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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르발의 『환상시편」 연구* 

- 신화비평적 읽기 -

01 건 c> 
T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 서 론 

1.출판사항 

『환상시펀Les Chimères~은 제라르 드 네르발Gérard de Nerval이 생전에 출간 

한 마지막 작품집 『불의 딸들Les Filles du feu~ 말미에 자리하고 있는 12 편 

의 소네트 모음이다.1) 보통명사로는 “환상” 혹은 “환각”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제목은 고유 명사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키마이라의 프랑스어 

표기이기도 하다. 신화사전에 따르면， 입으로 불을 뿜어대는 키마이라는 태풍 

의 신 튀폰과 하반신이 뱀의 모습을 지닌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로， 

사자 머리에 염소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가진 것으로， 아니면 염소와 사 

자의 머리 등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괴물의 이름 

* 이 논문은 1999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씌어진 것이다 
1 ) 네르발이 사망하기 전 해인 1854년에 발간된 『볼의 딸들』은 작가 자신이 “단편소 

설집Nouvelles"이라고 부제를 붙여놓고는 았지만， 그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스카롱Scarron 품의 단편과 함께 『환상시펀』을 포함한 자신의 작품집에 대 

한 이야기가 틀어 있어， 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긴 r알렉상드르 뒤마에게A 

AIε'xandre Dumas J 로 시작되는 『볼의 딸틀』은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12 편의 소 

네트 오응집 이와에도， Ang허ique， Sylvie, Jemmy, Octavie, lsis, Corilla, Emilie 등， 그 

길이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편차가 심한 작품틀로 구성되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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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상”이파늠 단이의 이원이 원 것은 한 마디로 규정되지 않는 그 외양의 

디중생 때문인 것으로 보인디 작품집 『불의 딸늘-의 일부를 구성히기에 적 

절해 보이는 ‘ 볼을 뿜이대는 괴물‘’이 되였건， 아니년 시편늘이 그 분병한 의 

미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미터 밝히고 있다는 의미에사 “환 

상”이 되었긴 니1긍밥의 시 !，'~음집 제목은 그 자치]만으로도 직품의 내용이 독 

자들의 접끈유 쉽게 용언하지 않욕 것임븐 ul 리 짐작하게 하고 였다 

각종 신회외 지성 혹은 다른 문학 작둠 둥과 연관되는 8 개의 제목 아래 

12 편의 소네트로 구성후환상시편」욕 그 대부분이 기왕에 반표되 작품틀로， 

처]록을 바꾸거나 내 용의 엘부를 수정한 것틀이다，2) 그러나 득이한 사실유， 

1854년의 [불의 멸를」 츠판본에늠 복치기 없을 뿐더미， 겉표지늠 볼른 속뇨 

지에조치도 이 시펀늘에 관한 인듭이 없아‘ 그 출판 환경부티기 의문의 대상 

。1 되고 있다는 침이디 바록 너1브발이 작품집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1

시펀날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환상시편』을 이해 

하는 네 도움음 주시보다는 자라리 그 신비보움을 가증시카고 았다고 하는 

펀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이 간략힌 언급조자도 애초에 작성된 시문 끝 부 

분에 갑직스러) 첨샤펀 등한 ~I상음 풍기고 았어， 01 시 11듣이 ‘ 딘.!fU뇨성집 

nouve lJes 이라는 명시적인 부제를 지니고 있는 「불의 띤틀』의 애초의 충판 

711 획과는 P관하게 마지막 순간에 멋붙여꺼 것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심어추 

고 있디] I 

네브발。1 생전에 작품집을 내년서 시펀들을 !}_함시킨 것은 r 불의 딸을， 01 

2) IF 환장 λl 편영 !1f Desdù::h‘，J，ι .l11，vγIh‘’ Hon‘ Anlér‘)S. D써lω， Arlémi.1、 [ι Chrisl (11α 

o/iv“c'rs, f.εrs ‘loró로 이루어셔 있다 이 가운터1 인 곱 번째 μ ι'/irist aux o/iriers는 

히니의 제되 아래 다섯 딘의 소터1 5'.로 구성되아 였다 

3) 이라한 판단의 가장 분명한 근시는， 12 핀의 소네트 가운데 마지마 작품인 「황금 

시 Vers ιIOY(_'os.J 가 ~1 'iI되어 있는 쪽과 객의 뒤표지가 간지소차 없이 곧바로 이어지 

? 있다는 사실이다 울판 사헝괴 간런해서는 서1 권。로 울만된 너1 0'발의 늘헤이 

야드 신판((jérard de Nef\'깅 1 ， ()eμres cof!lplètes, Edition publiée sous [a direction de 

Jean Gl1 illal1me et de Claude Piιhois ， Bibliothèque de la Pkiade‘ 1993) 께3권 1267 

[270 걱。11 있는 킹'11 설을 상초한 것 이후로 네브열으1 삭 S 인징은 다으 언급이 없 

는 한 이 판본에 따르며 직품병 뒤의 둥마 숫자는 이 판본의 건수를 가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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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은 아니마 예를 들이 r망당 생활의 작은 성들Pet씨 châtεaux dlε Bohèm띠 

의 경우 자기 자신이 “산문과 시”과는 부제를 붙여놓고 았고， 그 。 1 외의 경우 

에도 비록 영시적얀 성격 규정은 없디고는 허나 수록된 시편늘이 『환상시펀」 

과 같아 작품집 내에시 독립적얀 위치블 차지하고 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 

는 없는 것으호 보인다 그려 c} ，본의 땀들』의 경우는 그 부제가 분병히 “단 

띤소설집”으호 되어 있어 이 12 편의 시 P→음의 성격은 그 내용에 접끈하 !l 

친부터 논관의 대상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구가를유 『불의 면틀 4을 구성하는 일곱 

익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논 점과 「환상사펀」 

편익 산문이 모두 여성 

가운데 몇및 대폭틀이 잎의 

있음을 지걱히며‘ 이 시편툴 

여정 을 흥합히고 았는 것이바 

산문에서 묘사되:i!_ 있늠 이떤 장변을 반복히:i!_ 

。 1 구원의 여성상을 잣아기는 네브발의 영적 

생각한디 아늘의 견해에 따브년‘ “여지는 남지의 괴물(환상) 혹유 약령”이바 

는 하。IlllHeinriιh Hζme의 표현4)이 r환상시편”의 발생접일 젓이고 결국 이 

“본음 뿜는 괴물’‘ 혹은 “환성”이란 '11 딛말이 찾아다닌 “볼의 말들’의 다른 이 

듬이라는 것이다 평생운 동해 예술파 여인의 사량 그러고 이들 통한 구원음 

추구했던 대표적인 후시 닝만주의자 니]르반에게 분명 결맞은 해석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추장음 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았는 상 

관소(相關素)틀이 「불으1 맏틀」에 포함된 입곱 번의 산문 가운데 주로 「옥[써L 

와 「설비」 혹은 「이시스」에 제한되어 있c1늠 사실이디 댄 앞의 산문들이 여 

신의 이릉을 보힘히여 모두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반띤환상 

시펀』 기운데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소네트는 너1 편에 지나지 

않고 았음도 문제일 수맘에 없다 걸국 [환상시펀J이 분의 딸늘J에 수록된 

던펀들과 맺고 았는 관계까 이 시띈들의 신비들 벗겨즐 수 았는 열쇠가 되리 

라는 가매는 애초부터 그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q보 보인다 

4) Nerval ‘ Les Poésies de 1 Jenri J leine η L p. 1132 <, La tèmme e~얀 [a chimère de 

l'hommt, ou son ι↑non 、 。1브 암행 파브르Yves-Alain Favre가 =흰상시꺼 에 올인 

히)설(Ner、 3 1. Srlviζ [ιs Chimèr“ “ “ufrιs chimii':rιy 1854, Pari :õ., TJachette, 1977, p 

72)을 참조갑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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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르발의 신비화 

그 출판 사힘에서부티 예사롭지 않은 r환상시편〕은 사실 프망스 문학사블 

통틀이 기장 집F히기 이려운 작품늘 기운데 히나로 정평이 나 있디 그 。1

유는 우선 12 편의 소내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낯선 신화적 헝상날과 。1늘과 

