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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헨리 제임스의 『한 여인의 초상』에 나타난 이사벨의 선택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사회의 주도적 ‘남성성’과 작중 남성 인물들

의 특성에 관한 논의와 연관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깨달음을 

고찰한다.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어떤 기제로 인해 ‘억압적 남성성’의 표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사벨과 같은 인물의 여성성이 생생하

게 창조되지 못하고, 손상된 파국의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지의 문제에 

천착한다. 청혼하는 남성들과의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이사벨은 어느 정도 승리

를 거두지만, 그녀의 ‘자유’는 자신이 끝내 기피하는 ‘규범적 남성성’이 담지하

는 표리부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본론 1장에서는 굿우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회피적인 심리 기

제와 그녀가 내세우는 ‘자유’에 내재된 모순성을 고찰한다. 굿우드는 관습적인 

이성애적 젠더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범적인 남성 인물로서, 여성을 구원한

다는 ‘이념’으로 이사벨에게 다가가지만, 그 이념 역시 배타적 소유욕을 속에 

감춘 허위로 드러난다. 자신에게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굿우드를 이사벨은 역

설적으로 ‘자유’를 위해 거절하며 욕망을 스스로 억압한다.  

본론 2장에서는 랄프 터칫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남녀 관계의 ‘불능적’ 조

건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랄프는 굿우드와 상이한 남성성을 보여주는데, 당대

의 불치병인 폐결핵으로 인한 내적 분열이 그 원인으로 제시된다. 자신의 처지

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항해에 순풍을 불려주고자 하는 랄프와의 관계에서 이사

벨은 모험을 두려워하고, ‘고립’을 원하지 않는, 기존과 상반된 면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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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유’를 향한 순전한 희구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이사벨의 내면

의 실체를 규명하고, 유산 증여와 임종 장면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상호 이해

에 바탕한 랄프와 이사벨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을 밝힌다. 

본론 3장에서는 길버트 오스몬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깨달음

을 고찰하고, 이에 기반해 내리는 이사벨의 최종적 선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어떤 범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오스몬드의 남성성을 작중 유

일하게 이사벨만이 ‘이상화’하고, 그것에 매료되어 결혼하기로 선택하는데, 그 

기저에는 이사벨의 자기 망각이나 이상주의적 실수가 자리한다. 또한 이사벨의 

‘비극’은 굿우드의 기만적인 남성성과 랄프의 이중성, 오스몬드가 재현하는 자

본주의적 주체가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것들과 서로 

삼투하는 이사벨의 모순적 여성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근대적 자유의 딜레마

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요어: 헨리 제임스, 『한 여인의 초상』, 여성성, 미국의 남성성, 규범적 남성

성, 자유, 각성, 자아 

학 번: 2015-20054  



iii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본론   

1. 규범적 남성성과 이사벨의 자유 ………………………… 15 

2. 병든 남성과 사랑의 불모성 ……………………………… 38 

3. 다시 폐허로: 이사벨의 로마 귀환 ··……………………… 73 

III. 결론 ……………………………………………………………··… 99 

Works Cited ………………………………………………………   101 

Abstract ……………………………………………………………··… 106 

 



  1 

I. 서론 

헨리 제임스(Henry James Jr.)는 『한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

에서 주인공 이사벨 아처(Isabel Archer)의 초상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려

내고자 한다.1 1908년 뉴욕판 『한 여인의 초상』의 「서문」(“Preface”)에서 제

임스는 이 작품을 쓰는 과정이 “주체의 중요한 특성들”(the high attributes of a 

Subject, 9)을 지닌 인물로서 이사벨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기술한다. 제임스가 

이 서문에서 표명한 이사벨에 대한 열렬한 옹호에 힘입어 기존의 비평적 관심

은 “젊은 여성이 가진 의식”(the young woman’s own consciousness, 10-11)에 

모아져 왔다.  

제임스가 “소설이라는 집”(the house of fiction, 7)에 비유한 이 작품은 실로 

이사벨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 쉽도록 설계되었다. 그러

는 동안 작품 독해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이사벨은 고유의 내적 논리, 혹은 논

리로 포섭되지 않는 심적 기제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지만 정작 그 의식

의 회로는 서술 표면에서 감추어져 있어 판단의 심층적인 동기를 파악하기 어

                                           
1 헨리 제임스는 1880년부터 1881년 사이 영국의 『맥밀란』(Macmillan’s Magazine)과 

다소 보수적 성격을 띠는 미국의 『애틀랜틱 먼슬리』(The Atlantic Monthly)에 동시

에 이 작품을 게재한다(viii). 비평가에 따라 1881년 초판본을 모본으로 삼아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평적 논점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 

1908년 뉴욕판본을 채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 역시 1908년 뉴욕판을 모본으

로 삼되, 제임스의 작가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때에 따라 초판본과의 차이를 고

려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1881년 판본과 1908년 판본의 차이를 대조할 때 참고한 

자료는 노튼판에 수록된 「판본 대조」(“Textual Variants”, 495-575)임을 일러둔다. 본 

논문에 포함된 작품 번역은 유명숙, 유희석 역의 『한 여인의 초상』(2013)을 참조하

여 수정 및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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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이다. 마담 멀(Madame Merle)을 제외한 작중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

토록 반대하는 길버트 오스몬드(Gilbert Osmond)와의 결혼을 결행하는 이사벨

의 모습이나, 불행한 결혼생활의 원인을 통렬하게 깨닫고 난 후 캐스퍼 굿우드

(Caspar Goodwood)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그를 뿌리치고 다시 로마

로 복귀하는 이사벨의 모습은 독자 입장에서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에 분

명하며 이에 따라 수많은 비평적 논란을 야기했다. 

매티슨(F. O. Matthiessen)은 『미국 르네쌍스』(American Renaissance)에서 

제임스를 자의식과 생기 없는 캘빈주의적(Calvinist) 어둠의 전통에 갇힌 “뉴잉

글랜드 사람”(a New England provincial) 호손(Nathaniel Hawthorne)과 직접 연

결하면서, 그가 호손의 개인주의적 ‘도덕성’ 역시 계승한다고 보아(199), 이 작

품을 ‘도덕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비평들을 많이 양산하였다. 이 작품을 도덕성

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비평들은 주로 이사벨의 ‘자유’와 ‘독립적’인 성격, 즉 자

아를 추구하는 여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이사벨을 ‘초월주

의’(transcendentalism)를 내면화한 미국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인물로 평가하거

나Poirier), 2  제임스의 도덕 세계에서는 랄프가 의도한 것과 같은 타인에 대한 

                                           
2 특히 포이리어(Richard Poirier)는 이사벨의 초월주의적 면모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스

몬드 역시 표면적으로는 에머슨적 초월주의의 면모를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사벨이 그에게 매료되었다고 본다. 이사벨이 에머슨적 초월

주의를 일부 내재하고 있다는 해석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작품에서 어린 

이사벨이 올버니의 ‘서재’에서 읽은 책이 ‘독일 사상사’(a history of German Thought)

였다는 점에서 그녀와 초월주의 사상의 친연성이 직접 암시되기도 하는 한편, 자신에

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독립성’이라며 시종일관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고집스러

움에서 초월주의의 정신주의적 면모가 끊임없이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사

벨이라는 인물이 ‘초월주의적 인물’이라고 말할 때, 그 범주에 완벽히 포섭되지 않는 

그녀의 자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포이리어와 같은 시각은 가령 자신의 ‘자아’를 소

중히 지키고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남성들을 연이어 거부하지만,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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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도움이나 충고가 불가능함(Weisbuch)을 들어 랄프야말로 자신의 간섭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모르는 채 이사벨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악한(villain)

임을 주장한다(Gass, Lainoff). 결과적으로『한 여인의 초상』을 이와 같은 관점

에서 읽는 비평들 대개는 인물들에게 ‘도덕성’의 견지에서 선과 악의 이분화된 

꼬리표를 부여한다. 가령 순수하고 경험이 부족한 이사벨이라는 독립적 여성을 

난관에 빠뜨리는 남성 인물들과 마담 멀을 악으로 규정해 비판하거나, 이사벨이 

추구하는 ‘자유’에 내재한 표리부동성이나 내적 모순성을 지적하는 식이다. 이

러한 비평들이 특히 주목하는 점도 역시 결말에서 ‘이사벨은 왜 오스몬드에게로 

돌아가는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비평가들이 내리는 답으로는 이사벨의 ‘두

려움’이나 그에 따른 포기, 삶의 고통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내면, 실용

주의적 판단, 오스몬드와의 결혼이나 팬지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다양한 윤리적 

스펙트럼을 보인다(Tanner, Krook, Porat, Berkson).  

7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 여인의 초상』연구에서 두드러지는 흐름은 여성

성 연구와 페미니즘 비평이다. 또한 그 짝패로서의 남성성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기존 여성성 연구와 페미니즘 연구가 형성하는 젠더 연구 지형을 비

판하면서 퀴어 이론(Queer theory)과 함께 대두되었다.3 즉 비교적 최근에는 이 

                                           

는 남성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어떤 빛’이 깊은 내면에 비추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어주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매우 강한 이사벨의 양면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

다.   

3 윤조원은 제임스 연구에서 감지되는, 전반적으로 성과 젠더, 욕망에 대해 이해하고 논

의하는 방식의 변화가 “성 차이에 관한 논의에 내포된 이분적 구도를 넘어서서 젠더

의 수행적 차원과 거기서 파생하는 성 정체성의 다원성과 다변성에 주목하고, 나아가 

기존의 이성애적 남녀관계의 틀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최근 학계의 페미니즘 담론의 

변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섹슈얼리티(sexuality) 전반에 관한 연구, 젠

더 연구에서 남성성과 동성애가 부각되는 현상을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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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광의의 젠더 연구4와 섹슈얼리티 연구가 부상하고 있다. 이사벨을 

“인습적인 여성 역할을 거부하고 의존적이고 장식적인 존재가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서기를 결심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여성’(New Woman)”으로 보

는 관점(Carol-Rosenburg, Baym)에서 시작해, 여성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제임스가 여성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견해(Warren)와 제임스 

문학이 지적인 여성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 여성을 희생양으로 만들

며 유배와 죽음으로 내몬다는 극단적인 견해까지(Habegger), 실로 다양한 논지

들이 첨예하게 격론한다.  

호체노어(Kurt Hochenauer)는 이사벨이 “외설적”(obscene)이라거나, 밀턴

(John Milton)의 “이브”(Eve)에 상응한다거나, “사악한 계모”(Wicked stepmother)

라는 식의 평가는 이사벨의 ‘성적 모호함’을 좁게 국한시키는 견해에 불과하며, 

실은 이사벨의 “열정적”(passionate)이지만 동시에 “억제되고”(inhibited), 분열

된(divided) 섹슈얼리티 사이의 긴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제임스의 성적 사실주의(sexual realism)의 성과라고 본다. 헤론(Bonnie L. 

Herron)은 1908년 뉴욕판본에는 캐스퍼 굿우드와의 입맞춤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사벨이 맺는 관계에 대한 성적인 암시가 증가했으며, 제임스가 육

체적 묘사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이사벨의 의식을 강조했음을 

드러낸다. 니임초우(Annette Niemtzow)는 이사벨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결혼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들며 제임스를 규탄한다. 니임초우는 

                                           
4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는 ‘젠더 연구’를 ‘여성주의적 비평’(feminist critique)

이나 ‘여성 중심주의’(gynocentrism)와 구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 의한 글쓰기와 

읽기에 젠더가 드러나는 방식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젠더에 대한 연구는 

여성성뿐 아니라 남성성에 대한 고려를 포괄한다(윤조원 재인용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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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인의 초상』이 “여성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로 시작

되지만 빠르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사벨이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의 문제”로 

전환된다고 지적하면서 제임스가 이사벨에게 “결혼이라는 감옥”(marital prison)

을 설정해놓았다고 비판한다. 블랙우드(Sarah Blackwood)는 이 소설이 이사벨

의 몸을 “숙고하고, 이론화하며, 선택 행위를 하는”(reflects, theorizes, and 

makes decisions) 하나의 “인지 시스템”(cognitive system)으로 상상하며, 이는 

의식이 “육체적”(corporeal)으로 새로이 상상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이

러한 비평을 통해 블랙우드는 서술 속에서 지워진 이사벨의 ‘몸’(body)을 연구

의 중심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제임스가 ‘페미니스트’(feminist)이냐 ‘반페미니스

트’(anti-feminist)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을 넘어서, 이들 페미니즘 비

평은 주체로서의 여성의 몸, 욕망, 섹슈얼리티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페미니즘 연구의 열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남성성(masculinity)이라는 젠더

가 구성되고 경험되고 표현되는 방식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는 『한 

여인의 초상』의 연구 지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성성 연구와 퀴어 이론에서

는 특히 헨리 제임스의 전기적 비평과 결부해 아버지 제임스(Henry James Sr.)

와 형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제임스의 동성애적

(homosexuality) 성향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제임스가 동성애적 성향을 지

닌 작가인지 아닌지를 떠나, 남성성 연구에서는 이 작품에서 제임스가 시도한 

작업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해체하고 복수의 남성성들(masculinities)을 정립하

는 일임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5 즉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남성성

                                           
5 다양한 남성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점은 여성을 억압해온 일원론적이고 본질주

의적인 남성성을 해체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연구와의 접점을 모

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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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체화한 남성 인물들이 이들 연구에서는 작품 해석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루치아노(Dana Luciano)는 랄프 터칫이 “제 3의 성”(third sex)으로서, 

동성애적/이성애적 이분법 체계의 ‘대안’으로 등장한다고 본다. 그녀는 랄프가 

빅토리아조 이데올로기가 “소중히 여기는 근원”(cherished cornerstone)인 강함/

약함, 활동적/소극적 등의 젠더 이분법을 거부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관념에서는 

불완전한 인물이지만, 규범적인 이성애적 질서를 해체하고 젠더 지형을 다양화

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201). 마틴(Robert K. Martin)은 랄프의 동성애가 하

나의 ‘가능성’으로 읽혀야 한다고 본다. 제임스의 소설 세계가 발전됨에 따라 

그의 소설 세계에 드러나는 이성애적 남성 권위의 상실과, 독립적인 여성, 동성

애적 남성이 점점 섞여가는 ‘혼동’을 랄프라는 인물이 반영한다는 것이다. 스미

스(Stephanie Smith)는 랄프(또는 제임스)와 오스몬드의 동성사회적 결합에 대해 

다소 도발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세즈윅(Eve Sedgiwick)의 “독신 남성 분

류”(bachelor taxonomy)에 기대어 두 인물들이 “이사벨을 향한 관심으로 묶여

있다”(bound together by their concern with Isabel)고 스미스는 해석하는데, 오스

몬드와 랄프 사이의 증오는 이사벨에게 투영되며, 두 남성 인물은 서로 “야누스

의 얼굴”(Janus-faced)로 붙어있다고 본다(602). 

위의 비평들은 플롯 차원을 넘어선 이사벨의 깊은 내면을 탐사하고자 한다

는 공통점을 가진다. ‘자유’와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이사벨의 변화에 크게 관

심을 두는 연구와, ‘결혼’이라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이사벨의 ‘여성성’

이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두는 연구 등은 모두 이사벨이라는 인물의 일면은 

적실하게 파악한다. 6  이러한 비평 조류는 작품에서 이사벨이 희구하는 가치가 

                                           
6 다만 이 진술은 위에 인용한 남성성 연구에는 크게 들어맞지 않는다. 위에 인용한 대

부분의 남성성 연구의 기조가 다분히 고의적으로 탈각시킨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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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외적으로 투사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전적으로 상호 배치되는 해석

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이사벨의 열망은 그 자체로 보면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희원이 남성들과의 섹슈얼리티나 욕망의 문제로 표출하지 않으

려는 극단적 억압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 때문에 이사벨은 점점 

이상주의나 극도의 정신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7 

서문에서 드러난 제임스의 의도, 하나의 “소동”(ado, 9)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사벨 아처는 뭘 할 건가?”(Well, what she will do? 원문 이탤릭 12)의 질문에 

화답하는 일은 여러 인물의 의식을 오가는 다층적인 서술 기법과 동시에 많은 

부분, 이사벨의 의식 깊숙이 침투하는 화법 등을 통해 실현된다. 이에 더해, 누

가 보아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사벨이라는 인물을 섣불리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시종 종용하듯 하는 공감 어린 서술자의 ‘옹호’도 가세하여,8 인물에 대

                                           

리고 남성성과 남성들 간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사벨의 욕망은 제

임스가 이 작품에서 가장 크게 공들여 재현한 바로 그 주제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비

평적 오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이들 연구의 문제점은, 굿우드나 랄프, 오스몬드가 

어떤 남성성을 구현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치중하다 보니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비평 지점을 놓치고 해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7  이항 대립적인 면모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사벨의 양면성에 대해, 이사벨의 인습에 

저항하고자 하는 근대적인 면모와, 인습에 굴복하고자 하는 전근대적인 면모로 나누

어 해석하는 비평도 있으나, 이 경우 ‘전근대적’이라 함은 이사벨의 무언가를 ‘내어주

고자’하는 ‘모성’에 기반한 언술로써, 이사벨이 상대 남성과 관계 맺고자 하는 것이 

‘모성’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본 논문과는 차이가 생긴다.  

8 이사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과 그녀 스스로 갖는 가치관 등을 상술한 6장에서 

서술자는 “그녀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 느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우월

성과 혼동하기 쉬운 참을성의 부족을 부추겼다. 이사벨이 오만의 죄를 범할 경향이 

다분하다고 미리 확언해도 무방할 것이다”(it seemed to her often that her mind moved 

more quickly than theirs, and this encouraged an impatience that might easil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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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풀려진’ 해석을 촉진한다. 독자들이 이사벨이라는 여러 미덕을 겸비한 여

성이 오스몬드와 같은 ‘악한’에게 속아 처절한 고통에 처함을 안타까워할 때, 

이사벨이 선택의 과정에서 범한 과오나 심층적 동기는 철저히 가려진다. 서술자

의 태도와 화법의 호위를 받는 이사벨을 비교적 객관적인 지평에 올려두고, 그

녀가 내리는 선택의 전모, 이를 살펴봄으로써 얻게 되는 이사벨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한 방편으로, 도덕적 판단의 수준이 인물들 중 단연 높고, 제임스의 작가적 

목소리를 이따금 대신 내주는 랄프와 이사벨의 관계를 한 축으로 삼을 수 있다. 

랄프라는 인물은 이사벨이 별안간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오스몬드를 마담 멀을 

                                           

confounded with superiority. It may be affirmed without delay that Isabel was probably 

very liable to the sin of self-esteem, 53)라고 그녀의 치명적인 ‘결함’을 독자에게 부각

시키다가도, 이내 “다른 한편 그녀가 종종 범한 실수와 오해는 주인공의 품위를 지키

는 데 관심이 있는 전기 작가라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야만 할 그런 성격의 것이

었다”(Meanwhile her errors and delusions were frequently such as a biographer 

interested in preserving the dignity of his subject must shrink from specifying, 53)라며 

그녀를 감싼다. 이사벨이 저지르는 실수와 성격상의 미숙함 등을 낱낱이 고발하고 때

로는 아이러니로 비판적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이내 “그녀가 독자의 따듯한 배려와 

좀더 순수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주인공으로 의도되지 않았다면 냉정한 비판의 손쉬운 

제물이 되기 십상일 것이다”(she would be an easy victim of scientific criticism if she 

were not intended to awaken on the reader’s part an impulse more tender and more 

purely expectant, 54) 라고 말하는 서술자는 독자의 충실한 정보통 역할을 하는 듯 하

나, 사실상 이사벨에 대한 동정과 공감, 판단 유보로 여론을 ‘몰아가기’ 때문에 독자

는 이사벨의 전모를 간파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써 양산되는 해석은, 오

스몬드와 마담 멀의 협잡에 걸려 넘어간 이사벨이 자신이 기만 당했음을 알아차리고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즉 도덕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면 이사벨의 깨달음의 측면을 협소화하여 단순한 판단에 이르기 쉽다. 본

론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사벨의 깨달음은 ‘남편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것 이상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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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사벨에게도 오스몬드라는 남성, 그리고 그

와의 결혼 결정에 대한 강도 높은 힐난을 직접 퍼붓는다. 서술자의 요구에 따라,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이사벨에 대한 비판을 유보하고 그녀의 결혼 생활을 바

라보는 독자들은 그 결혼이 파국에 이르고 나서야 랄프의 정확했던 시선을 떠

올리고 이사벨의 오판을 재조명하게 된다. 즉, 독자들이 이사벨의 과오를 통렬

하게, 그러나 한 편 이사벨에게 지나치게 공감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해주는 인물이 랄프이다. 독자들이 오스몬드의 불길함을 계속 염두에 지니게 되

는 이유는 제임스가 이사벨과 오스몬드의 사이에 ‘랄프’라는 인물을 두기 때문

이며, 독자들은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읽게 된다. 어쩌면 결혼

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을는지도 모를 엄청난 ‘유산’을 이사벨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결혼 후 이사벨의 불행을 간파한 후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부러’ 로마

에 체류하여 오스몬드 부부에게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종

국에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사벨이 남편을 ‘거역’하고 가든코트(Gardencourt)

로 향하게 하는 랄프는 실로 작품 속 플롯을 조종하는 핵심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랄프와의 관계에서 이사벨은 굿우드나 워버튼 경, 혹은 오스몬드와의 관

계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을 내면을 드러내고 이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 속에 이

사벨의 초상을 그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 

제임스는 자신의 여주인공을 본질적으로 복잡한 존재(naturally of the 

essence that the young woman should be herself complex, 11)로 설정해놓았다. 

그러나 서술 차원에서는 복잡한 다층성을 감추려 하는데, 이를 위해 제임스는 

“그녀[이사벨]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회피와 퇴각, 도주의 

방편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변인물들과의 관계를 하나의 압도적인 관점으로 만드

는 재주”(There is always the escape from any close account of the weak ag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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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spells by using as a bridge for evasion, for retreat and flight, the view of her 

relation to those surrounding her. Make it predominantly a view of their relation 

and the trick is played, 10)를 부린다. 앞서 랄프에 관해 논한 바와 이 점을 연결

해 보았을 때, 이 ‘복잡한’ 소설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이 도출된다.9 이사벨

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녀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관점으로 차

용하여 이에 대한 이사벨의 태도를 살피는 것이다. 이사벨의 불가해한 의식을 

일변도로 추적하는 것보다, 다른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와 그로 인한 사건에서 

각각 다르게—때로는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게— 드러나는 이사벨의 의식들을 

고찰할 때, 제임스가 의도한 이사벨의 온전한 ‘초상’에 더 가까운 초상을 완성

할 수 있다.  

