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 설명할 때입니까?”
『오트란토 성』에서 제롬이 지니는 위태로운 권위

조 효 림

호러스 월폴(Horace Walpole)의 『오트란토 성』(The Castle of Otranto)을 읽

으면서, 우리는 누가 주인공(hero)이고 누가 악당(villain)인지 꽤나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오트란토 성을 부당하게 찬탈한 성주 만프레드(Manfred)
는 하늘의 심판을 받으며, 원래의 성주였던 알폰소(Alphonso)의 후계자 테오

도르(Theodore)는 그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인지, 많은 

비평들은 『오트란토 성』을 만프레드와 테오도르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읽어낸

다. “만프레드와 알폰소, 그리고 알폰소의 ‘정당한’ 후계자들의 매우 양가적인 

위치”(the deeply ambivalent subject positions of Manfred, Alfonso and 

Alfonso’s ‘proper’ heirs; Chaplin 178)가 자아내는 적법한 권위와 적법하지 

않은 권위 사이의 이항대립으로 『오트란토 성』을 읽을 때, 테오도르의 아버지

이자 성 니콜라스(St. Nicholas) 교회의 수사인 제롬(Jerome)은 철저하게 부

차적인 인물로 인식된다. 만프레드의 끝도 없는 계략에 제동을 걸며 그의 비

윤리적인 행동을 향해 설교를 늘어놓는 인물인 제롬은 “신성하나 어딘가 어

설픈, 서투른 성직자”(saintly but bungling priest. . . simply inept; Frank 

203)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은 언뜻 장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인 

제롬에 초점을 맞추어보려고 한다. 우선은 그가 스스로를 ‘신의 대변자’로 칭

하면서 어떤 종류의 권위를 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우

선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이 제롬이 매우 아끼는 아들, 테오도르에 의

해서 어떻게 위협을 받게 되며 마침내는 ‘멈추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작품은 오트란토의 성주인 만프레드의 가족과 그 가족에게 내려진 “고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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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ancient prophecy)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만프레드는 이 예언을 대단

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작품을 통틀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 ‘하늘의 섭리’를 거슬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혹독한 기질”(the severity of their prince’s disposition; 17)로 오트란

토 성을 다스리는 만프레드는 하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아내와 딸에게도 

무자비하게 대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는 “폭풍과 같은 분노”(tem-
pest of rage; 20)를 쏟아내는 등 감정을 좀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폭

군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는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남성 후계자를 확보함으

로써 권력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요소는 만

프레드가 오트란토 성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혼과 이혼은 

교회가 관장하는 영역이고, 교회의 대변인인 제롬 신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프레드가 말하는 대로, “내 영토의 

안위, 나와 내 영민들의 안위”(reasons of state, my own and safety of my 

people; 46)가 적법한 남성 후계자의 유무에 달려 있다면, 이 정치적으로 “가

장 시급한 문제”(most urgent reason; 46)는 혼인 관계와 그로 인해서 맺어지

는 가족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가 혼인과 가족 

관계를 인정할 권리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제롬은 작품 내에서 가장 큰 권위

를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폭력적인 가부장이자 폭력적인 군

주인 만프레드의 횡포에 제동을 걺으로써 그가 분별없이 휘두르는 권력, 자격 

없이 부당하게 행사하는 권력을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 니콜라스(St. Nicholas)의 교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in-

strument)를 자처하는 제롬의 특별한 권위는 작품의 초반부터 꾸준히 암시

된다. 후에 테오도르로 밝혀지는 어떤 젊은 소작농이 콘라드(Conrad)를 깔아

뭉갠 거대한 투구(casque)가 성 니콜라스의 성당에 있는 알폰소(Alfonso the 

Good)의 것이라고 지목하자 만프레드는 길길이 화를 내며 그 젊은이가 반역

(treason)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반역’에 만프레드가 대처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다. 물론 친구들의 만류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만프레드는 당

장 그를 죽이는 대신에 범인을 네크로맨서(necromancer)로 규정하며, “교회

가 이 일에 대해서 인식할 때까지”(till the church could take cognizance of 

the affair; 21) 그를 투구 아래에 가두어 놓으라고 명령한다. 제롬과 만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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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이사벨라의 거취를 두고 언쟁을 벌일 때에도, 만프레드가 제롬의 주장

을 권력으로 꺾지 못하자 결혼법(legality of our marriage; 48)을 들먹이며 

히폴리타와 자신이 이혼해야 하는 이유를 들며 제롬이 “신성한 권고”(divine 

exhortation; 48)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도 교회와 제롬 신부의 특별

