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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Myongja. “Jane Eyre: Inbetween the Real and the Symbolic·Love ‘Letter 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61-81. As part of serial research on the Lacanian letter, this paper 

delves into the role of letters in building the narrative, this time, in a 19th-century classic work such as 

Jane Eyre by Ch. Brontë.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ly, Jane appears as a 

hieroglyphic letter-being, a born air-fairy, posthuman super-being inbetween the Real and the Symbolic. 

Secondly, Brontë's work excels itself from other novels in that the letter-itself constitutes the ax of the 

novel’s unconscious structure. These letters reveal themselves hidden in the very name of Jane Eyre, 

which, namely, renders as a sort of echoic ‘J’aime Er’([젬 에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in the wind. 

Identically, the invocatory drive calling “Jane! Jane! Jane!”(J’aime/ I love) she hears later turns out her 

own message of truth but reaching inverted form from Rochester, the Other. Thirdly, fascinating is that 

Jane Eyre exhibits further its textual unconscious in forms of the alphabetic-letter sounds such as 

M[em](love) and R[er](he), similar to those [O] and [A] we could find in the ‘Fort-da’ play or [V] and 

[W] by Wolf Man Freud analyzed. The text's unconscious structure then shapes itself a sort of Moebius 

strip repeatedly revolving around the letter-human, air-fairy each time she encounters, especially each of 

her four doubles under John, male counter-name of Jane. Every meeting with those doubles forms one 

signifiant chain circle of Moebius band evoking the Cross-cap Lacan displayed in the Seminar XI. 

Fourthly, we can figure out ‘the moment of signifience,’ where she experiences the no-thing of the subject 

due to a pause caused by the invocating hearing enabling the halt of the Symbolic. Her resulting 

unheimlich(uncanny) subjectivity is construed as her genuine subject of drive/jouissance beyond desire, 

which fits into the late Lacanian aim of psychological praxis. Lastly, by this extraordinary letter legacy, 

Brontë's writing comes indeed close to Joyce’s ‘sinthome’-writing. With the research results so far, it 

seems then time to theorize the creation mechanis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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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샬럿 브론테(Charlotte Brontë 1816~1855)의 �제인 에어�(1847) 같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작품은 지금까지 여러 관점으로 연구되었다. 종교와 

페미니즘 주제(E. Griesinger)에서부터 제국주의적 담론(S. Meyer, 유승), 포스

트모던 보완 목소리(Charlotte D. M. Thomas)를 거쳐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재

창작(The Wide Sargasso Sea Jin Ryce)되기까지 이미 여러 방면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 듯 보인다. 그런데도 정신분

석적 관점에서 볼 때 라캉(J. Lacan 1901~1981)이 1964년에 새로이 제시한 무

의식에 관한 통찰과 또 그로부터 이 년 후 출판된 �에크리�(Écrit 1966)의 서두 

논문에서 밝힌 문자(letter)의 소설 서사에서의 핵심적 작용에 관한 숙고의 발자

취를 좇아가보면, 문학을 비롯한 정신적 창조 산물의 이해에 있어 이들이 불러올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본 연구는 소설에서 라캉이 개진한 문자의 역할을 구체적으

로 �제인 에어�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문자와 문자 인물 되기 그리

고 소설의 창조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연구에는 거의 전무한 새로운 관점

의 고찰이다. 앞서 언급한 1964년 무렵의 라캉 사유의 지평선 확장은 �세미나 

XI�(1964)에서 그의 무의식을 칸트(E. Kant)의 철학에 부정량 개념 도입에 관

한 시론 (An Attempt to Introduce the Concept of Negative Quantities into 

Philosophy)에 언급된 원인(cause)의 기능(S XI 24)에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된

다.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he Creative Art of the 

Lacanian Letter inbetween the Real and the Symbolic”( �젊은 예술가의 초

상�: 실재와 상징 사이·라캉의 창조적 문자 예술 )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당시 

라캉은 그의 무의식과 실재 개념을 “간극”(gap S XI 21, 24, 31)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선언한 후, 이러한 사이 공간을 위에 언급된 칸트의 시론에 나타난 원

인 개념에서의 갭이라는 사유와 병렬시킨다(25). 이는 그의 이론 전개에서 존재

론적 전회라고 할 새 국면이다.

그 시론에서 칸트는 다소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성의 준칙이 항상 어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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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가성이라면 원인이란 최종적으로는 분석될 수 없는 것,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되고 – 원인의 기능에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어떤 갭이 남아있게 됩

니다. 갭이라는 용어는 칸트가 프롤레고메나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 . . it is more or less stated that cause is a concept that, in the last resort, 

is unanalysable – impossible to understand by reason - if indeed the rule of 

reason, the Vernunftsregel, is always some Vergleichung, or equivalent – 

and that there remains essentially in the function of cause a certain gap, a 

term used by Kant in the Prolegomena. (Sem XI 21)

이렇듯 라캉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와 칸트(Emmanuel 

Kant 1724~1804)를 서양 사상 최초로 원인으로써의 간극·틈을 도입한 사상가

라고 간주하였다. 이상과 같이 막 60년대 중반에 라캉이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 할 무의식에 관한 이론의 새로운 발견에 이르는 도정을 추적하면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가 분석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뿐 아니

라 19세기 소설 �제인 에어�에서도 사이 공간의 파편으로서의 무의식·문자의 역

할과 틈으로서의 주체 출현을 살펴보는 것이다. 처음 두 연구에서는 얼굴 초상이

라는 요소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글도 그림도 아닌 사이 공간의 문자로 작용한다

는 점을 분석한 것임에 반해 후자에서는 그런 가정과 특혜적인 요소가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고전 작품에서도 라캉식 문자가 텍스트의 무의식적 요소로 도출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작품에서 등장인물

들은 문자 요소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거나 문자 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무의식

적 실재·문자와 문자 되기를 텍스트 직조와 서사 구성 양상으로 이해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소설 서사란 특히 주인공의 인생에 던져진 문자적 오브제 a, 필

자의 용어로 ‘문자 a’(letter a)와의 관계 혹은 문자 되기 과정이라고 할 때, 이 

문자 운동을 따라가면서 문학과 예술 창조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이 생

각해보는 것이다. 이제 이들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라캉이 오일러(L. Euler)의 

원으로 나타낸 존재 세계에서 의미 영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사이 공간을 그의 

보로미언 매듭(Borromean Knot)에서의 실재계(R: the Real)와 상징계(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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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XI 192>

      

     <R. S. I.>1

Symbolic)의 사이 공간에 맞추어보면서 문자 영역을 탐구해본다.

