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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헨리 제임스는 평생에 걸쳐 11편에 달하는 유령이야기를 썼으며, 그의 

유령이야기 중 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 1896)은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아
(Odyssey), 신곡(Divine Comedy), 햄릿(Hamlet) 을 제외한다면 단일 

작품으로는 영미권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작품이다(Booth 287).1) 

나사의 회전에 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른 유령이야기들

은 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2)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 

* 본고는 서울 학교 석사논문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기”: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에서 발췌하였음.
1) 웨인 C. 부스(Wayne C. Booth)는 나사의 회전에 한 연구에 해 “영어로 쓴 

것만 해도 내가 센 것만, ... 서적과 논문들이 500개가 넘고, 열두 개 이상의 외국어

로 번역되고 토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연구서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설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출간되지 않은 박사 논문과 학

생들의 에세이까지 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287). 
2)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1921년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들｣(Henry 

James’s Ghost stories)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오웬 윈그레이브｣, ｢친구들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Friends”), ｢에드먼드 옴 경｣(“Sir Edmund 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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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한 양적 소외는 결국 질적 오해로 이어져, 그의 유령이야기들이 

당시 영미권에서 출판된 다른 고딕 소설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심리 

소설로 여겨지거나 혹은 헨리 제임스 본인의 개인적 감정을 다룬 전기적

인 것으로 환원되어왔다. 본 논문은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 한 기존의 

비평을 살피고, 그러한 비평들이 부분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이론이나 언캐니(Uncanny)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프로이트 이론이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야기를 분

석하는 틀로 사용될 경우 그의 유령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인물의 심리 분석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힌다. 본 논문은 프로이트의 이론 신 제임스의 형이자 저명한 심리학

자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심리 이론을 통해 그의 유령이

야기를 분석하여 헨리 제임스가 유령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바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야기는 인간의 심리적 무

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전기적 일화들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 아니며, 소

설 속에서 유령을 활용하여 유령이 과연 정말 실재하는 것인지, 실재한다

면 인식 주체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유령이 각 인식 주

체에게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객관적인 것

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결과적으로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

기는 그의 사실주의 소설들과 별개의 초자연적 소설로 치부될 것이 아니

나사의 회전을 다루고 있고, 그 외에는 마사 밴타(Martha Banta)가 헨리 제임스

와 오컬트(Henry James and the Occult)를 통해, 피터 G. 비들러(Peter G. 
Beidler)가 유령, 악마 그리고 헨리 제임스(Ghosts, Demons, And Henry James)
를 통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마틴 스코필드(Martin 
Scofield)가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들(Ghost Stories of Henry James)을, 에델

(Leon Edel)이 헨리 제임스의 유령 단편들(Ghostly Tales of Henry James)을 통

해 유령이야기들을 편집하고 서문을 붙였지만 이 연구서들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

를 두루 다룬 표적인 연구서의 거의 전부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서로는 안나 데

스포토폴루(Anna Despotopoulou)와 킴벌리 C. 리드(Kinberly C. Reed)가 각종 학

술지에 실린 논문을 모아 편집한 헨리 제임스와 초자연(Henry James and the 
Supernatura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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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히려 리얼리티3)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밝힌다. 

2. 고딕 비평가들과 프로이트 이론

기존의 비평들은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당시의 다른 영미고딕 

소설들과 한데 묶어, 그의 작품들이 이성적이고 일관된 인간 심리를 해체

하고 그 심리 내부에 망각된 위협적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령 제럴드 E. 호글(Jerrold E. Hogle)은 고딕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 논하면서, “고딕 이야기는 보통 (적어도 일정 시간동안은) 오래된, 

혹은 오래되어 보이는 장소에서 벌어진다. ... 이런 오래된 장소 혹은 이

런 장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먼 과거(혹은 가까운 과거)의 비 이 숨겨

져 있는데, 이 과거의 비 은 줄거리 내내 인물들을 육체적 심리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분석하며(2), 그러한 고딕 소설의 표적인 예로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도리언 그레이

3)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리얼’(Real)이란 단어가 중세시 부터 관

념적인 뜻과 물질적인 뜻으로 동시에 쓰였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원래 ‘리얼’
은 유명론자(nominalist)들에 항하여 신이나 인간 등의 관념이 실재(real)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 관념론자들에게서 시작되었기에, 그 당시 ‘리얼’은 관념적인 것을 뜻

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동시에 윌리엄스는 15세기부터 눈에 보이는 실물이나 부동

산을 법적을 ‘리얼 에스테이트’(real estate)라고 불 을 뿐 아니라 홉스의 리바이

어던(Leviathan)에도 ‘리얼’을 물질적인 것에 사용하고 있는 목이 있다고 말한

다. ‘리얼’은 이 가지는 이러한 상반된 의미들은 한국어 표현에서도 그 로 찾아볼 

수 있다. ‘실재’(實在)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실제로’ 라는 표현

도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우리는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보겠다

고 말할 때 ‘실제’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 모

습을 보겠다고 할 때도 ‘실제’라는 말을 쓴다. ‘실제’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무

엇을 실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한 논의가 단순히 영어 표현 ‘리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영어 표현 ‘real’과 ‘reality’를 ‘실재’혹
은 ‘실재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 원뜻을 곡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문 그 로 ‘리얼’과 ‘리얼리티’라는 용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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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 샬롯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의 누런 벽지(“The Yellow Wallpaper”), 브람 스토커

(Bram Stoker)의 드라큘라(Dracula),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19세기 중반 단편들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독자

들로 하여금 “심리적 무의식 그 자체에 한 공포 혹은 망각된 장소에 

현재 묻혀 있는 과거로부터의 욕망을 포함하여, 등장인물이나 집단 속에 

심리적으로 묻혀 있던 것들을 마주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3). 1890년

 영미고딕 소설에 한 글레니스 바이런(Glennis Byron)의 분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이런은 1890년 에 이르러 “과학이 좀 더 비물질적인 

정신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물질주의적 기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

서 ... 그러한 분야에 한 관심은 사회적, 심리적 질서에 한 위협을 내

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진화론보다 훨씬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190). 바이런은 이에 따라 1890년  영미 

고딕 소설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심리 내부의 “무의식적 힘의 위력과 주

도력에 한 인식”을 다루는 것이었다고 말한다(191). 쥴리아 브릭스

(Julia Briggs) 역시 이런 점에서 제임스를 다른 고딕 소설작가들과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다. 브릭스는 제임스가 에드가 앨런 포, 호프만, 제라드 

드 네르발(Gérard de Nerval)과 토마스 드 퀸시(Thomas de Quincey)와 

함께 유령이야기(the ghost story)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유령이야

기의 주제는 “스스로나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설명하기 힘든 인간적 충

동과 스스로를 벼랑에서 던져버리고자 하는 욕구 혹은 다른 생명체를 고

문하고 죽이고자 하는 욕구, 즉 이성의 심장부에서 자고 있는 괴물들을 

죽이고자 하는 욕구를 극화”하는데 있다며, 19세기의 유령이야기는 “외부

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궁극적 호러들을 드러내었다”고 말한다(179).4) 

4) “호러”와 “테러”의 차이는 호글이 잘 설명하고 있다. 호글은 고딕 소설을 “테러 고

딕”(terror gothic)과 “호러 고딕”(horror gothic)으로 분류하는데, 테러 고딕은 삶과 

안전에 한 위협을 다루고 있는 반면, 호러 고딕은 “충격적이고 심지어 역겨운 결

말”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던 기준들을 분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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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는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A Christmas Carol)을 예로 들며 

19세기 유령이야기 부분을 이러한 예로 들고 있다(181). 호글은 고딕소

설 전체를, 바이런은 1890년  영미고딕소설을, 브릭스는 유령이야기에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셋 모두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포함한 

당시 고딕소설과 유령이야기의 핵심을 이성적이고 일관된 심리를 해체하

는 데서 찾고 있으며, 더불어 의식적으로는 망각되었지만 심리 내부에 위

협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

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마틴 스코필드(Martin 

Scofield)와 레언 에델(Leon Edel) 역시 앞서 살펴본 고딕 비평가들의 견

해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유령이야기의 핵심이 인간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을 통해 그의 유령

이야기를 분석한다. 스코필드는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는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ix), 초기유령이야기에서 제

임스의 관심사는 이 두 세계를 만나게 함으로써 심리 내부에 억압된 무

의식을 드러내고 그로써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코필드는 그로 인해 “헨리 제임스의 유령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큼이

나 내부에서 오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인다(xi).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임스의 유령들이 무섭기보다는 다소 “부

드럽게” 느껴진다는 비판을 하는데(52), 에델은 이에 해 오히려 무서운 

유령을 통해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상황에 언캐니함을 

들여오는 것”이 제임스의 관심사라고 말한다(vi). 즉, 제임스가 유령이야

기를 쓴 이유는 유령을 통해 독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의 소설에서 충분히 논하기 힘든 심리 내부의 무의식적 영역이 실재한

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 

... 심리적 분해”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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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 적으로 초기에 쓴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The Romance of 

Certain Old Clothes”, 1868), ｢유령에 홀린 임 집｣(“The Ghostly 

Rental”, 1876), ｢에드먼드 옴 경｣(“Sir Edmund Orme”, 1891)의 경우 

모두 오래된 집을 배경으로 망각된 “심리적 무의식” 혹은 “과거로부터의 

욕망”을 “마주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비평가들의 분석이 잘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Hogle 2-3),5)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

야기들을 보면 그의 유령이야기가 동시 의 다른 고딕 소설들과 매우 다

르며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으로는 완전히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1890년 는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

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커스 클라인(Marcus Klein)은 제임스의 

1890년 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뒤, “제임스의 모든 경력에서 과거의 성

취와 의도적으로 결별하고 불확실한 작품세계로 출발한 이 시기보다 제

임스가 더 흥미로운 작가였던 적은 없다”고 평가한다(xxviii). 클라인은 

제임스의 90년 가 신경 쇠약에 걸린 그의 정신 속에 “사적인 악마가 끊

임없이 출몰한”시기였으며 결정적으로 1895년의 연극무 에서의 실패가 

제임스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클라인은 이로 

인해 90년 의 제임스가 “어떤 조류의 경향도 넘어서는 지적인”글을 보

여주며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그의 경력에서 전성기라 불

리는 후기 삼부작의 구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x). 흥미로

운 것은 제임스가 이 십년 사이에 그의 유령이야기 11편 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편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오웬 윈그레이브｣(“Owen Wingrave”)와 

｢죽은 자의 제단｣(“The Altar of the Dead”)사이의 삼년간을 제외하면 

십년 동안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령이야기를 쓴 것이다.

