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문학작품은 묘사한 공간을 통해 개인과 인간집단의 체

험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넓혀주며, 특정 장소 및 지역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제공하며, 장소 및 지역의 이미지 형

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이은숙, 1992). 특히 여

행기나 여행소설, 그리고 모험소설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1838년에 발표된 애드거 앨런 포(이하 포)의 유일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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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애드거 앨런 포의 소설 ｢아서 고든 핌 이야기｣의 공간묘사에 대해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설에 언급된 지리적 내용을 항해가 진행되는 시간 순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동시대에 간행된 지도를 통해 

남극 탐사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의 공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셋째, 남극권을 넘어 항해하는 경로를 지도 상에 표시하고, 항해경로

의 공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넷째, 포가 활용한 지리적 자료의 출처와 인용 의도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말미에 언급된

남극의 하얀 장막과 지구공동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심스의 지구공동설과 모렐의 항해기를 모티브로 공간묘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주요어 : 애드거 앨런 포, 지구공동설, 남극, 존 클리버 심스, 벤자민 모렐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spatial description of Poe's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from a geographic point of view. To do this, we first looked at the geographic content mentioned 
in the novel in chronological order. Secondly, the spatial context of the citation of Antarctic exploration data
was examined through contemporary published maps. Third, the route of sailing over the Antarctic Circle is
displayed on the map published in the same period, and the spatial context of the route is examined. Fourth,
the source and citation intentions of the geographic data Poe used were analyzed. Finally we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ite curtain of the South mentioned at the end of the novel and Hollow earth theory.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spatial description of the novel is based on Symmes’ hollow earth theory and 
Morrell's journal.
Key Words : Edgar Allen Poe, Hollow earth theory, South pole, John Cleves Symmes Jr., Benjamin Mo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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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Gordon Pym, 이하 핌)의 대서양과 남극해에서의 

체험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이제까지 쓰여 진 

작품 중 가장 섬세한 모험이야기(one of the finest adventure 

stories ever written)”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주인공의 심

리뿐만 아니라,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정교하다

(Auden, 1956:ⅶ). 포는 당시의 과학서적, 지리학 개론서, 

탐험기 등의 기록물과 보고서들을 탐독하여 역사적인 인

물들과 사건들을 작품 속에 그대로 인용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까지 이루어진 미

지의 남방대륙(Terra Australis incognita) 탐사 결과에 대

한 해석, 지구의 형태에 대한 입장이 소설 속의 공간묘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가 이 소설을 통해 추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대체로 문학연구자들은 핌의 항해

를 흑과 백의 인종적 문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

는 과정, 또는 어린 시절로의 회귀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종민, 2006). 따라서 문학적 측면에서는 작품 내용에서 

언급되고 인용되는 다양한 해양사건이나, 지리학적 정보, 

과학적 지식, 탐험서적과 정보 등은 사실의 중요성보다는 

핌의 정신 여행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

다(민경택, 2013).

그렇지만 문학자들의 해석과는 별개로 실제 이 소설에 

수록된 지리적 내용은 지리학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최

초의 지리학적 연구는 Bailey(1948)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포의 ｢드림랜드(dream-land)｣와 ｢울랄룸(Ulalume)｣ 

속의 표현과 이 소설의 내용을 연관시켜 지구공동설이 이

들 작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Griffin(2004)

은 자연지리학적 관점에서 이 작품에 묘사된 심스(John 

Cleves Symmes Jr.)의 지구공동설과 관련된 지구의 내부

구조와 극지 지리학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심스의 주장이 

미국의 윌크스(Charles Wilke)의 남극탐사와 미국 문학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지리적 관점의 연구는 심스

의 지구공동설이 포의 작품에 미친 영향에 제한되어 이루

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 언급된 다양한 

지리공간에 대한 기술, 탐사자료의 인용 맥락에 대한 연구

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분량의 공간묘사, 특정 항목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세밀한 서술, 그리고 기존의 남방대륙 탐사 자료를 방대한 

인용으로 인해, 지리적 배경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는 이야

기 전개의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작품

은 지리적 내용을 소재로 활용한다. 그리고 주인공 핌은 

이야기의 진척과 함께 전개되는 공간의 이동에 대해 기술

하면서 각 장소의 정확한 경위도 좌표를 제시한다. 따라서 

포는 지도를 참조하여 이 소설을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핌 일행이 정박하는 장소의 경우 그 지역에 서식하

는 동식물과 지역 산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한다. 이

는 포가 당시의 항해지 또는 지리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소설의 공간묘사는 소설의 핵심

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

에 언급된 공간묘사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핌이 항해한 경로를 지

도상에 표시한 연구도 전무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소설에 언급된 공간묘사에 대해 지

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항해기에 

기술된 대부분의 내용은 항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

련되기 때문에 지리적 지식을 다른 지식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기｣와 박지

원의 ｢열하일기｣의 지리정보를 분석한 신정엽(2016, 2017)

의 사례를 참조하여 위치/영역, 지형, 기후, 지역지리, 영

토/세계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지리적 내용

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따라서 선실의 공간 배치

나 배의 제원 등과 같이 이들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내

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꿈속의 이야기와 같은 

심리묘사에는 필요하지만, 실제 항해 경로와는 관련이 없

는 내용은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이 소설은 많은 은

유를 내포하고 있다. 지리적 내용에 대한 은유는 소개하

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은유 또는 상징적인 내용은 본 

연구에서 배제하기로 한다.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 소설에 언급

된 지리적 내용을 항해가 진행되는 시간 순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단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기 이전의 사건은 핌

의 심리상태에 대한 묘사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지리적 내용

도 거의 없으므로, 남극항해로 이어지는 그램퍼스호 항해

의 출발시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단 수록된 지리적 내용

이 매우 많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보다는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소설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번역본은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전

승희(2017)의 판본을 사용했지만, 포가 1838년 출간한 초

판본의 원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내용 분석의 정확성을 추

구했다(Poe, 1838).

