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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propósito al escribir este estudio sobre la ideología del sexo de las novelas de Pedro 

Antonio Alarcón tiene dos objetivos de importe a la vez literario y político. Alarcón que se 

dedica con sentido radical al periodismo batallador, después del desafío a un duelo con el 

venezolano Heriberto García de Quevεdo， poeta conservador y defensor de la reina Isabel 1I, 

acabó por llevarlo al bando conservador y católico. Este cambio radical de Pedro Antonio 

Alarcón reflexiona el conflicto entre España estancante y España evolucionante del siglo 

XIX. Respecto al campo literario, el triunfo de la revolución dε 1868 habría de alentar y 

propugnar el tradicionalismo ideológico. Frente al plan militante de los hombres del 

regeneracionismo, Alarcón entrega al público español su novela espiritualista para potenciar 

la perdurabilidad del cristianismo como solución de los conflictos vigentes. 

No obstante, la fórmula novelesca alarconiana adquiere carácter amplio y abierto: un 

fenómeno literario de las divεrgencias seculares así como la exposición de todo un 

pensamiento positivo y renovado. Aunque los personajes femeninos, se describen una como 

otra según el patriotismo. Alarcón, a través de la narrativa dialógica y la forma de novelas 

p이icíacas ， hizo de los principios cristianos savia vivificadora de una realidad dinámica y no 

letra puerta. En “el amigo de la muerte", Alarcón subraya el rol del personaje femenino de 

socorrer el espíritu de su novio, 10 que sugiere un hecho de quε el amor romántico y el 

sacrificio llega a ser energía creativa de la sociedad inerte. Para él, la novela sería una 

búsqueda de la unidad dialéctica para superar la circunstancia de aquellos tiempos en que 

estaban divididos en dos partes como la tradición y el desarr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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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빼 드로 안또니오 일·라르꽁(Pcdro Antonio de Alarcón)은 스페 인 문학 

사에서 뛰어난 단편 소설가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초반 

에는 개혁을 주장하는 공화파에 속해있었지만， 께베도(Qucvedo)와의 논 

쟁 1) 이후， 전통주의지-로 선회하게 된다. 그 후로 알라르콘은 왕정을 고 

수하고 공화파의 급진적인 개혁의지를 저지하고 끌라린 풍의 반사제주 

의(anticIericalismo)와는 반대 입장에 취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정치적 

입장의 변화는 세인들의 논란거리가 되지만 젊은 시절 자유주의 정신은 

훗날 그기- 전통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밀거릅이 되었다. 그래서 오도넬 

(0’Donell)이 이끄는 통일주의 정당의 의원으로 활약한 그는 지식인들의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낭만적인 기호를 계숭한 전통적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볼려졌다.2) 그러면 보수적 성격과 자유주의 

성격의 조화로운 합일올 꾀한 전통적 자유주의 정신은 문학 작품에 어 

떤 영향볼 끼쳤는가. 

시대적으로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서 변혁의 시기였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왕래의 

증가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도 

시화에 따른 갖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던 때였다. 도시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일상적인 도회지 삶의 모습옴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풍속주의 

1) En cl μíligo， publicó Alarcón unos 3ltículos insu1tantcs contl'a lsabcl 11, que lIevaron al 
cscritor vcncγ:olano y absolutista, Ilcribcrto García dc Qucvcdo, a batirsc en cuelo con el 
‘'tCπiblc libclista" guadijeí'lo. EI vcncí'olano, gran tiradol', pudo matar al joven Alarcón, pero 
tuvo la c1cgancia dc tirar al aire “ pcrdonando la vida a tanta hcrmosa página que le 
qucdaba por cscribir al acalorado joven". Estc romántico cpisodio, dcl cual fueron testigos 
CI duquc dc Rivas y L. Gonzálcz ßl'avo, cicl'ra su vida I'C、'olucionaria y dio pie a la 
Icycnda dc la convcrsión dcl cscritor dc anticlcrical y rcpuhlicano, cn ultl'amontano y 
neo-catól ico, acw쩍ción quc él 5icmprc ncgó dc una mancra ohscsiva hasta el final de su 
vida. E. Pardo Bazán( 1965), l~‘.\'l lIdio y Al1Iolo~í，μ Madrid, Compm1ía Bibligráfica Española. 

2) “ Vicndo 0 ’[)onncll quc cn 1’alacio no cra posiblc scr lihcral y progrcsista, decidó hacer un 
nucvo partido, con 10 más lucido dcl gropo progrcsista dc rctaguardia y 10 más avanzado 
de 105 ωnservadorcs. EI nucvo partido ~c lIamb lJnión I.ivι1'<1 1 Y Alul'cón entró en él a SlI 

vuelta dc la guerra dc AfÌ'icn, movido por SlI admiración." Antonio Lara Rarnos(20이 ), 

Pedro Anlonio de AI(/r('lÍn. Granada. Editorial Caman:s. 97. 



알라르곤 소설의 전통적 자유주의와 성(性) 이데올로기 · 임주인 153 

(costumbrismo)가 나타나게 된다. 이 러 한 풍속주의는 뒤에 나오는 갈도 

스와 끌라린 등 사실주의 작가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산업화， 공업 

화， 도시화에 따른 이데올로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제시해주게 되 

었다)) 그런데 이런 풍속주의는 어떤 이상향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변화 

되는 사회에서의 조야한 현실을 (도덕성에 입각하여) 아이러니하고 신랄 

하게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풍속주의 작가들이 도덕성에 치중하여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에게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고 민족 

주의자의 편협함으로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라르꽁은 당시 

대도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인간의 심리적인 

묘사가 부재하는 데에 대해 한계성을 인식하고 사실주의와 낭만주의4)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게 된다.5) 