5)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들이 프로이트의 언캐니 이용을 기반으로 한 기존 고딕 비

평으로 잘 분석된다는 것은 졸고 ｢“가장 있음 직한 형식의 요정이야기”: 헨리 제임

스의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 (서울: 서울 학교, 2014), 26-59 참고. 



헨리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   117

클라인은 제임스의 1890년 가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잘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는 그 원인을 부분 전기적인 것으로 환원시킴

으로써 제임스의 작품 세계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 제임스의 유령이야기

가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을 전기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태도는 F. R. 리

비스(F. R. Leavis)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리비스는 ｢죽은 자의 제

단｣이 “불쌍한 제임스의 지치고 문명화된 영혼의 외로움”에 의해 “병적

으로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쓴 “종교적” 작품이라고 평가한다(163). 즉, 

리비스는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진지한 연구의 상으로 보지 않고, 제

임스가 외로움에 사무쳐 감정적으로 쓴 작품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3. 1890년대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

｢사적인 삶｣

제임스는 1890년  유령이야기에서 초기유령이야기와 달리 유령의 실

재성을 다르게 설정하기 시작한다. 초기유령이야기에서는 유령이 물리적 

증거를 남겨놓거나 혹은 두 명의 인물에 의해서 동시에 목격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유령이 마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상처럼 제시하고 있지

만, ｢사적인 삶｣(“The Private Life”)부터 ｢친구들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Friends”)까지 1890년 에 쓰인 네 편의 작품에서는 유령의 실재

성에 한 의문이 봉합되지 않고 끝나버린다. 제임스가 이 네 편의 작품

에서 유령이 초자연적 존재가 맞는지 아닌지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

고 끝맺음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유령이 정말 실재하는지, 만약 실재한다

면 자연적 존재인지 초자연적 존재인지, 그리고 원래 상의 실재성은 객

관적인 것인지 등 실재성에 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며, 이것은 

곧 이 작품들의 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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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삶｣을 보면,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스위스의 한 여관에 모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어느 날 천재 작가인 

클레어 보드리(Clare Vawdrey)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보드리는 

마치 몸이 열개라도 되는 듯 매일 밤마다 다른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하

고, 한 사람이 다 소화하기 힘든 다양한 일화들을 경험한 것도 모자라 하

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설 작품을 집필해낸다. 따라서 화자는 “그[보드리]

에 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항상 죽은 자에 해서 말하는 것 같

은 느낌을 받았”(when he was talked about, I had always had a sense 

of our speaking of the dead)으며, 그의 분위기가 항상 “비정상

적”(abnormal)이라고 느낀다((Ghost Stories of Henry James 93).6) 다시 

말해서 보드리가 들려주는 “전설들이 리얼리티 앞에서 창백해져 버렸

다”(the legend paled then before the reality)고 느껴질 정도로 그는 실

제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는 것이다(97). 

보드리의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화자가 보드리에게 작품을 완

성했느냐고 묻자,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자신이] 멋진 문장을 썼다고 

답”(he replied before dinner he had written a splendid passage)한다

(99). 이에 해 화자가 “저녁 먹기 전에 당신은 테라스에서 우리 모두를 

넋을 잃게 붙잡아 두었”(before dinner you were holding us all 

spellbound on the terrace)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보드리는 “오 그 전에

요”(Oh it was before that)라고 말을 바꾼다. 화자가 다시 “그 전에는 

나랑 당구를 쳤잖아요”(Before that you were playing billiards with me)

라고 재차 다그치자 “그러면 어제인가 보죠”(Then it must have been 

yesterday)라고 또 말을 바꾸더니, 이에 화자가 “당신은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했잖아요”(You told me this morning you 

did nothing yesterday)라고 묻자 결국 “나는 내가 언제 뭘 하는 지 정말 

6) 이하 Ghost Stories of Henry James는 Ghost Stories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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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I don’t think I really know when I do things)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다. 자기 스스로도 본인이 언제 작품을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화자는 보드리가 자신의 작품을 감추려는 것 같다

고 느끼고 저녁 식사 후 보드리가 아드니 부인(Mrs Adney)과의 화에 

빠져있을 때 그의 방으로 몰래 올라간다. 그러나 그는 보드리의 방에서 

“놀랍게도, 그 방의 주인이 내 앞에 앉아 있었”(surprisingly, its 

occupant himself sat before me)다는 것을 확인한다(104). 분명 방금 전

까지 아래층에서 아드니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어느 새 방에 올

라와 앉아있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화자는 방에 앉아있

는 보드리에게 말을 걸지만 그는 꾸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를 계속 쓰기만 한다. 이러한 이해 못할 현상에 화자는 “신비체험의 느

낌”(a sense of mystification)을 받게 된다(104). 화자가 이를 아드니 부

인에게 말하자, 아드니 부인은 “두 명이 존재하는 거에요”(There are two 

of them)라며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죠. 한 명은 

천재고, 다른 한 명은 부르주아인 거죠”(One goes out, the other stays 

at home. One’s the genius, the other’s the bourgeois)라고 말한다

(107).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 지내던 부르주아 보드리는 “그의 체 

정체성”(His alternate identity), “그의 다른 자아”(His other self)라는 것

이다(111). 

프로이트는 이러한 “이중 자아”(double)의 등장을 언캐니함을 야기하는 

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The Uncanny 142). 프로이트는 인간은 누구

나 불멸을 욕망하며, 이러한 불멸에 한 인간의 욕망은 때로 죽은 뒤에

도 살아 돌아오는 유령을 목격하는 방식을 통해 투영되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더라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는 가정, 즉 “이중 자아”를 욕망하는 방식으로 투영되기도 한다고 말한

다. 프로이트는 “이중 자아가 원래 자아 소멸에 항하는 보험이었다”고 

말한다(142). 만약 인간이 자기 분신을 만들 수 있다면, 설령 자신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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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분신을 통해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은 무의식

적으로 분신을 욕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명의 인물이 두 개의 자아

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설정은 문학작품에서 언캐니함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빈번하게 활용되어왔다. 보드리의 이중 자아를 반드시 불멸성과 

관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드리가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온갖 귀

찮은 사교모임에 나가게 하는 동안 정작 진짜 본인은 조용히 예술 창작

에 몰두한다는 이런 상황을 독자 중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보드리의 이중 자아는 누가 보아도 무의식적 소원 성취

(wish-fulfillment)의 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보드리의 직업이 작가일 뿐 아니라 천재 작가

로 설정되는 것은 그의 이중 자아와 더불어 언캐니함을 더욱 배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니콜라스 로일(Nicholas Royle)은 작가라는 직업이 본

래 이중 자아를 가지는 표적인 예라고 말한다. “저자의 욕망에 의하면 

글은 (작가의) 사후에도 읽혀지고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여기서 글

에 의해 사후에도 기억되는 작가는 물리적 육체를 가진 작가와 다르다

(191). 다시 말해서 로일은 “생존과 생매장의 논리가 (작가의) 이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 이름은 이름의 주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

것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름은 그 자체로 ‘언캐니한 조짐’이 된다”

고 말한다(191). 즉 글을 쓰는 작가의 욕망은 글을 통해 자신이 죽은 뒤

에도 이름이 남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때 남게 되는 이름은 불멸하는 자

아로서 자신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언캐니에 한 로일의 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특히 천재적 작

가의 글일수록 언캐니함이 커진다고 설명하는 데 있다. 그는 천재적 작가

가 되어 정전에 남을 작품을 남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캐니한 글을 요

구한다고 말한다. 그는 “진정으로 악마적이거나 언캐니한 것은 늘 정전의 

지위를 얻는다”고 정의한 해롤드 블룸의 말을 인용하며, “당신이 정전에 

오른 작품을 처음으로 읽으면 당신은 늘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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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통해 볼 때, 언캐니하고 낯선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정전에 오

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다(14).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적인 삶｣이 보여주는 이러한 언캐니한 측면들

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여기서 그치고 않고 더 나아간다는 데 있다. 

초기유령이야기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을 활용하여, 작품 속 인물

이 그러한 존재들을 면할 때 느끼게 되는 언캐니한 감정들에 주목했지

만, ｢사적인 삶｣의 보드리는 애초에 초자연적 존재라는 게 암시만 될 뿐 

확실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정말 초자연적 존재인지 의심스럽게 되

면서, 인물의 내면 속의 언캐니한 감정보다 인물의 인식적 조건들이 작품

의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화자와 아드니 부인이 보드리가 정말 이중 자

아를 가진 초자연적 존재라고 확인하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이루

어지는데, 둘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략을 세운다. 화자가 일부러 보

드리를 데리고 멀리 산책을 나가 있는 동안, 아드니 부인은 보드리의 방

에 허락 없이 침입하기로 한다. 집에 돌아온 화자는 아드니 부인을 만나 

“당신 그를 보았죠?”(you saw him?)라 묻는데, 아드니 부인은 이 물음에 

“그가 나를 봤어요”(he saw me)라 말하며, “그는 멋져요. ... 그가 그것

[작품 쓰기]을 한 사람이에요”([H]e’s splendid. ... He is the one who 

does it)라고 답한다(Ghost Stories 120). 다시 말해 화자가 보드리와 

밖에 있는 동안 아드니 부인은 보드리의 다른 자아를 만났다는 것이다

(111). 그러나 아드니 부인이 스스로 보드리의 다른 자아를 만났다고 밝

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초자연적 존재인가에 한 의심은 해

소되지 않는다(111). 초기유령이야기에서는 얼굴의 흉터나 불에 탄 집이

라는 물리적 증거가 존재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드리의 이중 자아는 아드니 부인 혼자만 혹은 화자 혼

자만 따로따로 목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는 유령을 목격하는 아드니 부인의 정신 상태를 의

심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자신이 보드리의 다른 자아를 목격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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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드니 부인은 나이가 마흔 살이 된 여배우로, 한 때는 젊었지만 

“그 시절들은 지나갔고 그녀는 여전히 그 때를 그리워”(The years had 

passed, and still she had missed it)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98). 여러 