랄프만을 전적으로 해석의 중심에 둘 수 없는 이유는 제임스가 랄프를 통

해 구사하는 ‘아이러니’ 때문이다. 랄프가 제임스의 작가적 분신임은 대부분의 

연구가 동의하는 중론이지만, 인물에 대한 랄프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긍하기

                                           
9 스톤(Donald D. Stone)은 제임스가 사용하는 ‘아이러니’(irony)에 주목해, 그것이 아놀

드(Mathew Arnold)가 『비평 선집』(Essays in Criticism, 1861)에서 취한 방식, 즉 

“진실을 어느 한쪽 측면에서 접근한 다음 다시 다른 면에서도 접근”(To try and 

approach truth on one side after another)하는 방식이라고 부른다(이효석 재인용 26). 

이러한 방식을 차용한 제임스의 작품에는 『한 여인의 초상』 초판본 발행 직후에 쓴 

단편소설인 「관점」(“The Point of View”, 1882)이 있다. 이 단편 소설에는 네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각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미국, 즉 미국에 대한 “부분적인 진

실”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점’이 “서로를 반박하고 보충하

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27)이다. 제임스가 이 

단편에서 인물들을 통해 다른 대상을 파악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처럼, 『한 여인의 

초상』에서도 이사벨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 특히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생

기는 관점을 파악하고, “서로 반박하고 보충”하며 보여주는 이사벨의 진면목을 쭉 꿰

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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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운 면도 존재한다. 이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처한 조건의 간극에서 생

겨난 랄프의 ‘이중성’에서 일부 기인한다. 이사벨이 많은 경험을 얻도록 부추겨 

좌절된 욕망을 우회하여 충족하려는 랄프의 (오스몬드의 그것과는 대별되지만) 

‘이기심’이 마담 멀과 같은 인물에 대한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다. 요컨대 랄프

는 오스몬드에 대해서는 적절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지만, 마담 멀에 대해서는 

일부 무지한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랄프가 구현하는 남성성이나 그 자신의 특

성, 견해 등 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그것들을 ‘이사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와 이사벨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의 문제이다. 나아가 이사벨의 전모를 밝

히는 데 랄프와의 관계를 유일한 축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사벨의 특정 면모

를 판단하게 해주는 굿우드, 오스몬드와의 관계 역시 하나의 축으로 삼고자 한

다. 

 ‘남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의 여러 맥락’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를 통해 ‘여성성’을 더 깊이 고찰 하겠다는 취지는 『한 여인의 초상』 연구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사벨이라는 여성 인물의 의식을 추

적하는 과정에서, 남성 인물들의 욕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결여되어온 비평 

관습에서 벗어나, ‘남성성’(manhood)에 초점을 맞추어 제임스가 재현하고자 했

던 다양한 남성성의 징후와, 그것이 이사벨로 표상되는 근대의 여성적 자아 수

립과 맞물리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해비거(Alfred Habegger)가 주시하다시

피, 다소 “여성적”(feminine)으로 보였던 제임스 역시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을 

두고 내면적 투쟁을 겪었다. 제임스는 19세기 후반, 특히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의 이상적인 남성상, 즉 산업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사회적 성취에 

공격적으로 매진하는 남성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깊은 유

착관계를 이루며,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도 한 발 비껴나 있던 제임스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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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가혹한 남성중심 사회”(a harsh masculine world)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

루고자 했던 야망 역시 품고 있었다. 반타(Banta)가 적절히 지적하듯, 제임스는 

“요란하게 미숙하고, 지칠만큼 강렬하며, 신랄하게 동성애혐오적”(noisily 

adolescent, exhaustively intense, bitingly homophobic)인, 그리고 “군사적이고, 

광신적 애국주의이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려는”(militant, chauvinistic, self-

righteous), 소위 ‘루즈벨트적인’ “남성성”(masculinity)를 참을 수 없었다(24). 문

제는 이 시기에 강조된 이러한 남성성들이 “서부를 획득하는 것”(the winning of 

the West), “우리 민족의 역사에 위대한 서사시적 위업”(great epic feat in the 

history of our race), “‘야만적 족속들’과 멀어지는 것”(away from “barbaric 

tribes”)과 의도적으로 연결되면서 “참된 남성성”(true masculinity), 그리고 “참

된 미국주의”(true Americanism)을 형성했다는 것이다(25-28). 따라서 제임스가 

『한 여인의 초상』의 남성 인물들과 이사벨을 통해 이루는 ‘초상’을 그려나가

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산업 중심적이고 팽창 위주의 당시 미국 문명의 허위와 

허상을 파헤치는 그것과도 맞닿아있다.  

본 논문은 헨리 제임스의 『한 여인의 초상』에 나타난 이사벨의 선택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사회의 주도적 ‘남성성’과 작중 남성 인물들

의 특성에 관한 논의와 연관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깨달음을 

고찰한다.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어떤 기제로 인해 ‘억압적 남성성’의 표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사벨과 같은 인물의 여성성이 생생하

게 창조되지 못하고, 손상된 파국의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지의 문제에 

천착한다. 청혼하는 남성들과의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이사벨은 어느 정도 승리

를 거두지만, 그녀의 ‘자유’는 자신이 끝내 기피하는 ‘규범적 남성성’이 담지하

는 표리부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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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의 ‘진가’(眞價)를 보여주는 것은 작품의 결말인 55장에서 그녀가 취하는 

일련의 ‘선택’이라는 판단 하에, 그 선택의 의미를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깨달음과 연결 지어 규명하고자 한다. 

본론 1장에서는 굿우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회피적인 심리 기

제와 그녀가 내세우는 ‘자유’에 내재된 모순성을 고찰한다. 굿우드는 관습적인 

이성애적 젠더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범적인 남성 인물로서, 여성을 구원한

다는 ‘이념’으로 이사벨에게 다가가지만, 그 이념 역시 배타적 소유욕을 속에 

감춘 허위로 드러난다. 자신에게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굿우드를 이사벨은 역

설적으로 ‘자유’를 위해 거절하며 욕망을 스스로 억압한다.  

본론 2장에서는 랄프 터칫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남녀 관계의 ‘불능적’ 조

건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랄프는 굿우드와 상이한 남성성을 보여주는데, 당대

의 불치병인 폐결핵으로 인한 내적 분열이 그 원인으로 제시된다. 자신의 처지

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항해에 순풍을 불려주고자 하는 랄프와의 관계에서 이사

벨은 모험을 두려워하고, ‘고립’을 원하지 않는, 기존과 상반된 면모를 보인다. 

이를 통해 ‘자유’를 향한 순전한 희구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이사벨의 내면

의 실체를 규명하고, 유산 증여와 임종 장면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상호 이해

에 바탕한 랄프와 이사벨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을 밝힌다. 

본론 3장에서는 길버트 오스몬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사벨의 깨달음

을 고찰하고, 이에 기반해 내리는 이사벨의 최종적 선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어떤 범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오스몬드의 남성성을 작중 유

일하게 이사벨만이 ‘이상화’하고, 그것에 매료되어 결혼하기로 선택하는데, 그 

기저에는 이사벨의 자기 망각이나 이상주의적 실수가 자리한다. 또한 이사벨의 

‘비극’은 굿우드의 기만적인 남성성과 랄프의 이중성, 오스몬드가 재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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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적 주체가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것들과 서로 

삼투하는 이사벨의 모순적 여성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근대적 자유의 딜레마

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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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규범적 남성성과 이사벨의 자유 

많은 비평가들이 이사벨 아처(Isabel Archer)가 작품을 통틀어 겪는 일들을 

묶어 ‘비극’(tragedy)이라 평할 때 그 비극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마지막 장

에서 그녀가 최종적인 향방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캐스퍼 굿우드’(Caspar 

Goodwood)라는, 일견 ‘완벽한’10 남성과의 도주가 유력한 선택지로 눈 앞에 제

시됨에도 이를 뿌리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결말 때문이다. 『한 여인의 초상』의 

첫 장면을 채색하는 것이 가든코트 정원에서 티타임을 즐기는 남성들이었다면

(17), 마지막 인상은 이사벨에게 또 다시 거부당한 채 “인내심을 향한 열

쇠”(the key to patience, 490)를 쥐고 “그 자리에서, 삼십 년은 더 나이든”(it 

added, on the spot, thirty years to his, 490) 얼굴로 무력하게 서있는 굿우드가 차

지한다. 제임스는 이 작품의 결말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굿우드라는 인물을 빼

놓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사벨은 왜 한 번, 두 번도 아닌 수 차례 한결같이 그녀에게 구애하는 굿

우드를 거부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굿우드

의 ‘남성성’(manhood)이 이사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사벨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굿우드의 남성성

을 분석하는 동시에 굿우드와 이사벨의 ‘관계’를 통해 바라보았을 때 작품에서 

                                           
10 굿우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이사벨과의 관계

에서도 그녀가 요구하는 ‘자유’를 약속하며 겉면으로만 보면 결혼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는 인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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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될 수 있는 이사벨의 여성성 내지는 자아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부 평

자들은 마지막 장의 굿우드가 이사벨의 결혼 전 굿우드와는 다르게 ‘변신’ 했다

고 보지만, 그 ‘변신’은 실은 달라진 이사벨의 인식이나 상황에서 연유한 것이

다.11 요컨대 서술 표면에서 감춰진 이사벨의 인식 변화를 감지하게 해주는 ‘리

트머스 시험지’가 굿우드라는 남성이다.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굿우드를 이사벨은 시종 방패처럼 막아낸다. 라깡적 

정신 분석을 통해, 이사벨의 선택을 ‘주이상스’(jouissance)를 경험하기 위한 과

정이라고 해석하는 슬라익(Phyllis van Slyck)은 워버튼 경과 굿우드가 “말 그대

로 이사벨을 욕망의 현전으로 압도한다”(literally overwhelm Isabel with the 

presence of their desire, 원문 이탤릭 639)고 본다.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 빼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소”(I’m capable of nothing with regard to you […] 

but just of being infernally in love with you, 138), “강한 사람은 훨씬 더 강하게 

사랑하니까”(If one’s strong one loves only the more strongly, 138)라며 일방적으

로 이사벨을 몰아붙이는 굿우드의 남성성은 일편 ‘욕망의 현전’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굿우드의 남성성을 이사벨이 단순히 ‘옹호’하거나, 두둔하

지는 않더라도 ‘선택’한다면12 상황은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사벨

                                           
11  물론 굿우드가 주장한 대로, 굿우드는 랄프를 호송하는 동안 랄프에게 영향을 받고 

변화를 겪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굿우드는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장하는 이사벨에 

의해 거의 ‘추방’된 상태였을 때도, 헨리에타(Henrietta)가 보내준 미국발 신문을 계속 

읽으며 헨리에타와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굿우드의 남

성성의 본령을 뒤흔드는 변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가령, 19세기 중반의 문학사가 메리 켈리(Mary Kelly)의 명명에 따라 “가정적 여성작

가”(literary domestics, viii 이경란 재인용)로 분류된 커민스(Maria Susanna Cummins)

의 『점등부』(The Lamplighter, 1854)나 워너(Susan Warner)의 『넓고, 넓은 세상』

(The Wide, Wide World, 1850)의 여주인공들이 그러하다.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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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굿우드의 관계 전반에서, 또는 그의 섹슈얼리티가 가장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구애 장면 이후 보여주는 이사벨의 미묘한 의식이 그녀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역겨움’(repulsion)으로 일괄되기에는 여러 층위를 가지는 복잡한 것이라는 점

이다. 즉, 이사벨이 굿우드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이중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태도를 통해 독자들은 이사벨이 추구하는 자아상이나 여성성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굿우드에 대한 기존 비평들은 “딱딱한 남성성”(hard manhood, 489)으로 표

상되는 굿우드의 남성성을 대체적으로 ‘상상력의 빈곤’, ‘두드러지는 육체성’등과 

연결 짓는 비교적 일관적인 평가를 내려왔다. 리비스(F.R. Leavis)는 굿우드가 

미국의 물질주의적인 면, 강하고 유연성 없는 성실성과 자기 의존의 실질적 의

지를 대표한다고 말하는데, 최근까지 이어져 온 비평들 역시 『한 여인의 초상』

의 인물들 중 굿우드의 해석에서만큼은 이러한 고전적 비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작품의 상징적 면을 집중 조명하는 케틀(Arnold Kettle)은 이사벨이 굿

우드를 거절하면서 ‘미국’을—적어도 굿우드가 재현하는 “젊고, 강하고, 직선적

이고, 억제되지 않고, 단단한”(young, strong, go-ahead, uninhibited, hard) 미국

의 면면을— 거절하였다고 본다. 체이스(Richard Chase)는 번번이 나타나 이사

벨에게 청혼하는 굿우드를 이사벨은 실제적 가능성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성적 권위에 순종하고,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강화된 자아를 획득하며, 그 대가

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은 물론 ‘올바른 남성’을 남편으로 얻는 것으로 그려진

다(이경란 17). 물론 이러한 진술은 주로 남성들이 장악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로서 느끼는 양가감정이 서술의 겹을 통해 다른 의미의 층위를 형성해낸다

는 분석법을 차용하지 않고 플롯만을 고려했을 때 적절할 것이다. 이사벨이 굿우드를 

거절하도록 했을 때, 헨리 제임스는 명시적으로 19세기 중반 당대 여성 작가들의 ‘감

상주의 소설’에서 채택했을 법한 여주인공의 선택 면에서 비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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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인 메사추세츠적 방식을 따분해한다고 평가한다. 체이스는 굿우드를 소설

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스몬드에게서 구해주겠다고 구애하는 순간조차 “남성적 

공격성”(masculine aggressiveness)을 보여 이사벨을 겁에 질리게 하는 남성으로 

본다. 포울러(Virginia C. Fowler)는 굿우드의 남성성을 이사벨과의 자아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 그러나 포울러 역시 굿우드에게 내재된 진짜 힘은 이사벨의 자

유를 박탈하는 위협으로 나타나며, 자유란 이사벨 자아의 온전함(integrity)이라

고 보아, 굿우드의 남성성의 전모가 추상화되는 해석을 견지한다. 55장의 키스 

장면에서 굿우드의 강한 열정이 ‘하얀 번개’(white lightning)로 나타나 오스몬드

의 혐오스러운(lurid) 빛을 상쇄한다고 보는 평자도 있지만, 어느 편이든 굿우드

라는 남성 인물이 이 작품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단순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

다.  

제임스는 굿우드의 남성성이 표출되는 장면 이후에 이사벨의 주요 선택 장

면을 배치시킴으로써 굿우드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한다. 이사벨이 ‘길

버트 오스몬드’라는, 주변 인물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그 계기는 이사벨의 의식으로도, 작가 제임스의 서술로

도 나타나지 않고 다소 비약적으로 처리된다. 다만 굿우드의 일관되고도 압도적

인 구애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던 이사벨이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냄으

로써 독자에게 의문을 증폭시키는 식이다. 이러한 서술은 이사벨이 내린 중요한 

선택들을 추적하고 상기할 때마다 굿우드의 강한 남성성이 오버랩 되도록 작가

가 장치한 격이다. 13 이사벨의 여성성이나 고유한 심리체계에 비추어보았을 때 

                                           
13  이사벨이 오스몬드에게 매혹되어가는 과정과 오스몬드가 이사벨에게 매료되는 순간 

등은 32장 이전에도 드러난다. 그러나 결혼의 결심이 서사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32

장에서 굿우드가 이사벨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받자 마자 팔라쪼 크레셴띠니

까지 찾아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그대가 죽은 셈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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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우드의 남성성은 결국 ‘대안 아닌 대안’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기저에 있

는 작가의 의도를 다양한 층위에서 고찰해야 한다.  

굿우드는 19세기의 가부장제 하에서 이성애적 젠더 규범에 부응하는 남성

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면화 공장을 안정적으로 물려 받은 자산가이자, 자신의 

이름이 붙어 널리 쓰이는 발명품, 훌륭한 대학 교육, 영국에서 돌아다니면 머리

가 껑충 솟아있을 만큼 건장한 신체를 모두 겸비한 남성으로 묘사된다. 19세기

의 이성애적 남녀관계의 종착점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굿우드

는 결혼 시장(marriage market)이라는 남성들의 경쟁의 장(場)에서 우위를 점할 

조건을 갖춘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만나본 가장 훌륭한 젊은이, 정말 

빛나는 젊은이였고, 깊고도 특별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He was the finest 

young man she had ever seen, was indeed quite a splendid young man; he inspired 

her with a sentiment of high, of rare respect, 42) 라는 이사벨의 평가가 과장이 

아닐 만큼 외적 조건에서 굿우드는 완벽한 남성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굿우드의 남성성은 작품의 남성 인물들, 그리고 여성 인물들과의 관

계에 놓였을 때 복잡한 문제를 안는다. 굿우드가 서사에 처음 나타나는 4장 올

버니 장면에서 형성되는 그의 첫 인상은 ‘강건한 육체’에 대한 묘사이다. 제임

스는 굿우드의 강하고 육체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작품 내내 변주하는 동시에, 

바로 뒤이어 이사벨과 굿우드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생략한 채, 이사벨의 관계

에서 “패배한 남성”(a man defeated, 인용자 강조 42)이 되도록 서술한다. 물론 

                                           

게 낫지””(“I’d rather think of you as dead than as married to another man,” 277) 라며 

거세게 추궁할 때이다. 32장 이후로는 “약혼한 두 사람이 매일 사랑의 맹세를 되풀

이”(the affianced pair were daily renewing their mutual vows, 287) 하여도 어색하지 

않게 이사벨의 선택은 기정사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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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뒤이어 굿우드가 이 패배에 쉽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암시를 남기지

만, 작품을 통틀어 굿우드는 예외 없이 이사벨에 대한 ‘공격’과 이사벨에 의한 

‘패배’를 반복하는 남성 인물이다. 즉,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춘 굿우드의 남성

성이 최종적으로 시험 받는 장은 그가 구혼하는 이사벨과의 관계이며, 이 관계

에서 그는 양자간 권력 관계의 줄타기를 반복한다. 굿우드를 ‘패배한 남성’으로 

만드는 그의 남성성에서 문제나 결핍을 읽어내는 작업은, 굿우드를 거부하고 오

스몬드를 선택하는 이사벨의 심리기제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굿우드의 구애를 거절하는 이사벨의 심리는 단순히 그에 대한 호오(好惡)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16장의 구애 장면에서, ‘당신의 이런 점이 싫다’라

는 식의 논리가 아닌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자신의 입장을 상

대방이 배려해주기를 시종 강조하는 이사벨의 심리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

다.  

“난 상냥하게 대해주고 싶은데—아주 친절하게요.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내 입장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자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게 마련이잖아요. […] 하지만 난 정말 결

혼하고 싶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결혼 이야기 같은 건 하고 싶

지도 않아요. 어쩌면 아예 결혼 안 할지도 몰라요. 안 해요. 영

원히. 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자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사려 깊은 행동이 아

니에요.” 

“I only want to be gentle—to be thoroughly kind. It’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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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ful to me to feel people care for me and yet to have to try 

and reason them out of it. I think others also ought to be 

considerate; we have each to judge for ourselves. […] But I 

really don’t want to marry, or to talk about it at all now. I shall 

probably never do it—no, never. I’ve a perfect right to feel that 

way, and it’s no kindness to a woman to press her so hard, to 

urge her against her will.” (138-139)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사가 다소 강박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사벨의 위와 

같은 발화 이후에 굿우드는 이사벨의 얼굴에 어린 “장밋빛 사랑스러운 열

망”(the sight of a rosy, lovely eagerness, 139)이 어린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열

망은 그녀의 말을 분석하려는 굿우드의 시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여기서 남성

과 결혼으로 맺어지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를 바라고 구하는 이

사벨의 모순적인 심리의 징후가 발견된다. 굿우드에게 자신의 특기인 상대방의 

언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사벨의 ‘신체적’ 언어는 그녀의 꽁꽁 

감춰둔 내면을 보여주고, 이 때 “당신[이사벨]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게 불을 

보듯 뻔하”(You’ll marry some one else, as sure as I sit here, 139)다는 굿우드의 

말은 ‘예언’이 되어 실현된다. 이사벨이 굿우드의 청혼 과정에서 보여준 모순적

인 심리는 이사벨의 자아 실현에 필수적인 ‘자유’라는 이념을 굿우드가 계속 전

유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굿우드 같은 남성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이사벨이 계속해서 뿌리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굿우드의 남성적 욕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굿우드는 19세기 당대 미혼 여성들이 처한 입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활용

할 줄도 아는 인물이다. 미국의 토양에서 수확되는 것 중 가질 수 있는 것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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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진 굿우드가, 부모와 재산, 외모를 포함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이사벨

과 같은 여성에게 구애할 수 있는 것은 그 열정의 기저에 여성에 대한 도덕적 

‘이상화’(idealization) 14 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굿우드는 “일년 전에 아처 양을 

알게 되어 그녀를 당대의 최고 미인으로 손꼽”(who had known Miss Archer for 

the last twelvemonth and who, thinking her the most beautiful young woman of 

her time, 42)는데, 그의 평가가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은 이사벨의 외모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일관된 평가로 암시된다. 헨리에타는 유럽으로 오는 기선에서 마

주친 굿우드에게 이사벨에 대한 추상적 찬사를 전달하고(91), 굿우드는 이에 열

렬하게 호응한다. 그러나 정작 이사벨은 “그 사람[굿우드]은 이미 날 너무 높게 

평가해. 그걸 더 부추기면 안 되는데”(He thinks too well of me already; he 

oughtn’t to be encouraged, 91)라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경계한다. 이

상으로 확인한 바, 굿우드가 이사벨에게 청혼하고 구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남

성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이사벨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와, 재산이 없

이는 자유로울 수 없는 미혼 여성을 결혼으로서 구제해주겠다는 환상적 이념15

                                           
14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 여성의 위치는 만연해있는 사회의 타락과 도덕적 방종

을 치유해줄 “국가적 덕목의 유일한 저장소”(Romero, 민진영 재인용 270)로 격상된

다. 급격한 자본주의와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만연했던 상황과 

이로 인한 영역 분리는 사회를 통제하고 결속하며,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켜 미국의 

정신적 이상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해줄 존재를 필요로 했다. 굿우드가 이사벨을 끊

임없이 떠받들고, 그녀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당대 미국 사

회가 요구한 “진정한 여성성”(True Womanhood)과 관련이 있다. 달리 말하면, 굿우드

의 이러한 이사벨 ‘숭배’는 해리스(Babara J. Harris)가 말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근

대 사회의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 “가정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도

덕적, 정신적 가치들을 지켜주는 성소”(Harris, 민진영 재인용 33)에 묶어놓는 앵글로 

색슨 백인계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5  이러한 ‘이념’은 여성의 자아 부정을 딛고 서있기 때문에, 이사벨은 끊임없이 ‘자유’

를 명목으로 그를 거절하는 것이다. ‘자유’로 표상되는 가치의 전유는 굿우드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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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또한 이사벨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당신[이사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The good of not losing you,” 137)

만을 위해 남성적 경쟁에 뛰어드는 굿우드의 남성성은 이성애적 질서 속에서, 

여성과의 결혼만을 추구하는 남성성의 유형을 예시한다. “굿우드는 단순

해”(“He’s very simple-minded,” 91), “숭고한 열정은 아닌 게 확실해”(“It’s not a 

grand passion; I’m very sure it’s not that,” 91)라고 말하는 이사벨은 굿우드의 남

성성이 보여주는 관념성과 환상성을 잘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 여성을 이상화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굿우드의 남성성은 

그러나 언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뀔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서술자나 

이사벨이 굿우드를 묘사할 때 자주 차용하는 이미지는 주로 전통적으로 공적이

고 남성적 영역인 전쟁과 관련된다. 아버지에 의해 남북 전쟁 징집을 면하고, 

‘사내다운’(manly)인 일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던 헨리 제임스가 ‘전쟁’에 대

해 품었을 생각은 자명하다. 작가 제임스처럼 이사벨 역시 어린 시절 남북 전쟁

을 ‘지켜보기만 하며’ 집 안에서 겪어내는데, 그녀는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

을 느낌이나 이미지만으로 기억한다. 남부나 북부의 이념 따위는 “마음에 혼란

만 가중시킬”(to her extreme confusion)뿐이었던 이사벨의 마음에 남북 전쟁은 

“격정적인 흥분의 상태”(in a state of almost passionate excitement)나 북군 남군 

모두의 남성적 “용맹”(valour)으로만 새겨졌을 뿐이다(41). 그런 이사벨에게 굿

                                           

벨 쌍방에게서 나타나는 듯 하다. 이사벨의 ‘자유’를 위해 그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혼을 종용하는 굿우드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고 설파하는 굿우드를 ‘자유’를 위해 

내치는 이사벨의 레토릭은 당대 정치적 담론에 비추어 의미심장한 면을 지닌다. 이사

벨의 거부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면, 이는 ‘가정성’ 담론에 내제된 모순을 간파하

여 자신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 목소리를 되찾는데 담론을 역이용하는 당대 여

성들의 그것의 공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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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는 ‘전쟁’의 이미지로 각인되며, 이는 그의 남성성이 이사벨에게 어떻게 받

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다.   