지금부터 살펴볼 세 편의 단편집에서는 당시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 

사조와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던 탐정 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작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을 접하게 된다. 알라르꽁의 단편집 『연애 이야 

기 Cuentos amatorios .JJ, U"나라의 역사 Historietas nacionales.JJ, U"거짓말 

같은 이 야기 Narraciones inverosímiles .JJ 에서 여 성들은 때로는 가부장적 인 

이데올로기에 갇혀 희생을 강요받는 여인으로， 때로는 19세기의 혼란한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범죄자로 그려지고 그들은 모두 사회질서를 거 

부한 죄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17세기 가부 

장적 전통에 기초한 도덕주의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19세기 후기 낭만 

주의와 사실주의 사조를 절충시키면서 진보와 전통의 변증적 합일을 추 

3) Pere Sunyer Martín, “ La idea de ciudad en la literatura española del siglo XIX. Las 
ciudades españolas en la obra de Pedro Antonio de Alarcón(l 833-1891)," 
http://www.ub.es/geocriνsv-50.htm 

4) 당시의 낭만주의 사조는 페르난 까바예로와 환 발레라 퉁 젊은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던 사조로 “후기 낭만주의post-romanticismo，" 혹은 이상주의적 사실주의 
realismo idealista 등으로 부르고 있다 

5) “ Alarcón que bebió del romanticismo sufrió el morbo romántico, del cual quiso deshacerse 
sin gran éxito en sus novelas largas. Esta generación de encrucijada, que debía de haber 
roto con todo 10 qlle hay de convencional en el romanticismo, sin embargo, no pudo. Y así 
permanece en la obra de Alarcón esta perspectiva romántica, junto a influencias de 
corrientes literarias que llegan trasnochadas de Francia, como la moda Kaη， mas muchos 
elementos de carácter costumbrista." Lallra de los Ríos( 1991), “ Alarcón cuentista," Pedro 

Antonio Alarcón. Madrid, Cátedra, Letras hispánica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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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인가. 

n. 전통적 가치관의 탈신화화 

1. r고관부인 La ComendadoraJ: 전통적 이 데올로기 의 희생 양으로 
서의 여성 

「고관부인」애서 우리는 명예와 체면올 지키려다가 볼락해버리는 힌 

가정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기-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전통적 여성상음 

발견하게 된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성은 사랑의 주체가 되지 봇 

하고 객체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르시아 로르까의 『베르나르다 알 

바의 집 Ca.l'a de Bernarda AlbaJ를 연상시키는 이 직품에서 우리는 피 

그말리용의 조각처럽 침묵하고 복종하여 자신의 복소리와 정체성을 갖 

지 뭇하는 여성옴 발견하게 된다. 늙은 고관부인은 가문활 이을 손자의 

철없는 요구마저도 뿌리치지 못하고 그의 요구대로 조커띨에게 옷을 벗 

어 보이라고 꾸중한다. 

-옷 벗이! -까플로스는 쐐쐐거리며 가쁜 숨윤 꼼이쉬듯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얘야-고관부인은 뭐라고 셜명할 수 없는 표정왈 짓고서 조카딸을 바 

라보며 소리질렀다-산또스의 상속자가 저리다가 지페 죽겠구나. 이 애 

가 죽으면 우리 가문은 끝장 난다구!6)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길들여전 여성은 펼경은 히스테리와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지신의 지적인 호기심판 비롯한 모든 의지를 포기 

해버린 결과에서 야기된 것으로 필경애는 즉유블 초래하게 된다. 가부장 

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있는 사회에 대한 저항옴 그리고 있는 『라 셀레 

스띠나 La CelesfinaJl 에서 멜리베아의 죽유과 기·르시아 로르까의 『베르 

6) Pedro Anlonio dc Alarcón(1991), lιIOJ/lll!l1da끼'1/'(/， U C{(/\’'() y olros cuenlos, Madrid , 

Cátedra. Lclras hi~l1única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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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다 알바의 집』에서 막내딸의 죽음은 성서에 등장하는 ‘금단의 열매’ 

를 따 먹은 결과로 야기된 인류의 파멸만큼이나 엄청난 죄과였다. 가부 

장적 가치관에 따른 여성관은 황금세기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사회에 팽 

배되어 있었고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반발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 부인」에서 조카딸 소르 이사벨 

(Sor Isabel)의 죽음을 가부장제의 도덕주의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에 

대한 징계로서 결론지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손자 까를로스의 죽음 

으로 인한 한 가문의 몰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 

는 부계 혈통이 가부장제의 핵심으로 볼 때 고관백작의 집안에서 대를 

이를 후손이 없어져버린 것은 그 동안 고관부인의 강박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가문의 명예와 후광의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까를로스의 

죽음은 곧 고관부인으」료 대표되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서 비롯되는 여 

성 펌하사상에 대한 징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년 후에 산티아고 수도원에서 소르 이사벨의 영혼을 추도하는 종소 

리가 울려 퍼지는 사이에 그녀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갔다. 고관 부인 역 

시 얼마 후 뒤따라 죽었다. 15살 쯤 되어서 까를로스 백작은 후계자 없 

이 죽어버렸고 메노르차의 정복자가 들어옴과 동시에 산토스의 백작 가 

문의 귀족 혈통이 끊어져버렸다{1l9). 