둘째, 핌의 묘사 중 기존의 남극 탐사를 인용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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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독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전체적인 자료 인용의 목적

은 기존의 탐사자들이 이루지 못한 남극탐사를 핌이 감당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각각의 탐사가 이루어진 장

소의 위치와 지리적 상황을 언급하고, 또 이에 대한 논평

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논평을 위한 지도가 제시되어 있

지 않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난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지도를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셋째, 항해기의 내용은 실제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된 부

분과, 환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남극탐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실제의 지리

탐사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지역을 넘어 항해하는 경로는 

환상의 여행이다. 그런데 핌이 남극으로 항해한 경로는 한 

번도 지도에 표시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핌의 남극탐사 항

해 경로를 지도에 표현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항

해경로의 공간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로를 표시할 

지도의 원도는 이 소설이 발표된 1838년에 영국의 왕실지

리학자 제임드 와일드(James Wyld)가 제작한 ｢남반구도

(Southern Hemisphere)｣를 활용하기로 한다. 

넷째, 포는 풍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남

방대륙 탐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스와 레

이놀즈(Jeremiah Nicholson Reynolds)의 지리학 이론을 

삽입시키고 있다. 따라서 심스와 레이놀즈의 지리학이 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핌의 항해기에 언급된 지리적 

지식과 남극항해 경로 

1. 알려진 세계의 묘사에 사용된 지리적 지식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820년대로 고래, 물개, 그리

고 바다표범을 잡기위해 유럽과 미국의 선박들이 남극 주

변지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이다. 우리말 번역판에는 제목

에 낸터킷 지명이 빠져있지만 이 소설의 원제를 정확히 번

역하면 ‘낸터킷의 아더 고든 핌의 이야기’이다. 낸터킷은 

당시 미국의 포경전진기지였다. 주인공 핌이 남극탐사를 

마치고 귀환한 다음, 자신의 모험담을 버지니아의 리치몬

드에 소재한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Southern Literary 

Messinger)｣의 편집장인 포에게 보내, 포가 이를 일부 수

정하여 발표한다는 내용이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 

1827년 6월 핌은 친구 어거스트의 아버지가 선장으로 

있던 그램퍼스(Grampus)호에 선장의 허락 없이 승선했

고, 화물칸에 숨어서 친구 어거스트가 제공하는 음식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버뮤다 제도 근처에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선원 27명이 살해되었다. 당시 반란자 중 가장 

핌이 철두철미한 악마로 묘사한 사람은 흑인 요리사였다. 

그리고 인디언 출신의 반란자인 피터스가 기후가 온화하

고 관능적인 여자들이 많은 남태평양으로 가자고 주장하

자 나머지 선원들은 열정적으로 동조했다. 이것은 당시 서

구사회에서 유행하던 남태평양의 유토피아 신화를 반영

한 것이다. 당시 남태평양의 섬들은 ‘선한 야만인’이 거주

한다고 생각되는 낙원의 이미지로 서구인들에게 각인되

어 있었다(Spate, 1988). 그리고 피터스는 반란자이지만 

이후 어거스터와 핌의 친구가 된다. 흑인은 악마로 묘사되

고, 또 흑색과 백색의 중간색 피부를 가진 인디언은 반란

자와 친구로 동시로 묘사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포의 유

색인종에 대한 편견 또는 미국 남부의 노예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Weaver, 2012). 이 문제는 오랜 논

쟁의 역사를 지니며 최근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2)

이후 핌은 그램퍼스호의 선적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배에 화물을 선적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화물

선적을 잘못해 발생한 해양사고의 사례로 1825년에 발생

한 파이어플라이(Firefly)호의 침몰을 언급했다. 이후 핌 

일행은 반란자들을 제압하고 다시 배를 통제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강풍으로 배는 파선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표류도중 배에 보관되어 있던 갈라파고스 거북 한 

마리를 먹었는데, 이를 계기로 갈라파고스 거북의 생태에 

대해 2쪽3)이나 기술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7일 지난 가

던 제인 가이호(Jane Guy, 이하 제인호)에 의해 구조되었

다. 핌은 자신이 구조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당시 난파

자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배들이 많았음을 지적하면

서 대표적 사례로 폴리(Polly)호의 난파를 언급한다. 폴리

호는 1811년 대서양에서 표류했지만, 주변을 지나치던 배 

12척이 이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무려 191일이나 표

류한 끝에 구조되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핌은 제인호가 

영국의 리버풀에서 출발해 케이프베르데, 브라질 해안을 

따라오다가 이들을 구조했다고 했는데, 이 경로는 당시 유

럽에서 출발하여 동인도제도로 향하는 무역선의 항해 경

로였다. 그리고 핌은 남위 25도 이남의 바다에 고래가 서

식한다고 기술했다. 이 내용 역시 당시의 포경선의 활동영

역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의 고래 개

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포경선단들은 1840년대에는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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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지역으로 어장을 이동하게 된다. 이후 제인호는 프린

스에드워드제도와 크로제제도를 지나친 다음 10월 18일 

케르겔렌제도에 도착했다. 핌은 케르겔렌제도의 지형과 

동식물에 대해 5쪽의 분량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펭귄과 앨버트로스가 집을 짓고 사는 방식에 대해 세

밀하게 설명하면서, 이들의 규율 잡힌 행태는 인간에게 자

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11월 12일 

다시 출항해서 보름 후 남위 37도 8분, 서경 12도 8분의 트

리스탄다쿠냐제도에 도착했다. 핌은 이 섬의 지형과 산업,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3.5쪽의 분량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이 케르겔렌제도 및 트리스탄다쿠냐제도에 대

한 지리적 기술은 벤자민 모렐(Benjamin Morrell)의 항해

기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Morrell, 1832:353-355). 그리고 

펭귄과 앨버트로스에 대한 기술은 포클랜드제도(말비나

군도)에 서식하는 펭귄과 앨버트로스에 대한 모렐의 기록

을 인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조류의 행태가 인

간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감상적인 언급인데, 이 

역시 모렐의 1822년 10월 19일 항해일지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Morrell, 1832:53).