빈관된 사긴들 띠l문일 것이다 원터 ;스코드Walter Scott의 소성로부터 시직하 

여 그리스와 로마 그러고 이집드와 유매의 산화 천성은 물론 예수의 수난사 

와 피타고라스들 참조향으도 하고 았는 이 시넨듬익 제목과 내 용은 너1르빈 

자신만큼 각종 산회외 신 Hl론에 정통하지 못한 독자혹서는 그 엘차적인 독서 

에서부터 휴란이] 빠져틀지 않을 수 없게 만듣고 있다 암반적으로는 확장된 

유유 기능을 통해 문학 자등에 상징성을 부여히는 것으로 이해되늠 산화걱 

요소늘이 r환상시집』에서는 히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열판되 사건의 테두리 

안에 비치뇌고 전개뇌는 것이 아니랴， 끝없이 중첩되연서 흔란을 기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직 문제는 신화 혹은 신비론에 관힌 지석만을 가지고 이 시펀들 

의 의미들 해독해낼 수가 없다는 네에 았다 냉만주의 사기가 각종 신비론파 

제교통합론syncrétIsme이 유행했던 시션이었고， 따라시 당매의 독자들 모두는 

아니라 1잠지라도 적어도 네르반의 추변 ~I붕틀에게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았는 작품틀의 의미가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함 수 있지만， 선제 

사정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네 

브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해한 뒤마Dumas는 1853년 12월 10엘지 『총사 

늘Les J1ollsquetaire;잉어1 그에 미한 추모의 금을 발표히며， 지신이 소장히고 있 

인 111르발의 자필 원고 가운디)에서 「엘 데스디차도」를 인용한다 그 원고에 

는 이 시펜과 힘께 이듬해에 「아긍베미스」라는 제옥으로 『환상시펀J에 실 iòl 

게 될 「시간의 발레Rallet des heuresJ 샤 들어 있었다 그런네 이 소내드의 아 

래 부분을 보면， 즙음 그어 지우시는 했지만， “이해합 수 없습니까? 그럼 이 

것음 읽어보시오 D, 'v1. - LUClUS. AGATIIO, PRISCIUS ，"랴 적혀 있다 5) 껴 

5) 이탈이아 여행 중 볼굳냐얘시 발견한 묘식에 적펴 있있던 이 수수께끼 김은 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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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 친필 원」를 주ï'_받을 정보로 평소에 기까이 지내던 뒤마조치도 지신의 

작품을 감싸고 았는 신비를 꿰뚫을 수 없음을 네브발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디 

\11 브발。 1 '환상시켠 n을 신비의 세계로 늘어시는 입구라고 생각했읍은 시얀 

자신의 밤언 속에시 확91된다 『분의 땀들」의 시문에시 자신의 “저생 가운네 

하나의 이야/]"들 스가롱Scarron 석으로 펌치고 난 나li극[밥은 자신유 괴돕히고 

았는 생산진환과 이에 따른 빈작을 “지옥으노의 하강”이라 규정하면서， 뒤마 

。11 게 「엠 데스디차도」뿐 아니라 그 같유 ‘측좌옆초띄죄 봉상의 상대”이1서 씌 

어진 시편틀 모두를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6) 있는 그대로 감상해야 

지 ‘설벙히게 되띤 그 매력을 잃을 것‘이파는 이 시펀들은1 시인 지신의 표현 

에 의히맨， “해켈의 형이상학아나 스웨덴보리의 [수상록』에 비해 더 닌해할 

것도 없는” 내용을 낚고 있디 이렵지 않유 내용에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맛 

을 냈을 뿐이라는 투의 그의 검손을 반어법 O~로 읽어야 힘은 물논이다 그?-I 

고 여기에 덧붙여진 “설명이 가능하다연”이라는 딘사가 자신의 직품이 1설명 

이 분가등힌 것↑이라는 단언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국 내글밥의 언읍 

은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r환상시핀』의 서]게까 샤장 난애한 천핵이나 신비론 

의 영역을 뛰어념는 것이라는 의미도 읽히셔야 한다는 것이 우이의 판단이다 

"1 문구에 관해서는 『판도"IP，α셔'()I'씨의 젓머리에서 이야기되끼 였다 지시]한 것은 

너]브발익 늘어]이야느 신판 3권 1281 옥의 수석을 창조할 것 

6) Nerval, A Alcwt ‘ke Dumas in Les Filles 찌 꺼J， IJI, p. 458 (( Et p니 lsque 、이기IS “vez 

εu l' imprudεncε d, ιiler \1 11 dts s이111리S α)1llposè dans cet élal dε rêveriε 

mpernatw씨I\te， comme diraient les A[[emar떠S ， i I faut que vous [es εntendiez tO \l:'\ 

[]s ne sont guètε plus obscurs que la métaphysique ιHégel ou les • féJllorables de 

s、'vedenborg， d perdraient dε lζur channe à être expl띠ues‘ si la chose élail possibk‘ 
concédez-moi du moins le mérite d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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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i'환상시편』의 구조 

1. 내용 분석과 형태 분석 

네르발 자신에 의한 신비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자연주의적” 상상력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프루스트에 의한 평가7) 이후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그의 작품 세계를 둘러싸고 았는 신비를 설명해내기 위해 대 

부분의 네르발 연구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주어진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들 

과의 관계망 속에 위치시키며 그 의미를 추적한다. 특히 『환상시펀』을 설명 

하려는 시도는， 앞서 보았듯이， 우선은 『불의 딸들』에 설린 단편들파의 상관 

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았으며， 더 나아가 네르발의 유고인 『오렐리아Aur녕ia~나 

이전에 발표된 『동방기행 ι~age eη OrientjJ파 『겨1 명론자들Les Illuminés~ 등을 

주요 참조항으로 삼고 있다. 

또 생전의 네르발이 제교통합론은 물론 각종 신비론에 심취해 있었음에 주 

목하늠 일군의 평자들은 『환상시편』을 문학작품이라는 범주를 넘어 연금술의 

비방(秘方)이나 타로Tarot 카드의 시적 형상으로 읽으려고 노력해 왔다.8) 네르 

발의 작품 세계가 함축하고 았는 고도의 상징성을 짐작케 해주는 이런 유형 

의 직업은 그러나 자칫 작품과는 무관한 신비론이나 싱싱력의 틀을 직품에 

덧씌움으로써 그 고유의 상상 공간으로부터 떠날 뿐 아니라 작가와 작품을 

극단적으로 신비화하여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방해하고 았다는 비 

난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신비화로만 치닫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우려의 표명은 놀랍게 

도 신화와 상징 그리고 신비론과 상상력의 문제에 그 누구보다도 갚은 관심 

을 가졌던 레옹 셀리에Lεon Cellier에게서 시작된다. 문학 연구가라기보다는 

7) Marcel Proust, << IX. Gérard de Nerval >> in Contre Sainte-Beuve. Paris, N.R.F. , 1954. 
8) 그 대표적얀 예가 르 님르통(Georges Le Breton, << La Clé des Chimères 1’alchimie >> 

in Fontaine nO 44, 1945 ; Nerval. po강'te alchimique. Curandera, 1982)과 리 셰 (Jean 

Richer, Gérard de Nerval et les doctrines 잉otériques. Griffon d’or, 1947 ; Nerval. 

Expérience et création, Hachεπε， 1963)가 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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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L}려 연금술사나 전숱기 혹은 계벙른지이기를 선택한 듯한 열균의 평지들 

이 [환상시편J 지제를 이해 ;;1 고 설벙히려는 " 력을 기울이는 디1 신 스스로의 

환상에 빠져 문학 작품을 각종 신비술의 암호문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우회적인 거부심을 표시하는 t깅리에는 사얀이 정확히 어띤 의도로 

「환상시편4분 썼는가릎 집문힌다 9) 그러고 그는 우선 직움 자세에 대힌 이해 

릎 위해 엠걱힌 과찰과 면밀힌 분석유 행한 것$- 저1얀하며， 스스로가 「엠 네 

스디자도」의 한 행에 매한 분석과 해성을 시도한다 101 

그이고 그의 요구에 대한 응탑유 여려 형대로 제시되었다 델러J. W 

Kneller외 제라트A. S. Gérard 퉁이] 이어 즈니나스카(ìenÎnasca가 「환상시편4을 

문학 자품으로 입고지 한 첼리에의 시도를 구체화히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히 

였디 111 그것은 분냉 20시1 기 후반에 늘이 비평계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과 

학생의 춘구”이}는 디1 벙제를→ 충즉시키기 위한 S 력의 열환이었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셀리에의 작업이 쉽사라 그 산비를 드러내지 않는 「엘 데스디 

자도」 제9행 12에 대힌 본격식얀 분석암에는 틀텀이 없기는 하나 그것이 딘 

하나의 시행에 국힌되어 았읍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 델허와 저]라듣의 직업 