II. 문자(Letter): 실재와 상징 사이

아래 좌측 도식에서 보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곧 의미 세계로 이행할 때면 그

는 존재 차원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고, 가운데 비(非) 의미와 함께 의미 세계로 

진입한다. 존재 차원에서 의미 영역으로의 이행과 마찬가지로 라캉의 삼 계를 나

타내는 도식, 보로미언 매듭에서도 실재에서 의미·상징계로의 진입과 함께 큰 사

물 실재(‘la Chose’: 물(物))도 영원히 상실된다. 그러나 이 상징화의 잔여로 남

은 실재는 상징계에 구멍을 만들고 그 결과 상징계는 불안정하고 실패의 여지가 

있는, 심지어 의미화 실패의 결과로 다루어진다.

위 우측 삼 계 도표에서 실재(푸른색 원)와 상징계(붉은색 원) 사이의 공간은 

라캉이 인과론의 원인으로 지칭한 지점이다(Dylan 24). 그곳은 마치 늑대 인간

의 방에 불현듯 창이 열리듯 무의식의 간극이 열리며 실재가 드러나는 곳인데 라

캉은 프로이트를 따라 바로 이곳에 열림으로서의 실재를 위치시킨다(S XI

  1 Lacan, Jacques. Le Séminaire 22: R. S. I. Version Staferla. p.28.

(http://staferla.free.fr/S22/S22%20R.S.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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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다분히 바디우(A. Badiou)적인 사건-간극이 원인이 되며 무의식이 그

러한 틈을 보인다는 것은(25) 그것이 바로 라캉의 후기 이론의 장을 연다는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이 유의미하다.

첫째, 라캉은 무의식의 간극은 열리고 닫히며(S XI 115, 131, 181) 우리를 실

재로 인도하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무의식, 실재, 그리고 무의식적 실재가 거의 

같은 위상학적 개념임을 보여준다(25). 무의식과 실재는 원칙적으로는 둘 다 불

가지의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불완전한 모습이나마 뭔가로 드러난다면 그건 실

재라고 하는 것이 라캉 정신분석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라캉은 실재와 상징 

사이의 틈, 사이 공간에 위치한 실재의 성격은 이제까지 무의식과는 조금 다르게 

“비현실적이거나 탈현실적인 것이 아닌”(nothing unreal, or dereistic) 그저 상

징계 현실 속의 어떤 “실현되지 않은 것”(rather unrealized) (S XI 25~26)으로

서 그 잠재성, 내재성, 그리고 텅 빔임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틈새, 간

극 덕분에, 대개 현상에 대립한 어떤 외부적인 공간을 연상시키던 무의식의 위상

을 현상계의 상징에 “내속성”(inherence)과 “상관성”(community)(25)에 가까

운, 좀 더 손에 닿는 실재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실재의 텅 빔은 언어 

차원으로 발전한 시니피앙의 논리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모든 기표에 내입된 공

백의 형태로 정리된다.

둘째, 간극이라는 사이 공간을 상정하는 것은 이항 대립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주의자였던 라캉이 존재와 의미, 실재와 상징 사이에 틈이라는 제 삼 

항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주의자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구조주의 밖

에서 이제 제3항이 무의식적 틈과 텅 빔으로써 사이 공간의 존재, 주체, 오브제 

a, 그리고 문자/시니피앙에 동시적 이중성으로 각인된다.

셋째, 실재는 이제 구조주의적 전체성보다 오히려 후기 구조주의적 부분성을 

띠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의미적 완전함에서 탈피하여 틈과 사이 공간에서의 파

편적 형태의 실재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편들을 옹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다양성의 문화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

분에 다시금 독점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전체에 

기입 된 부분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실재는 미약하고 작은, 아무것도 아

닌 것(no-thing)이지만 동시에 전체이자 완전한 상징적 대상(오브제 a) 역할을 



66 유  명  자

하므로 오히려 전체를 전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여 정치적, 사회적 혁신 맥

락의 인자로 부상한다. 전체와 부분이 같아진다. 이곳이 바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도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이며 라캉 이론이 헤겔적 대립의 무화

(無化)에 다가가는 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파편적 실재 대상은 이제 

라캉 이론에 있어서 중요성이 구조적인 기표의 사슬과 욕망으로부터 텅 빈 실재, 

오브제 a/충동/주체 그리고 잉여 주이상스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라캉은 1964년 자신의 대 파문 스캔들 이후 어렵사리 세미나 11을 이어가면

서 그 첫머리에서부터 이러한 간극·틈·사이 공간의 혁신된 무의식이자 파편적 실

재를 선포한 후, 이것을 이론뿐 아니라 써진 결과물인 텍스트에서도 가시화된 것

으로 제시하기 위해 적당한 문학작품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포우(E. A. Poe)의 �도둑맞은 편지�에서 편지(letter)이자 문자(letter) 조각이며 

바로 ‘무의식에서의 끈질긴 문자’(É 493) 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라캉이 수행한 

동 작품의 분석은 텍스트의 파편적 대상, 무의식 분석을 열어 보이는 글로써 그

가 �에크리�의 중차대한 첫 논문으로 그토록 신중히 선택한 것이다. 