작품 전체를 통해서 펠리페 2세의 시대적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감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3장에서 작가는 1 인칭 복수 화자가 되어 독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상황을 전달하고7)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8)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을 

알리는 간결한 글에서 독자는 한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을 소설적 허 

구라기보다는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서「키 

7) “ Volvamos ahora a contemplar a nuestros tres personajes, ya que 105 conocemos interior y 
exteriormente. "(1 12) 

8) “ιQué era, en tanto, del corazón y del alma de la Comendadora, dε aquel corazón y de 
aquella alma cuya súbita eflorescεncia fue tan exuberante?'’(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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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여인」이 있다. 이 작푼에서의 여자 동장인붙은 바예 잉끌란이나 고야 

의 그립에서처쉽 기괴하고 왜곡된 이미지의 비현실적인 인물로 묘사된 

다. “너무나 뭇 생기고 늙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인 여인(1 95)"은 커 

다란 매부리코 때문에 화자에게 그녀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으로 

변장한 것이 이·닌기-히·는 착각을 팔러일으키게 한다. 동시에 그녀의 냉소 

적인 시선과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악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을 갖게 

한다. 현실과 상상이 서로 뒤섞인 마술적 사실주의(realismo mágico)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이 작품에서는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 

으로 하여9) 등장인물이 화자가 되어 친구의 고백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담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서사 방식올 택하여 두려움과 공 

포감이 독자둡에게 더 사실적으로 전달되어진다. 이 작푼이 갖는 기사문 

적 특성은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믿어지게 하기 위한 소설 

적 장치로 회자 기·브라엘이 마지막 정에서 동장인불로 바뀌면서 독자와 

등장인물 간의 감정적인 동일화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장변에서 화자는 

키 큰 여인의 정체를 밝히고 못하고 그녀의 환영 속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한다. “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난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 

가 악따가 아니라 언간이라면 이미 죽었을 것이고， 인간이 아니라면 어 

디선가 날 경멸하고 있윤 것임에 틀림없플 것이다끼206) 그렇다면 과연 

‘키 판 여인’의 정치l는 부-엇인기.? 이것은 여성에 대한 타자적 입장을 취 

하던 여성 혐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상상과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이란 관접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이 두 기-지는 결국 기-부장적 가치관에서 비룻되는 이분법적 사고 

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로도 요약해볼 수 있는데 선/악과 남/녀， 자아/타 

자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각각 악과 여성， 그리고 타자에 대한 편견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편견과 스테레오 티입은 기괴한 모습의 여인 

으로 형상화되떤서 이성 중섞의 사회에 패한 도천으로 반아들여진다. 정 

치 경제적으로 사회의 혼딴과 무칠서기 각도애 딘·했던 당시 여성과 무 

슬림， 그리고 범법자의 부-퍼탑은 또다시 주류-층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9) “ SlIcedÎó c씨o cn 1875. y cra cn CI rîgor dcl cstÎo; no rcc lIcrdo sÎ CI día de Santiago 0 cl 

‘le San LlIis…"(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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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다는 점을 염두 해 볼 때，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향했던 알라르 

곤에게 있어서도 타자들에 대한 입장은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된다. 콜 

렌 콤즈(Collen Combs) 등은 이 점을 들어서 「키 큰 여인」을 알라르꽁 

의 여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내지는 전통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 

았다.1 0) 그러나 작자는 작품 속에 개입하여 과연 문제의 키 큰 여인이 

작중 화자인 가브리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하며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1 1) 이것은 여성을 비롯한 타자들에 대한 편견 

이 한 인간의 운명과 현실을 비극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 

는 것이라고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 

이 자신의 운명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픽션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창조적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기도 한다. 

알라르몬이 과거의 아랍적 전통과 유산이 현실적인 가치들과 공존하 

고 있는 안달루시아， 알메리아， 그라나다， 카디스， 말라가를 작품의 배경 

으로 삼은 것도 아랍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전통적인 유산과 산업화의 

물결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야말로 과거의 전통이 현실 속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되면서 창조적인 미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전통에 

대한 작가의 애착은 페르난 까바예로(Femán Caballero)와 환 발레라 

(Juan Vlera) 등 동시대의 스페인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향으로 이를 후기 낭만주의의로 부른다. 그렇다면 과거로의 회귀 

와 낭만주의의가 단순한 전통으로의 회귀， 내지는 보수주의적 성향이 아 

니라 전통적 자유주의 이상과의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죽음의 친구 El 

amigo de la muerteJ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0) Collen 1. Combs(l997), Women in the Short Stories 01 Pedro Antonio de Alarcón, 

Lewiston, Edwin Mellen Press. 109. 

11 ) “Ocioso fuera que yo, el autor del cuento 0 historia que acabáis de leer, estampase aquí 
las contestaciones que dieron a Gabriel sus compañeros y amigos, puesto que, al fin y a la 
postre, cada lector habrá de juzgar el caso según sus propias sensaciones y 
cr∞ncias ... Prefiero, por consiguiente, hacer punto final en este párrafo, no sin dirigir el más 
cariñoso y expresivo saludo a cinco dε los seis expεdicionarios quε pasaron Juntos aqu리 

inolvidable día en las frondosas cumbres del Guadarrama. Valdemoro, 25 de agosto de 
1881.’'(206) 



158 01 배로야이1"'1카쩌g 제 16권 

2 r죽읍의 친구J: 영혼 구원의 매개자로서의 여성 

이 작품은 힐 힐(Gil Gil)과 엘레l-l-(Elcna)의 사랑윷 주요한 테마로 볼 

때， 이들의 사랑은 r라 셀레스띠나』에서의 멜리베아와 깔리스또， 또 로 

미오와 줄리엣에서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처럼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알라르판의 작품에서는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이들의 

사랑이 죽음이라는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와 

연관되면서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다. 이 작품이 영혼과 관련하여 

신비주의적인 특성을 니·티내는 데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죽 

음’이 판 비중윤 차지한다. 이 작품에서 죽음은 질병과 함께 후기 낭만 

주의 테마를 이루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죽음이 

지닌 세기말적 의미와 비교해보면 괴테가 형상화한 죽음은 인간을 영적 

으로 타락시키는 악따 메피스토로 묘사되고 있지만， 알라르꽁의 작품에 

서 죽음은 공포심윤 유발시키는 악한 존재 12)가 아니라 성의 구분이 없 

는 인간의 형상읍 띤 존재로 묘사된다. 

