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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파상의 『오를라』를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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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 론 

정 예 영(서울대학교) 

‘환상문학’은 저명한 이론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오늘날 하 

나의 문학 장르로서 자리잡긴 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 

의가성립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사실이다. 여기서 논하는‘환상문 

학’아란 19세기에 나타난특수한문학의 형태로서，오늘날범람하는 

판타지 소설과 영화， 또는 공상 과학과 흔히 혼돈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프랑스에서는 고티에 Gautier, 빌리에 드 릴아당 Villiers de 1’Isle

Adam, 모파상 Maupass삐t 등， 그 외 에는 호프만 Hoffmann, 매 리 첼리 

Mary Shelley, 브램 스토커 Bram Stoker, 러브크레프트 Iρvecraft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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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작가들로대표되는환상문학은‘일상속에침입하는초자연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한 서사 장르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괴기 소 

셜， 귀신 이야기와 차별화시키기에는 이런 정의는 불충분해 보인 

다. 그래서 이론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20세기에 

환상문학에 대한 연구의 시조인 카스텍스 Castex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대하는 인간의 의식에 중점을 둔다. 즉， 그는 그런 기이한 현 

상이 인물의 혼란스런 정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흔히 평소의 

공포나 불안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1) 카스텍스는 이미 환상문학 

이 인간의 심리를영역으로삼고있다는점을알아본것이다.그이 

후에 카이와 Caillois는 이런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환상 

성이란 ‘현실 속의 기이한 현상의 침투’2)이다. 동화처럼 그 배경 자 

체가 비현실적인 장르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당연하게 받아들 

여진다면， 환상문학의 배경은 일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사의 

의 출현은 느닷없는 단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상문학에서 중 

요한 것은 현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물이 그 현상을 어떻게 인지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있다. 토도로프 Todorov는 이 런 주관 

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환상성이란‘일상적인 자연의 법칙 밖에 

모르는 인물이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사건에 직면하여 느끼는 망설 

임’이라 정의한다 3) 즉， 그런 현상을 이성적인 설명으로 환원시킬 

것인지， 초현실성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 

다. 카이와， 토도로프 둘 다 현실/비현실， 자연/초자연 사이의 이분 

법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엘 말리외 JoëlM메따u의 지적대로， 환 

상문학은 그런 이분법을 해체시킴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지식， 상식 

1) Pierre김eorges Castex, Le Conte찌tast띠ue en France: de Nodier à Maupassant, 
Jos깅 Corti, 1951, p. 8. 

2) Roger Caillois, “De la f，삶rie à la science fiction", in Anthologie de la littérature 

fantastique, Gallimard, 1966, pp. 8-9. 

3) Tzvetan Todorov,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Seui!, 197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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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에 대한의문을제기하는장르이다.4) 

게다가 이런 각각의 정의는 환상문학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한계 

가 있다. 예를들어，토도로프의 정의의 주된 개념인‘망설엄’은스티 

븐슨 Stev，밍son의 『지 킬 박사와 하이드씨 Dr. Jeckyll and Mr. 매deJ1， 또는 

매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FrankeηsteinJJ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작품에는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상속에 갑자기 침입하지도 않 

고， 카스텍스가 언급했던 의식의 착란， 환각도 없다. 이렇듯， 환상문 

학의 작품들은 하나의 정의로 포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다. 다만 

그것은 인간이 과학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 그 중에서도 자신의 

통쩨 밖에 있는 자기의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세 

기에 탄생한 장르로서， 한 인물의 새롭고 비일상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장 벨맹노엘 Jea뻐n Be따11뾰le민m따1 

No생강하l폐。이l 환상성을 무의식적인 환상과 연관 지어서 정신분석적인 접 

근을 시도했다. 환상문학 전체를 포용하는 획일적인 정의를 찾기보 

다는각각의 작가들의 작품 성향과특정을통해서 환상성이 인간에 

대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어떠한 측면을 조명할 수 있는지를 탐 

구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모파 

상의 대표적인 환상 단편 『오를라』에 대한 몇 개의 서로 다른 이론 

적인 접근을 선보이며 ‘환상성’의 다양한측면들과， 모파상의 특유 

한환상의세계를살펴볼것이다. 