이 공백, 절단(S XI 29)이자 무의식 박동의 틈(33)은 존재와 주체 그리고 위에 

언급한 실재가 속하는 곳으로 이 기원적 “상실의 공백은 환상-대상인 오브제 a

에 의해 채워진다”(S. Žižek. 1993 3). 본 연구자가 연구해 온 라캉의 문자도 언

어의 파편, 오브제 a이며 실재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이곳에 속한

다. 다시 말해서 형상은 있으나 상징계의 그물망에 걸리지 못하고 의미 결정되지 

않은 채 자기 동일성만을 반복한다. 해독되기 전의 초기 이집트 상형 문자도 이

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문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쓰임과 문맥에 따라 정해진다.

앞서 언급한 포우(E. A. Poe) 작품의 인물들은, 그 위에 인장이 박혀있기는 하

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문자이자 편지, 순수 시니

피앙(pure signifiant 23)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문자에 의해 호명된 인물들이 실

재의 문자를 둘러싸고 구조적 짝을 이루어 등장과 퇴장을 하며 그 행위 자체가 

텍스트의 직조를 짜는 것이 된다. 이때 시니피앙들의 자동 반복 운동(É 10, 39)

을 라캉은 �세미나 XI�에서 ‘안으로 접힌 8’자(143, 244) 모양이나 뫼비우스 띠, 

혹은 크로스 캡(The cross cap), 원환면, 클라인의 병(Klein’s bottle) 등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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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도형으로 그려 보였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늑대 인간의 문자 V 나 W, 혹은 

S. P. 등도 그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잘 알 수는 없는(no knowledge: 

‘méconnue,’ ‘méconnaissance’ S XI 28, 78) 문자이며 이들은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 오브제 a로 작동한다.

이러한 정신의 틈, 흔적, 파편에 관한 연구는 프로이트 생전에도, 특히 양대 

세계대전에 경악했던 문인, 예술가들에 의해서도 이성에 반발하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하나로 깊이 탐구되었다. 당시 르네 마그리트(R. Magritte 1898~1967)

도 이런 틈새 공간에 천착한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말과 이미지 (Les 

Mots et les Images)라는 글에서 이런 자문(子文)2들을 연구하였는데 단어와 이

미지들에서 의미가 빠져나가 실재가 되는, 본 논문에서 일명 문자 현상이라고 할 

여러 경우에 대한 탐구였다. 그는 ‘ciel’(하늘)이라고 적어놓고 “때로 단어는 그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뿐이다”라고 하거나 프랑스어로 ‘a b’ 혹은 ‘n o’ 같은 불완

전한 단어 조각들을 얼굴 모양에 그대로 이어 그리면서 “그림에서 단어와 이미

지는 성분 차이가 없다”라고도 하였다.

<R. Magritte. “Les Mots et les Images”(Words and Images) 1927> 

그는 단어와 이미지를 구분하였고 언어 삼각형의 세 요소, 시니피앙과 의미, 

그리고 지시 대상을 혼용하는 아쉬움을 보였지만 아무튼 진정한 라캉 정신분석

학이 태동 전이던 당시로서는 혁신적 사유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조사한 

문자의 속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문자는 두 영역의 사이에 위치하기에 둘 다이기

  2 현재 ‘Letter’는 주로 문자로 번역되고 있지만, 자문(子文)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가독성과 편의

상 본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둘을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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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면서 또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결과, 의미 세계의 관점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잔여로 남아, 뭔가(무엇

인가)를 가리키면서 더구나 텍스트의 핵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이제 �제인 에

어�에서의 문자와 문자 되기 양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III. �제인에어�에 나타난 문자

우선 제인은 성이 에어(Eyre: air)이고 요정(fairy 106, 144, 461 elf 337)3이

라고 불리며 그중에서도 공기 요정(Eyre: air: f-air-y)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작

고 가냘픈, 세속적인 강한 힘과는 먼 어린 요정이다. 또한 애초에 ‘태생이 요

정’(fairy-born 461)으로, 어엿이 인증된 공기 요정이 된다. 제인의 사촌 존

(John Reed)은 그녀를 동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요정 인간, 제인은 사람도 동

물도 아니면서, 하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실재적 인물이자, 문자 존재이다. 요정

이 된다는 것은 들뢰즈·가타리(G. Deleuze, F. Guattary: 들뢰즈로 축약함)가 말

하듯 되기의 기법을 통해 주체에게 지배적으로 다가오는 사회 체제를 탈주할 수 

있는 기제를 찾았음을 말해준다. “되기는 하나도, 둘도 아니며, 둘의 관계도 아니

다. 그것은 둘-사이(entre-deux), 경계 혹은 도주선이다”(Sasso 104).

필자의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소설에서 라캉 식 주체화나 자유의 

획득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인물들이 문자를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주인공이 적

극적으로 문자가 되는 과정으로도 귀결된다는 것이었다. 실은 이 현상은 무수한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문학에서는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는데, 문자 대상의 출현과 더불어 

인물 스스로 충동의 문자로, 즉 문자 주체가 되어버리는 주인공의 기능은 흥미로

운 것이었다. 이는 프로이트가 멜랑콜리와 애도에 관한 글에서 대상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 동일시 현상과 같은 심급이 아닌가 여겨

진다. 그러나 많은 되기의 경우나 제인의 경우에도 어떤 직접적 인간 대상을 동

  
3

Charlotte Brontë. Jane Eyre, (서울: 신아사 2005) 이하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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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는 이후 밝혀질 것으로 기

대한다.

