연서를 메르테이유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해서 그녀로 하여금 읽어본 뒤
다시 봉해서 투르벨 부인에게 발송하는 수고를 굳이 청하는 것은 연출된
연극적 발화로서 이 연서의 효과가 메르테이유 부인이라는 관객의 존재로
말미암아 배가되기 때문이다. “내 감정의 진정성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 것
을 간곡히 부탁”(96)하는, 진정성을 연기하는 대사로 끝맺는 발몽의 연서는
에밀리가 그 자리에서 읽은 뒤 메르테이유가 읽고 다시 투르벨 부인이 읽
게 된다. 파멜라의 편지와 그녀의 덕성스러운 내면이라는 기표와 기의가 거
의 동일시될 수 있는데 반해, 두 명의 관객과 수신인에게 모두 다른 의미로
읽힐 것을 염두에 둔 발몽의 편지는 수신자들을 떠돌아다니며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기표로 남는다.
발몽보다 감정과 언술의 표리부동에서 훨씬 우월함을 보이는 메르테이
유는 감성적인 여자들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love)과 “사랑하는 사
람”(lover)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한다(162). 본래 감성 안에서
감정과 이성, 느낌과 생각이 하나로 만남을 뜻하는 감성주의가 관습화됨에
따라 메르테이유는 “감수성이 예민한”(sensitive) 여자들이 사랑이라고 느끼
91) John Gregory, A Father's Legacy to His Daughters (1774), Women in the
Eighteenth Century: Constructions of Feminity ed. Vivien Jon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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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사랑의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떠돌
아다니는 관념에 몸을 던지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관습화된 감성 안에서 감
정과 사고를 분리시켜 사랑을 관념화한다(163). “나는 사랑의 즐거움을 원
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 알고 싶었다”(164)고 말하는 메르테이유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관념으로서의 사랑은 분리된다. 사랑
이라는 말에 가슴이 끓어오르는 대신 “머리가 끓어오르는”, 열정을 몸의 문
제가 아닌 머리의 문제로 계산하고 해석하는 메르테이유는 육체적 쾌락이
어떻게 권력에 대한 욕망(desir du pouvoir)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밝힌
다. 성적 쾌락을 몸으로 먼저 느끼는 대신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사제의 말
을 듣고 “그것이 굉장히 즐거울 것이라고 결론지은 뒤 알고자 하는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대체했다”는 메르테이유의 고백에서 쾌락에 대한
관념은 욕망에 선행한다. 남편과의 첫날밤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쾌락을 꼼꼼히 기록”(165)하는 메르테이유가
경험을 텍스트화하는 방식은 파멜라의 편지에서와 달리 자신의 육체적 열
정과 감정에 대한 철저한 거리두기라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메르테이유가 자신의 리버티니즘을 합리화하는 근거는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진정성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레 공감으로 이어진
다는 감성의 논리에 내재한 균열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나온다.
내가 굴복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글을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
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리 조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탐구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코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감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Such precautions and the care I take never to write, never to provide
evidence of my surrender, may seem excessive; for me, they never seemed
really adequate. By looking deep into my own heart, I have been able to
explore other people’s and I’ve discovered that there is nobody who
doesn’t conceal a secret which it is essential never to let anyone fin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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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이 대목에 대해 브룩스는 메르테이유가 루쏘처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봄
으로써 투명성을 발견하는 대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
본적인 이중성을 발견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
으로 본다.92) 메르테이유의 자기인식에서 타인에 대한 권력이 발생한다는
브룩스의 지적 자체는 온당하지만, 그녀가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서 발견한
비밀을 꼭 이중성으로 표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메르테이유의 통찰은 모
든 사람들의 이중성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기보다 나의 진심이 타인에게 노
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공감이라는 수평적 관계로 이어지는 대신 곧바로 관
찰자와 관찰대상의 권력 관계로 이어져 ‘보는’ 자로서 권력을 소유한 이가
‘보이는’ 대상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즉 가시성이 권력을 낳게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메르테이유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읽지 못하도록”(preventing
people from reading my thoughts, 164) 내면을 철저히 감추는 연습을 통
해 결코 읽히지 않는 텍스트로 남고자 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 행동과 말
을 완전히 통제하고 연출함으로써 메르테이유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타
인에

대한

정복("I

must

conquer

or

die,"

169)을

통한

권력화

(self-empowerment)이다. 메르테이유와 발몽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육체를 이용하고 착취하며, 권력은 상대방의 육체를 소유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패를 쥔 사람에게 주어진다. 발몽이 쎄실과 육체관계
를 맺은 뒤 “내 자산의 일부처럼 임대나 방해 없이”(like a piece of my
own property, without let or hindrance, 257) 그녀를 가졌다고 말하는 대
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의 육체를 소유하는 순간 이것은 그의 자산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읽히지 않는 텍
스트가 되어야 하며 권력의 과시는 관객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덕성과 분리된 쾌락이 권력화하는 양태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92) Peter Brooks, The Novel of Worldliness: Crébillon, Marivaux, Laclos, Stendh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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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하게 다르다. 발몽은 여자들을 유혹했다가 유혹에 성공하면 매정하게
차버리는 난봉꾼으로 명성을 날리지만, 메르테이유의 경우 덕성스러운 귀부
인으로서의 대외적인 평판을 유지한 채 비밀 애정 행각을 이어나가되 상대
방이 그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계속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훨씬 복잡한 과정의 리버티니즘을 수행한다.93) 타인에 대한 지배력(power)
을 세상에 공표할 수 없는 메르테이유는 자신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접근
한 발몽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은 뒤 이를 방패막이 삼아 그에게 자신의 현
란한 애정행각과 리버티니즘을 공표함으로써 권력의 과시욕을 충족시킨다.
난봉꾼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기에 개심한 난봉꾼의 진정성을
연기할 수 있는 발몽과 달리 덕성스러운 미망인으로서의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메르테이유는 덕성을 표방하는 동시에 발몽처럼 공개적으로 사랑의
진정성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94) 이런 점에서 여성 리버틴임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입장의 메르테이유에게서 진정성과 덕성의 분리는 더
분명하게 일어난다.
자신의 각본과 발몽의 연기를 통해 원하던 바대로 쎄실의 운명을 결정
짓는데 성공한 메르테이유는 “꾸밈없음”(ingenuousness)이란 곧 “성격적 결
함”(character weakness)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쎄실을 조롱한다(235). 애
인인 당스니(Chevalier Danceny)에게 보내는 연서조차 발몽이 불러주는 대
로 받아쓰는 쎄실은 타인의 욕망을 받아쓰면서 타인의 욕망을 실현시키되
자신의 주체적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수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녀를
“쾌락의 기계”(pleasure machines, ibid.)로 비하하는 메르테이유의 명명에
값할 만한 인물로 그려진다. 남녀간에 불공평한 규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리버티니즘의 권력투쟁에서 타인의 쾌락기계로 전락하는 쎄실과 달리 메르
테이유는 독보적인 자율성을 획득("I am a self-made woman, 163)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율성의 이름 아래 자신이 만들어낸 역할의 가면이 자아로
93) 메르테이유는 이러한 남녀 간의 역할 차이에 대해 논하며 이를 “대단히 불공정한 경쟁”
이라 부른다(161).
94) 이런 점에서 여성의 리버티니즘이 본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
다. 로울스톤은 메르테이유가 여성의 덕성을 모방하듯이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리버티니즘
을 모방하는 수행성을 드러낸다고 본다(167).

- 63 -

육화됨에 따라 타인이 읽지 못하도록 공들여 방어하는 그녀의 내면이란 결
국 텅 빈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발몽과 메르
테이유는 타인을 각각 자동인형(automata, 219)이나 쾌락기계로 서슴없이
비하하지만 이들 역시 꽉 짜인 사회적 관습의 코드 안에서 리버티니즘의
주체로 호명될 뿐이다.
진심을 연기하다가 ‘본의 아니게’ 진심을 느끼게 되는 발몽의 ‘수동성’은
자신의 감정이 짜놓은 각본을 벗어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다. 투르벨 부인은 그녀의 내면을 발몽에게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그의 희
생양이 되지만, 또한 그의 연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발몽의 방어기
제를 무너뜨린다. 투르벨 부인과 함께 있을 때 발몽은 목표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완벽히 통제하는 리버틴으로서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여러 번 고백한다.
나는 궁핍과 절망에 처한 다섯 명의 사람들을 위해 관대하게 56프랑을 지불했
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싸고 내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 때 내 마음이 약해진
순간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고 나도 모르게 감미로운 감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행이 주는 쾌감에 놀랐고 소위 덕성스
러운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
혹을 느꼈죠.
I magnanimously pay over fifty-six francs for which amount five people
were being condemned to destitution and despair. . . . I was surrounded
by this whole family prostrate at my knees. I must confess to a moment
of weakness: my eyes filled with tears and in spite of myself I felt a
delicious emotion stirring inside me. I was amazed at the pleasure a good
deed can produce and I’m tempted to think that those so-called virtuous
people don’t deserve quite as much credit as we’re invited to believe. (43,
필자강조)

발몽이 “관대하게” 56프랑을 지불했을 때에 그 관대함은 투르벨 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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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이 표현은 분명히 아이러니로서 진술되지만, 호의
를 베푼 이들에게 둘러싸인 순간 발몽은 “나도 모르게” 진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메르테이유에게 “우리가 소위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쾌락이라고 부
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자신에게는 오직 “육체적인 쾌락”(20)만이
남은 것 같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던 발몽은 이 순간에 덕성과 쾌락이 만나
는 이상의 순간을 잠시나마 경험한다. 투르벨 부인과 만나면서 발몽은 마음
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그녀 역시 자기가 정복해야 할
일련의 대상 중 하나일 뿐임을 계속해서 되새긴다.
아, 그녀도 타락하고 몰락해서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여자로 보일 날이 곧
오겠지요.
그런데 투르벨 부인 애기를 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잊고 부인 얘
기를 하고 있네요. 그녀를 지독하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어떤 신비한 힘이 나를
그녀에게 이끌어가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은 위험
한 건데! 주제를 바꾸죠. 원래 내 자신으로 돌아가 뭔가 즐거운 얘기를 해봐야
겠습니다.
Ah, the time will come soon enough when she will have been
degraded by her downfall and have become in my eyes a woman like all
the rest.
But I’m talking about her and forgetting that I promised myself not to
talk about her: I feel linked to her by some mysterious force which draws
me back to her, even while I’m treating her abominably. Such ways are
dangerous! Let’s change the subject. I’ll become my old self and talk
about something cheerful: . . . (201)

투르벨 부인과의 관계 역시 그녀를 몰락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지만 발
몽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어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은 위험하다”면서 발몽이
마음을 다잡는 것은 투르벨 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계획과 의지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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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발몽이 최종적으로 실행해야
할 큰 플롯 아래에서 이런 순간들은 잠시 일탈 정도로 치부되고 말지만, 자
신이 연기했던 감정이 투르벨 부인에게 부딪혀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 되돌
아오는 순간 그 진심에 발몽은 무장해제 당할 위기에 처한다. 발몽이 “내가
이 나이에 본의 아닌(involuntary) 이 낯선 감정에 지배될 것 같으냐”(276)
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투르벨 부인과 억지로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것
은 플롯의 고안자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주체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
의 일환이다.
그러나 발몽이 이별을 고하는 방식으로 “내 잘못이 아니다”(It is not
my fault, 315)는 말을 되풀이하는 메르테이유가 보낸 편지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투르벨 부인에게 보내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플롯의 고안자로서 그
가 추구했던 자율성은 플롯 그 자체에 종속되고 최종적으로는 플롯 자체도
그의 손을 떠나고 만다. 의기양양한 메르테이유는 발몽에게 “내가 이긴 상
대는 투르벨 부인이 아니라 바로 너”(320)라면서 “내가 그 여자를 찔렀을
때, 더 정확히는 그 여자를 찌르도록 너의 손을 이끌었을 때”(321) 느낀 쾌
락을 과시함으로써 발몽이 투르벨 부인을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얻고자 했
던 권력을 전유한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발몽
은 플롯의 고안자로서 자율성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대신 메르테이유가 쓴
플롯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가 『위험한 관계』를 읽고 “혁명은 쾌락을
좇는

이들에

의해

일어났다”(La

Révolution

a

été

faite

par

des

voluptueux.)95)고 한 것은 육체적 쾌락을 좇는 리버틴들과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쾌락을 통해 행복(happiness)을 정의하고 이를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는 혁명론자들 사이의 공통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적인 관계를 공
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위험한 관계』의 (남성적) 리버티니
즘에서 성과 육체 같은 사적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은 권력투쟁의 정치

95) Peter Brooks, "The Revolutionary Body," Fictions of the French Revolution ed.
Bernadette Fort (Evanston: Northwestern UP, 1991) 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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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으로 화한다. 『파멜라』에서 사적 개인이 내면의 덕성을 기반으로 공적
인 가치체계와 대결하는 자유주의적인 가정이 유효했던 데에 반해 『위험한
관계』에서 덕성과 분리된 개인의 쾌락 추구는 어느새 주어진 의미체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성주의의 코드 안에서 권력화를 위한 기계적인 욕망의
실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수동성이 더욱 강화되는 역설적인 변화
가 포착된다.
메르테이유는 덕성스러운 여인과 여성 리버틴이라는 이중가면을 통해
자기형성(self-fashion)을 꾀하지만 그 가면이 자아로 육화되는 과정에서 내
면은 공동화(空洞化)한다. 따라서 가면을 벗겼을 때에 드러나는 것은 그녀
의 내면이 아닌 주체의 소멸이다.96) 소설의 결말에서 그동안의 애정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메르테이유는 심한 천연두에 걸려 한쪽 눈을 잃는다.97) 볼
랑제 부인은 이를 두고 “병이 그녀의 안팎을 뒤집어서 이제 그녀의 영혼이
얼굴에 드러난다”([H]er illness had turned her inside out and that now
her soul was showing in her face, 370)고 평가한 후작부인의 표현을 인
용한다. 이 표현은 메르테이유의 내면이 결국 표면화해서 윤리적 징벌이 얼
굴에 새겨지는 전통적인 도덕극의 결말을 떠올리게 하며 따라서 이 “완전
히 끔찍한”(absolutely hideous, ibid.) 얼굴을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만들
고자 한다. 그러나 메르테이유의 망가진 얼굴에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메르테이유의 내면이 드러난 것이라기보다는
사교계가 그녀에게 각인한 심판의 날인이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서사를 이
끌어온 원동력이 되었던 메르테이유의 편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는 볼랑제 부인의 논평으로 막을 내리는 결말에서 우리는 끝까지 메르
96) 드진(DeJean)은 이 소설에서 “주체가 소멸 아래에 놓인 것처럼 지워진다”(The subject
is erased, put sous rature)고 표현한다. Joan DeJean, Literary Fortifications:
Rousseau, Laclos, S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261.
97) 디피어로(Dipiero)는 메르테이유가 눈을 잃은 것이 “관찰을 통해 그녀가 획득한 사회적
지배력의 소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Thomas Dipiero, "Disfiguring the
Victim's Body in Sade's 'Justine'," Body & Text in the Eighteenth Century ed.
Veronica Kelly and Dorothea E. Von Mück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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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유의 내면을 읽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공공의 도덕적 지탄이 각인되는
표면으로서 그녀의 얼굴 역시 끝까지 가면으로 남는다.
루쏘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1755)에서

“자기애”(amour

propre)와

“자율

성”(amour de soi-même)을 구별하면서 자기보호본능으로서의 자율성을 이
성과 공감을 통해 인간을 덕성으로 이끄는 자질로 규정한 바 있다.98) 자율
성을 덕성의 근간으로 제시하는 루쏘의 주장은 육체를 긍정함으로써 쾌락
과 덕성의 접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온 18세기 도덕철학자들의 축적된 논
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타의 도덕철학자들과 달리 루쏘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은 그의 사후 출간된 『고백』(Les Confessions, 1782)이 예시
하는바 개인의 몸이 곧 그의 덕성을 대변하도록 만듦으로써 개인의 몸을
정치적 단위로 재편하는 변화에서 비롯된다. 루쏘는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1762)에서 “인간은 자신
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더 노예”로 남게 된다
는 진술99)을 통해 자율성이 권력욕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만, 자율
성이 권력욕과 타인에 대한 지배욕을 낳게 되는 구조는 루쏘의 사상이 혁
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로 엘베티우스(Claude Adrien Helvétius)는 『인간론』(De
l'Homme, 1772)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로크적인 인간
본성으로서 루쏘적인 자율성이 낳는 행복에 대한 욕망이 곧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야기하는 것으로 본다.100) 자율성이 공감을 통해 덕성으로 연결된다
는 루쏘의 주장에서 벗어나 덕성과 결별한 자율성의 추구는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정복하고자 하는 권력

98) Jean-Jacques Rousseau, Discourse on the Origin and the Foundations of
Inequality among Men in The Discourses and Other Early Political Writings ed.
Victor Gour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18.
99)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Later Political Writings ed.
Victor Gour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41.
100) Eric Voegelin and John Hallowell, From Enlightenment to Revolution (Duke
University Press, 197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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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루쏘가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의 자
율성이 시민 사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의지”를 주창했을 때에는
개인이 “자신을 모두에게 인도함으로써 자신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by
giving himself to all, gives himself to no one, 50), 개인의 자율성과 공
동체의 상생관계라는 이상향을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공의 선과 동일
시된 혁명에 반대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이들까지 혁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하고자 하는 배타적 권력으로 탈바꿈한 소수의 과격파 자꼬
뱅들이 “덕성이 공포요, 공포가 덕성”(Virtue is Terror, Terror is Virtue)이
라는 명제 하에 공포정치로 치닫게 될 때에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존
립을 매개하는 자질로서의 덕성은 공포정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전락한다.
푸꼬적인 인식론 하에서 억압과 지배의 대상으로서 몸이 담론의 중심에 설
때에 발생하는 권력욕의 성격이 몸의 지배로 나타난다면, 공포정치가 투사
하는 권력욕은 덕성의 텍스트로서 개인의 몸을 지배하고 처단할 권리를 주
장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보들레르가 말하는바 혁명의 전조로서 『위험한 관
계』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서 오는 쾌락”과 “쾌락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권력과 쾌락의 영원한

소용돌

이”(perpetual spirals of power and pleasure)101)를 만들어내는 관계를 포
착해냄으로써 덕성으로부터 분리된 쾌락이 권력화하는 양상을 구현한다.

101)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9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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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쥐스틴』—쥐스틴, 폭력의 텍스트
쾌락과 덕성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개인의 천부
인권으로 주장하는 계몽주의 철학에서 덕성에 부여한 역할 중의 하나는 신
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계몽주의 철학은 자연에서 이
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죄에서 자유로운
인간과 신의 연결고리를 새로 쓴다. 그럼에도 신이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한
무언가가 바로 덕성이라고 해링턴(James Harrington)이 명명하듯이 덕성은
원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세속화 시대의 개인이 여전히 신성(divine
nature)의

흔적을

인간

안에서

찾는

한

방편이었다(Pocock,

Virtue,

Commerce, and History, 41). 자연과 이성, 덕성의 연결고리를 대전제로
하는 사회관습은 세속화의 진행에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틀
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쥐스틴』에서 모든 “사회적 관습에 대한 존
중”(respect for social conventions)102)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리버틴들의 입
을 빌어 싸드는 신의 영광(light)이 드러나는 곳으로서 계몽주의적 자연과
그 빛과 인간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그리고 인간이 신의 섭리를
내면화하여 자기 규율로 삼는 덕성 개념 모두를 비판한다.103)
덕성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악덕과 맞서기에
너무나 허약하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하는 『쥐스틴』
에서 싸드는 『파멜라』가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감성주의적 덕성에 대한 철
저한 패러디를 시도한다. Mr. B에게 끊임없이 육체적 침탈의 위협을 당하
면서 파멜라는 “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처녀들이 특히 하나님에 대
한 두려움이 없고 가장이 좋은 규율로 다스리지 않는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에 어떤 곤경을 겪게 되는지”(what hardships poor maidens go through,

102) 이는 라클로와 싸드의 소설이 일종의 풍속소설(novel of manners)과 포르노그라피로
갈리게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D. A. François de Sade, Justine, or Good
Conduct Well Chastised in Three Complete Novels: Justine, Philosophy in the
Bedroom, and Other Writings trans. Richard Seaver and Austryn Wainhouse (New
York: Grove Press, 1966) 457.
103) William E. Connolly, Political Theory & Modernity (Oxford: Basil Blackwell, 1989)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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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lot it is to go out to service, especially to houses where there is
not the fear of God, and good rule kept by the heads of the family,
68) 한탄하는데, 이는 쥐스틴의 불행을 정확히 예견한다. 젊음과 미모를 자
산으로 세상살이를 시작해 입신을 거듭하는 언니 쥘리엣(Juliette)과 달리
정절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려는 쥐스틴은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고통 받
는다. 싸드는 쥐스틴이 또 다른 Mr. B인 브레싹 백작(Comte de Bressac)
에게 “어쩔 수 없이 본능적인 애정에 이끌리는”(511) 탓에 브레싹이 재산상
속을 위해 숙모를 살해하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한다. 이는 Mr. B의 계속되는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파멜라의 선언과 실행 사이의 모호함을 문제 삼기 위
해서이다. 브레싹에 대한 쥐스틴의 마음처럼 파멜라도 Mr. B를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해석의 일환인 것이다. 필딩
도 『섀밀라』에서 파멜라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만, 싸드는 여주인공의 덕성을 의심하는 대신 감성주의 소설의 주요 테마인
“고통 받는 덕성”에서 덕성 대신 “고통”을 강조하는 것을 패러디의 수단으
로 삼는다. 채찍질당하고 찢겨나가고 파열하는 쥐스틴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독자가 느끼는 심한 불편은 어느새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쾌
락의 원천으로 삼게 된 타락한 감성주의적 독자/관객의 기대치를 조롱하는
싸드의 가학적 선물이다.104)
『파멜라』에서 Mr. B가 파멜라의 편지를 찾기 위해 그녀를 몸수색하는
장면에서 “여태까지 여자 옷을 벗겨본 적이 없”(I never undressed a girl
in my life, 245)다고 말하는 대목은 음모에 동조할 것을 종용하는 브레싹
의 요구에 쥐스틴이 마지못해 굴복하자 기쁜 마음에 그녀를 껴안으면서
“너는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 품에 안아본 첫 여자야”(You are the
first woman I have ever held in my arms . . . and truly, it is with all
104) “[W]e ask the reader's indulgence for the erroneous doctrines which are to be
placed in the mouths of our characters, and for the sometimes rather painful
situations which, out of love for truth, we have been obliged to dress before his
eyes"(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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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oul, 522)라고 말하는 브레싹의 대사로 변형된다. 물론 브레싹의 대사
는 Mr. B의 진심어린 발언과는 거리가 멀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브레싹이
몸종 자스맹(Jasmin)과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를 품에 안아본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브레싹의 진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ibid.)고
말하는, 즉 쥐스틴의 덕성을 계몽해야 할 암흑으로 간주하는 리버틴 원리를
설파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후 브레싹은 일이 성사될 경우 쥐스틴
에게 매년 2천 크라운을 주기로 하는 계약서(contract, 523)를 건넨다. 물론
최종적으로 쥐스틴은 브레싹을 돕지 않고 브레싹은 그녀에게 숙모를 독살
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녀의 몸에 지독한 폭력을 가한다.
브레싹과 쥐스틴의 만남을 결말짓는 방식을 통해 싸드는 파멜라와 Mr.
B 사이 “계약”의 유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쥐스틴』에서 덕성의 대
변자로서 쥐스틴은 뒤부아(Dubois)에게 “사회 계약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
서 자신의 행복 아주 일부를 나머지 큰 행복을 위해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
지 않는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우쭐해 할 수 있을까
요?”(492)라고 반문함으로써 루쏘적인 사회계약론의 옹호자로 나선다. 이에
반해 뒤부아는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계속해서 양도해야 하는
이는 “거래의 불공정함”(unfairness of the bargain, 494)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약자 간의 동등함을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의 전제를 부정한다.
뒤부아는 자연 상태에서도 이미 더 힘세고 권력을 가진 이와 그렇지 못한
이가 존재하는데 이들 간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암스트롱의 지적처럼 『파멜라』에서 계급 갈등이 “성적 계약”(sexual
contract)에 의하여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면(Desire 49), 『쥐스틴』에서 게
르낭드 백작(Comte de Gernande)은 쥐스틴에게 결혼이 결코 상호계약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너는 어떻게 정당화할거
지? 내 아내라는 이 여자는 남편한테서 행복을 강탈하기 위해 어떤 권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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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내세우는 거지? 서로 행복하게 해줘야 할 상호적 필요는 오직 상대방을 해
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고 따라서 동등
한 힘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야. 두 사람 모두에게 해롭지 않
을 힘 외에 다른 힘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각자에게 의무로 하는 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는 이런 제휴가 성립될 수 없어.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관습은 둘
중 하나는 힘이 세고 다른 하나는 약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로 이뤄질 수
가 없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자기를 친절히 대해 줄 것을 무슨 권리로 요
구할 수 있지? 강한 자가 이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
How are you justified, . . . in asserting that a husband lies under the
obligation to make his wife happy? and what title dares this woman cite
in order to extort this happiness from her husband? The necessity
mutually to render one another happy cannot legitimately exist save
between two persons equally furnished with the capacity to do one
another hurt and, consequently, between two persons of commensurate
strength: such an association can never come into being unless a contract
is immediately formed between these two persons, which obligates each to
employ against the other no kind of force but what will not be injurious
to either; but this ridiculous convention assuredly can never obtain
between two persons one of whom is strong and the other weak. What
entitles the latter to require the former to treat kindly with him? and
what sort of a fool would the stronger have to be in order to subscribe
to such an agreement? (645)

게르낭드 백작은 아내가 남편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위에
기반을 두지 못한 것이기에 “강탈”일 뿐이라며 계약으로서 결혼 제도의 상
호성을 불신한다. 그가 결혼이라는 “계약”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임을 설
파하는 근거는 뒤부아가 말한 바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 간의 힘이 불
균형함을 전제함으로써 이 계약 관계가 평등(equality)에 의거하는 대신 언
제나 수직적인 권력 관계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파멜라』에서
는

Mr. B와 파멜라 사이의 뚜렷한 신분차이에도 불구하고 덕성이 파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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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이에 감화된 Mr. B와 파멜라 사이에 결
혼이라는 성적 계약이 성립 가능해진다. 그러나 덕성이 더 이상 도덕적 권
위로 작용할 수 없게 될 때에 이런 종류의 계약은 성립불가능해지며 설사
성립된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언제나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힘없는 자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파멜라』에서
파멜라의 몸이 계속해서 감시와 폭력에 노출되는 위협적인 순간들이 최종
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이 서사가 성적 계약을 통해 매듭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쥐스틴』에서처럼 아무도 그 덕성을 읽어주지 않을 때에 덕성은 도
덕적 권위의 근거가 되는 대신 무력한 수동성의 동의어가 되어 일방적인
폭력과 착취를 야기한다.
개인과 개인이 덕성을 기반으로 만나 사회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
는 이상을 꿈꾸었던 루쏘는 『언어기원론』(Essai sur l'origine des langues,
1781)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타고난 동정심이 있지만 상상력이 동정심을 움
직이지 않는다면 동정심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
도 상상하지 않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느낄 수 있으며 인류 안에서
다만 홀로”일 뿐이라고 정의한다.105) 상상력을 공감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루쏘의 주장은 타인의 고통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력을 통해 그
고통을 내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스미스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공감론에 의거한다. 그러나 루쏘적인 계약의 상호성과 감성주의적 공감의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는 싸드는 공감론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 존
재하는 간극을 절대화함으로써 감성주의에 내재한 모순을 극대화한다. 스미
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공감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 상상력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논한 바 있다.
설사 우리의 형제가 고문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편히 갖는 한
감각은 그가 겪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결코 알려주지 못한다. 감각은 결코 우
105) Jean-Jacques Rousseau, Essay on the Origin of Languages in The Discourses and
Other Early Political Writings ed. Victor Gour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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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신을 넘어서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상상력에
의해 우리는 그가 느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은 그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떨지 재현함으로써 우리를 돕는다. 그의 감각이
받은 영향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받은 영향을 상상력은 모사한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그의 입장이 되어 우리가 똑같은 고문을 견디고 있다고 느끼면서
마치 그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소 알게 되고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그의 고통과 완
전히 다르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그의 고통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의 고통은 마침
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Though our brother is upon the rack, as long as we ourselves are
at our ease, our senses will never inform us of what he suffers. They
never did, and never can, carry us beyond our own person, and it is by
the imagination only that we can form any conception of what are his
sensations. Neither can that faculty help us to this any other way, than
by representing to us what would be our own, if we were in his case. It
is the impressions of our own senses only, not those of his, which our
imaginations copy. By the imagination we place ourselves in his situation,
we conceive ourselves enduring all the same torments, we enter as it
were into his body, and become in some measure the same person with
him, and thence form some idea of his sensations, and even feel
something which, though weaker in degree, is not altogether unlike them.
His agonies, when they are thus brought home to ourselves, when we
have thus adopted and made them our own, begin at last to affect us, . .
(3-4)

스미스는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이 공감의 기반이 되긴 하지만 오로지
감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한계를 넘어 공감을 실현하는 기제로서 상상력
을 정의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상상력은 타인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재현
함으로써 공감을 실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그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게
될 때에 비로소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감의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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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 그러나 『쥐스틴』의 리버틴들은 이처럼 여러 단계의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는 공감의 메커니즘에서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공감의 가능성을 폐기한다. 공감의 메커니즘을 통해 타인의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 스미스의 주장에 반해

『쥐스틴』에서

뒤부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같을 이유가 전혀 없”고 “전자가 육체적으로 느껴진다면 후자는 오로지
도덕적으로 감지될 뿐”(491)이라는 논리를 통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
진 육체의 감각이 도덕적 기반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의 이상을 부정한다.
뒤부아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상상하는 공감의 허구적 측면을
극대화하여 “도덕적 감정이란 원래 기만적”(ibid.)이라고 결론짓는다.
쌩뜨-마리-데-부아(Sainte-Marie-des-Bois) 수도원의 끌레망(Clément) 수
사 역시 상상력과 기호(tastes)에 관한 일장연설을 통해 스미스적인 공감의
기반으로서 인간의 상상력을 문제 삼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사람의 기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대는 거야. 인간의 상상력이란 감각을 매개로 마음에 대상을 그려내는 능력인
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유기적 조직의 결과이다
보니 그 대상을 오직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인지한 대상의 영향이
낳은 결과에 따라 관념을 만들어내게 되지. 거울들도 다르게 만들어져서 어떤
거울은 사물을 작게 보이게 하고 다른 거울은 크게 보이게 하고, 또 어떤 거
울은 사물을 무섭게 비추고 다른 거울은 사물을 미화시키기도 하잖아. 이 거울
들이 창의적인 능력과 객관적인 능력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거울 앞
에 선 사람의 완전히 다른 초상을 각각 비추지 않겠어? 그래서 각기 다른 거
울이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 거울에 비친 초상도 모두 다르지 않을까?
지금 말한 거울의 두 가지 능력 외에 거울에 감각이라는 세 번째 능력이 더해
진다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비춰진 이 사람은 거울이 인지한 종류의 대상에
대해 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느낌의 근원이 되겠지? 거울이 보기에 자기
앞에 선 이가 아름다우면 그를 사랑하고, 다른 거울이 보기에 무서우면 그를
증오하고. 다양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란 사실 언제나 똑같은 거야.
인간의 상상력도 그런 거야. 상상력의 다양한 각면(刻面)에 따라 거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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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똑같은 사물도 그만큼 다양한 형상을 띠게 되는 거지. 감각의 즐거움이
언제나 상상력에 의해 규정된다는 걸 생각하면 상상력의 무절제함이 드러내는
무한히 다양한 기호와 열정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없
어. 이런 기호들이 쾌락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본질적으로 이상한 건 아
니란 말이지. 침실에서 변덕스러운 취향이 색다른 걸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이상할 게 없다는 거야.
“Without question the silliest thing in the world . . . is to wish to
dispute a man’s tastes, . . . The human imagination is a faculty of man’s
mind whereupon, through the senses’ agency, objects are painted, . . .
But this imagination, itself the result of the peculiar organization a
particular individual is endowed with, only adopts the received objects in
such-and-such a manner and afterward only creates ideas according to the
effects produced by perceived objects’ impact: . . . have you not seen
those differently formed mirrors, some of which diminish objects, others
of which enlarge them; some give back frightful images of things, some
beautify things; do you now imagine that were each of these types of
mirrors to possess both a creative and an objective faculty, they would
not each give a completely different portrait of the same man who stands
before them, and would not that portrait be different thanks to the
manner in which each mirror had perceived the object? If to the two
faculties we have just ascribed to the mirror, there were added a third of
sensation, would not this man, seen by it in such-and-such a manner, be
the source of that one kind of feeling the mirror would be able . . . to
conceive for the sort of being the mirror had perceived? The mirror sees
the man as beauriful, the mirror loves the man; another mirror sees the
man as frightful and hates him, and it is always the same being who
produces various impressions.
“Such is the human imagination, . . . the same object is represented
to it under as many forms as that imagination has various facets . . . if
we admit the senses’ joy is . . . always regulated by the imagination, one
must not be amazed . . . by the infinite multitude of different tastes and
passions the imagination’s various extravagances will bring to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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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ious though these tastes may be, they are never intrinsically strange;
there is no reason

to find a mealtime eccentricity more or less

extraordinary than a bedroom whim; . . .” (599-601)

끌레망의 논리를 통해 싸드가 스미스의 공감론과 허치슨의 기호론을 아울
러 비판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이들의 도덕철학이 전제하는 보
편성이다. 스미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서 상상력의 보편성을 주장
하지만, 싸드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정신작용인 이상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감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는 취약한
보편성의 근거를 공격한다. 이를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가 사회를 거울에
비유하는 대목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어떤 사람이 외딴 곳에서 자라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어른이
되었다고 치면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올바른 것인
지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마음이 아름다운지 보기 흉한지, 얼굴이 아름다운지
보기 흉한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시야에 비춰줄 거
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쉽게 볼 수 없는 대상들이다.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그동안 원하던 거울을 즉시 얻게 되며 바로 이를 통해 자신
의 열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이 아름다운지 보기 흉한지 처음
보게 된다.
Were it possible that a human creature could grow up to manhood in
some solitary place, without any communication with his own species, he
could no more think of his own character, of the propriety or demerit of
his own sentiments and conduct, of the beauty or deformity of his own
mind, than of the beauty or deformity of his own face. All these are
objects which he cannot easily see, . . . and with regard to which he is
provided with no mirror which can present them to his view. Bring him
into society, and he is immediately provided with the mirror which he
wanted before. . . . it is here that he first views the propri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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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priety of his own passions, the beauty and deformity of his own
mind. (162)

스미스는 타인의 시선의 집합으로서 사회를 거울에 비유하면서 이 거울이
도덕성과 미추에 대해 보편적인 기준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싸드의 논리에서 상상력의 비유로서 거울은 보편성을 반영하는 대신 개별
성을 비추고 각기 다른 거울은 인지하는 대상에 대해 개별적 해석을 내린
다. 스미스가 공동체를 거대한 평면거울로 표상한다면, 싸드는 개인의 상상
력을 각면거울에 비유함으로써 공감론의 보편성에 반기를 든다. 이러한 보
편성에 대한 반발은 허치슨이 말하는바 도덕성과 미추에 대한 종합적인 판
단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자질로서 “기호” 개념이 상정하는 윤리와 미학의
보편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싸드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모
두가 같지 않다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 또한 음식 취향처럼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하
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로써 싸드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심미적 자질로
서 기호 개념을 통해 쾌락과 덕성을 매개하고자 한 허치슨의 논리가 상정
하는 기호/취향의 보편성을 문제 삼는다. “덕성은 쾌락을 낳고 악덕은 고통
을 낳는다”는 허치슨의 감성주의적 이상이 파열하는 지점에서 덕성으로 포
섭되지 않는 쾌락을 추구하는 싸드의 리버틴은 탄생한다.
18세기 도덕철학이 상정하는 보편성을 공격하는 싸드의 전술이 겨냥하
는

핵심

공격

대상은

무엇보다도

덕성

개념이다.