작품에 출연했던 “그녀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어느 것도 그녀가 꿈꾸었

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았”(none of the things she had done was the thing she had 

dreamed of, so that at present she had no more time to lose)고 따라

서 “그녀의 웃음 뒤에는 아픔이”(the ache beneath the smile) 있다(98).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결혼도 “파산 상태”(ruinous)에 이르 다고 말한다

(112). 그녀는 자신을 재기시켜 줄 유일한 가능성이 천재 작가 보드리라

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위해 희곡을 써 주어야 하

고, 그 여주인공 자리는, ... 그녀가 옛날부터 원했던 역이어야 한다는 것

을 인지”(she had settled it for him that he was to write her a play 

and that the heroine ... would be the part for which she had 

immemorially longed)시킨다(98). 원고를 어서 보여 달라는 아드니 부인

의 물음에 보드리가 “유감스럽지만 원고는 없어요”(I’m afraid there is 

no manuscript)라고 말하자, 아드니 부인은 이를 믿지 않고, 화자에게 

“가서 그의 원고를 가져와요”(Go and get his papers)라고 명령한다

(102). 보드리가 계속 원고를 보여주지 않자 아드니 부인은 자신을 재기

시켜 줄 또 다른 보드리가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한다. 이에 해 화자는 

그녀가 “더 큰 기회의 상상에 홀린”(haunted by the vision of a bigger 

chance; 98)채, “환상 속에 살았”(she dwelt in illusions; 99)다고 말한

다. 그녀 스스로도 점점 자신의 이런 욕망에 해 “비정상적 욕망” 

(insane desire; 112)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비정상적 욕망”일지라도 

보드리의 다른 자아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다(112).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아드니 부인이 

보드리의 다른 자아는 분명 존재한다며 “나는 내 배역을 받게 될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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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배역을 받게 될 거라고!”(I shall have my part - I shall have 

my part!)라고 외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보드리의 다른 자아가 실재한

다는 그녀의 주장이 물거품이 된 자신의 기 를 스스로의 망상으로 충족

하려 하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당신 그를 봤

죠?”라고 묻는 화자의 물음에 해 그녀가 “난 그를 봤어요”(I saw him)

라고 답하지 않고 “그는 나를 봤어요”(He saw me)라고 답하는 것 

역시(120), 그녀의 욕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녀는 주어와 목적어를 

교묘하게 뒤바꿈으로써, 자신이 보드리의 체 자아를 본 것은 아니지만, 

보드리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분명 봤을 것이라는 그녀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인용했듯 화자가 보드리의 방에서 그를 보게 되는 장면도 모호하

기는 마찬가지이다. 화자 스스로가 이야기하듯 그 방은 매우 어두운 것으

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의 등은 반쯤 나를 향해 돌아진”(His back was 

half-turned to me) 상태였고, 그를 부르는 화자의 외침에 그가 답변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104). 따라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고 초자연적 

존재인 보드리가 과연 실재하는 존재인지 묻게 된다. 독자는 인식주체의 

시각에 인지된 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재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시각에 인지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한 질문을 부여받게 되며, 제임

스는 초기유령이야기와 달리 이러한 질문들에 해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작품을 끝맺음한다. 

｢오웬 윈그레이브｣

유령의 실재성에 한 확실한 결론 없이 작품이 끝나는 것은 ｢오웬 윈

그레이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작품은 지난 300년간 남자들이 모두 

입 하여 공훈을 올린 한 영국 귀족 가문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다. 



124   SangKeun Yoo

이 집안에는 “백색 방”(The White Room)으로 불리는 버려진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조지 1세 시 에 윈그레이브 장군(Colonel Wingrave)이 

숨진 채 발견된 뒤로 유령이 출몰하는 방으로 알려져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7) 가정부의 딸 케이트 쥴리안(Kate Julian)은 오웬 윈그레이브

(Owen Wingrave)에게 이 방에 유령이 실재하는 게 분명하니 여기서 하

룻밤을 지내고 유령의 실재성을 확인해보라고 강요한다. 유령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오웬은 “나는 그 빌어먹을 장소에서 지난 밤 내내 있었”(I 

spent all last night in the confounded place)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It’s a simple fact)라고 말한다

(Ghost Stories 149). 그러나 케이트는 “그[오웬]가 우리를 속이려 든다고 

믿”(believed him to be trying to deceive us; 149)고, 오웬에게 유령이 

출몰하는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낼 것을 강요한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백

색 방을 열어본 오웬의 스승 스펜서 코일(Spenser Coyle)은 “오웬 윈그

레이브가 다음 날 그[스펜서 코일]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처럼 옷

을 입고는, 그의 조상이 발견된 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져 죽은”(Owen 

Wingrave, dressed as he had last seen him, lay dead on the spot on 

which his ancestor had been found) 것을 발견한다(151). 따라서 이 작

품에서도 유령이 정말 실재하며 등장했는지에 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밤을 보낸 오웬이 다음 날 아침 죽은 채 발견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유령의 모습이 등장하거나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웬이 정말 윈그레이브 장군의 유령을 목

격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인

7) 이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소문난 방일 뿐 아니라, 연약한 주인공이 갇힌 채 지내다 

나온다는 점에서 명백히 제인 에어(Jane Eyre)의 “붉은 방”(red-room)을 연상시

킨다. 제임스의 가장 표적 유령이야기 나사의 회전이 제인 에어를 패러디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임스는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e)의 제인 에어
를 자신의 유령이야기 여러 편에서 패러디하고 있는 셈이다. 나사의 회전과 제
인 에어의 관계에 해서는 Alice Hall Petry, “‘Jane Eyre,’ and ‘The Turn of 
the Screw’,” Modern Language Studies 13.4 (1983): 61-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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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을 제임스의 첫 유령이야기 ｢어떤 오래된 옷의 로

맨스｣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흥미롭게도 제임스가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에서 다룬 가문의 이름 역시 윈그레이브이다.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에서도 유령의 모습은 전혀 묘사되지 않았고, 유령을 목격한 

로잘린드(Rosalind)의 시체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로잘린드의 

시체에 “복수심에 가득 찬 유령의 두 손이 남긴 열개의 끔찍한 상처 자

국”(the marks of ten hideous wounds from two vengeful ghostly 

hands)이 있었다고 물리적 근거를 남겨두어 이것이 동생 퍼디타의 유령

에 의한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반면(Ghostly Tales of Henry James 

25), 오웬의 시체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퍼디타

(Perdita)의 유령과는 달리 윈그레이브 장군의 유령은 오웬을 죽여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8) 윈그레이브 장군은 오웬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울프는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윈그레이브 장군이 오웬을 죽

이는 것에 해서, “그 재앙이 이전에 일어난 일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개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52), 심지어는 “｢오웬 윈그레

이브｣를 유령이야기로 보는 것은 과녁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이야기는 

유령이야기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한다(51). 그러나 이런 울프의 비판은 제

임스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제임스의 주제의식이 유령의 실

재성과 그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제임스는 의도적으로 유령이 오웬

을 죽여야 할 동기를 없애 독자로 하여금 유령이 과연 실재하는지 생각

해 보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제임스가 주목하는 것은 앞선 작품인 ｢사적인 삶｣과 마찬

가지로 유령 그 자체보다는, 케이트의 심리 과정과 그녀가 실재성을 주장

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임스 유령이야기의 유령들은 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다”고 주장한 스코필드의 분석은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에만 적용될 뿐 1890년
 유령이야기부터는 적용되지 못한다(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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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에 있다. 케이트는 작품이 전개될수록 유령의 실재성에 한 믿

음을 강화해 가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정작 유령을 한 번도 보지 않

았음에도 유령에 한 소문과 추론만 가지고 유령의 실재성을 분명한 것

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백색 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유령을 보지 못했다

고 말하는 오웬의 주장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그가 “우리를 속

이려 든다”고 말하는 케이트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149). 그녀가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녀의 삶에 그것이 유

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정부의 딸로 오웬의 집에서 가장 열등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녀가 집안에서 나름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집의 모든 권력을 가진 오웬의 고모 윈그레이브 양(Miss 

Wingrave)의 뜻에 따라서 조상의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혹은 윈그레

이브 양과 립하는 오웬을 비판해야만 한다. 그녀의 이런 욕망이 그녀로 

하여금 아무 근거도 없이 유령의 존재를 믿게 만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그녀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것이다. 결말에 이르러 오웬이 죽었다는 사실은 케이트로 하여금 유령의 

실재성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지만, 독자들은 오히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령의 실재성에 한 케이트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

다. ｢사적인 삶｣에서 아드니 부인은 시각적 인지를 초자연적 현상의 근거

로 내세웠다면(“그가 나를 봤어요”), 이 작품에서 케이트 양은 오직 소문

과 추론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아드니 부인과 케이트 양의 

근거는 둘 다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사적인 삶｣과 ｢오웬 윈그레이브｣는 유령의 실재성에 해 

문제를 제기한 뒤에 이 문제를 유령이 남긴 초자연적 증거로 해결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봉합 없이 독자가 판단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기유령이야기가 유령이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인물의 억압된 심

리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사적인 삶｣에서부터는 유령의 존재를 

믿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유령의 실재성과 



헨리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   127

판단 기준을 작품의 핵심적 문제의식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1890년  유령이야기에서 유령의 실재성 자체가 주제로 떠

오르면서, 제임스의 유령이야기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과연 유령이 실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프로이트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유령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과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마음과 예리한 사고력을 가진 자들 몇 

명이, 특히 그들이 임종할 때가 다가올수록 [죽은 자와의] 그런 접촉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에 해서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부분이 이 주제에 해서 야만인과 다를 바 없는 생각

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음에 한 원시적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놀랄 일이 아니다. (강조는 필자)

there is no denying that some of the finest minds and sharpest thinkers 

among our men of science have concluded, especially towards the end of 

their own lives, that there is ample opportunity for such contact. Since 

nearly all of us still think no differently from savages on this subject, it is 

not surprising the primitive fear of the dead is still so potent in us. (Italic 

is mine, The Uncanny 149). 