브론테의 작품에서는 더욱 놀랍게도 주인공이 문자 인물이 되며 동시에 소설 

직조를 이루는 파편 문자가 플롯 근저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러한 예를 늑대 

인간의 ‘에스 페’(S. P)나 포트-다(Fort-da) 놀이에서의 오/아 같은 음소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이런 점에서 브론테는 의도했건 아니건, 포트-다 놀이의 프로

이트의 손자, 에른스트 혹은 라캉이 분석한 포우의 �도둑맞은 편지�처럼 실재의 

문자가 드러나 소설의 플롯 매듭들을 분절하는 형태와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보인 문자 되기의 형태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실재를 분석할 

때 작가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재의 파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작가 

자신은 저작을 위해서 그에 대해 함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기본적으로 분

열의 무의식적 주체는 의식적 주체에게는 무지(no knowledge)로 출몰하기 때문

이다. 계속해서 제인의 문자 인물을 살펴본 후 소설 구조의 파편적 문자를 탐구

해본다.

제인은 또한 고아이며 고아라는 신분으로 인해서도 사이 공간의 오브제 a, 문

자 인물이다. 그녀는 소설 초반에는 숙모네에서 자라므로 절대 무연 고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삼촌이 죽은 후로 이미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고아라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고아들은 이미 상징적 죽음을 당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라

캉이 말하는 ‘두 죽음 사이’에서 이미 한 발을 거기 들여놓아 죽음으로, 혹은 죽

음충동으로 진입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제인의 발작도 그러한 상황에서 오는 일

종의 죽음충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고아들이 많이 등장하는 사실도 실은 

고아라는 위치가 바로 사이 공간의 실재 인물이 되어 때가 되면 대립의 동일시를 

일종의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이 사회 

단결 혹은 개혁의 동인으로 그려질 수도 있었다. 그러한 주체 변화 과정은 승화

로 이어지는 감동 이야기를 생산한다. 이는 많은 문인이 고아 인물에 매혹된 이

유이기도 하다.

로체스터는 제인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더구나 부모가 없다고 대답하는 그녀

에게서 그도 또한 더욱 요정 이야기를 떠올리고 혹시 제인이 마술이라도 부리는

지 의아해하기조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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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당신을 헤이 소로에서 만났을 때 무슨 이유인지 요정 이야기가 생각나

지 뭐요. 내 말에다 마술을 건 것은 아니었는지 물어볼까 했다오. 아직도 홀린 기

분이오.”

“When you came on me in Hay Lane last night, I thought unaccountably of 

fairy tales, and had half a mind to demand whether you had bewitched my 

horse: I am sure yet.” (144)

제인도 로체스터를 이야기에 나오는 비현실적 등장인물, 여행 떠난 나그네로 

표현한다. 첫 만남에서 본 그의 일그러진 양미간과 눈썹은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의 검은 색 얼굴, “찌푸린 얼굴과 무뚝뚝한 태도,”(135) 전체적으로 잘 생기지 

못한 얼굴이 그를 이미 마치 이티(E. T) 같은 사이버 공간, 동화 속 인물로 보게 

한다. 특히 그의 사냥개는 전설 이야기에 나오는 유령 가이트래시(Gytrash)와 똑 

닮은 사자 같은 개이다(134). 로체스터가 유령과 함께 다닌다면 그 자신 또한 유

령성이 있는 인물이다. 제인은 처음에 말과 사람을 보았을 때도 말이 마술을 부

리는 줄로 착각한다. 제인은 베시(Bessie)로부터 들은 동화를 통해서 “온갖 종류

의 밝고 어두운 환상이 마음 속에 들어와 살고”(133) 있었고 그래서 알고 보면 

두 사람은 모두 다 동화나 판타지의 세계에 푹 파묻혀 사는 동류의 인물들이다. 

그래서 사회적 전통으로 보면 당시 불가능일 듯한 두 사람의 만남과 연이 맺어지

는 사건도 실은 일종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듯 문

자 존재는 실재와 상징 사이, 두 영역 모두의 공통분모 자리, 틈새에 머물며 불가

능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의 존재다. im-possible이라는 불가능은 사실 이미 언

제나 가능을 잠재적으로 (im) 안에 보유하고 있는 가능성에 다름 아니다. 헤겔이 

말한 이런 ‘대립의 일치’가 일어나는 틈새 지대에 자리 잡은 공기 요정은 같은 방

식으로 무에서 유의 창조를 향해 나아간다. 부모를 잃고 사랑을 갈구하는 제인 

요정은 이중 존재, 실재와 상징 사이에서 스스로가 문자인 사랑의 문자 존재이

다.

제인이 요정이라는 사실은 하필 왜 산책과 날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 소설

의 첫 문장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대개 명저의 첫 단어들은 의미심

장한 뜻이 있고 이후 전체 소설의 운명을 암시하는 중대한 문장임을 지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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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에어�를 여는 문장은 사실 독자들의 첫눈에 보아 꽤 싱겁기조차 한 것이 

사실이다. “그날은 산책이 불가하였다”(There was no possibility of taking a 

walk that day)라는 첫 마디와 육체적 허약함을 토로하는 주인공 얘기는 금방 

책을 연 독자에겐 그저 알 수 없고 거의 무의미한 독백인 듯 여겨진다. 그러나 

그녀가 상징계에서 떨어져 나와 속세에 불시착한 공기의 요정임을 안다면, 그녀

는 날씨에 민감할 뿐 아니라 다리를 이용하는 산책이라는 다분히 인간적인 활동

에는 관심도 재주도 없으며 생소함을 느낄 것임이 틀림없게 된다.