역시 「엠 네스디사도」 한 빈에만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비한다면 12 

음천 168 행에 불과한 「환상시펴4의 분석윷 위해 무여 350 쪽 이상의 잭을 

9) Léon C히lier. Càard de l'/cn'a/, coll α Cc씨laissance des Lettres 、 Par“ Hatier 

[974, p. 233 ',< Qu'a d이lC 、 oulu Nerval en écrivant les ChimÃre5? 11 ne chen:he pas 

[a poé씨e pure ‘ si IlOUS dé“gnon ‘ par là des f'onnules inιntalO1reS qUl lrou、 enl leur 

ra“이 d'Nre dans leur par띠 ite puretl'. Ces s이nets s에t [ourds de s얻nifïcation. 1[ ne 

cherche pas les énigmes alchimiquεS lm sεns stnct‘ 이.1 n'e‘ mt>me pas 5Ür qu• 1 ait 

utilιé la lèchnique de l'énigrne. Ce~ sonneLS sont obscurs, mais non pas hennétiques. >> 

10) Léo l1 Cdlier.“ Sur un vers des C꺼lnlθ'C5 Nenral εt Shakεspeare ν in Cahief'5 du 

S，씨 r{' 311 , 1952 repris in Parι(시Irs inifιliqtι.1'. Neu이lâtd ， A la ßacollnière, 19 ì7, p 

269 '< [ •.• J nous sommes loin de sa、 oir de façon exacte ce que Nerva[ a voul니 dire 

[ ... ] D'autrεs ， partis J'une iJéε lπeαmçue‘ nous ont offet1 un Nerνal eonfoTIne à leurs 

croyarll、es. )> 

11 ) 자세힌 내용은 Jacques Geninasca 의 ljf“’ Lectl’re de “ EL De_'ldichado >> (Archives des 

lettres moderne r;, N~ 59, Paris, Minard‘ 1965. p. 9) 등 침조한 것 
12) << Sui~ι-j e Arnour ou Phébu 인 Lusignan ou 13iron ’ " 



72 인운논옹 제 46집 

써낸 주니나스카의 작업은 기히 기년비적인 것이라 해야 얄 것이다 13 ) 로인 

야읍손R. Jaωbωn의 시학 。1는과 그러[마스Greimas의 구조의미는에 기초히고 

있는 그의 연구는 단순히 인이학적인 분석어1만 한정된 젓이 아니고， 당시까 

지의 거의 끄든 연구 결과블 종합하고 있어‘ 그 양파 실에 있어 새로운 분석 

시도 자세들 무색하게 만들시에 충분한 정도다 그러나 그 비쿄릎 볼허하는 

방대힌 엔구 결과에도 볼구하고 그의 직엽은 “시의 문법”욕 짖 O~려는 원대한 

야망 때문에， 그 스스노도 ~1정하듯이환상시띤: 자세들 감씨고 았는 산비 

에 대한 규명 노력보다는 시 언어의 행대 분석에 머 큰 부게를 투고 았다는 

지적을 받아야하는 것도 사실이다，141 

2 구조의 운제 

우랴기 시]고히는 『환상시편」의 분석도 레옹 셀리에의 요구에 대한 히나의 

웅담이기를 띄땅한다‘ 그이나 우리의 작업은， 특정 텍스튿에 대힌 의미 분석 

이나 특정 주제 혹은 심싱의 발생과 연용의 추석에 앞시， 01 시 오읍집 자세 
의 구조에 대힌 논의들 우선직인 목표로 힌다 그것은 「환상시펀J 이 하나의 

독쉽펀 시집으로서의 완건생음 지니고 였다는 천제에사 출반힘을 의미한다 

아 시띠틀이 자체적으도 구측하고 있는 내적 상관성에 무선적으로 과심을 기 

울여야 구체적인 텍스트에 관한 선명과 시 모음집 친처]이] 대한 이해가 가능 

하리라능 젓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마 

앞서 지적한 디1 로‘ 인야학에 기초한 텍스트의 형태 분석 작업은 논외로 전 

13) Jacques Geninasca ι.4.nah'se srru이 urale des Chimères de Nen끼f. Neuchâtel 이 la 

Bllconnière‘ 197 1. 1986 

14) Ihid , p. 365 α '\otre travail lai、se hien de:'> questiolls en 씨spens ， c'est qu'il se situe 

par rappolt ~l Utl ce띠 i l1 llloment de [a recherche. L끼 t~1che que 110m 110m ('tion5 fixl'e 

Ullε fois aιωmplie. ll(기J:'. elllrevoy이1‘ la po%iblillé d’une procédure d’analy:::.e plus 

déduιtivε que celle que t10US a、 lS suivie. Nous espér‘ s, ma[gré tout. que notre 

cαntrib l1tion ια études nervalienne‘ pour provisoire qu'elle soit dans ses résultats. sera 

utilisabk par r] 'autres εt que la llléorie dll disCOlITS poét씨ue pourra liftr qudquε pro山

des expériences conduites dans le cadre de cette m(ηograph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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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1제까지 시보원 대부분의 분석틀은 r환상시편， 0] 디른 텍스트들과 뱃 

는 관계에서 출발히였다 디시 말해， 그것이 연금술을 비롯한 각층 신비는이 

되었건 혹은 네브발 지신의 디른 자품이 되었건환상시펀， 0] 아닌 디른 텍 

스드날에시 r환상시펀』의 해독의 열쇠를 찾 0_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내 그것이 과연 직품의 산비들 벗기는 것 91 지 휴은 가증시키는 것 91 지 분 

맹치 않다는 점은 이미 레옹 셉리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 같은 독시가 

「환상시넨4윷 직 iε하고 았는 모호한 심상들의 출치을 확인사킴으노써 그 의 

미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0]를 기반으로 시 모음집을 지매하는 

상상71]의 구조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임도 사샅이다 그러나 하나의 심상 

혹은 표현의 의미가 동일한 작가의 경우파 팔지과도 사진과 같은 망식으로 

고정뇌이 있는 것이 아니아‘ 구체적얀 문맥 가운데에서 현동화(現動化)될 때 

에민 의미자용적이아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디 

따라시 우리는 。1 시 오읍집을 \1] 브발의 권유에 따라 “았는 그대로 ’ 읽고 

자 힌다 니1긍발 자신의 다른 직둠과의 인관생에 매달리시보다는 시 ~읍집 

자치1샤 드려내고 았는 구생 법치음 확인하는 것이 :환싱시펀-의 신비에 접까 

하는 지픔심이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판딘이다 우리논 그것이 연금숭이나 

점생숭 혹은 타로 차F가 『환상시편』으1 선비를 푸는 연쇠라고 주장하는 입군 

의 평자틀에 대해， 지엽적인 유사성으로 지체를 선벙하기 위해 작품을 작위 

적으로 나능으로써 결켜 자풍〈이 지닌 열체성을 피피하여 시인의 의보를 배반 

할 위험성이 있디고 지적한 고미에의 경고15)에 귀 기울이는 태~아 생각딴디 

8 개의 제목 아래 12 펀의 소네트로 이루이져 있는 이 [환상시펀4의 구성 

원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주장이 꺼1시된 바 있다 당연힌 것 

15) cr . .l ean (ìau[mier. (J앙 ard dt 샤rvaf ε 1 Lι s fïiies du fezt , Paris, Niι리， 1956, p.l15 

<< Les dOllze sonnets de Nζ:rval ont inspirl' de Ilomhreux ç이nmentaJres - tαIS à 

rekJl1T‘ car ιes poelllζ::. ~Onl d'une 111얘uisablε 꺼이 le::':'l e‘ mais lous marqués du même 

défaut ils fragn낸ntent aπifciellement une unité que Nerval, al1iste ιonscient， a voulue 

totale. En outrε‘ [a plup“rt des eXl'gètes systl'l11atisent à J'eιès des vues qui seraient 

plus con\'aincante:'l si εlk:::. ne prélendaient Lrouver au :,ymbolisme nervali이1 unÇ Sεl↓1ε 

cl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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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겠지넨‘ 「엘 데스마지보」로 시작히여 「횡남시」로 끝을 뱃는 이 시 모응 