여기서 프로이트는 유령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야만인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심지어 죽음에 한 공포

로 인해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연구로 인해 “오늘 날 우리는 더 이

상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의 방식들을 극복했다”고까지 

말한다(154). 즉 프로이트는 유령의 실재성을 믿는 것은 야만적이며, 이

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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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의 세계관은 곧 그의 예술관으로 연결되는데, 그는 유령과 같은 

것이 오직 초자연적 세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허구적 세계

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이트가“판타지와 리

얼리티의 경계가 흐려질 때”(150)만이 우리는 “리얼한 삶에서는 부

재”(155)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목에서 우리는 그가 문학

을 오직 판타지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임스에게는 초자연적 세계가 단순히 문학적 세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남과 북 사이에 이정표를 심는 것만큼이나 리얼한 세계와 

로맨스 세계 사이에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The Art of the 

Novel 37)고 말하는 제임스에게 초자연적 세계와 리얼한 세계는 애초에 

구분되지 않는다.9) 제임스는 이와 같이 두 세계가 구분되기 어렵다고 생

각하기에 그것을 문학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분석하는 문학 작품들과 제임스가 써 낸 문학 작품이 초자연적 세계와 

리얼한 세계를 뒤섞는 것 같은 비슷한 외양을 보이고는 있지만, 두 사람

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에 한 생각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문학에 

한 두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다.

기존 비평가들이 행한 바와 같이 프로이트의 과학적 이론 틀로 제임스

의 유령이야기를 보게 되면, 리얼리티에 한 제임스의 문제의식이 배제

되고 모든 유령은 그저 허구적 문학 장치이거나 인물의 심리적 망상으로

만 간주된다. 에델은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는 제임스의 

9) 이러한 제임스의 생각은 그의 다른 글에서도 드러난다. 제임스는 버나드 쇼에게 

“당신이 관심 분야를 과학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다가 제한할 때 ... 당신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된다”고 말하며, “당신이 이 모험적이고 추측에 근거한 

상상력에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후원자가 만든 아름다운 것들의 절반

이 반드시 말살될 것이다”라고 말한다(Turn of the Screw 102-3). 모든 유령의 존

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작용으로 여기게 되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만들고 이는 실재하는 많은 것들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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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야기에 해서 “독자들은 이 이야기들에서 두 겹의 흥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단순히 오락으로서 읽을 수 

있”거나 혹은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그 이야기에 내재된 심리학

을 읽어볼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ⅷ). 에델은 프로이트의 세계관

으로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해석함으로써 유령 그 자체의 실재성에 

한 제임스의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프로이트가 하는 것처럼 

유령을 오락적 목적이나 혹은 심리적 무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허구적 장

치로 간주하고 있다. 

제임스와 프로이트의 리얼리티에 한 생각의 차이는 인물의 심리 분

석에 있어서도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으로는 제임스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가 제 로 분석되기 어렵다. 헨리 서스만(Henry 

Sussman)과 에드나 켄튼(Edna Kenton)은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프로이

트의 정신분석학으로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조셉 브로이어(Josef Breuer)

와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Studies on Hyesteria)를 인용하는데 이 

책에 실린 히스테리 환자들의 증세들에서는 일종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환자들은 모두 신체적 증상들을 나타내며, 이

러한 히스테리 증세는 어렸을 적의 외상적 경험과 더불어 현재의 성적 

억압에서 기인한다.10) 프로이트는 언캐니한 감정의 원인에 해서도 “이

10) 프로이트가 1889년에 만난 에미 폰 N. 부인(Frau Emmy Von N)의 경우 손가락 

수전증과 떨림, 경련성 틱과 우울증, 불면증, 오한과 왼쪽 다리의 통증이라는 구체

적 신체 증상들을 동반하며(Studies on Hysteria 104-6), 프로이트는 이 증세의 원

인으로 청소년기에 형제, 자매들과 겪었던 외상적 경험들이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108). 프로이트는 에미 폰 N. 부인의 외상적 경험으로 다섯 살 때 형제, 자매가 

죽은 짐승을 던진 일, 일곱 살 때 관에 들어 있는 언니를 보게 된 일, 여덟 살 때 

오빠가 유령처럼 천을 두르고 놀라게 한 일, 아홉 살이었을 때 관에 누워 계신 숙

모님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숙모의 턱이 떨어진 일을 언급하고 있다(Studies on 
Hysteria 108). 더불어 그녀가 “수년 동안 성적인 금욕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사

실”(the fact that the patient had been living for years in a state of sexual 
abstinence)이 “불안 성향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most frequent causes of a 
tendency to anxiety)이라고 분석하고 있다(148). 프로이트는 1890년 에 만난 카타

리나 양(Katharina)과 엘리자베트 폰 R. 양(Fräulein Elisabeth Von R)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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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유아기의 근원들로 추적되어질 수 있는지 봐야만 한다”(The 

Uncanny 141)고 말하며,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중 “

부분이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유아기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

라고 말한다(159). 이와 같이 유아기의 경험, 성적 억압 그로 인한 신체

적 증후는 프로이트가 히스테리를 설명하는 기본적 조건들인데,11) 제임스

의 1890년  유령이야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기 힘들다. ｢사적인 

삶｣에서 아드니 부인의 경우를 보면,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비정

상적 믿음”이라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보드리의 이중 자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히스테리적이고, ｢오웬 윈그레이브｣의 케이트 양 역시 근거가 없

는 주장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히스테리적이지만(Ghost Stories 

112), 작품에서 그들의 히스테리를 야기할만한 어린 시절의 외상적 증후

는 두 명 모두 찾아볼 수 없고, 별다른 신체적 증후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인용한 고딕 비평가들이 프로이트의 이

론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제임스 유령이야기와 다른 고딕 소설들이 

로 진단 내린다. 카타리나 양의 경우 역시 숨이 차고, 가슴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 
목을 쥐어짜는 느낌, 머리가 터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되는 증세를 보이며

(Studies on Hysteria 191), 프로이트는 그 원인으로 열네 살 때 숙부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열여섯 살 때 숙부가 사촌 언니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는 외상적 

경험에서 히스테리의 원인을 찾는다(192-3). 엘리자베트 폰 R. 양 역시 양쪽 다리

의 신경증적 통증을 느끼는데(202), 프로이트는 그 원인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죽음

이라는 외상적 경험(208)과 “그녀의 첫사랑에서의 실망”(disappointment in her 
first love)에 의한 성적 억압(215)에서 찾고 있다. 제임스 초기유령이야기 인물들의 

경우 이러한 외상적 경험과 성적 억압을 찾아볼 수 있다. 
11) 제임스의 초기유령이야기인 ｢어떤 오래된 옷의 로맨스｣의 경우 로잘린드가 사랑하

는 남자를 동생에게 빼앗기는 외상적 경험을 겪은 후 “수년 동안 성적인 금욕 상

태”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그녀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으며

(Studies on Hyeteria 148), ｢유령에 홀린 임 집｣에 나타나는 딸의 심리 역시도 아

버지에 의해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성적 억압과 외상적 경험이 동

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드먼드 옴 경｣의 마든 부인 역시 약혼자의 자살이라는 

외상적 경험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성적 억압이 동반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 이

론은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야기가 아닌 초기유령이야기에 국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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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호글은 

고딕 소설의 모든 남성 인물이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겪고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분석하는데,12) 아드니 부인과 케이트는 

“남성적이고 가부장적 지배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 보

이지 않으며(5), 오웬은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겪을 만한 아버지가 없다.13) 

이 점에서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야기는 다른 고딕소설들과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임스의 1890년  이후 유령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다른 이론적

인 틀이 필요한 것이다. 캐런 할투넨(Karen Halttunen)은 나사의 회전
을 분석하는 글에서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닌 윌

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14) 할투넨은 그 이유에 

12) 호글은 제임스 작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제임스 유령이야기를 전형적인 고딕 작

품으로 분석한다. 호글은 “이것이 바로, 피들러와 다른 평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앵글로-유럽피안-미국식 고딕이 중산층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프로이트 개념을 예시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유이다. 어떤 점에서 고딕은 

주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죽이길 원하고 이로 인해 그가 

가장 욕망하는 것에 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어떤 ‘아들형 인물’
을 주로 다루는데, 이것은 전부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의 과잉으로부터 벗어

나 그들 스스로를 달래고자 하는 고딕 여주인공에게도 적용된다”(Here is why, 
Fiedler and others have shown, the features of the Anglo-European-American 
Gothic have helped to prefigure and shape Freud’s notion of Oedipal conflict in 
the middle-class family. In some way the Gothic is usually about some “son” 
both wanting to kill and striving to be the “father” and thus feeling fearful and 
guilty about what he most desires, all of which applied as well to Gothic 
heroines who seek both to appease and to free themselves from the excesses of 
male and patriarchal dominance; 5, 강조는 필자)고 말한다. 

13) 오웬의 고모 윈그레이브 양은 가문의 전통을 변하는 인물로서 가부장제를 변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웬과 윈그레이브 양의 관계를 오이디푸스적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14) 할투넨이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 

1988년 이전에 그러한 접근을 시도한 글은 찾기 어렵다. 그 주된 원인은 서구 학계

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에 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엘 바인베르

거(Joel Weinberger)는 서구 학계에서 백년이 넘게 윌리엄 제임스의 무의식 이론이 

오해를 받아온 과정과 그 원인을 잘 보여준다. 바인베르거는 1996년까지도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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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은 문자 그 로 헨리 제임스의 ‘토착의 

심리학’”이기에 그것은 “제임스 가문에서만 타고난 것이며 다른 어떤 나

라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Halttunen 474). 할투넨은 윌리엄 제임스

의 심리학이 특히 “다중 인격의 현상이나 망상의 본성과 같은 특수한 현

상들에 관해서는” 프로이트의 이론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474). 특

심리학계는 윌리엄 제임스가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며, 그 

증거로 D. 웨스튼(D. Westen)의 1996년 저서 심리학: 마음, 뇌 & 문화
(Psychology: Mind, brain & culture)를 비롯한 1990년 의 부분 저서에서 윌리

엄 제임스를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한 학자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439). 바인베

르거에 따르면, 웨스튼을 비롯한 학자들은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그것[무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학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도록 하고, 과
학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야기하는 주된 수단이다”(It is the sovereign 
means for believing what one likes in psychology and of turning what might 
become a science into a tumbling-ground for whimsies)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여기서 “그것”이 바로 무의식을 의미하기에 그가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설명