더구나 공기 요정으로서 공기를 맡아보고 더듬어 분석하는 작업 후 어딘가 하

늘에 올려야 할 보고는 중요한 일이니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오늘은 산책이 불가

할 정도로 공기가 사납고 비바람이 인다는 뜻의 문구가 첫 단락이 되는 것이 맞

게 된다. 또한 그 장면 뒤에도 별 이유 없이 전개되는 폭풍과 안개, 바다, 섬, 파

도, 창밖의 비바람, 구름에 관한 약간 너무 길다고 느껴질 정도의 날씨 묘사는 그

러나 현재 환난에 처한 공기 요정이 마법의 힘을 잃고 날개는 비에 젖어 절망스

럽다는 전체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함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브론테는 외국어에 능통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일랜드 출신이었

고 영국으로 와서 성을 브론테로 바꿀 때 마지막 e를 ë로 정한 것은 다분히 프랑

스어 철자에서 유래한다. 이 독특한 철자 변형은 그가 어느 정도 외국어에 관심

을 가졌는지 추측하게 한다. 특히 불어에 달통했던 브론테는 벨기에에서 공부하

면서 에르제(C. Herger)라는 프랑스어 선생님을 사모하여 영혼을 흔드는 짝사랑

의 깊은 고통과 주이상스에 빠지기도 했다. 그를 못 잊어 벨기에를 재방문하기도 

하였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랑의 경험이 무려 두 작품(�빌레트�

(Villette 1853), �교수�(The Professor 1857))에서 되풀이 서술될 정도였다. 그

녀의 불어 실력은 �제인 에어�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불어로 저술할 만큼 뛰어났으

며 독어도 통문장으로 인용할 만큼 두루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 이 사실은 �제

인 에어�의 두 번째 문자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제인 에어, 한 마디로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언급한 바대로 공기 요정, f-air-y에는 이미 air가 

포함돼 있고, 그와 동음인 Eyre라는 이름으로 인해 제인 에어는 에어(Eyre)이자 

에어(air)이며 또한 독어로는 ‘그’를 뜻하는 에어(Er: he)이기도 하다. 에어(Er: 

he)는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특이하여 어려운 독어 원래 발음의 편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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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에르’로도 읽히므로 이는 곧 독어 문자 에르(R)로 연결된다.4 에어(Eyre)도 

발음에 따라 ‘에르’가 될 수 있으니 ‘에어’라는 이름은 동음이의어에 따라 다중 

의미로 이어진다. 에르(R)만을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실재의 문자이지만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Eyre, air, 그리고 독어 에르(Er: he: R)라는 다중 음성 현

상을 따라 확산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첫 글자가 에르(R)로 되어있다. 삼촌의 성

은 Reed이며 그녀의 애인이자 소위 마스터, 로체스터(Rochester)도 마찬가지이

다. 또한 그(he)라는 뜻의 에르(Er: R)는 제인이 아는 남성은 물론 그 너머 하늘

에 계시는 그이(Er), 신의 사랑에까지 이를 것이다. 바람, 폭풍, 공기는 브론테 가

의 주위 환경처럼 자연의 소리(air)를 통해 신과의 대화를 터득하고 사랑하기 적

합한 환경 요소이다. 물론 브론테의 신은 당시 주류 신앙과는 다른 다분히 개인

의 경험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긴 하다. 그리고 신에게 전달되는 사랑을 위해 

브론테는 제인을 가상의 공기 요정, 무선 통신원으로 책정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5 그러나 현재 리드 집안의 공기는 갈대(reed)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

  
4

새 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처한 우리는 세계문학 차원의 다중 외국어 구사로 모든 가능 어원을 동

원하여 삼중 사중의 풍부한 해석과 마르지 않는 영감을 얻었던 라캉을 본받을 만하다. 예를 들면 그

는 �세미나 XI�의 제2장,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에서 무의식에 특수한 ‘하나’라는 잘 

안 알려진(no knowledge: ‘méconnue’) 개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통일된 유기체가 아닌 “균열, 긋

기, 결렬의 ‘하나’일 뿐”(28) 이라면서 이러한 ‘하나’를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독일어, 

Unbewusste(의식되지 않은, 무의식)의 접두사 Un([운] 원래는 부정의 뜻)을 끌어온다. 이러한 무의

식의 Unbewusste는 또 다른 독어, Unbegriff(비개념)로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두 단어

의 Un은 원래 독어 의미로 부정의 의미인 비 의식과 비 개념이라는 부정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서 라

캉은 돌연 프랑스어에서 영감을 받아 Un([욍])이 불어로 ‘하나’를 의미하니까 Unbewusste: 무의식

의 Un도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결국 불어로 ‘하나’임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즉 하나이긴 하나를 의미

하는데, 위에 설명한 ‘균열, 긋기, 결렬되고’ 결여된 그러한 ‘하나’의 개념’으로 바꿔서 새로운 긍정적 

의미인 ‘하나’를 창출하여 무의식의 개념 이해를 돕기에 이른다. 이 외에도 그가 영어로는 이드(Id)로 

번역된 독어 ‘에스’(Es)를 동음이의어인 프랑스어 ‘에스’(S)로 놓고는 주체, ‘에스’(S)라고 명명하는 

것 등을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라캉의 동섬서홀(東閃西忽)하는 언어 유희에 비하면 본고의 동음이의

어 분석은 아직 근접할 비교 대상이 못 된다고 말하고자 함이다.

  
5

흥미 있는 사실은 제인이 먼 곳을 날아가 또 다른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꿈꾸는 인물 로체스터

(Edward Fairfax Rochester)와 만나고, 결혼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일종의 통신망 결합 

수준에서도 의미 있다는 것이다. 로체스터(E. Fairfax Rochester)가문의 이름은 제록스(Xerox)나 텔

레그램(telegram) 같은 통신 수단과도 연결된 이름이며 

(https://www.etymonline.com/search?q=Rochester 참조) 예로 그와 친척 간인 페어팩스(Fairfax) 

부인 이름도 fair fax, air-fax 같은 원격 통신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1842~43년 사이 발명된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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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인은 정신의 피폐는 물론 깡마른 작은 동물 같고,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돌아가신 삼촌의 유언에 따라 그녀에게 약속되었던 정당한 사랑이다. 사랑은 공

기 중에 퍼져있다는 속담과 달리 이곳 공기에 사랑은 없다. 숙모와 사촌들은 갈

대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게 아름다운 피리 소리(air)를 내지 못한다.