한 위치가 드러난다. 이사벨라가 (문자 그대로) 만프레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뒤 자신의 피난처로 교회를 결정한 데에는 위와 같은 이유가 컸을 것이다. “이
사벨라는 만프레드의 폭력이 성당의 신성함까지는 모독하지는 못하리라는 것

을 알았기”(She knew even Manfred’s violence would not dare to profane 

the sacredness of the place; 26) 때문에 지하 통로를 통해서 제롬의 보호 아

래 몸을 의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물론 이사벨라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강압할 때, 이사벨라가 둘 사이의 결합이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

하며 신의 뜻과 섭리를 끌어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반해 “천국

이나 지옥이 자신의 계략을 방해할 수 없다”(Heaven nor hell shall impede 

my designs; 25)며 호기를 부리는 장면, 혹은 제롬과 말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만프레드가 교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

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만프레드는 교회를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동시에 교회의 권위에 기대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오트란토 성에서 교회 혹은 제롬이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이 권위는 제롬

이 작품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에도 드러나는 것이다. 스스로를 성스러운 사람

(holy man)으로 칭하는 제롬 신부는 가족 관계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제롬은 작품 내에서 모든 관계, 인물, 현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무엇이 정당

하고 정당하지 않은지,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역할

을 한다. 그는 이사벨라가 만프레드의 “계약된 딸”(contracted daughter)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결합이 “근친상간”(incestuous design)이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결합”(a match 

which the church will never allow; 47-48)이라고 규정한다. 등장 이후부

터 계속해서 ‘젊은이’(the youth)로만 지칭되던 인물에게 “이는 내 아들이오! 
내 테오도르!”(It is my child! My Theodore!; 53)라는 발언을 통해 테오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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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이를 통해 그의 혈통과 역사를 복원하며 그의 오트란

토 성주로써의 주권을 되찾아주는 것 또한 제롬의 역할이다. 제롬은 만프레드

에게 “당신은 적법한 성주가 아니오, 당신은 성주조차도 아니오”(Thou art no 

lawful prince, said Jerome; thou art no prince; 89)라고 근엄하게 선포하

는 목소리이다. 명명하는 것이 제롬이 가진 힘의 핵심이고, 그 힘은 결혼법이

나 상속법을 포함한 인간 사회의 법률을 비롯하여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자연

의 법칙까지를 제정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롬은 또한 작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운명적 사건의 전개

를 해석하고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도덕적이

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비밀을 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지적 우위를 가지고 작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 황동나팔 소리와 함께”(the trampling 

of horses was heard, and a brazen trumpet. . . was suddenly sounded; 

55)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령이 오트란토 성에 도착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Revelation)에 나타나 있는 최후 심판의 날을 연상케 하며 성의 인물들을 두

려움에 떨게 한다. 이 때 제롬은 만프레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의 종

을 조롱하는 것에 노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에 복종하고 신의 사자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My lord, heaven is no doubt displeased with 

your mockery of its servants. Submit yourself to the church; and cease 

to persecute her ministers; 56)라고 말하며 만프레드를 정죄한다. 마틸다가 

만프레드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제롬은 “알폰소의 피가 하늘에게 

복수를 간구하였더니, 하늘이 그 제단이 살인으로 얼룩지는 것을 허락하셨구

나!”(The blood of Alfonso cried to heaven for vengeance; and heaven has 

permitted its altar to be polluted by assassination; 100)라고 의미를 부여

한다. 결말 부분에서 『오트란토 성』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제롬이 복원

하는 역사를 기반으로 ‘폭군이자 찬탈자인 만프레드에 대한 징벌’이라는 윤리

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작품 전체는 “후대의 폭군들에게 경고가 될 피 묻은 

기록”(bloody record be a warning to future tyrants; 104)으로서 재구성되

게 되는 것이다. 
제롬의 언어가 가지게 되는 강력한 권위는 등장인물에게 뿐만 아니라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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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트란토 성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는 그 원인도 의미도 불분명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

난다는 것이다. 이 기현상들이 등장인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감

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그것들의 부자연스러움이나 거대함 때문이기도 하

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조각조각 나 있으므로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조각난 거인의 몸의 일부, 논리 있는 문장 혹은 단어로 채 합쳐지지 못한 

글자들은 기괴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다.”(dismembered body, the in-
articulate and barbaric letters of what has not yet been gathered into a 

coherent statement of word- that gives rise to a sense of uncanny here; 

Bernstein 57)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투구, 전신갑주를 입은 거인의 