이 섬에서 보급품을 선적한 제인호는 11월 5일 존재 여

부가 불명확한 오로라제도를 찾기 위해 항해하기 시작했

다. 포는 오로라제도를 찾기 위해 탐사한 제임스 웨들

(James Wellell) 등의 항해기록을 인용했다. 제인호는 남

위 53도 15분, 서경 47도 58분 근처에서 오로라제도의 존

재를 확인하기 위해 3주간 조사했고, 오로라제도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전의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등의 기록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12월 12일 남위 60도, 서경 41도 20분에 위치한

다고 알려진 또 다른 미확인의 섬을 찾으러 항해했고, 사

흘간 탐사했으나, 섬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12월 21

일 다시 남쪽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임스 쿡

의 2차 항해(1772-1775) 기록을 언급하면서, 쿡이 1774년 

1월 남위 71도 10분까지 도달했으나, 빙원에 가로막혀 돌

아가고 말았는데, 당시 쿡은 이 빙원이 남극에 닿거나 대

륙과 연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

서 그는 레이놀즈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우리는 쿡 선장이 남위 71도 10분 이하로 더 가지 못했다

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오히려 서경 106도 54분을 따라서 

그 지점까지 갔다는 사실이 놀랍다. 파머랜드는 셰틀랜

드의 남쪽, 남위 64도에 있으며, 이제까지 어떤 항해자가 

갔던 것보다 더 남쪽과 서쪽까지 뻗어 있다. 쿡의 진로가 

얼음에 가로막혔을 때에 그가 마주하고 있던 땅이 그것이

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1월 6일처럼 이른 계절에는 

그 지점에서 항상 그렇게 막힐 수밖에 없다(전승희, 

2017:194).

레이놀즈가 언급한 내용은 그림 1의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지도는 프랑스의 지리학자 가르니에(F. A. 

Garnier)의 ｢지구 양반구도(Tableau des Régions Circumpolaires 

ou Carte Sphéroïdale des Deux Pôles)｣의 남극부분인데, 

지도에서 ‘Cook en 1774’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쿡의 항해

를 방해한 서경 106도 54분에 위치한 빙붕이다. 그리고 파

머랜드는 동쪽의 남극반도 부근에 ‘Tre de Palmer’로 표기

되어 있다. 쿡의 빙붕을 따라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아

직 육지 또는 바다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다. 

이후 핌은 1803년의 러시아 크루젠스테른(Johann Adam 

von Krusenstern)과 리시오스키(Urey Lisiansky)가 남위 

69도 58분 이남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간 기록, 1822년 영

국의 제임스 웨들이 남위 74도 15분에 도달한 내용, 그리

고 모렐의 1823년 항해 기록을 통해 남위 65도를 지나면 공

기와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포는 많은 내용을 인용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

렐의 1823년 3월 14일 항해일지에 언급된 내용, 즉 남위 60

도에서 65도 사이의 바다에서는 거대한 빙붕이 많아 배의 

통과가 어렵지만, 남위 65도 이남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온

화한 기후기 지속되고 빙붕도 거의 없어서 항해가 용이하

다는 것이다. 실제 모렐은 자신이 남위 70도 14분에 도달

했고, 남위 85도까지 항해하는 것은 확실했다고 생각했지

그림 1. 가르니에의 1862년 ｢지구양반구도｣에 표시된 제임스 

쿡의 항해를 방해한 빙붕 

출처 : David Rumsey Map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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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료와 식량, 그리고 과학측량 장비와 인원의 부족으

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리고 미국이 

모든 경선이 교차하는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그리고 영국의 웨들이 남위 74도 15분까지 항해했는

데, 자신이 이 이상을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Morell, 

1832:66-67).

포가 모렐을 인용한 이유는 결국 남극으로 항해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는 존 브리스코(John Briscoe)의 

항해 내용을 레이놀즈의 연설문에서 인용한다. 영국 앤더

비(Enderby)사에 소속된 브리스코는 1831년 엔더비랜드

(그림 2의 지도 상에 ‘Enderby insel’)와 1832년 남극 반도 

인근의 애들레이드섬과 그레이엄랜드를 발견했다. 그리

고 이를 근거로 영국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는 두 지역 사이에 육지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는데, 포는 이 내용을 인용했다. 이 내용은 동경 47

도 31분에서 서경 69도 29분, 즉 마다카스가르에서 혼 곶

그림 2. 1869년 스틸러의 남극 지도 일부

출처 : David Rumsey Map Collection.

표 1. 핌의 대서양 항해 경로와 지리적 내용

시간 사건 지리적 내용

1827. 6. 
낸터킷에서 그램퍼스호 출항 

버뮤다 근처의 35° 30′ N, 61° 20′ W에서 반란 발생
미국 포경산업의 중심지 낸터킷 

서인도제도에서 배를 정비하고 남태평양으로 가

기로 결정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 당시의 이미지 소개:  안도감, 자유. 쾌적한 

기후, 관능미 넘치는 생활 

화물칸에 갇혀 지냄 
잘못된 화물선적으로 1825년 침몰한 옥수수 수송선 파이어플라이호 

사례 언급 

7월 그램퍼스호 파선 후 표류 갈라파고스 거북의 생태 

8.7. 제인호에 의해 구조됨 
제인호의 항해목적 : 바다표범 사냥과 무역

7개월 동안 지나가던 배들이 구조를 외면한 1812년의 폴리호 사건 언급

8.7.-10.17.
제인호 승선

프린스에드워드제도, 포제션섬, 크로제제도 통과 

유럽에서 동인도제도로 가는 항로 설명 

남위 25° 이남에 많은 고래 서식 

10.18.
케르겔렌제도 도착 제임스 쿡이 1777년 방문, 관목만 자람, 물개와 바다제비 대량 서식, 

펭귄과 앨버트로스의 생태와 습성

10.27. 트리스탄다쿠냐제도 도착 
검은 색 모래사장, 물개가족과 바다표범 기름 생산

영국이 1817년 해외영토로 선포했으나, 식민지 포기 

11.15.
오로라제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항해,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결론 얻음 