이사벨은 그[굿우드]가 말을 타고 큰 전쟁—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과 그의 여물어가는 청년 시절에 짙은 그림자를 드

리운 남북전쟁과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를 뚫고 돌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It pleased Isabel to believe that he might have ridden, on a 

plunging steed, the whirlwind of a great war—a war like the 

Civil strife that had overdarkened her conscious childhood and 

his ripening youth. (106) 

굿우드의 남성성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전쟁과 같은 속성으로 여성에게 다

가온다. 이사벨은 굿우드의 몸을 “박물관과 초상화에서 본 갑옷을, 금으로 아름

답게 상감된 강철 갑옷을 입은 전사들의 꼭 맞아떨어지는 신체”(in museums 

and portraits, the different fitted parts of armoured warriors—in plates of steel 

handsomely inlaid with gold, 107)라고 묘사하는데, ‘전쟁’의 이미지가 덧입혀 그

려지는 ‘금속성’ 남성의 몸은 작품에서 여성의 몸에 가하는 그 차갑고 딱딱한 

폭력성이 두드러진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굿우드가 이사벨의 목전에 예고 없이 ‘나타난

다’(present)는 것이다. 굿우드가 구애를 한다는 명목 하에 이사벨이 대서양을 

횡단하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불시에 눈앞에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

만으로도 이사벨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굿우드 씨가 오늘 내일 오겠

거니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꺼낼 게 분명한 말에 대답을 준비해두어 다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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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모가 유럽으로 가자고 제안”(when she expected from 

day to day to see Mr. Goodwood and when she was glad to have an answer ready 

for something she was sure he would say to her, 105)하여, 사실인즉 굿우드를 피

하기 위해 유럽행을 승낙했다는 진술은 굿우드의 남성성에 대한 이사벨의 실감

을 전달한다. 이사벨의 거절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을 때, 감정을 철저히 억

제하는 굿우드의 감정 제어가 잠재적으로는 공격성과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

는 이중성을 이사벨은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다. “제 눈으로 그녀를 보고 싶군

요.”(I do want to see her myself, 383) 라고 말하며, 결혼한 오스몬드 부인을 ‘자

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로마행을 단행하는 굿우드의 ‘단호함’(resolution)은 

이사벨의 말대로 그녀의 “상상력을 완전히 얼어붙게”(left her imagination 

absolutely cold, 106) 만든다.  

굿우드가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은 ‘편지’이다. 굿우드가 미국에 있

건, 영국에 있건, 파리에 있건 늘 이사벨의 앞으로 도달하는 편지는 굿우드의 

영향력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편재함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이사벨이 처한 

조건은 어디서든 굿우드의 남성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

을 때도 ‘이사벨을 보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뉴욕에서 올버니로 이동하던 

굿우드는 이사벨이 가든코트에 온 어느 날 “내가 영국에 온 건 오직 당신 때문

이오. 당신이 떠나고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없었소. 당신이 없으니 내 나라가 싫

어지더군요. 내가 지금 영국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영국에 있기 때문이오”(I 

came to England simply because you are here; I couldn’t stay at home after you 

had gone: I hated the country because you were not in it. If I like this country at 

present it is only because it holds you, 93) 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다. 

‘이사벨이 어디에 있는지’만이 중요할 뿐,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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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우드의 심리는 “가든코트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I care nothing for 

Gardencourt), “저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입니다.”(I care only for you) 라고 말하

는 워버튼의 그것과 조응한다(96). 전술하였듯, 이러한 남성들의 태도를 이사벨

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가든코트는 “이미 다른 청혼자의 급습을 

면하기 힘든 장소”(already liable to the incursions of one suitor at this place, 107)

가 된다. 제임스는 규범적 남성성을 지닌 인물들이 이사벨의 어떤 면모를 좋아

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재현하기 보다, 그들이 이사벨의 앞에 무차별

적으로, 연이어 등장해 우격다짐 식으로 구애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오스몬드

를 선택하는 이사벨의 여정을 예비한다.  

이사벨이 굿우드의 남성성으로 인해 위협받는 것은 비단 신체적인 요소뿐

만이 아니다. 이사벨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듯한 느낌이 그가 행사하는 영향력

의 일부”(it was part of the influence he had upon her that he seemed to deprive 

her of the sense of freedom, 104-105) 이기 때문에 굿우드의 남성성을 끊임없이 

거부한다. 그리고 그 느낌은 이사벨의 마음에 “위험”(danger, 105)으로 각인된다. 

‘자유’와 ‘독립’16의 기치를 내세우며 굿우드를 또 다시 거절하는 힘을 행사하는 

이사벨에게 그가 내세우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사벨의 그것과 같은 ‘자유’와 

‘독립’이다. 이사벨에게 힘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만큼 영리하다는 평

                                           
16 이사벨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관념은 이상 자체의 속성과 이사

벨이 부과하는 속성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듯 하다. 가령 이사벨은 7만 파운드라는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오스몬드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박탈당한다. 즉, 이사벨이 본래 내세웠던 개념 자체에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

데, 굿우드와의 이 장면에서 본 논문이 강조하는 점은 굿우드가 그 불안함을 간파했

다는 사실보다는, 여성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구호에 내재된 굿우드의 위선적 남

성성이다. 상황상 다른 국면을 띠긴 하지만 이 점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장면이 55

장의 벤치 장면이라고 본다.  



  27 

가를 받은 굿우드가 가장 힘이 필요한 순간에 능숙하게 말하는 이 가치들의 의

미는 눈여겨볼 만 하다.  

“난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

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녀는 다시 약간 위엄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그건 나의 개인적인 독립성이에요.” 

[…] 그녀에게 날개가 있고 아름답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

는 사실을 그는 부정한 적이 없었다. 긴 팔에 활보할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그는 그녀가 가진 어떤 힘도 두렵지 않았다. 이사

벨의 말이 그에게 충격을 줄 의도였다면 무위로 돌아갔고, 합

의의 지점이 있다는 느낌이 그를 미소 짓게 만들었을 뿐이었

다. “당신의 자유를 나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

다고? 당신의 완벽한 독립보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하는 당신을 

보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다고? 난 당

신을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결혼하려는 거요.” 

“I like my liberty too much. If there’s a thing in the world I’m 

fond of,” she went on with a slight recurrence of grandeur, “it’s 

my personal independence.” 

[…] He had never supposed she hadn’t wings and the need of 

beautiful free movements—he wasn’t, with his own long arms 

and strides, afraid of any force in her. Isabel’s words, if they 

had been meant to shock him, failed of the mark and only made 

him smile with the sense that here was common groun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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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wish less to curtail your liberty than I? What can give 

me greater pleasure than to see you perfectly independent—

doing whatever you like? It’s to make you independent that I 

want to marry you.” (142) 

귀족 사회라는 ‘체제’에 철저히 귀속되어 있는 워버튼 경과는 달리 굿우드는 

“그만의 시스템이 없는 미국 젊은이”(A young man lately come from America, 

who had no system at all, 95)이기 때문에, 이사벨을 자유롭게 날게 해주려는 듯

한 굿우드의 웅변은 이사벨처럼 독립적인 여성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제임스에 의해 마치 무언가를 ‘붙잡기에’ 최적화된 듯한 “긴 팔에 활보

할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것으로 서술되는 굿우드의 ‘자유’, ‘독립’ 선언은 하버

드의 수업과 사업을 경영하며 철저히 단련된 협상술, 즉 텅 빈 수사에 지나지 

않음이 곧 밝혀진다. 이사벨이 정신적인 면에서 가장 원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

겠다고 장담하는 굿우드의 궤변은 (성적) “에너지”(an energy, 105) 자체로 표상

되는 굿우드의 남성성의 허상일 뿐이며, 이를 그가 밀고 나간 그 끝이 55장의 

벤치 장면이다. 서사의 표층적 내용만으로 굿우드가 이사벨의 자유와 독립을 해

친다는 단서를 잡기는 어렵다. 제임스는 대신, 그의 남성성의 속성을 부각시킨 

후 이사벨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미묘하게 묘사하여 그 허상을 파헤친다.  

제임스는 ‘남성성’이 남성들 간의 위계에 의해 규정되며, 그 남성성은 여성

에 대한 억압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굿우드와 오스몬드의 관계를 통해 보여준

다. 신체적으로도 건장하고, 정신적으로도 결코 이사벨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굿우드에 대해 오스몬드는 “절대로 헤지지 않을 가죽끈과 버클이 많이 달려있

고, 훌륭한 특허품 자물쇠가 장착되어 있는 가방”(an English portmanteau-he 

had plenty of straps and buckles which would never wear out, and a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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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ock, 412)이라고 평가한다. 단지 실용성만을 생각한 튼튼한 여행 가방 

같은 굿우드는 특제 자물쇠가 달려 있어 “녹이 슬어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 않

는 열쇠”(I[Osmond] myself am as rusty as a key that has no lock to fit it, 221) 

인 오스몬드와 대비된다. 타인이 함부로 열 수 없는 자물쇠로 스스로를 단단히 

잠가놓은 굿우드에게 이사벨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열어 보일 수 없다. 오스

몬드가 이사벨을 묘사하는 표현인 “아주 복잡한 자물쇠”(very complicated lock, 

221)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굿우드가 이사벨과 연결될 수 

없음이 암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는 오스몬드는 가지고 있는 여

성이라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점에서 굿우드가 오스몬드의 

관계에서 보이는 ‘여성적’ 위치를 예비한다.  

그는 이사벨에게 굿우드 씨도 결혼하자고 졸라댔느냐고 물었

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놀라움을 표현했다. 시간

마다 종을 치고 위쪽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울리는 높다란 종

탑에 사는 것처럼 멋졌을 텐데 말이다. 위대하신 굿우드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고도 말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가

파른 층계를 끝없이 올라가 탑의 꼭대기에 도달해야 하지만,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사방이 다 보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분

다.’ 

He asked Isabel if Mr. Goodwood also had wanted to marry 

her, and expressed surprise at her not having accepted him. It 

would have been an excellent thing, like living under some tall 

belfry which would strike all the hours and make a queer 

vibration in the upper air. He declared he liked to talk with the 



  30 

great Goodwood; it wasn’t easy at first, you had to climb up 

an interminable steep staircase, up to the top of the tower; but 

when you got there you had a big view and felt a little fresh 

breeze. (412) 

이사벨에게 청혼했던 굿우드를 조롱하고, 그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데서 오

는 성취감을 표현함으로써, 오스몬드는 굿우드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위계 질

서를 굳힘과 동시에 이사벨 역시 그 위계 질서에서 자신의 아래에 위치시킨다. 

오스몬드가 이사벨에게 비아냥댈 때, 굿우드의 구애를 거절하여 “유리한 입지를 

점한 즐거움을 맛보았던”(tasting any advantage of position over a person of this 

quality, 136) 이사벨을 무력하게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오스몬드는 “기민하고 

공격적인 웃음기”(sharp, aggressive smile, 419)를 띠며, 그들 부부를 ‘염탐’하고 

이사벨을 차지할 기회를 엿보러 온 굿우드를 교묘하게17 굴복시킨다.  

오스몬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 손을 살짝 굿우드의 무릎

에 올려놓고, 자신감과 어줍음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주 무례하고 건방진 말을 할 작정인데, 굿우드씨가 그 만족

감을 허락해주셔야 하겠네요. 우리는 굿우드씨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왜냐하면 미래와 조금 화해하게 해주었거든요. 선생 

같은 분이 여러 명 있다면, 그럼 굉장한 거죠! 이건 내 생각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대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날 대변하는데, 내가 아내를 대변 못할 게 뭐 있나요? 

                                           
17  전통적 의미에서의 ‘남성적’(masculine)인 방식이 아닌 수동적으로 표출되는 오스몬

드의 남성성은, 굿우드를 ‘여성화’ 시킴으로써 남성들 간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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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일심동체지요. 

With which he hesitated a moment, laying his hand gently on 

Goodwood’s knee and smiling with a mixture of assurance and 

embarrassment. ‘I’m going to say something extremely offensive 

and patronizing, but you must let me have the satisfaction of it. 

We’ve liked you because-because you’ve reconciled us a little 

to the future. If there are to be a certain number of people like 

you-a la bonne heure! I’m talking for my wife as well as for 

myself, you see. She speaks for me, my wife; why shouldn’t I 

speak for her? We’re as united, you know, as the candlestick 

and the snuffers. (420) 

굿우드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스몬드의 손은, 그가 굿우드와의 경쟁에서 완전

히 우위를 점하였음을 나타낸다. “선생 같은 분이 여러 명 있다면, 그럼 굉장한 

거죠!”라고 비꼬는 오스몬드는 굿우드 같은 청혼자가 더 있었음[워버튼 경]을 

상기시키며, 청혼에 실패한 남성들과 자신과의 위계를 공고히 한다. 굿우드는 

자신의 남성성이 더 강한 남성에 의해 위협당하여, 마치 자신이 남근적(phallic) 

에너지로 이사벨을 위협할 때 이사벨이 보였던 것과 비슷하게 불안한 모습을 

띤다. “오스몬드는 한가롭게 잡담을 하면서 다리를 꼬고 등을 의자에 기댔고, 반

면에 활기라곤 없는 굿우드는 좌불안석,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앉아 있는 작은 

소파를 삐걱거리게 만들었다”(He leaned back with his legs crossed, lounging and 

chatting, while Goodwood, more restless, but not at all lively, shifted his position, 

played with his hat, made the little sofa creak beneath him, 419)라는 제임스의 

서술은 남성들 간의 위계에서 오스몬드에게 제압당한 굿우드의 남성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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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국 “굿우드는 절망했고, 무력했고, 쓸모 없게” (He was hopeless, helpless, 

useless, 422) 되어 거의 여성적(feminine)인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문제는 이때 

억압된 남성성이 이사벨과 단둘이 있을 때, 그 반작용으로 폭발적인 섹슈얼리티

를 통해 발산된다는 것이다.  

이제 그녀와 단둘이 남자, 억누르지 못한 격정이 그의 감각을 

덮쳐 눈이 윙윙거리면서 현기증이 났다. 환하고 텅 빈 방이 어

둑하고 희미해졌고, 펄럭이는 베일 사이로 그녀가 자기 앞에서 

어른거리는 모습을 입술을 벌린 채 어렴풋이 빛나는 눈으로 

바라 보았다. 좀더 분명히 볼 수 있었다면 그녀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음을—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본 것에 겁을 집어먹었음

을—알아차렸을 것이다. 

Now that he was alone with her all the passion he had never 

stifled surged into his senses; it hummed in his eyes and made 

things swim round him. The bright, empty room grew dim and 

blurred, and through the heaving veil he felt her hover before 

him with gleaming eyes and parted lips. If he had seen more 

distinctly he would have perceived her smile was fixed and a 

trifle forced-that she was frightened at what she saw in his own 

face. (425) 

이사벨을 겁에 질리게 한 굿우드의 남성성은 다름이 아니라 굿우드가 나름의 

‘자기 조절’(self-control)로 그 자신의 공격적이고 남근적인 충동을 억누를 때, 

바로 그 에너지가 여성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기제이다. 굿우드는 로마까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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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이사벨에 의해 병든 랄프를 가든코트까지 호송하

는 임무을 부여 받고 교묘하게 처리된다(“she[Isabel] had artfully disposed of the 

superfluous Caspar,” 413). 

제임스가 굿우드의 남성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작품의 

결말을 결정지은 것이나 다름 없는 이사벨과의 마지막 대면 장면이다. 랄프가 

죽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은 이사벨은 가든코트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다. 이런 조건에서 

제임스는 ‘굿우드’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사벨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다. 이사벨이 굿우드의 남성성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작품의 초반부터 거의 자

명했지만, 55장의 조금 달라진 굿우드는 ‘랄프’라는 “권위”(authority, 487)를 등

에 업고 나타나 이사벨을 흔든다. 자신을 위해 조언을 해주곤 했던 다니엘 터칫

과 랄프 터칫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 이사벨에게 굿우드가 제시하는 ‘도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그녀의 영혼에 깊이 박힌다”(his words dropped deep 

into her soul, 486-487). 굿우드는 “당신이[이사벨이] 날 믿게끔 만들어서”(By 

inducing you to trust me, 487) 도울 수 있다고 이사벨에게 말하며, “사람들이 자

신의 뜻을 따르고, 믿고, 앞서 행진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하게 만들 수 있

는”(he liked to organize, to contend, to administer; he could make people work 

his will, believe in him, march before him and justify him, 106)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한다.  

이 장면의 해석을 두고 헌터(Gordon Hunter)는 랄프를 내세워 자신을 선

택할 것을 요구하는 굿우드의 열렬한 구호가 ‘거짓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헌터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48장의 ““나도 불현듯 당신이 떠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걸요?” 랄프가 대꾸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신사가 이사벨 오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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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관해 나눈 유일한 대화였다.”(“Do you know it strikes me as about time you 

should?” Ralph rejoined. And this was the only conversation these gentlemen had 

about Isabel Osmond, 인용자 강조 416)라는 대목이다. 헨리 제임스는 초판을 

1908년 뉴욕판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 전후로 세세한 수정을 거쳤고, 

이 부분 역시 실수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헌터가 드는 근거이다. “우리

가 불행으로 썩어 없어질 운명을 타고난 거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운명인 

거요? 당신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소! 날 믿기만 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소. 세상은 아주 넓어요”(Were we born to rot 

in our misery-were we born to be afraid? I never knew you afraid! If you’ll only 

trust me, how little you will be disappointed! The world’s all before us-and the 

world’s very big. I know something about that, 489)라며 이사벨이 그렇게도 희

구했던 자유를 웅변하는 굿우드의 발화를 한낱 ‘거짓말’로 만든 제임스의 의도

는 명백하다. 굿우드의 거짓말은 “그가 옹호하는 자유의 비전”(the vision of 

freedom that he espouses) 자체를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사벨이 한 때 ‘복종’

하던 “그릇된 형태의 이상”(false versions of an ideal)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143). 제임스가 굿우드의 거짓말을 통해 이사벨에게 이전까지보다 훨씬 더 혹

독한, 랄프의 임종 전에 말한 이사벨 자신의 ‘진실’의 대화까지 무화(無化)할 수 

있는, 자아의 테스트를 거치게 한다고 헌터는 주장한다. 굿우드의 기만적인 사

랑과 한없는 자유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고 나선 이사벨은 바로 그 때야 진실

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함정과 술수에

의 희생이 아닌, 자유의 확장을 맛보게 된다. 헌터의 해석은 이사벨이 갈구하던 

자유의 획득을 굿우드의 기만적인 남성성으로부터의 도피와 함께 놓으면서, 제

임스가 굿우드가 표상하는 규범적 남성성을 근대의 이상적 남성성으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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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했음을 보여준다. 

굿우드는 중요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임종한 그 침대에 

누워서 말이오.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그녀

가 허락하는 한 모든 걸.’ 그렇게 말했소.” 

Said Goodwood as if he were making a great point. “Do you 

know what he said to me the last time I saw him-as he lay there 

where he died? He said: ‘Do everything you can for her; do 

everything she’ll let you.’” (인용자 강조 487) 

헌터의 주장대로, 55장 벤치 장면에서 굿우드가 랄프를 끌고 들어와 이사벨에게 

일시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을 ‘거짓’으로 해석한다면, 결말 장면은 조금 더 섬

세한 의미를 띠게 된다. 헌터는 제임스가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모르게 쓴 텍스

트의 충돌18을 근거로 하지만, 실은 굿우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

들게 만드는 요소는 위의 인용구 내용이다. 과거에는 “목적 없고 무의미한 격

정”(aimless, fruitless passion, 487)에 불과했던 굿우드의 남성성은 이 지점에 오

면, 이사벨의 “온 존재”(in all her being, 487)를 건드리는 어떤 이념(idea)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사벨을 위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

라는 굿우드(가 전한 랄프의)의 말은 결혼 전 오스몬드가 이사벨에게 했던 말의 

공명에 불과하다. 29장에서 “어디든 다 가봐요”(Go everywhere, 262), “모든 걸 

                                           
18  제임스는 랄프가 굿우드에게 로마에서 떠나길 권장하는 대목에서 그것이 두 남성이 

나눈 마지막 대화라고 하지만, 굿우드는 그 때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랄프의 말을 

전언하기 때문에 두 부분의 텍스트가 충돌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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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봐요. 삶에서 모든 것을 뽑아내세요. 행복을 누려요—승리를 거둬요.”(do 

everything; get everything out of life. Be happy—be triumphant, 262)라고 말했

던 오스몬드로 인해 초래된 이사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독자들과 이사벨 자

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굿우드의 전언은 랄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 굿우드의 기만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는 이사벨은 대신 굿우드의 남성성

의 허위를 감각적으로 판별해낸다. “짐짓 정원의 감미로운 향기처럼 다가와 사

람들을 거꾸러뜨리는 사막의 열풍”(the hot wind of the desert, at the approach of 

which the others dropped dead, like mere sweet airs of the garden, 488)과 같은 

굿우드의 말이 촉발시키는 “느낌은 꽉 다문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해서 맛보게 

한 무엇처럼 강력하고 역하고 생소했다”(while the very taste of it, as of 

something potent, acrid and strange, forced open her set teeth, 488)고 이사벨은 

느낀다. 굿우드가 ‘자유’의 이념으로 끊임없이 이사벨에게 들이미는 말에 내재

된 속성은 이전에 굿우드가 보여준 폭력적이고 남근적인 충동에 다름 아니며, 

이사벨이 잠시 혼란을 느끼는 동안 감각적인 섹슈얼리티로 발산된다.  