집을 히내의 완걸된 독럽적인 단위로 생각히는 대부분의 연구기늘은 이 두 

편의 소네트를 각각 t 환상시편-의 서막과 종막으로 생각히고‘ 디시 12 편의 

소니1드블 전반부 여섯 편과 후반부 여섯 펀 O~로 f운하고 았다 그러고 그 

대부분의 갱우 시막에시 시직된 이 시 오음집의 드라마가 내긍밤이 의도힌 

배치 순시에 따라 사건욕 엮어까며 마지막 시꾀욕 향해 천개되고 았다는 의 

w] 에서 통사식 독서을 권유하고 있다 

고미에의 견해에 따르면환상시편=유 『불의 떤틀』으1 단편듣이 마룬 주제 

를 다시 정이하고 있는 셈이다 16) 칫 벤째 소네트 「엠 데스디자도」가 시인으 

로서의 지신의 운병을 내적 :iL백 형태로 E 래히며 절망의 몬짓으로 시 모응 

접 전체의 문을 여는 서막이라맨， 마지막의 「횡금시」는 네브발。1 개인의 설 

존 치원을 넘이 처]험한 시런을 통해 얻게 되 제교통합적 예치를 표벙히며 시 

집의 문을 닫는 종막이 된다 결파 U 환상시편J은 피타고라스의 어법으로 그 

종작섬에 。1급는 ‘운명으호시의 우주의 역사”에 대한 시콕얀 셈이마 또 전반 

부의 두 먼깨 ru1 ~-토」보부터 여섯 맨째 「아긍에미스」까지의 다섯 편의 소네 
트들 통해 이교의 산들이 지배한 고대 서1게의 모습이 그뎌지고 있다면， 다셋 

버째 「댈피차」에서부터는 기독교 세게도의 이행 4↑정이 그여지고 였으며， 

후반부의 「갇람산의 그리스도」 연작 마섯 번의 소네트는 전망적인 유대 진통 

기운데 ~등장한 예수와 그의 수난사를 통해 마지막의 「황남시」를 준비히며 」

디] 이교의 신늘이 돌아올 것염을 예고히고 있디는 것이 고미에의 설병이디 

12 펀의 소네트로 구성된 네브발의 ι환상시편1을 11 편의 장편시늘로 이루 

이진 비니 Alrred de Vigny의 「운냉시집 {，es Destinées_1과 비피하고 있는 레옹 

셀러에도 고미에와 여려 측연에시 동일힌 견해들 보이1 았다 비니의 시집 

이 「운영fι~ Destint호1，에시 시작하여 「순수정신[’감싸'zt pUfJ으로 끝올 맺고 

았다면， 네르반의 λ1 집 역시 오르페 우스의 숙t생음 타고난 시 91 자신의 노래 

16} lbid. p. 127,(( Les Chimò'C's ne font ql1e reprendre les thèmes l'P<:US dans les selη 

1…u\'elks des Filles du Feu mais ]'habiletθ ::,uprêrne ‘ e Nerval a cOllsislé juskrnent à 

terminer son recueil par ces son l1ets écrits el1 état de “ rèverie supεrnatul띠 i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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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벙Le DεstinJ l7 )으로 시자히여 파티j]_파스의 예지를 탐j]_ 있능 「횡금시」로 

마감히고 있아 동일한 구성 원리를 지니고 있디는 것이 그의 생각이디 모든 

것을 잃고 오직 리아만을 지니고 있을 뿐인 우울한 시안의 5 래 「엘 데스디 

차도」가 시집 전치1의 시막이고 다섯 편씩으로 。1루어진 두 묶읍의 소>11드늘 

이 그 두}을 따딛고 았으며， 첫 밴째 소내드처럼 시집의 마지막에 독압적으보 

위치애 있는 「황금사」는 ~l듀의 종괴사 저제들 힌 옴 0_보 구혀힌 시 ~l 의 영 

식 밤색의 종작점이 된다 또 그리스 노마와 구약의 문맥에 워지하는 꺼반부 

다섯 편의 소네트 묶음유 “미르토”와 ‘다프네’‘에 이어 “지욕의 성녀 la saìnte 

de 1’abîme"인 ‘아르테미스’에 관한 노래도 비니의 시집 속에 퉁장하는 이브의 

모습을 그리j]_ 았으며‘ 。1 를 통해 자유 걸말을 짓고 있디 그랴j]_ 예수의 수 

난이아는 선약 선경의 문맥에 지리히는 감당산의 그리스도 연자 디섯 편 

의 소네트 묶음도 비니의 「감맘산Lε j\1ont d.ε.\' oliviεrSJ 과 통일한 내용을 디루 

고 있 Cι며‘ 그리스도가 이카로스와 과에돈 그러고 아티스와 동일시뇌고 있는 

다셋 맨째 소비튿에시 또 다른 소살론이 맺어지고 있다 1 S) 

앞시의 두 평자의 독시가 이1균발이 의도힌 시관들의 깨지 순시에 따른 통 

시적인 것이라면 즈니나스가의 독시는 공사적이고 입세식 ~l 것이라 해야 함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세밀하고 흥합적인 독서를 수행하고 있는 즈니나스차 

는 과학적 염정생음 내세 우며 구조의미론애 의거한 형대 분석과 더불어， 네 

르낼 지신의 텍스트늠 볼론 네르발에 관한 연구를 토함한 각층 연구의 성과 

물을을 동원안 내용 분석을 곁늘이연서 [환상시편4의 구조를 잦고 있디 그 

의 방대한 작업을 벚 마디로 요약안디는 것은 불기능판 엘이지만， 너1브발의 

시집 가운데 전반부 여섯 편의 소너1드에 겁증된 분석을 통해 그의 작업아 내 

린 결론에 따균면‘ 。I 12 펀익 사 R읍집을 ;<Iilj 하는 구성 원치은 첫 번째에 

시 마지막 소내드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깨지 원직을 넘어시는 것이다 이어 

지는 두 소네트 사이에시보다， 1. r 엔 네스디차노r 6. r아르버비스J ， 2. 비르 

토r 5. r 엘펴카」‘ 3. ;호루스r 4. r 안에로스」 사이에서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171 엘뤼아~_Eluard 소장본 원」끼에 식혀있는 「엘 비스디i 도」의 원래 세되이L 

1~) Léon Cellier, (Jθ“rd de ivàval,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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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이나피 있디늠 주장을 펼치늠 죠니나스가늠 이들을 디시 역사를 뛰이념늠 

순환적 시간관。1 분벙히게 드이나는 시편늘(3. '호루스J ， 5. r델펴카J ， 6. r아 

브터1 미스，)파 개인파 인류의 치원을 지배히는 직선적 시간관이 분벙한 시편 

늘(1. '옐 데스디차도」， 2 「미르토J ， 4 안례로스，)로 나누고 있다 낚에 위치 

한 시꾀들이 안에 위치힌 사띤들욕 김싸는 세 겹의 헝상유 보이는 이 여섯 

팩의 소니1드들은 사션삭 시간과 순화식 시간의 흐듬은 담고 었는 시띤들이 

이어지고 단선되면서 친세적으노논 “」켜잡 구조‘을 이푸고 았다는 것이 즈니 

나스차의 추장이다 그것은 경국 직선적 시간 속에서 유사한 사건틀이 ‘반복 

répétition 되고 있는 시펀틀과 순환적 시간 속에서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능 회귀rεtour'의 시편들을 통해 시인이 변화 속에서 변히지 않능 본칠 

을 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디 시간판에 의한 동일성과 。1 타성 

의 교치파는 설병 법직이 후반부의 시편늘어[도 적용된디고 생각히는 주니나 

스카는 예수의 수난사라는 역사적 샤건을 닫고 있는 「김람산의 그리스도」의 

소니1드 다섯 띈은 시간이 선삭으로 흐닫는 사펀들이며， 마지막의 「황금시」는 

결정직인 딘질이 없이 영원힌 동일생운 유지하는 회귀적 시간이 지깨하는 시 

깅1 임음 보여주고 있마]이 

이브 ?!랭 파브트의 지적대로，10) 이를의 분석은 공시적 독서와 통사적 톡 

서의 견과라는 차이점윷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틀의 견해는 서로 대립 

적이라기보디늠 상보적이라 해야 옳을 것이마 이들 이외에보 「환상사편」에 

관딴 디)부분의 연구늘이 이 시 모음집의 구성원리에 대딴 나름미로의 견해를 

봐히고 있으나 그 숨겨진 구조를 맑히는 디1 았아 더 이상의 ι 력이나 진전을 

보인 예는 쉽 셰 찾아지지 않는다 21) 

논리적 반박의 가능생을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의 서]띨힌 관찰음 

19) Jacques Geninasca ι.4. na/]i_}'C stnκfIιde des Chim l_'res de l'/cn'al, pp. 357-365 