리버틴

쌩-플로랑

(Saint-Florent)은 “덕성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은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덕성을 모른다는 사실이 증명한다”(660)고 주장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인간
이 덕성과 자애심을 타고난다는 루쏘와 샤프츠베리의 전제를 뒤엎는다. 쌩플로랑은 인간이 서로 평등한 곳에서는 원래 덕성이 필요 없는데 문명이
신분이나 계급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자애심이 필요해진다는 점에서
자애심은 문명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자연에서 기인하는 감정이 아닌 “상황
적 덕성”(circumstantial virtue, 661)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로댕(Ro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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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성을

“순전히

상황의

문제이며

우연”(purely

a

matter

of

circumstance, an accident, 547)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나 뒤부아
가 “프랑스에서는 범죄인 것이 중국에서는 덕성”(696)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덕성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며 따라서 덕성을 보편적인 것이 아닌 국지적인 자질로 정의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퍼거슨은 『쥐스틴』을 피카레스크 소설로 만드는 기제가
지리적 상대주의, 즉 모든 법은 모든 곳에서 다르며 단 하나의 초월적 규칙
은 “법은 언제나 국지적”(laws are always local, Pornography 61)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퍼거슨의 해석처럼 싸드는 덕성의 보편성을 공
격하면서 그것이 국지적이며 상황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에피쏘드들을
펼쳐 보인다.
덕성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을 비판하는 싸드의 공격의 화살은 필연적으
로 루쏘를 향한다. 루쏘는 법의 보편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로 법이 공적
이익(public interest), 혹은 일반이익(general interest)을 대변한다는 점을
든다(Social Contract 67). 그러나 루쏘의 일반이익과 개별이익(particular
interest) 개념은 알뛰세(Louis Althusser)의 지적처럼 개별이익의 합이 일
반이익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개별이익은 일반이익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106) 루쏘는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으며
항상 공적 유용성에 이바지한다”고 천명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무엇이 선인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Social Contract 59). 따라서 알뛰세는 일반의지를 선언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정치적 교육, 곧 “계몽”이 필요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일반의지
하에서 모든 계층과 분파의 차이는 개별이익을 조장하지 않기 위하여 억압
되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150). 『쥐스틴』에서 싸드는 “계몽”의 가능성
에 냉소를 보내면서, 일반의지와 일반이익이 언제나 옳은 것이며 그 아래에
서 공공의 선을 위해 개별이익이 억압되어야 할 당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

106) Louis Althusser, Politics and History: Montesquieu, Rousseau, Hegel and Marx,
trans. Ben Brewster (London: Gresham Press, 1977) 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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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만약 인류의 “일반이익”(general interest, 694)이 법을 부패로 이끈다
면 다른 사람들처럼 부패하기를 원치 않는 이는 일반이익에 대항하여 싸우
는 것이므로 다른 모든 이들과 영속적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뒤부아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루
쏘는 법의 보편성을 담지하기 위해 “법이 주체들을 (공동체라는) 하나의 몸
으로 간주하고 주체의 행동들을 추상화하며 인간을 결코 개인이나 개별 행
동으로 파악하지 않음”([T]he law considers the subjects in a body and
their actions in the abstract, never any man as an individual or a
particular action, Social Contract 67)을 가정하는데, 뒤부아의 궤변은 이
처럼 루쏘가 보편성의 목표 아래 개별성을 통합하고 추상화할 때에 그 보
편성의 이상이 봉합하고자 한 갈등의 균열점을 파고든다.107)
싸드는 덕성의 보편성을 공격하면서 감성의 논리에 이미 내재해 있던
덕성의 수동성을 절대화시켜 양자를 동의어로 만들어 버린다. 감정에 위압
당해 기절하고 마비되는 파멜라의 몸이 내면의 덕성을 준거할 때에 파멜라
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덕성의 작용은 부득불 능동적인 행동 대신 수동적
인 몸의 무감각을 통해 드러난다. 이 역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싸드는 쥐
스틴의 수동적인 몸을 통해 파멜라가 갖고 있는 모순적인 자질들을 수동성
으로 일원화하고 평면화시킨다. 덕성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싸드적 세계
에서 인간 활동의 동인(agent)은 오로지 자연으로 귀속되는 반면, “수동적
이고 나태한 사람, 즉 덕성스러운 사람”(the inactive or indolent person,
that is to say, the virtuous person)은 “무감각, 무기력, 무위”(apathy, . .
. lethargy, . . . inactivity)와 동의어가 된다(521). 싸드는 신과 동일시되던
자연에서 신성을 제거하고 그 자체에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부여하면서 신
의 권위를 인간이 내면화하는 자질로서의 덕성과 자연을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로크가 『기독교의 합리성』(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1695)
107) 푸꼬는 싸드의 소설을 일컬어 “루쏘에 대한 거대한 패스티슈(pastiche)”라 평한 바 있
다. Michel Foucault,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New York: Vintage, 1965)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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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시와 함께 이성을 강조할 때에 이성은 여전히 자연에서 신의 진리
를 발견하기 위해 주어진 빛이었다. 그러나 흄은 로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적에 관하여”(Of Miracles)에서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는 기적에 회의를
표명한다.108) 흄은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a violation of the laws of
nature)으로 정의하며 성(聖)변화(transubstantiation) 개념을 비판한다. 흄
의 이신론이 이성을 바탕으로 신성을 정의해보고자 하는 계몽주의적인 태
도에서 비롯된다면, 인간의 이성과 덕성, 신성의 연결고리를 모두 부정하는
싸드가 신성을 조롱하는 방식은 이 개념을 구성하는 신체성(bodiliness)에
주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브레싹이 예수를 “매음굴에서 창녀와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나병환자 유태인”(514)이라고 부르는 신성모독은 그리스도
의 신비체(corpus mysticum) 개념에서 “신비”(mystery)를 제거하고 “신
체”(body)만 남김으로써 신체 개념의 평등을 주장하는, 즉 예수도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세속화 논리의 극단에서 나온
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대해 신이 매일 아침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 있다
가 신자들의 배설물로 변한다는 얘기냐며 따져 묻는 브레싹의 발언(515)은
성변화나 루터의 성체공존설(consubstantiation) 등 성찬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피터 브룩스는 18세기 말 이성의 시대의 종착점에서 오토(Rudolph
Otto)가 신성함의 본질로 정의했던 “두려운 신비”(mysterium tremendum)
에서 “신비”는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과거의 신성함(the Sacred)이 초
자연적인(supernatural) 것으로 대체되는 세속화 현상의 한 국면에 주목한
다.109) 브룩스는 루이스의 고딕소설이 기반을 두는 초자연성을 이러한 역사
적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싸드는 “소설론”(Idée sur les romans)에서 초자
연성을 루이스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래드클리프처럼 설명 가능한
현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고딕적 재현을 거부한 바 있다.110) 세속화 시대에
108) David Hume, "Of Miracles,"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Tom L. Beauchamp (Oxford: Clarendon Press, 2000).
109) Peter Brooks, "Virtue and Terror: The Monk," ELH 40.2 (1973): 2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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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함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초자연성을 부정하는 싸드는 쌩뜨-마리-데부와 수도원의 수도사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기적”(a visible miracle,
612)을 연출하도록 만듦으로써 기적조차 가시성의 영역으로 포섭한다. 이
기적의 대단원에서 수도사들은 성모 마리아로 분한 플로레뜨(Florette)의 몸
위에 예수의 초상을 올려놓고 유린함으로써 “가장 경외할 만한 신비를 감
히

범한다”(they

dare

consummate

the

most

redoubtable

of

our

mysteries, 613). 이 신성모독의 광경을 연출하는 기제 역시 신비체에서 신
비는 제거하고 신체만을 남김으로써 이를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유약한 개
인의 신체와 동일시하는 신체 개념의 평등에서 비롯된다. 『파멜라』에서 덕
성의 텍스트로서 파멜라를 ‘읽는’ 과정이 소설의 전반부에 해당한다면, 『쥐
스틴』의 서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텍스트로서 타인의 육체에 자신의 욕망
을 일방적으로 ‘쓰는’, 폭력과 신체 훼손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 내면의 비
유인 메타포는 설 자리를 잃고 표면의 비유인 환유만 남아111) 십자가는 플
로레뜨와 쥐스틴의 연약한 육체와 다를 바 없이 유린되는 “우리 구주의
몸”(our Saviour's very Body, ibid.)으로 환원됨으로써 모든 상징적인 의미
는 제거된 채 물질적인 신체성만 남게 된다.
로댕이 쥐스틴의 심장이 뛰는 것을 검사해 보자며 생체해부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555)도 감성의 논리에서 덕성을 고통에 처하게 함으로써 내면
의 진정성이 표면으로 드러난다면 그 마음(heart)을 직접 열어서 보면 되지
않겠냐는, 덕성을 가시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충동을 액면 그대로 실현하
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샤프츠베리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을
“마음의 영토를 내습하라”(make a formal Descent on the Territorys of
the Heart, 182)는 명제로 표현한 바 있는데, 머리보다 먼저 감각적으로 반
110) D. A. François de Sade, "Reflections on the Novel," The 120 Days of Sodom and
Other Writings, trans. Austryn Wainhouse and Richard Seaver (New York: Grove,
1966) 109. 루이스에 관한 싸드의 논평에 대해서는 『수도사』에 관한 장에서 좀 더 자세
히 다루고자 한다.
111) 근대적 개인의 지표로서 내면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은유되지만, 메르테이유가 표상
하는 내면의 공동화에서 나아가 공간으로서 내면의 입체성조차 위협받게 되는 싸드의 세
계에서 외부세계에 관한 내면화된 인식의 표현으로서 은유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며 오로
지 표면(의 일부)만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환유가 지배적인 비유로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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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도덕성의 지표로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고 싶은 욕망이 육체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내습한다거나 나아가
진짜로 심장을 열어보고 싶은 기이한 해부학적 욕망으로 발현되는 현상은
곳곳에서 드러난다.112) 클라리싸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러블리스가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그녀의 육체를 미라로 만들어서라
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낼 때에 그 집착은 클라리싸의 심장을 자
기가 꼭 가져야겠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정점을 이룬다(485). 클라리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러블리스의 가학적 욕망이 그 육체, 혹은 심장에 대한
물신화(fetish) 경향을 드러낼 때에 쥐스틴의 몸을 직접 열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봐야겠다는 로댕의 생체해부는 이미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가시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싸드는 흡혈을 다룰
때에도 흡혈귀 같은 가상의 존재를 동원하는 대신 진짜 사람이 다른 사람
들의 피를 빨아먹도록 설정한다(631). 남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르낭드 백
작의 흡혈은 “사프란 콩소메와 햄 비스크, 서로인 로스트비프와 여덟 접시
의 전채, 다섯 접시의 기름진 앙트레와 다섯 접시의 덜 기름진 앙트레, 멧
돼지 머리와 여덟 접시의 곁들임 요리, 열여섯 접시의 과일, 부르고뉴 산
와인과 샴페인, 토케이 산 와인과 마데이라 산 백포도주, 서인도제도 산 럼
주와 커피 열 잔”(639-40)을 한꺼번에 먹고 마시는 욕구의 과잉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공수된 진미들을 맛보고 즐기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 제국주의
적 소비자로서의 쾌락이 그 대상의 범위를 인간의 신체로까지 확장시키는
데에서 비롯된다. 거듭 피를 빨리면서도 기이하게도 쥐스틴처럼 육체의 탄
력만은 상하지 않은 채로 간직하고 있는 백작 부인의 눈부시게 하얀 팔과
발, 목과 가슴, 여타 신체 부위의 표면은 그녀의 신체를 독점하고 있는 백
작이 찔러 내놓은 상처의 아물어가는 흉터들로 뒤덮인다.
쥐스틴이 만나는 악당들 중 화폐 위조범(counterfeiter) 롤랑(Roland)이
추구하는 쾌락은 실제 여성의 육체를 유린하는 것으로 모자라 “벌거벗은

112) Ann Jessie Van Sant, Eighteenth-Century Sensibility and the Novel: The Senses in
Soci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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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의 밀랍 인형”(the waxen dummy of a naked woman, 673)을 만들어
재현과 모조가 동의어가 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세로 뒤집혀 매달려서 학대받은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심지어 뺨을 타
고 흘러내리는 눈물까지 공들여 묘사된 이 밀랍 인형 안에서 포르노그라피
와 고딕, 신성모독과 감성의 선정성에 대한 조롱은 한 몸 위에 겹쳐진다.
납치한 여자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롤랑
에게 좀 봐달라고 애원하는 쥐스틴에게 그는 설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망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며 “나는 목적에 따라 접시나 우묵한 그릇
을 사용하듯이 여자를 필요에 의해 고용”(I employ a woman out of
necessity, as one employs a round and hollow vessel for a different
purpose, 679)할 뿐이라고 면박한다. 롤랑의 발언은 “남편은 아내를 더 연
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는 베드로전서 구절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로서
『파멜라』의 후반부가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정의 지
복’(domestic bliss), 혹은 가정성에 대해 완전히 경멸을 표한다.
싸드는 덕성을 내면화한 쥐스틴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텍스트로 만듦
으로써 내면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루쏘적인 투명성의 이상을 반박
한다.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라는 ‘표
면’뿐이 아닌가 하는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통해 싸드는 루쏘의 정반대 지점
에 선다. 이성과 감정을 모두 배제하고 육체에서도 가장 표면에 놓인 감각
과 말초신경으로 구성되는 싸드적 인간은 “도덕적 감정은 기만적”이며 “오
직 육체의 감각만이 진짜”(none but physical sensations are authentic,
491)라고 선언한다. 실상 싸드 작품 전반은 이 선언에 대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쌩뜨-마리-데-부와 수도원에서 주야로 난교에 몰두하는 수도사들이 끊
임없이 수련하는 감각과 쾌락의 종교 안에서 이들은 오직 육체와 그 감각
만 남은 인간들로 재현된다. 여러 여인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앙또냉
(Antonin)의 “감각들 중 자극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572) 수도사들
은 “모공 하나하나까지” 관능에 전율한다(592).
내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루쏘의 대척점에 선 싸드가 투명성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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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판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연출하는 수도사들이나 쥐스틴의
심장을 직접 열어보겠다는 로댕의 욕망이 말하는바 모든 것을 가시성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파멜라』를 소설로 성립하게 만든 가정이 덕성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보이게 된다는 것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하는
싸드의 세계에서 쥐스틴의 내면의 덕성을 읽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쥐스
틴의 몸은 강간과 채찍질, 낙인찍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되는 텍스트로
재현된다. 『파멜라』에서 파멜라의 육체가 감성의 텍스트로서 Mr. B를 비롯
한 주변인들이 그녀의 몸에서 그녀의 덕성을 읽어낼 수 있었다면, 『위험한
관계』에서 쾌락의 충족에 이용된 육체가 텍스트가 되어 메르테이유나 발몽
의 자기형성의 도구가 된다고 할 때에 그 육체는 서로가 서로의 몸에 자신
이 원하는 허구의 플롯을 쓰고자 하는 저작권(authorship) 쟁탈전의 권력투
쟁의 장소로 화한다. 쾌락의 추구가 낳는 권력의 욕망이 텍스트로서 타인의
몸에 대한 지배욕으로 드러날 때에 발몽이 에밀리의 몸 위에서 편지를 쓰
는 『위험한 관계』의 인상적인 장면은 『쥐스틴』에서 쥐스틴의 몸 자체가
“쓸 수 있는 텍스트”(writerly text)화하는 것으로 진전된다.113) 심지어 그녀
가 항상 매달리고 호소했던 신의 섭리(Providence)조차 모든 누명을 벗고
겨우 언니를 만나게 된 쥐스틴에게 청천벽력을 내리는 천재지변(visitation
of Providence)이 되어 벼락이 쥐스틴의 오른쪽 가슴을 뚫고 들어가 심장을
관통하여 얼굴까지 불태워버린 뒤 마지막으로 아랫배를 관통하는 최후를
선사함으로써 그녀의 감성적 덕성과 정체성마저 물리적으로 지워버린 번개
는 그녀의 자궁을 유린하고 그녀의 몸에 폭력을 ‘쓰는’ 마지막 남근이 된다
(742).
덕성이 수동성의 동의어가 되는 『쥐스틴』에서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
는 서사 구조는 오직 고통과 쾌락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여성 인물에게
독자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성장 가
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쥐스틴은 남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로 타
113) 디피어로는 쥐스틴의 다른 이름인 떼레즈를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서 “쓸 수 있는 텍스
트”(writerly text)로 정의하면서 떼레즈의 몸이 “비애와 영락의 장소”가 된다고 본다
(Dipiero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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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만나지만 매번 그들에 의해 육체적 고통의 희생양이 되는 의도와 결
과의 괴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의도와 결과의 괴리가 반복되는 플롯은 퍼
거슨의 지적처럼 쥐스틴이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Pornography 60). 쥐스틴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타인의 선
의를 보편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까지 겪은 과정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쥐
스틴을 통해 싸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성장과 변화라는 자유주의
적 서사에 대한 믿음을 반박한다. 근대적 개인주의의 발전과 함께 중세의
순환적 시간관이 일직선상의 시간관으로 대체되면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
성장의 바탕이 되고 미래의 변화를 낳는 자유주의적 서사를 배태하게 되지
만, 이 틀에 들어맞지 않는 쥐스틴이라는 인물을 통해 싸드는 경험과 교육
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근대적 주체를 상정하는 계몽주의적 전제의 보
편성을 채택하기를 거부한다.
쥐스틴은 덕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적) 덕성의 수동성을 함께
내면화함으로써 내면의 자유가 외부세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담보하는
근대적 개인으로 설 수 없게 된다. 쥐스틴은 브레싹에게 온몸이 밧줄로 묶
여 사지가 찢기면서 “나는 오로지 고통의 격렬함을 통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절규하지만 이 숲에서 구해내어 성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그의
말 한 마디에 “곧 고통을 잊어버리고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에도 무감각해
진 채” 그의 무릎을 끌어안는다(507). 로크적 의미의 근대적 개인이 육체의
감각으로 얻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할 때, 싸드는
쥐스틴이 이런 자유주의적인 개인으로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브레싹
의 음모로 살인의 누명을 썼을 때조차 쥐스틴은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으며, 내 영혼이 순결한 이상 일말의 후회도 없다”(I repent nothing, I
shall never know the least remorse so long as my soul is pure, 533)고
말한다. 이처럼 경험을 축적할 내면을 빼앗긴 쥐스틴의 존재를 표상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표면, 즉 육체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상처입
고 피 흘리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그녀의 육체가 드러내는 놀라운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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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폭력이 쓰이는 텍스트로서의 몸이라는 그녀의 존재 이유를 여실히 증명
한다. 남의 목을 베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마지막 리버틴의 등장으로 여
태까지 쥐스틴에 대한 여러 종류의 폭력과 신체 훼손(의 위협)은 최고조에
달한다(709). 극단적인 신체 절단의 위협을 통해 종국에는 생과 사의 절대
적 이분법 안으로 타인을 편입시키고자 하는114) 이 변태적 욕망을 얼마 후
공포정치를 통해 생생한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 몸을 텍스트화
하는 신체의 탈신성화(desacralization)가 쾌락의 권력화를 통해 텍스트로서
타인의 몸을 지배하고 처단하고자하는 욕망을 낳게 되는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폭력이 쓰이는 텍스트로서 쥐스틴의 몸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공감
하는 과정에서 쾌락이 발생하고 이 공감의 능력을 덕성으로 규정하는 고통
과 쾌락, 덕성의 연결고리에 내재한 모순과 균열이 파열하는 지점에 선다.
싸드의 세계에서 보이는 대상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며 그 대상의
의미는 오로지 보는 이의 욕망에 의해 구성된다.115) 감성주의의 전제는 인
간 모두에게 주어진 육체의 쾌락이 도덕성을 담지하면서 보편성을 담보한
다는 것이지만 아무리 극심한 타인의 고통도 소위 공감의 과정을 거친 후
나에겐 쾌락이 될 뿐인 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따라서 “덕성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악덕과 맞서기에 너무 연약하다면 가장 나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싸드는 타인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리버틴을 통해 감성이
전제하는 고통과 쾌락, 내면적 덕성의 합치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표명한
다. 『쥐스틴』은 덕성과 분리된 쾌락이 권력화하면서 그 권력의 행사가 모든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는 폭력과 탈선(aberration)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
는 관계의 파국을 재현한다. 쥐스틴이 내면의 깊이를 갖는 입체적인 존재라
기보다 육체의 표면만이 도드라지는 2차원의 텍스트 같은 존재라면, 그녀의
114) 루이 16세의 처형을 두고 쌩쥐스트(Saint-Juste)는 “나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사
람은 계속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죽어야한다”(Pour moi, je ne vois point
de milieu: cet homme doit régner ou mourir)고 말한다(Brooks, "Revolutionary
Body," 36).
115) Michael J. Shapiro, “Eighteenth Century Intimations of Modernity: Adam Smith
and the Marquis de Sade,”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2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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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폭력을 아로새김으로써 권력을 가시화하는 남자 리버틴들 역시 욕망
의 주체라기보다는 ‘열정의 노예’116)이자 기계적으로 욕망에 몸을 내맡기는
쾌락의 기계들처럼 묘사된다.
이처럼 싸드의 포르노그라피는 『파멜라』를 기점으로 하여 내면을 지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들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온다. 싸드는 자유주
의적인 근대적 개인 대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할 수 없는 평면적 인물
을 내세움으로써 개인의 보이지 않는 내면성과 결국 공적으로 드러나 보이
게 마련인 덕성, 그리고 이를 통해 사적 개인이 모여 공중을 이룬다는 소설
서사의 성립을 가능케 한 자유주의적, 감성주의적 전제들에 의문을 제기하
고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내면의 덕성이 겉으로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투명성 이론과 그 내면의 덕성을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이 만나 일반의지
안에서 자유와 합법성(legitimacy)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상으로서 루쏘의 사회계약론은 “덕성의 공화국”을 표방한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싸드는 혁명을 가능하게 한 가정들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
로써 그 이상이 파열하는 관계의 파국을 재현한다. 자연과 이성, 덕성의 연
결고리를 모두 파괴하면서 특히 덕성을 수동성의 동의어로 규정하는 『쥐스
틴』에서 개인의 덕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계약으로서 사회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
는 무위로 끝나고 만다. “계몽주의의 타자”(the other of Enlightenment,
Connolly 72)로서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에서 감성주의의 논리가 내파할 때
에 쥐스틴의 몸은 그 내파된 상처가 아로새겨지는 폭력의 텍스트로 남는다.

116) 뒤부르(Dubourg)의 성적 요구에 쥐스틴이 흘리는 눈물은 그를 더욱 자극해서 “이성이
거의 승리를 거둔 적 없는” “열정”의 상태로 그를 이끌고 이에 쥐스틴은 “마치 신이 나에
게 영원히 공포의 낙인을 찍고자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473). “이성은 열정의 노
예”(Reason is . . . the slave of the passions, Treatise 415)라는 흄의 유명한 명제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싸드는 이성을 육
체적 욕망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것으로 그림으로써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존
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빛이라는 계몽주의적 전제에 냉소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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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도사』—고딕과 포르노그라피의 접점
그것은 전 유럽이 겪은 혁명적 충격의 불가피한 결과였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
들로 인해 인류가 처할 수 있는 불행의 극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소설 읽
기가 지루해진만큼 소설 쓰기도 어려워졌다. 4~5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살아있
는 모든 이들이 가장 유명한 소설가가 한 세기에 그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
은 불행을 겪어야 했다. 이런 연유로 흥미를 끌만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지
옥의 도움을 청해야만 했고, 이 강철처럼 혹독한 시대에 단순히 일상을 탐구하
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가공(架空)의 세계를 찾아야 했다.
[T]wa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revolutionary shocks which all of
Europe

has

suffered.

For

anyone

familiar

with

the

full

range

of

misfortunes, wherewith evildoers can beset mankind, the novel become as
difficult to write as monotonous to read. There was not a man alive who
had not experienced in the short span of four or five years more
misfortunes than the most celebrated novelist could portray in a century.
Thus, to compose works of interest, one had to call upon the aid of hell
itself, and to find in the world of make-believe things wherewith one was
fully familiar merely by delving into man's daily life in this age of iron.
117)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난 뒤 같은 해 9월 5일 국민의
회의 공포정치 선언 이후 1794년 7월 28일 로베스삐에르(Maximilien
Robespierre)의 처형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1년여 간의 공포정치 기간 동안
빠리에서 처형되거나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4만 명에 달했
다.118) 1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1792년 9월 대학살(September
Massacres)부터 로베스삐에르와 쌩쥐스트가 처형될 때까지 2년 남짓한 기
1) Marquis de Sade, "Reflections on the Novel," The 120 Days of Sodom and Other
Writings, trans. Austryn Wainhouse and Richard Seaver (New York: Grove, 1966)
109.
118) 어떤 이들은 빠리뿐만 아니라 방데(Vendée)에서 희생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희생자 수
가 1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Owen Connelly and Fred Hembree, The
French Revolution (Wheeling: Harlan Davidson, 199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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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4만 명이라는 물리적 숫자가 대변할 수 없는 피 흘리고 훼손된 인
간의 신체와 그 이미지들, 대중의 입소문을 통해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퍼
져나간 신체에 가해진 잔악한 폭력의 서사와 판타지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119)
싸드가 “소설론”(Idée sur les romans)에서 『수도사』를 두고 “그것은 전
유럽이 겪은 혁명적 충격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정의한 것은 워즈워스가
「서문」에서 진단하는바 당대 독서대중의 “잔인무도한 자극에 대한 퇴폐적
인 갈망”(this degrading thirst after outrageous stimulation, 74)을 부추기
는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제로서 루이스 류의 고딕소설이 혁명 기간 동안
“매일 벌어지다시피 하는 엄청난 국가적 사건들”(73)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설과 같은 허구적 서사 장르가 나아가게 된 하나의 귀
결로 보기 때문이다. 일면 쾌락과 덕성의 복원을 지향하는 래드클리프 소설
에서 화석화된 쾌락의 흔적으로서 선정주의가 덕성의 축소판으로써 가정성
의 이데올로기 혹은 도덕주의와 교묘하게 만난다면, 『수도사』에서 루이스는
덕성스러운 여주인공은 정절도 목숨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서사적 관습을
파괴함으로써 영국 고딕소설의 소위 “막장”을 이룬다. 이 절에서는 『수도
사』의 서사를 성립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 혁명의 과정에서 심화된 관객과
광경의 분리 등 혁명과 공포정치의 파장이 고딕소설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가정성이 부재하는 이상으로 환기된다면 『수도사』
에서 가정은 오직 부재로서만, 혹은 싸드의 『규방철학』(Philosophy in the
Boudoir, 1795)에서처럼 근친상간을 성립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자 체제로
서 환기된다.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현실의 시공간과 동떨어진 이국적이자
신비스러운 배경으로 기능했던 수도원이나 수녀원은 『수도사』에서 작품의
전면에 등장해 “가정의 지복”이라는 래드클리프적인 관습을 주변부로 밀어
낸다. 『우돌포』에서 쌩 오베르 가족부터 께스넬(M. Quesnel) 부부, 빌포르
119) 9월 대학살에 희생된 많은 이들 중 대학살의 상징이 된 랑발(Lamballe) 공주의 경우
강간당했거나 폭도들이 그녀의 심장을 꺼내 요리해 먹었다는 식의 괴소문이 횡행했다
(ibid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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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de Villefort) 가족까지 이상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 가정이
등장하는 반면, 『수도사』에서 가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엘비라(Elvira)-안
토니아(Antonia) 모녀지간과 그들의 침실뿐이다. 그나마 이들의 침실은 암
브로시오가 안토니아를 유혹하거나 강간하려하고 이에 실패하자 약을 먹여
죽은 것처럼 만드는 위장살해(pseudo-murder)가 벌어지는 공간이자 안토니
아에게는 죽어가는 엄마, 혹은 죽은 엄마의 유령을 보게 되는 섬뜩한 공간
이다. 엘비라와 안토니아의 가정과 침실을 침해하는 암브로시오가 욕망의
투사로서 안토니아의 육체를 훔쳐보는 배경 또한 그녀의 침실이다.
안토니아는 처음 소개될 때부터 지하납골당에서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
하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로렌조(Lorenzo de Medina)와 암브로시
오, 그리고 서술자의 시선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으로 표상된다. 로렌조와
그의 친구 크리스토발(Don Christoval)은 안토니아와의 첫 만남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지만, 서술자는 “이러한 만족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표현함으로써 남성 인물들의 시선의 욕망에
동참한다(9). 안토니아의 “균형미와 아름다움은 메디치의 비너스에 견줄 만
한” 것으로 평가되고 베일이 살짝 흐트러지면서 드러난 목덜미는 “아주 눈
부시게 하얗다”(of the most dazzling whiteness)고 묘사되는데, 이 “눈부시
게 하얗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들에서 서술자는 예외 없이 초점화자
(focalizer)120)의 시선과 욕망에 동일시하고 이 문구는 시선의 대상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기호화하는 암묵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마틸다가 암브로시
오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마틸다의 찢어진 옷 사이
로 드러난 가슴 역시 “눈부시게 하얗다”(its dazzling whiteness, 65). 안토
니아의 육체를 재현하는 초점화자가 로렌조와 크리스토발이었다면 마틸다
를 바라보는 초점화자는 암브로시오로 바뀌지만 그의 “만족될 수 없는 욕
망의 시선”(His eye . . . with insatiable avidity) 역시 “눈부시도록 하얗
120) 초점화 대상(focalized)으로서 안토니아에 대한 묘사는 서술자와 구분되는 “보는 시선
의 주체”로서 초점화자 로렌조와 크리스토발의 시선을 통해서 전달된다. 초점화
(focalization)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Gé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trans. Jane E. Lewi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18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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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똑같은 표현을 통해 욕망의 대상을 재현하는 것은 이 문구가 기호화
하는 욕망이 초점화자인 남성인물들의 것인 동시에 서술자의 것임을 말한
다.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육체가 “눈부시도록 하얀”, 따라서 ‘현혹적
인’(dazzling) 것으로 정의되는 대목에서 남성인물들의 시선과 욕망은 정당
화되고 독자 역시 그들의 관음증적인 시선을 공유하는 죄책감을 덜게 된
다.121)
“처녀의 수줍음이 갖는 모든 매력”(all the charms of Virgin Modesty,
27)을 구현하는 안토니아는 천사로, 암브로시오와 관계 후 “용기와 남성적
인 결단”(courage and manliness, 231)을 보이는 마틸다는 악마로 나눠 여
성인물들을 이분법적으로 대상화하는 소설의 서술자는 여성혐오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는다. “안토니아는 현명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까
지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할 만한 가치
가 있다고 판단”(34)하는 서술자가 “육체를 소유하면 남자는 질리지만 여자
의 애정은 더 커질 뿐”(235)이라고 단정하는 대목에 이르면 시선과 욕망의
대상으로서 육체가 구현하는 스펙터클과 이를 소비하는 데에서 쾌감을 얻
는 독자의 분리를 조장하는 서사의 성격과 여성인물과 관계를 맺고 나면
욕망이