굿우드는 어스름 속에서 번득이는 눈으로 그녀를 잠시 노려보았

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사벨은 그의 팔에 안겼고 그의 입술이 

그녀 입술에 포개졌다. 그의 키스는 번개의 섬광, 퍼지고 다시 

퍼지다 멈춘 번뜩임 같았다. 키스를 받아들이는 동안 이사벨은 

굿우드의 단단한 남자다움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든 

것, 그의 얼굴과 체격과 태도의 고압적 요소 하나하나가 강렬한 

독자성을 띠면서 이런 소유의 행위와 하나가 되었음을 뚜렷이 

느꼈다. 그녀는 난파당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익사하기 전에 일

련의 영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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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어둠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사벨은 자유였다. 그

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다만 거기서 내달렸을 뿐이다.  

He glared at her a moment through the dusk, and the next instant 

she felt his arms about her and his lips on her own lips. His kiss 

was like white lightning, a flash that spread, and spread again, 

and stayed; and it was extraordinarily as if, while she took it, she 

felt each thing in his hard manhood that had least pleased her, 

each aggressive fact of his face, his figure, his presence, justified 

of its intense identity and made one with this act of possession. 

So had she heard of those wrecked and under water following a 

train of images before they sink. But when darkness returned she 

was free. She never looked about her; she only darted from the 

spot. (489) 

이사벨의 마지막 인식의 확장의 순간은 거의 ‘죽음의 순간’[consummation]과 

성적 절정[consummation]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1881년 판본에는 “그의 키스는 

번개의 섬광 같았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자유였다”(His kiss was 

like a flash of lighting; when it was dark again she was free, 575)라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 뉴욕판에는 위와 같이 이사벨의 감각과 인식이 상세히 드러난다. 말 

그대로 ‘출구’가 없는 상황에 놓인 이사벨에게 낭만적 이념으로 무장한 굿우드

의 남성성은 이사벨이 의존하고 싶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굿우드를 선택하

는 것이 오스몬드와의 결혼생활, 그리고 랄프의 죽음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

어낸 이사벨의 모든 깨달음을 퇴행시키는 것임을 알기에 이사벨은 ‘구원될’ 마

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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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든 남성과 사랑의 불모성 

본론 1장에서는 19세기의 이성애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는 굿우드의 남성성

이 이사벨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이사벨이 오스몬드의 남성성을 선택하

도록 은연중에 공모하게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사벨에게 구애하고 청혼하

는 굿우드의 남성성의 이면에는 언제 표출될 지 모르는 남근중심적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이사벨은 굿우드에게 끊임없이 매혹되면

서도 절대 그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장에서는 굿우드와는 남성적인 면모에서 대척점에 위치하는 랄프의 남성성과, 

이사벨-랄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랄프의 남성성은 수동성과 소극성을 담지 하지만, 그 때문에 권위적인 남

성성을 자발적으로 탈피하고 여성 인물들과 공감에 기초한 소통을 하는 면모를 

지닌다. 굿우드나 워버튼 경에게서 이사벨이 느끼던 적극성이나 공격성 등을 결

여하고 있지만 그들에 비해 이사벨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사벨의 감추어

진 내면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랄프이다. 본 장은 이러한 랄프가 

왜 폐결핵이라는 ‘불능’과 ‘불치’의 상태를 시작부터 부여 받아야만 했는가의 문

제의식에서 시작해, 불치의 조건이 만들어 낸, ‘관찰자’적 욕망과 유산 증여의 

기저에 깔리는 랄프의 ‘이중성’이 이사벨이 바라는 남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도

록 만든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기존 비평에서 랄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사벨에 대

한 진실된 사랑을 지닌 채, 자신으로 인해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된 이사벨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감을 끝까지 가져가는 인물이라는 평

가가 한 축이라면, 랄프가 자기 몫의 유산을 이사벨에게 증여한 행위가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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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에 주목해 랄프를 비극을 일으킨 ‘원흉’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른 한 축이다. 

랄프를 신파적(melodramatic)이고 유약한 남성 인물로 보는 전자의 입장

(Dupee, Weisbuch)보다는, 지략적인(manipulating) 인물로 보는 후자의 해석

(Gass, Freedman, Holland)이 최근까지 훨씬 지배적이다. 본 논문은 랄프를 바

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랄프라는 인물이 담고 있는 ‘분열적’ 면모, 거기서 파생

하는 ‘이중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랄프의 성장 환경은 그가 자신의 남성성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암시

한다. 랄프는 미국과 영국에서 골고루 교육받으며 성장한 인물로, ‘튜더 왕조’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고택 가든코트(Gardencourt)에서 ‘미국인’임을 끝내 

고수하려는 아버지 다니엘 터칫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설정 자체가 랄프라는 

인물의 특성을 대변한다. 랄프가 자라온 공간인 가든코트는, 주지하였듯 전통적

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조화를 이루는 곳일 것만 같다. 그러나 작품의 시작

을 여는 가든코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딘가 변칙적(anomalistic)이다. 작품

은 “[티타임] 의식의 신봉자들을 줄곧 배출해온 것으로 알려진 성별”(the sex 

which is supposed to furnish the regular votaries of the ceremony I have 

mentioned, 17)인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점유하는 가든코트

에서의 티타임 장면으로 시작한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살면서 오후의 티타임으로 알려진 

의식에 바치는 것보다 더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별로 없

다. 차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물론 차를 절대 마시지 않는 사

람도 있기는 하다—티타임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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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re are few hours in life more 

agreeable than the hour dedicated to the ceremony known as 

afternoon tea.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whether you 

partake of the tea or not—some people of course never do—the 

situation is in itself delightful. (17) 

그림같이 펼쳐진 가든코트의 정원에서 벌어지는 티타임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곳이 단순히 역사가 오래된 저택이 아니라, 제임스가 포착한 특정 세계

의 속성이 반영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임스가 강조하듯, 전통에 따른

다면 여성 귀부인들이 소요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성들로만 가득 차 있는, 

‘영국적인’ 저택 가든코트에서의 ‘영국적이지 못한’ 티타임은 터칫 부인(Mrs. 

Touchett)을 위시한 여성의 부재, 즉 새너(Kristin Sanner)가 이 작품 전반에 대

해 지적 하는 바, ‘어머니의 부재’(missing mothers)가 두드러지는 장면이다. 랄

프는 어머니를 1년에 한 번 본다는 식의 말로 그 부재를 드러내고, 여성이 있어

야 할 곳에 없는 이 상황에서는 “개킨 숄을 무릎에 덮고 있었고, 발은 수놓은 

두꺼운 슬리퍼로 감싼”(a shawl was folded upon his knees, and his feet were 

encased in thick, embroidered slippers, 19) 병든 터칫씨(Mr. Touchett)에게서 희

미한 여성적 흔적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Feminized Fathers”; Sanner]. 남성

과 여성의 위치가 거꾸로 바뀌어있고 인습을 뒤흔들어놓는 가든코트에서의 이 

장면은 랄프의 내면세계의 반영이라 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회화적으로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기 때문에 기존 비평에서는 가든코트를 

랄프와 이사벨의 정신적 고향, 도덕적 중심, ‘낙원’이라는 의미에서 “에덴 동

산”(Eden) 등으로 해석하고, 이는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해석은 랄프와 이사벨의 관계가 이사벨의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생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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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상정하는 것으로, 그 점에서는 본 논문의 해

석과 차이가 생긴다. 랄프와 이사벨의 ‘관계’는 랄프의 ‘진심’으로 철저히 포장

되어 소설의 측면에서는 가든코트에서의 죽음에 임박한 격정적 ‘멜로드라마’를 

연출해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 도사리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이사벨의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한다. 랄프의 ‘행위 없는 관찰자적 삶’을 타인의 삶을 통

해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과, 거기에서 연유한 유산 증여가 아니었던들 이사벨이 

오스몬드와 결혼했을 가망은 희박하다.  

제임스는 작품의 문을 여는 장면부터 ‘젠더’(gender)에 대한 의식을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 드러내며, 자연히 가든코트로 표상되는 소설 속 세계의 젠더 

질서 내지는 성 역할에 주목하게 한다. 가든코트의 세계에는 어머니의 부재, 병

든 아버지, 여성화된 아버지, 서로를 의지하는 병든 부자의 긴밀한 관계, 랄프 

자신의 병든 몸이 있다. 또한 티타임이라는 “의식”에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

는 인물은 터칫씨 단 한 사람뿐이며, 나머지 남성들은 수다스럽게 너스레를 떨

고 있는데, 이 장면은 영국 소설의 전통적 장면이자 귀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티타임 장면을 제임스가 비틀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과 ‘전도된 젠더 

질서’는 가든코트의 소산인 랄프에 의해 이사벨이 소유하게 되는 재산, 나아가 

오스몬드와의 결혼의 뿌리에 깊이 침윤되어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시작 장면에서 보여지듯, 랄프의 어머니는 그의 성장 과정의 대부분에서 부

재했고,19 랄프와 아버지는 평범한 부자 관계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으로

                                           
19 비단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아들 랄프가 죽어도 상황이 객관화될 정도

로 정서적 유착관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랄프의 어머니 리디아 터칫의 부재는 ‘모성’

의 부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마담 멀이 딸에게 보이는 ‘모성’적 행동—워버튼 경과 팬

지의 혼인을 성사시키려는—으로 인해 미국으로 축출당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모성애’를 통해 구축해나가는 관계는 그녀들의 ‘자아’를 말소



  42 

도 정서적으로도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인 다니엘 터칫은 

미국인으로서 영국 사회에서 성취한 막대한 부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차를 차

려놓은 다탁 옆 키버들 의자에 깊이 파묻혀 앉아 있는 노인”(an old man sitting 

in a deep wicker-chair near the low table on which the tea had been served, 17)

으로 소개된다. 이는 푹신한 요람에 파묻힌 아기의 이미지를 상기시키기도 하는

데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만큼이나 병약한 아들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데서 

더 강화된다. 이로 인해 랄프의 남성성에는 일찍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적

이고 압제적인 성격이나, 정력적인(vigorous) 힘이 결여되어 있다.  

랄프의 아버지 터칫 씨는 티타임에 참여한 남성들 중 유일하게 찻잔을 쥐

고 차를 마시는데, 그의 찻잔은 “티 세트와는 모양이 다른, 화려한 색상의 유달

리 큰 잔”(an unusually large cup, of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rest of the set 

and painted in brilliant colours, 17)이어서 그가 가든코트에서 세우려는 가부장

적 권위 의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성 가부장으로서 터칫씨가 세우려는 권위는 

그렇게 강한 힘을 갖지 못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터칫씨가 시종일관 무릎에 덮

고 있는 ‘숄’은 같이 살지도 않는 아내인 리디아 터칫(Lydia Touchett)의 것이며, 

아내의 물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그가 아내의 권위 하에 놓여있음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남성 가부장보다 더 강한 힘을 점유하고, 남성

은 ‘여성화’(feminized)되어 유약하고 무력한 면모를 보이는 이 뒤바뀐 젠더 질

서를 랄프가 의도적으로 지켜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랄프가 자신의 남성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장면이다. 랄프와 랄프의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시키거나 억누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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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젠더 질서에서 경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셈이다. 자신을 무력하게 

하는[impotent] 질병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존재 방식을 규정하

는가는 랄프의 남성성을 고찰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추우세요?” 아들[랄프]이 물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리를 문질렀다. “글쎄, 모르겠구나. 느낌이 

올 때까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느껴드려야 할까 봐요.” 젊은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 나야 늘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길 원하지! 날 가엽게 여기

지 않나, 워버튼 경?” 

“아, 물론이지요. 아주 많이요.” 워버튼 경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신사가 즉각 답했다.  

“Are you cold?” The son enquired. 

The father slowly rubbed his legs. “Well, I don’t know. I can’t tell 

till I feel.” 

“Perhaps someone might feel for you,” said the younger man, 

laughing. “Oh, I hope someone will always feel for me! Don’t 

you feel for me, Lord Warburton?” 

“Oh yes, immensely,” said the gentleman addressed as Lord 

Warburton, promptly. (인용자 강조 20) 

서술자가 밝히듯 터칫씨의 병은 ‘통풍’이며, 이로 인해 사지의 감각을 느끼기 

어려워진 터칫씨는 질병으로 인해 성적으로 무력해진 남성을 재현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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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터칫 부인(Mrs. Touchett)의 권위로 해석되는 숄을 무릎에 덮고 있는 이상 

터칫씨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주체로 서기 어렵다. 블랙우드(Sara Blackwood)는 

“feel for”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즉 공감하거나 로맨틱한 감정을 담은 것으로 

보지 말고, “몸의 요구”(a need for a body)로 볼 것을 주문한다.20 터칫 부자의 

                                           
20  ‘몸의 요구’에 관련된 한, 몸이 ‘불능’ 상태인 랄프는 내적 욕망을 기민하게 포착할 

줄 안다. 제임스가 가든코트에 이사벨의 존재를 처음 드러내는 방식은 다른 여성인물

들이나 남성인물들과는 다르다. 이사벨은 “동물의 육체적인 발산”(the bodily 

emanations of an animal, Blackwood 273)을 대동하고 작품 속 남성인물들의 눈 앞에 

등장한다.  

그가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테리어가 별안간 튀어나가 한

바탕 목청 높여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이었는데, 도전보다 환

영의 뜻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문제의 인물은 젊은 숙녀였고, 작은 짐

승의 환영인사를 즉각 알아들은 것 같았다. 테리어는 쏜살같이 달려가 

그녀의 발치 아래 멈춰 서서 올려다보며 열심히 짖어댔다. 그러자 그

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 손으로 강아지를 들어올려 계속 컹컹거

리는 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제야 따라잡은 개의 주인은 번치의 

새 친구가 첫눈에도 예뻐 보이는 검은 옷의 키 큰 아가씨임을 알게 되

었다.  

His attention was called to her by the conduct of his dog, who had 

suddenly darted forward with a little volley of shrill barks, in which the 

note of welcome, however, was more sensible than that of defiance. The 

person in question was a young lady, who seemed immediately to 

interpret the greeting of the small beast. He advanced with great rapidity 

and stood at her feet, looking up and barking hard; whereupon, 

without hesitation, she stooped and caught him in her hands, holding 

him face to face while he continued his quick chatter. His master now 

had had time to follow and to see that Bunchie’s new friend was a tall 

girl in a black dress, who at first sight looked pretty. (25) 

이 장면 이후에도 이사벨이 특히 눈길을 주고, 틈만 나면 안아주며 아끼는 모습을 보

이는 대상은 ‘번치’(Bunchie)라는 이름의 작은 테리어견이다. 정원에 있는 개들은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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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대신 느껴줄’ 매개를 통해 발산될 수밖

에 없음을 제임스는 이 장면에서 드러낸다. 폐에 치명적인 병을 달고 살기 때문

에 직접 행위 할 수 없는 랄프는 아버지의 발화를 이해하지만, 욕망을 우회시켜 

표출할 필요가 없는 워버튼 경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숄 때문에라도 기분이 저조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I should 

think you would be very unhappy with that shawl,” 20)라고 말하는 워버튼 경에

게 랄프는 “천만에, 숄은 꼭 덮고 계셔야 해!”(“Oh no, he must have the shawl!” 

20),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면 안 되네.”(“Don’t put such ideas as 

that into his head,” 20)라고 응수하면서, 숄을 지켜내려고 한다.21 미국과 영국의 

                                           

만 나면 이사벨을 따라다니는데, 인간의 감지(perception)보다 선행하는 ‘동물성’(내지

는 유동성)은 이사벨의 몸이 생물학적 의미의 불변적인 몸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새

롭게 생성되는 경험 주체로서 여성의 가능성을 암시함을 보여준다. 워버튼 경이 이사

벨이 “독립적인 젊은 여성”(the independent young lady, 26)임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

가 강아지를 다루는 방식”(from the way she handles the dog, 26)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유동성을 포착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워버튼 경은 이 장면이 함축하는 이사

벨의 가변적인 행동 양식을 짐작하지 못한다. 워버튼 경이 나타내는 규범적 남성성이 

전제하는 여성의 ‘독립성’이란 단순히 몸이 자유롭게 움직임을 말하기 때문이다. “독

립성”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성의 주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이는 랄프는 이사벨이 계속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의 의미를 간파하고, 그 자

신 또한 워버튼 경의 로클리 저택에 가서도 집보다는 ‘개’에 관심을 보인다. 이사벨은 

그런 랄프에게 강아지를 반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다. 랄프는 이성적 판단이나 의식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사벨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21 작품의 남성 인물들 중 랄프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존해있고, 그들의 젠

더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제임스가 랄프의 남성성을 통해 기존 

젠더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랄프는 ‘이

름’(first name)으로 호명되는 유일한 남성 인물이기도 한데, 장성한 남성들은 관습적

으로 가문을 나타내는 ‘성’(last name)으로 호칭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랄프가 가부장

제에서 비껴있음이 사회적으로도 묵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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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명문인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각각 수학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랄프가 폐병에 걸린 이후에는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은행의 일을 물려받지 않

으려 하는 것 역시, 22  그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남성에게 부과되고 기대되는 

젠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표증이 된다. 터칫씨에 대해 서술자는 “어

떤 차이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어떤 습관들은 끝내 습득하지 못했으며, 어

떤 모호한 부분들을 해명하려고 나선 적도 없었다. 마지막 사안의 경우, 그가 

어느 날 해명하러 나섰더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으리

라”(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he had never perceived, certain habits he had 

never formed, certain obscurities he had never sounded. As regards these latter, 

on the day he had sounded them his son would have thought less well of, 44)라

고 평가하는데, “모호한 부분들”은 특히 랄프의 남성성의 핵심적 특징이 된다. 

아버지 다니엘 터칫의 여성화, 무력화를 ‘조장’하고, 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

지하려 하는 이는 다름 아닌 아들 랄프다. 신사들(gentlemen)의 피 튀기는 경쟁

장인 ‘결혼 시장’(marriage market)에서 자신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이성애적 젠

                                           
22 과거의 터칫씨는 랄프에게 ‘대학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이 원하는 관습적 남성성

을 주입하려고 하였으나, 터칫씨가 간파하지 못한 랄프의 내면을 서술자가 서술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주변의 관습에 순응했다. 하지만 그의 순응은 독자성을 아주 소

중히 하는 인물의 가면이었다. 그 무엇도 그를 오래 사로잡지 못했고, 따라서 천성적

으로 모험과 아이러니를 즐기는 그는 끝없이 분별하고 평가하는 자유를 누렸다”(His 

outward conformity to the manners that surrounded him was none the less the mask 

of a mind that greatly enjoyed its independence, on which nothing long imposed itself, 

and which, naturally inclined to adventure and irony, indulged in a boundless liberty 

of appreciation, 인용자 강조 43-44), “아버지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발상들로 머

릿속을 가득 채운 랄프”(Ralph, whose head was full of ideas which his father had never 

guessed, 44)라는 서술자의 언급은 랄프가 터칫씨가 유지하려 하는 가부장적 남성성과

는 다른 남성성을 지닌 인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랄프를 결혼시키려 하는 터칫씨의 

권유를 랄프가 계속 거절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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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규범에 부합할 수 없는 랄프에게 이러한 ‘비틂’과 ‘비틀어진 체제의 유지’는 

생존 조건이자 그의 (숨은) 강점이다. 

랄프의 폐결핵(consumption)이 그의 남성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

기 전에 먼저 병을 얻은 전과 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랄프의 경우 병에 걸리

기 이전까지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랄프의 과

거를 서술한 5장에서 랄프는 옥스포드를 졸업한 후 약 2년간 아버지의 은행에

서 높은 자리의 “책임과 명예”(responsibility and honour, 44)를 받아들인다. 이

는 랄프가 “남다른 성취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게 힘든 시기”(the time 

when he had found it hard that he should be obliged to give up the idea of 

distinguishing himself, 46)가 있을 만큼 관습적인 남성적 가치로 표상되는 사회

적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었음을 예증한다. 또한 굿우드가 열렬히 외치

는 것처럼 ‘자유’나 ‘독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적 면모 역시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독감에서 시작한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해 랄프는 “일을 그만두고 

건강을 돌보라는 유감스러운 지시를 문자 그대로 따라야만 했다”(give up work 

and apply, to the letter, the sorry injunction to take care of himself, 45).  

이후 제임스가 랄프의 의식 속을 서술한 대목에서 랄프는 병든 자신과 그

것을 바라보는 자신 사이의 내적 분열을 겪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랄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즉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신과 끊

임없이 합일하려는 노력을 들여야 함을 다음 장면에서 알 수 있다. 

돌봐야 할 대상이 자기와는 전혀 달랐고, 재미없고 무심한, 공

통점이라고는 없는 존재 같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안면을 트자 

좀 나아져서, 랄프는 마침내 그를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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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색하지 않고 예우하기에 이르렀다. 불행은 기이한 동반자를 

만드는 법, 그 문제에 중요한 뭔가가 걸려 있다고 느낀 랄프는

—그 뭔가가 평범한 재사(才士)로서의 평판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떠맡게 된 염치없는 친구에게 신경을 썼는데, 덕분에 결

과적으로 가엾은 친구가 목숨을 부지했다. 

It appeared to him it was not himself in the least he was taking 

care of, but an uninteresting and uninterested person with whom 

he had nothing in common. This person, however, improved on 

acquaintance, and Ralph grew at last to have a certain grudging 

tolerance, even an undemonstrative respect, for him. Misfortune 

makes strange bedfellows, and our young man, feeling that he 

had something at stake in the matter—it usually struck him as his 

reputation for ordinary wit- devoted to his graceless charge an 

amount of attention of which note was duly taken and which had 

at least the effect of keeping the poor fellow alive. (45) 

서술의 어조는 매우 담담하고, 랄프 역시 체념과 수용을 체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지 알 수 있다. 랄

프에게 갑자기 나타난 사촌 누이 이사벨은 “좋은 책을 형편없는 번역으로 읽는 

형국”(reading a good book in a poor translation, 45)인 그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인 입지를 타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인다.  