20) Y‘ies-A[ain Favrε ， Op. cit. , p. 72 , 

21 ) 예를 듬어 비교적 최근애 미드발애 관한 연뉘시릎 발표한 미셀 를궁1MκhεI Collot 

ιδrard de λlerval ou Ja d.δαion ，~ l'ima.'~i!laiκ Paris, PCF, 1992‘ pp. 101-105)의 경 

우노 “이원적 구생법칙야lèma ι이'ganisalion binairε”을 너]"'말의 삭강 서1게 전에얘 

꺼용하며 즈니나스카와 유사한 분식 결4를 방히jl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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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회귀 와 ‘반복’의 구조를 찾아낸 주니나스가의 분석에 대해 우랴로서는 

다띠 한 기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지적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환상시 

편』의 매치 순서에 의한 기본적얀 독서기 선행뇌지 않는 한， 죠니나스카의 

주장은 그 논리적 까거를 잃게 필 것。1라는 접이다 그가 찾아낸 “숨겨진 f 

조”에도 불구하고 내긍밤 샤신은 분명 12 띤의 소내드을 「엠 네스디차도」로 

시작하여 「황금시」로 끝븐 맺도룩 1새치하고 있음은 부정될 수 없기 예문이다 

즈니냐스차 자신도 분명히 밝히고 았등。]'2 1 네르빈의 의도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톡자의 가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 어떤 Hl밍스런 구성 법 

칙도 어디까지나 F러난 구성 법칙을 보완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딸 수는 없 

는 것이디 

따랴서 우리기 새삼스런세 시도히는 [환상시편」의 독서도 그 선비를 만번 

에 벗겨줄 열쇠기 되는 그 이띤 숨겨진 구조블 찾아내려는 5 력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지는 질문은 니)브발이 정해놓은 유일한 구성 법착안 이 시 

펀들의 IIB 치 순시의 필인생에 관힌 것이마 울론 이 시팬들이 드려 l뀌고 있는 

정태직인 구조에 대힌 묘사도 산발적이시는 하지만 여려 굉자들에 의해 시도 

되어 온 것이 사석이마 그러나 앞사 고~l 에나 셈리에의 경 F에시 보았듯이 

그 대부분의 정우δ 각 시편들의 내 용과 통장~l묻 또는 신회 형상틀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휠연성이1 천착하기 보다는， 91류의 종교적 상상꺼1가 검어온 

진행 과정이라능 텍스트 외적 현상에 의 /1히여 각각의 시편들을 연결히고 있 

을 뿐아디 우리로서는 보디 구체적인 텍스트의 관찰을 통해 네브발이 정한 

시펀늘의 배치 순서기 신상과 표현의 치원에서 이띤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기 

를 질문하고자 힌다 

22} Jacques Geninasca, Op_ , cir .. p. 357 "En ]'absI:'l1cI:' de r('μμtiιms de sa patt‘ nOLls 

sommε~ réduiι aux hYPOlhèsεs iinvériJiabks ι11' 1εs rahons ou 1ζs illknlion :õ. de 

['auteur. condamnés à l'ignorance et au :"ilence. Sans dénier à pers이me le droir de 

proposer ‘… gré de ses goüts ou des pré ιupations d니 moment, S“ 1πupre ‘IIιhiteι띠re 

sεcrèk dö Chil1l fνι'i， nous ne pensons pas llli 1e de ::， ub::， tiluεr l' arbitrairε du leclellf uu 

libre arbitre de ]'émette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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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IT'환상시 편』 분석 

1. r엘 데스디차도J - 2. r미르토」 

“환상 공간”의 문을 열고 있는 첫 번째 소네트 「엘 데스디차도」는 시 모음 

집의 서막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그 자제로 『환상시편』 

전체를 축도로서 조망하게 해 주는 작품이리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네 

르발의 그 어떤 작품보다도 많은 관심과 주석의 대상이 되어온 이 작품 자체 

에 대한 새삼스러운 분석과 해설은 우리 작업 목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보인다. 

“유일한 별”마저 잃고 절대적연 상설감 속에서 독백을 시작하는 화자는 오 

직 “검은 태양”이 드리워셔 았는 류트 하나만을 지닌 채 어둠 속에 잠겨 았 

다 이 절망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자는 두 번째 4행시에서 찬란한 

이탈리아의 풍광을 되살리려 애를 쓰고， 세 번째 연(聯)인 첫 번째 3행시에서 

늠 시의 첫머리에서 규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 새로운 질문을 던 

진다. 혼돈을 겪다 꿈속으로 빠져든 화자는 마지막 연에 이르러 사랑하는 아 

내 에우리디케를 찾아 지옥으로 내려간 인류 최초의 시인 오르페우스와 자신 

을 동일시하면시，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다. 결국 시와 사랑 

의 주제를 한 몸에 구현하고 있는 오르페우스의 신화를 통해 네르발은 자신 

의 시적 모험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시인의 자기 규정과 정채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첫 번째 

소네트 「엘 데스디차도」와 그 뒤를 잇는 「미르토」 사이의 관계는 다른 어떤 

소네트들 사이의 관계보다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레네가 허l 염을 치는 

동굴 속에서 꿈을 꾸었고 지옥의 강을 두 번이나 무사히 건녔다는 결론을 내 

린 화자는 앞서 두 번째 4행시에서 돌려달라고 애원했던 이탈리아의 바다와 

포실리포에 대한 생각으로 두 번째 소네트 「미르토」들 시작하고 있다. 



Dans la nuit du tombeau. toi qui m'없 C에solι 

R윈 d:'>-moi le Pausilippe et la ltIèf d• talie 

La fleur qui plaisait tant à mon COeUT désolé, 

I::t [a treille oü le pampre à la 1'03e s'allie 

Je pense à toi, Myttho, diν ine enchanteresse‘ 

Au Pausilippe alLier, de mille reux brillam, 

A tOI1 ηont inondé ‘ es ιlartés ‘l'Oriεnt‘ 

Aux raisins noirs 111이és avec I'or de ta t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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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 테스디차도 I [5-8) 

「미드토， (1 -4) 

U 환상시펀』의 처을 두 소니1드가 공유하고 았는 공간인 포실리포는 나폴리 

의 마닷가에 었는 언녁의 이듬으로‘ “야음유 달래주는”이라는 의미의 그리스 

어에시 파생된 던어다 거의 !，'_든 해설가들은 「분의 람들』의 니] 낸째 이야기 

~1 r 욕다비」에 등장하는 이 지멍음 연걱 고리호 『환상시핀』의 첫 두 소네트 

를 쓰고 았는 시인의 심려 상황쓴 묻론 이 시 모음집 진체가 지향하는 의미 

의 지평을 섣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옥다비」의 J추~l공은 파랴에 두 

고 온 여인과의 이줄 수 없늠 사랑 때문에 푼설이오의 절벽애서 뛰어내릴 생 

각을 히지만， 영낚 처녀 옥티비와의 약속을 떠올리고는 지살의 유혹으로부터 

벗이난디 그니니까 。1 숙음을 유혹히는 장소는 그 。1름의 이원적 의미대로 

실연의 아픔을 달래준 곳이 뇌는 셈이다 

그러나 두 펀의 소네드에사 셰속해시 등장하는 시인의 환성 공간을 딘순히 

「욕타비」에시의 샤긴을 회상하며 이들 참조항 0_ 5'. 불려오시 위힌 장지라고만 

생각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평자들은 더 이상의 의문음 제기하지 않는 것이 

사선이지만， 포심리포라는 배정쓴 단순히 ‘섣연으로 인한 자살의 유흑으로무 

라 벗어난 곳’이라는 삽회적 의미도 한정되지 않는 것으도 보인다‘ 「엠 데스 

디지보」에서 이미 죽음의 세계를 디녀온 사안유 분명 두 번째 소네트 8행에 

서 “무사이기 나를 그리스의 아늘 가운데 히나기 되거1 해주었디( ... ) 1서 Musζ 

m'a làit ]'un des Jìls 이e la Grèce'‘아 적고 있다 디시 딸히] 네드발은 스스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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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페우스의 후예로서 첫 번째 소네트에서 안시원 입문의식에 의한 죽음을 

거쳐 새로이 태이났으며 그 새로운 삶은 시의 여신。1 측성한 시인으로서의 

삶이아는 이야기를 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디 이 

같은 우리의 판딘은 두 번쩌 소>11드얀 「미브토」의 마지막 3행시에서 인급되 

고 있는 “버 R길리우스의 원겨1수 가지 les rameaux du laurier de Vîrgile"에 끈 

거힌다 포심리표는 오딛페우스처럼 살아시 지옥으로의 하강용 경험힌 에니] 