형상, 피 흘리는 조각상 등은 독자들에게도 의미 불명으로 남겨진다.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이것

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또 그 해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언어를 통해서 파편적으로만 드러나는 오트란

토 성의 초자연적 현상들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인물들의 역사를 구성하

고 작품 전체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제롬의 역할은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만프레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제롬의 권력은, 그러나, 만프레드의 

권력이 작품 내에서 끊임없이 위협받듯이, 결코 변함없이 강력한 것으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제롬에게는 테오도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물론 테오도르는 제롬의 아들이자 알폰소의 혈통으로, 제롬이 만프레드의 횡

포를 합법적으로 저지하고 그를 징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

는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테오도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제롬의 위치,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신성한 사람이라는 위치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만프레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순간 제롬은 수사 제롬(friar Jerome)
이 아니라 팔코나라 백작(count of Falconara)이 되는 것이며, 엄격하고 공정

한 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핏줄과 정에 좌우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만
프레드는 제롬에게 “이제 당신도 유일한 아들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내가 사임해야 한다고 설교했지. 운명

이 그렇게 정했다면 내 집안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나, 팔코나라 백작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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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Thou canst fell then, said Manfred, what it is to lose an only son? 

A little hour ago thou didst preach up resignation to me: my house, if 

fate so pleased, must perish-but the count of Falconara-; 54)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며 날카롭게 공격하며, 이에 제롬이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잘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I confess I have offended; 54)라는 말 뿐이다. 
더욱이, 제롬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아들인 테오

도르가 아버지(들)에 의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은 제롬의 권위

를 한층 더 위태롭게 한다. 테오도르는 만프레드도, 제롬도, 심지어는 무장한 

기사인 프레데릭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다. 작품의 초반에 분노한 만프레

드가 테오도르의 멱살을 잡자, 테오도르는 정중하게 그 손길을 뿌리치며 자신

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당돌하게 질문한다. 이 때 만프레드는 “그 태도가 얼

마나 공손했던지 간에,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난 젊은이의 활기에 더욱 분노”

(Manfred, more enraged at the vigour, however decently exerted, with 

which the young man had shaken off his hold; 20) 한다. 아직 이름도 없

는 익명의 소작농에 불과했을 때에도 테오도르는 이미 만프레드의 힘, 물리적

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힘마저도 젊은이다운 ‘활기’로 쉽게 뿌리쳐버릴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만프레드에 의해 참수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테

오도르는 “나는 위기에 처한 여성이 내 보호를 필요로 할 때, 그 누구의 심기

를 거스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I fear no man’s displeasure, when a 

woman in distress puts herself under my protection; 50)고 말하며, 이사

벨라를 만프레드에게 바쳐서라도 그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제롬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제롬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지점은 테오도르가 단순히 아버지의 말

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롬의 ‘설명’을 듣기를 거부할 때 발생

한다. “제롬은 그가 오랫동안 견뎌 온 고통, 그의 가족에게 저질러진 배반과 

찬탈에 대해서 해설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Jerome is anxious to expound 

on the long suffering he has endured. . . treachery and usurpation com-
mitted against their family; Hamm Jr. 678) 반면, 테오도르는 자기 아버

지의 오랜 숙원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제롬이 테오도르에게 “왜 [마틸다를 향

한] 그의 열정을 억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겠다”(to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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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int him with important reasons for conquering his passion; 86)고 하

자 오트란토 성의 서술자는 “이사벨라와 마찬가지로, 테오도르는 자기 감정

의 충동을 제어하고 부모의 명령에 따르기에는 부모의 권위와는 너무나 거리

가 먼 삶을 살았다”(Theodore, like Isabella, was too recently acquainted 

with parental authority to submit to its decisions against the impulse of 

his heart; 86)고 설명하며 “테오도르가 수사의 설명을 듣는 것에는 별다른 관

심이 없었다”(He had little curiosity to learn the friar’s reasons; 86)고 명

시한다. 제롬의 권위가 그의 언어에 기반하고 ‘해설’하는 것이 오트란토 성에

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테오도르가 

그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제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제롬의 지위, 법을 규정하고 질서를 수호하며 

역사를 기록하고 재정립하는 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가 언어를 통해 

하고 있는 작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

다. 제롬이 마틸다를 향한 테오도르의 열정을 죄악(guilty)이라고 규정하는 것

은, 물론 마틸다가 만프레드의 딸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테오도르가 열정 때문

에 “그의 설명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롬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오트란토 성』에서 제롬이 언어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권위는 비단 테오도르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에 의해 번번이 간섭