힐 힐의 상상 속에서 죽음의 이미지는 어떤 두려움이니- 고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리기보다는 에스프환세다가 묘사한 것처랩 이-룹덤-고 밝고 

상냥해 보였다. 눈으로 보기에 죽유은 성윤 갓지 않은 사휘， 영혼이 없는 

육체로 보였다. 이-니띤 오히려 썩어질 육체플 벗어던진 영혼으로 요시-할 

수도 있으려라.(219) 

자신판 ‘친구’라고 소개하는 죽음은 언간의 삶과 죽음， 세상의 영화와 

권력윤 좌지우지히는 것처 i섭 보이나， 이 모든 것이 신의 허락 하에서 이 

루어진 것임을 고백한다. 이는 마치 세르반테스의 『모범 소셜집』중에 나 

12) 죽유이 낚성딛-의 crl 상 휘오시인 시시에서지새 이성으보 표시￥! 것도 아니고 낚성으보 

묘시펴지도 않은 섯ξ 깐퓨-~， {\fi<-l 패 이부넨 기l선} 없이 1시이갇이는 아탐껴 천굉

에 시인힌다고도 싼 수 있디강시Ih페인 시퓨에서 강상히는 ·파전·은· 기독교적 전동-애 
입끼한 것으로 우시무시히고， 젠세 91 동 ';1이진 푸-이-잉·의 이1 싱으1.L _\L시되지깐， 아ii]-<'l 
전상애서 죽음은 기!.섭.l으 1 :승새시 션상A 싼i.'-1 힌시|안 정시허가니 도외시하지 않기이l 

현선의 삶윤 딘진시 71'--- -상;..'-으l 내싱이 이니버 파시 91. {'!AlI잔 '?!싣 섯는 삶의 한 연 
장선상에서 과거의 ul 버1. 죄-~n91 내세의 영혼， 싱 t!l’} 소유- 시이애 존재하는 경제가 
극꽉펴는 윌별j’} 생성 91 싱이있\1 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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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개들의 대화 El coloquio de los perrosJ 에서 마녀가 신의 허락 없 

이는 개미 한 마리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대목과 유사하다. 

신이 오늘밤 너의 그 불경한 영혼을 심판대 앞에 세우기를 명하셨다 

는 걸 알고 신에게 간청해서 너의 곁에 내가 얼마간 살아있으면서 네 영 

혼이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신의 영광을 돌릴만한 영혼으로 되었을 

때 다시 그에게 바치기를 허락받았다.(219) 

또한 메피스토가 주인공 파우스트를 꼬드겨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주 

고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한 데 반해서 알라르곤의 작품에 나 

오는 죽음의 친구는 그에게 세상의 명예와 부 권력을 모두 주지만 이것 

은 그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부패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 힐 힐의 영혼을 순수하게 정화시키 

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실지로 힐 힐은 자신을 구박하고 모욕을 주어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리노누에비íRinonueva) 백작 부인을 용 

서해준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여주인공 엘레나{Elena)의 순수한 사랑 

의 의미를 묘사하는 부분이나 죽음이 출현하는 밤의 침울하고 어두운 

색채감의 대조적인 표현에서 낭만주의적이고 시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낭만주의적인 테마가 펠리페 5세의 등장 등 역사적인 배경을 갖추 

면서 역사소설의 성격을 띠면서 사실주의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인물 묘사에 있어서는 이런 사실성이 약간 떨어진다. 엘레나는 지고의 

선을 대표하는 존재로， 그녀와 힐 힐의 사랑을 가로막은 리노누에바 백 

작 부인은 악한 존재로 그려져 상징성을 띠면서 사실적인 묘사에 한계 

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있다. 

엘레나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다듬어놓은 조각상 같이 아름답고 예술 

적이고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칼로 퉁근 머리 주위로 왕관처럼 

두트고 주노의 여신처럼 퉁글고 하얀 목덜미를 앞으로 내밀었다. (207) 

윌리엄 아킨슨(William Atkinson)은 “알라르꽁의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실재적인 인물이 아니라 배경으로서의 인물로 반대성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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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미치는 영향， 디·시 띨해서 상대인 남성윤 유혹히-여 나락으로 떨 

어뜨리거나 아니면 그의 영혼플 구원하거나 하는 역할로서만 의미를 갖 

는다”고 하였다 13) 그러나 엔레나가 가부장적인 순종적 여인상을 드러내 

기보다는 『돈 환 떼노리오 Don Juan Tenorio.n의 영혼볼 규L원한 이네스 

(Inés)처템 신의 뜻플 거부하고 지살한 힐 힐의 영혼관 구원해주기를 간 

청하고 그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국 영적으로 정화된 힐 힐의 영혼 

은 구윈윤 반게 된다. 19세기가 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부장적인 

전통과 순종플 강요하던 시기였음을 상기시켜볼 때， 신의 대리자인 죽음 

의 사자블 김-동시켜 애인의 영혼음 구원해내는 엘레나는 이미 수동적인 

여인상을 탈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땅욕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하늘윤 사랑했던 그녀는 조불주에게 당신의 

영혼몫 구왼해닫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조불주는 “자산올 한 자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 법이야-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엘레나가 말 

한 패로 결콰 신은 그녀에게 한 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윤 념겨주면서 할 

수 있으변 당신의 영혼윤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도콕 해 보라고 하셨대. 