본론 

『오를라 Le Horla .J (1887년 판)는화자가서서히 보이지 않는존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거리로， 주인공의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처 

4) Joël Malrieu, Le Fantastique, Hachette, coll. le Supérieur, 1992,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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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그저 이상한 기운을 느끼다가， 조금 후에는 보이지 않는 누 

군가가 자신의 물을 마시고 정원의 장미를 따는 것을 목격하고， 끝 

내는 생각과 동작을 조종당하기에 이르러， 그 존재를 파괴하기 위 

해서 자신의 집에 불을지르는것으로끝이 난다. 

1. 카스텍스의 『오를2.~.lI 읽기 

카스텍스는우선모파상의 전기적인사실들과그의 작품속에 나 

타난‘병리적인 증상’을 연관 짓는다. 작가가유전적인 요인과 매독，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로 젊은 나이부터 심신의 병을 앓았다는 사실 

에 입각하여 그의 환상적인 주제들이 시기별로 그가 앓았던 증상들 

을 반영 한다고 피 력 한다.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1885년 즈음해 

서 모파상은 고독과 밤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광기에 대한 강박 

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카스텍스는 이 시절 그의 작품 속에 ‘두 

려움， 공포’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이때의 공 

포는 특히， 주인공의 내변에 도사리는 어떤 기운이나 환상， 환청에 

의한 공포이다.5) W공포 La Peur.!J (1882), W머리카락 La Chevelure .!J (1884) , 

『광인? Un Fou ?.!J (1884), W여관 L꺼ube뺑.!J (1886), W오를라.JJ (1886; 1887) 

등에서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이 인물들을 정신착 

란으로 몰아넣는다. 1884년과 1886년 사이에 모파상은 최 면술을 히 

스테리의 치료에 도입하며 정신의학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던 샤르 

코 Charcot 교수의 공개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며 인간과세계 사이에 

신비스런 기류가 통한다는 명제를 확신하게 된다. 1887년도 판 『오 

를라』에도 등장하는 최면술 장면과， 인간을 지배하는 이상한 기류 

에 대한이야기가이런 작가의 믿음을반영한다. 

5) Pierre-Georges Castex, “Maupassant et son mal", in Le Conte jantastique en 

France, op. cit.,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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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메르와 의사들은] 새로운 신의 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a 

그 무기란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지배하는 불가사의한 

의지이다. 그들은 그것올 자기력磁氣力， 최면술， 암시 등이라고 명명 

했다. 

[Mesmer et les médecins] ont joué avec cette arme du Seigneur 

nouveau, la domination d’unmyst강rieux vou1oir sur 1’âme humaine, 
devenue esc1ave. Ils ont appelé cela magn댄sme， hypnotisme, 
suggestion ... 6) 

1886년 판 『오를라』는 1887년 버전과 전체적인 줄거리는 같지만 

일기가 아닌， 정신병원의 환자가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 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자는 너무나 논리정연하 

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자신을 지배하는 ‘오를라’의 존재를 입증하 

여 확사조차도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 

다. 모파상은 인간을 통제하며 공포를 자아내는 불가사의한 존재의 

주제를 보다 심화시키고자 일기 형식의 두 번째 버전을 집펼한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실제로 정신병자들이 호소하는 그것과 흡사하 

게， 인물의 증세와 그 추이를 더욱 자세하게 그려나간다. 의학적으 

로 더욱정확한지식야 바탕이 되었을뿐만아니라， 작가자신의 경 

험도 많이 가미가 되었다. 카스텍스에 의하면 11오를라』에 나타난 

미지의 것에 대한불안은모파상을끊임없이 괴롭히던 것이다)) 

하지만나를지배하는자， 누구일까， 이 보이지 않는존재는? 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임 종족의 방랑자는? 

6) Guy de Maupassant, Le Horla, Ga1limard, coll. Folio, 1999, p. 71. (이하는 Le 

Horla) 
7) Castex, “Maupassant et son ma1", in Le Conte jantastique en France, op. cit. ,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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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 celui qui me gouveme, quel est-il, cét invisible ? cet incon -

naissable, ce rôdeur d'une race sumaturelle ? 