이아스Aα elω의 쉰릭 I1들 노래한 노마의 시인 베르김다 우스의 무님이 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걷국 투 소네트 사이의 관기]는 그 지이적 배경의 통일성으도만 한정되지 

않는디 첫 번째 소네트에서 무덤의 이듀 속에 갇혀 류트1간을 지년 치] 이틸 

리아의 잔린한 IF굉과 더불이， 훈도 그루와 아우이진 장미꽃을 그리니 화지 

기 오브퍼1우스의 리아를 타며 성버와 요정을 '. 래했음을 상기히고 있디변， 

두 번째 소니1드의 화자는 황금빗 머릿딘의 미브토라는 전싱의 여얀과 동방의 

찬란힌 빗을 머금은 포실리포 언녁을 검은 포도송이와 힘께 떠올리며 또다시 

오금페우스의 후예가 펀 자산의 오습을 그리고 았는 것이다 죽읍을 경험하 

1 다시 내어난 유입한 신 이야코스 디오니소스， 시직 영감음 볼어 넣어주논 

부사이에너1이 ::~4('νleidj의 사 91 이며 통시에 「신곡」에서는 단테를 베아트라 

체에게로 인도한 베르김라 우스， 그의 부덤가애 Fi라워진 시산(詩神) 아폴론의 

나무 윌켜1수 등‘ 모든 신화적 요소들이 지옥으로의 하강파 입문의식으로서의 
」ζ o c 
피습늘 

있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비전(秘傳)의 내용으로서의 시를 이야기하고 

2. r미르토J - 3. r호루스」 

그 눈실로 천싱의 황훌/생올 볼러일으키는 미르토의 잔을 뱉아 마신 화자는 

도쥐정에 빠친 이듣에게 신생 치]헌의 기회들 부여하는 디오니소스의 산노가 

된마 이 신생 체힘흘 흥해 91간은 유한 존재라는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삶 

과 죽음의 정치1를 넙어선다 이를 위해 고대 그버스의 엠메 우시스에서는 디 

오니소스의 디른 이름인 이야코스와 삼파 죽음 의 영속적 반복을 주관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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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메테르를 모시능 비전 전수 의식이 서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디 네르발 

지신이 이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였읍은 부연할 필요기 없을 것이디 23) 그렇 

다연 “무사이에 의해 그리스의 아늘이 되었다”파는 진술은 화지기 신화의 세 

계 속의 시인이 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취의 신 이야코스와 시의 여신 

무사이의 축복이 사 ~l 에거] 세상의 신비들 꿰뚫유 수 있는 등리욕 부여하였음 

욕 뜻하는 것이 됩 것이다 

Je sllis pourquoi !à-bas [e νo[can ::;'est rouvζrt 

C'est qu’hier tu J'a、 ais touché d'un pied agile, 

[t de cendres soudain ['horiι이1 S'eSl ι이Jvert 

Depuis qu'un duc normand br“a tes dieux d'argile, 

Toujours, ::,ou:; Ies rameaux du laurier de Virgile, 

Le pâlζ H π:enSlil ιunit au Myηhe vel1! 

I l-I]'?토J (9-14) 

시인으로 축생(祝뿔)되 까닭에 화산 폭발이아는 붕기해한 지연 현상의 이유 

까지도 꿰똥아블 수 았세 된 화지는 그 "1나 더 이상 잔린한 도취경 속의 행 

복한 몽상을 계속하지 못힌다 화산새로 뒤덮여버린 씨상으로 눈을 돌리년서 

어둠의 그럼자 속q로 다시 빠져들기 시직힌 시인의 싱싱릭은 이내 산화적 

공간에시 벗어내 빗의 세셰들 파괴힌 역사적 사긴안보 방향을 선회힌다 농 

익어 “까매친 포도송이까 그대익 금빛 머릿단과 영겨였던’ 포섣리포의 벚나 

는 풍광을 ‘무덤 속의 어퉁”으로 올아넣은 사건은 미르토의 신상(게빼象)틀윷 

우수어 나l 런 노르망 공작의 챔공이였다 

23) IF흘의 띨틀 의 다옛 번째 이야기인 c "1 시스J 에서 네르발응 제교용협톤에 입각하어 

엘레우 λ1스 1-I 1JI’의 선 이야런스를 기닉J11_의 디1속지얀 예수 그러 π 흐루스와 경합 

시 :1'，..l!.. 있다 " [e Rédemptcur promis à [a teπe ， et que pressentaient depuis longremps 

les poètes et les orac[야‘ est-çe ['enfant Horu’ allaité par la mère divinε‘ et qui sera [e 

Verbe (logos) des âges futl lTs? - Esl-ιζ ['IaιchuγIé:::.us dö 1ll)'‘써res dτléusis‘ plus 

gral띠 déj i:ι et s'élançant des bras de D인néter， [a d강 εsse panthée'! ( ... ) )) (1 11. p.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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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 이 북망의 저1후는 이집트의 신화를 소재로 삼:iL 있늠 디음 소네트 

「호루스」의 중심인물 기운 1매 히나인 크네프를 부르고 있디 

Le dieu Kneph en tremblant ébmnlaiL l'univ t:rs 

J<;iι la 111용rε， alors se [e、 a SUT sa COlκhε 

Fit Ull geste de haine à s에 l'PO\‘ farouche. 

[t ]'ardeur d↑auLrerl) i~ brilla dalls sö ve L1X verb 

(( Le voyez-vous, dit-elle‘ il meurt, ce vieux pervers, 

Tous les Crimas du 1l\ollde ont passé par sa houche, 

Att(ιhez <;011 pied tors, éteignζz son oeil louche‘ 

C'est le dieu des volcans et le roi des hiv비ν 

「호루 λ J (l-~) 

마치 「미브토」에시 화산의 폭발이 옴 지평선을 새로 뒤덮고 그 뒤를 이어 

서1상에 변혁이 생겼던 것처럼 「호우스」에시는 화산의 신 크니1프가 이시스와 

의 집자리에시 옵블 벨어 온 우주들 뒤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 

주에 여혁을 가져오는 주세로 묘사되는 회산이라논 주제까 두 소네트들 직접 

적으로 이어추는 연견 고라~] 생이다 

이어지는 두 시편 사이의 연관성음 높여주고 있는 요소는 이뿐이 아니다 

바록 화산의 폭빌지럼 통일한 현상으로 등장히고 있지는 않지만“‘문1 파 “발” 

이아는 신체적 요소늘도 두 소네트에서 반복적으로 인급되고 있디 우선 미 

브토의 “유음기 머금은 눈l'oeil sourianl"에 예전의 열정으로 벚을 발히는 이시 

스 여신의 “초록빗 눈Sζs yζux Vt:1ι”이 호웅힌다 또 여신의 눈빛은 「미를토」 

의 마지막 행에사 보이는 사랑파 비의 여신 아프로-디베에게 바쳐진 ‘초룩빗 

도금양myrthe νeπ”의 색채들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앞의 소이1드에시 “이야딘 

스의 반치 aux pieds d'Iac이1US"와 힘 께 미르보의 “날렵힌 반un pied agîle"24)이 

241 싣상 'u]르도」에서 화자가 란을 끽고 있는 2인 정 단수 “ τ대 " I} 소너1트의 셋 한어] 

등상하는 “미F모， 신성딴 이법의 여얀 만윤 가미카는 것인지는 운영치기 않다 그 

까닭은 제3행 “통냉의 광채 속애 젖어는 그대 。 1마’에서의 “그대 "7:' 미르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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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그려지j]_ 았다면， 뒤의 소네트에 등장히능 우주의 지매지。1 며 화 