결국 엘레나외 난 승리한 셈이야. 과학과 경험， 철학은 모두 당신의 마음 

윤 정회시켜 놓았어요.(282-283) 

19세기 딸 유렘에서는 물질주의나 실중철학에 반대하여 영혼의 정화 

와 구원불 강조하는 영성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성의 회복올 다루는 작품 

들이 많이 동장한다.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y)는 『죄와 벌』이라는 작 

품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근간윷 둔 가치관 사이 

의 갈둥음 다푸고 있다. 그는 붉질 만능의 사회가 개인음 이기적으로 만 

들고 결국 인간잘 무기력힌· 폰재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접윷 강조하면서 

자기희생과 사량이 무기력올 극복하고 사회와 개인에 생땅력을 부여하 

는 유일한 출구가 된다는 민음원 보여준다 14) 그리고 빅토르 위고(Victor 

13) Williull1 C. ^tkinson(1993), “ Pcdro ^ntonio dc ^Iarcón," ßu/lelin of 에lal7lsh Studies 10‘ 

139. 

14) Dostocvsky WI‘ itcs that “‘.lrith ll1ctic dcst l'Oys,“ hc spcaks Il1ctaphoric‘11Iy, but when he has 
Raskolnikov, lIndcr thc inllucncc of mathcmatical rcasoning. dcstroy another life, thc 
I11ctaphol' is I'cali,cd. Si ll1 ilal'ly, Raskolnikov’s ll1 achinιlikc hchavi‘” ‘11Iring the ll1urder is 



알라르끈 소설의 전통적 자유주의와 성(性) 이데올로기 • 임주인 161 

Hugo)는 사랑을 통해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사회적인 편견과 환 

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들에 비해서 위의 단락에서 죽음의 친구는 기독교적 가치 

관 뿐 아니라 ‘과학’을 비롯한 기타 철학과 이성이 영혼의 정화에 도움 

을 준다고 믿고 힐 힐을 의사로 만들어 많은 육체와 영혼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주어 그의 영혼을 정화시켜준다. 이는 알라르꽁이 과학 

을 비롯한 실증적 철학을 배격하고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일부 이상 

주의자들과 달리 이성과 종교적， 이념적 가치를 절충시키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된다. 

우리는 알라르몬이 소리야(Zorilla)의 낭만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죽음 

과의 약속， 병 등， 후기 낭만주의적 소재를 가지고 괴테(w. Goethe)처럼 

인간의 반이성적인 변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신의 섭리에 동참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에서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에서 다루 

게 될 「못 E1 clavoj 이라는 작품에서는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유행하던 

탐정 소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진보를 지향하는 알라르곤 

의 자유주의 이상이 스페인의 전통적 도덕관， 내지는 황금세기 낭만주의 

적 전통과 맞물려 변증적 합일에 도달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I. 성(gender)이데올로기의 변증적 종합 

1. 1.못J: 탐정소설(novela policíaca)의 범죄자로서의 여성 

이 작품은 19세기 당시 포우의 단편 소설 “모르그가의 살인”과 유사 

한 테마를 다룬 작품으로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를 절충시킨 작품으로 높 

이 평가되고 있다.15) 구체적으로 r못」에 등장하는 판사 사르꼬(Zarco)는 

more than a descriptive metaphor; it impliεs that Raskolnikoγs abstract re찌son has 
succeeded in reducing him to a machine lacking vital force. Liza Knapp( 1996), The 

Annihtlation o.f Inertza,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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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휴즈와 같이 버범한 논리력음 갖추고 있다. 팀·정 소설에서 흔히 탐 

정을 따라다니는 평범한 인붉이 풍장하는데 이 직-푼에서는 화자이자 동 

장인문인 펜리페(Felipe)가 그 역할을 한다， 16) 탐정의 역힐·윤 하는 재판 

관 사르꼬는 셀렉 홈즈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태도로 임 

하고 일반 독자들플 경악하게 혈· 정도로 계산과 추리가 뛰어나다. 

고전적인 탑정 소설에서 탑정들은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사건들올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울 갖춘 자들이다. 그들은 추론올 통해서 

분석적인 방법에 띠라서 범죄를 추적해가면서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설벙해낸다， 17) 

그에 반해서 그의 친구이자 화자인 펠리페는 일반인들과 비슷한 정도 

의 이성음 지니고 있기에 독자와 거리상 기장 가깝고 독지-가 펠리페와 

자신을 통일시하면서 탐정의 추리력에 함께 경탄하게 된다. 그럽에도 불 

구하고 이 작푼은 팀정 소설의 전형과는 다소 차별성음 갖는다. 일반적 

으로 탐정소섬에 등장하는 팀정블은 사건윤 해결하고 범인을 찾는 데 

있어서 사건과 관렌되어 사랑에 빠진다거나 히·는 일은 절대 었음 수 없 

다， 18) 그런데 이 작푼에서 팀·정 사르꼬는 범인인 가브리엘리-( Gablriela) 

15) M, Baqucro Goyancs dicc quc ja ll1ús un ohjcto tan 야‘IUCI)O ha sido capa;r dc sugerir tanta 
emoción C0ll10 cn cstc cucnto alarconiano, cuyo intcrés dra ll1ático Ic hacc prccursor con EI 
doblc crimcn dc la callc Morguc, dc J>oc‘ dc géncro tan actual como es la novela 
policí,‘ca. M. Baqucl'O Goyancs 1:'/ cllento e.'1씨ño/ de/ si~/o XIX, Madrid, Revista de 

foï/%~ía t:‘.\JXI꺼o/.‘1. 50. 495 
16) “ EI dctcctivc casi sicll1prc ticnc un amigo quc Ic ayuda, fàcilita infìmnación dcsde lejos y 

lucgo rcdacta la ‘IVcntura para darla a conoccl'‘ al ll1undo dc los Icctorcs. Estc amigo nunca 
scrá tan listo C0 l110 cl dctcctivc, por cso sc le tiencn quc cxplicar las cosas detalladamentc 
al fina l. EI lector y CI al11 igo coincidcn cn cstc aspccto, con 10 cual cl primt:ro cUll1ple una 
múltiplc runción: la dc Icctor a la vcz intcrior y cxterior, la dc narrador por veces, y la dc 
indispcnsahlc pcrson쩨c sccundario." Ricardo Landcira(2001)‘ "‘1 ~，깅nero policíaco en /a 

/iteratll/'a espa꺼'o/a de/ si~/o 끼χ lJnivcrsidad dc 시icantc， 21. 