제임스가 작품의 인물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적, 도덕적 앎을 보이는, 그

것을 넘어 여성의 욕망을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랄프에게 ‘불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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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랄프의 폐결핵은 23 작품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

로 작용한다. 첫째는 랄프의 행위 없는 ‘관찰자적’ 삶, 둘째는 ‘남성

적’(masculine)인 면모의 박탈, 마지막은 이사벨에게 구혼하는 남성들의 견제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이다. 랄프에게는 생존의 조건인 ‘분열’과 기이한 ‘이

중성’, 그리고 성적 욕망의 억압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발 비껴나 있음의 

근원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시작인 ‘불능’의 질병이다.  

랄프의 여성화된 남성성24은 작품의 다른 남성 인물들이 가지지 못한 자질

                                           
23  본 논문이 ‘폐병’(consumption)과 폐병 환자에 관한 19세기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차용할 때는 주로 탠카드(Alexandra Tankard)나 그가 비평에 인용한 학자들의 논의

에 따름을 밝힌다. 탠카드는 질병에 대한 19세기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의학적 맥락 

위에서 폐병에 영향 받은 랄프의 남성성을 고찰한다. 폐결핵(pulmonary tuberculosis)

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질병이지만 사회적, 이데올

로기적 영향은 죽음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영문학사에서는 이미 키츠(John Keats, 

1795~1821)로 유명한, “폐병 환자 타입”(consumptive type)의 사람들에 대한 통념은 

폐병이 만성적이기도 하지만 영구적이고, “폐병이 정체성이 되게 하는”(identity-

conferring) 질병이라는 것이다(61). 이러한 통념들 때문에 19세기의 폐병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질병은 질병 그 이상, 즉 “이미 결정된 존재의 상태”(a predetermined state 

of being)였다. 폐 질환은 경제적으로도, 생식적으로도 가장 정점에 있는 15세에서 35

세 정도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퍼져, 폐결핵 환자들은 결혼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았고, 

전임으로 고용하기에도 상태가 너무 나빠 주로 가족들에게 의존하거나 구빈원(the 

workhouse)에서 죽어가곤 했다.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젊은 남성들은 “남성다

움”(manliness)이 공적으로 시험 받고 전시되는 “상업적, 생식적 성공의 장(場)”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사회적으로도 스스로도 “그 시대의 남성성의 기준들”(their era’s 

standards of masculinity)에 맞지 않다고 평가 받았다(62). 

24 19세기의 의학적 서적에서도 폐병은 “여성적”(feminine)이거나 “여성화하

는”(feminizing) 조건으로 나타난다. 1881년 출판된 베스트셀러인 『폐결핵 또는 폐질

환; 그리고 그것의 효과적인 치료』(On Consumption of the Lungs, or Decline; and its 

Successful Treatment)에서 저자 콩그리브(George Thomas Congreve)는 전형적인 폐병 

환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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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갖추게 한다. 랄프는 그의 외모에서부터, 병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보살

피는 “간병인”이라는 역할, 당시의 이성애적 젠더 규범에서 상정하는 남성중심

적 인식론의 결여,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의 남성적 가치의 부재, 폐결핵이라는 

통념적 질병 등으로 인해 ‘여성화된’(feminized) 남성성을 보인다. 그의 남성성

은 당대의 문화적 정치적 주류를 정의하는 이념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여성’

들과 공감할 수 있는 면모를 형성한다. 25 남성적 질서의 은유로서의 화폐나 금

                                           

이러한 조건은 외양으로 자주 표식 된다. 긴 목과 도드라진 어깨, 

좁은 가슴으로, 그리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 고운 머릿결, 섬세

하게 장밋빛이 도는 혈색, 불거져 나온 혈관들, 두꺼운 윗입술 등으

로 나타나는 식이다. 가는 목소리와 굉장한 정신적 감수성 역시 지

표가 되기도 한다. 

This condition is frequently marked by external appearances; by a 

long neck, prominent shoulders, and a narrow chest; by a fine clear 

skin, fair hair, delicate rosy complexion, large veins, and thickness of 

the upper lip. It is also indicated by a weak voice and great mental 

sensibility. (Tankard 재인용)  

작중 랄프의 외양 묘사 역시 이러한 전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랄프의 외양은 그

의 남성성의 여성적(feminine) 면모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탠카드는 육체적으로 유

약하고, “고우며”(fair), “섬세하고”(delicate), “가는 목소리와 굉장한 정신적 감수성”(a 

weak voice and great mental sensibility)으로 고통 받는 남성 폐병환자들은 그들의 질

병으로 인해 “거세된 존재”(being emasculated)로 묘사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남성 폐병환자들은 만성 폐결핵으로 진단 받음과 동시에, “일종의 대안적 남성 정체

성”(an alternative masculine identity)을 구축하여 자신들을 잠정적으로 거세시키는 질

병을 둘러싼 문화적 전형(stereotype)들에 대응한다(62). 

25  타자적 존재를 대하는 랄프의 태도는 그의 몸의 이질적 존재인 ‘폐병’을 처음에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다가 “내색하지 않고 존중하게”(undemonstrative 

respect, 45) 되었다는 진술에서도 암시된다. 물론 이러한 랄프의 특성이 오스몬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

할 길이 좌절되었을 때 형성된 ‘비자발적’이고 ‘분열적인’ 속성을 띤다는 것도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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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환에 대해 통달해있는 아버지 터칫 씨가 내심 반대하는데도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도덕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사벨에게 유산

을 증여한 랄프의 ‘혐의’는 물론 명백하다. 그러나 랄프가 이사벨의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녀를 부자로 만들어 ‘자유’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오스몬드

가 이사벨의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재현하려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특히 랄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사

벨의 자유를 박탈하는 굿우드나, 이사벨이 추구하는 자유의 속성을 간파하고 이

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이용하는 오스몬드와는 달리, 이사벨이 진정으로 자유롭

기를 원한다.  

두 사람은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는데, 특히 랄프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넌 내 질문에 대답했어.” 그가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었지. 정말 고맙구나.” 

“별말 한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넌 세상이 흥미롭고 그 세상에 온 

몸을 던지고 싶은 거야.” 

눈물 어린 그녀의 눈이 어스름에 잠깐 빛났다. “난 그런 말 한적 

없어요.”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하지 마라. 너무 멋지니

까!” 

“오빠가 나한테 뭘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난 조금도 

                                           

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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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적이지 않아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라요.” 

They exchanged a gaze that was full on either side, but especially 

on Ralph’s, of utterances too vague for words. 

“You’ve answered my question,” he said at last. “You’ve told me 

what I wanted. I’m greatly obliged to you.” 

“It seems to me I’ve told you very little.” 

“You’ve told me the great thing: that the world interests you and 

that you want to throw yourself into it.” 

Her silvery eyes shone a moment in the dusk. “I never said that.” 

“I think you meant it. Don’t repudiate it. It’s so fine!” 

“I don’t know what you’re trying to fasten upon me, for I’m not 

in the least an adventurous spirit. Women are not like men.” (134) 

작품 속 다른 남성들은 엄두도 못 낼 상황에서, 랄프는 “짙어가는 어스름 속 광

대한 도심에서 그녀와 단둘이”(alone with her, in the thickening dusk, in the 

centre of the multitudinous town, 130) 있으면서, 이사벨과 삶의 방식에 대해 깊

은 대화를 나눈다. 그 결과 위의 인용문에서는 여태까지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사벨이 보여준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사벨의 

‘자유’를 존중하는 척 하는 남성 인물들과는 달리, 랄프는 진정으로 이사벨이 

‘젊은 남성’과 똑 같은 식으로 자유를 누리길 바라고, 이를 느낀 이사벨은 눈물

을 비친다. 시종 남성들보다 더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리라는 선언을 하던 

이사벨의 ‘본심’이 이 장면에서 랄프에 의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혹은 그녀와 같은 ‘여성’이 그렇게 ‘모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랄

프는 이사벨의 일견 모순적인 내면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남성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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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라는 말에는 ‘자유’라는 환상을 위해 여성성을 억압

해야 하는 이사벨의 분열적 조건이 함축되어 있고, 여기서 두 인물은 깊이 교감

한다. 

이사벨의 처지를, 굿우드처럼 달변가적인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

쩌면 뼛속부터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는 랄프가 “그 돈을 펑펑 써버릴 수 밖에 

없는”(who cannot help squandering it[the patriarch’s vital stuff, Habegger 176) 

이사벨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것은 파국을 예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육만 파운드를 가진 아가씨가 재산을 노리는 구혼자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았니?”(Doesn’t it occur to you that a young lady with sixty 

thousand pounds may fall a victim to the fortune-hunters? 162) 라는 터칫 씨의 

물음에 “그게 위험 요소고 그것도 계산에 넣었어요. 위험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는 않아요. 그런 위험에도 대비가 되어 있고요”(That’s a risk, and it has entered 

into my calculation. I think it’s appreciable, but I think it’s small, and I’m 

prepared to take it, 162)라고 대답하는 랄프의 심리는 특히 의뭉스러운 느낌을 

남기는데, 위험에 대비해 준비해두었다고 하는 랄프의 대처 방식이 몹시 파괴적

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3장에서 오스몬드와 마담 멀이 마음껏 발휘한 “현란함의 효과”(the effect 

                                           
26 이사벨은 미혼 여성이 처한 조건을 잘 이해하는 터칫 부인보다 터칫 씨를 더욱 다정

하게 여기고, 워버튼 경의 첫 청혼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터칫 씨는 영국 땅에 사는 미국인이면서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고수하는 등, 내적 ‘분열’을 겪을 만한 조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다시 말하면, 이사벨이 거의 ‘아버지’와 비슷하게 애정을 느끼는 터칫 씨일 지라도, 

랄프가 이해하는 것만큼 이사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며 이사벨 역시 그런 랄프이기

에 자신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깊은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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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rilliancy, 212)에 자아가 눌린 이사벨은 랄프에게 “다가올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The more information one has about one’s dangers, 214)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랄프는 짐짓 태연한 척 하면서 “사람들이 네 친구나 적은 물론 너

에 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 것”(not to mind what they say about yourself 

any more than what they say about your friend or your enemy, 214-215)을 이

사벨에게 종용한다. 특히 이 장면의 랄프는, 마담 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고 있는 독자들이 매우 의아해할 만 한 행동을 하는데, 마담 멀과 함께라면 어

디라도 가도 된다면서 이사벨의 경계심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랄프의 심리는 “젊은이들을 훈련하는 다른 어떤 교관보다 마담 멀에

게 배우는 게 더 나으리라”(would doubtless learn it better from Madame Merle 

than from some other instructors of the young, 217)는 계산적 태도이다. 이사벨

에게 실제로 ‘위험’이 다가오자 충고 또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사벨의 방만

한 상상력을 부추기고, 안심을 유도하면서도 실제로 그 ‘위험’이 실현되는, 즉, 

이사벨이 오스몬드와 결혼을 발표하는 순간에는 분함을 감추지 못하는 랄프는 

이 점만을 바라보면 홀랜드(Laurence B. Holland)가 평가한 바 “이아고적인 계

략가”(the plotter Iago, 29)에 걸맞은 인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랄프의 이중성이 배태된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랄프의 이중적인 면모는 작품의 여성 인물27의 시각을 통해 제시된다. 작

                                           
27 랄프의 아버지인 터칫씨는 랄프에게 “자연스럽게”(natural) 살아야 한다며 결혼할 것

을 권유하는데, 이때 랄프가 드는 신념이자 판단 기준은 “폐병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

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people in an advanced stage of pulmonary 

disorder had better not marry at all, 159)는 당대의 관습에 부합하는 명제이다. 폐병 

환자는 남성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생산을 할 수 없다는 통념인데, 진술로

만 보면 랄프는 그 관습을 받아들여, 남성성의 최종 시험장인 이성애적 결혼을 거부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랄프가 작품 속 젠더 관계 속에서 보이는 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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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랄프의 남성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이는 인물은 마담 멀과 이사

벨이다. 먼저 마담 멀은 랄프의 폐결핵이 랄프의 ‘직업’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펼친다.   

가엾은 랄프 터칫을 보라고. 그 친구는 어떤 종류의 남자라고 

해야 할까? 다행히도 폐병에 걸렸지. 폐병이 그에게 무언가 할 

일을 마련해주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하는 거야. 폐병은 그의 직

업이자 일종의 지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 터칫 씨. 그 

사람은 폐를 돌봐야 해. 기후에 관해 아는 게 많아.’ 그런데 폐

병이 아니면 그를 누구라고 해야 할 것이며 뭘 재현한다고 할 

수 있을까? 

Look at poor Ralph Touchett: what sort of a figure do you call 

that? Fortunately he has a consumption; I say fortunately, 

because it gives him something to do. His consumption’s his 

carrière; it’s a kind of position. You can say: ‘Oh Mr. Touchett, 

he takes care of his lungs, he knows a great deal about climates.’ 

But without that who would he be, what would he represent? 

(171) 

마담 멀은 미국 남성들에게 이렇다 할 정체성이 없다는 맥락에서 랄프에게도 

위의 평가를 제시하지만, 랄프가 작품 속 뭇 남성들과 ‘경쟁’해나가는 과정을 

상기해보았을 때, 이는 랄프의 남성성에 내려지는 적실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 행위의 결과는 전혀 관습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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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몬드를 제외한 작품의 남성들은 직업이나 지위 같은 사회 체계로 소개되고 

남성적 정체성이 규정될 수 있으나, 랄프는 그것이 ‘몸의 상태’로 대치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랄프의 폐결핵은 랄프가 보이는 부족한 남성적 면모나 겉보기에 

결여된 사회적 야심을 효과적으로 감춰주는 역할을 한다. 랄프의 병든 몸은 미

국인으로서 영국에 귀화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부친의 직업적 전철

을 밟거나, 남편이라는 가부장적 역할을 따를 필요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사면

책이 되어 준다. 터칫씨의 재산 덕분에 유한 계급인 랄프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만한 결혼 적령기의 부르주아 장정이 배필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흠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이 규범적 남성성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시대에 

랄프의 폐병이 ‘직업’이자 ‘지위’를 대신해주고 있다고 보게 만든다.  

규범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랄프

는 개인적 관계에서 남성적인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비난 

받지 않는다. 랄프는 이사벨이 자신의 로맨스적 욕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 

로맨스를 안전한 곳에 데려오기 위해서겠지. 여기선,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아

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To keep it out of harm, certainly; nothing will 

ever happen to it here, between my father and me, 51)라며 스스로와 곧 돌아가

실 아버지를 연결 지으면서 랄프 자신이 다른 남성들처럼 여성들을 ‘집어 삼키

려는’ 성적 충동에서 자유로운 남성임을 강조한다. 폐결핵이 치명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로마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려는 랄프의 보호자이기를 자청하는 헨리에

타에게 “제가 명령에 복종할 것임을 알려드리죠. 아, 복종하다 마다요!”(I notify 

you that I submit. Oh, I submit! 415)라며 젠더 역할을 노골적으로 역전시켜버리

는 것 역시 랄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랄프는 여성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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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8 

랄프가 여성에게 무릎을 꿇고, 남성적 권위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가 이사벨과의 이성애적 욕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워버튼 경과 

굿우드가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적 이성애 관계

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사벨을 사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랄프도 다른 인

물들 앞에서 자신이 이사벨을 이성애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남성들과 경쟁하려

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랄프는 이사벨을 연모하는 남자들이 악한이건 게으름뱅이건 무

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자문했다. 그들은 그의 연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다.  

He asked himself what it signified to him whether Isabel’s 

admirers should be desperadoes or laggards; they were not rivals 

of his and were perfectly welcome to act out their genius. (113)  

굿우드씨와 이사벨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든코트로 초대해달라는 스

                                           
28 퍼슨(Leland Person)은 랄프를 “분홍 신사”(pink gentleman, 91)라고 평가한다. “랄프

는 그 그림 옆에 걸린 랑크레의 소품으로 그녀의[헨리에타의] 관심을 돌렸다. 높은 주

름칼라가 달린, 몸에 딱 붙는 상의에 긴 양말을 신고 님프 조각상 받침대에 기대 풀

밭에 앉은 두 귀부인에게 기타를 쳐주고 있는 신사를 묘사한 작품이었다. “저게 내가 

생각하는 정업의 이상이지요.”라고 랄프가 말했다.”(Ralph bespoke her attention for a 

small Lancret hanging near it, which represented a gentleman in a pink doublet and 

hose and a ruff, leaning against the pedestal of the statue of a nymph in a garden and 

playing the guitar to two ladies seated on the grass. “That’s my ideal of a regular 

occupation,” he said,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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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폴 양의 부탁에 자못 태연한 척 하는 랄프의 모습은 감정을 억제하는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자신의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내가 굿우드 씨를 초

대한다면”(If I should invite Mr. Goodwood), “그건 싸움을 걸기 위해서일 겁니

다”(it would be to quarrel with him.)라고 말하는 랄프의 목소리에는 경쟁심이 

깃들어 있는데(112), 이는 단지 사촌 오빠로써 동생을 생각하는 우애(fraternity) 

정도를 넘어선다. 특히 오스몬드와 이사벨의 약혼 사실을 알게 된 랄프는 오스

몬드의 불운한 성격을 언급하며 이사벨과 언쟁을 벌이는데, 이때 랄프의 억눌러 

온 진심이 드러난다.  

“내 속내를 털어놓았을 뿐이다. 그 말을 한 건 널 사랑하기 때

문이야!” 

이사벨은 하얗게 질렸다. 그도 그 지겨운 명단에 들어 있었나? 

그녀는 그를 쳐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일었다. “아, 그럼 

사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네!” 

“난 널 사랑해. 하지만 난 희망이 없이 사랑해.” 랄프가 억지 웃

음을 지으며 얼른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지막 고백에서 의

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담아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I’ve said what I had on my mind-and I’ve said it because I love 

you!” 

Isabel turned pale: was he too on that tiresome list? She had a 

sudden wish to strike him off. ‘Ah then, you’re not disinterested!’ 

‘I love you, but I love without hope,’ said Ralph quickly,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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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ile and feeling that in that last declaration he had expressed 

more than he intended. (인용자 강조 292) 

앞서 랄프가 이사벨과 결혼을 할 수는 없음을 그의 폐결핵과 관련하여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랄프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사벨과 이성

애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희망”(hope)이라고 생각함이 드러난다. 이사벨이 다른 

남성과 결혼을 앞둔 직전에 이루어지는 대화이기에 랄프가 가진 연정의 의미29

는 배가된다. 특히 이사벨은 남성들이 구애를 하고 그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

면 그것이 “마음에 고통스러운 흔적”(a painful trace in our young woman’s mind, 

126)을 남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청혼하는 남성들의 언어를 “연거푸 때리는 

파도처럼 얼굴에 느껴지는 차가운 숨결”(she felt again in her face, as from a 

recurrent wave, the cold breath, 126)로 느껴왔고, 랄프는 이러한 이사벨의 심리

를 이해하기에 다른 남성들과 같은 행위를 지양해왔다.  

이사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랄프가 “그 지겨운 명단”에 들어가는 순간은 

랄프가 이사벨에게 이성애적으로 구애를 하는 때이다. 15장에서 제임스가 런던

에서 이사벨과 함께 있던 헨리에타를 ‘일년간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우연히’ 마

주치게 해서 랄프와 이사벨 단 둘만의 시간을 마련해주었을 때 랄프의 이런 심

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랄프는 그와 저녁을 같이 먹고 싶지 않다고 말

하는 이사벨에게 “내가 지겨워졌나 보다”(I suppose you’re tired of me, 130)라고 

대응하는데 이때 이사벨은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고 생각에 잠긴 것 같은 

                                           
29 작품에서 종종 ‘이사벨을 몹시 사랑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랄

프가 이성애적 관계에서 이사벨과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은연중에 토로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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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 결국 랄프가 다시 입을 열어 “다른 방문객이 올 예정이라서 나

와 저녁을 먹지 못한다는 건가?”(Is your objection to my society this evening 

caused by your expectation of another visitor? 130) 라고 말하는 순간은, 14장에

서 워버튼 경을 이사벨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거절하자, 워버튼 

경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나요?”(Do you prefer someone else? 118) 라

고 대뜸 묻는 것과 조응한다. 두 남성의 구애에 대한 이사벨의 반응 역시 랄프

에게는 “다른 방문객이라고요?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Another visitor? 

What visitor should I have? 130), 워버튼 경에게는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런 사

람 없어요”(You’re mistaken! I don’t, 118)로 비슷하다. 이 장면 이후에 랄프는 

속으로는 캐스퍼 굿우드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워버튼 경이 이사벨의 

거절에 대해 자신에게 털어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이사벨을 공포스럽게 

한다. 제임스는 랄프의 남성성에 워버튼 경, 굿우드가 보이는 규범적 남성성의 

공격적 욕망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랄프는 이사벨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남성들이 이사벨에게 청혼하고 구애하

기를 원하고, 이러한 심리는 랄프의 남성성의 표출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랄프는 이사벨과 함께 미국에서 온 터칫 부인에게 다짜고짜 “[이사벨을] 

어쩔 작정이세요?” (What do you mean to do with her? 46) 라고 묻는다.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랄프는 “사촌 여동생에게 뭘 해주려고 하시는지 

큰 틀에서 알고 싶어요”(I should like to know what you mean to do with her in 

a general way, 46), “확신을 갖기 전에 이모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귀띔

해주세요”(Before being sure, however, give me a hint of where you see your duty, 

46)라며 계속 채근하다가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배필을 구해줄 계획은 없으세

요?”(You’ve no plan of marrying her? 49) 라고 묻는다. 즉, 랄프가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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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에게 구애하는 신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이사벨을 알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대문 앞에 새로운 청혼자가 

또 나타났다는 생각에 랄프는 아주 신이 났다. 그녀는 삶을 보

기를 원했는데, 입맛에 맞게 행운이 따라주었다. 훌륭한 신사들

이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연거푸 무릎을 꿇는 것도 다른 어떤 

것 못지 않게 신나기는 매한가지다. 랄프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포위군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he found much entertainment in the idea that in these few months 

of his knowing her he should observe a fresh suitor at her gate. 