차스텍스는 모파상의 환상 단편들을 전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의 근원은， 괴기 소 

설이나 귀신이 나오는 전설과는 달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내면의 불안， 공포， 흔란의 산물이라는 것을보여준다. 이런 해 

석은 네르발 Nerval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유효하다. 하지만 

환상문학을 단순히 작가의 정신적인 혼란의 기록만은 아닐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겪는 증세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상상력 

을 동원하여 창작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로 승화시킨다. 카스텍스의 

연구는 모파상의 작품의 중요한 일면을 조명해주었지만 내용과 주 

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토도로프의 이론에 의한 『오를2ljJ 읽기 

주제 비평을극복하려 했던이론가가바로토도로프이다.그는

특히 장 피에르 리샤르 Jean뀐erre Richard의 예를 들며 -주제 비평이 

문학 작품의 구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기존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 

는 곳"8)이 라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비 판한다. 그래서 그는 환상문학 

담론의 특정과 그 효과를 자아내는 장치와 전략들을 먼저 제시하 

고， 주제들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했다. 

『오를라』는 토도로프의 ‘망설임’ 이론에 분명 잘 부합한다. 화자 

의 일기로 되어 있어서 관찰자， 또는 전지적 시점이 띠는 객관성을 

보장 받을수 없다. 이 때 망설임은‘독자’에게로 전이된다. 즉， 독자 

8) Todorov, op. cit.,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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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화자가‘미친’것인지， 실제로초자연적인 경험에 직변했는지 판 

단하는 데 어려웅을 겪는다. 더구나 화자는 애초에 정상적언 사고 

를 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스스로도 자 

신이 겪는 일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는다. 

내가 이성을 잃은 것일까? 지난 밤에 일어났던 것， 내가 본 것은 너 

무나 기이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내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는구 

나! 

Ai-je perdu la raison ? Ce q띠 s’est passé, ce que j’ai vu la nuit 

dernière est tellernent 강trange， que rna tête s’égare quand j’'y songe !9) 

처음에는 물병의 물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자신이 몽유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다가， 여러 가지 음료와 음식을 차린 후 자기의 몸을 

연펼심으로 문지르고 자는 등 세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낯선 

존재의 활동을 확인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을 증명해 보이는 화자를 독 

자는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 

도 언급하듯이， 너무나 명석하게 자기의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있다. 

분명히， 나는 내가 미쳤다고， 완전히 미쳤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 

지만 미친 것 치고는， 나는 내 상태를 잘 의식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 

으며， 너무나 명석하게 그것을 분잭하고 헤아리고 있다. 

Certes, je me croirais fou, absolument fou, si je n’강tais conscient, 

si je ne connaissais parfaitement mon état, si je ne le sondais en 

analysant avec une compl송te lucidit，강.10) 

9) Le Horla, p. 46. 

10) Ibid. ,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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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서서히 그 존재의 의지대로 웅직이게 됨을 인식하면서 괴 

로워하는 과정도 매우 실감나게 묘사되어 독자에게도 연민과 공포 

훌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자아낸다. 게다가 작품 전반부의 사촌 누 

이의 집에서 목격한 최면술의 현장의 묘사， 과학적인 서적의 인용 

등 과학적인 뒷받침까지 동원된다. 특히 과학 잡지에 실련， 브라질 

에서 왔다는광기 바이러스의 소식은화자의 말에 신빙성을더하면 

서도혼란을가중시킨다. 이렇게 『오를라』는서서히 미쳐가는사람 

의 전형적인 행태를그려내는듯하면서도“정말미쳤을까?"라는의 

혹을품게한다. 