세 번째로, 앞서 서술한 바처럼 소설 서사 구성은 실재적 문자를 둘러싸면서 

등장인물들이 멀리 혹은 가까이, 서로 교차를 거듭하면서 그 직조 작업이 수행된

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랑을 찾아 여러 에르(R: Er: he)를 만난다. 사

촌을 포함하는 네 명의 남성 분신을 존(John Reed, St. John Rivers, John Eyre, 

John: 하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데, 존은 제인의 남성형 이름이니 제인은 분

신 중에서도 분신인 그들과의 접촉과 헤어짐을 통해 사랑을 구하며 성숙해간다. 

그러다 로체스터(Edward Fairfax Rochester)를 알고 헤어진 후 센트 존 리버스

(St. John Rivers)와의 위기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제인! 제인! 제인!”(444)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이때 “제인!”이라는 음성은 얼핏 독자에게 설득되기 어려운 

기묘하고도 돌연한 외침으로 다가오는데 라캉에 따르자면 그것은 제인에게 메아

리처럼 ‘제인/제엔/잰!-’으로 반복 울려오는 호원충동의 목소리이다. 브론테의 첫

사랑을 참작할 때 그 목소리는 작가와 주인공 모두에게 해당할 것이다. 달리 말

해 그것은 불어로 ‘제-엠’(J’aime: I love you)라는 오래 고대하던 내면의 부름이 

위기의 찰나에 로체스터가 소리치는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에서 ‘한글로’ 적힌 영어 발음을 곧이곧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정확한 발음은 한글로 표기할 수 없을뿐더러 원어민이라도 개인과 

상황에 따라 여러 작은 소리 요소들은 변별성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첨삭될 수도 

있다.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호원충동의 메아리에서 ‘n’과 ‘m’소리는 

구별되지 않고 들린다. 또한 이 부르는 소리는 제인이 센트 존과의 결혼과 인도

행을 두고 신경전/밀당을 벌이는 와중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결처럼 들

은 것이다. 그녀 자신도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감옥에 갇혀 죽을 운명의 사도 바

울과 실라(Sila)에게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의 기적 사건에 비유할 정도이다

(446). 비현실적 상황에서는 작은 비슷한 소리라도 구원의 목소리로 듣게 마련이

다. 결정적으로 호원충동의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제인의 욕망이 듣는 소리이다. 

는 당시 통신 수단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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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은 실재의 파편과 상호 작용하며, 듣고자 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한 

조각 소리 파편 “J”나 한 외침 “a”로도 단서가 된다.

같은 시각, 로체스터 쪽에서도, 훗날 그가 제인에게 고백하듯이 과연 제인이 

들었던 대로 똑같이 제인을 부르고 있었노라고 말한다. 그가 부르는 ‘잰!’(Jane!)

은 메아리처럼 프랑스어로 반복을 거쳐 나오는 ‘젬!젬!젬!’(J’aime, j’aime, 

j’aime)인데, 그것은 ‘I love you’의 반복일 뿐 아니라 멀리서 울려오는 반복 음

성이 되면 듣는 이에 따라 ‘젬!젬!젬!’(I love, I love, I love (you)) 혹은 그 변형

인 ‘젬!젠!젬!’(I love, Jane, I love), ‘젠젬젠’(Jane, I love Jane) 등으로 연장되

고 복수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젬젬젬’ 류의 음성을 열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제인과 로체스터가 이별해 있는 동안 서로의 무의식에서 형성되던 라캉

의 ‘랄랑그’(lalangue: 아기와 유아의 ‘랄랄라’ 같은 배냇 말/옹알이를 본뜬 랄랄 

랑그(‘lala-language’)) 언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 언어 형태인 

랄랑그는 대타자 상징계에서 억압된 욕망으로 언어에 지배된 삶을 보내는 인간

에게 텅 빔의 주체화와 자유 획득을 위한 행위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인류 보편적

인 음성 현상이다. 우리도 평소에 유아들과 주먹 쥐고 부르는 노래 중에 ‘잼잼잼’

이 있다. 제인과 로체스터, 두 연인은 떨어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무의식적 잼

잼 랄랑그를 수없이 되뇌던 중, 상징의 프레임에서 해방된 서로가 서로에게 우연

인 듯 그러한 상징계 외재적인 자유 언어-랄랑그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로체스터가 제인과 같은 시각에 제인을 불렀다고 고백하자 

그녀는 조용히 묻는다.

‘그래 당신은 내 이름자를 외쳤다고요?’

‘그렇다오, 제인. 누가 듣는 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는 내가 미쳐버렸다고 했을 거

요: 나는 그 이름을 그토록 광적인 힘으로 불러 대었다오’

‘Did you speak these words aloud?’

‘I did, Jane. If any listener had heard me, he would have thought me mad: 

I pronounced them with such frantic energy.’ (472)

처음에는 이들이 서로 부르고 부름을 들었다는 얘기가 허황한 꾸밈으로 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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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자들에게도 그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것으로만 치부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분석에 따르면 브론테가 듣는 목소리에 대한 직감은 더욱 진정한 것으로 다가온

다. 작가는 요정, (수호)신, 초인간 혹은 사이보그 개체 등과의 소위 텔레파시 소

통을 진실한 것으로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으며 제인 에어를 통해 포스트휴먼적

이고 초인간적 원격 교신의 주체를 소설에 표현했을 것이다. 브론테의 필명도 여

기에 타당성을 보태준다.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이 가정 이외의 활동 영역을 갖고 

책을 써서 출판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성 작가는 자신의 여성적 이름을 숨기고 남성적 필명을 사용해야 

했다. 그녀의 특유한 필명, 커러 벨(Currer Bell)도 당시 교회당의 종소리, 어떤 

소식 알림과 정보를 서로에게 널리 소통하며 퍼져가는 종소리(bell)의 파동과 흐

름(currer)을 연상시킨다.