She had wanted to see life, and fortune was serving her to her 

taste; a succession of fine gentlemen going down on their knees 

to her would do as well as anything else. Ralph looked forward 

to a fourth, a fifth, a tenth besieger. (인용자 강조 234-235) 

이사벨의 여성으로서 섬세한 감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했던 랄프가 “포

위군”(besieger)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이사벨에게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혼자들을 하나 둘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는데, 이사벨이 ‘훌륭한’ 신사

들을 거절하는 ‘힘’을 행사하는 순간 랄프 역시 다른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리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벨을 사랑하고, 이사벨의 마음을 얻

고 싶기에 다른 남성들과 이성애적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지만 가장 일차적

인 조건에서부터 불리한 랄프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폐결핵이 있는 남성과 결

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결과는 끔찍하리라는 19세기 당대에 팽배했던 의학적 

통념을 들지 않더라도, 랄프는 결혼 시장에서 다른 남성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명



  62 

예나 지위 같은 사회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랄프에게는 

결국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는 방법만이 그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확인

하는 방식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당대의 규범적인 남성적 질서를 오히려 자신의 

편의에 맞게 이용하고, 질서의 바깥에 위치하면서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랄프의 

남성성이다.  

34장에서 오스몬드와의 결혼을 앞둔 이사벨에게 “모든 건 상대적이지. 자신

의 위치를 다른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늠해야 하거든. 난 오스몬드씨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Everything is relative; one ought to feel one’s 

relation to things-to others. I don’t think Mr. Osmond does that, 291) 라고 말

하는 랄프의 사고방식에서도 그의 남성성은 암시된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경쟁

자적 위치를 애초부터 박탈당하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남성적 권위를 자발

적으로 내려놓은 랄프가 상대적 방식에서라도 다른 남성들의 우위에 설 수 있

는 것은 역설적으로 ‘타자화’된 그의 남성성 때문이다. 랄프는 다른 남성들보다 

이사벨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남자들의 견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랄프는 자신이 “불쌍한 놈”(a poor creature, 

134)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그 위치를 이용한다. 

랄프가 이사벨과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 그래서 남성들의 사회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중 인물은 그의 아버지인 터칫 씨와 이사벨, 

오스몬드30 뿐이다. 랄프가 남성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기존 남성성의 표출 방식

                                           
30 실상 오스몬드가 랄프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내인 이사벨의 마음

이 자신에게서 떠난 시점에 이사벨이 랄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오스

몬드가 랄프가 결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사벨-

랄프의 이성애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랄프의 남성성이 자신에게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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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이한 점이 있고, 다른 남성들보다 그 작용이 섬세하기 때문에 알아차리

기가 힘든 까닭이다. 물론 굿우드나 워버튼 경은 랄프가 그런 ‘가능성’을 지니

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한다. 워버튼 경이 이사벨에게 구애하고, 실패

한 이야기를 랄프에게 했다는 것을 들은 이사벨은 매우 놀란다. 이사벨의 입장

에서 보면 워버튼 경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실패를 고

백하여 기회를 마련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워버튼 경이 랄프와 우정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기저에는 이러한 관계가 놓여있다. 오스몬드는 팔라쪼 로카네라

(Palazzo Roccanera)에 찾아온 굿우드에게는 이사벨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위

장하면서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굿우드가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물론 이 때 굿우드는 거의 여성적 자세로 속수무책 당한다. 

그러나 랄프를 견제하는 오스몬드의 태도는 굿우드 때와 사뭇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픈 사람이라 봐줘야 하니. 병자인 게 그 친구의 최대 강점이라니까.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거든.”(One must spare him on account 

of his health. His health seems to me the best part of him; it gives him privileges 

enjoyed by no one else, 408) 이라는 오스몬드의 발화는, 랄프의 주변화된 위치

가 갖는 이중성31과, 그 이중성에서 파생하는 랄프의 강점과 잠재력을 그가 인

식하고 있음을 적시한다.  

랄프 터칫이 로마에 머물고 있는 게 불쾌했다. 오스몬드는 아

                                           

는 위협을 감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를 포함시켰다.  

31  규범적 남성성에 비해 이성애적 젠더 질서에서 불리하고 약한 위치이지만, 바로 그 

점을 이용함으로써 이사벨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랄프 스스로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임스가 랄프라는 인물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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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촌 오빠를 너무 자주 만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전에

는 그녀가 호텔로 찾아가 만나는 게 상스럽다고 했다. 공공연

한 비난이 환자인 랄프에게 몰인정하게 구는 것처럼 비치지만 

않는다면 더 심한 말도 했으리라. 하지만 감정을 억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혐오감이 더 깊어졌다. 이사벨은 시침과 분

침을 읽듯이 이 모든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사촌 오빠에게 

관심을 보이면 남편이 자기를 방에 가둬버렸으면 할 만큼 격

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He was displeased at Ralph Touchett’s staying on in Rome. He 

thought she saw too much of her cousin-he had told her a week 

before it was indecent she should go to him at his hotel. He 

would have said more than this if Ralph’s invalid state had not 

appeared to make it brutal to denounce him; but having had to 

contain himself had only deepened his disgust. Isabel read all 

this as she would have read the hour on the clock-face; she was 

as perfectly aware that the sight of her interest in her cousin 

stirred her husband’s rage as if Osmond had locked her into her 

room. (인용자 강조 363) 

오스몬드는 규범적 남성성의 면에서 보면 자신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굿우드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 부으면서 공격하지만, 오히려 남성들 간

의 경쟁 면에서 안전하게 느껴질 법한 랄프에게는 더욱 심한 위기감을 느끼면

서도 공격하지 못한다. 이때 랄프는 오스몬드가 굿우드의 남성성을 억압했던 그 

방식을 오스몬드에게 은연중에 행사하게 된다. 랄프에게 위협을 느끼면서도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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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오스몬드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수

동적이고 여성적이며 무력화된 것이다. 랄프의 남성성의 표현 방식은 경쟁자 남

성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역학 관계를 손쉽게 만들어내는 데 있다.  

결국 폐결핵에 걸린 자아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랄프가 함께 ‘수용’한 것

은 자신의 이러한 잠재적 위치이며, 이를 전용하면서 작품 속 어떤 남성들보다 

강하게 자신의 남성성을 표출하게 된다. “랄프와 반시간을 보내고 오면 길버트 

오스몬드가 더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다”(it didn’t make Gilbert look better to sit 

for half an hour with Ralph, 363)는 이사벨의 의식은 사촌 오빠와의 관계를 넘

어 선 이성애적 관계를 시사한다. 이사벨과 오스몬드의 약혼을 랄프가 “내가 추

락한 것처럼 날[랄프를] 아프게”(hurts me as if I had fallen myself, 291)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분적으로32 청혼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

대적 경쟁관계가 해제되어 그 자신의 남성성을 표현할 매개가 사라지기 때문으

로, 이 역시 ‘교묘한’ 이중성을 띤다. 

하루 아침에 “가부장의 필수적인 물건”(the patriarch’s vital stuff, Habegger 

176)을 소유하게 된 이사벨의 반응은 몹시 혼란스러워 보인다. “부자가 되었다

는 사실”(the fact of her accession of means, 182)에 이사벨은 “처음에는 가슴이 

짓눌리는 듯 답답한 느낌”(her new consciousness was at first oppressive, 182)을 

느낀다. 그러나 이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 좋은 일이고, 뭔

                                           
32 랄프가 이사벨의 약혼 소식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경쟁조차 해볼 

수 없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추후 이사벨의 내면을 말려버리는 오스몬드라는 남성 

인물을 “불모의 딜레땅뜨”(sterile dilettante, 292)로 읽은 랄프의 시선은 정확했고, 이

사벨에게 공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랄프로서는 이사벨의 결정에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남성성’(masculinity)이기 때문에 표

층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식적 차원에서 사건을 해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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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to be rich was a virtue because 

it was to be able to do, and that to do could only be sweet, 182)하는 이사벨의 

의식은 이 시점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의식에서조차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는’ 태도가 

감지된다는 말인데, 이는 이후 이탈리아 싼레모에 체류중인 랄프를 만났을 때 

구체화된다. 

“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끔찍한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몰라. 오빠 눈에는 

내가 유리처럼 섬세해 보이나 봐!” 

“심란해 보인다.” 랄프가 말했다. 

“심란해요.” 

“뭐 때문에?” 

잠시 대답이 없던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I’m not a lovely being. How can you say that, at the very 

moment when I’m asking such odious questions? I must seem 

to you delicate!” 

“You seem to me troubled,” said Ralph. 

“I am troubled.” 

“About what?” 

For a moment she answered nothing; then she broke out: “Do 

you think it good for me suddenly to be made so rich?” (19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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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이사벨은 다니엘 터칫이 자신을 과분하게 좋게 보았다는 점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며, 자신에게 부과된 과도한 찬사를 무마하고 싶어 한다. 랄프의 유

산 상속은, 가난해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며 자아의 ‘꼿꼿함’을 잃지 않던 

이사벨이 스스로 그 위치를 포기하고 싶도록 만든다.  

“나보다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는 해요. 하

지만 언제나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겁이 나서죠.” 말

을 멈춘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래요, 겁이 나. 어떻

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큰 재산은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게 겁이 나. 자유롭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고 정말 잘 활용해

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끄러울 테니까. 그리고 계

속 생각해야 해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죠. 힘이 없는 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걸.” 

“I try to care more about the world than about myself—but I 

always come back to myself. It’s because I’m afraid.’ She 

stopped; her voice had trembled a little. ‘Yes, I’m afraid; I can’t 

tell you. A large fortune means freedom, and I’m afraid of that. 

It’s such a fine thing, and one should make such a good use of 

it. If one shouldn’t one would be ashamed. And one must keep 

thinking; it’s a constant effort. I’m not sure it’s not a greater 

happiness to be powerles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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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우드와 워버튼 경과는 달리, 그러나 오스몬드와 너무나 흡사하게도, 33  “마음 

가는 대로 살아”(Live as you like best, 192), “날개를 펴고 대지를 차고 날아올

라”(Spread your wings; rise above the ground, 192)라고, 이사벨의 자유를 한껏 

응원하는 랄프 앞에서 내뱉는 위 인용문과 같은 이사벨의 말은, 작품에서 이사

벨이 상당히 자주 드러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녀가 ‘자아’와 ‘자유’라는 

명목으로 ‘덮어버리는’ 보다 근본적인 욕망—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이사벨이 추

구하던 ‘자유’와는 오히려 배치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때문임을 나타

낸다. 21장에서 랄프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촌의 자유를 응원하며 

이사벨에게 유산의 ‘유용성’을 설파하고 안심시킨 끝에 이사벨은 마치 자아에 

대한 마담 멀의 지론을 연상시키는 생각34에 이르게 된다.  

                                           
33 오스몬드는 일본 여행을 원하는 이사벨에게 “어디든 다 가봐요”(Go everywhere, 262), 

“모든 걸 다 해봐요. 삶에서 모든 것을 뽑아내세요. 행복을 누려요—승리를 거둬

요”(do everything; get everything out of life. Be happy—be triumphant, 262)라고 말한

다. 같은 인물의 것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만큼 유사한 랄프와 오스몬드의 발화는 

그 의도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랄프는 이사벨의 끝없는 상상력을 부추겨 편력하

는 그녀의 삶을 ‘보고’,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 하지 못하는’ 삶을 보상받고자 하는 반

면, 오스몬드는 편력하는 이사벨이 결국 지쳐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이다.    

34 “재산은 그녀에게 중요성을 부여했고, 심지어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했다는 

상상까지 하게 만들었다. 재산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더 나은 자아를 나타내

게 되었던 것이다”(Her fortune therefore became to her mind a part of her better self; 

it gave her importance, gave her even, to her own imagination, a certain ideal beauty, 

193)는 이사벨의 의식은, “내가 가진 어떤 물건들도 나를 재는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한계요, 장애물이고,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에요”(Nothing that 

belongs to me is any measure of me; everything’s on the contrary a limit, a barrier, and 

a perfectly arbitrary one, 175)이라고 맹렬하게 주장하던 그녀의 자아관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이다. 반면 같은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자아’란, ‘자아’에 

대한 자기표현이지. 그리고 집, 가구, 옷, 읽는 책, 사귀는 친구,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One’s self—for other people- is one’s expression of one’s sel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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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는 파악되고 확인된 외관으로부터 동기와 원인의 깊이를 탐색하는 

것을, “배후를 조사하는 것”—“주체의 얼굴 배후에”(295)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브룩스(Peter Brooks)는 배후를 조사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한에서 심연이라는 

무의식적인 정신과 완전히 유사”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에 더욱 가깝

게 다가가는 것”은 “그것의 어두운 내용을 위장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결정

을 이끌어낸다”(303)는 것이 브룩스가 말하는 ‘멜로드라마적 상상력’(the 

melodramatic imagination)이다. 작품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54장에서 랄프와 

이사벨이 연출해내는 멜로드라마는 깊은 고통을 겪은 두 인물의 절절한 감정만

큼이나 ‘위장’과 ‘감춤’으로 점철되어 있다.    

“네가 어리석었다는 게? 아니, 천만에.” 재치 있게 눙치려고 

랄프가 말했다. 

“오빠가 날 부자로 만들었다는 게—내 전 재산이 오빠 거라는 

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

내, “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운이 나빴으니까” 하며 그는 

천천히 다시 이사벨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것만 아니었다면—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멈추고 목 놓아 울었다. “내가 널 망쳐놓은 거야.” 

이사벨은 랄프가 고통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확신했다. 이미 이 

                                           

one’s house, one’s furniture, one’s garments, the books one reads, the company one 

keeps—these things are all expressive, 175)라고 주장하던 마담 멀의 생각과 오히려 가

까워지는데, 이런 마담 멀을 ‘귀족적’이라고 생각하던 이사벨의 착각을 오히려 공고히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랄프라는 인물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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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True that you’ve been stupid? Oh no,” said Ralph with a 

sensible intention of wit. 

“That you made me rich-that all I have is yours?” 

He turned away his head, and for some time said nothing. Then 

at last: “Ah, don’t speak of that-that was not happy.” Slowly 

he moved his face toward her again, and they once more saw 

each other. “But for that-but for that-!” And he paused. “I 

believe I ruined you,” he wailed. 

She was full of the sense that he was beyond the reach of pain; 

he seemed already so little of this world. (477-478) 

이 장면에 오면, 랄프는 자신이 사촌의 항해에 순풍이 되어주고 싶은 ‘선의’로 

행한 일이 파국을 몰고 온 데에 회한을 표출하고, 이사벨은 오스몬드와의 결혼

에 대한 랄프의 통찰력에 기반한 만류를 뿌리친 것에 통한 어린 감정을 표출한

다. 성적(sexual)으로 결합할 수 없는 두 남녀 인물이 이렇게 도달한 ‘절정’은 

“진실”을35 낳은 랄프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상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은, 

랄프의 ‘선의’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충족될 수 없는 “미친 환상”(my insane 

illusions, 133)을 타인의 삶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일종의 (관음증적) 자기애

                                           
35 자신에게 엄청난 유산을 유증 되게 한 것이 랄프임을 이사벨이 알고 있었다고 밝히

면서 둘의 관계에서 감추어져 있던 진실의 일면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확실하

지만, 여전히 마담 멀과 오스몬드의 내연 관계(전술하였듯 랄프는 오스몬드를 경계하

는 이사벨을 안심시켜 마담 멀을 ‘사숙’하게 한다)와 같은, 이사벨의 비극에 내포된 

핵심 문제는 모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장면이 덮어버린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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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것이며, 뒤이어 그들이 공유한 것으로 서술되는 “순전한 고통이 아닌 

진실의 인식”(the only knowledge that was not pure anguish, 478), 즉 “함께 바

라보는 진실”(the knowledge that they were looking at the truth together, 478)은 

이를 끝끝내 ‘감추고’, ‘위장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점이다.36 랄프의 죽음은 재현

을 넘어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리는 휘장이 되어주고, 이는 랄프가 처한 조

건이자 이사벨과 랄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이유이다. 랄프

의 “연장된 죽음”(prolonged death)이 “중대성을 덮는 엄숙한 휘장”(the solemn 

drapery of significance, “Fatherless” 71)이라고 평가한 하베거의 지적은 이 점에

서 타당하다.  

이상에서는 이사벨이 랄프와 같은 남성과 ‘맺어질’ 수 없는 심층 배경을 고

찰하였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유령’(ghost)을 보고 난 후, 이

사벨은 랄프를 사사한 또 다른 유령인 굿우드를 마주하게 된다.   

“결국 모든 건 사라져.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 그래도 사랑은 

남아.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모르지. 삶에는 많은 게 있어. 넌 아직 젊

어.” 

“It passes, after all; it’s passing now. But love remains. I don’t 

know why we should suffer so much. Perhaps I shall find out. 

There are many things in life. You’re very young.” (479) 

                                           
36 이 때 “그 사람[오스몬드]은 너를 열렬하게 사랑했어”(He was greatly in love with you, 

478)라는 랄프의 발화는 “그 사람은 내 돈을 보고 결혼했어”(he married me for the 

money, 478)라는 이사벨의 현실 인식을 무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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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당신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

요. 우리는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소. […] 우리가 불

행으로 썩어 없어질 운명을 타고난 거요? 두려워하면서 살아

야 할 운명인 거요? […]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소. 세상

은 아주 넓어요.” 

“I know how you suffer, and that’s why I’m here. We can do 

absolutely as we please […] Were we born to rot in our misery-

were we born to be afraid? […] The world’s all before us-and 

the world’s very big.” (488-489) 

첫 번째 인용문은 랄프의 발화이고, 두 번째는 굿우드의 것인데, 이 둘은 사뭇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두 남성 모두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촉구로 위의 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굿우드는 자신이 이사벨을 열렬히 ‘사

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미래를 도모하자고 말하지만, 랄프와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이타성에 기반한 “사랑”의 ‘진면모’를 경험한 이사벨은 이 

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어도 이사벨은 랄프와 같은 남성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의 ‘불능성’을 인식하고, 그 판단에 의해 로마로 돌아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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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폐허로: 이사벨의 로마 귀환  

이전 장에서는 이사벨이 막연히 ‘두려움’이라고 인식만 할 뿐 그 실체를 모

르는 듯 한 ‘주체의 배후’를 드러내주는 인물로서의 랄프와, 이사벨과의 관계를 

통해 분열적인 남성성이 초래하는 남녀 관계의 파국과 그 근본적인 불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오스몬드와 이사벨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아, 

이사벨의 의식 변화를 고찰하고 그녀의 심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해

지는 것은, 서술자나 주변 인물, 또는 그 자신의 발화, 묘사, 관계 등으로 드러

나는 오스몬드의 독특한—작중 다른 어떤 남성 인물도 흉내내기 어려운— 남성

성을 ‘이사벨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그 태도이다.  

아마도 독자들이 『한 여인의 초상』을 읽을 때 떠올리게 되는 가장 당혹

스러운 질문은 “이사벨은 왜 오스몬드와 결혼하는가?”(Why does she marry 

Osmond, Berkson 1) 라는 벅슨(Dorothy Berkson)의 간단하고도 적절한 의문이

다. 나아가 독자에게는 “소설의 결말에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퇴색되어버린 때에도, 이사벨은 왜 오스몬드에게로 가는가?”(why 

does she stay with him at the novel’s end, when all hope of marital happiness has 

faded, Fessenbecker 1) 하는 의문도 마땅히 뒤따를 것이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축적된 이 작품의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면서도, 그 답을 쉽게 도

출하기 어렵고, 그마저도 기존 연구를 답습하기 십상인 이유는 이사벨의 의식이 

서술에서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한편, 각각 다른 남성성을 보여주는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하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이사벨의 여성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사벨

이 보여준 여성성이나 자아 인식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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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오스몬드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사벨이 42장 밤샘 

장면에서 토로하는 내적 고통의 강도에 거의 비례해, 비평에서 오스몬드에게 덧

입혀지는 ‘악(Evil)의 전형’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을 도덕적 측면

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진다. “교황이 되길 원하고 

팬지를 자신의 의지에 순응하는 딸로 만들기 위해 수녀원을 감옥으로 전용함으

로써 교회를 타락”(he[Osmond] corrupts the Church, wishing to be Pope and 

converting the convent where he places Pansy to a penitentiary to keep his 

daughter pliable to his wishes, Weisbush 292)시키는 ‘사탄’(Stan)과도 같다는 평

가까지 나온 마당에, 이 남성 인물에게 새롭게 덧붙일 수 있는 평가는 극히 적

어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악한들”(Brooks 266), “혐오스러운” 등이 오스몬드를 

따라붙는 수식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이 위와 같이 평가되는 “오스몬드에

게 귀환”하는 결말은 “도덕적 명령의 위상을 세우는 이상”(Brooks 284)으로 흔

히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에는 이사벨이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나, ‘팬지와 한 

약속’ 때문에 로마로 돌아간다는 해석이 포함될 수 있다. 시종 일관 자신이 판

단을 내린 후 그것에 맞추어 행동하는 이사벨의 도덕률에 비추어보더라도, 팬지

에게 느끼는 ‘의붓 어머니와 딸’ 이상의 동정 어린 감정에 비추어보아도, 위의 

해석들이 전혀 개연성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때는 오스몬드와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이사벨의 복잡한 욕망이나, 그와의 관계를 통해 이사벨

이 추구하는 바에 관해 서술 표면에 드러난 진술 그 기저에 있는 이사벨의 다

면적인 심리를 밝혀내는 데 무리가 따른다.   

뉴욕 올버니부터 시작해 가든코트, 피렌쩨, 플로렌스, 넓게 보면 이집트와 

파리, 그리고 로마를 아우르는 이사벨의 여정에서 ‘자아’(the self)의 문제를 빼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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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는 것은 비평가들이 공유하는 중론이다. 제임스의 서문을 다시 불러

오지 않더라도, 이사벨 자신 역시 스스로의 ‘자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

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다음 인용문에서 드러난다.  

이사벨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든 내주었을 것 같

은 때가 있었다. 그 눈부신 벗[마담 멀]이 곁에 있다면 이사벨

은 도움을 간청했을 것이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마담 멀처

럼 되기, 즉 은으로 된 갑옷처럼 강한 표면을 가진 자아 만들

기의 이점을 인식했다.  