혐오감으로 돌변하는 암브로시오의 성교 후

우울증(postcoital

depression, Sedgwick 145), 이 병적인 패턴을 원래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서로 꼬리를 물고 물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
이게 된다. “육체를 소유하면 남자는 질린다”는 식의 상투적인 수사가 예시
하는 자극과 욕망의 충족이 더 강한 자극과 색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낳게
되는 기제는 『수도사』를 읽는 독자들의 독서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McCann 143).
암브로시오는 마틸다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마드리드의 살아있는 성자
에서 끔찍한 악한으로 변모하지만, 소설의 서사는 이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
는 대신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스펙터클을 묘사하는
121) 마침내 베일을 벗은 안토니아는 “천사의 얼굴”(a Seraph's head)을 가졌지만, 그 얼굴
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사람을 홀리는”(rather bewitching than beautiful) 것으로 표현된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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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주력한다. 로렌조가 암브로시오를 두고 이제 그가 “유혹의 길에 던져
졌으니 열정이 가장 원기왕성하고 포악한 시기에 쾌락의 유혹에 새로움이
매력을 더해서 자연이 그에게 선사한 재능조차 그의 멸망에 기여할 것”(21)
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나 집시 여인이 안토니아에게 “호색한과 교활한 악마
가 결탁해서 너를 악으로 이끌고 너는 슬픔으로 인해 지상에서 쫓겨난 채
네 영혼은 곧 천국을 향하게 될 것”(38)이라고 예언하는 대목들이 모두 소
설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이 소설의 서사가 애초에 동기의 필연성이나
사건 전개 과정 자체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달빛아래 풀어헤쳐진
마틸다의 가슴, 라이몬드(Raymond de las Cisternas)의 품에 안기는 피 흘
리는 수녀(the Bleeding Nun), 마법의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안토니아의
매혹적인 나신, 흰 수의를 입고 나타나는 엘비라의 유령, 군중들에 의해 뭉
개진 수녀원장의 시신 등 소설의 서사는 자극적인 몇몇 스펙터클로 구성되
는 동시에 이 스펙터클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로렌조가 암브로시오의 타락을 정확히 예언하고 안토니아의 운명은 집
시 여인이 점친 그대로 전개되는,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
진행의 규칙에 걸맞게 암브로시오가 사모하는 그림 속의 마리아에게 입을
맞추자 따뜻한 입술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마리아가 캔버스에서 빠져나와
그를 포옹하는 암브로시오의 꿈은 “눈처럼 흰” 살결을 지닌 마틸다를 통해
그대로 실현된다. 암브로시오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음을 고백하는 마틸다
를 암브로시오는 “이 유혹적인 대상”(this seducing Object)으로 인식한다
(78). 두건을 벗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마틸다의 얼굴이 그가 사모해마지
않던 마리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함을 깨닫고 “눈앞에 놓인 대상이 지상
의 것인지 천상의 것인지”(whether the Object before him was mortal or
divine, 81) 헷갈려하는 암브로시오의 반응이 시사하듯이 이 대목에서 재현
되는 마틸다는 개인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오브제에 가깝다. 고딕소설에 종
종 등장하는 꿈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소원성취(wish-fulfillment)의 순간은
결과적으로 원본인 꿈은 사라지고 그 재현으로서 현실만이 남는다는 점에
서 섬뜩한 낯설음으로 다가온다(Freud 239). 당황한 암브로시오에게 마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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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마리아의 원본”(the original of your
beloved Madona, 81)임을 밝힌다. 암브로시오를 연모하는 마음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그의 수도원에 일부러 팔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마리아 초상
의 원본임을 주장하는 마틸다의 설명은 래드클리프적인 해명되는 불가사의
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루이스는 결말에서 마리아의 초상
이 마틸다를 모델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은 악마가 그림 속의 마리아를 닮
은 마틸다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뒤집음으로써 이를 초자연적(supernatural)
현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모든 불가사의가 설명되는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덕성스러운 여주인공은
결국 다치지도 강간당하지도 않지만, 초자연성을 액면 그대로 실현하는 『수
도사』에서 안토니아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직 수면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안토니아를 거의 시간(屍姦)하다시피 강간한 뒤에 곧바로 “역겨
움”(disgust, 384)을 느끼면서 그녀를 “요망한 마녀”(Fatal Witch, 385)라고
부르는 암브로시오의 태도 급변122)은 여성의 덕성을 처녀성과 동일시하는
덕성의 관습화를 부지중에 체현한다. 여성의 덕성이 처녀성에 다름 아닌 것
으로 인식될 때에 이는 자연스레 여성 인물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처녀는
덕성스럽지만 일단 처녀성을 잃게 되면 마틸다처럼 마녀, 창녀, 혹은 악마
가 된다. 『우돌포』에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덕성을 버렸던 라우렌티니가
122) “방금 전까지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의 마음에 오직 혐오감과 분노를 일으
킬 뿐이었다”(She, who so lately had been the object of his adoration, now raised no
other sentiment in his heart than aversion and rage, 384)는 서술자의 묘사는 『도덕
감정론』에서 “육체적 욕구를 느끼는 이가 욕구를 충족하자마자 그 욕구를 자극했던 대상
은 매력을 잃게 된다. 심지어 대상의 존재조차 종종 그에게 불쾌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황홀하게 만들었던 매력을 찾기 위해 헛되이 둘러보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열정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To the person
himself who feels them [the appetites of the body], as soon as they are gratified,
the object that excited them ceases to be agreeable: even its presence often
becomes offensive to him; he looks round to no purpose for the charm which
transported him the moment before, and he can now as little enter into his own
passion as another person, 34)고 말한 스미스의 육욕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스
미스는 절제(temperance)와 분별(prudence)의 덕성(virtue)으로 이러한 욕구를 일정 “테
두리 안으로 제한하는 것”(To restrain them within those bounds)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고 주장하지만(ibid.), 쾌락이 덕성의 울타리를 뚫고 뛰쳐나오는 싸드적 포르노그라피의
연장선상에서 『수도사』의 이런 대목들은 남성적 욕망이 여성적 대상을 소비하는 보다 저
열하고 관습적인 형태를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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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으로 규정되었다면, 『수도사』에서 암브로시오와 서술자가 거의 동일한 시
각 하에 처녀성을 기반으로 여성인물을 재단하는 방식은 『우돌포』에서 이
미 진행되기 시작한 쾌락과 덕성의 이분법을 고착화한다.
이러한 암브로시오의 시각은 이 소설에서 인간 신체를 스펙터클화하는
두 가지 방식, 즉 욕망의 시각적 대상으로 기호화하거나 혹은 뒤틀리고 훼
손된 “역겨운 대상”으로 재현하는 양극화된 방식을 대변한다. 전자의 대표
로서 마법의 거울에 비친 안토니아는 첫머리에 소개될 때처럼 미와 순결,
노출과 수줍음을 함께 구현하는 “메디치의 비너스”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271). 악마의 힘을 빌려 안토니아의 침실에 잠입한 암브로시오는 그녀를
“잠자는 숲 속의 미녀”라고 부르면서 “이 사랑스러운 대상”(the lovely
Object)의 모든 매력을 눈으로 게걸스럽게 먹어치운다("He remained . . .
devouring those charms with his eyes," 300). 후자의 대표로서 폭도들에
게 사지가 찢겨 피칠갑을 한 채 목숨을 잃은 수녀원장의 시신은 숨이 끊어
진 후에도 짓밟히고 훼손당해 “추하게 형체를 잃은 역겨운 살덩어리”(a
mass of flesh, unsightly, shapeless, and disgusting, 356)로 전락한다. 아
그네스의 죽은 아기도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아그네스를 제외한 모
든 이의 눈에는 “역겨운 대상”(disgusting Object, 412)이 될 뿐이다. 죽은
아기 시체를 갉아먹으면서 자란 벌레가 아그네스의 손가락에 감기는 끔찍
한 공포(horror)는 『우돌포』에서 검은 베일 뒤에 놓인 벌레에 얼굴을 갉아
먹힌 시신이 실은 진짜 시체가 아닌 밀랍상이었다고 밝힘으로써 래드클리
프가 억압하고자 한 공포를 날 것 그대로 재현한다. 『우돌포』에서 훼손된
신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환기되면서도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차원에 머무
른다면, 사방에 거울을 붙여놓고 몸의 모든 부분이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싸드적인 가시성의 세계에서처럼123) 욕망의 대상으로서 몸을 발가벗기고
123) 프로이트가 “섬뜩한 낯설음”에서 지적하는바 가정은 익숙하고 친숙한 공간인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며 몸의 숨겨야할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밀스러
운”(heimlich) 것으로 표현된다(225). 이에 비해 『규방철학』에서 방의 사방에 거울을 붙
여놓고 “모든 것이 보이고, 몸의 어떤 부분도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된
다”(everything is visible, no part of the body can remain hidden: everything must
be seen, 203)고 말하는 쌩땅쥬 부인(Mme de Saint-Ange)의 원칙은 모든 것을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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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편에서 뒤틀리고 훼손된 신체의 역겨움 또한 볼거리로 스펙터클화
하는 『수도사』는 고딕이 나아갈 수 있는 포르노그라피적인 극단에 이른다.
『위험한 관계』에서 『쥐스틴』으로 이어지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성과 쾌락의 합치를 상정하는 감성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덕성과 쾌락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포르노그라피가 탄생한다고 할 때에, 도덕과 무관한 쾌
락을 추구하는 형식으로서 포르노그라피는 공리주의와 그 유사성을 드러낸
다. 퍼거슨이 포르노그라피가 개별적인 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를 가시적으로
명시하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당함을 문제 삼는, 근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사회적 구조의 한 예임을 주장했다면(14), 포르노그라피와 벤
섬의 팬옵티콘이 공유하는 또 다른 전제는 바로 관객과 광경의 분리이다.
보는 이와 보이는 이의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팬옵티콘의 포르노그라
피적인 원리는 『수도사』에서 암브로시오와 서술자, 최종적으로는 독자를
“보는 이”로 설정하면서 그 절시증의 대상으로서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육체, 혹은 반대로 끔찍하게 훼손되고 파편화된
신체의 스펙터클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눈앞의 광경에서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여 그것을 오로지 선정적인 자극과 재미의 대상으로 받아들
이도록 만든다.
몸이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고딕과 포르노그라피의 유행이 큰 틀에서
는 세속화 과정의 한 징후이되 보다 구체적으로는 혁명을 거치면서 대유행
하게 되는 장르라고 할 때에, 브룩스는 초자연성이 과거 기독교적인 신성함
(the Sacred)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세속화 현상의 한 국면을 예시하는
작품으로서 『수도사』를 읽는다(“Virtue and Terror," 249-63). 신의 섭리를
내면화하는 덕성 대신 신의 징벌에 대한 공포가 윤리의 근간이 되는 인식
론적 변화를 포착하는 작품으로 『수도사』를 읽으면서 브룩스는 그 단적인
근거로 안토니아를 유혹하려 하면서도 “나는 신의 적과 손잡지 않겠다”(I
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적 세계를 구성한다. 이 세계에서 가정의 환
유로서 침실은 거울로 도배되어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몸의 어떤 부분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남으로써 싸드의 포르노그라피는 고딕적인 섬뜩한 낯설음을 지워내고
거부하는 동시에 루쏘적인 투명성의 이상을 오로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환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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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not ally myself with God's Enemy)고 하는 암브로시오에게 마틸다가
다음과 같이 반격하는 대목을 든다.
그럼 당신이 지금 신의 편이란 말인가요? 신이 천사의 형상으로 빚어낸 아이
를 타락시키고 그 순수함을 짓밟을 궁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악마의 힘이 아
니면 이 기특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청하겠다는 건가요? 천
사들이 수호하사 안토니아를 당신 품에 안겨주고 당신의 부정한 쾌락을 눈감
아줄 것 같나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만 전 속지 않아요, 암브로시오! 당신
이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당신의 덕성 때문이 아니에요. 내 제안을 받아들
이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것뿐이죠. 당신이 겁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
벌이에요. 신에 대한 존경 때문이 아니라 신의 복수가 두려워서라구요! 확실히
한 편이 되든가 아니면 대놓고 적이 될 만한 용기도 없다니 그 비겁한 영혼이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Are you then God's Friend at present? . . . Are you not planning the
destruction of innocence, the ruin of a Creature, whom He formed in the
mould of Angels? If not of Dæmons, whose aid would you invoke to
forward this laudable design? Will the Seraphims protect it, conduct
Antonia to your arms, and sanction with their ministry your illicit
pleasures? Absurd! But I am not deceived, Ambrosio! It is not virtue,
which makes you reject my offer: You would accept it, but you dare not.
'Tis not the crime which holds your hand, but the punishment; 'Tis not
respect for God which restrains you, but the terror of his vengeance! . . .
Now shame on the coward soul, which wants the courage either to be a
firm Friend, or open Enemy! (269)

마틸다는 암브로시오가 더 이상 신의 편이 아니라면 이제 그가 손잡을 수
있는 것은 신의 적인 악마뿐이라며 선악의 극명한 이분법적인 논리를 편다.
애초에 마틸다가 자신의 욕망을 발화하는 형식 또한 “신부님을 갖던지 아
니면 죽어버리겠다”(I must enjoy you, or die, 89)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성격을

띤다.

브룩스는

『멜로드라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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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The

Melodramatic

Imagination)에서 전통적으로 신성화되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진실과 윤리
가 정치적인 문제로 탈바꿈하는 혁명의 시기에 선악의 이분법을 특징으로
하는 멜로드라마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124)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공화국 정부는 덕성 아니면 공포를 그 원칙으로 한다”(Le gouvernement
républicain a la vertu pour principe; sinon, la terreur)는 쌩쥐스트의 언
명이다. 루이 16세의 처형을 두고 “나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은
계속 우리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죽어야한다”(Pour moi, je ne vois point
de milieu: cet homme doit régner our mourir)는 쌩쥐스트의 발언은 “중
간 입장의 배제, 범주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꼬뱅 수사의 본질을 드
러낸다.125) 쌩쥐스트는 혁명의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혁명과 반혁명
의 대립구도를 주장하고 나선다.
자유의 적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살아 있는 한 번영을 꿈꿀 수 없다. 반역자
들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이들도 처단해야 한다. 공화국 안에서 수동적이고 공
화국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인민의 의지
가 구현된 이래로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은 주권의 밖에 있는 것이다. 주권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적이다.
There is no prosperity to be hoped for so long as the last enemy of
liberty shall breathe. You have to punish not only the traitors, but even
those who are indifferent; you have to punish whoever is passive within
the Republic and does nothing for her: for, from the time that the people
manifested its will, everything that is opposed to it is outside sovereignty;
everything that is outside sovereignty is enemy.126)

124) Peter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York: Columbia UP, 1985) 15.
125) Peter Brooks, "The Revolutionary Body," Fictions of the French Revolution ed.
Bernadette Fort (Evanston: Northwestern UP, 1991) 36.
126) “Rapport sur la nécessité de déclarer le gouvernement révolutionnaire jusqu'à la
paix" (10 October 1793), Ouevres choisies (Paris: Gallimard—Idées Poche, 1968),
169. Brooks “The Revolutionary Body," 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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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결별한 순간 이미 악마와 손잡은 것과 다름없다는 마틸다의 논리는
혁명에 반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이들까지 “인민의 적”으로 규정
하고 모두 처단해야 한다는 자꼬뱅 근본주의자들의 이분법적 논리가 횡행
하던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폴슨은 『오트란토 성』을 구체제(ancien régime)의 우화로, 『수도사』를
혁명의 우화로 대비한 바 있다(221). 그러나 암브로시오는 수도원의 억압적
인 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선 혁명가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선의 구현처럼 여
겨졌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기파괴적인 반(反)영웅이라는 점에
서 로베스삐에르나 쌩쥐스트 같은 혁명의 주역들이 혁명의 실패 후에 대중
적으로 재현되는 한 방식에 가깝다. 쌩쥐스트는 자신이 “한 점의 악의 오점
도 없는 사람”(a man free from any taint of evil)이라고 자평했고 로베스
삐에르는 루쏘처럼 궁극적인 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 자체와
여타의 모든 가치들을 모범적인 평판을 위해 희생했다.127) 사심 없고 방종
하지 않으며 절제된 그의 사생활 덕분에 그는 오랫동안 “나무랄 데 없는
덕성”(unimpeachable

virtue)의

전형으로

남을

수

있었다.128)

“청렴

한”(Incorruptible) 로베스삐에르의 죽음 이후, 아니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로베스삐에르의 이름은 한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의 문화적 단위가 되
었다.129) 그러나 다트의 지적처럼 공화국의 덕성을 대표했던 로베스삐에르
는 떼르미도르(Thermidor) 반동 이후 혁명의 죄의식과 실망이 치환되는 주
요 대상으로 전락한다. 혁명의 실패 후 그는 자유주의 진영과 반혁명 진영
에서 공히 피에 목마른 정치적인 위선자로 재현된다(Dart 74-75). 다트는
대중적으로 재현된 로베스삐에르의 이미지의 일례로 『이탈리아인』의 스케
도니(Schedoni)를 들고 있는데, 『수도사』에서는 “무결한 암브로시오”(the

127) Carol Blum, Rousseau and the Republic of Virtue: The Language of Politics in
the French Revolution (Ithaca: Cornell UP, 1986) 163; 267-68.
128) Gregory Dart, Rousseau, Robespierre and English Romanticism (Cambridge:
Cambridge UP, 1999) 34.
129) Ann Rigney, "Icon and Symbol: The Historical Figure Called Maximilien
Robespierre," Representing the French Revolution: Literature, Historiography, and
Art ed. James A. W. Heffernan (Hanover: UP of New England, 199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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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culate Ambrosio, 239)130)에 대한 묘사에서 덕성의 절대적인 구현이
었으나 그 극도의 엄격함 때문에 공포정치를 불러오게 된 로베스삐에르의
대중적 재현이 이미 겹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명의 적과 동지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고자 하는 자꼬뱅 근본주의에서
그렇다면 누가 진실로 혁명의 편인지, 누가 혁명의 편을 연기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에 대한 강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모의 유령에 시달
리던 자꼬뱅들은 반혁명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끝없는 감시와
“가면 벗기기”(unmasking)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강박에 처하게 된
다.131) 혁명과 반혁명 진영 모두에서 “가면을 쓴 괴물”(veiled monsters)은
서로를 경계하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되었다(Friedland 239).132) 예를 들어
급진적

팸플릿인

『국민의회의

부패』(La

corruption

de

l'Assemblée

nationale)는 미라보(Mirabeau)를 다음과 같이 공격한다.
모든 악덕의 끔찍한 조합이자 부패한 감성의 반역의 심장인 이 미라보가 장황
한 달변으로 당신을 기만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쉽사리 믿는 이들이여,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이 끔찍한 괴물의 위선적인 가면에 속
아 그의 모든 악덕을 잊어버렸다.
This Mirabeau, this horrible [affreux] mixture of all vices, this revolting
heart of putrid sentiments—do not allow yourself to be taken in by his
verbose eloquence. . . . Credulous people, what error have you fallen into!
You have allowed yourself to be seduced by the hypocritical mask of this
130) 암브로시오가 마틸다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그녀에게 흥미를 잃은 후 안토니아에게 집
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오는 이 표현은 따라서 분명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131) Lynn Hunt,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French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39; Paul Friedland, Political Actors:
Representing Bodies and Theatricality in the Age of the French Revolution (Ithaca:
Cornell UP, 2002) 253.
132) 혁명 이전에도 괴물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은유로 종종 사용되었다. 크리스 볼딕
(Chris Baldik)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속에서 괴물성이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예를 들면서, 괴물이란 결국 이러한 도덕적인 위반
(transgression)이 육체적으로 보기 흉한 것으로 재현된 존재라고 말한다. Chris Baldik,
"The Politics of Monstrosity," In Frankenstein's Shadow: Myth, Monstrosity and
Nineteenth- century Writing (Oxford: Oxford UP, 198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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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ous monster, & you have forgotten all of his vices; . . .133)

미라보를 위선의 가면을 쓴 괴물로 고발하고 있는 이 소책자의 수사는 성
클레어(St. Clare) 수녀원의 축제에서 성 우르술라(St. Ursula) 수녀가 수녀
원장을 고발하는 대목을 연상시킨다. 성 우르술라 수녀는 수녀원장을 살인
죄로 고발하며 “내 임무는 위선의 베일을 찢어내고 미혹된 부모들에게 수
도원의 폭군의 손아귀에 놓인 여성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350)이라고 천명한다. 암브로시오는 성직자로서의 미덕을 상실한 뒤에
오히려 더 능변의 설교가가 되고 팸플릿 속에 묘사된 달변으로 위선의 얼
굴을 가리고 있는 미라보처럼 안토니아를 유혹하는 데에 그의 능변과 온갖
철학적인 역설을 동원한다(239, 257). 성직자들의 위선의 가면과 그 가면
벗기기에 대한 비유는 작품 후반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서 더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 성 우르술라 수녀로부터 아그네스의 죽음과 관련된 편
지를 받은 로렌조는 “종교적 위선자의 가면을 벗기고자”(to unmask one
religious Hypocrite, 295-96) 안달이 나고 안토니아에 대한 암브로시오의
음흉한

의도를

알아차린

엘비라는

그를

“위선의

괴물”(Monster

of

Hypocrisy)이라고 부르며 “내가 당신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겠다”(I will
unmask you, 301)고 윽박지른다. 결국 엘비라를 살해함으로써 성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져버린 암브로시오에 대해
화자는 “그가 덕성의 실재를 잃었기에, 덕성의 가장이 그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since He had lost the reality of virtue, it appeared as if its
semblance was become more valuable, 325)고 적는다.134) 결국 자신에게
영혼을 팔고만 암브로시오를 사탄은 “타락한 위선자! 잔인하게 어버이를 살
해한 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강간범!”(Tremble, abandoned Hypocrite!

133) La corrup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et les crimes de ses membres; par un
ami de la vérité (Paris, 1790), 10-11. Friedland 240에서 재인용.
134) 서술자는 암브로시오가 엘비라를 살해함으로써 “덕성의 실재”를 잃었다고 진술하지만
소설의 서두에서 덕성의 화신으로 평가될 때에도 암브로시오의 덕성은 이미 파멜라의 그
것처럼 현실성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대중의 평판에 의해 구성되는 가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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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uman Parricide! Incestuous Ravisher! 440)이라 부르며 비웃는데 그가
거론하는 암브로시오의 죄목들 중에 어버이 살해나 근친상간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위선이다. 사탄은 “네 죄를 벗겨 보이겠다”(I unveil your
crimes, 439)며 마치 혁명 이데올로그들처럼 혁명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놓
여 있었던 루소적인 투명성에 대한 믿음을 배반한 위선을 최고의 죄악으로
꼽는다. 수녀원장이 쓰고 있는 “위선의 베일”을 찢어내겠다고 천명하는 성
우르술라 수녀의 연설에서처럼 이 소설에서 베일은 세지윅이 지적하는 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비유로 작용하는 동시에(Sedgwick 143-44) 투명성과
그것이 내포하는 아이러니를 환기하거나 조롱하는 기제가 된다.
결국 안토니아를 유혹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려 안토니아에게 접근했
다가 엘비라를 살해하고 만 암브로시오는 어느새 자기정당화를 위해 마틸
다가 제시했던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끌어들인다. “엘비라나 그 자신 둘 중
하나는 죽어야했고,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엘비라의 고집불통 때문에 당연히
그녀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것”(That either Elvira or himself must have perished, and that her
inflexibility and resolution to ruin him had deservedly marked her out
for the Victim. . . . He had therefore freed himself from an Enemy,
306)이라는 암브로시오의 자기정당화 논리는 어느새 적의 죽음 아니면 자
신의 파멸이라는 피아(彼我)의 이분법에 빠지게 된다. 수녀원의 지하에 안
토니아를 가둬놓고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달변을 늘어놓다가 “타오르
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I burn with
desires, which I must either gratify, or die, 382)고 하는 대목에서 암브
로시오는 마틸다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동원했던 이분법의 수사를 그대
로 반복하면서 자신을 욕망의 주체가 아닌 자기 파괴적인 욕망과 죽음의
강박에 묶인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한다.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암브로시오
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통제할 수 없어 괴로워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욕
망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브로시오는 욕망이 내면에서 비
롯되는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오직 욕망을 시각화하기 위한 서술자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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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에 가깝다.
“진정한 영웅은 승리하는 이가 아닌 고통 받는 이가 아닐까 나는 생각
하게 되었다”(J'en suis venu au point de soupconner que les véritables
héros ne sont pas ceux qui triomphent, maix ceux qui souffrent,
Outram 177)는 로베스삐에르의 사변 속에 드러나는 수동성은 『수도사』에
서 삶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있는 운명론과 플롯에 인물이 종속되는 수동성
의 양상으로 재현된다. 수녀가 되기로 한 선택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주사위는 던져졌다”(The die is thrown, 184)는 아그네스(Agnes)
의 탄식은 성직자의 서약은 이미 깨졌으며 “주사위는 던져졌으니”(The die
was thrown, 224) 마틸다와의 쾌락에 몸을 맡겨 버리는 암브로시오에게서
반복된다. 처음 마틸다에게 유혹당한 후 “아그네스! 아그네스! 네 저주가 벌
써 시작되었구나!”(68)라며 한숨짓는 암브로시오의 운명은 안토니아의 가슴
에

단검을

꽂는

순간

아그네스의

원령(double)으로서

린덴베르그

(Lindenberg) 남작의 심장을 찔렀던 피 흘리는 수녀를 매개로 아그네스의
운명과 겹쳐진다. 암브로시오와 피 흘리는 수녀, 아그네스는 모두 욕망의
희생양이 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잊혀질 만하면 한번씩 출몰하는 피 흘리는 수녀는 과거 속의 유령에 머
물지 않고 현재의 인물인 라이몬드와 아그네스의 삶에 직접 개입한다. 집안
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던 라이몬드가 피 흘리는 수녀로 변장한 아
그네스 대신 진짜 피 흘리는 수녀를 마차에 태우게 되면서 라이몬드는 한
동안 자신이 그의 신부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유령에 시달리게 된다. 방랑하
는 유태인(the Wandering Jew)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피 흘리는 수녀에
대한 진실은 그녀가 라이몬드와 아그네스의 집안 양쪽 모두와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베아트리체 드 라 씨스터나스(Beatrice de las
Cisternas)로 부모의 강요로 어린 나이에 수녀가 되었으나 린덴베르그 남작
과 함께 독일로 도망가서 살다가 남작의 동생인 오토 폰 린덴베르그(Otto
von Lindenberg)와 공모하여 남작을 살해하나 동생의 손에 그녀 자신이 죽
음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베아트리체는 드 라 씨스터나스 후작인 라이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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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조이고 아그네스는 린덴베르그의 조카이므로 결국 피 흘리는 수녀는
현재의 두 연인이 함께 공유하는 과거의 유령이 된다. 방랑하는 유태인의
힘으로 라이몬드는 피 흘리는 수녀의 유령을 퇴치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계
속해서 두 연인의 주변을 배회한다. 라이몬드가 억지로 수녀원에 갇힌 아그
네스를 “나의 사랑스러운 수녀”(my lovely Nun, 182)라고 부르는 것이나,
후에 수녀원 지하에 갇혀 죽은 아기를 안고 반죽음이 된 아그네스가 정말
로 피 흘리는 수녀라고 불릴 만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떨쳐내고픈 과거
의 유령은 끊임없이 출몰하면서 현재를 위협한다.
피 흘리는 수녀의 이야기는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나 과거가 유령으로서
현재에 계속 출몰하게 되는 소설의 모티프를 가장 인상적으로 대변한다. 암
브로시오는 엘비라를 죽인 뒤 자신의 적을 처단했다(He had therefore
freed himself from an Enemy, 306)고 생각하지만 엘비라는 유령의 모습
으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종국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만 암브로시
오에게 악마는 안토니아가 그의 여동생이고 엘비라가 어머니라는 뼈아픈
사실을 알려준다. 6일 동안 벌레에게 피를 빨리고 독수리에게 살을 뜯기다
가 7일째에 폭풍에 휩쓸려가는, 마치 “창세기를 역순으로 배열한 듯
한”(Kiely 117) 암브로시오의 죽음은 결국 과거라는 유령의 먹이가 되어버린
존재로 그의 최후를 재현한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
로 사라짐으로써 혁명은 왕정 체제의 종식이라는 상징적 승리를 거두고 과
거청산이라는 업적을 이루는 데에 성공한 듯 했다. 그러나 뒤이은 공포정치
는 자꼬뱅들에게 과거청산이 종결된 과제가 아닌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
는 현재진행형의 강박으로 남게 됨을 말한다.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으나
끊어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과거의 유령이 현재에 출몰하는 혁명의
역설적 상황은 이 소설 서사의 무의식적 강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과거의
유령이 픽션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현재를 어지럽히는
정치성은 유령의 존재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선정성에 압도되고 만
다.135)
135) 『수도사』가 발표된 이듬해에 상연된 루이스의 연극 『성의 유령』(The Castle Spec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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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후, 흥미를 끌만한 작품을 쓰기 위해 “지옥의 도움을 청해야만 했
다”는 싸드의 지적은 루이스의 『수도사』에서 글자 그대로 실현된다. 지옥에
서 악마와 과거의 유령을 불러낸 루이스는 악의 세계와 선의 세계를 이분
법적으로 대치시킴으로써 혁명의 인식론을 투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선
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대치시키는 멜로드라마와 달리 루이스의 고딕소설은
덕성을 대변하는 선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 엘비라-암브로시오-안토니
아의 가족 로맨스136)는 가족의 복원을 통한 “가정의 지복”을 찬양하는 대신
『규방철학』에서처럼 오로지 근친상간과 존속살해를 낳는 체제이자 공간으
로서 가정을 정의한다.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들과 달리 도덕과 가족의 텔로
스가 주어지지 않은 암브로시오에게 엘비라는 자신과 타협할 수 없는 적의
세계에서 온 과거의 유령이 되고, 안토니아와의 관계에서 그는 자신을 계속
되는 위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점차 자기 파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욕망
의 강박에 사로잡힌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한다. “조절하거나 부정할 수 없
는 여러 힘들의 그물망에 사로잡힌”(“Virtue and Terror," 262) 존재로서
암브로시오의 수동성은 그가 루시퍼(Lucifer)에게 영혼을 판 뒤 그의 입을
통해 확증된다.
마틸다를 네 앞에 데려다 놓은 게 나다. 너를 안토니아 방에 들어가게 한 것
도 나였고, 네 누이의 가슴을 찌른 단검을 너한테 준 것도 나다. 엘비라의 꿈
에 나타나 안토니아에 대한 너의 음모에 대해 경고한 것도, 또 그래서 안토니
아가 잠든 틈에 범하지 못하게 해서 네 죄목에 근친상간에 더해 강간까지 보
태게 한 것도 나다. 내 계획은 이미 성공했다. 내가 범죄를 구상하는 족족 네
가 실행한 것이다. 네 속마음을 내가 몰랐을 것 같으냐? 아니, 아니. 나는 전
부 읽고 있었다!

1797)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유령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워즈워스는 『성의 유령』의 이런 선정성이 당시 “관객들의 취향에 꼭 들어맞았
다”(it fitted the taste of the audience like a glove)고 개탄한다. Michael Gamer,
"Authors in Effect: Lewis, Scott, and the Gothic Drama," ELH 66.4 (1999) 835.
136) 린 헌트는 혁명 당시 프랑스인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무의식은 가족 관계의 서사에 의
해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Lynn Hunt, The Family Rom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Routledge, 1992).

- 106 -

It was I who threw Matilda in your way; It was I who gave you entrance
to Antonia's chamber; It was I who caused the dagger to be given you
which pierced your sister's bosom; and it was I who warned Elvira in
dreams of your designs upon her Daughter, and thus, by preventing your
profiting by her sleep, compelled you to add rape as well as incest to the
catalogue of your crimes. . . . My plots had already succeeded. Scarcely
could I propose crimes so quick as you performed them. . . . Believe you,
that your secret thoughts escaped me? No, no, I read them all! (440)

암브로시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하고 이행했다고 생각하지
만, 서사는 그가 결국 이 작품에서 일종의 해결책(deus ex machina)으로
던져지는 악마의 “플롯”을 실현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암브로시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보루를 놓지 않으려 하지만 루시퍼는 그의 비밀스러운 생각까지 자기가 전
부 읽고 있었다며 조소한다.
루시퍼에게 완전히 농락당했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 하늘의 도움을 청
하려는 순간 악마는 암브로시오를 하늘 높이 끌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려 그
의 온 몸은 부서지고 산산 조각나 버린다. 독수리가 눈을 파먹어서 “눈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채 어떻게도 할 수 없이 절망한”(Blind, maimed,
helpless, and despairing, 442) 암브로시오의 파편화된 신체는 혁명 후 세
기말 개인 주체가 노출되어 있던 파편화의 위험을 가시적으로 실현한다. 타
인의 신체를 욕망의 대상으로 기호화하면서 일단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
면 그 신체를 역겨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던 암브로시오의 뒤틀린 욕망은
기실 그 욕망 자체도 자신의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조종된 것이
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다른 역겨움의 대상들처럼 훼손된 한 구의 생명 없
는 몸으로 남아 빗물에 휩쓸려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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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감성의 관습화와 고딕의 관습—『우돌포 성의 미스터리』
납치, 감금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다 기절하는 여주인공은 18세기 “연
애 소설”(amatory fiction)에도 종종 등장했지만, 리처드슨은 파멜라의 몸에
가해지는 강간의 위협이 위협에 그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서사를 진행함으로써 언젠가는 여주인공이 저항을 그만두고 유혹에 항복하
게 되는 헤이우드(Eliza Haywood) 류의 연애 소설에 익숙한 독자의 기대를
배반한다. 그러나 싸드의 『쥐스틴』에서 육체적인 위협이 덕성을 가시화하며
가시화된 덕성은 보상받는다는 감성주의 소설의 논리는 내파되어 『파멜라』
가 만들어낸 이 암묵적인 약속을 파기한다. 래드클리프의 대표작 『우돌포
성의 미스터리』(이하 『우돌포』)에서 래드클리프는 에밀리의 몸이 위험에 처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그리되 그럼에도 결국 에밀리가 성적/물리적 폭력
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서사적 관습을 재건함으로써 『파멜라』의 암
묵적인 전제를 회복하고자 한다.
혁명을 거치면서 덕성의 동의어로서 여주인공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 혹
은 그 위협으로부터 사적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공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
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로 작용하게 된다.137) 싸드는 쥐스틴의 몸을 폭력
에 여과 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일방적인 폭력의 텍스트로 만들지만, 래드클
리프는 여주인공의 몸을 폭력의 위협에 노출시키되 그 신체 훼손의 가능성
을 최종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싸드나 루이스의 서사에 나타나는 몸의 탈신
성화 현상을 재현하면서도 또한 언제나 그것을 공적 질서 안에서 해석 가
능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돌포』에서
우돌포 성의 미스터리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가시성에
강박은 래드클리프의 이러한 의도와 궤를 같이 한다.
『우돌포』의 특징이자 이후 고딕소설 전반의 장르적 특징이 되는 가정의
지복, 여성의 몸의 재현, 미학적으로 소비되는 자연풍경 등은 모두 감성이
137) 도린다 우트램(Dorinda Outram)은 18세기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몸과 공적 질서를 연
결 짓고자하는 혁명의 강박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본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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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화하는 과정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래드클리프는 가정성을 복원하고
자연풍경을 통해 자연을 부분적으로나마 복구함으로써 혁명의 과정에서 터
져 나온 폭력과 그에 대한 공포를 봉쇄하려고 하지만, 가정성의 복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앙금처럼 남아 섬뜩한 낯설음을
이룬다. 혁명 후 집단적 무의식에 잔류하는 폭력성은 이를 봉쇄하려는 노력
에도 불구하고 봉합된 표면의 이면에서 분열이 계속되는 이 소설에 징후로
서 드러난다. 이 절에서는 감성주의 소설을 계승하는 동시에 감성의 관습화
과정에서 고딕의 형식적 특징이 관습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
는 소설로서 『우돌포』를 읽어보면서 래드클리프의 고딕이 싸드나 루이스의
포르노그라피적인 서사와 구별되는 지점들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당대를 풍미했지만 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우돌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페미니즘 비평에서 이 작품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엘렌 모어즈가 래드클리프의 소설들을 “박해받는 희생양인 동시에 용감한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여성 고딕”이라 명명한 이후, 고딕소설을 여성 고딕
과 남성 고딕으로 나누면서 여성 고딕을 일종의 여성 성장소설로 읽는 방
식은 이제 고딕소설 비평의 주류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138) 그러나 프랑스
138) Mores 90; Kate Ferguson Ellis, The Contested Castle: Gothic Novels and the
Subversion of Domestic Ideology (Urbana &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9) ix-xvi. 일리스의 책과 같은 해에 출간된 『고딕 소설: 금제/위반』(Gothic Fictions:
Prohibitions/ Transgression)이라는 비평선집에서 편자 그레이엄(Kenneth W. Graham)
은 로버츠(Bette B. Roberts)의 “공포 소설, 『우돌포의 미스터리』와 『노쌩거 수도
원』”(The Horrid Novels, The Mysteries of Udolpho, and Northanger Abbey), 하월즈
(Coral Ann Howells)의 “여성적 텍스트의 즐거움: 앤 래드클리프의 교묘한 위반”(The
Pleasure of the Woman's Text: Ann Radcliffe's Subtle Transgressions) 등을 “여성의
텍스트”(The Woman's Text)라는 주제 하에 묶고 있는데, 특히 후자의 글에서 하월즈는
“감성주의 서사가 부과하는 거짓된 한계를 폭로하는” 작품으로서 『우돌포의 미스터리』를
평가하면서 이 작품이 여성적인 텍스트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주장한다. Coral
Ann Howells, "The Pleasure of the Woman's Text: Ann Radcliffe's Subtle
Transgressions in The Mysteries of Udolpho and The Italian," Gothic Fictions:
Prohibition/Transgression ed. Kenneth W. Graham (New York: AMS Press, 1989)
151-62. 앤 윌리엄즈(Anne Williams)는 『우돌포』가 프시케의 신화를 구현함으로써 오이
디푸스 신화의 대안적 서사를 제공하며 따라서 여성 고딕과 남성 고딕 중에서 여성 고딕
이 보다 혁명적이라고 주장한다. Anne Williams, Art of Darkness: A Poetics of Gothic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59-72. 호이블러(Diane
Long Hoeveler)는 “여성 고딕”에서 여주인공은 나약함을 가장하고 연기함으로써 스스로
를 고통 받는 희생양으로 재현하고, 이러한 자리매김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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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탈리아 곳곳을 누비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경험에도 불구하고 수동
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에밀리를 성장소설의 주
인공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139) 이런 의미에서 여성 성장소설로서 『우
돌포』 읽기는 세즈윅 이전의 고딕소설 비평이 낭만기 시에 대한 비평틀을
고딕소설에 그대로 적용하여 인물의 내면에 집착했던 것처럼 오스틴 소설
로 대표되는 여성 성장소설이라는 형식을 오스틴 이전의 소설들에 역으로
덧씌우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래드클리프는 ‘고통 받는 덕성’이라는 감성주의 소설의 테마를 계승하되,
암스트롱이 가정 소설이라고 명명한 『파멜라』의 특히 후반부가 대변하는
가정성(domesticity)의 복원을 통해 덕성과 쾌락의 통합으로서 감성의 이상
향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문을 여는 제사(epigraph)가 “가정은/사
랑과 기쁨, 평화와 풍요가 넘치는 곳/서로 돕고 도움 받으며 예의바른 친구
들과/소중한