해 왔다 말한다(163). 그러나 제임스가 비판하고 있는 “그것”(it)은 프로이트의 무

의식이 아니라, 쇼펜하우어(Schopenhauer)가 의미한 형이상학적 의미의 무의식을 

의미했고(442), 따라서 윌리엄 제임스는 당시 팽배한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무

의식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라 반박한다. 이와 같이 윌리엄 제임스가 서구 

학계에서 100년 이상 무의식을 부정한 학자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헨리 제임스 비

평가들 역시 그의 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

론을 끌어들여오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해서는 Joel Weinberger, “William 
James and the Unconscious: Redressing a Century-Old Mis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11.6 (2000): 439-45 참조.
그간 비평가들이 헨리 제임스의 작품을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으로 분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원인은 유진 테일러(Eugene Taylor)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는 윌리엄 제임스의 관심사가 1897년 이후 급격히 변화하게 된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테일러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5년과 96년 로웰에서 강연을 할 때까지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1897년에 기포드 강의의 초 장을 받고 그리로 가면서, 
그의 관심사가 온통 실용주의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8). 더불어 그는 윌리엄 

제임스의 로웰 강연록을 처음 정리한 R. B. 페리(R. B. Perry)가 첫 번째 강연인 

“꿈과 최면술”, 세 번째 강연인 “히스테리”를 실수로 합쳐버렸고, 두 번째 강연 “자
동 장치”는 누락시켜버렸다고 지적한다. 페리는 전통적 서구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

스가 신비주의나 오컬트에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제

를 다룬 윌리엄 제임스의 메모와 강연기록을 누락시킨 것이다(9). 테일러는 이러한 

“페리의 실수”(Perry’s error)가 유령에 관한 윌리엄 제임스의 관심을 오랜 기간 오

해받게 한 원인이라고 말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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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할투넨은 윌리엄 제임스가 동생 앨리스의 신경 쇠약을 분석하면서 

“그녀의 ‘신경 쇠약’은 ‘소위 말하는 과학’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을 것”이

기에 “이 억제, 이 분열된 자아들 ... 최면 상태에서의 자아의 확장 등은 

나로 하여금 영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경멸되어 온 모든 생각들에 빛을 

밝히도록 만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윌리엄 제임스는 유령과 같

은 초자연적 존재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474). 따라서 그

의 이론은 초자연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를 함께 다루는 헨리 제임스의 

환상문학 장르(fantastic genre)에 더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

이다. 할투넨은 전기적 근거에 비추어보더라도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과 

헨리 제임스 문학의 상관관계가 프로이트의 이론보다 더 연관성을 가진

다고 주장하는데, 윌리엄 제임스가 로웰에서 강연할 당시 헨리 제임스가 

그의 형과 함께 런던에 거주했고 그 때 그 형제들은 “비정상적 심리학의 

주제들에 해서 견해를 교환했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484). 

그러나 할투넨은 윌리엄 제임스와 헨리 제임스의 관계를 다소 제한적

으로 밝히는 데 그친다. 할투넨은 제임스 형제가 함께 런던에서 생활할 

당시 윌리엄 제임스가 행했던 로웰 강연의 원고들15)만을 인용하여 헨리 

제임스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

이 가장 잘 드러난 저서는 로웰 강연의 원고가 아닌 심리학의 원리로 

보는 것이 옳다.16)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인간의 의식을 

개인이 스스로 느낀 정체성인 “이고”(the Ego)와 “실증적 자아”인 

“나”(the Me)로 구분한다. “나”는 다시 여러 개의 부분들로 나뉘는데, 육

체와 같은 “물질적 자아”(material self)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

다 달라지는 “사회적 자아”(social self) 그리고 본인이 자기 활동의 중심으

로 여기는 “영적 자아”(spiritual self)로 나뉜다(Principles of Psychology 

15) 할투넨은 앞서 언급한 유진 테일러의 예외적인 정신적 상태들에 한 윌리엄 제임

스: 1896년 로웰 강연들만을 인용하고 있다. 
16) 프란체스카 보르도그나(Francesca Bordogna)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을 체계

적으로 다룬 저서는 심리학의 원리가 유일하다고 말한다(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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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17) “이고” 역시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식 주체에게 

인식되지 않는 “숨겨진 자아”(The Hidden Self)가 존재한다(Essays in 

Psychology 247).18) 윌리엄 제임스는 피에르 자넷(Pierre Janet)이 행한 

루시(Lucie)와 레오니(Leonie)의 삼중 인격 사례 연구를 인용하며(253, 

257), 레오니의 한 인격으로부터 다른 인격으로의 “변형이 발생”하면 심

지어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똑같지 않”을 뿐 아니라, “남편을 ‘다른 

이’로 여기”기도 했다고 말한다(256-7). 더불어 우리의 “이고” 안에 숨겨진 

자아가 존재한다는 다른 증거로 최면 후 제안(post-hypnotic suggestion)과 

자동반사(automatism), 무의식적 습관을 든다. 루시에게 최면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녀는 즐거운 화젯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도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바로 숨겨진 자아의 증거라는 것이

다(264).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 증세의 원인을 유아기의 성적 억압이 아니

라, 이러한 의식의 다중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잠재의식19)은 인식 주체의 

감각 기관과 깊은 관련을 맺는데, 우리의 감각 기관이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냄새 맡고, 듣지만 “각각의 감각 기관은 특정한 속도의 한계 속에

서 [감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감각 정보들은 

“의식이 다시 선별”한다는 것이다(Psychology: Briefer Course 155-6).20) 

따라서 잠재의식에 입력된 감각 정보 중에서 우리의 의식 위로 떠오르는 

17) 이후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of 2 vols (New York: Cosimo Classics, 
2007)는 Principles로 표기.

18) 이후 Essays in Psychology (Cambridge: Harvard UP, 1983)는 Essays로 표기.
19) 윌리엄 제임스는 이 숨겨진 자아를 프로이트처럼 “무의식”(the unconsciousness)이

라 부르지 않고 “잠재의식”(the subliminal)이라고 불 는데, 바인베르거는 당시의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쇼펜하우어와 폰 하르트만의 저서에 구현된 형이상학적 개

념”을 뜻했고, 제임스는 이에 반 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른 용어를 썼다고 말한다

(442). Joel Weinberger, “William James and the Unconscious: Redressing a 
Century-Old Mis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11.6 (2000): 439-45 참조. 

20) 이후 Psychology: Briefer Course (Cambridge: Harvard UP, 1984)는 Psychology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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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질적 부분들”(substantive parts)뿐이며, 의식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은 “과도적 부분들”(transitive parts)이 된다(146). 인식 주체의 실질

적 의식이 지각한 정보들과 잠재의식이 지각한 정보들은 다르며, 실질의

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식에 인식되는 것은 잠재의식이 지각한 수많은 감각 정보들 중 오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의 근거를 바로 여

기서 찾는다. 잠재의식에 접수된 정보 중 의식 위로 떠오르는 정보의 양

이 적어지는 것을 히스테리 증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일반적

인 사람이 10개를 한 번에 느낄 때, 히스테리 환자는 다섯 개 밖에 못 

느끼는”것이 히스테리라고 정의하는데(Essays 252), 이는 “비정상적 연약

함에 의한 결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힘이 결여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

라고 말한다(Principles 210).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 환자의 의식 그

릇은 초자연적으로 작”기 때문에(Essays 251), 그 결과 “주변 사물들에 

한 망각 상태”로 빠지고(259), 특정 상을 보지 못하게 되거나(261), 

한 가지 생각이나 감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단일관념광”(monoideism)

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251).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히

스테리 증상이 꼭 특별한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히스테리의 증상은 최면, 수면, 가수면, 취중 상태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인과 환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말한다(Exceptional Mental States 19).21) 

헨리 제임스의 작품 속 아드니 부인과 케이트의 심리가 프로이트의 이

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적

용하면 그들이 외상적 경험이나, 성욕의 억압도 없이 히스테리적 증세를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의 원인을 “비정

상적 연약함”의 상황에 빠진 인식 주체의 의식이 서로 분열되는 것에서 

21) 이후 Eugene Taylor, William James on Exceptional Mental States: The 1896 
Lowell Lectures (Portsmouth: Jetty House, 2010)은 Exceptional이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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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으며, 그 증상 역시 육체적 통증이나 발작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

니라, 감각의 국소화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아드니 부인은 이러한 히스테

리 환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먼저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육체적 

증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매우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

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히스테리 환자로 분류될 수 없다. 그러나 배우로서 

퇴물이 되어 간절히 재기를 원하는 그녀의 상황은 그녀를 매우 “비정상

적으로 연약한” 정신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하다(Principles 210). 멜리폰

트 경에 한 그녀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람이 10개를 한 번에 느낄 때, ... 

다섯 개 밖에 못 느끼는” 히스테리 환자의 증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Essays 252). 멜리폰트 경과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그녀는 혼자서 

돌아오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화자가 그녀에게 멜리폰트 경이 어디에 

갔느냐고 묻자 “그는 사라졌었어요 ― 그는 존재하기를 멈추었죠. 그러나 

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 거든요), 그는 내 앞에 

마치 뜨는 해처럼 솟아올랐어요”라 답한다(115). 그녀는 이를 근거로 “두 

명의 보드리 씨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멜리폰트 경은 모두 합해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에요”라며 멜리폰트 경이 반쪽만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재라

고 주장한다(108). 이러한 아드니 부인의 반응은 초자연적 존재를 목격하

기 위한 인식 주체의 심리적 조건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설명하는 바와 

일치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분열된 자아의 사이에서 잠재의식이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잠재의식은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하거나(43), 심지어 “잠

재적 자아는 죽은 자의 영혼과도 소통할 수 있다”(Bordogna 518). 이는 

그녀의 자아가 분열되어 정보를 반 밖에 의식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

자연적 존재인 멜리폰트 경을 절반만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게 될 경우, 실제 

아드니 부인이 목격한 것이 초자연적 존재가 맞는지, 아니면 그녀의 제한

적 의식이 그를 그렇게 인식하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윌

리엄 제임스는 각 인식 주체마다 지각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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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서로 다른 리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

스는 이에 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네 사람에게 유럽 여행을 시켜보자. 한 사람은 오직 그림 같은 인상

들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가령 의상, 색감, 공원, 경관, 건축물, 그

림, 조각 같은 것들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리, 가격, 인구수, 배수 시설, 문과 창문의 이음새, 다

른 유용한 통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똑같은 량의 사물들

이 주어지지만, 각자는 그의 개인적 흥미에 들어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구성한다.