There were hours when Isabel would have given anything for 

lessons in this art; if her brilliant friend had been near she would 

have made an appeal to her. She had become aware more than 

before of the advantage of being like that-of having made one’s 

self a firm surface, a sort of corselet of silver. (인용자 강조 337) 

이사벨은 마담 멀과 ‘자아’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외부

적인 조건으로도 자신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불행을 겪고 난 이사벨은 위와 같이 마담 멀 식 자아 ‘만들기’를 희미하

게 선망한다. 물론 이는 자신의 지나친 이상주의와 순진함에 대한 회한 어린 토

로이지, 마담 멀의 몰락을 지켜보며 “가엾은 여자”(Ah, poor, poor woman! 452)

라고 눈물 흘리며 동정하는 이사벨이 마담 멀 자체가 되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자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오스몬드의 남성성과, 그와의 관계에서 겪

은 일련의 사건을 축으로 설정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사벨의 태도를 연결해 

보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쩌면 이사벨이 굿우드나 워버튼 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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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때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나 ‘독립성’을 기치로 이사벨이 지

켜내고자 하는 ‘자아’는, 랄프와의 관계에서 드러났듯, 그녀가 인식하든 하지 못

하든 그 자체로 진정하고 ‘유일한’ 갈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몬드를 만나기 이전의 이사벨은 “결혼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라며 남성과의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6장에서 화자는 “그녀 안

에 있는 순수하고 당당한 뭔가로 인해—호의를 거절당한 청혼자가 분석하길 좋

아한다면 냉담하고 무미한 그 무엇이라고 하겠지만—아직까지는 가능한 남편감

이라는 물건을 따져보는 헛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something pure and 

proud that there was in her—something cold and dry an unappreciated suitor 

with a taste for analysis might have called it—had hitherto kept her from any 

great vanity of conjecture on the article of possible husbands, 55-56)라고 말하

며, 이사벨의 ‘내면의 기제’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 요인임을 분명히 

한다. 워버튼 경의 청혼을 거절하고 “운명”을 운운하며, “불감증적”(frigidity)이

라고까지 묘사되는 이사벨은 실로 ‘결혼’에 대한 의식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음

이 분명하다. 홀로 존재하고, 남성과의 관계가 아닌 고립에서 자유를 취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이사벨이 가지고 있는 자아 중심적인 태도와 연결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사벨이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그토록 희구하는 ‘자유’가 이사벨의 내면

의 유일한 특질이 아님 역시 작품에 분명히 드러나는 바이다. “영혼 깊숙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 빛이 비춘다면 그 빛에 자신을 온전히 내줄 수 있다는 믿

음”(Deep in her soul—it was the deepest thing there—lay a belief that if a certain 

light should dawn she could give herself completely, 56)은 ‘자유의 추구’라는 외

피로 감싼 이사벨의 내면의 다른 단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써, 남성과의 관계

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사벨의 소망을 암시한다.  



  77 

32장에서 이사벨은 굿우드에게 자신의 결혼 소식을 갑작스럽게 알리게 되

는데, 그토록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합을 물리쳐왔던 이사벨의 전적과, 결혼 상

대가 “별볼 일 없는 사람”(nonentity, 279)이자 주변인들이 모두 반대할 만 한 

오스몬드라는 점이 독자에게 첫 번째 당혹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실은, 이사벨

이 오스몬드와 같은 남성과 맺고자 했던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니엘 터칫 

사후 이사벨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랄프의 충정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행

하는 이 결혼의 기저에 깔린 이사벨의 심리를 규명하는 것이 그녀의 깨달음의 

층위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사벨은 왜 오스몬드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사벨은 섹슈얼리티와 감각적

인(sensual) 면으로 드러나는 남성성을 ‘거부’하는 식으로 자신의 ‘자유’와 그 자

유를 추구하는 여성적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사벨의 오스몬드 선택에 대

해, 포울러(Virginia Fowler)는 “길버트 오스몬드와 같은 남성의 매력은 [이사벨

이] 그간 알았던 권력과 에너지의 어떤 남성적 면모와도 닮지 ‘않은’ 데 있

다”(attractiveness of a man like Gilbert Osmond resides in his not resembling at 

all the masculine figures of power and energy [Isabel] has previously known, 

Fowler 77)라고 주장하며, 와이트(Robert White)는 오스몬드가 이사벨에게 매력

이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청혼자들과 달라서이고, 그의 구애가 겉으로는 독단

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보이기에는 거의 남성적이지 않기 때문이

다”(because he is so unlike her other wooers, because his appeal is seemingly 

non-assertive, non-aggressive, almost, it would seem, non-masculine, White 66)

라는 점을 강조한다. 위의 두 평자들도 주지하였듯 이사벨은 다른 대상과의 ‘차

이’를 간파하는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 “너무나 탁월하지만 완전히 무시당한 

스타일”(the so high and so unnoticed fact of style)이 감식력 있는 예술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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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대가의 작품임이 밝혀지는”(being at last and all of a sudden identified—

as from the hand of a great master, 260) 것처럼 오스몬드를 알아본다. 오스몬드

가 굿우드나 워버튼 경 등 육체적 매력으로 다가오는 남성들과는 ‘다르기 때문

에’ 이사벨이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어떤 층위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오스몬드가 여타 남성들과 다른 점, 이사벨이 오스몬드와의 관계에서 기대

한 바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오스몬드의 남성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임스는 오스몬드를 굿우드나 워버튼에게 있는 재산, 부, 명예 등의 부재, 특히 

남성적인(masculine) 면모의 부재가 두드러지는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 작품 

내의 ‘유일한’ 입지에 그를 올려놓는다. 오스몬드는 이사벨에 의해 “워버튼 경의 

대단한 조건 중에서 아무 것도 갖지 못한 사람—그 사람에게는 재산, 작위, 명

예, 저택들, 땅, 지위, 명성 같은 멋진 소유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게 

전혀 없다는 점이 난 마음에 들어요.”(a person who has none of his[Lord 

Warburton] great advantages-no property, no title, no honours, no houses, nor 

lands, nor position, nor reputation, nor brilliant belongings of any sort. It’s the 

total absence of all these things that pleases me, 293)와 같이 “완전한 부재”(the 

total absence, 293)로 정의된다.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평가 받는 데 주요한 척도

가 되는 가치, 즉 마담 멀이 정의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비어있는 

남성성은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뭇 남성들과 차별화된다. 37 견고한 실

                                           
37  로클리(Lockleigh)에서 워버튼 경은 끊임없이 이사벨과 독대할 기회를 노리고, 터칫

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반면, 이사벨은 매우 당당하다. 반면 그가 일부

를 세낸 빌라에서의 오스몬드는 “초연함과 관심이 묘하게 뒤섞여”(an odd mixture of 

the detached and the involved, 219) 있는 태도로 이사벨을 대하며, 이에 이사벨은 위

축된 모습을 보인다. “손님의 어떤 면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고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그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보다 그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만들었다”(There was something in the visitor that checked her and held h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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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부재하기에 ‘범속한’ 세상의 평판에 초연한 

척 ‘연기’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의 존재가 아니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이 오스몬드의 존재 방식이다. 이러한 오스몬드 앞에서 이사벨은 굳이 ‘자유’를 

내세울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오스몬드 앞에서, 이사벨이 이전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보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굿우드와 워버튼 경의 청혼을 받을 때

에는 끝까지 자신의 자아를 꼿꼿이 세우고 있던 이사벨은 오스몬드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겸손함과 비슷한 마음으로 그에게 투항할 수 있었”(She could 

surrender to him with a kind of humility, 297)다고 생각한다. 이사벨은 오스몬드

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열렬히 추구해오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을 준비 마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이사벨에게 아름다움을 고도로 향유하는 미래를 

보장할 곳 같았다. 무한히 팽창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녀의 영

혼에서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어떤 개인적인 의무를 다하

지 않는 삶은 공허하리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랄프

에게, 한두 해 ‘삶을 보았고’, 사는 게 지루해진 건 아니지만 

                                           

suspense—made it more important she should get an impression of him than that she 

should produce one herself, 212)라는 이사벨의 의식이라든지, “그녀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주제넘게 나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in her general impression of things- she could hardly have 

said what it was—that deprived her of all disposition to put herself forward, 219)는 그

녀의 “자존심에 경보”(her pride was a trifle alarmed, 219)가 울렸음을 묘사한다. 이사

벨이 ‘전형’이라고 여길 만큼 실체를 확고히 드러내는 워버튼 경의 남성성과 대조적

인 오스몬드의 남성성은 이사벨의 자아를 축소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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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관찰하는 데 벌써 지쳤다고 말했다. 그녀의 열정과 포부, 

이론과 독립성에 부여한 큰 가치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확신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런 것들은 더 원초

적인 욕구, 무수한 의문을 털어버리고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

는 그런 욕구에 흡수되었다.  

Isabel the stimulus of new, which seemed to assure her a future 

at a high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beautiful. The desire for 

unlimited expansion had been succeeded in her soul by the sense 

that life was vacant without some private duty that might gather 

one’s energies to a point. She had told Ralph she had ‘seen life’ 

in a year or two and that she was already tired, not of the act 

of living, but of that of observing. What had become of all her 

ardours, her aspirations, her theories, her high estimate of her 

independence and her incipient conviction that she should never 

marry? These things had been absorbed in a more primitive 

need-a need the answer to which brushed away numberless 

questions, yet gratified infinite desires. (297 인용자 강조) 

랄프와의 관계에서도 보였던 이사벨의 모순적인 심경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데, 자신을 구속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성애적 관심의 포화를 쏟아 붓지도 않는 

남성에게 오히려 이사벨은 겉으로 추구하는 표면과 다른 욕망의 속내용을 드러

내는 것이다. 이사벨은 오스몬드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전의 “무한히 팽

창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영혼에서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어떤 개인적인 

의무”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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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 멀은 사실 ‘포즈’에 가까운 오스몬드의 귀족적 특성을 이사벨이 그를 

실제로 마주하기도 전에 이사벨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둔다.38 마담 멀은 이

미 19장에서 이사벨과의 ‘유명한’ 자아 논쟁을 통해 이사벨의 자아 수립 방식을 

간파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이사벨에게 상상의 ‘소재’를 제공한 후에 그녀를 말 

그대로 ‘풀어둔다’. 이사벨이 저 스스로 그 이미지를 싹 틔우고 키워서 돌아올 

것을 마담 멀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대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벨

은 “여태까지 명성만 듣던 그림과 조각들을 보았고, 대개는 아무 내용 없는 예

감에 불과하던 것들을 불완전한 지식으로”(looked at the pictures and statues that 

had hitherto been great names to her, and exchanged for a knowledge which was 

sometimes a limitation a presentiment which proved usually to have been a blank, 

212) 바꾼다. 이는 추후 이사벨이 오스몬드에게 매료되는 과정과 유사한데, 다

음 대목은 대상을 ‘오스몬드’로 바꾸어도 전혀 무리가 없도록 읽힌다. “그녀는 

첫 이탈리아 방문에서 열정적인 젊은이가 무한정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

신적 경배의 행위들을 모두 수행했다”(She performed all those acts of mental 

prostration in which, on a first visit to Italy, youth and enthusiasm so freely 

indulge, 인용자 강조 212). 즉 이 장면에서 제임스는 이사벨의 상상력이 그 적

절한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사벨이 

                                           
38  피렌체의 팔라쪼 크레셴티니에서 마담 멀은 이사벨에게 오스몬드가 “유럽에서 가장 

명석하고 멋있는 남자”(one of the cleverest and most agreeable men—well, in Europe 

simply), “사뭇 차원이 다른 존재”(quite another affair), “망명 중의 왕자”(a 

demoralized prince in exile)라는 식의 추켜세우는 표현에서부터 “자신의 빛을 모든 사

람에게 똑같이 비추지 않지”(didn’t cause his light to shine equally for all)만, “영리하고 

세련된 이사벨 같은 처녀는 그의 삶에 결핍된 자극을 줄 수 있다”(a quick and 

cultivated girl like Isabel would give him a stimulus which was too absent from his life 

persons)라며 이사벨을 추동 하는 표현까지 아끼지 않는다(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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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부재”로 나타나는, ‘그 어디에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오스몬드를 사실

상 ‘경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되짚어보면 그 원인이 마담 멀의 ‘음모’와 

오스몬드의 ‘연기’ 이전에 그녀 자신에게도 일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런 이유로 포스녹(Ross Posnock)은 이사벨이 마담 멀에 대해 자신을 ‘이용했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마담 멀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사벨이 가졌던 “자신의 

삶을 그녀 고유의 방식으로 살 것이라는 믿음”(belief in living her own life in her 

own way, Posnock 330)이 그녀 자신을 편의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39 이

사벨의 인식 작용이 이러한 기제로 돌아갈 때, ‘한계’가 있고 자기 망각을 유발

하는 ‘공백’이 있음은 물론이다.40 

                                           

39 포스녹이 토대로 하는 연구는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것이다. 아도르노는 “자

아의 독자성”(peculiarity of the self)은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독점 상품이며, 자연적으

로 잘못 재현된다고 말한다. “개인성을 위해 일어나는 개별화에 있어 모든 진보는 […] 

바로 그 개인성을 희생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Every advance in individuation 

[…] took place at the expense of the individuality in whose name it occurred”(Adorno, 

Posnock 재인용 261). 아도르노에 따르면 미국 여성이 체화 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미국 여성의 자유를 위한 훈련은, “분규와 위험”(complications and 

dangers)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안전성에 기반해 그녀들의 대담함이 

길러진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데서 권력이 생겨나는 이러한 자유 획득 방식은 아

도르노에 의해 “절대적 주체성”(Absolute subjectivity)으로 명명된다(261). 그런데 이

러한 ‘절대적 주체성’이 그 반대의 거울 이미지인 “대상”(object)으로서의 여성을 만들

어낸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그의 견해는 이사벨의 자유에 내재하는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를 잃게 되는’ 모순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40  사실 이사벨이 ‘표면적으로’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운 남성성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반응은 오스몬드와의 관계에서만 관측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에서 이사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이사벨은 ‘이상화’를 넘어 ‘경배’하기까지 하

는 대상은 그녀의 아버지인 아처 씨(Mr. Archer)와 오스몬드이다. 아처씨는 “불쾌함

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Her father had kept it away from her, 39) 함으로써 

이사벨의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작품에서 다른 사

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아처씨는 “상당한 재산을 탕진했고, 당치 않을 정도로 유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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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오스몬드가 “취향의 화신”(the incarnation of taste, 291)이라며 그와

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랄프에게 이사벨은 “나한테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 주 관심사예요. 그 점에 관한 한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해요”(I’ve chiefly to do 

with his relation to me. In that he’s excellent, 291)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이사벨

의 태도는 그녀가 결혼을 결심한 동기가 오스몬드라는 남성의 개인적 자질에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남성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41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적 성취자”(the Masculine Achiever)들이 성적 에너지

를 승화시켜 성공 지향적인 프로젝트들—전쟁이나 사업, 또는 워버튼 경의 경우 

사회의 진보나 정치적 권력 등—에 주목하는 반면, 오스몬드는 그의 에너지를 

그런 곳에 전혀 투여하지 않고, 투여한다 하더라도 심미적 감정이나 관찰에만 

쏟는다(Person 100). 특히 굿우드의 남성성에서 두드러지는 남근중심주의

(phallocentrism)의 ‘부재’로 드러나는 오스몬드의 남성성은 ‘취향’의 단련을 통

                                           

즐겼으며, 무분별하게 노름을 했”(He had squandered a substantial fortune, he had 

been deplorably convivial, he had known to have gambled freely, 40)고, 심지어 11살 

된 딸을 호텔의 하녀에게 맡겨두고 석달 간이나 자리를 비우는 무책임한 아버지였음

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사벨만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판단에 “분노”하며, 아

버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다. 이 일화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사벨에게는 

남성성을 인식하는 특정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을 통해 남성을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결

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워버튼 경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성일지라도 이사벨에게는 기피 당할 뿐이다.   

41  이때 랄프는 상대방과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자신의 ‘취향’(taste)만을 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오스몬드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한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오

스몬드는 이사벨이 지향하는 비인습적인 남녀 관계에의 희원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는 추후에 자신에게 헌신한 마담 멀을 대하는 오스몬드의 태도

를 제미니 부인에게 전해 듣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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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성적이고 상상적인 남근숭배(phallicism)를 형성한다.  

오스몬드는 스스로를 “녹슨 열쇠”(rusty as a key, 221)로 비유해서 맞는 자

물쇠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호주머니에 가진 것들 중 이사벨의 자물

쇠에 맞는 열쇠가 없다고 생각하는 랄프의 신념과는 조금 다르다. 랄프의 남성

성이 “열쇠”의 부재로 설명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조되는 오스몬드의 

남성성은 “타자”의 부재, 즉 그의 열쇠가 열 ‘자물쇠가 없음’으로 설명된다. 여

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스몬드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원하는 지위나 명예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타인’ 혹은 외적인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돌린다는 것

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사벨이 자발적으로 자물쇠를 재현하여, 

스스로 자물쇠를 여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내가 새장이 좋다는데 오빠

가 무슨 걱정이에요”(If I like my cage, that needn’t trouble you, 288)라며, 새장

으로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이사벨을 보는 랄프의 아연함은, 이후 이사벨이 랄프

가 보는 오스몬드의 면모를 똑같이—사실은 더 깊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비극성을 더한다.  

그의 혈관에 영국인의 피가 흐른다면 프랑스나 이딸리아의 피

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를 훌륭한 금화라고 가정해도 

그에게서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주화처럼 판에 박힌 표상이

나 각인이 연상되지 않았다. 특별한 행사를 위해 만든 우아하

고 정교한 기념주화라고나 할까. 

If he had English blood in his veins it had probably received 

some French or Italian commixture; but he suggested, fine gold 

coin as he was, no stamp nor emblem of the common mintage 



  85 

that provides for general circulation; he was the elegant 

complicated medal struck off for a special occasion. (197) 

이사벨은 이러한 남성성을 소유한 오스몬드를 매우 특별하고 “장대하

다”(immense, 291)고 여긴다. 독특하고, 이국적이며, 유일하고, 특별한 오스몬드

의 면모를 이사벨은 높이 사며, ‘통용 가치’는 없지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기념주화’를 오스몬드와 관계 맺음으로써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사벨은 그녀가 특별한 ‘기념주화’라고 생각했던, 표면적으로 드러

나는 오스몬드의 남성성이 그가 매우 정교하고 세심하게 베껴 그린 ‘위조화폐’

임을,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고 난 후에야 알아차린다.  

오스몬드는 창가 테이블에 2절판 책을 몇 권의 책에 기대 세

워놓고 앉아 있었다. 색칠한 작은 도판 페이지를 펼쳐놓은 걸 

보고, 이사벨은 그가 오래된 주화의 그림을 모사하고 있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림물감 상자와 가는 붓 몇 개 옆에 놓인 

깨끗한 종이 한 장에 정교하게 색칠한 원형의 동전이 이미 옮

겨져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도 아

내가 들어왔음을 알았다.  

Osmond was seated at the table near the window with a folio 

volume before him, propped against a pile of books. This 

volume was open at a page of small coloured plates, and Isabel 

presently saw that he had been copying from it the drawing of 

an antique coin. A box of water-colours and fine brushes lay 

before him, and he had already transferred to a she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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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culate paper the delicate, finely-tinted disk. His back was 

turned toward the door, but he recognized his wife without 

looking round. (444) 

오스몬드의 오래된 ‘주화 모사’ 행위는 작품에서 ‘골동품 수집’, ‘리소르지멘토

(Risorgimento) 이전의 로마로의 회기 욕구’ 등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자신이 

수집한 사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는 오스몬드의 욕망이 극대화

되어 표출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그 자신을 예술품으로 파는 것’이다. 많

은 비평가들은 오스몬드가 이사벨에게 매혹되었고, 이사벨 역시 기꺼이 오스몬

드가 내놓은 ‘상품’으로서의 그 자신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유산을 소비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것이 그녀의 ‘판단 실수’나 ‘성격 면의 결함’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사벨의 자발적 ‘복무’를 간과한다면 이사벨이 고난 끝에 이

룬 깨달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과 오스몬드라는 인물의 온당한 비판 역시 

축소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혹은 저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은 젊은 시절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진품임을 입증하는 데 따라붙는 조건이 점점 더 

천박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 보여주

기 위해서 맥주잔을 끝없이 비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물

관에 걸린 무명작가의 그림에 의식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면, 

너무나 탁월하지만 완전히 무시당한 스타일을 인정받아 마침

내 대가의 작품임이 밝혀지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렸으리라. 이 

처녀가 약간의 도움을 받아 발견한 것은 그의 ‘스타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데 덧붙여 세상을 향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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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공표하리라. 그 자신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녀가 그럴 

위해 그 일을 해주리라. 그렇다면 여태껏 기다린 게 허사가 아

니리라.   

The desire to have something or other to show for his ‘parts’—

to show somehow or other—had been the dream of his youth; 

but as the years went on the conditions attached to any marked 

proof of rarity had affected him more and more as gross and 

detestable; like the swallowing of mugs of beer to advertise 

what one could ‘stand.’ If an anonymous drawing on a museum 

wall had been conscious and watchful it might have known this 

peculiar pleasure of being at last and all of a sudden identified—

as from the hand of a great master—by the so high and so 

unnoticed fact of style. His ‘style’ was what the girl had 

discovered with a little help; and now, beside herself enjoying 

it, she should publish it to the world without his having any of 

the trouble. She should do the thing for him, and he would not 

have waited in vain. (260) 

이사벨의 최근 생겨난 자아(self-hood)를 단순하게 전용하고 착취하는 것보다 

오스몬드는 그의 제한된 창의적 “자본”(capital)을 그녀의 표현력에 투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사벨은 오스몬드의 이러한 욕망을 자신의 자기 표현(self-

expression)을 억누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하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Person 86-104). 특히 위 인용문에서 오스몬드가 젊은 시절 ‘이것 저것 소유하

기 위한’ 욕망을 ‘맥주잔을 끝없이 비우는’ 것에 비유한 것은, 이사벨이 오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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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결혼하기 직전에 이집트 등지를 여행 다닐 때 화자가 쓴 비유와 오버랩 

된다. 이 때 오스몬드는 이사벨이 지치면 자신에게 올 것이라며 다소 의아한 말

을 하는데, 오스몬드가 자신의 진가를 사회적 가치의 획득함으로써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광고’하는 현재의 방식을 이루었듯이 이사벨은 실제로 랄프에

게 볼 것 다 보았다는 식으로 말한 후 오스몬드와 결혼한다.  

42장 밤샘 장면에서 서술자는 이사벨의 시선으로 “그렇다면 문제는 그[오

스몬드]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녀가 그에게 품은 깊은 불신에 있는가?”(Was the 

fault in himself, or only in the deep mistrust she had conceived for him?)라며 결

혼으로 초래된 사태의 원인을 되짚는다. “두 사람 사이에 심연이 벌어졌고, 그 

양안에서 그들은 속았다는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았다”(a gulf had opened 

between them over which they looked at each other with eyes that were on either 

side a declaration of the deception suffered)는 서술자의 진술은 ‘결혼’이라는 합

의 과정의 심층에는 근본부터 이사벨과 오스몬드 간에 합의될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356).  

42장에서 이사벨은 “자기가 실제로 그를 감쪽같이 속였음”(she understood 

how completely she must have done[deceived] so in fact)을 시인하는데, 그것은 

“그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이사벨이 자기 자신을 지웠”(She had effaced herself 

when he first knew her)고, “자신을 조그맣게 만들어, 실제의 자신보다 없어 보

이는 척 했”(she had made herself small, pretending there was less of her than 

there really was)기 때문이다(357). 물론 리디아 터칫이 오스몬드라는 인물은 

“한 방향으로 보기 시작하면 빠질 수 밖에 없다” 는 식의 언질을 독자에게 주

기 때문에, 어쩌면 이사벨에게 ‘자기 망각’ 내지는 ‘자기 기만’(self-deception)이 

있었다는 점은 42장 이전에도 명백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이사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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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통렬히 인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42장의 시점(時點)이다.  