이 단편은 토도로프의 환상문학의 주제 분류 중에서 ‘1인칭 단수 

je 주제’에 해당한다. ‘2인칭 단수 m 주제’와 달리， 'je 주제’의 주인공 

은 세계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단지 자기에게 영향을 며치 

는 외부 현상을 관찰하거나 ‘당할’ 뿐이다. 토도로프는 이 런 분류에 

속한 작품들이 유아 발달의 초기 단계와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한 

다. 피아제 Piaget의 유아 심리 이론에 따라， 언어 습득 이전의 유아 

가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사이의 구별， 인과 관계， 시공간의 개 

념이 없듯이 이 주제의 작품틀은 마약， 정신착란， 자아 폐쇄와 같은 

세계를 묘사한다는 것이다. 줄거리만으로 봤을 때 『오를라』의 주인 

공도 자기 환각에 사로잡혀 끝내 엄청난 물질적， 인명 피해를 야기 

하는등 이런 퇴행적인 양상에 가깝다. 그러나화자는 일기， 즉글쓰 

기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 교류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와 

조금 다르다. 그의 일기에는 제3자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글로 기록 

한다는 자체가 외부를 향한 의사소통의 행위이다. 첫 버전의 인물 

이 의사를 설득하려 했듯이， 자신의 증세의 추이에 대한 상세한 묘 

사와 분석에는 잠재적인 독자에게 자기의 경험을 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토도로프는 언어의 한계에 도전하는 환상문학의 특성을 

지적했지만， 거기에 그쳤을 뿐， 언어를 벗어나는 경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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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파고틀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환상문학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는 문학의 정수를 대변’하지반， 다른 

한편，중심이 되는시-건의 비현실성을강조함으로써 역으로오히려 

그런사건의 배경이 되는현실의 존재감을강화시키기 때문에 문학 

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장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환상문학에 

서 현실과 비현실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토도로프는 장르의 구조적인 특정을 찾는 데 주력하였기 때 

문에 글쓰기의 심충적인 차원까지는 미치지는 못한 듯하다. 

30 정신분석에 의한 『오를라』 읽기 

토도로프도 심리학， 정신 분석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환상문학의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으나 전반적인 도식의 수준에 머물렀다. 

벨맹노엘은 환상문학에 나오는 ‘환상’을 무의식적 ‘환상’과 동일시 

했다:“환상단펀은필요한변장을거쳐， 개인의 심리로치면 대낮의 

몽상， 밤의 꿈， 정신착란자의 망상이나 신경증 환자의 언어적인 증 

상과 똑같은 환상을 글로써 제시한다0"11) 즉， 환상문학의 작품에는 

꿈속에서처럼，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환상들이 허구의 옷을 입고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는， 환상문학의 효과가 프로이트 

가 정의했던 ‘기이한 낯설음 Das Uηheimliche’에서 온다. 억압되었던 것 

의 귀환은 ‘기이하고 낯설게’ 다가오지만， 실은 사람의 가장 내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 불안과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 환상문학에서는 그것이 초현실의 탈을 쓰고 나타나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무마시킨다. 즉， 의식이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무의식 

적인 환상들이， 현실/비현실에 걸쳐 있는 장르의 특성을 이용하여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들로 둔갑하면서도 작품 속에서 ‘혹 

11) Jean Bellemin-No강1， “Notes sur le fantastique", in Littérature, décembr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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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틈타서 발현된다. 그것이 가능한 경 

우에는‘비현실성’의 영역으로넘어가기 때문에 의식의 검열을피할 

수 있지만， 환상문학의 ‘망설엄’으로 인해 완전한 허구로 밀려나지 

는 못한다. 환상문학의 미묘한 효과가 바로 여기서 온다. 

『오를라』에는 벨맹노엘이 고티에의 환상 단편에서 원어낸 성적 

인 환상들을 찾아낼 만한 단서들이 적어 보인다. 하지만 꿈속에서 

화자 위에 올라타서 목올 조르고， 입술을 맞추며 생명을 빨아마시 

는존재는성적인 이미지가강한홉혈귀를쉽게 연상시킨다. 

나는누군가가나의 가까이 와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더듬고，내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내 가슴 위에 무릎을꿇고 앉아， 내 목을자기의 

손으로 쥐고， 나를 숨지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 조르고 ... 조르는 

것을느낀다. 