친지들이

행복으로

하나

되는

곳”이라는

톰슨(James

Thomson)의 가정예찬론인 것140)은 감성주의의 관습화 과정에서 감성이 여
성적인 자질로 성별화하는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해나 모어
(Hannah More)가 1782년에 발표한 시 “감성”(Sensibility: An Epistle)은
이러한 감성의 여성화 경향을 대변한다.
여성주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이른바 “고딕 페미니즘”을 주창한다. Diane
Long Hoeveler, Gothic Feminism: the Professionalization of Gender from Charlotte
Smith to the Brontë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여성 고딕”을 여성 교양소설로 읽는 또 다른 방식
중의 하나는 고딕의 장르적인 관습으로서 어머니의 부재는 어머니가 그 무엇보다 필요함
을 역설하는, 모계 관계의 결핍이 곧 고딕적 고통의 상황으로 재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Susan C. Greenfield, Mothering Daughters: Novels and Politics of Family Romance,
Frances Burney to Jane Austen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02) 13.
하일랜드(Donna Heiland)는 이런 맥락에서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모계 관계
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힘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Donna Heiland, Gothic
& Gender: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2004) 73.
139) 로버트 카일리는 이 소설에서 에밀리의 내적 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
며 그녀를 경험을 통한 성숙과 무관한 존재로 규정한다(78). 테리 캐슬도 인물로서 에밀
리의 성장을 읽기 힘들다고 하면서 에밀리의 내면이 읽을 수 없는 암호(cipher)로 남는다
고 본다. Terry Castle, “Introduction,” The Mysteries of Udolpho ed. Bonamy Dobrée
(New York: Oxford UP, 1989) xv.
140) Ann Radcliffe, The Mysteries of Udolpho ed. Bonamy Dobrée (New York: Oxford
UP, 1989) 1. 앞으로 『우돌포』의 인용은 이 책을 이용하고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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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잘못에 대한 온순한 인내와
성난 말은 억누르고 힐책을 삼가는 것,
가정생활에 그늘을 드리우는
사소한 다툼을 평정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작은 것들의 큰 합에서 비롯되는
모든 평화, 그 소박한 위안,
딸이나 아내, 혹은 친구의 이런 작은 적절한 행동에
신성하다고 할 가정의 기쁨이 달려있네.
그 곳에서, 감성이여, 그대 가장 잘 다스릴지니
가정은 그대의 진정 옳은 영토일지라.
The mild forbearance at a brother's fault,
The angry word suppress'd, the taunting thought;
Subduing and subdued, the petty strife,
Which clouds the colour of domestic life;
The sober comfort, all the peace which springs
From the large aggregate of little things;
On these small cards of daughter, wife, or friend,
The almost sacred joys of home depend:
There, Sensibility, thou best may'st reign,
Home is thy true legitimate domain.141)

『파멜라』에서 파멜라의 덕성이 갖는 전복성이 Mr. B가 대표하는 세계로 편
입되면서 소설의 2부가 내훈서의 성격을 띤다면, 파멜라에 대한 Mr. B의
지침142)을 그대로 복제하는 듯한 모어의 감성 예찬에서 모어는 덕성을 인
내(forbearance)나 복종하는 것(subdued)과 동일시함으로써 여성적 감성의
영토를 가정으로 한정한다. 모어의 감성론은 덕성의 여성화 현상과 함께 덕
141) Hannah More, "Sensibility: An Epistle to the Honorable Mrs. Boscawen," The
Works of Hannah More (London: H. Fisher, R. Fisher, & P. Jackson, 1834) 5: 339.
Mary Poovey, "Ideology and 'The Mysteries of Udolpho'" Criticism 21:4 (1979: Fall)
315에서 재인용.
142) Mr. B는 파멜라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적어도 15분 안에 거울을 들여다봐서 얼
굴에 우울함이 드러나면 침울한 표정을 즉시 없애라”고 충고한다(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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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감성주의의 관습화 경향을 적시한다. 감성을 가정/
여성의 특성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감성의 혁명성을 박탈한 채 보수화하여
그것을 더 이상 “불온”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자 한 모어의 시도가 래드클
리프 소설을 읽는 배경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두운 성 안에 감금된 채 물리적/성적 위협에 쫓겨 도망 다니다가 곳
곳에서 맞닥뜨리는 공포에 놀라 기절해버리는 고딕소설의 여주인공은 여러
모로 감성주의 소설 속 여주인공의 후예인데,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행에서
『쥐스틴』이 부각하듯 덕성이 수동성과 동의어가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싸
드가 쥐스틴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라는 자유주의
적 서사를 거부하고 근대적인 시간성조차 부정한다면, 관습적인 감성적 여
주인공으로서 에밀리 역시 자유주의적 서사에 반하는 평면성을 그 특징으
로 한다.143) 맥도널드(D. L. Macdonald)는 순환적인 플롯으로 구성된 래드
클리프의 소설들을 성장소설의 전통에 반하는 반(反)성장소설이라고 평가하
는 듀런트(David Durant)의 의견144)에 동의하면서 에밀리가 자신의 경험으
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소설
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본다.145)
싸드가 『쥐스틴』에서 덕성을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감
성주의 소설의 논리를, 더 나아가 계몽주의의 대전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
자연과 이성, 덕성의 연결고리를 해체한다면, 래드클리프는 『우돌포』에서
계몽주의가 싸드로 대표되는 극점을 돌아 낭만주의로 가는 변화의 한 징후
를 드러낸다. 싸드는 자연에서 신성을 분리하고 그 자체에 기계적인 메커니
즘을 부여함으로써 계몽주의적인 자연관이 나아갈 수 있는 극단에 도달하
지만, 그의 자연관은 큰 틀에서 인간 본성을 포함하는 계몽주의적 자연관
안에 여전히 포섭되어 있다. 이에 비해 래드클리프의 경우 자연과 이성, 덕
143) 『우돌포』의 결말을 이루는 관습화된 감성에 기반을 둔 가정성의 복원을 에밀리의 성장
의 근거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144) David Durant, "Ann Radcliffe and the Conservative Gothic,"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22 (1982): 519-29.
145) D. L. Macdonald, "Bathos and Repetition: The Uncanny in Radcliffe," The Journal
of Narrative Technique 19/2 (1989): 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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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의미는 자연풍경(landscape)으로,
이성은 가시성으로, 덕성은 가정성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자연”이
아름답고 숭엄한 자연풍경으로 축소되고 미학화되는 경향은 개인이 자연과
만나는 경험을 시적 경험의 진수로 삼으면서 현재 통용되는 “자연” 개념을
만들어낸 낭만주의자들의 행보를 예견한다. 초기 근대의 핵심용어를 “재현”
으로 보면서 신성의 재현으로서 계몽주의적 자연관, 혹은 그 자연 법칙을
개인이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과학 혁명을 설명하고, 18세기 후반에
“숭엄”(sublime)처럼 재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는 변화에 주
목하는 푸코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146) 고딕의 관습으로서 자연풍경은 계
몽주의적 자연관에서 낭만주의적 자연관으로의 이행을 예시한다.147)
이처럼 『우돌포』의 현란한 자연풍경 묘사는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
가는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가 되지만, 자연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들은 아직 자연을 그림처럼 묘사(tableau)하는 관습적 재현의 틀 안에서 이
뤄진다. 『파멜라』에서 Mr. B의 관음증적인 시선이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파멜라의 감성을 보기 이전에 “넌 울 때 제일 예쁘다”(you are most
beautiful in your tears, 195)면서 눈물 같은 육체적 반응을 미학화하는 태
도를 드러내듯이, 래드클리프의 풍경 묘사에서 그림처럼 묘사된 자연의 아
름다움은 감정적 투사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피레네 산맥(the Pyrenées)을
지나며 쌩 오베르는 자연 풍경 안에서 신의 존재를 확신하지만, 17세기의
유명한 풍경화가 살바토르 로자(Salvator Rosa)가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풍경을 골라 그렸을 것이라는 작가의 첨언은 그것이 자연이라기보다는 미
학적으로 소비되는 풍경임을 환기한다.148) 이처럼 래드클리프의 소설에서
146)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New York: Vintage, 1970).
147) 코틈(David Cottom)은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신고전주의가 막을 내리고 낭만주의가 도
래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읽어내면서 워즈워스와 래드클리프가 자연에 미학적 거리를 둠
으로써 “미적 관찰자로서 개인”(the individual as an aesthetic observer)을 성립하게 만
드는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본다. David Cottom, The Civilized Imagination: A Study
of Ann Radcliffe, Jane Austen, and Sir Walter Sco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41.
148) 자연의 미학화 경향이 감성주의의 클리셰(cliché)가 되는 현상은 맥킨지(Henry
Mackenzie)의 『감정이 풍부한 남자』(The Man of Feeling, 1771)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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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연과 만나는 경험과 아름답고 숭엄한 자연 풍경은 일종의 “문화
적인 구성물”149)로써 상투성을 띠게 된다.
쌩 오베르가 처음 보는 발랑꾸르를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는 "자연의
장엄함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대변되는 그의 취향이 “순수한 마
음”(a simplicity of heart)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즉 미학적 쾌락과 덕성의
합치를 상정하기 때문이다(34). 그러나 자연을 “숭엄한 장관”(sublime
spectacles)으로 미학화하는 동시에 자연이 “부(富)로도 살 수 없는 쾌락”,
즉 “숭엄한 사치”(sublime luxuries)를 선사한다고 표현하는 발랑꾸르의 심
미안은 할리의 그것처럼 관습화된 감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의 『황폐한 마을』(The Deserted Village,
1770)이 대변하는바 자본주의적 “사치”(luxury)가 덕성의 대척점에 놓이는
시대적 문맥을 고려할 때에 빠리의 소비문화에 쉽게 감응하고 빠져드는 발
랑꾸르의 ‘타락’은 자연에 대한 미학적 소비를 통해 소비주의적 쾌락에 맞
닿아 있는 그의 감수성(susceptibility)이 그 대상을 자연에서 도시의 소비문
화로 옮긴 것에 불과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건이 된다.
몬토니나 라우렌티니(Laurentini)처럼 악인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이
결여하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감수성은 쌩 오베르 일행의 감성적 덕성
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대안적 힘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쌩 오베르는 에밀리와 발랑꾸르에게 “덕성이란 능동적 취향
에 다름 아니므로 덕성과 취향은 거의 같은 것”(49-50)이라고 일장 연설하
다. 주인공 할리(Harley)가 타인의 고통에 눈물바다를 이루면서도 덕성의 수동성이 “우
울”(melancholy)과 동의어가 되면서 자기파괴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 이 소설에서 할리
는 여행 중에 만난 어떤 노인을 보고 살바토르가 그렸을 법한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주
변 풍경 또한 살바토르 그림의 황량한 자연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
에 유행한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의 원리에 관한 에쎄이』
(Essay . . . Upon the Principles of Picturesque Beauty, 1768)는 이런 식의 미학을 그
림뿐 아니라 조경과 자연 감상법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Henry Mackenzie, The Man of
Feeling in The Castle of Otranto and The Man of Feeling ed. Laura Mandell (New
York; Boston; San Francisco: Pearson, 2007) 169-70.
149) 토드는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여주인공이나 으스스한 고딕 건축물 같은 다른 구성요소
들처럼 자연 역시 문화적 구성물일 뿐이라고 본다. Janet Todd, The Sign of Angellica:
Women, Writing and Fiction, 1660-180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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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산적 떼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매달렸던 “거대한 십자가”나 “효시
대”를 목격하고 이를 “명백히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는 상형문자”(54)로 치
부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에밀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
은 있을지 모르나150) 타인이 겪은 처참한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나타나
지 않는다. 브럼(Steven Bruhm)이 지적하는바 에밀리가 타인의 고통을 해
석할 수 없는 상형문자로 정의하고 지나침으로써 자신에게는 덜 위협적인
것으로 만드는151) 이 대목에서 타인의 고통을 몸으로 상상하는 과정에서 공
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찾고자 한 감성의 논리는 더 이상 작동
하지 않는다.
인간이 신성을 읽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몽주의적인 자연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는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자연풍경은 여전히 신의 가호를 느
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소설 초반에 숲속을 거닐던 에밀리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신성한

경외”(sacred awe)가 그녀의

생각을

“천지의

신”(the GOD OF HEAVEN AND EARTH)의 존재로 이끄는 대목에서 자
연풍경은 에밀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배경으로 제시된다
(6). 따라서 몬토니를 만난 이후 어려움에 처하는 에밀리에게 고향 마을 라
150) 에밀리가 과연 감성주의적 취향의 주체인가에 대해서도 기실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에밀리는 아름다움과 숭엄이라는 문화적 범주의 틀을 통해 자연풍경을 묘사하거
나 쌩 오베르로 대변되는 남성적/감성적 권위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가하면, 그
녀의 자연에 대한 감탄은 이를 통해 곧 신의 존재와 권위를 경험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Barbara M. Benedict, "Pictures of Conformity: Sentiment and Structure in
Ann Radcliffe's Style," Philological Quarterly, 68 (1989): 363-77; Mary Poovey,
"Ideology and The Mysteries of Udolpho," Criticism, 21 (1979): 320. 또한 아버지의
죽음 이후 발랑꾸르와도 헤어져 혼자 왔던 길을 되짚어 라 발레로 돌아가는 에밀리의 여
정에서 셋이 함께 했을 때 서사의 곳곳을 수놓았던 자연풍경에 반응하는 감수성은 자취
를 감춘다(92). 에밀리가 자연과 만나는 경험이 종교적인 것으로 환원된다는 푸비의 지적
은 타당하나 감성주의를 (부정적인 의미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정의하면서 감성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영국 부르주아들이 바랬던 자기통제적인 사
회에 일조했다는 푸비의 주장은 감성주의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푸비에 앞서 이 소설을 감성의 맥락에서 읽은 비평가로는 스미스(Nelson C. Smith)
가 있으나 그의 주장처럼 『우돌포』가 오스틴 소설에 앞서 감성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비
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Nelson C. Smith, "Sense, Sensibility and Ann
Radcliffe,"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3.4 (1973): 577-90.
151) Steven Bruhm, Gothic Bodies: the Politics of Pain in Romantic Fic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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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La Vallée)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은 “지금 닥친 악의 해로움을 쫓아버
리는 일종의 부적”(a kind of talisman that expelled the poison of
temporary evils, 191)과 같은 것이 된다.152) 『쥐스틴』에서 쌩-플로랑에게
강간당한 쥐스틴은 눈물 그득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싸
드는 그럼에도 쥐스틴의 몸이 다시 유린당하고 쥐스틴은 또 기도하는 패턴
을 반복시킴으로써 인간사를 총괄하는 권능으로서 신성을 조롱한다. 그러나
래드클리프는 『우돌포』에서 “마리아와 같은 윤곽에 막달렌의 감성을 지
닌”(the contour of a Madona, with the sensibility of a Magdalen) 에밀
리가 “구슬픈 눈을 들어” 기도할 때에 마리아와 막달렌을 끌어와 종교적 권
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시에 또한 “얇은 검은 베일에 일부 가려진 에밀리
의 얼굴 위로 은빛 달빛이 비칠” 때에 드러나는 에밀리의 “윤곽”을 포착함
으로써 에밀리의 기도 장면을 마리아의 초상처럼 미학화된 쾌락의 대상으
로 재현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우돌포』는 자연과 신성이 만
나는 지점을 재건하고자 하지만 신성이 코드화된 복음주의로 축소될 때에
그 재현은 미학적 대상을 쾌락의 대상으로서 소비하고자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돌포』에서 감성은 본래의 이상이 포괄하고자 했던 넓은
외연에서 감정의 과잉이나 자기탐닉 같은 제한된 의미로 축소된다. 쌩 오베
르가 에밀리에게 남기는 유언에서 “감성은 위험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감성을 지닌 이들에게 일찍부터 그것이 위험한 자질이며 모든 주위 환경으로
부터 지나친 불행과 기쁨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단다. 너
라면 행복을 포기하는 대신 때로 고통을 겪는 것에 만족하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마음이 인생의 부침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나면 안정에 만족하게 되고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지. 행복의 환영 대신 진짜 행복을 이해하게 될 게다. 행
복은 격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에서 찾아드는 것이니까
152) 코틈은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자연풍경이 “악으로부터 덕성을 구해내기 위한 투쟁에 가
까운 도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Civilized Imagina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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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행복은 온화하고 한결같은 것이라서 느낌에 무감한 사람에게도 찾아오
지 않지만 항상 사소한 일에 민감한 마음에는 깃들지 않는단다. 얘야, 나는 너
무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한 자기기만을 네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다.
Those, who really possess sensibility, ought early to be taught, that it is a
dangerous quality, which is continually extracting the excess of misery, or
delight, from every surrounding circumstance. . . . I know . . . that you
are contented sometimes to suffer, rather than to give up your . . .
happiness, at others; but, when your mind has been long harassed by
vicissitude, you will be content to rest, and you will then recover from
your delusion. You will perceive, that the phantom of happiness is
exchanged for the substance; for happiness arises in a state of peace, not
of tumult. It is of a temperate and uniform nature, and can no more
exist in a heart, that is continually to minute circumstances, than in one
that is dead to feeling. . . . Beware, my love, I conjure you, of that
self-delusion, which has been fatal to the peace of so many persons; . . .
(80)

쌩 오베르는 에밀리에게 감성은 결국 인생의 고달픔으로 이어지게 되고 진
짜 행복이란 감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에 있는 것
이라고 충고한다. 행복에 대한 그의 정의는 감성이 감수성으로 축소되면서
행복의 의미 역시 쾌락과 덕성이 만나는 이상으로서 혁명을 견인했던 감성
주의적인 가치 대신 안락함이나 평화 같은 “가정의 지복”으로 제한되는 현
상을 대변한다. 쌩 오베르의 충고는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지
만, 동시에 감성이 추구했던 이상이 혁명이라는 격변을 낳은 이후 감성의
혁명성을 위험한 것으로 단죄하면서 억압하고자 하는 보수성을 드러낸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악”(All excess is vicious, 20)으로 규정하는 쌩 오
베르의 정의는 이성이나 감정처럼 얼핏 보기에 모순된 자질들을 통합하면
서 외연을 넓혀갔던 감성의 논리를 축소시켜 제한된 틀 안에 집어넣고자
하는 봉쇄의 욕망을 노정한다. “잘못 다스린 감성”(ill-governed sensibility,
80)을 악덕으로 규정하는 그의 태도는 라우렌티니를 파멸로 이끈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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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다스린 열정”(ill-governed passion, 577)으로 규정하는 이 소설의 도
덕주의적 태도에 상응한다.
이에 에밀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피하려고 걱정하면
서 어떤 제한에도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anxious to avoid every
opportunity of erring, and willing to submit to any restrictions) “순
종”(obedience)의 미덕을 받아들인다(126). 쌩 오베르와 대척점에 있지만,
그와 함께 에밀리의 아버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몬토니가 “여자가 꼭
갖춰야 할 덕목”으로 “진심과 한결같은 품행, 복종”(sincerity, uniformity of
conduct and obedience, 270)을 들 때에 이들이 에밀리에게 부과하는 이데
올로기는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우돌포에 감금된 에밀리가 “이성의 울
타리를 무너뜨리면서 상상력을 불붙게 하는 열정의 거친 에너지가 아닌, 소
리 없는 고통, 울면서도 견디는 고통”(Hers [her sufferings] was a silents
anguish, weeping, yet enduring; not the wild energy of passion,
inflaming imagination, bearing down the barriers of reason, 329)에 처
해 있다고 묘사될 때에 침묵과 견딤은 미덕으로, 열정의 거친 에너지는 악
덕을 낳는 것으로 규정된다.153) 감성의 배경으로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적
인 사상의 흐름은 몸의 일부로서 이성을 규정하면서 이성의 능력을 제한적
인 것으로 보았지만, 이 대목에서 열정은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이성
보다 열등한 종류의 인간 본성으로 강등된다.
에밀리의 미덕으로 규정되는 자질들이 감성의 보수화 국면과 결부된다
면, 드 빌르포 백작 부인(Countess De Villefort)은 또 다른 극단에서 감성
의 관습화를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백작부인의 태도는 여자들이 남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필수적인 적당한
상냥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때로 짐짓 기분을 꾸며 상냥한 척 할 줄 알았는
데, 이에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부인은 대개 우아
153) 폴슨은 “이성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면서 상상력을 불붙게 하는 열정의 거친 에너지”라
는 구절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버크가 혁명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했던 표현과 유사함을
지적한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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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태를 가장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이가 꾸며낸 슬픈 이야기를 읽어주면 거
의 기절하는 척 했다. 그러나 고통에 처한 살아있는 대상이 자비를 구할 때에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으며, 그들의 고통을 즉시 덜어줄 수 있다는 황
홀한 생각에 가슴이 뛰지도 않았다. 백작부인은 인간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녀의 자애심은 불행에 처한 이들의 얼굴
에 한 번도 미소를 가져다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H]er manners had little of the tempered sweetness, which is necessary to
render the female character interesting, but she could occasionally throw
into them an affectation of spirits, which seemed to triumph over every
person, who approached her. . . . [S]he generally affected an elegant
languor, that persuaded her almost to faint, when her favourite read to
her a story of fictitious sorrow; but her countenance suffered no change,
when living objects of distress solicited her charity and her heart beat
with no transport to the thought of giving them instant relief;—she was a
stranger to the highest luxury, of which, perhaps, the human mind can be
sensible, for her benevolence never yet called smiles upon the face of
misery. (501)

래드클리프는 백작부인을 통해 클리셰가 된 슬픈 이야기에는 거의 기절할
듯 슬퍼하는 척 하다가도 눈앞의 실제 고통에는 무서우리만치 무감한, 감성
의 관습화 과정의 소산으로서 오직 덕성의 태도만을 가장하는 인물형을 재
현한다. 백작부인의 허구적 주체가 상냥함이나 슬픔 같은 기분을 연기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손쉬운 감정의 공급원으로서 픽션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펼쳐지는 픽션보다 극적이지 못한 고통에는
그녀의 감정이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감정의 역치가 한없이
올라가게 되면서 감정의 과소비는 곧 감정의 고갈로 이어진다. 백작부인은
허구적 감정의 과잉 상태에 익숙해진 나머지 실제 고통에 반응할 수 없게
되는 비극적 수동성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자연풍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밀리의 감수성이 타인의 고통을 해석할 수 없는 상형문자로 표상할 때에
공감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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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이 『인성론』에서 “모든 사람은 우리와 닮았고, 이로 인해 어떤 다른
대상보다 우리의 상상력이 작용하기에 쉽다”(359)고 했듯이,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상상하는 능력은 공감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스미스는 “우리
는 타인의 고통보다 쾌락에 더 공감하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공감의 원천
으로서 상상력의 한계를 문제 삼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모든 격정은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나 고통 받
는 이가 느끼는 폭력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정도의 공감밖에 자아낼 수 없
다. 고통처럼 쉽게 잊혀지는 것은 없다. 고통은 격렬한 공감을 일깨우지 못한
다. 우리는 괴로워하는 사람의 고통보다 그 공포에 공감한다. 공포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을 재현하는 상상력으로부
터 오로지 비롯되는 격정이다.
[T]hey [all the passions which take their origin from the body] excite
either no sympathy at all, or such a degree of it, as is altogether
disproportioned to the violence of what is felt by the sufferer. . . .
Nothing is so soon forgot as pain. . . . Pain never calls forth any very
lively sympathy, . . . We sympathize with the fear, though not with the
agony, of the sufferer. Fear . . . is a passion derived altogether from the
imagination, which represents, . . . not what we really feel, but what we
may hereafter possibly suffer. (35-6)

상상력이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공포를 재현한다고 보
는 스미스의 주장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공감에 내재한 개인의
자기보호본능을 환기한다. 이 대목에서 스미스는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기는 어렵더라도 고통에 대한 공포가 공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지만 고통에 대한 공포심이 타인에 대한 공감 대신 자기보호본
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154)은 공포를 경험하는 주체로서
154) 감성을 “공표의 한 형태, 즉 공적인 소비를 위해 제공되는 사생활의 한 측면”으로 정의
하는 스팩스의 정의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심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 기반을 둔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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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가 공감의 주체로 서지 못한 채 고통에 대한 공포 앞에서 언제나 한
발 물러서게 되는 현상을 통해 드러난다.
『우돌포』에서 공포는 주체의 무력화(disempowerment)를 야기한다. 부
모를 여의고 발랑꾸르와도 헤어져 유일한 혈육인 몬토니 부인을 따라 이탈
리아로 향하게 된 에밀리에게 닥치는 본격적인 시련은 몬토니가 그녀를 모
라노 백작(Count Morano)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몬토니는 고립된 우돌포 성으로 향하는데, 안에서 완전히 잠기지
않아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 방에 갇히다시피 한 에밀리의 신체에
대한 보이는/보이지 않는 위협은 이 소설이 환기하는 공포를 자극하는 주
된 기제로 작용한다. 이곳에서 검은 베일 뒤에 가려진 그림을 발견한 에밀
리는 호기심에 베일을 걷고 베일 뒤에 숨겨있던 것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
간 의식을 잃고 기절한다(249). 에밀리가 놀라 기절한 이유는 검은 베일 뒤
에서 살해된 라우렌티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유명
한 검은 베일 에피소드에서 고통 받는 신체(suffering body)의 이미지를 통
해 물리적/성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에밀리의 “고통 받는 덕성”과 인간의
육체, 특히 시체의 이미지들로 구성되는 이 소설의 스펙터클은 하나로 겹쳐
지고, 신체에 대한 위협의 환기가 자아내는 공포에 에밀리는 항상 기절한
다. 신체적 위협 앞에서 기절하는 파멜라의 몸은 그녀의 덕성을 준거하지만
에밀리가 기절하는 신체 반응은 그 자체로 무엇을 표상하는 대신 주로 초
점화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폭력의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서사적 장치의 차원에서 기능한다.
고딕소설에서 주체의 무력화를 감성주의가 관습화하는 과정의 소산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은 놀라 기절하는 여주인공 자체가 전형적인 인물이 되어
버린 문학적 관습화의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 이성, 감성적 덕성의 파괴된
연결고리를 봉합하고자 하는 래드클리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봉
합의 이면에서 분열이 계속되면서 각각의 자질들이 고립되어 주체적 동인
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담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화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는 자기보호본능, 혹은 자기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반된 가능성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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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돌포 성에 갇혀 공포에 떨던 에밀리는 생각을 추스르고 마음을 다잡음으
로써 논리적인 평정을 찾고자 하지만 “밤의 어스름 사이로 가물거리는 대
상의 형태를 시력으로 확신할 수 없듯이, 인간의 이성은 상상의 어둑한 곳
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논리를 부여하기 어렵게 된다”(human reason
cannot establish her laws on subjects, lost in the obscurity of
imagination, any more than the eye can ascertain the form of objects,
that only glimmer through the dimness of night, 330). 이 대목에서 인
간의 이성을 시각에 비유함으로써 작가는 육체의 감각 중 특히 시각이 관
찰자와 객체로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고 보는 이의 입장에서 보이는 이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서양 근대 특유의 인식론155)에서
나아가 이성과 가시성을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볼 수 없음은 곧 인간 이성
의 무력화를 뜻하게 된다.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에서 리버틴들이 권력욕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타인
의 몸에 보이도록 폭력을 가한다면, 래드클리프의 고딕에서 베일을 걷음으
로써 모든 것을 가시성의 영역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좌절된다. 18세기 말, “모두 보이는 것”을 가로막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던 현상을 지적하면서 푸꼬는 숲과 동굴, 황폐한 성과 수도원이 놓여
있는 래드클리프 소설 속의 풍경이 투명성과 가시성의 이상을 부정하는 상
상적인 공간이라고 본다(Power/Knowledge, 154). 보이지 않는 덕성이 결
국 드러나 보임을 전제함으로써 성립하는 『파멜라』의 자유주의적 서사의
극단에서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와 래드클리프의 고딕은 가시성에 대한 강박
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한다.
감성주의 소설의 내파한 상처들이 쥐스틴의 몸에 아로새겨진 폭력의 흔
적들로 재현된다면, 래드클리프는 에밀리에 대한 일련의 신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에 대한 공포는 유효하되 에밀리가 정절을 빼앗기거나 과
도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리라는 서사적 관습을 재건함으로써 싸드의 포

155)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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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그라피가 부정한 『파멜라』의 암묵적인 전제를 회복하고자 한다. 에밀리
의 몸은 덕성의 텍스트로 다시 가정되지만 수없이 기절하는 에밀리의 신체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기절하는 몸은 내면의 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156)
여주인공의 보호받고 상처입지 않는 몸이 파멜라의 굳건한 내면의 덕성을
표상했던 데에 비해, 『우돌포』에서 에밀리의 몸을 둘러싼 방어체계는 『파멜
라』가 재현하는 덕성의 텍스트로서 여성의 몸과 『쥐스틴』이 재현하는 폭력
의 텍스트로서 여성의 몸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벌인다.
폭력의 텍스트로서 몸의 재현은 『우돌포』의 곳곳에 드러나지만, 존슨의
지적처럼 이런 대목들은 언제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결
코 독자의 안락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157)
횃불이 어슴푸레 땅을 비추자 에밀리는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보게 될까봐 앞으
로 나아가기가 두려웠다. 길 위에는 부러진 화살 머리, 산산조각 난 갑옷 조각
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일행은 길 위에서 쇠로 된 가슴받이를 발견했다. 무언
가가 관통해서 안감은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에밀리는
어떤 죽음의 흔적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발밑은 온통 부러진 무기와
병사들의 찢어진 군복으로 뒤덮여 있어서 에밀리는 난도질된 병사들의 몸을
거의 볼 것만 같았다.
[T]he torch threw a gloomy light upon the ground, and . . . Emily feared
to look forward, lest some object of horror should meet her eye. The
path often was strewn with broken heads of arrows, and with shattered
156) 스펜서(Jane Spencer) 같은 비평가는 “고딕 소설은 여주인공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고 주장하면서 “여주인공이 바라보는 숭엄한 자연풍경에 그녀 자신이 투사됨”을 그 근거
로 들지만, 스펜서가 일례로 드는 『우돌포』의 한 대목에서 에밀리가 바라보는 자연풍경
은 “아침 안개의 베일이 걷히면서” “목가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전형적이고 상투적
인 수준의 묘사에 그친다. 스펜서는 이를 엘렌 모어즈의 명명처럼 “여성적 자연풍경”으로
해석하고자 하지만, 『우돌포』에 수없이 등장하는 자연풍경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볼거리
로서 알프스의 장엄한 경관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프랑스 시골 마을의 목가적인 아름다움
과 그 안의 소박한 가정성을 이상화하는 데에 그친다. Jane Spencer, The Rise of the
Woman Novelist: from Aphra Behn to Jane Austen (New York: Basil Blackwell,
1986) 192-3; Mores 252-64.
157) Claudia L. Johnson, Equivocal Beings: Politics, Gender, and Sentimentality in the
1790s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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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s of armour, . . . [T]hey perceived a steel breastplate on the
ground, . . . and they saw, that it was pierced through, and that the
lining was entirely covered with blood; . . . At every step she took, Emily
feared to see some vestige of death. . . . [T]he ground beneath was
covered with broken arms, and with the torn vestments of soldiers, whose
mangled forms Emily almost expected to see; . . . (425)