Let four men make a tour in Europe. One will bring home only 

picturesque impressions―costumes and colors, parks and views and works of 

architecture, pictures and statues. To another all this will be non-existent; 

and distances and prices, populations and drainage-arrangements, door- and 

window-fastenings, and other useful statistics will take their place. ... Each 

has selected, out of the same mass of presented objects, those which suited 

his private interest and has made his experience thereby. (Psychology 156)

즉 각각의 인식 주체마다 선별한 정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

게는 어떤 것이 실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156). 따라서 제임스는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물리적

이든 이상적이든, 우리가 영구적 존재라고 믿는 리얼리티들”은 없으며

(142), 단지 “특정한 나의, 또는 너의”(particular I’s and you’s) 리얼리

티만을 논할 수 있다고 말한다(141). 

윌리엄 제임스는 각 인식주체마다 리얼리티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식주체에게서도 시시때때로 리얼리티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같은 상을 놓고서도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며, “매년 

우리는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 언리얼 했던 것은 리얼해진다”고 

말한다(144). 따라서 “한 번 지나간 상태는 이전의 것과 똑같거나 반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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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모든 의식의 상태는 유일하고 고유한 것이라고 말한다(141). 리

얼리티에 한 윌리엄 제임스의 이러한 생각을 보면 헨리 제임스의 유령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리얼리티에 한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는 ｢에드먼드 옴 경｣에서 마든 부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샬롯 양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화자 한 개인

의 리얼리티에 있어서도, 이전에 부재하던 에드먼드 옴 경이 어느 순간부

터 실재하는 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웬 윈그레이브｣를 보면 비로소 오웬의 의문사가 

가지는 의미도 충분히 설명된다. 오웬이 유령이 출몰하는 방에서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에 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오웬이 망상을 

보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죽었다는 식의 설명이나, 유령이 망상

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령을 허구적 문학 장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해석할 경우 유령이 

실제 초자연적 존재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헨리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결국 의문사를 겪게 되는 오웬의 상황을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유령 

목격자의 심리적 상황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웬은 자아 분열을 겪을 만큼의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있다. 오웬은 

“전쟁의 어리석음에 한 확신”(conviction of stupidity ... of war)을 가

지고 있으며(20) “오직 평화적인 것”(only something peaceful)들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인물이다(33). 그러나 그의 고모 윈그레이브 양은 오웬의 

그런 생각이 “끔찍한” 것이라며 군 에 입 해 장렬히 전사하라는 압력

을 행사한다(26). 윈그레이브 양은 오웬이 군 를 포기한다면 돈을 한 푼

도 주지 않고, “그를 굶어 죽이겠다고”(trying to starve him out) 말한다

(28). 이것도 모자라 케이트 양은 오웬을 계속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유령에 홀린 방에서 계속 밤을 지샐 것을 요구한다. 이에 오웬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가문의 남자로서 이루어야 할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는 그의 자아를 분열되게 할 정도의 “비정상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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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상황으로 점점 몰고간다(Principles 210). 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령에 홀린 방에 있었다면 그의 분열된 자아를 통해 조상의 유령이 나

타났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제임스의 의도가 오웬이 어떠한 상

황과 과정을 거쳐 정신적 분열 증세와 유령과의 조우를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면, 이 작품에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유

령의 모습이 전혀 묘사되지 않는 것은 납득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오웬

의 의식만이 알 수 있는 그의 리얼리티이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제임스가 유령의 실재성에 해서 최종적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것에 해서 그가 비평가들을 덫에 빠뜨리거나(Felman 212), 독자

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Armstrong 253)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리

얼리티에 한 제임스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유령을 목격한 인식의 주체

가 실재하는 유령을 목격한 것인지에 해서는 그가 필연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인식 주체의 

리얼리티에 해서 답을 하지 않고 가능성이 열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임스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적지 않은 중이 세 를 

거치며 오컬트의 전통과 수행을 지키고 전해왔”는데(Essays 248), 과학은 

“닫히고 완결된 진리 체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 

내에서 분류 될 수 없는 현상은 모순적 어리석음이 되고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왔다고 말한다(247).22) 이와 같이 “닫히고 완결된 진리 

22) 프란체스카 보르도그나(Francesca Bordogna)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이 그의 정

치사회학과 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심리학의 원리에 담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을 잘 정리하고 있다(514-30). 보르도그나에 의하면 윌리엄 제

임스는 자아의 분열을 막고 통합하는 것이 곧 사회의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

다고 말한다(508). Francesca Bordogna, “Inner Division and Uncertain Contours: 
William James and the Politics of the Modern Self,”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0.4 (2007): 505-36을 참조할 것.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의식 

중 특히 의식이 분열될 때 어떻게 종교적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한 부분은 Ann 
Taves,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Divisible Self: William James(And 
Frederic Myers) as Theorist(s) of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1.2 (2003): 303-26에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개리 T.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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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했던 윌리엄 제임스의 이

론을 가지고 헨리 제임스의 소설을 볼 때, 아드니 부인과 오웬이 목격한 

것이 유령이 맞는지 아닌지를 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임

스가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주로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주요 인물의 관점

을 통해 서술하는 반면에, 유령이야기에서는 주인공과 별개의 관찰자적 

인물을 통해 서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임스는 아드니 부인의 상황

은 화자에 의해 서술하고, 오웬의 일화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스펜서 코

일에 의해서 서술하는데, 유령을 목격하는 주인공인 아드니 부인과 오웬

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유령을 목격하게 되었는지는 다른 인식 

주체인 화자와 스펜서 코일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편들

지 않고 그들만의 리얼리티로 남겨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윌리엄 제임스

의 이론 틀로 헨리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분석하면 인물의 심리를 보다 

잘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임스가 왜 유령의 실재성에 답을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다. 유령의 실재성 근거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와 더불어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 인물의 심리적 조건에 해 탐구하는 

것이 제임스가 유령이야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ary T. Alexander)는 현 의 초개인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을 연구하

는 초개인심리학자(Transpersonailst)들이 윌리엄 제임스를 선구자로 인용하고 있다

며(192),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이 어떻게 해서 초개인 심리학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Gary T. Alexander, “William James, the Sick Soul, and the 
Negative Dimensions of Consciousness: A Partial Critiqu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8.2 (1980): 
191-205를 참조할 것.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 이론과 프로이트의 심리 이론이 어떻

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며, 당시 유럽의 심리학 분파 지형상에서 이 둘의 위치가 어

떠한지에 해서는 Eugene Taylor, “William James and Sigmund Freud: ‘The 
Future of Psychology Belongs to Your Work’,” Psychological Science 10.6 
(1999): 465-9를 참조할 것. 테일러는 1880년부터 1900년 에는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지만, 런던, 보스턴, 제네바, 
파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네 개의 큰 심리연구 분파가 존재했고, 서로 약간씩 다

른 경향을 보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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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제단｣

그러나 ｢사적인 삶｣과 ｢오웬 윈그레이브｣에서 유령을 목격하거나 유령 

존재를 주장한 인물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여준 제임스는 ｢죽은 자의 

제단｣에서부터 유령 목격자를 직접 화자로 설정해 그 심리 과정을 리얼

하게 재현하기 시작한다. ｢죽은 자의 제단｣에서는 유령을 목격하는 스트

랜섬(Stranson)의 관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유령을 

목격하게 되는지 다루고 있다. 연인이었던 매리 앤트림(Mary Antrim)과 

사별한 스트랜섬은 그녀가 죽은 날을 잊지 못하고 매일 그녀를 연민하다

가, 지인들의 죽음도 함께 추모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자신의 옆에서 추

모를 올리는 한 ‘여성’(the woman)을 보게 되고 둘은 교제를 시작한다. 

둘이 가까워질수록 스트랜섬은 매리를 잊어가고, 어느 날 스트랜섬은 ‘여

성’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녀가 추모하던 상이 자신의 연적 

액튼 해이그(Acton Hague)라는 것을 알게 된다. 스트랜섬은 액튼이 그녀

를 이용한 뒤 버린 게 분명하다며 그녀에게 추모 의식을 그만둘 것을 강

요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스트랜섬에게 액튼을 용서하라며, 액튼을 위한 

촛불을 켜기 전에는 스트랜섬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내쫓아버린다. ‘여성’

의 계속된 강요에 의해 시달리던 스트랜섬은 결국 병에 걸려 2주 동안 

앓아누워 지내다가 교회에 가고, 거기서 사별한 옛 연인 매리 앤트림의 

얼굴을 본다. 

이 작품에서는 스트랜섬이 시각적으로 매리 앤트림의 얼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임스가 이 작품에서 초기유령이야기처럼 유령의 실

재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의 관점을 그 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유령의 실재

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초기유령이야기인 ｢에드먼드 옴 경｣
에서는 유령을 목격하는 화자의 정신이 매우 멀쩡했을 뿐 아니라 두 명

의 인물이 유령을 동시에 목격했지만, 이 작품에서 유령을 목격하는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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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상태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주저앉아 있는 스트랜섬을 

찾아온 ‘여성’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 이제 그

만 ― 이제 그만!”(Ah, no more ― no more!)이라 외치는데, 스트랜섬

은 이 ‘여성’의 말조차 제 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요, 하나만 더

요”(Yes, one more)라는 동문서답을 한다(Complete Stories 485). 더불

어 그는 2주 동안 병상에 누워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헛소리까지 한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483), 그가 유령을 직접 보았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남게 된다. 따라서 스트랜섬이 유령을 시각적으로 인식한 것을 독

자가 함께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유령의 실재성에 의문이 남게 된다. 결국 

매리 앤트림이 제단 불꽃에 등장해 그를 보고 웃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트랜섬만의 리얼리티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에델과 스코필드, 울프를 비

롯한 부분의 제임스 유령이야기 연구서에서 이 작품을 아예 유령이야

기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이유 역시 스트랜섬이 본 것을 유령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정신상태가 너무나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에델, 스코필드, 울프의 의견과 달리 이 이야기가 유령이야기일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스트랜섬의 정신 상태가 명백히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격하는 매리 앤트림의 얼굴이 필

연적으로 그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

려 연약한 상태에 빠진 스트랜섬의 잠재 의식이 “초민감”한 상태에 빠지

게 되면서 죽은 자와 소통하는 매개(medium)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여전