오스몬드는 그 자신은 굿우드나 워버튼 경 같은 남성적 면모가 결여되어 

있지만, 그가 남녀 관계에 관련될 때는 가장 ‘남성적이지 않아 보일 때’ 가장 

‘남성적’이고,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세속적’인, 이중성을 담

지하는 인물이다. 이사벨 역시 오스몬드가 청혼하던 시점에도 그 점을 감추지 

않았다고 시인한다. 그렇다면, 이사벨이 “그[오스몬드]를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좋았다. 언덕 위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녀는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담

아왔다. 그를 더 잘 알게 되고 난 다음에도 지워지지 않은 그 이미지는 상상하

고 추측한 다른 것들,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과 특별한 조화를 이뤘다”(Isabel 

thought him interesting—she came back to that; she liked so to think of him. She 

had carried away an image from her visit to his hill-top which her subsequent 

knowledge of him did nothing to efface and which put on for her a particular 

harmony with other supposed and divined things, histories within histories, 237)

라며 오스몬드가 원하던 그 자신의 ‘예술작품화(化)’ 그리고 그에 대한 ‘경배’에 

기꺼이 동참하게 한 것은 이사벨의 ‘자기 기만’이다.  

오스몬드와 결혼 후 극적으로 변화한 이사벨의 모습은 랄프의 시선을 통해 

독자에게 제시된다. 랄프는 이 때 안팎의 괴리를 나타내는 ‘가면’(mask)의 이미

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화자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가면 같았다. 무거운 눈

꺼풀은 있지만 눈은 없었다”(It was the mask, not the face of the house. It had 

heavy lids, but no eyes, 195)라는 피렌쩨의 오스몬드의 집의 외양에 관한 서술이 

오버랩 되게 한다.  

가면을 썼다면 그것은 그녀의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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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에 그려진 평온함에는 뭔가 고정적이고 기계적인 데가 있

었다. 저건 표현이 아니야 하고 랄프는 뇌까렸다. 그건 재현이

요, 더 나아가 광고였다.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 그건 비통한 

일이지만, 그녀가 거의 언급하지 않는 비통함이었다. 오빠에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할 말이 많다는 식이었다.  

if she wore a mask it completely covered her face. There was 

something fixed and mechanical in the serenity painted on it; 

this was not an expression, Ralph said-it was a representation, 

it was even an advertisement. She had lost her child; that was a 

sorrow, but it was a sorrow she scarcely spoke of; there was 

more to say about it than she could say to Ralph. (330) 

제임스는 이 장면에서 1881년 판본에 없던 ‘광고’(advertisement)라는 말을 뉴

욕판 개정 때 추가한다. 그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첨병인 ‘광고’라는 기제를 

이사벨의 변화에 덧씌운 의도는 올버니의 ‘서재’에서 홀로 독일 관념론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독립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녀의 과거 모습과 충격적

으로 대조시키려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사벨이 남성들과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

면서 변화해가는 모습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오직 책을 벗삼던 모습에서 점차 

책을 놓아두고 창 밖의 세상을 살피는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랄프가 결혼 후 이사벨을 처음 방문한 시점의 이사벨에

게는 아예 저잣거리에서 속이 빈 기표로서—‘오스몬드’를 기계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은 곧이어 랄프에 의해 밝혀진다— 세상의 희구(希求)를 요청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채색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미지 다음에 바로 뒤이어 갓난 

아기를 잃은 극한의 ‘비통함’이 채색됨으로써 이사벨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



  91 

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이사벨은 “사교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appeared to be leading the life of 

the world, 330)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때 랄프의 시각을 통해 오스몬드의 불길한 

속성이 정의된다.  

랄프는 오스몬드가 어떻게 모든 것을 경계선 안에 가둬놓는지, 

어떻게 이사벨과의 생활방식을 매만져 바로잡고 통제하고 작

동시키는지 지켜보았다. 오스몬드는 물 만난 고기 같았다. 드

디어 작업할 충분한 재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효과를 노리

는 재주가 있었는데, 속속들이 계산된 효과였다. 저속한 방식

으로 연출하지는 않았지만, 솜씨가 훌륭한 만큼 동기는 저속했

다. 그의 내부를 배타적인 신성함으로 에워싸기 위해, 배제되

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감질나게 하기 위해.  

He saw how he kept all things within limits; how he adjusted, 

regulated, animated their manner of life. Osmond was in his 

element; at last he had material to work with. He always had 

an eye to effect, and his effects were deeply calculated. They 

were produced by no vulgar means, but the motive was as 

vulgar as the art was great. To surround his interior with a sort 

of invidious sanctity, to tantalize society with a sense of 

exclusion. (331) 

랄프가 이사벨에게서 발견한 오스몬드의 “작업”의 흔적은, 팬지에게 행한 그것

과 같은 것이다. 오스몬드는 이사벨의 자아를 모두 말소시키고, ‘자유’를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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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가두어 짓밟는다.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척했지만 오스몬드는 세상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아주 비천한 노예였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 정도가 그가 가진 

유일한 성공의 척도였다.”(Far from being its master as he pretended to be, he was 

its very humble servant, and the degree of its attention was his only measure of 

success, 331) 

굿우드를 대하는 이사벨의 태도에서 이사벨이 추구하는 ‘자유’, ‘자아의 독

립성’ 등의 본령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랄프를 대하는 그것에서는 전자와 상충

되는 듯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깊고 강한 욕망인, ‘모험’보다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 맺음을 원하는 이사벨의 여성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기존의 청혼자들이 

구애할 때에는 지나치게 강하게 버티는 자아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여성성이 

억압되었고, 텍스트의 작용이든, 무의식의 작용이든, 이사벨이 계속 ‘거절’ 하기 

때문에 굿우드와 워버튼 경 역시 계속 구애하게 되어 있다. 이사벨이 오스몬드

와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스몬드의 ‘비어있는’ 남성성이 오히려 이사벨

의 자아를 ‘누르고’, 그보다 더 “원초적인 욕구”를 추구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사벨이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했던 “정교한 빗장이 미끄러지며”(the 

slipping of a fine bolt, 263) “모든 우려를 불식해 마땅해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힘, 참으로 멋지고 신뢰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깊은 내면의 어떤 느

낌”(precisely the force which, as it would seem, ought to have banished all 

dread—the sense of something within herself, deep down, that she supposed to 

be inspired and trustful passion, 263)이 고개를 드는 것은 오스몬드와의 관계에

서였다. 

이사벨이 오스몬드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라

기 보다는, 남성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관계를 ‘이루고자’하는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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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지 모른다. 오스몬드 입장에서 그런 식의 욕구는 저속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미니 부인이 폭로하는 오스몬드는 “오스몬드

를 위해 진력을 다했고, 계획을 짰고, 고통도 당한”(She has worked for him, 

plotted for him, suffered for him) 마담 멀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Osmond has never lifted a little finger for her)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이

사벨이 (오스몬드와 내연 관계일 때의) 마담 멀과 공유하는, 상대방을 위해 무

언가를 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스몬드에 의해 철저히 패퇴 당함을 보여준

다(455). 42장의 밤샘 장면 역시, 직접적인 촉진제는 오스몬드가 워버튼 경의 

이사벨에 대한 연심을 이용해 팬지와의 결혼을 획책하고자 했던 사건인 바, 그

녀가 42장의 긴 성찰 끝에 깨닫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아’를 지워내었고, 자

신이 오스몬드와의 관계에서 희구하던 욕망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

이다.   

42장은 제임스 스스로가 “스무 개의 ‘사건’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설

을 앞으로 전개시킨다”(it throws the action further forward than twenty 

“incidents” might have done)고 평가한 “밤샘 명상”(meditative vigil)으로 이루어

져있다(14). 그리고 이 장면은 “소설가라면 중요하게 여길, 나아가 필수불가결

한 것으로 간주할 깨달음의 순간”(it represents, for that matter, one of the 

identifications dear to the novelist, and even indispensable to him, 15)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제임스는 뉴욕판 서문에서 말한다. 제임스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의 

상찬을 받는 이 42장에는 이사벨의 모종의 깨달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통해 이사벨이 자신의 자아관이나 관계를 향하는 욕망을 수정하고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는, 일종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

다. 남편을 “거역”하고 랄프에게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이사벨이 보이는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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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거치고 나서도, 그녀는 ‘자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고귀한 것은 폐허

가 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이전의 자아 중심적 태도로 돌아가는 듯한 면모

도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인식의 확장’이라는 평가에 이

견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사벨이 오스몬드의 한 단면이 아닌 “전체”를 파악

하게 된 것이다.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굿우드라는, 자신의 불행을 상쇄해줄 법

한 명시적인 “선(Good)”을 거부하고, 오스몬드에게로 돌아간 이사벨의 선택은 

인식의 성장에 따른 ‘도덕적 승리’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조차 이사벨의 깨달음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데, 오스

몬드의 남성성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때 이사벨은 남성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

성성 역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사벨은 그동안 ‘자유’와 ‘독립성’을 지상 명

제로 하는 자신의 여성적 자아를 수립함에 있어 그녀 자신이 두드러진 실체와 

폭력성으로 인식하는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방식만을 차용해왔다. 이사벨을 

관념주의, 혹은 이상주의로 치우치게 만든 이러한 여성성은 남성들과의 관계에

서 욕망을 탈각시키는 결과를 만드는데, ‘무성적’(asexual)으로 여겨졌던 오스몬

드와의 관계에서 결국 타인만을 재현하고 자아가 지워지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다. 이사벨은 자신만의 ‘독립성’ 추구가 필연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는 지를 깨닫

게 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이사벨이 이 모든 여정을 다 거치고 난 뒤 다시 로마로 회귀

하는 결말을 해석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받을 비판은 당연하게도 이것이[이 소설이] 끝맺어지

지 않았다는 것이다—즉, 여주인공을 마지막 상황까지(그녀를 

허공 중에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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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기도 하고 동시에 틀리기도 하다. 어떤 것도 그 전체는 이야

기되지 않았다. 독자는 오직 함께 모인 것들만 얻게 될 뿐이다. 

내가 한 것은 그 결합일 뿐이며—그것은 함께 묶인다. 그 자체 

안에서 완벽하다—남은 것들은 시작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

다. 나중에야.   

The obvious criticism of course will be that it is not finished—

that I have not seen the heroine to the end of her situation—

that I have left her en l’air.—This is both true and false. The 

whole of anything is never told; you can only take what groups 

together. What I have done has that unity— it groups together. 

It is complete in itself—and the rest may be taken up or not, 

later. (원문 이탤릭 Notebooks 18) 

작가적 의도의 한 편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노트의 결말 해석에 충실한 비평가

로는 비더(William Veeder)가 있다. 비더는 이사벨의 최종 상태가 “그녀가 남편

에게 돌아갔다”(she has gone back to her husband)라는 통념에 반박하며, 이 작

품은 이사벨이 남편에게 돌아갔다는 과거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돌아가고 있다는”(with her going back, 원문 이탤릭) 사실로 끝난다고 주장한다. 

이사벨은 “간통을 옹호하는 결속(헨리에타와 캐스퍼)”과 “관습적인 가정성의 결

속(길버트와 팬지)” 중 어느 것과도 쌍을 이루지 않는다. 이로써 제임스가 “무

(無)”(nothing)의 초상들을 그려, “이름들로 가득 찬 허공일 뿐인”(nothing but a 

void full of names) 삶이라는 텅 빈 상태를 “지속적인 현재”(enduring presence)

로써 채우려 했다는 것이 비더의 주장이다(7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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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더는 “부족”(lack), 결핍됨으로써 자아를 규정하고 지키려 하는 이

사벨의 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기 위해 결말에 대한 평가를 위와 같이 내린 듯 

하고, 왜 하필 비더 자신도 “죽을 것 같은 애정 없음”(deadening lovelessness, 

745)이라고 표현한 오스몬드에게로 돌아갔는가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한다. 또

한 어떤 공동체와도 결속을 거부하고 “고립 상태”(in isolation, 746)에서만이 이

사벨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유아적”(solipsistic)인 상태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사벨이 그동안 얻은 깨달음을 축소시키는 해석

이 아닌가 한다. 즉, 비더의 해석은 이사벨이 오스몬드와 형성하고자 했던 관계

에의 욕구 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42 

이사벨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는 욕망의 실체가 이사

벨의 핵심적 선택들을 규명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본 논문의 

논지에서 본다면, 이사벨의 의사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굿우드와의 마지막 

대면 장면부터 헨리에타가 ‘이사벨은 로마로 돌아갔음’을 통보하면서 굿우드에

                                           

42 반면 태너(Tony Tanner)의 해석은 다수의 평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데, 그는 마지막 

장에서 굿우드의 성적 요구의 총력(總力)에 이사벨이 처음으로 귀속된다고 본다. 그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a shattering experience, but it is 

also a release)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벨은 굿우드의 “미국적인 순진함”(American 

innocence)과 “육체적 단순함”(physical simplicity)로 돌아갈 수 없고, ‘자아’(the self)는 

실수를 저지른 향로(向路)를 벗어나 돌아갈 수 없고 오직 전진하고 뛰어 넘어 도약해

야만 하기 때문에 “로마의 냉기와 폐허”(the chill and ruins of Rome)로 돌아가야 한다

고 태너는 해석한다. 태너의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이 시점에 이르면 이사벨은 “더 

풍성한 미래를 기약하는 새로운 비전, 더 깊은 이해, 온건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명상의 능력”(a new vision, a deeper understanding, a capacity for modest unegotistical 

contemplation which all promise a richer future)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오스몬드와 이

혼할 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담 멀이 미국으로 차츰 사라져버린 것

처럼, 오스몬드도 “사소한 것”(insignificance)으로 축소되고 말기 때문이다. 태너는 이

러한 결말을 통해 이사벨이 가장 중요한 자유, 내적인 자유를 획득했다고 본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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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내’를 종용하는 장면까지를 작품의 결말로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 로마

로 귀환하거나 하지 않거나 분명한 사실은, 랄프가 죽고 워버튼 경은 다른 귀족 

여인과 약혼한 이 시점에서 굿우드와 같은 남성을 명확하게 거부한 것뿐이다. 

초반에 보여주던 기만을 벗어 던지고 랄프류의 ‘자유론’을 펼치는 굿우드를 끝

끝내 거부하고, 그가 쫓아오는지 뒤돌아 확인까지 마친 후 최종적으로 굿우드에

게서 ‘도주’하는 이사벨의 행동은 그녀가 힘겹게 이루어낸 ‘각성’의 측면에 대해 

42장의 보다 직접적인 내면 진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녀 자신이 로마에서 스스로와 동일시 한 “폐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남성’ 인물로서의 굿우드에게 몸이 휘청

일 만큼 매혹되지만, 그 마저도 이사벨은 뿌리친다. 

하지만 어둠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사벨은 자유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다만 거기서 내달렸을 뿐이다. 집

의 창문에서 새어 나온 불빛이 잔디밭을 멀리까지 비추었다. 

거리가 상당히 멀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어

둠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통과해 현관에 도

착했다. 그곳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멈춰 섰다. 사방을 둘러

보았고, 잠시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나서 문고리를 잡았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직선

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  

But when darkness returned she was free. She never looked 

about her; she only darted from the spot. There were lights 

in the windows of the house; they shone far across the l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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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xtraordinarily short time-for the distance was 

considerable-he had moved through the darkness (for she 

saw nothing) and reached the door. Here only she paused. 

She looked all about her; she listened a little; then she put her 

hand on the latch. She had not known where to turn; but she 

knew now. There was a very straight path. (489-490) 

굿우드의 키스가 “하얀 번개, 퍼지는 섬광”(white lightning, a flash that spread, 

489)이라는 ‘빛’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반면, 이사벨이 굿우드를 뿌리치고 달아

났을 때는 ‘어둠’이 깔린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동안 작품에서 지속되어 

오던 ‘빛’과 ‘어둠’의 은유적 비유를 뒤집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의 굿우드는 가

히 ‘구원의 기사’를 방불하며 등장하고 ‘빛’을 내뿜지만, 그 빛은 이사벨의 자아

에는 ‘죽음’에 다름 아님이 드러난다. 현관에 도착한 이사벨이 사방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굿우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알았다’(knew)는 표현은 이사벨이 로마로 귀환하는 선택이 순간의 충동

이 아닌 그녀가 도달한 각성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사벨은 더 이상 자신을 

내려놓고 남성과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품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벨의 로마 회귀를 끔찍한 ‘오스몬드에게로의 회귀’로 해석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애초에 이사벨이 굿우드에게서 거부하였던 것은 그

의 남성성 일체라기 보다는 그와 같은 남성성을 지닌 남성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 혹은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사벨은 오스몬드의 개인적 자질이 나머지 

남성들보다 ‘그나마’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녀의 분열적 조건을 봉합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행동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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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미국에서 남북 전쟁 이후 재건기를 거쳐 20세기로 달려가는 19세기 후반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치적, 문화적 기능들”(sexual, political, and cultural 

functions, Banta 21)이 최고조로 강조되던 시기였다. 제임스의 ‘마음’의 모든 사

안들이 궁극적으로 ‘젠더화’(gendered) 되었다는 진술은 과장이 아니다. 제임스

가 공들인 『한 여인의 초상』의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재현과, 그들이 서로 

욕망하고 길항하며 만들어내는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는 미국적 상황의 면면을 

반사하고 있다. 요컨대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공동체의 가

능성을 남성 인물들과 이사벨의 관계를 통해 시험하였다.  

‘로마’는 작품에서 이사벨이 한복판에 서서 “모든 역사는 고귀한 것들의 파

괴로 가득하지 않은가?”(Wasn’t all history full of the destruction of precious 

things? 466) 라고 반문하는 ‘폐허’(ruins)의 도시다. 또한 그것은 ‘자유’라는 이

름으로 여성을 소유하고 고정적 정체성에 머물게 하려는 굿우드의 기만과, 여성

적 열망을 깊이 공감하지만 그 뿌리에는 불치의 분열성과 자기애가 자리하는 

랄프의 이중성, 전통이나 명예, 사회적 가치 등 자신을 덮어줄 모든 외피가 부

재한 조건에서 ‘관습’이라는 껍데기로 자신을 에워싸 그 텅 빈 내면에 여성을 

가두어 자아를 말소시키는 오스몬드의 파괴성을 모두 겪고 난 이사벨의 내면의 

은유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라는 가치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욕망을 억압해 온 자기 기만을 깨

달은 이사벨의 혼란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고귀함’을 끝내 내려놓을 

수 없는 이사벨의 ‘꼿꼿한 자아’의 회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사벨이 끝내 ‘오스몬드’에게로 돌아간 그 동기는 알 수 없을뿐더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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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든 파국

을 다 겪어낸 후의 정신적 불모 상태와, 마지막에 굿우드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이사벨의 각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월튼(Priscilla L. Walton)이 적절하게 

평가한 것처럼 오스몬드가 기거하는 “그 불멸의 도시[로마]는 제임스의 인물들

에게 풍요와 정제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질병과 재앙과, 죽음으로 치

닫게 한다.”(The Eternal City offers James’s fictional characters the promise of 

enrichment and refinement, but it also often precipitates disease, disaster, and 

death, Martin 141) 그러나 이 ‘죽음’이 모든 것이 소멸된 절대적 ‘무(無)’의 상

태가 아니라는 점은, 제임스가 결말을 처리한 방식이 시사한다.   

제임스는 존재의 분열을 거친 후에도 온전한 의식을 때때로 성취할 수 있

다는 점을 이사벨의 각성을 통해 말한다. 그러나 제임스가 결말에서의 이사벨의 

여성성을 손상되고 파괴된 형태로 그려내고, 흡사 죽음과도 같은 상태로 그녀를 

폐허의 도시로 돌려보낸 의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임스는 굿우드로 대

변되는 규범적 남성성을 거부한 이사벨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의문을 결말을 통해 던짐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창조적인 관계가 불가

능한 공동체와 남녀 관계를 넘어선 대안을 궁구한다. 이를 단지 ‘희망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마지막 장면의 굿우드의 비감이 주는 인상이 너무 짙지만 제임스는 

후기작을 통해 이사벨이 문을 열어놓은 여정에 끊임없이 천착하고, 이 작품의 

결말을 뒤이어 궁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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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ininity in Ruins: 

Isabel’s Awakening in The Portrait of a Lady 

 

Yeoju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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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awakenings of Isabel in relation to the dominant 

masculinity of American and European societies to identify the meaning of 

Isabel’s choices in Henry James’s The Portrait of a Lady. In his work, James delves 

into the mechanism which renders the femininity of Isabel devastated and 

collapsed, rather than presenting a vivid feminine character in relationship with 

male characters. Isabel is victorious to some extent by rejecting proposals from 

prospecting men, while the way she achieves ‘freedom’ is negatively in line with 

the duplicity that ‘normative masculinity’ contains. 

The first chapter demonstrates a psychological mechanism of escape and 

indicates a contradiction inherent in Isabel’s ‘freedom.’ Caspar Goodwood is a 

normative male character who has ensconced the conventional heterosexual 

gender order. He makes proposals of marriage to Isabel by suggesting an 

‘ideology’ of rescuing women which turns out to be a false pretext for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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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n. Isabel paradoxically rejects Goodwood who promises to give her 

‘freedom’ over again and suppresses her own desires in the name of ‘freedom’.  

The second chapter explores the ‘disabled’ condition and the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es in relation to Ralph Touchett and Isabel. Ralph 

reveals a quite different masculinity from Goodwood, which is the cause of 

internal divisions caused by an incurable case of tuberculosis. Isabel discloses the 

conflicting aspect of being afraid of adventure and avoiding isolation when she is 

with Ralph who truly sympathizes with her wish for freedom. In this chapter, this 

thesis tries to explain the inner reality of Isabel, which is not fully an aspiration 

for freedom,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bequeath and the death-bed scene to 

establish the cause of the failed relationship.  

The third chapter examines Isabel’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with 

Gilbert Osmond and elucidates Isabel’s final choice based on it. Only Isabel 

idealizes Osmond’s manhood which appears to be unqualified in any category, 

and chooses to marry him. This shows the underlying self-oblivion and idealistic 

delusion of Isabel. Isabel’s tragedy is a consequence of Goodwood’s deceptive 

masculinity, Ralph’s duplicity, and Osmond’s capitalist representation. 

Furthermore, it is the divisive femininity of Isabel and the dilemma of freedom 

allowed to modern women that brought about the tragedy.   

 

Keywords: Henry James, The Portrait of a Lady, Femininity, Manhood in 

America, Normative Masculinity, Freedom, Awakening, The Self 

Student Number: 2015-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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