1762년 오로라호, 1790년 프린세스호, 1794년 아트레비다호, 1820

년 제임스 웨들의 탐사  언급 

12.18.
60° S 40° 20′ W 근처에 있는 섬을 찾기 위해 항해했

으나, 실패하고 남극 방향으로 항해

1772-3년 제임스 쿡의 항해, 1803년 크루젠스테른, 1822년 웨들, 

1823년 모렐, 1831년 브리스코의 항해 언급, 마드리드 왕립수로학

회 보고서 인용

12.26. 63° 23′ S 41° 25′ W 도착 얼음 섬과 빙원을 이루는 유빙, 남동풍과 북서풍, 기온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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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르는 남반구에 거대한 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American Seamen's Friend Society, 1834:321). 그림 2는 

1869년 독일의 아돌프 수틸러(Adolf Stieler)가 제작한 ｢남

극지도(Sud-Polar-Karte)｣인데, 점선으로 표시된 남극권

의 경계를 표시하는 위선에서 그레이엄랜드와 엔더비랜

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국왕립지리학회의 주장이 사실이면 남방대륙

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남쪽으로 항해해도 남극에 도착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포는 영국왕립지리학회의 주장을 

부정하고 남극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모렐의 주장을 받

아들여 남극탐사를 주장한다.4) 그러면서 레이놀즈의 주

장을 인용해 기존의 남극권 탐사 결과에 의하면 남극권 위

선이 지나는 지역 중 경도 상으로 60도 정도의 지역만 육지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지역 즉 경도 상으로 

300도의 지역은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제인호

가 남쪽으로 항해하면 바다를 통해 남극점에 도착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핌이 낸커킷에서 출발하여 대

서양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기록한 지리적 내용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2. 미지의 세계 묘사를 위해 사용된 지리적 지식과 

남극항해 경로 

핌의 남극탐사 권고를 받아들인 가이선장은 남쪽으로 

계속 항해하여 남극해로 진입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

할 것은 이전까지는 실제 알려진 세계를 항해했지만, 이제

부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항해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핌이 항해한 지역은 남극대륙 때문에 항해가 불가

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핌의 공간묘사는 표 2에 요

약되어 있다. 

핌 일행은 1828년 1월 5일 남위 73도 15분, 서경 42도 10

분 지점에 닿았고 단단하고 거대한 빙원을 만나 오도 가도 

못했다. 그러나 탈출했고, 1월 16일 남위 81도 20분, 서경 

42도 지점에 이르렀다. 1월 17일 빙원에서 북극곰 종류로 

15피터 길이의 곰을 사냥했다. 그리고 주변의 남위 82도 

50분, 서경 42도 20분에서 섬을 발견했고 베넷섬(Bennet's 

Islet)으로 부르기로 했다. 원래 남극지역에는 곰이 서식하

고 있지 않지만, 당시는 남극에도 북극과 마찬가지로 곰이 

서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동시대에 출

간된 많은 문학작품에는 남극지역에 곰이 서식하는 것으

로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Kingston(1870)의 소설 ｢남극

에서 또는 리차드 펜젤리의 모험｣에는 주인공 일행이 남

극에서 곰을 사냥하는 장면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

서 북극곰의 발견을 어떤 상징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섬에 밧줄로 묶은 면화 더미와 무척 닮은 특

이한 돌출바위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기술한 내용은 상징

적인 의미를 가진다(전승희, 2017:203). 문학적인 관점에

서 이 바위는 면화 농업이 번성하는 이상적인 미국의 남부

지역과 비극적인 남부지역의 경계선을 상징한다(Gardner, 

1998:146).5) 실제로 이 경계선을 통과한 이후 제인호는 비

표 2. 핌의 남극항해 경로와 지리적 내용

시간 사건 지리적 내용

1828.1.2. 남극권 통과 조류, 수심, 축정, 온도 및 방위각 측정

1.16.-17.
82° 50′S, 42° 20′W에 도착, 

남극탐사를 위해 남쪽으로 계속 항해하기로 결정

베넷섬으로 명명. 북극곰과 유사한 곰 잡음, 해안에 면화 더

미와 닮은 바위

1.19-2월 남쪽으로 항해

백야 현상, 수평각 측정의 의미가 없음.

고래와 앨버트로스 서식, 조류가 남쪽으로만 흐르며, 온도의 

변화 없음 

1.19-2월

찰랄섬(83° 20′ S, 43° 5′ W) 도착, 해삼 수매 계약, 원주

민의 배신, 동굴과 협곡 발견하고 지도를 그림

개암나무로 연명

해안절벽, 온화한 기후, 검정색 바위, 주민의 피부색은 완벽

한 흑색, 전사를 제외하고는 나체 상태, 동굴에 거주, 우유 

빛 하천수, 해삼의 생태, 검은 앨버트로스를 가축으로 키움, 

동굴 속에서 벽화 발견 

2월말-3월초 남위 84°를 지나 남극해 항해
남극해와 북극해의 기상 비교

높은 수온, 오로라 현상, 우유 빛 바다

3.21. 폭포와 같은 구덩이로 배가 밀려감. 
흰 재와 같은 수증기가 쏟아져 내림

강한 풍속의 바람

3.22. 남극점에서 커다란 장막 속으로 들어감 하얀 새들이 하얀 장막 너머에서 날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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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항해를 하게 된다. 배의 연료는 떨어졌고, 선원들

은 괴혈병으로 고통 받았다. 선장은 회항을 고민했으나, 

핌은 ‘남극 대륙에 관한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

임을 강조하여 계속 항해할 것을 주장했고, 선장은 이에 동

의했다. 이후 핌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야기된 처참한 

결과는 안타까우나, 과학자가 관심을 기울이던 비밀을 밝

힌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기록했다.

그림 3은 12월 26일 이후의 핌의 항해 경로를 표시한 지

도인데, 지도에서 확인하면 12월 26일부터 파월섬 남쪽으

로 계속 서경 42도 또는 43도 선을 따라 제인호가 남하했음

을 알 수 있다. 베넷섬을 지난 후 항해 조건은 매우 양호했

다. 폭풍우와 거친 날씨의 북극해와 달리 남극의 바다에서 

이들은 얼음 조각 하나 보지 못했고, 수온은 너무 따뜻했다

고 기술했다(전승희, 2017:265). 그리고 핌 일행은 남쪽으

로 계속 전진해 1월 19일 남위 83도 20분, 서경 43도 5분에 

위치한 찰랄섬(Tsalal island)6)에 도착한다. 