히 남아있다. 앞서 보았듯 윌리엄 제임스는 최면상태의 자아 즉 “깨어지

고 분열된 자아를 통해서” 잠재의식이 매개로 작동해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다(Halttunen 482). 따라서 ｢죽은 자의 제단｣을 “불쌍한 

제임스의 지치고 문명화된 영혼의 외로움”에 의해 “병적으로 감정적인”상

태가 되어 쓴 “종교적” 작품이라고 평가한 리비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

어진다. 오히려 헨리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점차 연약해지며 분열되는 인



헨리 제임스의 1890년대 유령이야기와 리얼리티   143

물의 심리를 리얼하게 표현하여 인식주체가 어떤 조건에서 유령을 목격

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조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제임

스가 수많은 작품을 통해 다루어 온 주된 문제의식인 리얼리티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먼저 스트랜섬은 액튼 헤이그를 위한 추모의 촛불을 켜야 한다는 단일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처한다. 제임스

는 병상에 있는 스트랜섬이 쇠락해졌”(had declined)고, “그의 연약함, 삶

의 피로는 그를 사로잡았”(His weakness, his life’s weariness overtook 

him)다고 묘사한다((Complete Stories 483). 병으로 사경을 해매면서도 

“하나만 더 - 하나만”(Just one more - just one; 483)이라고 중얼거리는 

스트랜섬의 모습은 그가 액튼 해이그를 위한 촛불을 켜야 한다는 하나의 

관념에 사로잡힌 “단일관념광적” 증세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ssays 251). 

이는 윌리엄 제임스 이론에 따르면 히스테리 혹은 정신분열증에 걸리

기 위한 조건과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스트랜섬은 마침내 죽은 

연인의 얼굴을 보는데,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유령을 목격하는 스트랜섬

의 심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리얼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성가  중앙에서 나오는 목소리였고, 눈부심의 빛나는 핵심이

었으며, 이 기회에 불꽃의 거 한 날개를 펼치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였

다. 제단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눈부시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 

그러나 거 한 빛의 근원은 나머지보다 더 분명히 불타고 있었고, 그것

은 스스로 형태를 이루었으며, 그 형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관

용이었다 ― 그것은 멀리 떨어진 매리 앤트림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하

늘의 영광으로부터 그를 향해 웃었다.

It was the central voice of the choir, the glowing heart of the brightness, 

and on this occasion it seemed to expand, to spread great wings of flame. 

The whole altar flared - it dazzled and blinded; but the source of the v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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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ce burned clearer than the rest, it gathered itself into form, and the 

form was human beauty and human charity - it was the far-off face of 

Mary Antrim. She smiled at him from the glory of heaven. (483)

죽은 연인의 얼굴을 보게 되는 스트랜섬의 심리적 과정은 그가 히스테

리 환자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윌리엄 제임스는 히스테리 환자가 보

이는 “단일관념광”의 증세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일관념광의 증세에 빠진 사람의] 무의식 층은 초민감해지게 되며, 

심지어 가장 약한 자극도 단한 강도를 가지고 경험된다. 보통 상황에

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고; 멀리 있는 사물도 평소보다 

작은 것까지 더 분명하게 보인다; 피부에 닿는 희미한 온기나 추위도 극

단적으로 느껴진다. 히스테리는 최면상태처럼 최면적 층이 과도하게 노

출된다.

The subliminal stratum is supersensitive, and even the weakest stimuli are 

experienced with great intensity. Normally inaudible sounds are clearly heard; 

distant objects can be seen in clearer detail than usual; faint heat or cold 

applied to the skin is felt as extreme. In hysteria, as in hypnosis, the 

hypnotic stratum is overexposed. (Exceptional 60).

스트랜섬이 제단의 촛불을 “불꽃의 거 한 날개를 펼치고 확장하는 것

처럼” 느낀 것을 넘어서, 심지어 “눈을 멀게 할” 정도까지 과장해서 인식

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시각이 이와 같이 민감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다(483). 특히 스트랜섬이 촛불을 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제단의 

초를 보며 감각이상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작품이 나온 지 1년 뒤

인 1896년 로웰 강연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잠재의식을 설명하며 똑같은 

촛불의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 강연에서 잠재의

식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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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들리에의 촛불이 모두 밝게 빛날 때, 그것은 보통의 기면 상태이다, 

모든 초가 낮게 꺼졌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상태 - 연회의 시작 전

의 연회장처럼 - 그것이 보통의 수면상태이다; 만약 우리가 단 하나의 

초를 제외한 모든 초를 완전히 껐을 때, 켜진 채 남은 단 하나의 초가, 

종종 그러하듯, 증가된 압력에 의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 그것이 최

면상태이다.

If all the burners of a chandelier are fully lighted, that is the normal 

waking state ; when all the burners are turned down low, but not turned out 

entirely, that is ordinary sleep ; if I turn out entirely all the burners except 

one, and that one, as often happens, flames all the more brightly from 

increased pressure, that is trance. (18)

 

스트랜섬의 눈에 비친 제단의 모습은 처음에 “거 한 날개를 펼치고 

확장”되다가, “거 한 빛의 근원은 나머지보다 더 분명히 불타고 있었”다

고 묘사되듯 서서히 일부의 촛불이 다른 촛불보다 더 빛나게 된다. 그리

고 다른 촛불에 비해 더 밝게 인지된 일부의 촛불이 서서히 매리 앤트림

의 얼굴로 바뀐 것이다. 이를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그

의 심리가 기면상태에서 수면상태로 거쳐 최면상태로 이르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임스는 유령을 직접 목격한 인물의 심리적 과

정을 더욱 리얼하게 재현하면서도 유령의 실재성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적인 삶｣에서 초자연적 존재를 목격하는 인

물의 심리과정을 단지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묘사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작품에서 제임스는 심리 묘사를 관찰자의 외부적 시선이 아닌 화자의 

시점으로 더욱 리얼하게 드러내 것이다. 

｢친구들의 친구들｣

｢친구들의 친구들｣에서는 유령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유령 존재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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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인물의 심리 과정을 리얼하게 재현한다. 유령을 목격한 적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의 존재를 믿는다는 점에서 이 화자는 ｢오웬 윈그

레이브｣의 케이트 양과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다만 케이트 양은 관찰

자인 화자에 의해 묘사됨으로써 그 심리 과정을 독자가 알 수 없었던 반

면에, ｢친구들의 친구들｣에서는 ｢죽은 자의 제단｣과 마찬가지로 유령 존

재를 주장하는 인물을 곧 화자로 설정해 그 심리 과정을 화자의 시점으

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남편이 유령과 내통한 것이 분명하다며 점점 남편을 거짓말

쟁이로 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

품의 화자는 이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남성’(the man)과 ‘여성’(the 

woman) 두 사람과 친분을 갖게 되는데,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부모의 임종을 경험하며 부모의 유령을 만나는 경

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둘을 만나게 해 줄 계획을 세운다. 그러던 중 

화자는 ‘남성’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와 결혼하게 되며, 이제 화자는 ‘남

성’이 ‘여성’과 친해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미 둘을 만

나게 해주려고 약속을 잡은 뒤라 이를 돌이킬 수가 없다. 약속 로 ‘여

성’이 ‘남성’을 만나러 화자의 집에 들르자, 화자는 두 사람을 만나지 못

하게 하려고 ‘남성’을 늦게 들어오게 한다. 결국 ‘여성’은 허탕을 치고 집

에 돌아가고 이에 죄책감을 느낀 화자는 다음 날 ‘여성’의 집을 찾아가는

데, 그곳에서 ‘여성’이 전날 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화자가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남성’에게 전하자, ‘남성’은 전날 밤 ‘여성’이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것을 밝힌다. 화자는 ‘여성’이 전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왔

다면 남편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했을 것이라 걱정하고, 이에 ‘남성’

이 전날 본 것은 실제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유령이거나 꿈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23) 화자와 ‘남성’은 과연 ‘남성’이 본 것이 

23) 이 목에 해 스코필드는 “화자가 갑작스럽게 기이한 질투심과 면”해 “화자는 

그 생각에 의해 고문받”게 되고, 따라서 “유령적인 것이 성적인 것과 기이하게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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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간이었는지 유령이었는지를 가지고 첨예하게 립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유령의 실재성 여부와 그 근거가 줄거리의 

핵심을 이룬다. 전날 밤 찾아온 ‘여성’이 과연 인간인지 유령인지,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가 줄거리의 핵심을 이루게 되면서, 과연 상의 

리얼리티를 결정짓는 근거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제임스

는 이 작품에서도 유령의 실재성에 관해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 

‘남성’은 전날 밤 찾아온 것이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시각적 

인식을 든다. ‘남성’은 “난 내가 지금 너를 보듯이 그녀가 살아 있는 것

을 보았”(I saw her as I see you now)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

한다(Ghost Stories 64). ‘남성’은 자신이 본 ‘여성’의 옷을 자세히 묘사

하는데, 이것은 그 전날 ‘여성’이 입은 옷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에 화자는 ‘남성’이 어머님의 임종 시 어머니의 유령을 본 것과 같이 

그가 전날 본 것 역시 ‘여성’의 유령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화자는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아름답게 보았던 것처럼 본 거죠”(as you so 

beautifully saw your mother)라고 말한다(164). ‘남성’은 자신의 감각이 

어머니의 유령을 보았을 때와 전날 밤 ‘여성’을 보았을 때가 달랐다고 말

하며, “그런 식은 아니었”(not that way)다고 반박한다(164). 그러나 ‘남

성’이 눈으로 직접 ‘여성’을 보았다고 해서 ‘여성’이 유령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임스는 이미 이전 작품에서 시각적 인식이 

리얼리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날 밤 찾아온 ‘여성’이 유령인지 인간인지에 해 제임스가 어느 

쪽이 옳다고 암시하거나 편들지 않기 때문에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제임스는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의견 중 과

연 어느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의 판단을 독자에게 넘긴다. 