래드클리프는 부서진 화살 머리, 부러진 무기(arms) 등의 중의적 표현을 통
해 난도질당하고 부서진 인간 신체의 파편화를 재현하고자 하는 서사적 욕
망을 드러내지만, 이를 실제의 몸이 아닌 여러 신체에 대한 환유를 통해 치
환함으로써 결코 그 폭력을 직접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갑옷과 무기처럼
몸을 환유하는 대상들의 파편화가 묘사되다가 마지막에 “난도질된 병사들의
몸”에 이르러 실제 인간 신체에 가해진 폭력이 재현될 것으로 독자는 기대
하게 되지만, 이것을 “거의 볼 것만 같았던”, 에밀리의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로 마무리함으로써 래드클리프는 폭력을 환기하되 이를 최종적으로 봉쇄
한다.
『파멜라』에서 덕성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가정될 때에 그 가시
성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파멜라의 마음이라는 내면과 몸이라는 표면의 안
과 밖을 오가며 구성되는 것이지만, 가시성에 대한 래드클리프의 강박은 겉
으로 드러나는 신체에서 내면을 읽는다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해진 안과 밖
의 분리에 입각한 것이며 그 가시성은 오로지 물질적 몸을 통해 드러난다.
폭력의 텍스트로서 (여성의) 몸은 몬토니 부인을 비롯한 다른 희생양들을
통해서 볼거리로 재현되고 소비된다.158) 『쥐스틴』에서 상처입고 피 흘리는
벌거벗은 여인의 밀랍 인형을 통해 육체의 재현이 모조와 다를 바 없게 된
다면, 『우돌포』에서 검은 베일 뒤에 놓인 벌레에 얼굴을 갉아 먹힌 시신의
밀랍상은 상처입고 훼손된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재현을 스펙터클화하는 동
158) 클로디아 존슨은 이 소설에서 여성의 것으로 가정되는 고통 받는 신체가 실은 남성의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몸이 “적통의”(legitimate) 고통의 장소
로서 재현될 것인가 하는 1790년대 젠더의 경쟁구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Equivocal
Beings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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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것이 실은 진짜 시체가 아니었다고 밝힘으로써 “레이디 라우렌티니
의 살해된 시체”(663)일 것이라는 에밀리에 의해 가정된 원본은 치워버린
채 그 재현만 남겨둔다. 이처럼 몸이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끊임
없이 만들어가면서도 최종적으로 이를 봉쇄하는 래드클리프의 서사적 전략
은 폭력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현하면서 이를 통제 가
능한 것으로 길들임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재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함의
를 드러낸다.
베일을 걷고 또 걷어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음에서 공포가 비롯되는 고
딕적 가시성의 좌절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밀리의) 내면을 읽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가시성의 좌절은 내면이라는 사적 공간을 들여다보고
자 하는 시도가 방해받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극화한다. 에밀리가 “아마
나는 여기에 어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왔나봐”(I am come hither
only . . . to witness some horrible spectacle, 323)라고 되뇌듯이, 이 소
설에서 에밀리는 주체적인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목격자에 가깝다.
에밀리는 소설의 미스터리의 핵심을 이루는 고(故) 빌레로이 후작부인
(Marchioness de Villeroi)의 방을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호기심에 몰래 방
안에 들어서지만, 후작부인이 숨을 거둔 침대를 덮은 검은 천 뒤로 유령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도망쳐버린다(536). 소설의 제
재로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개인의 내면과 동일시하는 와트 식의 자유
주의적인 시각에서 누군가의 사적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곧 그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되지만, 아무리 열어도 알 수 없는 고딕
적 세계에서 에밀리가 보는 것은 후작부인의 내면이 아닌, 이를 대체하는
낯선 유령일 뿐이다. 에밀리가 줄곧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무엇
이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떠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소설에서 여러 인물들의 초상화와 미니어처가 등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159) 메르테이유와 쥐스틴에게서 공히 내면의
159) 우선 소설의 초반에 도둑맞은 에밀리의 미니어처(10)를 가져간 범인은 그녀를 남몰래
사모하던 뒤퐁(Du Pont)임이 후에 밝혀진다(576). 또한 이 소설의 첫 번째 중요한 미스
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후에 그의 여동생인 빌레로이 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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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로서 에밀리와 그 외 다른 여성 인물들은 2차원의 초상화 안
에 갇혀 시간성과 무관한 존재로 재현된다. 엄마와 “똑같은 우아한 균형 잡
힌 몸매와 똑같은 섬세한 얼굴, 부드러운 상냥함으로 가득 찬 [엄마와] 똑
같은 푸른 눈”(5)을 가진 에밀리의 모습은 심지어 세대간의 차이도 무화시
킨다. 에밀리는 엄마뿐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의 닮은꼴, 혹은 누군가의
‘재현’의 닮은꼴로 제시된다. 이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마주보는 거울처럼 서
로가 서로의 재현이자 촘촘한 관계의 사슬로 엮여 있다. 그러나 서로를 비
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들의 관계는 그 표면을 끊임없이 반복 생산할 뿐 서
로의 내면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켜 올리지 못하며 따라서 독자 역시 거울에
비친 이차원적인 상(像) 이상으로 그들을 만나기 어렵다. 이들을 엮는 중심
고리인 에밀리는 계속해서 실체가 덧붙여지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정의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는, 항상 누군가와의 유사성을 말하지 않고서는 정의될
수 없는, 내면이라는 기표를 잃은 기의와도 같다.
『우돌포』에서 에밀리가 목격자로서 독자에게 공포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매개(vehicle)로 기능한다 할 때에 그녀가 첫 번째로 목격하는 “불가
사의한 광경”(mysterious spectacle, 258)은 바로 검은 베일 뒤에 숨겨져 있
는 시체이다. 이 “불가사의한 광경”의 실체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계
속 “무서운 광경”(320) 등으로만 언급되다가 작품의 맨 끝에 가서야 진짜
시신이 아닌 메멘토 모리였음이 밝혀진다. “해명되는 불가사의”(explained
supernatural)라고 불리는 이 기법을 통해 래드클리프는 독자가 원하는 충
격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적절한”(proper) 표현수위를 넘지 않
는 솜씨를 발휘한다.160) 래드클리프 특유의 “해명되는 불가사의”는 브룩스
부인으로 밝혀진다—의 작은 초상화를 몰래 꺼내 입 맞추는 장면을 에밀리가 목격하는
데에서 시작된다(26). 독자가 라우렌티니를 처음 만나는 것은 그녀의 초상화를 통해서이
며(278) 아그네스 수녀가 라우렌티니와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되는 것도 그녀 자신이 에밀
리에게 꺼내 보이는 자신의 미니어처를 통해서이다(646). 샤또르블랑(Chateau-le-Blanc)
에서 에밀리가 검은 장막 뒤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
은 도로떼가 빌레로이 후작부인의 미니어처보다 에밀리를 더 닮은 초상화가 있다며 그녀
를 후작부인이 숨을 거둔 방에 데려갔기 때문이다(529-36). 아그네스 수녀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미니어처를 꺼내 보이기에 앞서 후작부인의 또 다른 미니어처를 보여준다(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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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는바 “두려운 신비”로서의 신성함을 초자연성이 대체하게 되는 세속
화 과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이를 익숙한(heimlich) 것
의 범주로 포섭함으로써 독자의 자기보호적인 안락감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타협 지점에서 나온다.161) 싸드의 리버틴들이 타인
의 고통에서 쾌락을 얻는다면,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에밀리가 끊임없이 처
하는 위협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서스펜스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의 최종
수혜자는 독자가 된다. 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불편함을 느끼
게 하는 가학적인 싸드의 서사에서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고 서술하
는 매개로서 에밀리를 설정하고 에밀리의 몸은 결국 크게 상처입거나 손상
되지 않게 함으로써 독자가 큰 도덕적 가책 없이 스펙터클을 소비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머캔(Andrew McCann)은 1790
년대에 급진주의가 위반과 동일시되고 “급진 문화가 전유한 문학적, 철학적
표현들이 가정의 영역에 대한 침입”으로 해석되면서 급진주의의 위험을 경
고하는 메시지로서 폭력과 위반의 과장된 서사가 쏟아져 나올 때에, 수동적
관객으로서 독자는 이 스펙터클을 소비함으로써 동시에 사회 질서의 유지
에 참여하게 되는 당대의 “도덕적 경제학”에 포섭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한다.162)
관습화된 의미의 수동적 덕성은 선으로, 과도한 권력과 열정의 추구는
악으로 정의하는 인물의 평면성이 부각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
에 따른 권선징악의 상투적 결말에 이르는 이 소설에서 래드클리프가 시도
하는 덕성의 복원은 도덕주의(moralism)의 차원으로 환원된다. 래드클리프
는 몬토니의 권력욕을 악덕으로 묘사함으로써 덕성과 결별한 쾌락의 권력
160) George Saintsbury, "Explained Supernatural," The Peace of the Augustans (1916),
168-69, Victor Sage, ed. The Gothick Novel: A Casebook (London: Macmillan, 1990)
75에서 재인용.
161) 커런(Stuart Curran)은 루이스나 싸드와 달리 래드클리프가 소설 속의 불가사의한 사건
들을 이성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허구적 자기기만이 사회의 자기보호본능과 연결되어 있
음을 그녀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Stuart Curran, "Women Readers,
Women Writers," The Cambridge Companion to British Romanticism ed. Stuart
Cur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87-8.
162) Andrew McCann, Cultural Politics in the 1790s: Literature, Radicalism and the
Public Sphere (Houndmills and New York: Palgrave, 1999) 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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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양상을 비판하면서 “부모로서의 당연한 사랑과 자식으로서의 애정 어린
본분을 똑같이 망각”한 것이 라우렌티니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진단한다
(655).163) 작가는 덕성을 재건함으로써 싸드가 재현하는 관계의 파국을 벗
어나고자 하나 이러한 진단이 뜻하는바 덕성은 이제 가정 안에서의 (여성
적) 덕목으로 한정된다. 결말에서 에밀리와 발랑꾸르가 되찾은 것은 “고국
의 소중한 자연풍경”과 함께 “도덕으로 고양되고 지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
는 현세의 가장 안전한 행복”, “자애심의 실현” 등 거의 모든 감성주의적인
가치를

아우르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정의

지복”(domestic

blessedness)으로 수렴됨으로써 쌩 오베르가 표상했던 가정의 덕성, 혹은
가정에서의 덕목(domestic virtues, 1)과 수미일관을 이룬다(671).
폴슨(Ronald Paulson)의 지적처럼 1794년 『우돌포』가 출간될 즈음에
“성과 감옥, 폭군과 감수성이 예민한 여주인공”은 어떤 방식으로든 혁명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221), 래드클리프는 이러한 소재를 통해
독자의 호기심과 자극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덕성의
복원이라는 이상을 그림 같은 자연풍경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성이라는 자
연과 덕성의 축소판으로 재현함으로써 선정적인 요소들을 교묘히 덮고자
한다. 이에 베네딕트는 래드클리프 소설이 혁명의 수사와 전통적인 보수적
수사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위반을 재현하지만 또한 그것을 금지해야할
필요를 역설하는 “도덕적 담론의 상업화”(the commercialization of moral
discourse)를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164) 그러나 이 “가정의 지복”이 “요
정 이야기”에 나오는 “마법의 성”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표현됨으로써 소설
의 결말에서 복원되는 가정성은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
다.165)
163) 이런 도덕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당대의 보수적인 독자들도 래드클리프의 소설을 읽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James Watt, Contesting the Gothic: Fiction, Genre and
Cultural Conflict, 1794-18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07.
164) Barbara M. Benedict, "Radcliffe, Godwin, and Self-Possession in the 1790s,"
Women, Revolution, and the Novels of the 1790s, ed. Linda Lang-Peralta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99) 106.
165) 『우돌포』의 결말에 등장하는 “거의 마법의 성에 와 있는 것 같았다”(she almost
fancied herself in an enchanted palace, 671)는 비유가 차기작 『이탈리아인』(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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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클리프의 소설들에서 고딕 관습의 핵심에 놓이는 “가정의 지복”은
그 이상화된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훤히 드러나되 여전히 비밀을 감추고 있
으며 읽을 수 없는, ‘섬뜩하게 낯선’ 대상으로서의 가정을 그 이면에서 환기
한다. 고딕에서 가시성에 대한 강박과 그 좌절은 검은 베일 에피소드가 시
사하는 바 재현만 남고 원본은 사라지는,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면 “상징이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의 기능 전부를 차지해 버리는”(when a symbol
takes over the full functions of the thing it symbolizes, 244) ‘섬뜩한 낯
설음’의 순간에 발생한다. 와트는 개인의 내면과 그 사적 공간으로서 가정
이 소설 장르를 통해 공공의 시선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음을 전제하지만,
가정의 지복이라는 이상의 이면에 집집마다 드러나지 않은 억압된 폭력의
역사가 공존함을 그리는 고딕소설에서 가시성의 좌절은 가정과 개인의 내
면이 둘 다 읽히지 않으며 따라서 끝내 섬뜩한 낯설음으로 남게 되는 순간
에서 비롯된다.
래드클리프의 고딕은 가정의 지복을 고딕 관습의 핵심으로 구축하는 동
시에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의 내면 둘 다 읽히지 않는, 섬뜩하게 낯선 것
으로 재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근대적인 가시성의 기획을 좌절시킨다. 『파멜라』에서 Mr. B는 파멜라
의 사적 공간을 들여다보고 그녀의 편지를 읽음으로써 파멜라의 몸이 내면
의 덕성을 준거함을 믿게 된다. 이처럼 감성주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덕
성을 가시성의 영역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우돌포』에서 숨겨진 비밀을
감추고 있는 내밀한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비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대신 그것을 읽을 수 없음과 그 좌절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환기한다. 감
성적 여주인공으로서 놀라 기절하는 에밀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곳에서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는 마음속을 알기 위해 몸이
라는 표면을 들추어보았더니 그 내면은 결국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
는 ‘섬뜩한 낯설음’의 순간에 이른다.
Italian, 1797)의 결말에서 “진실로 요정나라에서 펼쳐지는 장면이었다”(It was, in truth,
a scene of fairy-land, 412)는 은유로 바뀌면서 요정이야기가 공상에서 현실로 바뀌는 대
목은 『이탈리아인』에서 이러한 허구성이 더 강화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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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딕소설에서 가정소설로—『노생거 수도원』
1818년에 출간된 『노생거 수도원』을 고딕소설의 메타서사로서 읽는 비
평의 역사는 길지만 대부분의 비평이 이 소설이 고딕에 대한 풍자나 패러
디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는 반면, 조지 르바인(George Levine)은 이
작품을 같은 해에 출간된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과 비교함으로써 『노생거 수도원』과 고딕의 관계에 대해 이
전과 다른 방식의 논의를 시도한다.166) 르바인은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소설
적 충동을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질서의 길항관계로 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캐서린과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이 모두 사회적 코드로 편입되지
않는 욕망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노생거 수도원』이 고딕에 대안을 제시
하는 리얼리즘 소설인 동시에 고딕적 판타지를 대체하는 현실 역시 잠재적
으로 고딕적 공포를 안고 있다는 이중적 면모를 동시에 극화한다는 것이다
(40). 비슷한 시기에 주디쓰 윌트(Judith Wilt)도 르바인에 대한 헌사로 시
작하는 책 『고딕의 유령들』(Ghosts of the Gothic)에서 『노생거 수도원』을
래드클리프와의 단절이 아닌 고딕의 연장선상에서 읽는다.167)
르바인이나 윌트처럼 『노생거 수도원』을 단순히 고딕소설에 대한 패러
디가 아닌 현실의 고딕적 측면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읽는 것은 이제 비평
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혁명 직후
고딕소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790년대 후반의 맥락에서 『노생
거 수도원』을 읽을 때에 이 소설과 고딕의 관계를 한층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장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798년에 쓰기 시작
해서 1803년에 완성된 『노생거 수도원』에 대해 오스틴은 1816년에 이 작품

166) George Levine, The Realistic Imagination: English Fiction from Frankenstein to
Lady Chatterle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23-80. 르
바인은 ‘괴물’이 프랑켄슈타인과의 관계를 거부당하자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야기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정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상상할 수 있는 공
포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소설로서 『프랑켄슈타인』을 정의한다(24-5).
167) Judith Wilt, Ghosts of the Gothic: Austen, Eliot, & Law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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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된 지 13년이나 지났으므로 그 동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나 책
들에 관한 얘기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음”을 인정하는
기록을 남긴다.168) 오스틴의 공지는 이 소설이 1798년경의 “시대와 장소,
풍습, 책들과 견해”(period, places, manners, books, and opinions, ibid.)
에 십분 기대고 있음을 되새기게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소설을 르바
인처럼 『프랑켄슈타인』이나 이후 19세기 소설 전반과 관련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1790년대 후반 고딕소설의 대유행기라는 동시대적 문맥에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오스틴이 고딕소설을 비롯한 당대의 소설문법
과 독서태도169)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생거 수도원』이 나올 수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우돌포』에서 에밀리의 사적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공적 질서의 수호와
연결되는 것처럼 성별화한 감성과 체제유지의 이데올로기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오스틴은 『노생거 수도원』에서

『우돌포』의

고딕문법을 답습하는 대신 스스로를 감성적 여주인공으로 표상하는 이자벨
라와 본연의 의미에서 감성의 여주인공이라 할 만한 캐서린, 보수적 질서의
억압성을 대변하는 틸니 장군(General Tilney)과 그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벗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그 아이러니를 인식하게 되
는 아들 헨리 틸니(Henry Tilney) 등 다양한 인물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고딕을 새로 쓰는 과정에서 감성의 의미를 재평가한다. 더불어 이 장에서는
오스틴의 결혼 플롯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력과 지위의 불균형에도 불구하
고 계약의 상호성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혁명을 거치며 그 유효성이 흔
들리게 된 루쏘적인 사회계약에 대해 논평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
음을 주장해봄으로써 결혼 플롯을 오스틴의 보수성과 즉각적으로 연결시키
는 시각에 교정을 요구하고자 한다.170)
168) Jane Austen, Northanger Abbey, The Novels of Jane Austen ed. R. W. Chapman,
5 vols. (New York: Oxford UP, 1988), V, 10. 앞으로 『노생거 수도원』의 인용은 이 책
을 이용하고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한다.
169) 오스틴 시대의 독서담론에 관한 자세한 개괄과 평가로는 원영선, “제인 오스틴 시대 독
서행위의 문화적 조건과 독서담론,” 『영미문학교육』 11,2 (2007): 225-247 참고.
170) 오스틴 소설에서 결혼 플롯의 보수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매릴린 버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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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몰런드를 어린 시절에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여주인
공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노생거 수도원』의 서두는 기존
(고딕)소설의 “여주인공”(heroine)에 대한 독자의 관습적인 기대를 의식하는
한편 그녀가 기존의 여주인공들과는 다른 인물임을 강조한다. “딸들을 가두
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몰런드 가족은 “대체로 아주
평범”(in general very plain)하며, 캐서린 역시 “별로 예쁘지 않은”(as
plain as any) 아이로 소개된다(13). 이처럼 작가가 캐서린 자신이나 그 가
족의 ‘평범함’을 강조하는 것은 당대의 고딕소설이나 감상주의 소설에서 여
주인공이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부모의 이른 죽음 등으로 인해 불운한
어린 시절을 겪은 뛰어난 미모의 ‘비범한’ 인물로 그려지는 데에 대해 작가
가 던지는 뼈있는 농담이다. 정원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음악이나 그림에도
도통 관심이 없는 캐서린은 여주인공이라면 갖춰야 할 법한 전형적인 ‘여성
의 가정적 덕성’(domestic female virtues)이나 교양을 습득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씨가 나쁘지 않고”(14) 아주 건강한 인물로 제시된다.
캐서린은 처음부터 여주인공으로서의 특별한 자질을 소유하지 못한 평
범한 인물로 제시되지만 그녀의 이런 면모는 결코 비하되지 않는다. 열다섯
쯤 되어 비로소 여주인공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캐서린의 “두 눈은
더욱 생기를 띠”게 된다(15). 캐서린의 생기어린 두 눈은 몸의 건강함에서
나오는 활기와 마음의 기질로서 활기가 눈빛으로 드러나는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1813)의 엘리자베스처럼 내면의 기질이 겉으로 드러
나는 창이 된다. 2장의 서두에서 서술자가 정의하는 캐서린은 “다정다감한
마음씨와 쾌활하고 솔직한 성격에 어떤 종류의 자만심이나 겉치레도 없”으
며, “호감 가는 외모”(her person pleasing)에 아직 “무지하고 세상일에 어
두운”(ignorant and uninformed) 인물이다(18).171) 꾸밈없고 다른 사람들의
(Marilyn Butler)가 있다. 버틀러는 오스틴을 “1790년대 보수적 기독교 도덕주의”의 영향
력 아래에 있었던 작가로 규정하면서 오스틴 소설에서 “결혼이 두 개인 간의 성적 결합
대신 전통적인 사회적 토대의 안정화”(marriage less as a sexual union between two
individuals than as the stabilizing cornerstone of a traditional society)를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Marilyn Butler,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Oxford: Clarendon
Press, 1997) 164, x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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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의식하지 않는 캐서린의 이런 면모는 이자벨라의 이중적이고 연극적
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캐서린네 가족은 솔직하고 평범한 사람
들이었다. 그들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했던 말을 뒤집는 편이 아니었다”(Her [Catherine's] own family were
plain matter-of-fact people, . . . they were not in the habit therefore of
telling lies to increase their importance, or of asserting at one moment
what they would contradict the next, 60)는 서술자의 평가는 후에 “한 번
한 말이 나중엔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146)고 말하는 이자벨라의 처세술
과 대조되면서 겉과 속이 같음은 캐서린의 인격적 온전함(integrity)의 지표
가 된다.
캐서린의 진정성(sincerity)은 덕성이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감성의 문화
의 바탕이 되었던 전제를 변화된 방식으로 실현한다. 이런 점에서 캐서린은
몸이 감성의 텍스트인 파멜라 이후 감성적 여주인공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
라 할 수 있다. 파멜라나 『우돌포』의 에밀리처럼 놀라 기절하지도 않고
메리앤 대쉬우드(Marianne Dashwood)처럼 실연의 상처로 죽을병에 걸리
지도 않기에 캐서린이 감성주의 전통에 속하는 인물임을 놓치기 쉽지만,
캐서린은 어떤 의미에서 메리앤보다 더 ‘감성’(sensibility)의 원래 의미를
구현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감성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덕성을 가시성
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감성의 논리는 본의 아니게 몸의 떨림이나 기절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반응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오스틴은 캐서린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긴 호흡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을 긍정적인 가치로 묘사함으로써 겉과 속의 일
치, 혹은 괴리라는 감성 문화의 화두를 계승하면서 감성주의가 상정했던

171) 캐서린의 이러한 솔직함과 가식이 없는 태도는 단순한 인격적인 미덕에 그치지 않고
이 소설의 주요 사건들과 결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작품의 중심 남
녀관계인 캐서린 몰런드-헨리 틸니(Henry Tilney) 관계와 또 다른 남녀관계 축인 이자벨
라 소프(Isabella Thorpe)-제임스 몰런드(James Morland) 관계를 흔드는 인물로서 각각
존 소프(John Thorpe)와 프레드릭 틸니(Frederick Tilney)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끝없는 자만심”(endless conceit, 66)의 소유자로, “굉장히 자만심이 강한”(Amazingly
conceited, 135) 인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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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들을 캐서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캐서린은 파멜라나 에밀리처럼 기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몸으로 반응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담고 있던 헨리 틸니가 세련되고 예쁜 여인
과 함께 나타나자 캐서린은 “죽은 듯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해서 앨런 부인
의 가슴으로 쓰러지는 대신 분별력을 완벽히 발휘해서 평소보다 뺨이 약간
더 붉어진 채 꼿꼿이 앉아” 있는다(53). 또한 그녀는 헨리와의 일이 마음대
로 되지 않아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허기를 달래고 아홉 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나니 “기분도 너무 좋고 새로운 희망과 계획에 기운이 넘치
게” 된다(60).172) 마음에 받은 충격을 몸의 반응으로 즉각 드러내는 대신
건강한 몸과 그 육체활동이 내면의 건강함으로 이어지는 캐서린의 몸과 마
음의 ‘일치’는 내면에서 몸으로의 일방통행이 아닌 더욱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면과 육체의 합일을 실현한다. 이런 점에서 캐서린은 1790년대 말 고딕
소설 속 여주인공들과 차별화되면서 리처드슨이 파멜라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감성주의적 여주인공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평가될 만하다.
캐서린이라는 차별화된 여주인공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생거 수
도원』은 고딕소설과 감상주의 소설을 비롯해 당대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종류의 글쓰기들에 대한 다양한 언급과 비판, 자의식이 넘쳐나는 작품이다.
오스틴은 ‘소설 옹호론’이라고 부를만한 유명한 대목에서 “인간 정신(mind)
의 가장 위대한 힘이 표현되고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가장 완
벽한 지식과 그 다양함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 재치와 유머(wit and
humour)가 가장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장면들을 최고로 정선된 언어로 전
달하는 작품”으로서 소설을 정의한다(38). 오스틴은 이성과 덕성, 자연과 인
간 본성, 읽기의 쾌락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장르로서 소설을 정의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옹호론이 등장하는 문맥은 비오는 날 아침
“다른 흥밋거리”(other enjoyments, 37)를 즐길 수 없게 된 캐서린과 이자
172) 여성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기본적으로 캐서린
의 건강한 몸에서 나옴을 보여주는 이 대목은 캐서린이 “과도한 ‘감성’, ‘취향’, ‘지식욕’
등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정, “『노생거 사원』에 나타난 결
혼과 가정 이데올로기”, 『안과 밖』 18 (20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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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고딕소설을 섭렵하는 장면 바로 뒤이다. 이어지
는 6장에서 캐서린과 이자벨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지만,
오스틴은 이들의 대화를 제시하기에 앞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 그냥 소설이에요!”(Oh! it is only a novel!)라고 대답하는 일반적인 여
성독자상을 제시함으로써 독서, 특히 소설 읽기가 당대 문화의 전면에 드러
나는 전반적인 문화현상임을 환기한다. 무엇을 읽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심
한 듯 부끄러워하며 소설책을 내려놓는 여성독자의 모습은 여성의 여가 활
용으로서 소설 읽기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
의 읽을거리를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구성되는 여성 주체의
성격 또한 통제하고자 하는 당대 지배담론과 소설유해론에도 불구하고 소
설을 열독하는 여성독자의 상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지배담론의 틀로 포섭
되지 않는 여성독자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부각시킨다.173)
폴 킨(Paul Keen)은 18세기말에 책이 인기 있는 소비재가 되면서 글이
“유행의 총아”(the darling of fashion)가 된 현상을 지적하면서 영국의 도
덕적 개혁을 꿈꾸었던 『스펙테이터』 같은 잡지도 이때쯤에는 글이 유행의
일종이 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174)
“방금 밀썸 가의 가게 쇼윈도우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자를 봤어—네
거랑 비슷한데 녹색 리본 대신 빨간 양귀비빛 리본이 달려 있는 거, 나 그
173) 이 유명한 대목에 대한 비평적 의견도 실로 다양한데 존슨은 필딩이나 리처드슨과 달
리 오스틴이 소설을 “변명”(apology)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태도의 변화
에 주목한 바 있다(Jane Austen, 28). 이 소설옹호론에서 최근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
목은 “우리 서로를 버리지 말아요, 우리는 상처 받은 사람들이잖아요”(Let us not desert
one another; we are an injured body, 37)라는 구절이다. 여성주의 비평가 중 몇몇은
이 “상처받은 몸”을 “상처받은 여성의 몸”으로 해석했고, 다른 여성주의 비평가들은 오스
틴이 이 구절에서 버니(Frances Burney)나 에지워스(Maria Edgeworth) 같은 여성작가들
의 문학적 전통을 환기하는 것으로 읽기도 한다. 브라운스타인(Brownstein) 같은 경우
이 구절을 오스틴이 동료 여성작가들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연대의 선언”이라 칭하기도
한다. Devoney Looser ed. Jane Austen and Discourse of Femin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8; Rachel M. Brownstein, “Northanger Abbey, Sense and
Sensibility, Pride and Prejudi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ne Austen, ed.
Edward Copeland and Juliet McMas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7.
174) Paul Keen, The Crisis of Literature in the 1790s: Print Culture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Cambridge UP, 1999) 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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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사고 싶어. 그런데 캐서린, 『우돌포』는 읽어봤니?”라고 묻는 캐서린의
선배 독자 이자벨라에게 고딕소설은 리본 색깔이 다른 모자를 보면 또 사
고 싶은 것처럼 『우돌포』나 『이탈리아인』이 마음에 들면 비슷한 소설을 열
두 권쯤 더 읽고 싶어지는 소비재의 한 종류이다(39-40).175) 따라서 이자벨
라와 캐서린의 공통된 “문학적 취향”(literary taste, 39)은 이자벨라가 “오
늘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똑같은 옷을 입겠다”(42)고 말하듯이 자연스럽
게 옷에 관한 취향의 문제로 이어진다.176) 캐서린 역시 “『우돌포』를 읽으면
서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 고양되고 들뜬, 두려운 상상력의 사치”(the
luxury of a raised, restless, and frightened imagination over the pages
of Udolpho, lost from all worldly concerns, 51)를 즐길 줄 알게 된다.177)
캐서린과 이자벨라의 만남이 고딕소설 읽기를 매개로 진행되는 것은 “책,
여성, 소비”178)라는 근대 영국의 문화적 화두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오스틴
소설 전반의 경향을 예고한다.
캐서린과 소설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이자벨라는 “진짜 친구를 위해서
라면 못할 일이 없고 사람을 반쯤만 좋아하는 건 내 성격에 어긋나며 나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항상 너무 심하게 좋아한다”면서 앤드루스 양(Miss
175) 이자벨라가 언급하는 고딕소설들이 모두 1798년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이 소설을
1790년대 말의 문화적 배경에 놓고 봐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Coral Ann
Howells, Love, Mystery, and Misery: Feeling in Gothic Fiction (London and
Atlantic Highlands: Athlone, 1995) 116.
176) 1790년대 말부터 고딕 로맨스는 패션, 요리, 가정문제 상담과 함께 여성잡지의 한 코너
를 차지한다. Marilyn Gaull ed. Northanger Abbey (New York: Pearson/Longman,
2005) 231.
177) 최근의 대중적인 오스틴 열풍에 힘입어 오스틴의 가장 덜 알려진 소설이라 할 수 있는
『노생거 수도원』도 2007년에 다시 영화화되었는데,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캐서
린의 고딕소설 읽기는 대부분 그녀의 성적 판타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를테
면 『수도사』에서 암브로시오가 목욕하는 안토니아를 훔쳐보는 유명한 대목을 읽다 잠든
캐서린의 꿈에 헨리가 신부 옷을 입고 목욕하는 캐서린의 욕실에 나타나는 식이다. 소설
에서는 캐서린이 『수도사』를 읽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원작 속 캐서린의 독서
태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대의 소비재인 고딕소설을 20세기의 소비
재인 할리퀸로맨스 식으로 변형해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수긍할 만하다.
178) “인쇄문화의 발전과 책 보급에 따른 독서대중의 확산, 여성의 책읽기와 여성교육에 대
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제국주의의 문물교류가 가져온 시장의
확대와 폭발적 소비주의는 서로 연결된 문화현상”이기에 “책, 여성, 소비”는 오스틴 작품
에 “기본적인 얼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정, “책 읽는 여성을 위한 변명:
『샌디튼』에 나타난 독서, 몸, 소비,” 『근대영미소설』 17.3 (2010, 1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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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이 “천사처럼 예쁘다”고 말하다가 곧 캐서린에게 “앤드루스 양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활기가 넘쳐, 앤드루스 양은 되게 재미없어”라고 말하
면서 “각별한 친구” 앤드루스 양에 대한 평가를 쉽사리 뒤집는 경박한 태도
를 보인다(40).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이자벨라의 경박함과 말 뒤집기는 이
후 제임스 몰런드와 프레드릭 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녀의 됨됨이
를 엿보게 한다. 캐서린과 대조되는 인물(foil)로서 이자벨라의 말 뒤집기와
표리부동은 캐서린의 꾸밈없는 성격과 겉과 속이 같은 진정성을 효과적으
로 부각시킨다. 이자벨라가 캐서린과 첫 대면하는 장면에서 꺼내는 대화주
제가 “옷, 무도회, 연애, 그리고 재담”(dress, balls, flirtations, and quizzes,
33)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녀는 휴양도시 바쓰를 찾는 사람들과 그
들에게 어떻게 보여야할지, 그들을 어디서 만나야 할지, 그들과 무엇을 하
거나 이야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옷이나 무도회, 연
애나 재담처럼 화려한 보여주기(showiness) 문화의 코드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이자벨라의 현실감각은 독서활동에는 별로 활용되지 않으며179) 고
딕소설은 그녀에게 현실도피의 순간을 선사할 뿐이다. 이자벨라가 지닌 기
민한 현실감각과 고딕소설 독서를 통한 현실도피 사이의 양극화는 『우돌
포』를 둘러싼 캐서린과 이자벨라의 긴 대화에도 불구하고 고딕소설 애독자
로서 이자벨라가 이 책을 ‘읽은’ 실제 소감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검은 베일 에피소드를 읽었냐고 묻는 이자벨라에게 “나는 그게 라우렌
티나의 유골이라고 확신”(I am sure it is Laurentina's skeleton, 40)한다고
반복해서 대답하는 캐서린은 래드클리프 소설에서 위협에 처한 여성인물들
에게 감정이입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현실의 고통으로 상상한다.180) 그러나
소비재로서 고딕소설을 소비하는 이자벨라의 상상력은 등장인물들이 고통
받는 장면에서도 별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어지는 대화는 이자벨라의 소설
179) 베네딕트는 독서활동도 이자벨라에게는 과시적 소비의 일환일 뿐이라고 본다. Barbara
Benedict, "Reading by the Book in Northanger Abbey," Persuasions On-Line 20:1,
http://www.jasna.org/persuasions/on-line/vol20no1/benedict.html
180) 캐서린은 존슨이 지적하는바 래드클리프가 제시하는 불가사의의 이성적인 해명보다 소
설 전반이 전하는 공포를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한다(Equivocal Being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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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친구 앤드루스 양에게서 들은 것임을 짐작케 한다.
몰런드 부인이 리처드슨의 『찰스 그랜디쓴 경』(Sir Charles Grandison,
1753)을 읽었다는 캐서린의 말에 이자벨라는 대뜸 그 책은 놀랍도록 무서
운 책이라고 하면서 앤드루스 양이 1권도 다 못 읽었음을 그 근거로 든다.
리처드슨 소설이 『우돌포』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것도 꽤 재미있다고 캐서
린이 말하자 이자벨라는 그 책은 별로일 것 같다고 잘라 말한다(42). 요컨
대 1798년 당시 이자벨라에게 최신유행상품은 『우돌포』나 『이탈리아 인』이
지 수십 년 전 리처드슨 소설은 아닌 것이다. 이후 이자벨라의 대화는 앤드
루스 양이 천사처럼 예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아서 같이 춤추기를 거절했
던 헌트 대위(Capt. Hunt) 얘기로 넘어갔다가 “나는 옅은 눈동자에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좋아”라는 이성 취향에 관한 얘기로 귀결된다. “너는 피부색
이 검은 남자가 좋아, 아님 흰 남자가 좋아?”라고 묻는 이자벨라에게 캐서
린은 “잘 모르겠어, 그 중간쯤인 것 같아. 희지도 않고 아주 검지도 않은
갈색”이라고 대답한다. 이자벨라는 매사에 의견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옅은 눈동자에 창백한 얼굴”이라는 이자벨라의 남자 취향이 실은 감상주의
소설이나 고딕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전형적인 외모라는 점에서 당대 유
행하는 취향의 전형성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자벨라처럼 취향이 스테레오타
입 안에 갇히지 않은 캐서린의 취향은 상대적으로 비전형적인 측면을 드러
낸다. 물론 『우돌포』를 읽으면서 고딕소설이 재현하는 공포를 과장되게 감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캐서린 역시 당대 고딕소설 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만, 오스틴은 이자벨라와 캐서린이 공유하는 독서태도의 전형적인 측면을
풍자하면서도 그 전형성의 틀 안에서 캐서린에게 이자벨라는 가지지 못한
독서경험의 진정성을 부여함으로써 둘의 독서태도를 미묘하게 차별화한다.
스스로를 감성적 여주인공으로 재현하는 이자벨라181)에 대해 캐서린의
181) 수전 모건(Susan Morgan)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벨라의 자기재
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캐서린의 순진함이 미덕이라기보다는 잘못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이 이자벨라의 이중성을 본격적으로 깨닫
기 이전에 이자벨라의 감정 과잉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의 것임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고자 한다. Susan Morgan, “Guessing for
Ourselves in Northanger Abbey,” Jane Austen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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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인 제임스가 “그녀는 굉장히 분별력 있고 전혀 꾸밈이 없는데다가 상
냥하다”(she has so much good sense, and is so thoroughly unaffected
and amiable, 50)고 말할 때에 이 말에 사심이 실려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제임스의 평가는 바쓰에서 이자벨라의 평판을 대변한다. 이를테
면 이자벨라는 감성의 클리셰를 실연(acting out)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벨라가 보여주는 겉모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틸니 남매와의 약
속 때문에 클리프튼(Clifton)에 같이 갈 수 없다는 캐서린에게 이자벨라가
불평하는 대목에서 그녀는 자신이 애용하는 수사들을 총동원한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무시당하다니,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 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내 감정은 그
누구보다 더 강렬하다고 생각해. 열렬한 이 감정 때문에 평온하게 살 수가 없
을 정도야. 내가 너와의 우정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다니, 속살까
지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는 걸 고백해야겠어. 틸니네 사람들이 모든 걸 집어삼
키고 있는 것 같아.
I see myself slighted for strangers, I, who love you so excessively! When
once my affections are placed, it is not in the power of any thing to
change them. But I believe my feelings are stronger than any body’s; I
am sure they are too strong for my own peace; and to see myself
supplanted in your friendship by strangers, does cut me to the quick, I
own. These Tilneys seem to swallow up every thing else. (98)

이자벨라는 자신을 한결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여주인공으로, 틸
니 남매는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자 악한으로 재현한
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이자벨라의
선언은 “진짜 친구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고 사람을 반쯤만 좋아하는
건 내 성격에 어긋나며 나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항상 너무 심하게 좋아한
다”며 앤드루스 양에 대한 애정을 과시할 때에 동원된 수사를 반복한다. 강
House Publishers, 1986) 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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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감정 때문에 고통도 더 크게 느끼고, 그래서 한낱 실망의 감정을 “속
살까지 베이는 것” 같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표상하는 이자벨라의 수
사는 슬픈 장면을 보면 기절하는 것이 감성의 진수로 통용되던 시대의 산
물이다. 이자벨라가 캐서린을 설득하고자 할 때에 의도하는 설득력의 근거
가 논리가 아닌 오직 발화에 실리는 감정의 격렬함인 것은 내면의 진심이
신체반응으로 드러난다는 감성의 논리에서 내면의 진심은 지워버리고 오직
감정의 과잉만 남게 되는 상황을 극화한다.182) 이자벨라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캐서린이 이 감정의 과잉에 동조하지 못하고 “이 비난이 이상한 동시
에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친구의 역할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른 사
람들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인가?”(98)에 의문을 느낄 때에 캐서린은 이자
벨라의 목적이 자신과 함께 클리프튼에 가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신의 감
정을 과시하는 데에 있음을 직감한다. 캐서린이 이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
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반해 모든 말을 쏟아낸 이자벨라는 화룡점
정으로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댄다.” 이자벨라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불
쌍한 마음이 든 제임스가 캐서린에게 할 수 없이 동의를 구할 때에 이자벨
라의 감정 연기는 결과적으로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캐
서린이 소프 남매가 양쪽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
각한 일을 하도록 나를 설득할 수 없다면, 더구나 속아서 하지는 않을
것”(101)이라며 분연히 떨치고 자리를 뜰 때에 캐서린은 이자벨라의 과시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분별력을 드러낸다.
캐서린과 달리 감정의 과시를 즐기는 이자벨라에게서 감정(affection)과
감정의 연출(affectation)의 경계를 분리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제임스와의
약혼을 발표하는 고양된 감정의 순간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언사는 이를
시사한다.