이 섬에는 갈라파고스 거북, 해삼 등 위도를 고려하면 생

존이 불가능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었고, 흑색주민들은 

완벽한 흑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검정

색의 앨버트로스를 가축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주거

양식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미개한 야만인의 집보다 못

했다. 이 섬에 해삼이 많이 서식하는 것을 핌 일행은 알았

고, 그는 해삼에 대해 2쪽이나 서술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렐의 항해기에 언급된 해삼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한 것이다(Morrell, 1832:401-402). 가인 선장은 추장과 해

삼 공급 계약을 맺는다. 서구인들은 당시 남태평양 지역에

서 해삼, 수달, 바다표범, 물개, 그리고 백단향을 구입해서 

중국에 판매하고 있었다(Spate, 1988). 가이 선장은 이 계

약의 성공에 만족했다. 그러나 추장은 이들을 배신하고 선

원의 대부분을 살해하는 동시에 제인호를 파괴했다. 핌과 

피터스는 지하동굴에 숨었고, 동굴 속에서 벽화를 발견한

다.7) 그리고 동굴 내부의 통로를 지도로 그렸다. 이들은 개

암나무 열매를 먹고 간신히 생존했고, 마침내 이 섬을 탈

출하여 인근 섬의 원주민들이 만든 카누를 타고 남쪽으로 

항해한다. 그리고 그는 찰람섬 주민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위선적이며 복수심이 강하고 피에 굶주린 잔인

무도한 민족이라고 기술했다.

문학이론가들은 찰랄섬을 태즈메이니아에 대한 은유로 

보기도 한다. 1830년대의 태즈메이니아는 영연방국가에

서 가장 관리가 힘든 죄수를 이송시키는 곳이었다. 이 가

운데 다수가 자메이카에서 1831년과 1832년에 발생한 노

예반란의 죄수들이었다. 이곳의 흑인들을 이곳으로 이송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유로 간주한다는 것이다(Giles, 

2013:139-140). 그리고 1830년대에는 미국에서는 흑인노

예들의 반란이 발생하던 시기였다. 포가 편집을 담당했던 

｢서든 리터러리 메신저｣가 발행되던 버지니아 주에서도 

1831년 넷 터너(Nat Turner)가 주동한 흑인 반란이 일어나

서 최소한 백인 5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찰랄섬은 당시 미국 백인들이 흑인에 가졌던 인종차별적 

증오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Rowe, 1992).

핌 일행은 3월 1일 오로라를 보았다.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해수온도가 놀랍게 높은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3

월 22일 마침내 눈앞에 있는 남쪽의 하얀 장막(white 

curtain of the South) 너머에서 하얀 새떼가 끊임없이 날아

오는 것을 보았고 이들은 장막8) 안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보다 거대하고 피부는 완벽한 눈의 색일 정도

로 하얀 사람을 보았다.

III. ｢아서 고든 핌 이야기｣와 지구공동설 

앞 장에서 항해의 마지막 날인 1828년 3월 22일, 핌은 남

극에 도착하고 지하세계로 통하는 통로인 하얀 장막을 보

았다.  그러면 남극에 위치한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남극에서 지구중심으로 통하는 입구

라고 생각한다(Jones, 2010). 지구중심으로 통하는 입구

그림 3. 제임스 와일드(James Wyld)의 1838년 ｢남반구 지도｣에

표시한 제인호의 항해경로

출처 : David Rumsey Map Collection.



정인철

- 50 -

가 있다는 것은 결국 지구내부에 커다란 공간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포는 지구공동설의 신봉자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 소설과 지구공동설의 연

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심스와 레이놀즈의 지구공동설 

지하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최초

로 조명한 사람은 예수회 소속의 과학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이다. 그는 1665년 간행한 ｢지

하세계(Mundus subterraneus)｣에서 북극 주변의 엄청난 

소용돌이는 바닷물이 폭포처럼 지구 내부로 흘러들어가

면서 생기는 것인데, 이 물이 지구 내부를 통과하면서 따

뜻해지고 남극에서 분출한다고 했다. 그리고 1692년 영국

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Edmond Halley)는 이 이론을 

발전시켜, 지구의 지각은 500마일 두께로 구성되어 있는

데,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하며, 내부의 지구가 

중력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지구의 지각과 충

돌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Kollerstrom, 1992; Zirkle, 

1947). 이들 이론의 핵심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커다란 통

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지구 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내부가 비어 

있어야 한다. 이 이론을 지구공동설(Hollow Earth theory)

이라 부르는데,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17세기

의 이 이론은 1821년 미국의 클리버 심스(John Cleves 

Symmes)에 의해 다시 제기된다. 그는 1818년 지구 내부가 

비어있고 내부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책자

를 출간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했다(Symmes, 1818). 그림 4

는 존 클리버 심스의 아들 아메리쿠스 심스가 출간한 아버

지의 유고집에 수록된 삽화인데, 심스가 생각한 지구의 형

태를 표현하고 있다. 심스는 지구 내부는 비어있고, 인간

이 거주가능하며 지구내부로 향하는 통로가 열려있다고 

주장했다(Symmes, 1878). 그는 북극의 통로는 지름이 4150

마일이며, 남극의 통로의 지름은 6350마일이라고 했다. 그

리고 지구 내부에는 또 다른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

물이 생존할 수 있으며, 남극과 북극의 오로라는 지구 내

부의 태양이 발하는 빛이 지상의 대기로 분출되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겨울에 북극 지방에서 동물

들이 사라지는데, 이 동물들이 겨울을 지구 내부에서 보낸 

다음 봄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온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MacBride and Symmes, 1826).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다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심스의 이론이 관심을 받는 계기가 발생한