[…] je sens aussi que quelqu’un s’approche de moi, me regarde, 
me p어pe， monte sur mon lit, s’agenouille sur ma poitrine, me 

prend le cou entre ses mains et serre ... seπe ... de toute sa force 

pourm’짧angler.l2) 

오늘밤，나는누군가가내 위에 웅크리고앉아서，내 입에 입을맞 

추고내 업술사이로내 생명을빨아들이는것을느꼈다. 

Cette nuit, j’ai senti quelqu’un accroupi sur moi, et qui, sa 

bouche sur la mienne, buvait ma vie entre mes lèvres. 13)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에로틱하면서도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 

는 존재는 바로 남근적인 어머니 Mère ph떠lique이다. 어머니에게 완 

전히 의존적인 유아는 그녀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기도 한다. 더 

12) Le Horla, p. 40. 

13) Le Horla,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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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어머니는자신에게 없는남근을보상받고자아기를다시 삼켜 

버릴 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자아낸다. 이때는 거세의 

공포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오는 경우인데， 가위눌림의 

묘사 중에 성적 인 무력감을 표현하는 ‘impuissance’라는 단어에서 

도 그런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편안히 잠드는 

모습 역시 유아적인 상태로의 퇴행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챔점 자， 

신의 의지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를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 

는 로봇으로 전락한다.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에게 압도되어 완전 

히 수동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은 마치 유아기의 

상태와 비슷하다. ‘오를라’가 화자가 준비한 다른 음식에는 전혀 손 

을 대지 않고 물과 우유만을 마시는 행동도 매우 특이한데， 이는 아 

기에게 주어야 하는 양식을 오히려 빼앗는 ‘나쁜 어머니’ 상과 결부 

된다. 

화자가 가꾸는 정원에서 ‘전장의 거인 양ant des bat허lles’이라는 남 

성적인 이름의 붉은장미가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꺾이는장면도， 

붉은 장미가 마치 붉은 핏자국을 남기는 듯이 보아는 등， 육체에 가 

해진 상처처럼 묘사되어 거세의 공포를 암시한다. 

나는 나의 바로 옆에서， 그 장미들 중 하나의 줄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비트는 것처럼 꺾이고， 마치 그 손이 그것을 따는 것처럼 

부러지는 것을 뚜렷이 보았다! 그리고 꽃은 팔이 입을 향해 그것을 

들아 올리면재 그렸을 콕선을 따라 날아올랐고， 투명한 공기 중에 홀 

로， 움직이지 않고， 내 눈 앞에서 무시무시한 붉은 얼룩처럼 매달려 

있었다. 

I…] je vis distinctement, tout p려s de rnoi, la tige d’une de ces 

roses se plier, conune si une main invisible 1’eût tordue, puis se 

casser, conune si cette m따n 1’eût cueiHie! Puis la fleur s’él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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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vant la courbe qu’aur려t décrite un bras en la portant vers une 

bouche, et elle resta suspendue dans 1’air tr없lSparent， toute seule 

immobile, effrayante tache rouge à trois pas de mes yeux.l4) 

‘오를라’라는존재는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Hors-là: ‘밖’ 

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귀신 이야기에서처럼 외부의 힘이 아 

니라 화자의 내면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억압되었던 자신의 유 

아기의 환상이 불가사의 한 존재로 떠오르는 ‘unheimliche’의 발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형상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거울 

속에서 화자의 모습과 일순간 겹쳐지면서， 그와 일치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라깡 Lacan의 이론을 빌리자면 아이가 어머니와 자신의 

상象을 혼동하는 거울의 단계와 유사하다. 화자는 ‘오를라’를 파괴하 

기 위해 우선은자기 집을불살라버리고，그래도아직 살아있을것 

이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죽여야 그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 

하게 된다. 결국 ‘오를라’라는， 실체인지 허상인지 불분명한 ‘그것’ 

속에 자신을상실하여 퇴행의 끝인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 

꿈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환상문학에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표현하기 위해 비유， 신조어， 생략법 등온갖수사학적인 방법 

이 동원된다. 그러면서 욕망은 변형된 형태로 드러남으로써 검열과 

타협하여 어느 정도 ‘충족’된다.15) 모파상의 단편에서도 묘사할 수 

도， 정의할수도없는‘오를라’라는미지의 존재를통해 남근적인 어 

머니에 대한 무의식적인 환상이 드러날 수 있는 서사적인 틀이 마 

련된다. 벨맹노엘이 ‘환상문학 fantastique은 무의식적 환상 f없ltasme과 

같은 구조를 지녔다’16)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그의 방법론 

14)Lε Horla, p. 60. 