182) 이자벨라가 소비재가 된 감정을 내재화하면서도 실제 배우자 선택에서는 매우 계산적
인 모습을 보이는 자기균열을 드러낸다면, 『이성과 감성』에서 감정의 격렬함을 진정
성의 근거로 드는 메리앤의 경우 ‘쎈서빌러티’의 내면화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적 현상으로서 감성의 진수로 여겨지는 감정들과 메리앤이 느끼는 감정의 진정성
이 거의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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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크리스마스에 제임스가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난 그를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어. 내가 노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땋아 올렸
던 기억이 나네. 내가 응접실에 들어서자 존이 그를 소개시켜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고 생각했어.
The very first day that Morland came to us last Christmas—the very first
moment I beheld him—my heart was irrecoverably gone. I remember I
wore my yellow gown, with my hair done up in braids; and when I came
into the drawing-room, and John introduced him, I thought I never saw
any body so handsome before. (118)

이자벨라는 제임스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고백은 그녀가 그날 노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땋아 올렸었다는 회
상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그처럼 멋진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는 고백으
로 이어진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이자벨라의 의식 안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빼앗긴 그녀의 “마음”(heart)이 그때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노란
가운만큼이나 얄팍함을 시사한다. 제임스와 결혼하기로 한 이자벨라는 캐서
린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적은 수입
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183) 시골 마을의 오두막집에 사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끝에 “리치몬드 근처에 예쁜 작은
집들이 있어(There are some charming little villas about Richmond, 120)
라고 덧붙이는 이자벨라의 취향은 분명 단순함이나 소박함과는 거리가 멀
다.184) “바쓰에서 가장 예쁜”(51), 따라서 캐서린보다 휴양도시 바쓰의 ‘여주
183) 물론 이 말도 조금 뒤에 이자벨라가 “한 사람 먹고 살기에도 충분치 않은 수입 때문에
사랑하는 제임스가 나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뒤집힌다(136).
184) 클로디아 존슨은 이자벨라가 말하는 오두막집(cottage)이 18세기 후반에 도시의 타락한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시골의 소박함을 의미하는 곳으로 감상적으로 미화되던 현상을 지
적하면서, 나중에는 “장식 오두막”(cottages ornés)이라는 공들여 디자인된 오두막집들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부유함을 동시에 자랑하고자 하는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
게 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자벨라는 런던에 살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 말하지만(120),
리치몬드가 런던 교외의 부유한 동네였던 점을 감안하면 소박한 생활이 좋다는 이자벨라
의 말은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Claudia L. Johnson, “Explanatory Notes,”
Northanger Abbey, Lady Susan, The Watsons, Sanditon (New York: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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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에 더 어울리는 이자벨라를 구성하는 양대 줄기는 사교계의 문화적 코
드와 근대 소비문화가 양산해낸 상업화된 취향이다. 이 고백의 시점도 그녀
를 캐서린과 구별 짓도록 만드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캐서린이 헨리를 처
음 만난 날 오스틴은 “신사가 그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젊은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no young lady can be justified in
falling in love before the gentleman’s love is declared, 29-30)이라는 리
처드슨의 문구를 인용하면서도 캐서린이 이런 관습에 상관없이 헨리와의
첫 만남에서 그에게 강한 호감을 느낀 것을 분명히 한다(29). 아직 연애나
남녀관계의 문화적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캐서린은 헨리를 처음 만났을 때
부터 마지막 풀러튼(Fullerton)에서 재회할 때까지 시종일관 헨리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유지하고 표현한다. 이에 비해 이자벨라의 제임스에 대한 공
개적 애정고백의 순간이 약혼 발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자벨라가 리
처드슨이 요약하고 있는 사랑의 관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자벨라는 제임스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내내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기보다는 제임스와의 약혼이 결정되자 노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땋아 올렸
던 기억을 단서로 과거로 돌아가 그때 감정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자벨라
의 이런 면모는 현재 이 순간의 욕망에 따라 진심을 조형해내고 그것을 자
신의 진심으로 믿어버릴 수 있는, 관습화된 감성의 연극성이 만들어낸 주체
의 한 국면을 재현한다. 자신의 불찰로 인해 결국 제임스와도 헤어지고 프
레드릭 틸니도 잃게 된 이자벨라가 캐서린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는 결국
끝까지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는 상황으로 끝나 버린다.
네 오빠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 그는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
던 유일한 사람인데, 네가 오빠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겠지. 봄 패션은 별로
야. 모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이야. [중략]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젊은 남자 마음은 단 이틀도 모르겠어.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젊은 남자가 바
쓰를 떠나서 기뻐. 너도 기억하다시피 엄청 나를 따라다니고 귀찮게 했던 틸니
대위 말이야. 그는 이틀 전에 연대로 돌아갔어. 그 남자 내가 본 중에 제일 날
University Press, 2003) 368.

- 142 -

라리야. 가기 전 이틀은 아주 샬럿 데이비스 옆에서 살더라고. [중략] 그 남자
랑 네 오빠는 얼마나 다른지! [중략] 연극도 별로 안 보다가 어젯밤에 딱 한번
갔었는데, 틸니가 가버려서 내가 방에 처박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내
버려두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우연히 미첼네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 사람
들 내가 외출한 걸 보고 좀 놀라는 척 하더라고. 난 그들의 못된 마음을 알고
있었지. 알겠지만 난 꽤나 씩씩하니까. 앤 미첼은 내가 지난주 콘서트에서 썼
던 것 같은 챙 없는 모자를 썼던데, 보기 흉했어. 그 모자는 내 색다른 얼굴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적어도 틸니가 그때 나한테 그랬어, 모두 나를 쳐다본다
고. 하지만 그 사람 말은 절대 못 믿어. 이제 나는 자주색 모자만 써. 되게 안
어울리는 건 알지만, 상관없어. 네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내 사랑
캐서린, 오빠와 나한테 당장 편지를 보내줘.
I am quite uneasy about your dear brother, . . . he is the only man I
ever did or could love, and I trust you will convince him of it. The
spring fashions are partly down; and the hats the most frightful you can
imagine. …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whom to trust, and young men
never know their minds two days together. I rejoice to say, that the
young man whom, . . . I particularly abhor, has left Bath. . . . I must
mean Captian Tilney, who, as you may remember, was amazingly
disposed to follow and tease me, . . . He went away to his regiment two
days ago, . . . He is the greatest coxcomb I ever saw, . . . The last two
days he was always by the side of Charlotte Davis: … Such a contrast
between him and your brother! … I have not been . . . to the Play,
except going in last night . . . I was determined they should not say I
shut myself up because Tilney was gone. We happened to sit by the
Mitchells, and they pretended to be quite surprized to see me out. I
knew their spite: . . . You know I have a pretty good spirit of my own.
Anne Mitchell had tried to put on a turban like mine, as I wore it the
week before at the Concert, but made wretched work of it—it happened
to become my odd face I believe, at least Tilney told me so at the time,
and said every eye was upon me; but he is the last man whose word I
would take. I wear nothing but purple now: I know I look hideous in it,
but no matter—it is your brother’s favourite colour. Lose no tim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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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est, sweetest Catherine, in writing to him and to me, . . . (216-18)

제임스에 대한 사랑 고백 시점으로 약혼 직후를 골랐던 이자벨라는 이번에
는 프레드릭 틸니가 떠나고 난 뒤 이틀 후 캐서린에게 실은 제임스가 자기
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옷과 패션, 그 중에서도 특히 모
자를 좋아하는 이자벨라의 마음은 이 중요한 고백 뒤에 봄에 유행하는 모
자 생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틸니 대위에게로 미친다. “젊은 남자 마음은
단 이틀도 모르겠”다는 일반론의 주인공이 프레드릭 틸니인 것은 그가 이
틀 전에 바쓰를 떠났고, 떠나기 이틀 전에는 샬럿 데이비스와 가까이 지낸
사실을 통해 분명해진다. 틸니가 떠난 뒤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
속에서 이자벨라는 언제나처럼 자신을 고통에 처한 여주인공으로 표상한다.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못된 마음을 가진데 반해, 자신은 이 고통
스러운 상황을 꿋꿋이 헤쳐 가는 여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이자벨라의 여주인공 역할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위험한 관계』
의 메르테이유처럼 수행성이 주체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메르테이유가
리버티니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역할이 자아로 육화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자벨라의 경우 소설 속 여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진심과 배역에게 어울리는 진심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앤 미첼의 모자를
보면서 자신을 예쁘다고 했던 틸니의 말을 떠올렸다가 곧바로 제임스가 좋
아했던 보라색 모자를 꿋꿋이 쓰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여주인공으로서 자
신을 다잡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자벨라는 틸니에 대한 미련과 착한
남자주인공 역할 제임스를 기다리는 마음을 동시에 진심으로 재현한다. 상
업주의(commercialism)의 어원으로서 “commerce”가 갖고 있는 유통과 사
교, 성적 교섭 등의 다양한 의미는 18세기 말 감성 안에서 감정의 교류, 취
향의 유통 등 다양한 감정의 소비주의적 행태를 포괄하게 된다.185) 자신의
연애사와 유행하는 모자 스타일을 오가며 구성되는 이자벨라의 편지는 진
정성의 텍스트로서 파멜라의 편지에서 연극적 재현으로서 메르테이유의 편
185) Markman Ellis, The Politics of Sensibility: Race, Gender and Commerce in The
Sentimental Nov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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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거쳐 순회도서관이 대변하는 소비 품목으로서 소설의 서사와 패션 상
품186)이 소비자로서 여성 주체를 구성하는 현상을 적시한다.
따라서 『노생거 수도원』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설에 관한 대화들은 곧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인물됨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캐서린이 처음 만난
존과 나누는 대화에서 존의 독서취향과 태도 역시 그의 사람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캐서린이 그에게 『우돌포』를 읽어봤냐고 묻지만 그는 “『우돌포』
라니! 세상에! 아니요, 나는 소설을 읽지 않아요, 다른 할 일도 많아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한다(48). 자신의 질문이 실례가 된 듯해서 캐서린이 사과하
려는 찰나, 존은 “소설은 말도 안 되고 부질없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도사』를 제외하고는 『톰 존스』 이래로 괜찮은 소설이 없어. 『수도사』는
내가 일전에 읽은 적 있지만 그 외의 소설들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것
들”이라고 말한다. 이에 캐서린이 『우돌포』를 읽어보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
고 말하자, 존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자기가 만일 소설을 읽는다면 그건
래드클리프의 소설일 것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우돌포』를 읽으면서
여성 인물들이 처하는 폭력의 상황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캐서린에 비해
“래드클리프 소설은 좀 재미도 있고 자연도 나온다”(some fun and nature
in them, 49)고 평가하는 존의 태도는 선정적 재미와 현란한 자연풍경 묘
사가 등장하는 소비재로서 래드클리프 소설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이자벨라
의 독서 태도와 유사하다.
이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독서 취향과 읽기 방식의 문제는 소설의 전
반을 아우르는 큰 주제로 작동한다. 앞서 오스틴이 소설 읽기에 대한 온당
치 못한 폄하를 비판하는 대목(37-38)이 시사하듯이 소설 읽기와 이에 대
한 태도는 당대 문화의 성차(gender) 문제와도 얽혀 있다. 소설 읽기를 여
성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하면서도 또한 소설을 탐독하는 신사의 이미
지는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중적 시각, 위선적인 취향 등 다양한 문제를 제
기한다. 일례로 오스틴의 유작 『샌디튼』(Sanditon, 1817)에서 에드워드 덴
186) “순회도서관은 책 읽는 여성의 위험한 욕망과 쇼핑하는 여성의 위험한 욕망이 각인되
는 곳이고, 이 위험한 욕망에 순응하는 것이 여성의 ‘감성’(sensibility)의 징표로 받아들여
지기도 했다”(조선정, 『샌디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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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Edward Denham) 경은 샬럿 헤이우드(Charlotte Heywood)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결코 무분별하게 소설을 읽는 사람이 아니오. 순회도서관 안의 쓰레기들
을 나는 아주 경멸하오. … 내가 인정하는 소설은 위대한 인간본성을 강렬한
감정의 숭고한 순간에 보여주는, 강한 열정이 초기 감수성의 처음 씨앗에서 반
쯤 권위를 박탈당한 이성의 최고조의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기에서 우리는 여성의 매력의 강한 불꽃이 남자의 영혼에 강한 불길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기본적인 의무의 엄격한 선에서 조금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라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어, 그녀를 손
에 넣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라오.
I am no indiscriminate Novel-Reader. The mere Trash of the common
Circulating Library, I hold in the highest contempt. . . . The Novels
which I approve are such as display Human Nature with Grandeur—such
as shew her in the Sublimities of intense Feeling—such as exhibit the
progress of strong Passion from the first Germ of incipient Susceptibility
to the utmost Energies of Reason half-dethroned,—where we see the
strong spark of Woman's Captivations elicit such Fire in the Soul of Man
as leads him—(though at the risk of some Aberration from the strict line
of Primitive Obligations)—to hazard all, dare all, atcheive all, to obtain
her.187)

에드워드는 존 소프처럼 자신이 무분별하게 소설 읽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로 시작하여 그가 인정하는 소설에 대해 “인간본성”이나 “숭고,” “열정,”
“권위를 박탈당한 이성”과 같은 추상적인 수사를 동원해 설명하지만, 서술
자는 에드워드가 리처드슨 소설의 열렬한 독자이며, 그 중에서도 남자가 여
자의 감정에 상관없이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장면들만 열심히 읽다보니 그
것이 그의 성격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어 버렸다고 덧붙인다(404). 그러다보
187) Jane Austen, Sanditon, Minor Works ed. R. W. Chapman (New York: Oxford UP,
1988), VI,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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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에드워드는 인생 목표를 『클라리싸』의 러블리스처럼 치명적으로 유혹적
인 남자가 되는 것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405).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
지 못한 채 소설 속의 인물이나 자극적인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를 무턱대
고 모방하는 에드워드는 고딕소설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독자-소비자라는
점에서 소프 남매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플롯이 안
겨주는 재미에 만족하는 이자벨라나 『수도사』의 자극적인 재미를 즐기는
데에 그치는 존과 달리 에드워드는 자기만족적인 감정을 과시적으로 소비
하는 감성의 타락상을 보다 본격적으로 구현한다.
이처럼 오스틴이 소설 취향을 통해 인물의 됨됨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는 방식으로 미루어볼 때, 헨리 틸니(Henry Tilney)가 존이나 『샌디튼』의
에드워드에 비해 높은 지적 수준과 폭넓은 교양을 갖춘 인물로 제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비천 클리프(Beechen Cliff)에서 강가의 풍경이 『우돌포』
에 나오는 남프랑스를 떠올리게 한다며 캐서린은 헨리에게 “하지만 당신은
소설을 읽지 않아요, 그렇죠? 신사들은 더 좋은 책을 읽으니까요”(106)라고
자문자답한다. 캐서린이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것은 그녀가 일전에 존 소프
에게 『우돌포』를 읽었냐고 물었을 때 소설 따위를 읽을 시간이 없다는 그
의 대답에 당황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헨리
는 남자든 여자든 좋은 소설 읽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이
라며 자기도 래드클리프의 소설들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대답한다. 『우돌포』
가 래드클리프의 소설인지도 모르면서 이를 폄하하면서 오히려 루이스의
『수도사』를 치켜세웠던 엉뚱한 존의 반응이 소설 취향을 통해 그의 전반적
인 교양 수준을 의심케 만드는 것처럼, 소설 전반을 무조건 폄하하지 않고
자기도 래드클리프의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하는 헨리의 고백은 그
가 존에 비해 폭넓은 교양 수준과 문화적 관심, 유연한 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한 잣대가 된다.
바쓰의 무도회에서 헨리가 캐서린에게 무도회와 결혼을 비유하면서 던
지는 말은 그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계층의 암묵적인 코드를 체화하고 있
으면서도 이에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아는 인물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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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 저녁동안 서로 즐겁게 지내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나는
컨트리 댄스가 결혼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춤이나 결혼에서 남자는 선택의
우선권이 있지만 여자는 거절할 힘밖에 없지요. 둘 다 각자의 이득을 위해 남
녀가 한 약속인데 일단 약속하게 되면 약속이 파기될 때까지 오직 서로에게만
속하는 거죠. 한 가지 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해요. 결혼하면 남자는 여
자를 부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지요. 남
자는 필요한 걸 조달하고 여자는 미소 짓는 거죠. 하지만 춤출 때엔 남녀의
의무가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남자는 재밌고 고분고분해야 하고, 여자는 부채
와 라벤더 물을 공급하지요.
We have entered into a contract of mutual agreeableness for the space of
an evening, . . . I consider a country-dance as an emblem of marriage. .
. . You will allow, that in both, man has the advantage of choice, woman
only the power of refusal; that in both, it is an engagement between man
and woman, formed for the advantage of each; and that when once
entered into, they belong exclusively to each other till the moment of its
dissolution; . . . In one respect, there certainly is a difference. In
marriage, the man is supposed to provide for the support of the woman;
the woman to make the home agreeable to the man; he is to purvey, and
she is to smile. But in dancing, their duties are exactly changed; the
agreeableness, the compliance are expected from him, while she furnishes
the fan and the lavender water. (76-7, 필자강조)

춤과 결혼제도 사이의 상관성을 읽어내는 헨리의 설명은 무도회라는 일견
낭만적인 공간과 제도로서의 결혼이 공유하는 계약관계로서의 성격, 그리고
이 계약이 남녀 공히 부과하는 의무와 권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오스틴은
춤과 결혼 모두 일종의 ‘상호 계약’임을 지적함으로써 관습적으로 가정의
지복을 찬양하는 고딕소설의 논리와 선을 긋는다. 또한 “남자는 필요한 걸
조달하고 여자는 미소 짓는다”는 냉소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결혼에 대
한 정의를 통해 고딕소설 관습의 핵심에 놓이는 가정성의 이상을 효과적으
로 탈신비화한다. 헨리의 유려한 농담은 결혼이라는 성적 계약의 물질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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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환기하면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서 실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계약 관계가 항상 진행되고 있음을 일깨운다. Mr. B와 파멜라의 신분차이
가 전제하는 가시적인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돈이나 평판, 영향력 같은 보다
세분화한 기제들이 권력을 낳는 오스틴 소설의 변화를 감안할 때에 헨리의
지적은 가정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일종의 메타적 발언이 된다. 이처럼 헨
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암묵적인 코드에 거리를 두는 능력을 보이지만
동시에 이를 무도회 환담의 코드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데에 머문다는 사실
에서 그 진정성의 한계 역시 엄연한, 어느 한쪽으로 요약해서 평가하기에
힘든 다소 복잡한 인물형이다.
앞서 래드클리프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헨리의 반응 역시 보다 복
잡한 평가를 요구한다. 그의 폭넓은 교양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딕소설에 대
한 태도만 보자면 일단 헨리는 고딕 서사를 여흥(entertainment)의 차원에
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우돌포』의 검은 베일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사라진 라우렌티니에게 닥쳤을 법한 위협과 공포를 상상하는 캐서린과 달
리, 헨리는 이 소설을 1790년대 영국이라는 시공간을 떠나 자신의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내러티브로 받아들이는 독자이다. 비천 클리프 장면을 그 근
거로 들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영국의 시국에 관한 헨리의 논의를 듣던
캐서린은 새로운 고딕소설이 나온다는 의미로 런던에서 “아주 충격적인
것”(something very shocking indeed, 112)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 이를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엘리너가 걱정
을 표하자 헨리는 “여성의 이해력을 경멸하는 남자들은 못 참겠지만, 아마
도 여성의 능력은 정확하거나 날카롭지도 활기차거나 예리하지도 않고, 어
쩌면 여자들에겐 관찰과 분별, 판단과 열정, 천재성과 위트가 부족할 수도
있다”면서 엘리너에게 “폭동은 단지 너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라고 단정 짓
는다.
엘리너, 폭동은 단지 너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야. 네 머릿속의 혼란이 충격적
인데. 몰런드 양은 곧 발행될 새 출판물이 무섭다고 말한 거야. 12절판 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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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권마다 267페이지씩, 첫 권에는 묘비 두 개와 등불 하나가 그려진 책머
리 그림이 있는—이해하겠니?—그리고 몰런드 양, 제 어리석은 동생이 당신의
분명한 표현을 착각했네요. 당신은 런던에서 무서운 것이 기대된다고 했지요—
어느 이성적인 존재라도 그러할 법 하듯이 그런 표현은 오직 순회도서관에 어
울린다고 생각하는 대신 동생은 세인트 조지 필즈에 삼천 명의 폭도들이 모인
장면을 즉각 떠올린 것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습격당하고 런던탑이 위협받고
런던의 거리들이 피로 물들 때 나라의 희망인 제12경용기병 부대가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노샘프턴에서 소환되자 용맹한 프레드릭 틸니 대위가 부대의
선봉에서 돌격하는 순간, 위쪽 창문에서 떨어진 벽돌 조각에 맞아 말이 쓰러지
는 거죠. 엘리너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세요. 동생으로서 갖는 두려움이 여자의
심약함에 더해졌네요. 하지만 엘리너는 결코 평소에는 바보가 아니랍니다.
My dear Eleanor, the riot is only in your own brain. The confusion there
is scandalous. Miss Morland has been talking of nothing more dreadful
than a new publication which is shortly to come out, in three duodecimo
volumes, two hundred and seventy-six pages in each, with a frontispiece
to the first, of two tombstones and a lantern—do you understand?—And
you, Miss Morland—my stupid sister has mistaken all your clearest
expressions. You talked of expected horrors in London—and instead of
instantly conceiving, as any rational creature would have done, that such
words could relate only to a circulating library, she immediately pictured
to herself a mob of three thousand men assembling in St. George’s
Fields; the Bank attacked, the Tower threatened, the streets of London
flowing with blood, a detachment of the 12th Light Dragoons, (the hopes
of the nation,) called up from Northampton to quell the insurgents, and
the gallant Capt. Frederick Tilney, in the moment of charging at the head
of his troop, knocked off his horse by a brickbat from an upper window.
Forgive her stupidity. The fears of the sister have added to the weakness
of the woman; but she is by no means a simpleton in general. (113)

헨리는 “아주 충격적인 것”에 대한 엘리너의 머릿속 혼란도 충격적이라면서
엘리너가 언뜻 떠올린 런던의 폭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한다. 잉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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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은행을 습격하는 반자본주의적 테러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자 처
형장이 되었던 런던탑을 공략하는 정치폭동이 런던의 거리들을 피로 넘쳐
흐르게 하는 시각적 묘사를 통해 헨리는 혁명과 고딕의 스펙터클을 겹쳐
놓는다. 그러나 엘리너의 불안이 군인인 오빠 프레드릭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하는 “동생으로서 갖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결론
지음으로써 엘리너의 불안을 오로지 가정적인 것으로 환원한다. “동생으로
서 갖는 두려움”에 갑자기 “여자의 심약함”이 더해지는 것은 엘리너의 불안
을 재단하는 잣대로서 가정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여성적” 특질로서 심신
의 심약함을 부여하는 당대의 문화적 담론을 헨리가 비판 없이 적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헨리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1790년대 후반 영국은 프랑스 혁명
이후 강력한 보수반동 정국 하에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1794년경에 피트 수상이 프랑스의 공포정치처럼 ‘영국 공포정치’를 선언했
다는 후대의 평가는 이를 뒷받침한다.188) 폭동의 배경으로 세인트 조지 필
즈를 설정하는 헨리의 서사는 1780년 고든 폭동(the Gordon Riots)이라는
실제 역사를 차용하는데, 현실의 고든 폭동은 헨리의 서사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폭동이었다.189) 또한 오스틴의 사촌인 일라이자 드 푀이드(Eliza de
Feuillide)는 1792년에 런던에서 일어난 폭동을 목격한 뒤 사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직접 목격한 폭동에 대한 묘사와 그 두려움을 함께 적고 있다
(Roberts 24-26). 1790년대는 버틀러의 지적처럼 “이데올로기”(ideology)와
“이데올로그”(ideologue)라는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담론”(discourse)이나
188) Nicolas Roe, “Politics,” Jane Austen in Context ed. Janet Tod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59.
189) 로버츠(Warren Roberts)는 헨리의 진술 중에서 세인트 조지 필즈에서 군중집회가 있
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는 헨리가 말한 것처럼 3천여 명이 아
니라 6만 명에 육박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로버츠는 빠리 9월 대학살과 1795년 세인트
조지 필즈에서 열렸던 집회가 1780년 고든 폭동을 환기했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면서
헨리가 이 발언을 할 때에 고든 폭동과 1790년대 영국 내외에서 벌어졌던 각종 혼란과
동요의 사건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추측한다. 로버츠의 저서는 이전까지 당대
의 정치적 상황과 거의 무관하게 읽혀온 오스틴 소설들을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
건과 관련해서 읽어보려는 첫 시도로 평가될 만하다. Warren Roberts, Jane Austen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7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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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culture)와 같은 단어들이 현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정치 담론의
역동기였다.190) 박학다식한 헨리가 이러한 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무지할
리 만무하지만 그는 여성폄하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엘리너에게 “폭
동은 단지 너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런 헨리의 태도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딕소설을 지칭한 캐서린과 이를
듣고 실제정치의 폭력성을 떠올린 엘리너 사이의 ‘오해’가 우회적으로 제기
하는 고딕소설의 역사성을 그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한다. 고딕소설 독자
로서 캐서린이 주로 감정이입(empathy)의 독법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틀
로서 고딕을 받아들인다면, 반대로 헨리는 고딕서사를 판타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거리두기 독법에 치우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Johnson, Jane
Austen 35).
『노생거 수도원』을 예고하는 작품으로 종종 언급되는 초기 소설 『캐서
린, 혹은 그녀의 정자』(Catharine, or the Bower, 1792)에서 여주인공 캐서
린, 혹은 키티(Kitty)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숙모 밑에서 자랐다는 점
에서 캐서린 몰런드에 비해 관습적인 여주인공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그러
나 두 캐서린은 “선천적으로 착하고 쉽게 의기소침하지 않으며 쾌활하고
성격이 좋다”는 점에서 닮아있다.191) 캐서린의 숙모 퍼시벌(Percival), 혹은
피터슨(Peterson) 부인은 “정확한 예의범절과 정연함에 따라 가족의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그녀의 집이 항상 완벽한
질서 하에 놓여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H]er Aunt prided
herself on the exact propriety and Neatness with which everything in
her Family was conducted, and had no higher Satisfaction than that of
knowing her house to be always in complete Order, 197) 인물이다. 숙
모를 방문하는 스탠리 남매 중 카밀라 스탠리(Camilla Stanley)는 “정신적
성숙”(Mental Improvement, 198)에 소요되어야 할 시간에 그림과 이탈리
190) Marilyn Butler, "Introduction" to Northanger Abbey (London: Penguin, 2003),
xvii. 보다 구체적으로,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
가 영국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연도를 1796년으로 잡는다(Williams 153-54).
191) Jane Austen, Minor Works ed. R. W. Chap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93. 앞으로의 인용은 이 책에서 면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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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악 등을 배우느라 “독서에 의한 이해력 발달이 이루지 못하고 취향이
나 판단력도 전혀 갖추지 못한 마음”(Understanding unimproved by
reading and a Mind totally devoid either of Taste or Judgement, ibid.)
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이자벨라의 전신이라 할 만한 인물로 등장한다. 어떻
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옷을 어떻게 잘 입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칭찬
을 들을까에 온 관심이 쏠려있는 카밀라가 이자벨라처럼 “책을 잃지 않으
면서도 책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장면은 순회도서관의 책들을 상품으로
소비하면서도 그 실제 독서경험은 별반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당대 독서태
도의 문제점을 부각한다.192)
동생 카밀라에 비해 훨씬 훌륭한 성품과 지식의 소유자이나 난봉꾼의
기질 또한 드러내는 에드워드 스탠리(Edward Stanley)는 캐서린이 종종 휴
식을 취하곤 하는 정자에서 캐서린과 함께 역사에 대해 토론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리처드 3세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손에 열렬히 입을 맞추고는 정자 밖으로 달아나버린다.
이 장면을 목격한 퍼시벌 부인은 캐서린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
“나는 오직 네가 정숙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네가 하프시코드를 연주하거
나 다른 여자애들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기를 바란 적은 없지만, 나는 네가
근방의 젊은이들에게 정숙함과 덕성의 모범이 될 수 있고 기꺼이 그러기를 바
래왔다. 네게 블레어의 설교집과 쾰렙스의 아내 찾기도 사주었지.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이 나라 전체에서 질서가 곧 사라지겠구나.”
“하지만 숙모님, 제 생각엔 오늘 저녁 제 행동에서 국가의 질서를 전복하는
데에 기여할 만한 일은 맹세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요,”라고 캐서린은 완
전히 풀이 죽어 말했다.
“네 착각이란다 얘야,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모든 국가의 안녕은 개인의
덕성에 달려 있어서 예의범절에 심하게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확실히 국가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란다.”