1 7) Marla Soldado Fcmándc끼 1993)， “ EI discurso dc doblc voι cn dos Cucntos amatorios dc 
Pt:dl'O Antonio de Alarcón.“ Rel'ista de b.tlldios /li'\Jxínk'(λV‘ 69 

18) cl dctcctivc nunca sc cna l11OI'a dc 1110do dcfinitivo ya quc CI tllctor al11oroso entorpecería su 
labor. Sherlock Ilohncs y Ilcrιulc J>oirot son ll1 isóginos. La profèsiólI de todos ellos 
dcsconoce las horas y ιualquicr obligación quc 110 tcn핑l ‘.jUC vcr COII scguirle la pista a un 
tipo sospcchoso. Ricnrdo l.andcira(200 1), /,/ ~，ψ 1e/'O po/ icíat'() (/11 /a / ilel’1I111/'a españo/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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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해준 공범자나 다름없었 

고， 그의 친구 펠리페 역시 사르꼬와 가브리엘라와는 애정의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운명적으로 얽히게 된다. 

신문기자로 오래 일해 왔던 알라르본에게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논 

리적인 탐정 소설의 문체는 직업적인 취향으로 볼 때 적합하였다. 또 정 

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치안질서가 흔들려서 이를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해 준다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탐정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당시 기득권층의 질서 

를 유지하고 결집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던 알라르꽁 

에게 탐정 소설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탐정소설의 

분야가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문학에 지나지 않는 데에 반해 

서 「못」은 서민적이면서 동시에 귀족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탐정 소설과 차별성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랑의 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탐정 소설에서는 범죄의 동기가 물질과 관련된 

것인 데에 반해서 이 작품에서 여 주인공의 살인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 

었다.19) 이런 점에서 라우리-(Laura de 10s Ríos)는 세 명 의 등장인물들이 

운명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낭만주의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못」 에서는 본질적으로 낭만적인 요소인 운명이나 숙명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것들은 애정 사건을 극적으로 끌고 가면서 발단과 대단원의 

모든 이야기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운병은 세 병의 등장인 

물을 끝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사르꼬가 가브리엘라와 헤어지게 된 것이 

나， 살인자인 가브리엘라를 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 서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형을 변해주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점 둥 모든 사건이 운명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었다.20) 

siglo XIχ Universidad de Alicante, 20. 

19) “ El móvil del crimen es, com aburrida regularidad, el dinero. Ni los celos ni e\ odio se \e 
aproximan como primer motivo." Jbid , 22. 

20) Laura de los Ríos(199 l), “ Alarcón cuentista," Pedro Antonio Alarcón. Madrid, Cátedra, 
Letras hispánica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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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에서 가브리엔라는 사르꼬플 사랑했지만 유부녀인 자신과 사르꼬 

의 사랑이 이푸어질 수 없음윤 일-고 자신음 학대해온 남편21)을 살해하 

였던 것이다. 기-부장적인 체제에서 관 때， 살인범 가브리엘라는 마녀처 

럼 닌·지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랑하는 

애인 사르꼬의 멍이l분 위해 그와의 관제를 숨기파 기꺼이 죽음을 택한 

희생적인 여인이었다. 우리는 동장인물이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그 

려지는 이 작픔에서 죽음과 삶， 그리고 사랑과 미운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란 인상음 받게 원다. 가브리엘라는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파괴 

하는 범죄지·인 동시애 낭만주의 사랑의 희생자로 묘사되고 있어서 진정 

한 정치1성이 무엇인기-에 대한 혼돈윤 야기시킨다. 블랑카-(Blanca)로 묘사 

되는 그녀의 순절한 모습은 살인자 기·브리엔라외 대조륜 이루면서 선/악 

과 아베/이브의 이분법적인 논리구조에 따른 상투성이 엿보이지만，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가브리엘라는 가부장적 사회 체제의 희생자로서의 자신 

의 운"f1:J-완 거부하는 독지·적이띤서 낭만적인 해로인으로 그려진다. 

나민이 무덤에서 그 지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콸 말 거라고 생각했 

어요. 그 무시무시한 범죄의 주인은 1까로 나애요 ... 그렇지만 여러분， 한 

남자기 니-로 하여금 그런 죄판 짓게 했다는 것만큼은 암이·주세요. 

시프꼬는 이 만윤 듣고는 온 폼온 떤었다. 그논 여인이 팔쌍했지만 그 

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올 가까스로 참으변서 그녀월 향해서 소리 질렀 

다-
-그 남자의 이듭， 당신블 냄죄로 팔아넣은 그 직자의 이름을 빨리 시 

오. 

가브리엔라는 너무나 열혈하게 존경스런 눈으로 순픔에 섯은 아들을 바 

라꾀는 어머니처띤 재판관윤 따라보떤서 우수애 이런 꽉소바로 덧붙였다. 