15) Bellemin-Noël, “Notes sur le f，없ltastique"， loc. cit. , p. 7. 

16)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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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상적인 심리학적인 접근들과는 달리 환상문학이 둥장한 배경， 

즉 탐구되지 않은 인간의 내면， 정신병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이 고 

조되던 시기와 동질적이고 동시대적인 패러다임인 정신분석을 토 

대로 심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쩡신분석 

비평은 작품의 숨은 의미를 몇 개의 정해진 환상으로 환원사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물론 어떤 환상이라고 명명하는 것보마 그것 

이 글 속에 나타난 양상과 독자의 무의식과 반응하는 각각의 특유 

한 방식이 중요하지만， 하나의 고정된 패러다임에 -그 패러다임이 

그작품의 풍부한의미들을 읽어내는데 아무리 효과적이라할지라 

도-작품을맞추려 한다는사실은분명하다. 

4. 피에르 바야르 Pierre Bayard에 의한 『오를라』 읽기 

피에르 바야르는 정신분석의 독단적인 틀에서 벗어나 작품에 나 

타난 고유의 심리적인 모텔을 찾아내고자 한다. 몰론， 문학 작품은 

이론처럼 명확하게， 체계적인 현상 설명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 

렇가 때문에 작품 속의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잠재적 

인 이론을 표면화시키는 것이 이런 비평의 역할이다. 프로이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함께 샤르코의 공개 강의에 참석했을 가능 

성도있는모파상의작품에서정신분석의‘무의식’과유사한영역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지만，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면 모파상 나름대 

로제시한또다른심리의 지도를간과하게 된다. 바야르에 의하면， 

모파상에게 있어 ‘망설엄’，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스스로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17)이라는 것이다. 그의 글쓰기 자체가 불 

가사의한힘들을포착하기 위한노력이자그미지의 영역을더듬거 

리며 탐구하는과정이기에 어떠한확실한결론도불가능하다.그런 

17) Pierre Bayard, Maupassant, juste avant Freud, Minuit, 1994,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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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모파상의 환상성을 ‘심리적인 환상성’이라 명명한다 18) 

『오를라』에서도 이런 측면이 잘 드러난다. 화자는 기존의 언어와 

사고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 ‘오를라’를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한다. 

모파상의 환상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단편들을 분석한 바야르는 

모파상에게서 중심적인 주제는 성性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라고 이야기한다 19) 그에게는 광기란 바로 정체성， 즉 ‘자아’의 상실 

과 직결된다. 실제로 모파상의 단펀에서 타자， 또는 분신 같은 존재 

들이 ‘나’도 모르는 나의 일부분을 드러내고， ‘나’의 자리를 박탈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오를라’도 모파상의 다른 단편들 속의 

‘강박관념’과 마찬가지로， 화자 속에 자리 잡아 자아를 분열시키고， 

‘나’를 ‘나’로부터 소외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것은 환각으로서 동시 

에 자아의 외부와 내부에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 안으로 침투한 이물질이면서도 뿌리칠 수 없이 점점 그 자리 

에 박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의식’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IJ"오를라』의 화자는， 

치밀한자기 분석에서 볼수 있듯이， 스스로의 증세와그추이에 대 

해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욱 괴로워한다. 문제는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고 제삼자에게 납득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나’라는사회적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친 사람의 헛 

소리와‘정상적인’사람의 이성적인 설명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화자가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대목은 거울 속에서 본 ‘오를라’ 

의 시각적인 형상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18) Idem. 

19) Ibid. ,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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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 않다가 서서히 희미한 안개 속에서부터 다시 나타난다. 화 

자는 자신과 거의 일치할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자 

신의 상을 삼켜버리고 사라지게 한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넘어간다. 