192) 처음 만난 캐서린과 카밀라도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캐서린이 책의 어떤 대목에
대한 소감을 묻자 카밀라는 “결말이 궁금해서 중간은 안 읽었다”고 답한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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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 wished for, was to breed you up virtuously; I never wanted you
to play upon the Harpsichord, or draw better than any one else; but I
had hoped to see you . . . able & willing to give an example of Modesty
and Virtue to the Young people here abouts. I bought you Blair’s
Sermons, and Cœlebs in Search of a Wife, . . . But I plainly see that
every thing is going to sixes & sevens and all order will soon be at an
end throughout the Kingdom.”
“Not however Ma’am the sooner, I hope, from any conduct of mine,
said Catherine in a tone of great humility, for upon my honour I have
done

nothing

this

evening

that

can

contribute

to

overthrow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You are Mistaken Child, replied she; the welfare of every Nation
depends upon the virtue of it’s individuals, and any one who offends in
so gross a manner against decorum & propriety is certainly hastening it’s
ruin.” (232-3)

퍼시벌 부인의 훈계는 국가의 번영/안녕이 여성의 덕성/순결에 달려있다는
1790년대 반동 정국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반복한다(Johnson, Jane Austen
3). 국가의 질서와 성별화한 여성적 자질로서 감성을 연결 짓는 논리는 퍼
시벌 부인이 언급하고 있는 『쾰렙스의 아내 찾기』 저자 해나 모어의 시
“감성”(“Sensibility: An Epistle,” 1782)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어는
“Sweet Sensibility!”로 시작하는 시의 서두에서 감성에 “다정한”(sweet)이라
는 형용어(epithet)를 부여하여 그것이 남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타고난
선과 관대한 행동으로 이끄는 원천임을 강조한다. 이 시에서 타인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타고난 여성적인 자질로 감성이 정의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 요청되
는 어떤 종류의 여성적인 자질, 즉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질로 감성이 재정의되는 과정의 일환이다.193) 퍼시벌 부인과 캐
193) 모어가 시 “감성”에서 감성을 여성적 자질이자 모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게스트
(Harriet Guest)는 여기에서 나아가 영국민의 특징이자 모성으로서 감성이 식민지를 영국
의 자식으로 정의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로 작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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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의 대화는 반동 정국에서 여성적 자질로서 성별화한 덕성이 공공질서
의 수호와 맞물리는, 『우돌포』에 드러나는 사적 신체의 보호와 공적 질서를
연결시키는 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오스틴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노생거 수도
원』의 집필 당시에 생생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노생거 수도원』에서 퍼시벌 부인처럼 자신을 사회적 질서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인물은 틸니 장군인데 캐서린은 장군이 자신을 초대한 곳이 “수
도원”(abbey)이라는 말을 듣자 대번에 그곳에 “길고 습기 찬 통로들, 좁은
방과 황폐해진 예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141). 이에 헨리는
캐서린과 함께 노생거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에 캐서린에게 책에 나오는 것
같은 공포와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그녀를 짓궂게 놀린다. 손님은
숙소로 가려면 어두운 통로들을 지나 20년 전쯤 친척이 죽어나간 이후로는
아무도 쓰지 않은 방으로 가정부 도로시의 안내를 받아 가게 될 것인데 무
섭지 않겠냐는 헨리에게 캐서린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
고 확신한다”(158)고 대답하지만 헨리는 계속해서 “당신은 방문이 잠기지
않는 걸 발견해요”라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결국 캐서린은 『우돌포』에서 에
밀리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아! 틸니씨, 정말 무서워요! 이건 정말 책이
랑 똑같네요!”(159)라고 답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헨리의 이야기에
고딕 관습에 대한 거리두기와 비아냥거림이 섞여있는 것을 알아채게 되지
만 또 한편으로 캐서린과 함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지 궁금해
하게 된다.194)
헨리가 들려주는 고딕 서사는 주로 래드클리프의 『숲의 로맨스』(The
Romance of the Forest, 1791)에서 빌려 온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아
들린(Adeline)은 낡은 수도원에서 죽어가는 남자를 발견하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은 그녀가 실제로 꿈에서 본 것 같은 수도원의 방에서 비망록을 발견
주장한다. Harriet Guest, Small Change: Women, Learning, Patriotism, 1750-1810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93-95.
194) Jan Fergus, Jane Austen and the Didactic Novel: Northanger Abbey, Sense and
Sensibility and Pride and Prejudice (London: Macmillan, 199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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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된다.195) 오스틴은 실제로 캐서린이 헨리가 묘사한 것
같은 낡은 서랍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두루마리 종이를 찾아
내게 함으로써 고딕소설의 관습에 익숙한 독자들로 하여금 모종의 미스터
리가 드러나도록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이쪽지들은 예상과 달리 세탁
물 목록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지면서 노생거 수도원을 고딕 소설 속의 음
울한 비밀을 간직한 장소로, 자신을 소설 속의 여주인공으로 가정하던 캐서
린의 상상은 깨어져 버리고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She felt humbled to the dust." 173).196) 헨리의 픽션은 아들린의 꿈
처럼 고딕적 방식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다. 오스틴은 이 대목에서 캐서
린과 함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기대했던 고딕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의 기
대를 고의적으로 저버린다. 이어지는 캐서린의 통렬한 자기반성은 당대 독
서대중의 관습화된 독서습관에 대한 오스틴의 일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또한 결말에서 캐서린이 노생거 수도원을 읽는 방식이 최종적으로 인정받
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돌아와 읽어보면 이 반성의 순간은 특히 여성의 소
설 읽기를 유해한 것으로 단죄하고자 하는 지배담론의 교육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순간으로 어느새 탈바꿈된다.
고딕소설에서와 똑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기대했
던 캐서린은 고딕의 플롯이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음을 깨닫고 좌절하지만,
엘리너에게서 어머니가 9년 전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
번엔 틸니 장군이 『우돌포』의 몬토니처럼 비밀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인물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It was the air and attitude of a Montoni!” 187).
소설의 전반부에서 캐서린을 종종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이들이 소프 남
195) Ann Radcliffe, The Romance of the For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08-28.
196) 캐서린이 발견한 것이 세탁물 목록이라는 것이 고딕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일례로 다이앤 호이블러는 캐서린이 발견한 세탁물 목록에서 보
상받지 못한 여성의 가사노동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된 여성들의 흔
적을 찾기도 한다. Diane Hoeveler, “Vindicating Northanger Abbey: Mary
Wollstonecraft, Jane Austen, and Gothic Feminism,” Jane Austen and Discourses of
Feminism ed. Devoney Loos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131.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적어도 캐서린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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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특히 이자벨라 소프라면 후반부에서 캐서린을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하
게 만드는 이는 틸니 장군이다. 입만 열면 호들갑에 감정 과잉 현상을 보이
는 이자벨라와 차가운 말투와 인상을 지닌 틸니 장군은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캐서린을 둘러싼 대결 구도에서 이 둘은 일종의 짝을
이룬다. “나는 돈이 싫어”(136)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캐서린으로 하
여금 “이자벨라가 평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돈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
겠다”(148)고 기어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자벨라의 욕망은 감성의 문화 안
에서 주조되는 과정에서 소비를 통해 쾌락을 얻는 수단으로서 물질에 대한
욕망과 분리되기 힘들다. 틸니 장군 역시 “돈은 아무 것도 아니다, 돈이 목
표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176)는 식으로 말하지만 장군
이 “일전에 돈은 자식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치가 있을 뿐”이라
고 했다는 캐서린의 말에 아버지를 잘 아는 헨리와 엘리너는 서로를 그저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205).
이자벨라와 틸니 장군은 결혼을 경제적 계약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동
반자적 결혼의 이상을 지지하지 않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자벨라의 상업화
된 취향이 자신의 몸을 꾸미는 데에 동원된다면, 틸니 장군의 상업화된 취
향은 자신의 집을 가꾸고 꾸미는 데에서 드러난다. 제임스 몰런드는 이자벨
라의 “이중성이 나를 그 무엇보다 아프게 한다”(Her duplicity hurts me
more than all, 202)고 고백하고, 틸니 장군의 이중성은 캐서린 몰런드의
몸과 마음을 상처 입힌다. 서랍장에서 발견한 종이쪽지 사건을 통해 캐서린
은 고딕소설의 플롯이 자신의 일상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음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으로 하여금 노생거 수도원을 고딕적 공간으로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틸니 장군의 존재이다. 항상 시계를 보면서 시
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시계를 들고 종을 “난폭하
게”(with

violence,

165)

눌러대면서

“저녁식사를

식탁에

당장

대령

해!”(Dinner to be on table directly!)라고 호통 치는 틸니 장군은 근대적
규율에 따라 집안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가부장이자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나랏일”(the affairs of the nation, 187)을 걱정하면서 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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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pamphlet)을 들여다보는 체제수호자이다.197)
틸니 장군의 위압적인 면모에 그가 부인의 죽음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된 캐서린은 틸니 부인의 초상화를 보러가면서 고딕소설 독자로
서 엄마와 딸이 똑같이 닮았을 것을 무의식중에 기대한다. 그러나 “닮은 데
를 찾기 위해 뚫어져라 쳐다봐야 했다”(191)는, 즉 둘이 안 닮았다는 작가
의 진술은 캐서린의 모험이 고딕소설 여주인공의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캐서린은 결국 몰래 틸니 부
인의 방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만, 잘 정돈되고 밝은 햇빛이 비치는 그 곳
은 범죄의 비밀을 감추고 있지 않은 보통의 방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방에서 몰래 나오다가 예상보다 외출에서 빨리 돌아온 헨리에게 캐서
린은 그 곳에 들른 속내를 들키게 되고, 이에 헨리는 캐서린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내가 맞게 이해했다면 당신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무서운 일을 상상하고 있
었다는 거군요. 몰런드 양, 당신이 품은 의심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생각해
봐요.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시대를 생
각해 봐요. 우리가 영국인이며 기독교인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당신의 이해
와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현실 감각,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당신의 관찰에 근거해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 그런 잔혹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법이 그것을 묵인할 것 같은가요? 이 나라처럼
사회적 관계와 언론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곳에서 그런 일이 아무도 모르게
자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이웃의 자발적인 감시에 둘
러싸여 있고, 도로와 신문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이곳에서? 몰런드 양,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If I understand you rightly, you had formed a surmise of such horror as
197) 홉킨스(Robert Hopkins)는 1794년 토머스 하디(Thomas Hardy)와 존 셀월(John
Thelwall)이 런던에서 재판받고 1795년 12월 이른바 “두 법안”(Two Acts)이 통과되던 시
절 틸니 장군이 ‘선동적인’ 팸플릿을 검열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리라고 보면서 이 소설에
서 고딕은 “1790년대와 1800년대 초 악몽 같은 정치세계”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Hopkins, “General Tilney and Affairs of State: The Political Gothic of
Northanger Abbey,” Philological Quarterly 57.2 (Spring 1978): 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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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hardly words to—Dear Miss Morland, consider the dreadful nature
of the suspicions you have entertained. What have you been judging
from? Remember the country and the age in which we live. Remember
that

we

are

English,

that

we

are

Christians.

Consult

your

own

understanding, your own sense of the probable, your own observation of
what is passing around you—Does our education prepare us for such
atrocities? Do our laws connive at them? Could they be perpetrated
without being known, in a country like this, where social and literary
intercourse is on such a footing; where every man is surrounded by a
neighbourhood of voluntary spies, and where roads and newspapers lay
every thing open? Dearest Miss Morland, what ideas have you been
admitting? (197-98)

캐서린의 상상에서 비롯된 추측에 대해 헨리는 종교와 교육, 법과 언론 등
여러 가지 제도와 근대적인 합리성의 근거를 들어 그녀의 의심을 일축함으
로써 자신의 지식과 교양이 기반하고 있는 제도적 틀 안에 캐서린의 상상
력을 묶어 두고자 한다. 이에 캐서린은 “가장 쓰라린 굴욕감을 느끼면서 가
장 비통하게 운다”(Most grievously was she humbled. Most bitterly did
she cry, 199).198)
198)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 방향으로 갈리는데 버틀러는 이 대목이 여주인공이 자
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객관적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오스틴 소설의 전반적인
경향을 대변한다고 봄으로써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로서 오스틴을 자리매김한다
(Jane Austen 176). 이후의 비평들이 캐서린을 일방적인 오명에서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
는 와중에 낸씨 암스트롱은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힘없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여
타 18세기 소설들과 달리 오스틴의 세계는 규칙과 교육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점에서 “헨
리가 옳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Nancy Armstrong, “The Nineteenth-Century Jane
Austen: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Fear,” Genre 23 (Summer/Fall, 1990),
238. 암스트롱은 이 글에서 푸꼬가 말하는 역사의 담론화가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픽션이 실제 역사를 대체하는 징후를 드러내는 작가와 작품으
로서 오스틴과 『노생거 수도원』을 읽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암스트롱
은 틸니 장군이 아내를 가두고 살해했다는 생각이 우스꽝스럽다는 점에서는 헨리가 맞지
만, 캐서린이 교육과 경험으로 장군의 무례함도 용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헨리의
가정 또한 우스꽝스럽다는 일종의 양비론을 통해 이 소설이 고딕소설과 연결되는 지점을
고려하고자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노생거 수도원』과 고딕소설을 연장선상에 놓고 보는
비평의 대열에 합류한다. Nancy Armstrong, “The Gothic Austen,” A Companion to
Jane Austen, ed. Claudia L. Johnson and Clara Tuite (Chichester; Malden:
Wiley-Blackwell, 200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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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시대”, “우리가 영국인이며 기독교인임을 기
억하라”는 헨리의 비판은 고딕적 상황을 당대 영국의 현실과 완전히 별개
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데에서 나온다. 교육과 법을 통해 일상의 폭력을 완
전히 차단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헨리의 믿음 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
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리주의자들의 그것에 가깝다. 노생거 수
도원 ‘잔혹사’를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감시와 처
벌”의 권력 담론이다. 이어지는 헨리의 발언은 영국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의 발언에 드러나는 투명성에 대한 강박에서 그 투명
성은 루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팬옵티콘처럼 모두가 감시의 시선에 노출되
어 있으며, 가시성이 몸에 대한 권력을 낳는 구조로서 재현된다. 흥미로운
것은 현실과 고딕을 분리하려는 헨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발언이 영국 사회를 고딕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이다. 헨리의 묘사에 따르
면 “모든 사람이 이웃의 자발적인 감시에 둘러싸여 있고” 모든 것을 투명하
게 벗겨내고야 마는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서 내면의 자유를 부
정한다. 푸꼬의 지적처럼 “남김없이 보이는 것”(full visibility)에 대한 강박
이 결국 보이지 않는 공간과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기제가 됨을 떠
올릴 때 헨리가 묘사하는 1790년대 영국의 시공간은 그 어느 때, 어디보다
도 고딕적인 것으로 재현된다.199)
남성(성)과 여성(성), 현실과 고딕, 빛과 어둠, 가시성과 불가시성, 금지
된 것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과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권력200)이 맞닥
199) 미랜더 버지스(Miranda J. Burgess)는 이 대목에서 신문을 비롯한 출판문화의 발달이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에 협력하게 되는 양상을 읽어내고, 린다 미들튼(Linda C.
Middleton)은 헨리가 언급하고 있는 감시제도가 1790년부터 1820년까지 30년 동안 실
제로 영국에서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폴
모리슨(Paul Morrison)은 이 소설에서 “강박적인 가시성”(compulsory visibility)의 문명
화된 양식 안에 억압되어 있는 어두운 고딕의 지하 감옥이 되살아오는 “섬뜩한 낯설
음”(Uncanny)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Miranda J. Burgess, “Domesticating
Gothic: Jane Austen, Ann Radcliffe, and National Romance,” Lessons of
Romanticism ed. Thomas Pfau and Robert F. Gleckne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8) 392-412; Linda C. Middleton, "Anxious Spectators and
Voluntary Spies: The Novel Hauntings of Northanger Abbey." Genre 27 (1994):
105-19; Paul Morrison, "Enclosed in Openness: Northanger Abbey and the Domestic
Carceral."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33:1 (199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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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린다는 점에서 1790년대 이데올로기 싸움의 집약판이라고 할 만한 노생
거 수도원에 대한 해석 다툼은 캐서린에 대한 헨리의 한판승으로 일단락되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런던에서 돌아온 틸니 장군이 갑자기 캐서린에게
다음 날 당장 떠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급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헨
리의 부재중에 수행할 하인도 없이 엘리너와 안타깝게 헤어져 “될 수 있는
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홀을 가로질러 마차에 뛰어듦으로써 한 순
간에 문 밖으로 쫓겨난”(229) 캐서린은 일시에 고딕소설 속의 핍박받는 “여
주인공”(232)이 되어 버린다. 불과 석 달 전에 기대에 가득 찬 채 집을 떠
났던 캐서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서술자
는 적는다(237). 후에 풀러튼을 방문한 헨리를 통해 틸니 장군이 자신을 부
자 상속녀로 오해했다가 아님을 알고 노생거에서 갑자기 쫓아낸 사연을 전
해들은 캐서린은 “틸니 장군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거나 가두었다고 의심했
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에 누를 끼쳤다거나 그의 잔인함을 과장한 것은 아
니었을 것”(in suspecting General Tilney of either murdering or shutting
up his wife, she had scarcely sinned against his character, or magnified
his cruelty, 247)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헨리는 노생거 수도원과 틸니 장군
에 대한 캐서린의 의심을 무력화시켰지만, 틸니 장군에 대한 캐서린의 “근
거 없는” 상상이 다른 양상으로 현실화됨으로써 결국 노생거 수도원은 영
국의 고딕적 공간으로 판명된다.
캐서린이 틸니 부인의 방을 들여다보는 『우돌포』를 패러디한 장면은 가
시성에 집착하되 그 가시성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고딕적 관습을 환
기하지만, 오스틴은 최종적으로는 캐서린과 독자 모두 틸니 집안의 문제를
엿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고딕적 관습을 환기하는 동시에 뒤집는다. 래드클리
프의 고딕에서 가정의 지복은 고딕 관습의 핵심으로 구축되는 반면에 가정
과 개인의 내면은 최종적으로 모두 읽히지 않는 것으로 재현됨으로써 가시
200) 앤 윌리엄즈는 1798년 1월 런던에서 상연된 『푸른 수염』 이야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The House of Bluebeard,” Art of Darkness: A Poetics of Gothic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38-48. 오스틴도 1799년에 바쓰에
서 이 공연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Gaull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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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좌절을 야기한다. 그러나 오스틴은 ‘가정의 지복’이라는 고딕 관습을
탈신비화하면서 캐서린의 틸니 집안 엿보기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표출함으로써 고딕으로부터의 전환을 꾀한다. 마지막에 덧붙여지는 엘리너
의 이야기는 한 순간 핍박받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되어야했던 캐서린처럼
엘리너도 실은 가난한 애인 때문에 아버지에게 핍박받는 또 다른 여주인공
이었음을 반쯤은 진지하게 반쯤은 농담 섞인 어조로 들려준다.201) 『우돌포』
에서 “부모로서의 온당한 자상함과 자식의 애정 어린 의무가 똑같이 잊혀
진”(the due tenderness of the parents, and the affectionate duties of
the child, were equally forgotten, 655) 것이 라우렌티니를 비극으로 이끌
었다면, 오스틴은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소설의 의도가 부모의 폭
정을 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의 불효에 상을 주는 것인지”(whether the
tendency of this work be altogether to recommend parental tyranny, or
reward filial disobedience, 252)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고 말함으로써 부모의 억압과 자식의 반발, 그리고 잇따르는 화해의 결말로
이어지는 고딕의 관습적인 플롯을 계승하는 동시에 재창조한다.
헨리가 비천 클리프 장면에서 “아주 충격적인 것”을 둘러싼 캐서린과 엘
리너의 오해를 일갈하는 근거와 캐서린이 틸니 장군에 대해 품은 의심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근거는 결국 현실과 고딕을 별개의 것으로 가정하는
독서태도와 결부된다. 비천 클리프 장면에서 캐서린은 원근법에 대한 자신
의 “무지”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지만, 이 부끄러움이 “잘못 놓인 부
끄러움”(A misplaced shame, 110), 즉 대상이 잘못된 부끄러움이라는 작가
의 진단은 캐서린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오로지 그녀의 무지 탓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말한다. “특히 여자는 불행히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될 수 있
는 한 이를 잘 숨겨야 한다”(A woman especially, if she have the
misfortune of knowing any thing, should conceal it as well as she can,
201) 버틀러는 어머니를 여읜 상처받은 딸이라는 점에서 엘리너가 전형적인 래드클리프 식
의 여주인공이라고 평가한다. Marilyn Butler, “The Woman at the Window: Ann
Radcliffe in the Novels of Mary Wollstonecraft and Jane Austen,” Women &
Literature 1 (1980): 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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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는 구절에서 드러나는 오스틴의 아이러니는 감성이 성별화하는 과정에
서 여성적 덕성이 수동성과 동의어가 되면서 여성은 무지가 미덕이라는 식
의 통념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사회 풍토 전반을 그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다.202)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이라는 자기부정의 순간을 겪은 뒤에야 캐
서린은 독립적인 독자/주체로 온전히 서게 된다.203) 코틈(Daniel Cottom)
은 “부끄러움이 여주인공의 성장에 필수적”(Shame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heroine)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생거 수도원』의 다음
대목을 인용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망신당하는 것, 그녀의 가슴은 오로지 순수하지만 겉으로
는 오명을 쓰는 것, 그녀의 행동은 모두 결백하지만 다른 이의 부정이 그녀를
타락시킨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은 특별히 여주인공의 삶에서 일어나기 마련인
그러한 상황들 중의 하나이며,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강인함은 그녀를 특별
히 여주인공의 이름에 값하도록 만든다.
To be disgraced in the eyes of the world, to wear the appearance of
infamy while her heart is all purity, her actions all innocence, and the
misconduct of another the true source of her debasement, is one of those
circumstances which peculiarly belong to the heroine’s life, and her
fortitude under it what particularly dignifies her character. (53)

202) 월드런(Mary Waldron)은 이 구절이 그레고리(John Gregory)가 『아버지가 딸들에게
주는 유산』(A Father’s Legacy, 1774)에서 “네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를 뛰어난
여성들이나 교양 있고 지성 있는 여성들을 대부분 질투하거나 적의어린 시선으로 바라보
는 남자들한테는 특히 각별히 조심해서 숨겨야 한다”고 충고하는 대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임을 지적한다. Mary Waldron, Jane Austen and the Fiction of Her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n. 19.
203) “부끄러움이 여주인공의 성장에 필수”(Shame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heroine)라는 코틈의 진술은 여성 인물의 성장통이 종종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는 오스틴 소설의 특징을 적절히 짚어내지만, 여성 인물이 수치심에 대한 인정을
통해 개인적 욕망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데에 그침으로써
여주인공의 성장을 사회적 질서로 편입되는 보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힘든 오스틴 소
설 속의 결을 세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Daniel Cottom, “The Novels of Jane Austen:
Attachments and Supplantments,” Novel 14:2 (Winter, 198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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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틈의 지적처럼 소설의 여주인공은 망신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파멜라의 덕성에도 불구하고 파멜라의 몸에 대한 위
협이 계속해서 그녀로 하여금 몸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상황에 빠뜨린다면,
『노생거 수도원』에서 캐서린이 엉뚱한 상상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은 그 원인이 책읽기에서 비롯되는 독서의 수치로 전
환된다. 여주인공이 겪어야 할 운명의 일부로서 부끄러움이 몸의 수치에서
독서의 수치로 변환되는 현상은 암스트롱이 말하는 독서와 섹슈얼리티, 사
회적 통제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비롯된다(Desire 101). 암스트롱은 이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17세기에 발간된 자끄 뒤보스크(Jacques Duboscq)의
『모든 종류의 덕성에 관한 영웅적인 여성, 혹은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비교(La femme heroique ou les heroines comparées avec les heros, en
toute sorte de vertus)』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우리의 기질이나 무구함이 무엇을 의도하건 간에, 몸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가 섭취하는 음식의 성질을 띠게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라서 자신도 모르게 읽
은 책으로부터 지식을 섭취하게 된다. 리버틴이 나오는 책을 읽으면 방탕해지
고 우울한 이가 나오는 책을 읽으면 우리도 우울해진다. 따라서 어떤 책을 읽
은 뒤에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Be our disposition or Innocence what it will, as Bodies, even without our
Assent, take the Qualities of what we feed on; so our Minds, in despite
of ourselves, are apt to imbibe I know not what from the Books we read:
. . . we grow dissolute with the Libertine, and we mope with the
Melancholy; insomuch, that nothing is more common than to see Persons
wholly changed after reading certain Books; . . .204)

1753년에 영국에서 『세련된 여성』(The Accomplish’d Woman)이라는 제목
으로 번역된 이 책에서 위의 대목은 여성의 여가로서 독서가 사회적 문제
로 떠오르는 18세기 말 영국의 문화적 현상과 묘하게 겹친다. 파멜라와
204) Jacques Duboscq, The Accomplish’d Woman (London, 1753) 17 rpt. in Desir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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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B 사이의 권력관계가 그녀를 강간의 위협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면, 비
천 클리프 장면이나 노생거 수도원에서 캐서린으로 하여금 거듭 쓰라린 수
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헨리처럼 폭넓은 교양과 독서경험을 미처 소
유하지 못한 캐서린이 그와의 관계에서 피교육자로서 암암리에 상하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파멜라와 클라리싸의 몸을 둘러싼
권력다툼은 글이 소비재가 되면서 여성의 독서, 혹은 독서하는 여성이 통제
되고 훈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오스틴 당대에 들어 읽기
행위와 해석 행위, 그리고 어떤 해석에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읽기’를
둘러싼 권력다툼으로 전환된다. 노생거 수도원을 둘러싼 헨리와 캐서린의
해석 다툼은 이런 점에서 1790년대 이데올로기 투쟁의 핵심을 대변한다.
마찬가지로 비천 클리프에서 캐서린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잘못 놓인 부끄
러움”이었다면 이것은 그 수치심을 강요한 문화적 권위가 잘못된 권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헨리는 캐서린을 통렬히 꾸짖지만, 검은 베일 뒤에 라우렌
티니, 아니 “라우렌티나”의 해골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는 캐서린의 동일
시와 현실과 허구를 겹쳐 읽는 공감의 읽기가 작품의 최종 심급에서 재평
가되면서 독자는 고딕소설에 대한 전형적인 독법에서 벗어나 인물에게 공
감하고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읽기 습관을 교정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는
더불어 헨리와 캐서린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이들의 표면상 우열관계
역시 재평가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퍼거슨은 한정된 공간에서 행위(action)의 결과로서 결정되는 인물들의
서열체계(hierarchy)를 포르노그라피와 공리주의의 공통점으로 규정한 바
있다(Pornography ix-xvii). 『쥐스틴』과 같은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에서 행
위는 동기에 선행하고 행위자(actor)는 인물(character)을 대체한다. 그러나
헨리-캐서린의 교육자-피교육자 관계가 주로 여성인물로 나타나는 피교육자
의 “유순한 신체”(docile body)를 둘러싼 일방적인 권력관계205)로 재현되는
205) 『쥐스틴』이나 『규방철학』 같은 싸드의 포르노그라피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데, 갤럽은 이런 권력관계가 스승은 지식이라는 팔루스(phallus)로, 제자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빈 용기에 비유되는 관계의 표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Jane
Gallop, Thinking Through the Bod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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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가시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 같던 교육자로서 헨리의 헤게모니가 피
교육자인 캐서린에 의해 위협받고,206) 최종적으로는 이들의 결합이 순전히
헨리의 캐서린에 대한 “고마움”(gratitude, 243)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말
은

작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로맨스에서는

새로운

상황”(a

new

circumstance in romance, ibid.)이자 권력관계가 곧바로 인물간의 서열을
규정하는 포르노그라피나 고딕의 문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다.207)
『노생거 수도원』은 가정성의 복원으로 결말을 맺는 고딕의 관습적인 플
롯을 계승하되 이를 계약의 상호성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결혼 플롯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딕서사에서 가정소설로 나아간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
해 수직적 권력관계에 놓이기 쉬운 남녀 간의 수평적 사랑과 결혼이라는
오스틴 소설의 주된 테마는 『파멜라』의 결혼 플롯을 이어받되 18세기 말
유행한 포르노그라피와 고딕에서 인물관계가 다루어지는 (공리주의적) 방식
에 비판하는 과정에서 감성주의 소설의 플롯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오스
틴 소설에서 첫인상이란 믿을만한 것이 못되며 단 한 번의 운명적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코틈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흥미롭다(Cottom 154). 리
처드슨은 사랑에 빠진 남녀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반자적 결혼에 이
르는 결혼 플롯의 원형을 제시했지만, 파멜라가 “고통 받는 덕성”을 시험받
는 기간에 겪어야 했던 온갖 시련과 고통은 상호계약의 허구성을 지적하면
서 이를 파기하는 『쥐스틴』의 전조가 된다. 『쥐스틴』이나 1790년대 고딕소
설에서 포르노그라피적인, 혹은 (퍼거슨이 말하는 의미에서) 공리주의적인
권력관계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과 그 대상이 되는 수동적 덕성으로서의
206) 오스틴 소설에서 여자주인공이 남자주인공에게 일방적으로 훈도 받는 구도를 상정하는
종래의 비평 경향은 클로디아 존슨이나 쎄지윅의 오스틴 다시 읽기를 거치면서 거의 폐
기된다고 할 수 있다. 쎄지윅은 오스틴 소설에서 “소녀가 교훈을 습득하는 광경”(the
spectacle of a Girl Being Taught a Lesson)을 끄집어내면서 여주인공에 대한 “징벌적/
교육적 읽기”(punitive/pedagogical reading)로 수렴되는 비평 경향을 강력히 비판한다.
Eve Kosofsky Sedgwick, "Jane Austen and the Masturbating Girl," Critical Inquiry,
vol. 17, no. 4 (Summer, 1991) 833-4.
207) 고딕소설 속 인물간의 권력관계는 권력을 행사하는 이는 악으로, 그 피해자가 되는 이
는 선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선악구도로 손쉽게 연결되지만, 『노생거 수도원』에서 이런
이분법적 선악구도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월드런은 이처럼 도덕적 초점이 흐려지
는 것이 이 시기 소설에서 굉장히 새로운 현상임에 주목한다(Waldr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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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패턴화하여 제시하지만, 오스틴은 남녀관계에서 어떤 명백한 권력관
계도 계속해서 뒤집히고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임으로써 결혼 플롯
의 현실성을 획득해낸다. 오스틴은 캐서린과 헨리의 표면적인 권력 관계,
혹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상정되는 교육자-피교육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실
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이들의 깨달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양방향적인
성격을 띠도록 구성함으로써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권력관계란 영구적일 수
없으며 인식의 층위에서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것임을 상정한다. 오스틴의
결혼 플롯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상호교육이 중요한 통과의례
로 자리 잡는 것은 싸드가 계약의 상호성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상호계약의 성립불가능을 주장하는 필연적 근거가 되지 못함을
역설한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일갈하는 헨리의 꾸짖음에 캐서린은 래드클리프
의 모든 작품들이 매력적이고 어쩌면 알프스와 피레네에는 천사 아니면 악
마들만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국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섞인 사람
들이 살고 있다고 결론짓는다(200). 그러나 이번에도 노생거 수도원 읽기를
둘러싼 헨리와 캐서린의 갈등은 헨리의 캐서린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으로
끝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틸니 장군이 캐서린에게 행사하는
폭력 때문이다. 틸니 장군이 이 소설에서 고딕 악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
는 것은 『우돌포』에서 에밀리의 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초법적인 무력
을 동원해 그녀의 신체를 구속하는 몬토니의 물질적 탐욕이 근대적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도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작동하고 폭
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질서의 수호자로 자처하
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캐서린을 위험에 몰아넣는 선택을 망설이
지 않는 틸니 장군은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위로서 보수적인 사
회 질서가 실은 보호의 허울 아래 그 몸과 마음의 자유를 재단하고 억압하
는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지점을 역설한다. 따라서 영국사회를 고딕적 상
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으로 재현하는 헨리의 담론을 받아들이는
캐서린의 반성 역시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반성에 이르도록 강제하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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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에 대한 오스틴의 비판을 최종적으로 보여준다.
헨리가 법과 질서의 이름을 들어 캐서린을 훈계하고자할 때에 아버지의
권위의 위압적인 면을 느끼면서도 그 권위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하
기보다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가족에 관한 것이라면 일상의 모든 일에 규칙을 부여하는 데에 익숙
한”(accustomed on every ordinary occasion to give the law in his
family, 247) 아버지의 권위를 처음으로 부정하면서 자신이 “캐서린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명예 때문이라도 그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
다”(He felt himself bound as much in honour as in affection to Miss
Morland, ibid.). 캐서린과 헨리의 관계에서 캐서린이 투입하는 자본이 오
로지 일편단심의 애정이라면 헨리의 경우 캐서린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았
기에 그녀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녀의 마음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권력을 선점한다. 캐서린을 돈 많은 상속녀로 오인한 틸니 장군은 캐서린의
유산과 헨리의 매력을 맞교환하는 거래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가정 하
에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가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틸니 장군의 입장에서 이 계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아버지
와 달리 명예에 가치를 두고 캐서린의 일편단심에 “고마움”을 느껴 이 계약
이 성립되어야 마땅하다고 느끼는 헨리의 선택은 캐서린이 감성적 여주인
공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듯이 그 또한 감성적 남자주인공으로 재평가 받
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부모의 폭정”과 “자식의 불효”라는 고딕소설의 관습적인 주제는 『노생
거 수도원』에서 틸니 장군과 헨리의 관계를 통해 변주된다. “장군의 잔인
함”(General’s cruelty, 252)은 헨리와 캐서린 관계의 주요 장애물이지만, 결
말에서

자작부인이

된

엘리너를

보자마자

대뜸

“귀부인이시여!”(Your

Ladyship! 251)라고 부른다거나 헨리의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면서
“지가 좋아서 한다면 바보짓인들 어쩌겠어!”(to be a fool if he liked it!
250)라고 한탄하는 틸니 장군의 속물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럽게 인간적인 면
모가 덧붙여지면서 장군은 몬토니처럼 탐욕과 폭력의 아이콘으로 단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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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우돌포』의 해피엔딩이 별로 기억되지 않는 몬토니의 죽음을 통
해 그를 서사에서 슬쩍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오스틴은 고딕소설의
관습으로서 해피엔딩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장군의 부당한 간섭”(the General’s unjust interference, 252)이 그들
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는커녕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결론을 통해 이 서사에서 고딕 ‘악한’의 임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한 장군을 어리석고 욕심 많은 부모 마음을 대변하는 사실적인
인물형으로 복귀시킨다.
『노생거 수도원』에서 오스틴은 고딕을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당대 영국
현실의 리얼리티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 순간 고딕소설 속 폭력과 위협에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안락을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를 쾌락으로서 소
비하는 독서 태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오스틴은 당대 독자들이 대
부분 고딕소설의 독자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캐서린을 고딕에 열광하도록
만듦으로써 독자가 캐서린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든다. 그리고 독자
가 캐서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일차적으로 고딕 독자
로서 캐서린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독자로 하여금 관습으로서 고딕서사에
대한 환멸과 당대 현실의 고딕적 상황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을 통과하며
성장하는 캐서린을 통해 자신의 독서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캐서
린의 성장 과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고딕이 상상의 세계를 벗어나 현
실로 침윤할 때, 주인공의 내면을 읽으면서 그와 동일시하게 될 때에 누가
『수도사』의 폭력을 견딜 수 있을까. 『수도사』를 읽을 만한 것으로 성립가능
하게 만드는 기제는 혁명의 과정을 지나면서 심화된 관객과 광경, 독자와
스펙터클이 철저히 분리되는 메커니즘이다. 오스틴은 독자와 소설을 분리하
는 고딕소설의 독서 메커니즘을 분열시키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이라는 자기
부정의 순간을 견뎌냄으로써 ‘여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캐서린의 행보에 독
자를 동참시킨다.
캐서린은 아무 방어 기제 없이 노생거 수도원에서 쫓겨나는 폭력의 희
생양이 됨으로써 그녀의 몸은 간접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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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은 캐서린이 처한 고통의 물리적 상황을 구구절절 묘사하는 대신 풀
러튼으로 가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헨리와 엘리너에 대한 사랑과 근심으로
가득 찬 캐서린의 내면의 여정으로 대신한다. 내면의 여정으로 이 물리적
고통의 순간을 대체함으로써 오스틴은 『파멜라』에서처럼 캐서린의 몸이 처
할 수 있는 위험의 순간을 엿보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포
르노그라피적인 시선의 독법을 차단한다. “당신은 언제나처럼 인간 본성에
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감정을 느끼는군요. 그 감정들은 마땅히 꼼꼼하
게 따져서 그 감정들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죠”(You feel, as
you always do, what is most to the credit of human nature. Such
feelings ought to be investigated, that they may know themselves, 207)
라는 헨리의 논평은 캐서린을 본래적 의미의 감성적 여주인공으로 재평가
하면서 프랑스혁명을 경유한 뒤 소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오스틴을 자
리매김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 170 -