다. 1820년 아담 시본 선장(Captain Adam Seaborn)의 이

름으로 소설 ｢심조니아(Symzonia)｣가 출간되어 인기를 

끈 것이다. 학자들은 이 소설의 저자가 심스라고 주장하기

도 하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다(Lang and Lease, 1975). 주

인공인 시본 선장은 심스의 지구공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지구 중심으로 여행하기로 하고 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남극으로 간다. 그리고 이들은 남극에서 지구 내부로 통하

는 통로를 발견하고, 지구의 중심부에서 심조니아 사람들

을 만난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의 인기로 여론은 심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그리고 심스는 자신의 이론을 근거로 탐사대를 시베리아

에 보내 지구 내부로 통하는 통로를 찾을 것을 세계 각국에 

청원했다. 심스는 1822년과 1823년 미국의회에 요청했고, 

1824년에는 오하이오 주 의회에 청원했다. 그는 당대의 가

장 뛰어난 과학자 세 명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 중의 한 명이 지리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이다. 심

스는 마치 자신이 훔볼트와 같이 위대한 지리학자인 것처

럼 행동했다(Griffin, 2004). 그는 훔볼트에게 지지를 요청

했지만, 훔볼트는 이를 비이성적이라고 보고 거절했다

(Humboldt, 1864:163). 다만 오하이오 주의 언론인인 제

임스 맥브라이드(James McBride)와 제레미아 레이놀즈

(Jeremiah Nicholson Raynolds)만 그를 의견을 지지했다. 

맥브라이드는 심스의 원고를 엮어서 1826년 책으로 만들

어 출간했다(MacBride and Symmes, 1826).

맥브라이드는 미국이 영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비

그림 4. 심스가 상상한 지구의 형태

출처 : Symmes(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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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지리적 발견에 게으른 것을 한탄했다. 그리고 레

이놀즈 역시 심스의 의견을 전파하고 미국의 남극탐사 주

장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레이놀즈의 후원은 미국의 찰

스 윌크스(Charles Wilke) 탐사대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Gardner, 1998; Murphy, 2003).

레이놀즈는 심스의 주장을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

만, 그는 심스의 주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레이놀

즈는 1827년에 작성한 심스의 이론에 대한 논평에서 자신

은 지구공동설에 동의하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탐험

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Reynolds, 1827:6). 

그리고 레이놀즈는 1836년 4월 3일 미국 의회에서 남극탐

험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고, 이 연설문을 ｢태평양과 남해 

조사와 탐사에 대한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Reynolds, 1836). 그리고 이는 찰스 윌크스(Charles Wilkes)

의 남극탐사(1838-1842)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탐사대의 

주 업무는 남극에 도달해 지구중심으로 통하는 통로를 발

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연안, 태평양과 남극해 

주변의 지역을 조사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또 물개 사냥을 

위한 자원조사 및 과학적 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해있

었다. 그리고 포는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를 통해 윌크스

의 탐사 계획을 호의적으로 논평했다. 그는 윌크스가 영국

과 프랑스에 가서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많은 

조언을 받은 것에 만족했다. 그리고 미국의 선원들은 강인

하고 모험적이며, 모피 무역과 포경 산업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남극에 도달해서 모든 경선

이 수렴하는 곳에 닻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곳에 미국의 국기를 꽂을 것이며, 지구의 축에 

미국의 깃발이 물결칠 것이라고 기록했다(Poe, 1837). 그

런데 포가 작성한 이 글에서도 남극을 통해 지구 중심으로 

가는 통로를 찾는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레

이놀즈와 포는 심스의 지구공동설을 지지했지만, 실제 지

구공동설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구 중심으로 통하는 하얀 장막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하얀 장막이 지구 중심으로 통

하는 관문일 것이라는 주장은 포가 지구공동설에 근거해

서 이 작품을 저술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제 

이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주장은 포가 이 소설에서 레이놀즈를 여러 번 인

용한 것이 지구공동설을 반영한다고 보는 주장이다(Murphy, 

2003). 이 소설은 실제로 레이놀즈가 발행한 책자의 상당 

부분을 ｢아서 고든 핌의 모험 이야기｣ 14장과 16장에서 인

용했다. 그리고 16장에서 핌은 레이놀즈가 미국의 남극탐

사를 성사시켰다고 그의 노력을 칭송했다(전승희, 2017:193). 

비록 레이놀즈가 심스의 이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심스 이론의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지

구공동설과 연관시킬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둘째, 이 소설의 이야기 전개방식이 심스의 지구공동설

에 근거한 소설 ｢심조니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

이다(Bailey. 1942). 핌은 자신의 남극탐험이 남극대륙의 

존재를 확인하기 과학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했

는데, 시본은 자신의 탐사 목적이 새롭고 시도되지 않은 

세계로 향하는 통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주장했

다(Seaborn, 1820:13). 또한 핌은 쿡을 남극 발견과 연계시

키는데, 시본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1817년 10월 10일 일

지에서 쿡이 남위 70도와 71도에서 빙붕을 발견한 장면을 

인용한다(Seaborn, 1820:38). 그리고 시본과 핌이 항해한 

지역의 극지방이 모두 온화하다. 따라서 이 역시 포가 지

구공동설에 근거하여 기술했다는 근거가 된다. 

셋째, 이 소설에서는 남쪽으로 항해할수록 기온이 온화

하며, 수온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데 심스 

역시 북극해의 82도와 84도의 바다에 얼음이 없고 기후가 

온화한 것, 그리고 그린란드의 경우 고위도 지방에 더 동

물이 많이 서식하는 사실, 영국을 지나는 경선의 경우 북

위 73도 보다 80도 이북의 온도가 더 온화한 사실을 근거로 

지구공동설을 주장했다(Macbride and Symmes, 1826:80). 

따라서 이 현상 역시 심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찰랄섬의 원주민은 물론 피터스와 핌이 남극 항해

시 사용한 카누를 만든 원주민의 존재 역시 지구공동설에 

근거해 설명이 가능하다. 배핀만의 북위 75도 지점에서 영

국 해군의 존 로스(John Ross)가 1818년 북쪽에서 온 원주

민을 만났는데, 이를 심스는 북극권의 고위도 지역에 따뜻

한 기후를 가진 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해

석했다(Macbride and Symmes, 1826:83). 마찬가지로 남

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인간이 거주한 것 역시 지구공동설

과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논거는 하얀 장막으로 들어가는 소용돌이이다. 