나를 가리는 것은 뚜렷한 윤곽을 지난 것처럽 보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밝아지는 일종의 붙투명한투명성을가진 것 같았다. 나는매 

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렇듯이， 드디어 내 모습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던 것이다! 그 공포가 내 안에 남아 있다. 

아직도소름이끼친다. 

Ce qui me cachait ne paraissait point posséder de contours 

nettement arrêt강s， mais une sorte de transparence opaque, s’강 -
daircissant peu à peu. Je pus enfin me distinguer compl없ement， 

ainsi que je le fais chaque jour en me regardant. Je 1’'avais vu! 

L’앨ouvantem’en est restée, qui me fait encore frissonner. 20) 

‘오툴라’의 대한환각은 이렇게 언어 밖에 있는 것이며，보고도묘 

사할 수 없든， ‘보이지 않아서 invisible' 그러하든 간에， 언어화될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화자를 미치게 만든다. 바야르는 모든 푼학 작 

품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환각의 글쓰기’와 ‘구상의 글쓰기’ 사이 

를 오간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환각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념쳐 

나는 글을 일컴고， 후자는 이성에 의한 통제가 돋보이는 글이다.21) 

『오를라』도 차분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조가 격해지며 광기어린 

담론으로 흐르는 변화를 보인다. 화자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다. 

내가 왜 이러지? 바로 그가， 그가， 오를라가 나를 사로잡아 내가 이 

20) Le Horla, p. 76. 

21) Bayard, op. cit.,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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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미친생각을하게만드는거야! 

Qu'ai-je donc ? C’est lui, lui, le Horla, qui me hante, qui me fait 

penser ces folies J22) 

화자는 자신이 그런 증세에 시달련 이유를 규명하고， ‘오를라’에 

게 이름을 붙여 그것을 정의하려고 시도해보지만‘환각의 글쓰기’로 

빠지고 만다. 결국 ‘오를라’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실패한 화자는 

그것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이는 언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광기 

의 폼짓인데， ‘오를라’라는 내적인 현상을 자기 안에 편입시키지 못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신으로부터 일탈하여， 자아를 파괴하는 행 

위이다.자신의 집에 불을지르고도망치는것처럼.하지만‘오를라’ 

라는 환각은 화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 그로부터 벗어 

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결말에 이르러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 

아 있다. ‘오를라’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 ‘나’는 정말 미쳤는가? 

여기새 모파상의 환상성이 드러난다. 모파상의 ‘망설임’은 광기의 

경계? 그 실체에 대해 언어로써-언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 규명하려는 절실한 탐구이다.23) 

바야르는 모파상의 작품에서 고유의 심리 이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Iï오를라』라는 하나의 작품만을 보더라도 정체성의 혼란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 탐색은 자신이 겪는 기이한 증세를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고 남들과 공유하고자 글쓰기로써 이루어진다. 환상이 명 

백한 현실이 되기도 하며 현실이 환상이 되기도 하는 글쓰기 안에 

서 작가는 광기와 이성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든다. 그러면서 글 

쓰기로표현되지 않는‘잉여’가바로광기의 영역이라고암시한다. 

22)Lε Horla, p. 74. 

23) Bayard, op. cit. ,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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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의 네 개의 방법론은 제각기 환상성을 다르게 접근하였다: 작 

가자신의 공포， 정신 착란의 산물로서，자연의 법칙에 의한설명과 

초자연적인 설명 사이의 망설임으로서，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귀환2 

즉 Unheimliche로서， 그리고 작가의 광기의 경계에 대한 탐구로서. 

모두 서로의 허점을 보완해 가매 한 작품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 

해주고 있어서， ‘환상문학’이라는 장르를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다는것을다시금확인할수밖에 없다. 