21) 가_lJ_바엔바는 ̂1 선이 가부장제의 신판지1 :;:，에서 l，lt생 ~l 수 있는 시녕없는 결혼의 희생 

지였유잔 . .:ï'.낀')힌디 “-(‘asada a la lilclιI con lIn h‘)llIhrc a ‘11Iicn aborrecía. con un 
hombrc qllc sc mc hi /O aún mús aborrcciblc dcspllés ‘Ic ~cr mi csposo, por SlI mal corazón 
y por Sll vcrgonι:0:.0 cstado ... , pa~é II‘cs m10s dc martirio, sin amor‘ sin fèlicidad, pcro 
l’csignada. lJn día 이lIC ‘.Iaba vllcltas por CI pllrg‘Itorio dc mi cxistcncia, bllscandó, a fuer dc 
1110ιcntc‘ 1I11a salida‘ vi pasar, a través dc los hicrros ‘11IC mc cncarccluban, a uno de esos 
<lngcb ‘]lIC libcrμ111 a I‘IS <llmus ya mCI낀cdoras dél ciclol ... 1 Es dccir, que el infame que 
Imsta cntonccs mc hahía martirilado, InC impιdia volar con aqllcl úngcl ul cielo del amor y 
‘Ic la vcntllnl.“ (164) 



알라르꼼 소설의 전통적 자유주의와 성(性) 이데올로기 · 임주인 165 

-그는 말 한마디로 내가 처해있던 저 나락에서부터 날 끌어올릴 수 있 

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쩌면 다른 여인과 결혼하려고 날 저 

주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교수대로 날 끌고 갈 사람이 

기도 하구요. 그러나 전 그를 고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의 이름을 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가 나의 죽음을 막으려고 어떤 방법을 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그가 날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164)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가해자/피해자의 분열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화자와 독자 사이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잘 드 

러난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사르꼬의 친구인 펠리페가 화자인 동시에 

등장인물이 되어 독자들에게 사르꼬의 일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간 

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익명으로 만난 가브리엘라와의 

애정 행각을 1인칭으로 독자에게 소개한다. 사르꼬는 전체적으로 3인칭 

으로 묘사되지만 블랑차란 이름의 가브리엘라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 

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1 인칭 시점으로 바뀐다. 이처럼 각 장마다 화자와 

등장인물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하 

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알라르몬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 그 하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점을 다양화시켰다는 점이다. […] 그는 

자신을 존경해주고 그의 작품을 성의를 가지고 읽어주던 독자들에게 일 

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장치들을 수공품 다루듯 다룰 줄 아는 자였다22) 

가브리엘라와 블랑카， 그리고 매춘부로 묘사되는 여인의 정체성의 변 

화는 이런 다각적인 시각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녀가 남편에게는 

살인자， 사르꼬에게는 천사와 같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그리고 펠 

리페에게는 매춘부로 계속 그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지만， 진정한 정체성 

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가부장적 사회 체제 속에서 여성이 지닌 

22) Pedro Antonio dε Alaκón( 1986), EI escándalo. Edición de Juan Bautista Montεs， Madrid, 
Cátedra. 3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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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였다. 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윤 선/악의 이분법적인 논리 구조 속에 

맞추어 바라보는 넙성의 시각· 때문에 진정한 여성의 지-아플 발견할 수 

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알라르끈의 성(gender) 이데올로기에 내포 

되어 있는 정치적 의미는 우잇인가? 

2. 전통과 창조의 변증적 합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탐정 소설이 나오게 된 당시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에전에 비주류에 속해있던 자들이 기존의 질서블 위협하며 혁명 

의 주동자들이 되어 기득권충으로 변모하던 혼란기였다. 이런 혼란기에 

스페인의 꽉가적 정체성 역시 가브리엔라의 그것과 마친가지로 진보와 

개혁의 스페인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얄라르관은 스패인의 정치적 혼란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재릅 탑정 소설에서의 범인의 정체성의 부재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주인공 기-브리엔라기- 븐랑카로， 그 

리고 헨리페의 연인으로 변모하변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데 

이것은 전통적인 기-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떤견이 진정 

한 여성의 정체성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음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탐정인 사르꼬가 범죄의 한 공모자였다는 사실은 범인과 탐정， 가해지·외

피해자기· 동전의 잉·띤처 i낌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통해서 

진보와 보수의 양대 세력 역시 국7].의 정체성윤 형성히·는 동전의 양면 

과 같은 존재임음 인식시키려는 장치의 하나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합일정윷 모색해 나갔던 작가의 전 

통적 자유주의 이상윷 발견하게 펀다. 그리고 이런 변중법적 시각은 그 

의 문학사조에서도 드러닌-다. 

19세기 리연리뜸은 도덕성윈- 중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모방하 

려는 것윤 예술의 지상 복표로 산았던 것에 반해서 모더니즘은 우주와 

자연의 실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팔변하는 것으로 분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 둡었다. 그래서 민중뜰에게 윤리 

적이고 도덕적인 비전관 제시하기보다는 ‘예술옴 위한 예숨’을 내세워 

예술가의 상상력을 풍해서 한섣윷 칭·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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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도 차이가 나서 리얼리즘 소설에서 작가는 오직 진리의 전달자로 

서 신성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고 독자들은 이를 비판 없이 수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23)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독 

자들에게 작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며 도덕적 교훈 

을 강요하였다~예술에 있어서 도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알라르곤은 

진실과 아름다움， 그리고 도덕과 자비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하나 

로 통합할 수 있는 연결점을 모색했다. 그는 예술이 고상한 이상들을 보 

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상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서 이런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4) 

이처럼 알라르관은 예술이라는 것이 보다 고상한 이상을 전달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모더니즘 

작가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가 주장하는 도덕관은 17세기 가 

부장적인 전통에 얽매여 있는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네오 카툴리시즘 

(neo-catolismo) 에 기초한 근대적 개념에서의 도덕성의 회복이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덕성과 법， 그리고 도덕이고 스페인의 전통적인 

정신의 영속성과 풍성함의 열쇠가 되는 것은 매 순간 순간 스페인 대다 

수의 민중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추구되어져 온 카툴리시즘의 능력을 

되새기는 것이다. 기독교의 원리에서 역동적인 활력을 찾아내게 함으로 

서 과거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오는 야망에 찬 삶의 지평을 현재에까지 이 

어가며 넓혀가게 하려는 것이다 25) 

현실적으로 알라르꽁은 도시의 개방화와 근대화에 동조하면서 진보주 

의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독립된 개인의 자유의지와 창조적 능력을 

존중하였다. 다만 실증주의나 물질만능으로 인한 언간성 경시 풍조， 허 

무주의와 아나키즘으로 인한 국가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세속 

주의 가치관에 의한 종교적 권위의 실추로 인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23) 김욱동(1 992)， r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66. 