을 받으며 균열을 보이게 된다. 앞서 언급한 제롬이 여러 현상들에 ‘이름을 붙

이는’ 장면들에서도 이미 이런 균열들이 발견된다. 프레데릭의 전령이 등장할 

때, “죄 없는 젊은이를 풀어주고, 나의 성스러움을 존중하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Dismiss this innocent youth; and learn 

to respect the holy character I wear: heaven will not be trifled with: you 

see-; 58)라는 제롬의 말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끊기게 된다. 알폰소의 석상 앞

에서 테오도르에게 그와 알폰소의 관계를 알려주려던 첫 번째 시도는 히폴리

타의 등장으로 인해 무산되고, 마틸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테오도르의 

내력을 밝히려던 두 번째 시도 또한 테오도르의 “지금이 설명할 때입니까?”(Is 

this a season for explanations?; 102)라는 질책에 의해 가로막힌다. 물론 수

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롬의 설명이 중요한 순간마다 간섭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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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자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흥미를 배가하는 효과를 낳기 위

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롬의 ‘설명’이 작품 전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생각

해 보았을 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다’라고 도리어 자기 아버지를 꾸짖는 

테오도르의 말은 제롬의 권위와 그의 언어가 갖는 권위를 크게 떨어트리게 된

다. 
만프레드의 권력이 오트란토 성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을 장악하는 것으로부

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롬의 권력은 언어와 

서사를 장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만프레드의 권력이 실패하는 순간들

은 인물들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장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품 

초반에서 테오도르가 그의 멱살을 잡는(hold)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

하여, 이사벨라가 “[자신의] 차가운 손을 잡는 ”(he seized the cold hand of 

Isabella; 24) 만프레드에게서 벗어나 지하 통로로 빠져나가는 장면, 테오도르

가 거대한 투구 속에 갇혀 있다가 바닥에 만들어진 “틈”(a gap)을 통해 탈출하

는 장면 등은 만프레드가 가진 권력의 (문자 그대로의) 균열을 명백하게 드러

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트란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마지막 부분은 

그 권력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
롬의 경우 만프레드처럼 드라마틱한 붕괴의 순간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가 

가진 권력 또한 군데군데에서 균열을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작동하

지 않게 된다. 제롬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마침내 풀어놓을 수 있게 된 서사는 

“테오도르의 이야기”(Theodore’s narrative; 105)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며, 
그 이후에 “수사는 말하기를 멈췄다.”(The friar ceased; 105) 작품이 끝날 무

렵의 제롬은 독자들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에 비해 더 이상 지적 우위를 가지

고 있지 않으며, 그에게 강력한 힘을 쥐어주었던 언어와 역사, 서사는 모두 소

진되었다. 
 지금까지 제롬의 서사에 대한 권력이 무엇이며, 그 권력이 어떻게 방

해를 받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 대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에 주목해보았

다. 만프레드의 가부장적, 정치적 폭력과 비등한 힘으로 등장인물들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제롬은 『오트란토 성』을 읽는 독자들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에 테오도르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제롬의 ‘설명’을 거부하는 지점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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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침내 그의 ‘설명’이 멈추는 지점을 인식하는 것은 제롬이 작성하고 보증

하는 “정확한 기록”(authentic writing; 105)과 그것이 복원하고자 하는 질서

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를 짚

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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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This a Season for Explanation?”:
Jerome’s Precarious Authority in  

The Castle of Otranto

 Hyorim Jo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uthority of ‘holy man’ Jerome which is 

distinct from but as precarious as that of Manfred. Although Manfred 

seems to wield uncontrollable power in Castle of Otranto, it is Jerome 

who can guarantee him the legitimate heir. He is the voice that decides 

what is lawful and what is not. With his right to approve of valid mar-
riage or divorce, and to define family relationships, Jerome precludes 

Manfred from marrying Isabella. While the castle belongs to Manfred, 

language belongs to Jerome; he is in charge of laws, names, and expla-
nations. The significance of historical recordings- even the interpreta-
tion of The Castle of Otranto itself -depends on the friar. However, the 

authority of Jerome shows rupture throughout the text. His explana-
tion is rejected and interrupted by various characters, especially by 

Theodore, and halts in the end. The spots and cracks in the text where 

Jerome’s language does not operate throw doubt on the version of ‘au-
thentic writing’ which Jerome warrants and restores.

Key Words      Horace Walpole, The Castle of Otranto, gothic fiction, 

strategy of rhetoric,  Catholic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