네 번째로, 이 음성과 그것을 들었을 때 따르는 반성적 사고, 예를 들어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며 자문(自問)하는 순간의 멈춤이 간극을 실현하

게 하며 제인이 순간적으로 고요와 텅 빔의 주체를 경험하는 찰나이다. 그것은 

공(空)의 순간이지만 단순한 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헤겔 식으

로 부정의 부정인 소위 반성성을 띤 주체의 시간이다. 아울러 그 음성은 라캉의 

경구대로 대타자로부터 거꾸로 들려오는 주체 자신의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듣

는 셈이 된다. 이로써 작품은 제인 에어(Jane Eyre: J’aime Er)라는 제목 자체가 

‘나는 그(를) 사랑한다’임이 드러나는데 이는 사랑의 고통을 통해 한층 성숙한 제

인/저자의 로체스터/신을 향한 내면의 진실 고백과 맞먹는다. 동시에 소설 전체

는 단지 제인 에어라는 그 이름을 풀어 쓴 것과 진배없음이 밝혀진다. 이제 제인

은 문자를 떠나 오로지 사랑에만, 현실의 삶에 기반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살

아가는 것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가 쾌락원칙을 넘어 에서 든 포트-다 놀이를 예로 들어 

작품의 시니피앙 사슬에 대해 더 고찰해본다. 포트-다(Fort-da)에서 fort(떠나

간, 없다)의 음소, 오[O]와 da(여기, 있다)의 음소 아[A]가 짝을 이루어 S1([O]) 

과 S2([A])를 왕복하는 S1 ⇌ S2의 반복 시니피앙 사슬이 뫼비우스 띠를 형성한

다고 할 때 �제인에어�에서는 크게 보아 두 실재 문자, 엠(M: aime: love)과 에

ㄹ(R: Er: he)가 사랑의 문자 존재, 공기 요정을 중앙에 두고 차례로 뫼비우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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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복적으로 직조해나간다.

<크로스 캡>6

위 도식은 라캉이 언급한 시니피앙 사슬의 한 형태인 크로스 캡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인이 여러 분신들을 만날 때마다 뫼비우스 띠의 한 써클이 완성된

다면 여러 번의 뫼비우스 띠들은 크로스 캡의 시니피앙 사슬 형태를 이룰 것이

다. 요정-제인은 여기서 정 중앙의 문자-오브제 a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IV. 사랑과 문자의 성인들

브론테는 영국 하워스(Haworth)의 아버지 목사관에 인접한 황량한 들판에로

의 산책들, 덤불 평야가 주는 텅 빈 불모의 지대 �폭풍의 언덕�에 묘사된 대로 

거기 불어오는 바람(air)의 정서에 귀 기울이며, 매일 바라보는 히스 언덕 풍경들

에 큰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탁 트인 천공은 마치 일신교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

이었기에 가능했던 종교였듯이 하늘과 바람을 보면 저절로 신에 대한 명상에 들

어갈 수 있고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음성이 울려올 것 같은 환경이다. 부모의 사

랑, 우정, 남녀 간의 사랑. 브론테가 깊이 앓았던 첫사랑도 결과적으로는 그 상처

를 신에게 들고 가 청원하면서 손필드 가시밭(Thorn-field)을 넘어 신에의 사랑

  6 Lacan, Jacques. Le Seminaire 11: Fondements. Version Staferla. p.85.

(http://staferla.free.fr/S11/S11%20FONDEM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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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인 에어�에는 속세의 일반 남녀의 사랑조차 

초과해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 할 라캉 식 충동의 사랑 

실천을 터득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고 본다.

그런 이유로 혹자는 제인이 유산으로 이제 오히려 로체스터에 비해 우월한 조

건을 가진 예비 신부인데 오히려 시각장애인에다 한쪽 팔마저 잃어 제인의 뒷바

라지 노동을 필요로 하는 로체스터와 결혼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 

제인의 사랑은 일반 이성적 사랑이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장애인, 고아, 가난한 

사람들, 즉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주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인은 비이성적이지도 않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에 기대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했으며(459) 자신

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에(460) 가능한 사랑이다. 여기에 제인 에어의 결

말이 주는 가치가 있다. 라캉의 성차 공식에서 여성성은 생물학적 여자가 아닐뿐

더러 여성성은 남성적인 남근의 향락과 여성적인 무한 향락 둘 다를 누릴 수 있

는 이중 향락의 주체라고 할 때 제인이야말로 이제 제약 없이 자기 스스로 확고

한 선택으로 남성적 향락을 누리는 진실한 여성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제인의 행동에서 보이는 조금은 석연찮은 이 애매함, 그 미지(no 

knowledge)의 아쉬움이야말로 제인의 사랑이 세속적 욕망을 넘어 충동의 기묘

함(unheimlich: uncanny)의 차원에 있음을 증명한다. 범인의 논리로 보자면 불

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논리와 본능마저 뚫고 나아가는 충동의 원칙으로 보자면 

가능함으로 변하는 것이 사이 공간의 역동성이다. 그렇게 칸트 적 기괴성의 숭고

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사랑의 문자는 그 중간 매개자로써 동력적 역할을 완수해

낸다. 문자는 알려지지 않은, 이중적 존재이기에 무의식의 중심핵인 ‘알 수 없음’

의 인자로 작용한다. 그것은 텍스트 직조 과정에서 의미화 중지의 기제를 작동시

키며 불-가능한 실재 장소에 가능의 틈을 열어놓는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를 