24) Pedro Antonio de Alarcón(l 943), Sobre la mor，α1 en el arfe, (1 877], 1761 

25) R. Fernandez( 1976), “ Odisea místico-realista en la novela docente dε Pedro Antonio 
de Alarcón," Doctor tesis, Un띠1끼ive미r‘잉ty of Ca띠lifo이이rn‘1끼n띠1니i뻐a lrvine,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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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였던 것이다. 일라르꽁이 말라가나 그라나다 풍 아랍적 전통과 유 

산이 남아있는 도시들옴 작푼의 주된 배경으로 삼은 것도 이들 도시에 

오랜 역사적 전통이 스며있음 뿐 아니라 아랍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중 

세적인 것과 근대적인 산업화의 촬결이 어우러져 생 1점력활 간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살라만까외- 똘레도는 우리 직 7}(알라르꽁)에게 있어서 그들이 소유해 

온 역시적인 기치들볼 보존하는 것윤 의미한다. 오늪날 유럼에 만연하고 

있는 새로운 사상 즉 실증주의나 실용주의 사상이 전1월하고자 하는 전통 

적인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안달루시아를 찾아오는 여행객들 

의 지춰서에 소개되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알라르몬이 생각하고 있는 

활랙이 넘치는 언·달푸시아와 대조적이다. 셈족의 요소외 영국적인 요소 

시·이의 문효F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혼함되어 있는 독자성은 알라르꽁이 말 

라가에 디l해 이야기 한 것처렘 “오늠날 현대적인 요소른 구성하고 있는 

것닫， 자분과 산업， 상엽적인 가치뜰에 기초닫 두고 새로운 이상을 형성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26) 

알라르꽁은 과거에 기반옴 두지만 현재와 미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통의 가치를 간과하지 않고 남부 도시 안달루시아에 살아있는 중세 

무데하리스모적 전통에서 생병력 넙치는 스페인 특유의 정체성을 찾야 

내고지 한다. 바로 이 점이 모더니스트틀의 역사적 시각과 일치하는 점 

이다. 왜냐히면 그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인습과의 단절음 주장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과거뜰 부정하지 않고 파거 푼화적 유산에서 미래를 창조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활력소를 발굽해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알라르끈 

은 증세 후글라르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달루시아플 배경으로 서사적 

인 띤에서 독자와 작가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윌 통한 자유분방함 

과 연대김-올 중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돈 환의 영혼휩r 구원한 이네스 

(In앙s)의 낭만주의 전콩욕 이어빈아 기-브리엘라와 꽉굉-ν1.딴 인물을 창조 

하여， 세기 빌적인 허무주의와 뚜기펙애서 벗어니· 자기희생과 사랑을 통 

26) I’crc Sunycr Martín. 1." id，ω dc: ciud"d c:n /“ /ilc:r"l lIr“ ι"/"서t까I dc:l siglo XIχ Lm 
4‘illdadc:.\' esplIIìo!(/,\' en /.“ ohra de /,,,dro Antonio de A/(/rcón, URL: http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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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적 각성만이 역사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W 나가면서 

알라르꽁은 ‘정체된 스페인(España estancante)’과 ‘진보적 스페인 

(España evolucionante)，의 두 스페인의 모습을 탈피하는 것으로 종교성 

에 기초한 도덕성의 부활을 중시여겼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카툴리시즘 

을 ‘네오 카툴리시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스페인의 전통 키톨 

릭의 연속성을 지속하면서 이를 변해 가는 현실에 맞추어가는 것을 말 

한다. 

알라르콘은 이성에 기초한 실증주의가 결국에 가서는 인간성을 파괴 

하는 이기주의와 허무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보와 전통을 

변증적으로 통일시킬 정신적인 가치로서 기독교적 사상에 근간한 도덕 

성의 함양을 들었다. 그가 전통에 집착했던 것은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타락과 물질주의로 인해 전통 

사회와 단절되고 혼란에 빠진 당시 스페인 사회에 역사적인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였다.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자 토마스 만(Thomas Mann)은 

낭만주의의 비아성이 국민의 야만적 본능을 자극하여 민족주의라는 이 

름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알라르꽁은 낭만 

주의의 야수성을 비판하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는 사랑과 

열정 등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을 신비주의 전통에 기초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19세기 물질주의， 실증주 

의가 인간의 삶을 무기력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 

한다고 경계했던 러시아와 프랑스의 작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 시대적 조류이기도 했다. 

알라르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희생 

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가해 

자이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여성 자 

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키 큰 여인」의 괴기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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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뭇」의 살인범 풍 부정적인 인뭔로 동징-하거나 「죽윤의 친구」에서처 

럼 영혼플 구원한 성녀의 이미지로 등정·한다.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콸 

통해 잊·라르끈은 여성 혐오주의라는 닙·성 증섬적인 가부장제의 편견관 

비판하고 여성들의 낭만주의직 사랑과 희생이 설-질주의로 인해 타락한

영혼에 새로운 생 1성랙윤 부여하고 있음을 엄시하고 있다. 전통으로의 회 

귀함으로써 진정한 독창성욕 판휘할 수 있다는 안또니오 기우디(Antonio 

Gaudí)의 말대로 알라르꽁에게 있어서 낭만주의 문학 전통으로의 회귀는 

19세기 보수와 진보의 길-동으로 분열위기에 처한 스페인에 새 역사 창 

조를 위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의미렐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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