산의 신인 크네프의 경우는 아프로디테의 남편인 대장장이 신 해피이스토스 

를 염상케 히는 ‘뒤틀린 발pied LOrs" 고} ‘사팔눈Cζil louche"을 기진 모습으로 

그려지연시 전적 〈즈로 부정적인 속성만을 보이고 았다 당연힌 것이 뇌겠지만， 

화산의 산 크1J1프의 부생적인 오습은 이미 l 미르토 에시부티 준비원 것이 

라 한 수 있다 앞의 소내드에사 친란힌 이담리아의 풍광용 재로 두}덮어버린 

회산의 폭빈 뒤에 등장한 노르망 공작。1 뷰방에서 온 정책자-"- 님방의 산상 

틀을 마괴한 점이 강조되고 있다면， 뒤의 소네트에서는 회신의 신 R더1프가 

입으로 서라를 내뿐는 “겨울의 왕le roi des hivers ’, 벚이 가득한 게전과 행복 

한 몽상의 공긴을 ly 피혀는 존재로 우각되j]_ 았다 

묘사의 증위기 아니아 등장히는 형상늘 사이의 판계에서도 두 소네트는 상 

관성을 강화히고 있디 앞의 소네트는 무사이에 의해 화지기 “그러슨의 아늘 

가운데 하나”가 뇌었다며， 신화의 세계인 그리스를 매개로 시의 여신과 시인 

사이에 S'~자 관계들 설정하고 았마 그런사 하연 뒤의 소네드도 이시스와 호 

누수 사이의 !，'~자 관계들 언급하고 았다 그려내 앞사 보았듯이 산지] 부위들 

까리키는 명사들이 두 소내트에시 상반원 모습으돕 묘사되고 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 모자 관711 역시 투 소네트에서 반F시 통입한 속생음 보여추고 

았지는 않다 잎의 소너1트에서 신틀의 세계인 그버스의 아틀이 되어 산성윷 

처]힘하고 비진을 진수 받유 화X 능 “나노 그 까닦을 얀마 Je sais pourquoi"라 

는 선인으로 이머니와 지신 사이의 꾀집딴 관계를 강조히고 있지만， 뒤의 소 

네트에서 이머니 이시스는 화지의 이머니기 아니아 호루스의 이머니이고， 그 

이머니는 “우리”를 버려두고 떠난다 

여인을 가ι1키는 깃일 수E 았지아， :CE 제2행에시 언납，<，1 푼실 ~l 푼 언턱을 가씨키 

논 것민 수도 있 ;1 때문이다 비르도라는 여 '?l 마 요섣리￡다논 지병 사이의 증첩 

애서 빚어지는 효과애 대한 지세딴 논의는 즈니냐스카(Analy.'N ’lrucfur(，시'e des 

Chimères de /\/εrval， p. 170)를 참조필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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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é~sse avait fui Sllr sa c이여ue don::'e 

La mεr 에.)us renvnyait SOIl irnage adorée, 

Et les ci이x myonnaient sous [년ιh (i rpε ιlriι 

호루스J (1 2-14) 

아들을 위해 난편을 버랴.:il.， 아들을 위해 CF요의 여신 퀴벨과의 옷으로 갇 

아입은 이머니 이시스는， 미브토와 더불아 “횡금빙 을 공유히고는 있지만， 아 

늘과 함께히는 모습보디는 아늘로부터 떠나버리는 모습이 강조뇌고 였디 디 

만 또 다른 어머니인 “바다”가 여신의 오습을 은유적 안로 보여즐 뿐이다 무 

념 속의 어둠에 갇혀시 『향상시띤』욕 시직힌 CfU극[밤은 동방의 찬란힌 햇살욕 

멤는 미글토들 부르며 포심리포의 황홀갱에 빠져들고 시 91 의 어매니릎 만나 

지만， 남방의 하란한 도쥐의 세게들 파괴하는 부방 웅토의 지배자들 때문에 

시인이 너l 버 

흐름으로만보인다 

어머니를 잃고 마는 섹이마 어머니가 떠나버린 세상에 닝셔진 

째 소네트에서 분노의 상상벽음 편지는 것은 자연스런 

3. r호루스J - 4. r안테로스」 

「호루스」와 「안테로스」 사이의 연관성은 무잇보디 전제적이고 폭균적인 크네 

프와 여호와에 대한 분노와 공걱성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았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소，11 드 'u]딛토」어] 이어 계속해시 R자 관계가 언급되고 았을도 주 

목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오자 관셰는 앞시도 보았듯이 상당힌 차이섭들을 

포힘하고 았다 「호푸스」애시논 어매니언 이시스 여신이 자산의 늙은 남11에 

대한 적개십음 내보이고， 헤르메스와 오시버스의 사랑윷 받는” 아듣음 찾아 

나서는 반면，성) ，안테혹스」 에서는 회자의 선조 밸루스와 아내지 다곰이 여 

호와에게 패해 지욕에 갇혀 있어， 아들인 화지 흘로 지신의 어머니틀 보호히 

고 있디 

25) " L'aigle a d세 à pa“ é , l'öprit nOllveau m'appεlk‘ ! J'ai revêlu pour h• i la robε de 

Cybèle .. ,1 C’est ['entànt bien-aimé d'[ lermès et d'Osiris • ν 호 F스 (~-11 ) 



Jéhoνah! le dernier, vaincu par ton gé'nie, 

Qui , du rönd des enfers, criaiL ,< Ô Ly대nnid >> 

C잉 mon [lïeu[ Bé[us ou mon père D[jgon 

Jls m'ont plongé trois j()js dans le~‘ eaux 이u C‘.KyLe 

Et, pr이강geant t，이 It seul ma mère Ama[écyte 

Je ressème ~l ses pieds les dents du vieωx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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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로즈J (1 3-14) 

대부분의 언구가늘은 이 소 \11 드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늙은 용의 이빨”에 

대해 그것이 베바이의 시조언 카드오스의 천설과 인관된 것엠유 지적하는 것 

0_로 만족힌다 시리아의 왕자 카드!，l~스는 제우스에게 유괴된 에우로에들 짖 

아 어머니 덴레파사외 힘써 그펴스에 이른다 누이들 찾 /1 "，에논 돌아오지 

말라는 부왕 아게노르의 엮명을 받은 그는 어머니마저 에상을 떠나자 신탁윷 

얻기 위해 엘포이도 간다 새로운 도시를 건성하라는 신탁을 받지만 이틀 입 

행에게능 극복해야 할 시련이 기디라:i!_ 있었디 2ój 무신 아레스의 아플로 일 

려진 용。1 샘물을 지키며 물을 길이온 이늘의 앞길을 기로막는 것이다 모든 

영웅늘이 지신의 능력을 시험받는 입문의례를 거치삿 카드모스도 그 용과 맞 

서 싸우] 이신다 그리고는 아테나 여신의 조언에 따마 죽은 괴물의 이빨을 

땅에 뿌린다 그러자 무장을 힌 힌 무리의 전사들이 땅에시 내와 사로 싸움 

음 멸이며 시보들 죽이고 그 가운네 가장 강힌 용사 다섯이 남아 테바이들 

낀섣하논네 혁혁한 공을 세 우게 된다 

얀테로스가 자션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j늙쓴 용으] 이빨”을 뿌리는 행 

위는 카F모스의 주1섯도 모두 선병되는 것입 수 였다‘ 더욱이 “뿌마다semer 

261 레비 / 투로즈의 j 유명힌 외디 루::>-~ /}겨] 분석표(Cl ， L6vy-Strauss, 세lthropologie 

~lru이u，서ι Paris‘ Plon, 1958, p. 236)에 기 드오스기 어머니 델러]고]사와 함께 그리스 

에 이르렀다는 샤실을 첨가해야 한다는 깃이 F이의 판단이다 이 모자의 。|야기 

를 전하는 저섣이 발~된 헛태로 남아았지 않다 하디랴도 이득이 아매지와 남써 

인 01게노F 를 떠니 다듀 곳。로 왔다는 것은 곧 외디우스의 너1극을 여1π히는 신 

회소가 됨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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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니라 디시 뿌리디 res~emer ’과능 뇌현이 사용되고 있음으로 보아 안테로 

스기 시인의 상상계 기운데에서 전빔(典範)이 뇌는 디른 행위를 반복히고 있 

읍도 집작할 수 았디 걸국 너1브발이 실저1로 카드모스의 전설에 기미고 있다 

는 가정은 상망한 설득럭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사소한 것 0_로 보일 

수도 았겠지만， 카드오스의 정우 어머니샤 먼저 죽은 것 0_ 5'. 천해지지만， 안 

테보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보호 대상 0_보 남아 있음욕 지객애야 한 

것이다 또 

기 넙편을 

안에도스의 어머니외논 달리， 호누스외 카F모스의 어매니들은 각 

위해 나서는 적극적인 변을 보이고 었다는 점도 주 버려고 아틀을 

록해야 한다‘ 

부지 관계 약사 모지 관계와 함께 눈여셔보아야 할 전이디 우주의 지배권 

을 두고 크네프와 여호와와 적디)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호루스와 안테로스 

는 모두 입문의식과 관계뭔 신격을 지난 아버지를 가지고 있디 우선 안테로 

스의 경우에는 댄}루스와 다곤。1 죽음의 세계를 흐브는 ‘ 힌탄의 간"코치토스 

에 아들의 옵을 담금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후손에게 시련파 죽음음 

동힌 분굴의 옵으호의 재생’이라는 대표적인 입문의석의 과정음 거치게 힌 것 

이다 ‘ 아들윷 사망하는”이라논 정의들 받고 았는 「호)까스」의 헤르에스27"1외 

오시버스 역시 틀 다 대표적인 입문의식의 추재자혹서의 선격을 지니고 았 

다 28) 그버스 신회에서 올텀포스 신들익 경1 령의 억함윷 수행하는 헤르메스는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뭇 영웅들이 행히늠 죽음의 세계로의 여행에서 안내지 