외친 라캉이 프로이트와 다른 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의식과 실재, 충

동 그리고 오브제 a의 (재) 발명일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형성하는 꿈이

나 말실수 등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했는데 그 무의식을 좀 더 명확한 실재 

개념으로 새로 정리한 라캉의 의도를 따른다면 이제 확연히 이론화된 실재의 사

이 공간의 요소들, 오브제 a, 주체, 문자, 주이상스 등을 ‘실재의 형성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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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늑대 인간의 문자도 증상(symptom)과 관련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는 모두 증상인이다. M(aime: love)과 R(er; he)는 단독으로도 존재하지만, 같이 

발음해도 ‘에메ㄹ’(MR)가 되어 프랑스어로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뜻의 동사, 

‘aimer’가 된다. 이 자문은 브론테 첫사랑 증환의 문자이자 치유의 문자라고 할 

수 있겠다. 제인의 경우처럼 실재적 문자가 치유와 창조로 이어지는 현상은 라캉

의 생톰므(sinthome 증환)에서 알려졌다. 그는 증상이라는 프랑스 고어

(‘sinthome’ 생톰므)에서 동음이의어로 증상은 증환(환상-창조의 증후)으로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조이스도 원래는 정신병으로 귀결되었을 증상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그는 쓰기의 도움으로 결핍되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구축하며 오히려 

창조 활동이 가능한 증환, 생톰므(‘sinthome’: saint-homme: saint-man: 증환 

성인(聖人))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증상으로 인해 오히려 예술적 창조 성

과를 이룬, 거의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캉은 원래 이 단어를 자신이 존경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 

Aquinas)의 이름 토마(Thomas)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본 논문에서 본 바로는 

�제인 에어�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문자도 실은 (작가의) 상실한 

첫사랑이라는 고뇌의 증후에서 비집고 나온 것이었다. 그녀도 자신만의 고통스

러운 증상을 거쳐 죽음충동으로 여러 번의 부정에 부정을 겪으면서 문자를 통해 

조이스처럼 창조를 이루었으니 생톰므(‘sinthome’: saint man), 증환-성인의 경

지에 오른 거나 다름없다. 여기서 라캉이 말한 차후 구축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브제 a로써 시니피앙이자 어떤 문자 핵임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조이스 작품에서도 �제인 에어�와 같은 형식의 은밀히 감추어진 문자들이 더 있

을지도 모르고, 이 점은 차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 부분이다.

V. 나가며

이제 필자는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 조이스와 브론테, 이 세 작가

의 작품에 걸쳐 문학 창조에서의 문자 연구를 수행한 바이다. 브론테의 진정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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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점은, 숨겨진 문자의 그 은밀함으로 소설 창조의 문자 구조를 드러낸 것이

다. 우선 문자 인물 되기의 (상형) 문자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 저변에 감추어진 

알파벳-문자들이 좀 더 입체적인 소설 창조 역학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통상적 연구였더라면 에어(air)의 속성과 그에 연계된 인물들의 성격이나 

비유적 분석 혹은 연상에 대해 논했을 것이다. 라캉 이론의 실재적 문자에 관점

을 둔 결과 단순 동일성을 떠나 인물의 내적 세계와 소설의 무의식적 저변 구조

에 접근하여 에어(air/Eyre/er)의 풍부하고도 새로운 영감으로 인도되었다. 아울

러 이름, 호원 충동의 역할, 랄랑그에 이어 텔레파시 등 몇 가지 의문들을 풀어보

아 소설 이해를 돕는 기회도 되었다.

여기서 되기 전략의 성공 요인을 좀 더 심도 있게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양

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무한 탈주의 되기 

전략이 오히려 상업적 게임에 전유 되어버리는 식으로 자본에 포획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도리언도 문자 자체를 전유하여 스스

로 문자가 되어버림으로써 죽음이라는 비극의 결말을 맞이한다. 물론 본 연구자

는 이 죽음을 헨리의 자아 죽음으로 본다. 제인의 고유함은 분리와 반성성이다. 

주인공이 문자의 무소불위적 권력에 도취 되어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죽음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멈춤을 통해 상징계의 끊임없는 

시니피앙의 연쇄를 통제·폐지하기에 이르는 소위 ‘시니피앙스의 순간’(the 

moment of signifience 의미화 정지의 순간)7에 이르러 공백의 기입과 함께 주

체의 반성성에 눈뜰 때 그 전략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타 사상가와 비교해 라캉이 가진 강력한 기제는 실재, 실재의 대상과 주체, 

충동, 그리고 반성성을 내포한 주이상스에 대한 구체적 이론이다. 브론테는 지젝

이 �까다로운 주체�에서 헤겔의 세계의 밤 을 예로 들면서 말한 파열된 사지들

과 환영이 부분 대상으로 출몰하듯이(30~33), 떨어져 나온 분열의 실재적 문자 

대상을 도용하며 획득하는 창조 메커니즘을 그녀 식으로 증명해 보인다. 파편성

  7 필자는 졸저,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he Creative Art of the Lacanian 

Letter inbetween the Real and the Symbolic”에서 의미화가 멈추는 현상을 기존 단어 시니피앙스

(signifiance 의미화)에서 a(운동)를 e(정지)로 바꾸어 시니피앙스(signifience 의미화 정지)라고 명명

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좀 더 서술적으로 ‘the moment of signifience’라고 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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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캉이 정신분석학이란 과학이 이르지 못하는 영역을 다루는 창조의 학문이

라고 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라캉은 문자를 �에크리�의 첫 주제로 독자 앞에 

내놓았고 와일드는 그러한 문자성을 보이는 소설 이후 더 이상의 소설 쓰기는 없

었던 걸로 보아 문자는 과연 문학에서 서사의 핵을 관통하는 듯 보인다. 브론테, 

조이스, 와일드, 라캉, 그리고 포우, 이들이 보여준 문자 예술은 더 넓은 의미에

서 서사 메커니즘을 그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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