제임스는 그 신 화자의 심리적 과정에 주목한다. ‘남성’은 눈으로 보

히게 되는”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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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근거라도 있지만, 화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것이 유령이라고 주

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마치 순간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설득력 있게 근거들을 제시하는 ‘남성’의 

말에 화자는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고, 그는 정말로 그녀와 

면한 것이다”(there was indeed a relation between them and that he 

had actually been face to face with her)라고 인정한다(164). 그러나 그

녀는 곧 이어 “당신이 어젯밤에 본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What you 

saw last night was death)라며 ‘남성’이 본 것이 유령이라고 인정한 뒤

(166), 다시 “오 그녀는 살아있었어! 그녀는, 그녀는!”((‘Oh she was 

alive! She was, she was!’)라고 스스로 말을 뒤집는다(166). 여기서 그

녀가 보여주는 오락가락한 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히스테리 환

자의 증세와 매우 흡사하다. 스트랜섬이 일부의 촛불을 확 해서 민감하

게 인지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의 화자도 ‘여성’의 죽음을 처음 들었던 순

간, 그녀는 “나에게서 빠져 나온 큰 비명소리가 내 귀에는 그 시간의 어

떤 거친 폭력처럼 들렸다”(The loud cry that escaped me sounded even 

in my own ears like some harsh violation of the hour)고 말한다(162). 

평소라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소리도 더욱 확 되어 들린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히스테리에 걸린 환자의 감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다중 의식 분열 증세를 보여준다. 제임스는 

｢죽은 자의 제단｣에서 의식 분열을 2주간 병으로 앓은 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연약해진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의식 분열이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윌리엄 제임스 이론의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1895년과 96년에 행한 로웰 강연에서 매리 레이놀즈

(Mary Reynolds)라는 다중 인격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이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한 채 5주 동안이나 인격을 번갈

아가면서 생활하였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에 해 “한 사람의 안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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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의 동시에 작동하는 인격체들이 ... 공존하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

다고 말한다(Exceptional 83). 제임스는 이와 같은 의식에 해 “자아는 

겨울 동안 넓은 서쪽 초원에 소 떼를 풀어둔 주인과 닮았다”며 목동과 

소 떼로 비유하는데(Principles 337), 개별 사고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흩

어져 있지만, 그것을 종합하는 자아가 그 사고들의 주인이 되며(337), 이 

주인이 시시각각 변함으로써 자아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임스는 1902년에 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단순히 의식 속의 

자아들이 변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립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는 한 주체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양

립불가능하고 적 적인 원형적 성격의 특성”을 보인다고 말한다(142). 이

에 해 보르도그나는 의식이 각각 다른 주인들에 속한 것으로 서로 분

열되고 나면, 각각의 주인들은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우기도 하는

데, “분열된 자아는 ‘양립불가하고 적 적인’ 원형적 경향들이 서로 투쟁

하는 무력하고 수동적인 전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522). 즉 1890년

 중반에서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단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

는 쪽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

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헨리 제임스 역시 ｢친구들의 친구들｣에서 화자의 

자아를 남편에게 거짓말쟁이로 보이기 싫다는 의식과 이성적 의식 사이

에서 다투는 곳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두 의식은 자아를 전장으로 만들

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투쟁을 벌인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다중 의식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기억상실을 주장한다. 매리 레이놀즈는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깬 뒤에 “그

녀의 인격은 급격하게 변화했”고, 그 이전의 의식이 경험한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Exceptional 78). 이 작품의 화자 역시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기억 상실의 증세를 보인다. 작품의 화자 역시 ‘여성’이 죽

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내 친구의 가엾은 우둔한 사촌이, 내가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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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주 짧은 순간 후, 아주 어두운 방안에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힐난하

는 식으로 나를 향해 훌쩍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뒤에 뭐가 일어났는

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Ghost Stories 162). 

｢친구들의 친구들｣에서 주목할 점은 제임스가 이와 같이 다중의식분열 

증세를 보이는 히스테리 환자의 심리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있다. 화자는 그 전날 찾아온 ‘여성’이 인간일 것이라는 의식과 유령이어

야 한다는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결국 그녀는 그것이 유령이라

고 결론 내린다. 그녀가 유령의 존재를 점차 믿어가는 과정을 보면, 스스

로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에 해 “난 그가 이 문제에 한 내 설명에 매 차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런 모습을 더 보일수록, 나

는 그런 견해[그녀가 유령이라는]를 더 강조하고, 명백한 비정상정과 더

불어 기이함과 미스테리를 심화시킬 뿐인 설명을 선호하게 되었다”(I saw 

him eager to challenge at every step my account of the matter; and 

the more he showed this the more I was moved to emphasise that 

version, to prefer with apparent perversity an explanation which only 

deepened the marvel and the mystery)고 생각한다(166).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명백한 비정상성”을 띠며 “기이함과 미스테리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166). 화자는 자신의 오락가락하는 의식

에서 “모순의 섬뜩임”(the flash of contradiction)을 느끼며, 스스로도 자

신이 모순적이라고 인식한다(166). 그녀는 이어 “그들이 여전히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내 이론, 내 신념이지, 말하자면, 그것은 내 태도가 된 

것이지”(It was my theory, my conviction, it became, as I may say, 

my attitude, that they had still never ‘met’)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근거

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아마 내가 좋아했던 것을 믿은 거

야”(I might believe what I liked)라고 생각한다(170). 화자는 이제 그 

생각이 “나의 강박”(my obsession)이 되었다고 진단한다(17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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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믿음에 해서도 역시 “그는 그의 해석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

을 고집했던 것이야. 그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고, 나는 고집해.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허영심에 해 줄 말이 더 많기 때문이지”(He clung to his 

interpretation because he liked it better. He liked it better, I held, 

because it had more to say to his vanity)라고 생각한다(170). 이와 같

이 자신의 믿음이 “나의 강박”에 의한 것이고,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남성’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그녀를 매일 밤마다 보

고 있는 것이죠”(You see her every night)라며, “당신은 거짓말을 지어

내고 있”(You’re making it up)다는 주장으로 계속 되돌아간다. ‘남성’은 

자신이 본 것이 유령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직접 본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그녀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처럼 끔찍하게 사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How on earth do you know such an awfully private thing?)

라고 되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이 유령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한다(173). 결국 그녀는 ‘남성’이 자신과 이혼한 

뒤 6년 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녀는 이것을 유령이 ‘남성’

을 데려간 근거로 여기며 자신의 주장이 마침내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린

다. 그녀는 결국 유령은 실재하는 것이며 ‘남성’은 유령과 내통했다는 것

을 자신의 리얼리티로 확신하지만, 일련의 줄거리와 그녀의 심리과정을 

함께 본 독자들은 그녀가 구성한 리얼리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녀의 심리내면에서는 유령이 실재하는가 아닌가에 해 여러 의식이 서

로 갈등을 벌이고 결국 유령이 실재한다는 의식이 승리하였지만, 그것이 

유령의 객관적 실재성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이전 작품의 유령 목격자들과 달리 본인이 직접 유령을 목격한 것이 아

닌데도 불구하고 유령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유령 존

재를 주장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인식주체가 자신만의 리얼리티를 형성하게 되는지 리얼리티 형성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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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야기를 보면, ｢사적인 삶｣과 ｢오웬 윈그레이

브｣에서는 유령을 목격하는 인물과 목격하지 않고 믿는 인물의 심리과정

을 각각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여주었다면, 그 뒤에 쓴 ｢죽은 자의 제단｣
과 ｢친구들의 친구들｣에서는 그 인물들을 각각 화자로 설정해 그 심리과

정을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임스가 

1890년 에 쓴 네 편의 유령이야기를 분석해본다면, 고딕 비평가들이 흔

히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를 분석했던 방식이 실제로는 제임스 유령이야기

를 분석하는 틀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제임스는 초자연

적 존재를 활용해 인물의 언캐니한 감정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자연적 존재가 정말 실재하는지, 실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의 실재성에 해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

만의 리얼리티를 형성해 가는 인물들의 심리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에 

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아닌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만이 제 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제임스가 추구하는 리얼리즘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비평가들마다 다

양한 의견이 존재해왔다. 가령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와 맥스 비어

봄(Max Beerbohm)은 제임스 리얼리즘의 핵심은 삶을 있는 그 로 묘사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R. P. 블랙머는 제임스 리얼리즘의 핵심이 삶의 

재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제임스가 여기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리비스,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T. S. 엘리엇(T. S. Eliot)은 각 국가의 특성

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제임스 리얼리즘의 핵심으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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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반 윅 브룩스(Van Wyck Brooks)와 에드문드 윌슨(Edmund 

Wilson)은 인물의 도덕성을 재현하는 것에서 제임스 리얼리즘의 핵심을 

발견하며,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은 “사회적 실제성”을 드러내

는 것에서(74), 아놀드 케틀(Arnold Kettle)은 심리적 묘사에서 제임스 리

얼리즘의 핵심을 발견한다. 이들 비평가들은 물론 각기 다른 작품을 주로 

분석하며 제임스의 리얼리즘을 논하고 있지만, 서문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이들 비평가들은 제임스의 유령이야기는 리얼리즘과 별개의 소설로 

논의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의 1890년  유령이야기

는 제임스가 유령이야기를 쓴 목적이 그가 사실주의 소설을 쓸 때의 목

적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유령이야기를 통해 더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에 해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더불어 이 

유령이야기들을 통해 드러난 제임스의 생각이 동시  작가들과 달리 독

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얼리티에 한 제임스의 생각은 하나의 객

관적 리얼리티를 전제한 뒤 관찰자적 시선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는 19세

기적 방식의 사실적 리얼리즘과 달리, 각 인식 주체가 각자의 리얼리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리얼리티에 한 이러한 생각은 오히

려 모더니즘 소설의 표작으로 알려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이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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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nry James’ Ghost Stories of 

the 1890’s and Reality

SangKeu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enry James’four ghost stories written in the 1890’s 

from “The Private Life”(1891) to “The Friends of the Friends”(1896) in 

order to show how these stories help shape James’ unique realism. In these 

stories, James does not take for granted the reality of the ghost and makes 

it his main concern, which implies that Freudian theory, as it denies the 

reality of the ghost, is unfit for the stories. Instead, this chapter employs 

William James’ psychological theory, according to which subjects in different 

psychological states perceive reality, including that of the ghost, differently. 

Likewise, leaving the question of the reality unknowable, James’ stories 

suggest the possibility of diverse realities by showing how characters 

construct their own realities.

Key Words

Henry James(헨리 제임스), Ghost story(유령이야기), 

William James(윌리엄 제임스), Reality(리얼리티), Realism(리얼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