『오를라』의 네 가지 해석을 살펴본 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환상 

문학이 시대의 산물로서 인간의 심리， 과학의 확대된 영역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상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초자연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익숙한 현실 이면의 또 다른 현실， 아 

직 알려지지 않은 현실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즉，‘환상적인 것’은 인 

간의 지식이 아직 미치지 않지만 그 존재가 감지되는 미지의 영역 

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이다. 작품마다 다른 다양한 해석들 

이 가능하겠지만， 카스텍스， 벨맹노엘과 바야르는 환상성을 헤아릴 

수 없는 정신의 심연에 대한 탐구로 읽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관심 

만을 표명하는 토도포프조차도 환상문학의 구조를 심리의 구조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환상문학이 인간의 정신， 심리와 

흔히 결부되는 것은 사실주의적인 문학에 비해 ‘상상력’의 비중이 

높은 속성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 상상력의 산물이 현실인지 아 

닌지 항상 의문을 품께 하는 불확실성 역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 

운 사람의 정신 작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환상성이란 주제를 일걷 

는다기보다는 기존의 언어로 표혐할 수 없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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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환상성에 대한논의는‘언어’와‘글쓰기’의 문제로 귀결된 

다. 그만큼 ‘환상성’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문학의 본질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indicible, 명명할 수 없는 것 innommable, 재현할 수 없는 것 iπep댄sen -

table’의 탐구이기 때문이다. 환상성이 이상한 심리 상태， 무의식， 또 

는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이든 간에， 향상 극한의 경험을 제시한 

다.24) 환상문학에 대한 연구가 문학 전반에 대한 의문과 맞닿아 있 

는이유도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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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깅sumè> 

Interprétations diverses sur le f，때tastique: 
exemple du Horla de Maupassant 

CHUNG Ye-Young 

Le genre fantastique, qui s’est épanoui au cours du 1geme siècle, 
a donné lieu à de nombreux essais de d강finition. P.-G. Castex, un 

des pionniers des 강tudes sur le fantastique, le d하init comme 

“l’intrusion brutale du mystère dans la vie réelle." n remarque 

également le fait que ce qui importe, c’est la conscience du 

personnage face à ces phénomènes extraordinaires. T. Todorov 

souligne 1’“hésitatioη" des personnages et du lecteur entre une 

explication naturelle et une explication sumaturelle des événe

ments; et J. Bellemin-Noël, appliquant la textanalyse à quelques 

textes de Th강ophile Gautier, affirme que le fantastique est la mise 

en récit des fantasmes inconscients. 

Nous avons appliqu강 diff，강rentes approches à la lecture du 

conte fantastique de Maupassant, Le Horla, afin de constater com 

ment chaque méthode éclaire un aspect différent du fantastique. 

Pour Castex, le Horla est 1’expression des hantises de 1’auteur, de 

sa peur des forces inconnues. L’“h깅sitation" de Todorov apparaît 

chez le narrateur et se transmet au lecteur : “Est-il vraiment fou ?" 

Selon une lecture psychanalytique, le Horla serait la Mère phal 

lique des fantasmes infantiles réapparaissant sous forme d’être 

sumaturel. P. Bayard refuse les formules ‘toutes prêtes’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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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analyse et propose de trouver le modèle psychique que 

Maupassant 깅bauche dans sa nouvelle. Le problème central chez 

Maupassant serait alors la αise d’identité, et non la sexualit강. Le 

narrateur, aux prises avec le Horla, tente de s’expliquer ce ph강no

m손ne， d’따íre cet autre qui le “d강structure" et le “d뿌ersonnalise. " 

Le Horla est 1’exploration des limites de la folie par 1’강criture. 

Ces diverses approches nous confirment 1’impossibilité d’ap 

pr낭hender le fantastique sous un seul angle. Nous pouvons ce

pendant observer que le fantastique est une forme de rhétorique 

dans une période où la Httérature s’intéressait aux domaines 

au-delà de la science et de 1a connaissance humaines, parti

culièrement à ce continent inexploré qu’était la psych강 humaine. 

Ce genre permettait de mettre des mots sur 1’inconnu, l'indicible, 
l’irrepr강sentable， etc. C’est pourquoi 1’étude du fantastique touche 

au problème fondamental de toute litt강rature， c’est-à-dire les 

limites du langage. 

주제어 : 환상성， 정신착란， 망설엄， 무의식， 정체성， 글쓰기 

mots-cl강s : fantastique, délire, h강sitation， inconscient, identité, 

강cr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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