이러한 소용돌이는 해류의 이동을 동반한다. 포가 1831년

(또는 1833년)에 발표한 ｢병속의 수기(Manuscript Found 

in a Bottle)｣에는 해류가 남극으로 이끈다는 내용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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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새하얀 얼음에 부딪혀 울부짖고 소리치는 저 바다를 해

류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면 내 생각대로 배는 해류에 휘

말린 것이 확실했다. 그리고 큰 폭포가 쏟아져 내리듯 빠

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질주했다. ....중략.... 얼음이 갑자

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펼쳐지고, 배는 벽의 꼭대기가 멀

리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원형경기장의 가장

자리를 돌고 돌다 큰 동심원에 갇혀 그 안으로 어지럽게 

말려든다(바른번역, 2015:206-207). 

위의 글에 언급된 동심원은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심스

가 말한 동심원 형태의 지구 내부의 영역(sphere)을 나타

낸다(Giles, 2013:138). 그리고 포는 1845년 이 소설을 개

정하여 발표하면서, 미주를 추가했는데, 대양이 네 개의 

입구를 통해 북극만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서 지구의 장

(내부)으로 흡수되는 모습을 그린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에 익숙해졌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가 말한 지도는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에 삽입지

도로 수록된 북극지방 지도이다(그림 5). 이 지도는 16세

기 잉글랜드의 북방항로 개척과 관련이 있는 지도로 알려

져 있다(손일, 2012). 이 지도에서 외곽의 섬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 북쪽의 섬이다. 이 지도를 설명하는 주

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1360년 수학자이던 옥스퍼드 출신의 수도가가 이 섬들

에 도착해 아스트로라베를 이용해 모든 곳을 측량했다. 

네 줄기의 바닷물이 심연을 향해 밀려들었는데, 선박이 

한번 이 흐름에 휩쓸리면 어떤 바람도 배를 되돌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물줄기는 셌다(손일, 2014:225).

그림 5의 지도를 보면 네 개의 수로가 북극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지도에서는 심연은 표시되지 않

고 지도 바로 위에 위치한 글상자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카토르는 남극에 지구내부를 통과하는 수로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포는 이것을 지구공동설과 연관시켜 

이해했다(Berressem, 2012). 포는 1835년 출간한 ｢한스 팔

의 환상 여행(The Unparalleled Adventure of One Hans 

Pfaall)｣에서 메르카토르의 이 지도와 그림 4의 북극의 모

습과 연관되는 장면을 기술한다. 주인공 한스 팔은 열기구

로 북극의 하늘을 날면서 바닷물 전체가 수평선의 심연을 

향해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고, 또 북극 지방의 평평한 부

분 위에 도착했을 때, 수평선의 한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기술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홍성영, 2002:78-79). 따라

서 메르카토르의 지도를 보기 이전에 쿡은 북극에 소용돌

이가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용돌이와 지구공동설을 관련시킨 보다 명확한 포의 

작품은 노르웨이 서북 해안 앞바다의 큰 소용돌이인 말라

스톰을 주제로 한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다(A descent 

into the maelström)｣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북위 68

도의 노르웨이 해안지역의 로포덴(Lofoden)의 산위에서 

한 노인에게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에 대한 설

명을 듣는다. 노인은 이 바다가 ‘누비안의 지리학자(Nubian 

geographer)’9)가 말한 ‘암흑의 바다(Mare Tenebrarum)’를 

연상시킬 정도의 잉크 빛 색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소용돌이의 소리가 들리

며, 심연의 넓이와 깊이가 대단하여 어떤 배라도 그 속으

로 들어오기만 하면 빨려 들어가 산산조각 나고 만다고 말

했다. 그리고 지구공동설을 주장한 키르허(Kircher)를 인

용하면서 소용돌이의 수로 중심이 세계를 관통하는 심연

이라고 주장했다(홍성영, 2002:709-710). 그런데 심스 역

시 말라스톰을 지구공동설의 근거로 제시했다(Macbride 

and Symmes, 1826:106). 

여기에 언급된 로포덴은 르네상스 지리학자 마그누스

(Olaus Magnus)의 1536년 ｢해도(Carta Marina)｣에 그려진 

소용돌이가 치는 장소이다. 그림 6의 소용돌이치는 장소

그림 5. 메르카토르 1569년 세계지도 하단에 수록된 북방지도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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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Lofot’로 표기된 장소가 로포덴이며, 이 소용돌이의 왼

편에는 ‘horrenda caribdis’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이것이 무서운 카립디스(Charybdis)이다”라는 의미

이다. 카립디스는 ｢오딧세이아｣에 나오는 바다 괴물로 하

루에 세 번 바닷물을 들이마셨다가 토해 내는데 그 힘이 너

무 강해 근처를 지나는 배는 어김없이 난파당했다고 한다

(천병희, 2006:274). 이 로포덴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즉 

말라스톰은 지구내부로 통하는 통로로 북해를 발틱해와 

바렌츠해로 연결한다고 키르허는 기록했다(Kroonenberg, 

2013). 따라서 포가 소용돌이를 지구공동설과 연관시켰다

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살필 때, 핌의 마지막 장면 남극의 장막

으로 배가 소용돌이 쳐서 들어가는 장면은 남극을 통해 지

구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를 지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극주변의 온화한 기후, 그리고 따뜻한 수온,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인간이 거주하는 것 역시 심스의 지구공동

설 이론과 일치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서 고든 핌 이야기｣의 공간묘사에서 

나타난 지리적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작품에 언급된 

지리적 내용을 조사했고, 또 핌의 남극탐험의 모티브가 된 

쿡과 브리스코의 남극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자료로 

제시하고, 또한 핌이 항해한 지역을 지도위에 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시대에 간행된 지도를 통해 소설에 언급된 장소

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 소설의 줄거리가 전체적으로 대서

양과 남극해의 두 개의 대칭적 공간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핌은 대서양을 남쪽으로 항해하여 남극권을 진

입했는데, 대서양은 실제의 세계, 그리고 남극해는 환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했다. 특

히 베넷섬이 위치한 남위 82도를 기준으로 실제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알려진 세계를 항해하는 구간의 서사에서는 공간

묘사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한 것을 알 수 있다. 포는 19세

기 지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남방대륙 

탐사, 포경사업, 무역항로, 모피무역과 관련해서 상세하

게 기술을 했고, 그리고 제인호가 정박하는 지역의 지형과 

동식물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술했다. 그렇

지만 포가 언급한 지리적 내용의 상당 부분은 모렐의 항해

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 역시 확인했다. 