VI. 결론에 대신하여―『이성과 감성』에 나타난 ‘약속’과 ‘읽기’
이 논문에서는 18세기 감성의 논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결로서 포르노
그라피와 고딕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오스틴의 가정소설로 발전하는 양상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그 도덕철학
의 대중화 현상으로서 감성의 문화, 그리고 감성주의가 동력을 이룬 프랑스
혁명을 역사적 맥락으로 환기하고자 했으며, 특히 감성의 문화와 그 전개
과정을 1790년대 영국소설을 배태하고 지배했던 중요한 문화적 지형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제 결론에 대신하여 감상소설에 대한 메타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 1811)208)을 읽어보면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약속’과 ‘읽기’의 문제를 통해 『파멜라』의 성적 계약이
결혼 플롯으로, 읽히는 대상으로서 몸의 텍스트화 현상이 읽는 주체로서 여
성이 감성의 주체로 재정의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오스틴이 1797년부터 쓰기 시작한 『이성과 감성』에서 엘리너 대쉬우
드(Elinor Dashwood)와 동생 메리앤 자매는 래드클리프의 『시칠리아 로
맨스』(A Sicilian Romance, 1790)에 나오는 에밀리아(Emilia)와 줄리아
(Julia) 자매를 연상케 한다. 언니 에밀리아는 “온화하고 다정한 성품에
통찰력과 이해력을 겸비”한 반면 두 살 어린 동생 줄리아는 “격렬한 감
성”(extreme sensibility)의 소유자이며, 에밀리아는 그림에 능하고 줄리아
208) 이 제목의 번역의 어려움은 아직 국역 제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대변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으로는 『이성과 감성』(윤지관 역), 『분별력과 감수
성』(이미애 역), 『이지와 감정』(남순우 역), 『센스 앤 센서빌러티』(박영원 역), 그리고
1995년 이안 감독 영화의 국내 개봉 제목을 그대로 따온 『센스 센서빌러티』(안의정 역)
등이 있고 한국판 온라인 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분별과 다감』으로 번역하고 있다. 당
대에 ‘쎈스’가 이성이나 분별력 외에 ‘느낌’처럼 감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함의
를 갖고 있었고 ‘쎈서빌러티’ 역시 현재의 감성, 감수성보다 넓은 외연을 갖는다는 점에서
최근의 학술논문에서는 부득이하게 『쎈스와 쎈서빌러티』라고 원문을 음차해서 쓰기도 한
다. “sense를 ‘이성’으로 번역하는 경우 원어를 reason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우리말
로 최대한 옮겨본다는 ‘번역’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번역본 중 『이성과 감성』의 제목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제인 오스틴, 『이성과 감성』, 윤지관 옮김 (서울: 민음사, 2006) 514.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6a1070b&ref=9#I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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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에 소질을 보인다.209) 『시칠리아 로맨스』에서 주인공은 단연 줄
리아이다.210) 에밀리아가 성에 갇혀 줄곧 아버지 마찌니 후작(Marquis of
Mazzini)의 압제를 견디는 동안 히폴리투스(Hippolitus)와 사랑에 빠진 줄
리아는 루오보 공작(Duke de Luovo)과 결혼할 것을 종용하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다가 히폴리투스와 운명적으로 재회한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를 되찾게 되고 마침내 나폴리에서 히폴리투스와 결혼식을 올림으
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래드클리프가 “덕성의 시험”(199)이라는 소설의 주제에 걸맞은 여주인공
으로 고통을 인내하는 에밀리아 대신 감정적이고 예민한 감수성을 소유한
여동생 줄리아를 택한다면, 오스틴은 비슷한 성격의 여동생 메리앤을 통
해 감상소설을 비판하고 이성과 감상의 이분법으로 고착되어서는 안 될
감성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시칠리아 로맨스』에서처럼

『이성과

감성』에서도 타인의 시선의 중심에 놓이는 인물은 엘리너보다는 메리앤
이다. 둘 다 똑같이 사랑에 빠지고 아픔을 겪지만 엘리너의 사랑과 아픔
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메리앤은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그 아픔은 몸의 질병을 통해 현시적으로 드러난다. “취향이 모
든 점에서 일치하는 남자”와만 행복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라면 “그가
내 모든 감정에 들어와서 똑같은 책, 똑같은 음악에 둘 다 매혹되어야 한
다”211)고 주장하는 메리앤의 사랑과 결혼관은 계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관념을 온몸으로 거부한다.
스물일곱 살 여자는 결코 애정을 다시 느낄 수도, 불러일으킬 수도 없어. 만약

209) Ann Radcliffe, A Sicilian Rom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
『시칠리아 로맨스』와 『이성과 감성』에 등장하는 두 자매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로
는 Elizabeth Nollen, “Ann Radcliffe’s A Sicilian Romance: A New Source for Jane
Austen’s Sense and Sensibility,” English Language Notes 22.2 (1984): 30-37.
210) 스미스(Nelson C. Smith)는 래드클리프가 소설에서 두 자매의 다른 성격을 개진하는
대신 “줄리아의 모험을 따라간다”고 지적한다(590).
211) Jane Austen, Sense and Sensibility ed. R. W. Chapman, 5 vols. (New York:
Oxford UP, 1988), I, 17. 앞으로 『이성과 감성』의 인용은 이 책을 이용하고 괄호 안에
면수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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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사정이 안 좋거나 재산이 별로 없다면 아내로서 안정을 위해 간호하는
일을 감수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브랜든 대령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건
아무 것도 이상할 게 없지 뭐야. 서로의 편의를 위한 계약이고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겠지. 하지만 내 눈에 그건 결코 결혼이 아닐뿐더러 그냥 아무 것도 아
니야. 내 생각에 그건 상대방의 손실에서 서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교환에 불과해.
A woman of seven and twenty, . . . can never hope to feel or inspire
affection again, and if her home be uncomfortable, or her fortune small, I
can suppose that she might bring herself to submit to the offices of a
nurse, for the sake of . . . security of a wife. In his [Colonel Brandon’s]
marrying such a woman therefore there would be nothing unsuitable. It
would be a compact of convenience, and the world would be satisfied. In
my eyes it would be no marriage at all, but that would be nothing. To
me it would seem only a commercial exchange, in which each wished to
be benefited at the expense of the other. (38)

나이를 먹어 상황에 기대서 하는 결혼은 “편의를 위한 계약”일 뿐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환”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는 메리앤의 주장에
서 엘리너가 이 발언에 답변하는 바 “스물일곱 살 여자도 서른다섯 살 남
자에 대해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메리앤의 연령차별적인 태도는 ‘젊음을 예찬’(Cult of Youth)하면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최고의 가치로 이상화하는 데에서 비롯된
다. 캠벨은 낭만적 사랑을 감성의 문화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낭만적 사랑
의 증거로서 “첫눈에 반하는 것”(love at first sight)이 ‘첫 느낌’(first
impressions)에 가치를 부여하는 감성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Campbell 146).212) 감성적 여주인공 메리앤에게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로
서 ‘첫 느낌’은 자연스레 낭만적 사랑의 이상과 연결된다.
윌러비(Willoughby)에게 첫눈에 반하는 메리앤의 감정은 따라서 스스
212) 캠벨은 이를 지적하면서 『첫인상』(First Impressions)이 『오만과 편견』의 원래 제목이
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상기시킨다.

- 173 -

로에게 그 이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만, 윌러비의
용모와 태도에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의 남자주인공을 보며 그
려온 환상”(43)의 실현을 발견할 때에 메리앤은 『노생거 수도원』의 이
자벨라처럼 책 속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동일시함으로써 ‘낭만적 사랑’
이라는 원본이 실은 수많은 소설의 사본들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환기시
킨다. 메리앤은 항상 꿈꿔왔던 것처럼 “그들의 취향이 놀랍도록 똑같음”
을 근거로 윌러비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취향의 근거로 둘
이 “같은 책의 같은 구절을 숭배”한다는 사실이 제시될 때에 그들의 운명
적 만남은 감성의 문화가 생산해낸 특정한 문화적 취향의 자장 안에서 이
루어진다(47). 브랜든 대령을 두고 “쎈스”(sense)를 지닌 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서 엘리너는 그가 “현명한”(sensible) 사람이라는 것에 더불
어 “따뜻한 마음”(an amiable heart, 51)의 소유자임을 덧붙이지만, 윌러비
는 엘리너의 평가가 비록 이성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가 그냥 싫다는
자신의 느낌을 대령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내세움으로써 첫 느낌으로 상
대를 재단하는 메리앤과의 공통점을 드러낸다. 한편 “감정을 제한하는
것”(the restraint of sentiments)을 “이성에 불명예스럽게 굴복하는 것”(a
disgraceful subjection to reason)으로 해석하는 메리앤의 태도(53)는 이성
과 감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자질로서 감성이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면서 후자에 방점을 찍게 되는 역사적 변화를 반영한다. ‘감
성’이 아우르는 다양하고 모순적인 자질들이 문화적으로 파생되는 과정에
서 이성과 감정을 배타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쎈스”를 이성의 동의어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213)
213) 버틀러(Marilyn Butler)는 1809년에 『쾰렙의 아내 찾기』를 읽어보라는 권유에 오스틴
이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싫다”고 잘라 말한 것과 1814년에 “나는 우리 모두가 복음주의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 적은 결코 없으며, 적어도 이성과 감정에 의해 복음주
의자가 된 이들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I am by no means convinced
that we ought not all to be Evangelicals, & am at least persuaded that they who
are so from Reason and Feeling, must be happiest and safest)는 발언을 들어 복음주
의에 관한 오스틴의 생각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한다(Jane Austen 162). 그러나 오스틴을
감성의 이상에 호의적이었고 그 철학적 배경으로서 이성과 감정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
는 대신 감성의 통합적인 자질로 바라보고자 했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던 작가로 평가할 때에 이 두 가지 발언 사이의 일관성을 읽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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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의 문화가 만들어낸 주체로서 메리앤과 윌러비는 자신의 즐거움,
혹은 쾌락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공통점을 보인다. 윌러비와 함께
“내 생에 가장 즐거운 아침을 보냈다”(I never spent a pleasanter
morning in my life, 68)는 메리앤의 말에 엘리너가 “즐거움이 항상 적절
함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I am afraid . . . that the pleasantness of
an employment does not always evince its propriety, ibid.)라며 걱정을
표하자 메리앤은 언니의 걱정을 노파심으로 치부한다.
아니, 반대로 즐거움만큼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없어, 언니. 내가 한 일이 진짜
옳지 못한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엔 언제나 알기 마련이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확신이 들
면 나는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On the contrary, nothing can be a stronger proof of it, Elinor; for if
there had been any real impropriety in what I did, I should have been
sensible of it at the time, for we always know when we are acting wrong,
and with such a conviction I could have had no pleasure. (68)

내가 쾌락을 느끼는 것이 곧 옳은 것이라고 자부하는 메리앤의 논리는 쾌
락과 덕성의 접점을 만들고자 한 감성의 논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즐거
움을 느끼는 자신의 몸을 윤리적 텍스트로 제시하는 메리앤은 내면의 덕
성이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감성의 논리를 이어받으면서 쾌락의 현상을
통해 덕성의 본질을 표상하고자 한다.
그러나 메리앤과 윌러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성의 이상이 좌초하
는 현상을 구현한다. 그 현상이 더욱 파국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윌
전자의 발언은 『쾰렙의 아내 찾기』의 저자인 해나 모어로 대표되는 보수화되고 코드화된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요, 후자의 발언은 시대적 이데올로기로서 복음주의를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발휘하여 자신의 판단과 믿음을 통해 복음
주의의 이상을 믿는 이들에 대한 지지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확신한 적은 없다”는 오스틴의 진술에 내포한 세세한 판단의 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발언을 “우리 모두가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보수 이데올로기로 읽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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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비의 경우이다. 경제적 안정을 찾아 소피아 그레이(Sophia Grey)와 결
혼한 엘리너를 찾아와 뒤늦게 자신을 해명하면서 윌러비는 처음 메리앤과
친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데본셔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즐겁
게”(pleasantly, 319) 보내고자 한 것 외에 아무런 의도도 없었으며 메리앤
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흥미를 끄는 태도가 그를 기쁘게 했음”(Your
sister’s lovely person and interesting manners could not but please me,
ibid., 필자강조)을 밝힌다. 이에 윌러비는 “그녀의 행복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과하게 탐닉해온
감정에 져서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 자신이 그녀에게 즐거운
존재가 되고자 했다”(Careless of her happiness, thinking only of my
own amusement, giving way to feelings which I had always been too
much in the habit of indulging, I endeavoured, by every means in my
power, to make myself pleasing to her, 320, 필자강조)고 고백한다. 윌
러비의 자기해명 논리는 단지 하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좇다 보니 결과적
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윌러비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메리앤이 바라는 “감정의 남자”(the Man of Feeling)라는 역할을 받아
들여 스스로를 감성적 주체로 재현한다. 그러나 “리버틴”(libertine, 322)으
로서 윌러비의 한계는 메리앤이 위독한 순간에도 “그녀가 지금 진짜로 죽
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들에
게 그녀의 모습이 어땠을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떠올리는 것이 일
종의 위로가 되었다”(327)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에도 그녀는 내 앞
에,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있었다”(ibid.)고 말하는, 건강하고 아름
다운 메리앤과 병들어 아픈 메리앤의 몸을 모두 쾌락의 대상으로 텍스트
화하는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다. 윌러비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
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든 경우에 그 자신의 즐거움, 혹은 안
락함이 그를 지배하는 원리”(His own enjoyment, or his own ease, was,
in every particular his ruling principle, 351)임을 읽어내는 엘리너는 “윌
러비의 모든 불행은 일라이자 윌리엄즈에 대한 그의 처신, 덕성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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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것”(all Willoughby’s difficulties have arisen from
the first offence against virtue, in his begaviour to Eliza Williams, 352)
임을 간파해낸다.
일라이자 모녀의 대를 이은 비극은 결혼을 통해 장남에게 큰 재산을 획
득해주고자 한 브랜든 대령 아버지의 탐욕에서 비롯된다. 대령의 아버지가
조카 일라이자를 경제적 이유로 인해 사랑하는 사이인 대령 대신 그의 형
과 억지로 결혼시키는 대목에서 우돌포 성의 고딕적 세계를 떠돌던 물질적
탐욕과 여성의 몸의 침탈, 근친상간의 유령은 현실이 되어 귀환한다. 불행
한 결혼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일라이자가 혼외관계에서 얻은 딸 일라이
자의 불행은 친구와 함께 바쓰에 놀러가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를테면 『노생거 수도원』의 캐서린처럼 일라이자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으로
서 바쓰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윌러비의 유혹에 넘어가 사랑의 도피행
각을 벌이게 된다.214) 일라이자는 “믿을 만한 집도, 아무 도움도 친구도 없
이, 그의 주소도 모른 채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윌러비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promising to return, 209) 그녀를 떠났지만, 결국
일라이자 혼자 사생아를 낳게 되는 대목에서 남녀관계의 약속에서 언제나
약자에 놓이기 쉬운 여성의 현실은 고딕적으로 재현된다.215)
클로디아 존슨은 『노생거 수도원』에서 약속을 하거나 어기는 것이 중요
한 이슈가 됨을 지적한 바 있는데(Jane Austen 42), 『이성과 감성』을 관통
하는 문제 역시 약속, 혹은 약혼(engagement)의 문제이다. 대쉬우드 자매를
곤경에 빠뜨리는 최초의 원흉은 존 대쉬우드가 이복자매를 경제적으로 돕
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12)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며, 메리앤과 약
혼한 것처럼 행동하던 윌러비는 스미스 부인의 호출에 메리앤을 만나기로
214) 일라이자의 이야기는 존 소프가 캐서린을 거의 억지로 마차에 태워 달릴 때에 그녀가
느끼는 위협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도록 만든다.
215) 이 대목은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머라이아』(The Wrongs of
Woman; or Maria, 1798)에서 단포드(Darnford)의 사생아를 갖게 된 머라이어가 자살
을 결심하는 결말과 그럼에도 아이를 낳는 결말 사이를 오갈 때에 그녀가 처한 현실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통스럽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고딕소설로서 『머라이아』를
떠올리게 한다. Mary Wollstonecraft, Mary and Maria, ed. Janet Todd (New York:
Penguin, 1991) 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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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속(75)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서 “지금 제 용무(engagements)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76)는 말만 남긴 채 갑자기 사라진다. 당황한
대쉬우드 부인은 윌러비가 스미스 부인에게 메리앤과 약혼한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 없으리라는 추측으로 이들의 약혼을 기정사실화하지만(78), 메
리앤이 윌러비와 마침내 재회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편지를 보내 “제 마
음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었고, 몇 주 안에 이 약혼이 성
사되리라고

생각한다”([M]y

affections

have

been

long

engaged

elsewhere, and it will not be many weeks, I believe, before this
engagement is fulfilled, 183)는 말을 남김으로써 메리앤과의 어떤 약속도
부정한다. 약속을 쉽게 하고 또 쉽게 어기는 존 대쉬우드나 존 윌러비가
이 소설의 악한이라면 꼭 지킬 필요 없는 약속도 명예를 위해 이를 지키
고자 하는 에드워드 페라스(Edward Ferrars)는 소극적이지만 이런 점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남자주인공이 된다. 더 이상 루씨 스틸(Lucy
Steele)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가 약혼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오로지 이
기적인 이유에서임을 알면서도 해묵은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에드워드의
고통스러운 결정을 미련한 것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은 그 약속이 일방
적으로 파기되었을 때에 특히 여자 쪽은 일라이자 윌리엄즈처럼 고통스러
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덕성을 정절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이 수동성과 동의어가 되는 문
화 안의 남녀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은연중에 강자와 약자로 놓이
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싸드는 이런 힘의 불균형에 따라
성적 계약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서 그 계약의 상호성을 파기하
지만, 오스틴은 남녀관계에서 표면상 우열관계란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것
임을 말함으로써 그 계약의 상호성을 재건하고자 한다. “스물일곱 살 여자”
와 “서른다섯 살 남자”의 결혼을 “편의를 위한 계약”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환”(38)으로 재고의 여지없이 폄하하며 “두 번째 사랑”(second
attachments, 55)이란 없노라고 공언했던 메리앤이 브랜든 대령과의 결혼
을 선택할 때에 이 결혼은 메리앤이 꿈꾸던 바 단 한 번의 운명적 만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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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사랑의 필연적 귀결은 아니다. 메리앤이 브랜든 대령에 대한 “존
중과 우정”만으로도 그와 결혼하게 될 때에 이들의 결혼을 ‘첫사랑’에 실
패한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메리앤이 그토록 매몰차게 비난했던
계약이자 타협으로서의 결혼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메리앤의 선
택은 브랜든 대령을 예전처럼 단지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닌 “그녀만큼 첫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던” 감정의 주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에서 비롯
된다. 메리앤이 “자발적으로”(volutarily, 378) 대령의 손을 잡는 순간, 판
타지로서 낭만적 사랑의 이상에 집착하는 대신 비로소 타인의 감정과 진
심에 눈뜨게 되는 메리앤의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의 실패와 열
병이라는 성장통을 발 딛고 이룬 그녀의 ‘성장’에 값하는 것으로 그려진
다.216)
사랑의 즐거움과 고통을 몸으로 현시하는 메리앤에 비해 엘리너의 내
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격렬한 육체적 반응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엘리너의 속마음을 따라가면서 독자는, 그리고 결국에는 메리
앤과 대쉬우드 부인도 그녀가 메리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여주인공임
을 인정하게 된다. 약속을 이행하는 남자주인공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에
드워드의 인격적 온전함(integrity, 270)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
할 때에 “처음 봤을 때엔 그의 태도가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점차 알아가면서 그의 덕성을 읽어내고 또한 “그가 정말로 잘
생겼다”(20)고 생각하게 되는 엘리너는 읽는 행위가 읽기 후 감정의 변화
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첫 느낌에 기대는 메리앤과 대조되는 독자이다.217)
그러나 엘리너와 메리앤의 독서 태도의 차이가 이들의 감정의 크기를 재
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몸과 말로 드
러냄으로 인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메리앤이 영화와 같은 시각 매
216) 마찬가지로 “스물일곱”에 8년의 시간을 돌아 예전에 파기했던 약속, 혹은 약혼을 이행
하는 『설득』(Persuasion, 1818)의 여주인공 앤 엘리엇(Anne Elliot)의 ‘두 번째 만남’ 역
시 시행착오 끝에 되찾은 ‘낭만적 사랑’으로 정의된다.
217) 엘리너와 메리앤을 두 명의 독자로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소설의 서사구조를
설명하는 글로는 원영선, “새롭게 읽는 제인 오스틴의 『쎈스와 쎈서빌리티』―서사구조와
독자 문제”, 『안과밖』 25 (2008): 112-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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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더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데에 반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굴
곡이 주를 이루는 엘리너의 경우 언제나 옳고 분별력 있되 너무 감정을
억제하는 답답한 인물로 그려지는 경향을 보인다.218)
『시칠리아 로맨스』에서 히폴리투스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의
주인공으로서 “격렬한 감성”의 소유자인 줄리아를 래드클리프가 선택한 것
은 감성과 낭만적 사랑이 닿아있는 지점이 클리셰가 되는 현상에서도 비롯
되지만 줄리아의 몸을 서사 곳곳에서 포르노그라피적으로 재현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히폴리투스가 산적들의 소굴에서 줄리아를 발견하는 다음 대목이
그 예이다.
잠시 동안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다른 생각들보다 앞서는
호기심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다. 몇 걸음 내딛자 무언가 보였는
데, 그것이 히폴리투스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인이 마루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옷에 가려져 있었고, 가슴
위로 아름답게 흩어진 긴 갈색 머리채가 흐트러진 옷매무새 때문에 드러날 뻔
한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일부 가리는 베일처럼 덮고 있었다.
For a moment he hesitated what to do; but curiosity overcame other
considerations, and with a trembling hand he turned the key. . . . The
Count had advanced several steps before he perceived an object, which
fixed all his attention. This was the figure of a young woman lying on
the floor apparently dead. Her face was concealed in her robe; and the
long auburn tresses which fell in beautiful luxuriance over her bosom,
served to veil a part of the glowing beauty which the disorder of her
dress would have revealed. (162-3)

히폴리투스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줄리아를 발견하는 이 장면은 “고통 받
는 덕성”의 테마가 고딕소설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몸이 물리적 위협에 그
대로 노출되는 고딕적 상황을 묘사하는 서사 기법을 대변한다. 줄리아의 얼
218) Ang Lee, Sense and Sensibilit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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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옷에 가려져 있는 것은 히폴리투스가 아직 그녀가 줄리아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인 동시에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된 순전한 시각적 대
상으로서 줄리아의 몸을 재현한다. 이 장면은 다분히 기절한 파멜라를 Mr.
B가 엿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요컨대 감성의 텍스트로서 파멜라의
몸이 항상 관찰과 시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한
다면, 고딕소설에서 기절한 여주인공의 몸이 초점화자로서 남성인물과 독자
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될 때에 이 몸의 대상화는 포르노그라피적인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눈에 보이고 타인이 읽어내는 대상으로서 메리앤의 몸이 감성의 텍스
트로 재현될 때에 기존 감성주의 소설의 문법에 익숙한 독자라면 자매 중
누구를 여주인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에서 주저 없이 메리앤을 선
택하기 쉽다. 그러나 오스틴은 최종적으로 엘리너의 “감성”을 메리앤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아니 메리앤의 격정적인 감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자질로 그림으로써 엘리너를 감성의 여주인공으로 재현한다. 엘리너의 사
랑은 사랑하는 이가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되는 실연의 순간에 “자기파괴
적”(346)인 열병으로 재현되는 대신 그만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적 루
씨 앞에서 당당히 에드워드의 안부를 묻고 “그를 봐서 기쁘다”(241)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통해 표현된다. 기절한 파멜라의 몸을 Mr. B가 들여다
보는 장면에서 이 장면의 포르노그라피적인 요소를 중화하는 것이 발화자
로서 파멜라의 서술이 Mr. B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에서 비롯
된다면, 오스틴은 엘리너를 소설 전체 서사의 화자이자 메리앤과 브랜든
대령, 윌러비와 에드워드 같은 주변 인물들을 읽어내는 명민한 독자로 설
정함으로써 고딕과 포르노그라피에서 여주인공이 오로지 표면으로 재현되
는 것에 반하여 엘리너의 가치를 대부분 그 내면에 투하한다. 메리앤만큼
“그녀의 감정도 강렬”하지만(6), 오스틴은 감성의 증거를 오로지 몸을 통
해 표현하는 대신 엘리너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굴
곡들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감성을 읽어낼 수 있는 공간을 내면으로 확장
시킨다.219)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손쉬운 도덕적 판단보다 사람의 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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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벌어지는 일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사건과 인물 전반에 대한 입체적
인 조망을 꾀하는 소설의 이상은 이런 점에서 감성의 대중화 과정에서 드
러나는 징후를 배격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성의 텍스트로서 파멜라의 몸이 위협에 처할 때에 드러나는 신체반응
이 1790년대에 들어 고통 앞에 기절하거나 『노생거 수도원』의 이자벨라처
럼 사소한 아픔도 온 몸의 극심한 고통으로 과대포장하는 여주인공 유형을
양산한다면, 캐서린과 엘리너라는 서로 다른 두 여주인공을 통해 오스틴은
감성의 이상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스스로를 감성의 여주인공으로 재현하면
서 소설에서 읽은 여주인공 역할 놀이에 푹 빠진 이자벨라와 달리 말과 행
동, 겉과 속이 일치하는 캐서린의 진정성은 그녀를 본연의 의미에서 감성의
여주인공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또한 혁명 이후 ‘감성’을 감정의 자기탐닉적
과시나 대내외적 혼란을 잠재우는 가정적 자질로서 전유하고자 하는 시도
에 맞서 오스틴은 『이성과 감성』에서 ‘쎈서빌러티’의 어원으로서 ‘쎈스’를
환기하고 쎈스와 쎈서빌러티가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의 이상을 재조
명한다.
모레띠(Franco Moretti)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화의 딜레마를 근대적 성
장소설의 충동으로 보면서 이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욕망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개인의 성장에 상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20) 이에 엘
리자베스가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에 도달하게 되는 『오만
과

편견』은

괴테(Goethe)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6)와 함께 성장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성장소설을 근대적 기획의 일환으로 읽는 모레띠의 논의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질서가 길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개인의 욕망이 사회 질서
안에서 봉쇄되는 과정을 성장으로 정의하는 보수적인 함의를 드러낸다고
219) 그렇다고 해서 엘리너의 감정의 굴곡이 오로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마침내 에드워드가 결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거의 방 밖으로 뛰쳐나가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는”(360) 엘리너 역시
감정을 표현해야 할 순간에 몸으로 드러낸다.
220) Franco Moretti,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1987) 67.

- 182 -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인의 욕망이 사회담론의 틀 안에
서 조형되고 봉쇄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대신, 18세기 감성이 추구했던 이
상이 여러 난항 끝에 오스틴에 이르러 여주인공의 내면의 여정과 성장을
통해 본래 감성이 추구했던 이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는 시각에서 『노생거 수도원』과 『이성과 감성』을 다시 읽어보고자 했
다.
『노생거 수도원』과 『이성과 감성』이 고딕과 감성주의를 다시 쓰는 과정
에서 오스틴의 작품세계를 여는 단초가 된다면, 일찍이 스콧(Sir Walter
Scott)의 『에마』(Emma, 1815)에 대한 서평은 오스틴 소설을 고딕문학이나
감상소설의 홍수 속에서 이와 차별화되는 작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15~20년 동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이전과 다른 소설양식이 나
타났다. 실제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양한 사건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낭만적 사랑과 감성의 장면들로 상상
의 재미를 주려고 하지 않는 소설 말이다. 이런 자극적인 흥미를 대신하는 것
은 상상 속 세계의 화려한 장면들 대신 평범한 세상살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 인간성을 모사해서 독자의 주변에서 메일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고 인
상적으로 독자에게 재현하는 기술이다.
A style of the novel has arisen within the last 15~20 years, differing from
the former in the points upon which the interest hinges: nither alarming
our credulity nor amusing our imagination by wild variety of incident, or
by those pictures of romantic affections and sensibility . . . they are of
rare occurrence among those who actually live and die. The substitute for
these excitements . . . was the art of copying from nature as she really
exists in common walks of life, and presenting to the reader, instead of
the splendid scenes of an imaginary world, a correct and striking
representation of that which is daily taking place around him.221)

221) Sir Walter Scott, Quarterly Review (1815), 192-3 (Todd, Sensibility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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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이 오스틴의 소설양식을 이전과 다른 것으로 규정할 때에 그 비교 대
상은 바로 “다양한 사건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고딕소설과 “낭만적 사
랑과 감성의 장면들”로 가득 찬 감상소설이다. 스콧의 지적처럼 이런 소설
들은 실제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는 보통 사람들은 별로 겪어보지 않을
사건들을 일상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독자에게 제시한다.
스콧은 실제 삶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들과 인간 본성에 대한 충실한 재현
으로도 독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오스틴의 소설이 이런 점에서 1790
년대 영국을 풍미한 고딕소설이나 감상소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소설양식
이라고 평한다. 오스틴에 대한 스콧의 평가는 ‘본격문학’의 시작점으로서 오
스틴의 가치가 고딕소설 같은 ‘장르문학’과 차별화되는 지점에서 나온다는
현재적 기준에 거의 부합한다.
장르의 규칙을 변주하면서 이 규칙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
써 흥미를 제공하는 장르문학은 제도로서 본격문학의 ‘구성’ 이후에 그 타
자로서 정의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1790년대부터 이후 15~20년 간 영국에
서 후대에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으로 명명될 소설들 간의 관계는 보다 복잡
한 양상을 띤다. 마일즈가 “현재까지 200년 동안 이어지는 ‘문학’의 제도화
과정 내내 고동치는 ‘고급’문학과 ‘하위’문학의 긴장관계가 1790년대 고딕소
설의 폭발적 유행에 의해 처음 배태되었다”(Much of the tension between
"high"

and

"low"

literature

which

has

pulsed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terature" over the last 200 years is first
generated by the effulgence of the 1790s tale of terror, Miles, "The
1790s: the effulgence of Gothic" 60)고 본다면, 브라운(Homer Obed
Brown)은 뒤이어 정전으로서 “18세기 소설은 19세기 초에 창안되었다”고
주장한다.222) 브라운은 1810년 경을 전후로 나온 일련의 선집들을 살피면
서 문학이 제도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스콧과 애나 바볼드(Mrs. Anna
Barbauld)가 편집한 선집들이 번갈아 나오고 크게 성공하면서 어떤 작품

222) Homer Obed Brown, Institutions of the English Novel: from Defoe to Scot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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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젠더와 계급의 싸움”(the battles of gender
and class, 181)으로 이어진다.
브라운은 『제도로서 영국소설—디포우부터 스콧까지』(Institutions of
the English Novel: from Defoe to Scott)에서 그 부제가 말해주듯이 디포
우의 소설들과 『톰 존스』(Tom Jones), 『트리스트람 섄디』와 스콧의 소설
안팎을 읽는 작업을 통해 영국소설이 제도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제도
화의 역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브라운이 배제하는 가정소설을 포함하여
필자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상하고 있는 영국소설사의 간략한 줄
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트란토 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딕소설의 주요 모티프들이 1790년대 고딕소설의 대유행
기에 고딕의 관습으로 자리 잡는다면, 『파멜라』로 시작된 감성주의 소설의
유행은 한편으로 존 클릴랜드(John Cleland)의 『파니 힐, 쾌락을 좇은 여자
의 수기』(Fanny Hill, or Memoirs of a Woman of Pleasure, 1749)를
거쳐 포르노그라피로,223) 또 한편으로 맥킨지의 『줄리아 드 루비니』
(Julia de Roubigné, 1777)를 거쳐 통속적인 로맨스로 발전한다. 물론
『파멜라』에 드러나는 감성과 몸, 가시성의 문제가 고딕을 거쳐 오스틴
의 가정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 논문에서 개진하고자 한 주된 줄거
리이다. 고딕과 감성주의에 대한 메타소설로서 오스틴의 『노생거 수도
원』과 『이성과 감성』은 스콧의 평가가 암시하는 것처럼 본격소설의 정
립이 고딕문학과 같은 장르문학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이뤄짐을 시사한
다.
소설사 쓰기의 어려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기존 소설사론을 비판해보
고자 한 서론으로 갈음한다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들 중 예컨대 고딕
소설과 오스틴, 감성주의와 오스틴, 래드클리프와 낭만주의 시인들의 자연
관 비교 등 낭만기 영국의 문화지형에 대한 재조명은 본격문학과 장르문학
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223) 스팩스는 『파니 힐』이 리처드슨 소설에 암시되어 있던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
품으로 평가한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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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맨리(Mary Manley)나 헤이우드의 “준(準) 포르노그라피 소설
들”(semi-pornographic novels)이 유행하던 시기로 되돌아가 리처드슨을 거
치면서 소설이 18세기의 대표적인 문화적 제도로 자리 잡기 이전에 이 소
설들이 영국문학사에서 어떤 맥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평가해 보는
것 또한 앞으로 의미 있는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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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789년 10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공포의 밤』(La terrible nuit
du 5 au 6 octobre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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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thic in the 1790s: From Pamela to Northanger Abbey
Chung, Heew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ee decades after the publication of Ian Watt’s The Rise of the Novel
(1957), Nancy Armstrong rewrote Watt’s history of the novel in Desire and
Domestic Fiction (1987), whose focus on female sexuality and the domestic
novel has exerted far more definite influence over the criticism of the
novel. Armstrong remaps the rise of the novel by relocating the point of
its departure from Daniel Defoe’s Robinson Crusoe (1719), the adventure
novel

Watt

acclaimed

as

the

precursor

of

the

genre,

to

Samuel

Richardson’s Pamela, or Virtue Rewarded (1740). While I agree with
Armstrong’s thesis that modern subjectivity is constructed through the
attempts to control female desire and readings, I take issue with her
hypothesis that Pamela, by transferring “erotic desire from Pamela’s body
to her words,” constitutes the novel as a respectable genre free from such
censure received by former semi-pornographic novels.
Armstrong’s reading of Pamela symptomizes a lack of proper attention
to novels that represent desire through the female body, and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recover the missing part of Armstrong’s genealogy
by finding a place for the gothic and pornographic novel in the literary
tradition meandering from Pamela to Jane Austen’s early novels. The
gothic novel, which decisively served as the locomotive for th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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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fic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is the
key focus of this dissertation, which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genre
in

the

context

background

in

of

the

Scottish

Culture

of

Sensibility

Enlightenment.

and

Hutcheson,

its

Hume

philosophical
and

Smith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a congruence between virtue and pleasure in
sympathy; yet the ideal supposed fell apart eventually, and I argue that
modern pornography, a form of pleasure pursuit, rose in the moment of
virtue’s separation from pleasure.
Beginning with a reassessment of Armstrong, this dissertation moves
onto the second chapter, in which I discover both gothic and pornographic
elements in Richardson’s Pamela. The third chapter traces the production
of violence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reading two French
novels that delve into the covert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pleasure:
Choderlos de Laclos’s Les Liaisons dangereuses (1782) and D. A. François de
Sade’s 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 (1791). The novel’s relationship
to pornography i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issues that arise in
studying literature from the latter part of the eighteenth century, and this
chapter finds a way to explain the complexit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ulture of Sensibility. The fourth chapter analyzes how Matthew Gregory
Lewis’s The Monk (1796) represents the trauma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Terror through a narrative of real and fantasized violence. I argue
that violence, although marginalized in Armstrong’s history of the domestic
novel, is the main obsession of the 1790s which materialized into an
explosion of the gothic novel.
In the fifth chapter, I define Ann Radcliff’s The Mysteries of Udolpho
(1794) as a gothic novel that paves the way to domestic fiction. Radcliffe,
“the great enchantress” of the gothic novel, struggles to tame the violence
that

unfolded

to

its

extreme

in

Lewis’s

- 204 -

gothic

pornography

while

simultaneously representing and containing the desacralized body portrayed
in Sadean pornography. The final chapter investigates how Jane Austen’s
Northanger Abbey (1818) rewrites Radcliffe’s gothic into a domestic novel.
Austen takes over the gothic convention of domesticity and redirects it
into her marriage plot, which, I argue, is a form of mutual contract that
would have been denied and forsaken in the aftermath of the Revolution.
In

the

conclusion,

I

address

Sense

and

Sensibility

(1811),

Austen’s

metafiction on sentimental novels, as the arguable turning point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sexual contract into the marriage plot, and the
textualization of the female body into the subjectification of the female
reader.
Keywords: sensibility, body, gothic, pornography, French Revolution,
domestic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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