셋째, 환상의 세계를 항해하는 제인호는 서경 42도 선을 

기준으로 사우스섀틀랜드 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파월

섬 남쪽으로 직진한 것임을 지도작업을 통해 확인했다. 환

상의 세계에 대해 사용된 공간묘사 역시 지형과 동식물에 

집중된다. 특히 이 소설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찰랄섬의 경우, 화산지형 및 지질특성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남반구의 해양성 온대지방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항해할수록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기술되어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는 소설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레

이놀즈의 이름을 근거로 이 소설이 지구공동설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레이놀즈의 남극탐사를 위한 

의회연설과 첨부한 자료집에서는 심스의 주장이 전혀 반

영하지 않았음을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이 소

설에 반영된 지구공동설은 레이놀즈가 아닌 심스의 영향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포가 저술한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다｣에 언

급된 말라스톰을 키르허와 심스가 지구공동설의 근거로 

인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아서 고든 핌 이야기｣

의 남극의 하얀 장막이 지구내부로 통하는 통로를 의미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극부근의 따뜻한 

해수온도와 남극 근처에 서식하는 온대지방의 동식물 역

그림 6. 마그누스 해도(1536년)의 노르웨이 연안 지역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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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심스의 주장과 부합하기 때문에 지구공동설에 근거해 

이를 기술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그누스와 키르허의 지

리학을 심스가 인용하고, 이를 다시 포가 지구내부로 통하

는 통로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막연히 포가 지구공동설에 근거해 이 작품을 

기술했다는 기존의 지리학적 연구 성과를 확장하여, 실제 

내용에 언급된 지리적 내용과 항해경로, 인용한 탐사자료

와 항해경로의 지도화를 통해 작품의 지리적 이해를 용이

하게 했다.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남극의 하얀 장막이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통로의 입구임을 확인했다.

포는 검정색 바위, 검정색 알바트로스, 완전한 흑인이 

존재하는 찰랄섬과 하얀재, 우유 빛 바다, 하얀 장막이 존

재하는 남극점을 이질적인 공간으로 극명하게 대비시켰

다. 그는 이 지역의 공간묘사를 통해 흑과 백의 이항적 대

립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기술함에 있어서 유사지

리학적 내용을 크게 부각시켰다.  

포는 지리학을 문학적인 상상력과 교묘하게 결합시켰

다. 지리자료와 해양탐사에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은 레이

놀즈의 연설문 자료와 모렐의 항해기를 인용했고, 또한 지

구공동설은 심스의 이론에 의존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쓰여진 가장 섬세한 모험이야기”라는 이 소설

에 대한 평가는 결국 광범위한 지리학 자료를 활용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헤르만 멜빌

(Herman Melville)의 ｢모비 딕｣, 쥘 베른(Jules Verne)의 

｢지구 속 여행｣, 러브크래프트(Howard Phillips Lovecraft)

의 ｢광기의 산맥｣ 이 대표적으로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Leane, 2012). 현재 이 작품은 끊임없는 재해석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미국 문학의 어떤 고전작품 못지않게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고 있고, 포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

로 평가받고 있다(이종민, 2006). 그런데 이 작품을 가능하

게 한 것은 바로 당시의 지리학이었다. 따라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도화한 이 연구는 

포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註

1) 예를 들어 핌은 여행의 마지막인 지하세계의 입구

에서 수의를 입은 사람의 형상을 발견하는데 이 셩

상은 포가 어렸을 때 죽은 그의 어머니일 수도 있

다. 이러한 경우 핌의 남극으로의 여행은 포의 자전

적인 요소가 결합된 정체성 찾기의 상징적인 여행

이며 핌이 경험하는 불안, 공포, 죽음, 악, 흑과 백, 

자연의 신비 등은 포 자신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정체성 찾기의 한 과정이 된다(민경택, 2013).

2) 이 논쟁은 특히 그가 편집을 담당했던 ｢서던 리터

러리 메신저｣의 1836년 4월호에 게재된 친노예제

적 서평인 ｢노예제｣의 저자가 포인가를 두고 진행

되었다(양석원, 2006).

3) 전승희(2017)의 번역본을 기준으로 분량을 계산한 

것이다. 

4)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복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

은 분량을 인용했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모렐의 탐

사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레이놀즈가 모렐의 자

료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은데, 아마도 당시 모렐의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관련

될 확률이 높다. 모렐의 항해기는 과장이 너무 많아, 

당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Simpson- 

Housley, 1992).

5) 구체적으로 Gardner(1998)가 어떤 비극인지는 언

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활발했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남부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미국노예제폐지협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가 1833년 창설되었고, 이 

소설이 발표되던 1838년에 이 단체가 왕성한 활동

을 하고 있었다.

6) 번역본에 따라 ‘살랄’ 또는 ‘트살랄’로 표기하기도 

한다.

7) 매사추세츠 주의 버클리섬에 위치하는 ‘다이튼 락

(Dighton Rock)’에 새겨진 암각화와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Moldenhauer, 1992)

8) 전승희(2017)는 이를 폭포로 번역했지만, Poe(1838)

에는 ‘curtain’으로 표기되어 있다.

9) 누비안의 지리학자는 대체로 아랍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Muhammed ibn Muhammad, al Idrisi, 

Al Sharif)로 보지만, 프톨레마이오스로 보는 견해

도 존재한다(Ljungquis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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