역할을 맡으연서 이늘의 입문의식을 주관"51는 신이디 이집트 신화에서는 호 

룬스의 스송으로 또 보호지로 등장히는 토트Thol와 동일시되띤서 동시에 η 1.[ 

27) 돋우타르코f 는 。1 시스를 헤르에즈의 말로 '1옥하고 있어， 호우스가 “헤르에스 

와 오λ1 리스으1 시랑을 받는 아이’이는 너I~ 말으1 표현이 반드시 은유적이지만은 

않다-"' 판단낄 수 있다 헤르메스 신회의 ←F조분식에 대해서늠 Ciilbert Durand 

(<< Hεnndica ratio ζt ~cienιε 〔 ε I'hOll11ne iJ in Sd(:씨ce (ι ['hunl l/le “ lmdilion‘ Pari‘’ 
Berg internaLiona1. [979)을 참조할 것 

281 입문의식에 대해서논 Miκea Eliade (lnit“ tion rites 

Gallimard, 1959)오'1- Silllonε Viemε (Rite η'"'ακ inill씨κm 

1987)을 참조얄 갓 

soci{1{;s secn_Yes 

Grenoblζ PUG. , 
p‘m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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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발벙한 지혜의 선으로 추앙 받는 二L능 “시] 비1나 위대한 헤르에스HermfS 

Trismégi~te"로 불리며 또 디든 치원의 입문의식적 상상력의 씨계인 연금술을 

주새히는 신으로까지 그 산격을 획장히고 있다 헤브내1스기 주로 입문의식의 

주새자로시의 산걱。1 감조되는 신얀 반언에， 오시리스는 스스로가 동생 서]트 

에 의해 죽음븐 탕하고 누이이자 아내언 이시스에 의해 마시 생명용 임어 하 

계의 신이 되었다는 신화릎 통해 그 자신이 업문의식 파정에시 시련욕 망하 

논 모습이 강조되는 신이다 

죽음을 포함한 시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입문의식의 기본적인 

구조라변6 아틀을 초얀적인 영웅으도 만듣기 위해 지 옥의 강묻 속에 텀급전 

히는 안테로스의 아머지의 행위는， 영웅을 죽음 의 위힘에 빠뜨리드로 해서 

역할과 디를 바가 없디 증더 시각을 획장 그의 용기를 시험히는 “늙유 용”의 

한다연， 카드모스나 호루스에게 적미적인 아거1" 브나 크너1프 역시 아늘을 시 

린 6_로 듣아넣는다는 의미에시 C영웅 의 앞길을 가로막는 용과 동일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구태여 정신분석희에 기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성장하여 하냐의 독쉽펀 존재가 되시 위해 λ1 

논 건국 아버지을 능가해야 하는 상징적 삼부(殺父)의 생 ~l식을 거쳐야 한다 

는 점에서 볼 때 지극히 팅연한 입이랴 깜 것이다 

4. r안테로스J - 5. r덜피카」 

시런을 기히연서 ~동시에 이블 급복한 

을 부여한디는 양년적 성격을 

]고전지에셰 결과적으로 

용의 선화소는 디섯 

형성한다 

지니고 있는 

「델피카」에서도 나타내 「안에로스」와의 언걸고터를 

Reconnai:'--Lu Ie TCMPLE au péri씨le immense, 

Et les citrons amer、 이j ιlInprnnaJent tes ‘Jentι 

I::t la grotte, fatale aux hôtes imprudents, 

Où du dra~{)n vaincu 이 rt ['antique semenιe 

영웅의 

번꺼] 

지격 

소네트 

「델피카.J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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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로스」의 j늙은 용의 이빨’은 「넬피카」에서는 “그대의 이 les J，ζnls’와 

“패한 용 ùragon vamt: u"이라는 두 개의 표떤 기운데 나뉘이 능장한디 뒤의 소 

네트에서는 “이머니의 발치에 뿌리디‘’아는 요소기 길으로 드이나지 않지만， 

。 1 미 영응에셰 패하여 이빨을 내어준 ‘늙은 용’과 동돕 속에 자신의 종자를 

남겨둔 “패힌 용” 사이에는 자이점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 

0_보 보~]다 “늙은 용 이 지녔던 콩격생의 상칭 ~1 이빨아 긍극적 0_로는 어머 

니들 보호하시 위한 수단이 되논 것이라면， “패한 용의 옛 종자” 또한 지명식 

인 공격성을 내보이며 어머니의 원형적인 모습인 “통굴’을 ‘경솔한 손넘틀1 

로부터 수호하는 역땀을 당멍하고 있기 때문이다 'E 카F모스의 전션에서 

땅에 뿌려진 용의 。1빨로부터 무장한 용사툴얀 스피르토이Spartoi71 생겨 나 

왔다는 신화소를 이머니얀 디1 지기 용의 이빨을 총지로 수에히여 자신을 지켜 

줄 례바이의 아늘늘을 낳은 것이마고 히1 석할 수 있다연델피카」에서 동런 

을 지카는 “패힌 용의 엣 종자”의 의미는 좀더 분냉해진다 여기에 덧붙여， 

안테보스가 용의 이빨을 뿌린 곳음 ，11 긍밥이 “땅”이라고 구제적으보 삭시하 

지 않고 “그분(어머니)의 발치”라고 !，l~호하게 표현힌 것은 실상은 대지라는 

어머니의 자긍음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 얽음 수도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 

다 29) 

이 같은 문백에서라연， 두 소네트에서 711 속되는 용의 이야기 사이에서 다 

프너1에게 ‘옛 시철의 연기를 아늠기”라고 피테 식의 칠문을 던지며 난데없이 

아강나무? 월계수， 올리브， 도금양 버드나무 능을 열거히고 았는 시인의 의도 

에 대해서도 안 가지 진작이 기능한 것으로 보인디 

291 정신분석하의 판집음 취힌 C←먼‘ 「델피카」의 “파힌 용”이 「안에로/느」의 ”늙은 용 처 

령 의형적인 공격성을 강화하기 위헤서 이빨로 등상히는 것이 아니리 새로운 생영 

의 감재대인 종가둥 그 모츄을 바꾸번시 싱적인 색채륙 띠게 꾀다는 샤실은 중요 

힌 의 u]를 지니는 것이다 “매힌 용의 풍자가 잔틀어 았는 동균”이 u상승후] 손님 

들이]케 치영적인 상소”리는 진술은 어매니의 지궁을 찾아오는 “경솔딴‘’ 아들애게 

가아늠 1] 세워 위협으호 읽일 수 있기 때둔이다 



La connais-tu, DAFNE, cette ancienne r이lance‘ 

Au pie이 du svζomore ， OLl SOUS les lwuiers hl에“ 

Sous ['oli 、'ier， le m)'πhe‘ ou les saules trembhmts‘ 

Cette chanson d'amour ... qui to세ours recomm잉 l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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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피카"(1-4) 

땅에 뿌려진 용의 이빨늘로부터 솟아오른 것은 카드R스의 전설에시처럼 

무장힌 천사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대지의 육신욕 덮어 보호하고 였는 온갓 

~}무들일 수도 았다 그것은 세왼욕 뛰어넘어 밴힘없이 대지들 푸닫게 하고 

영원히 이어지논 생병의 산비들 보여주시라도 하논 듯이 “언제나 마시 시작 

되는 (".) 옛 시전의 연가”가 울려 퍼지게 해주는 나무틀， 보듣레르가 나중에 

“자연이라는 신진의 삼아았는 기뚱’이라고 부른 그 나부틀， 우추의 비밀을 딩 

고 있는 “상정의 숲 을 이루늠 그 나무툴일 수 있마 :<0) 콩스탕스의 뒤를 이이 

대부분의 연구지블이 지연스럼게 월계수를 아풀온에， 옹리브나무를 미네브바 

에 그랴고 도금양을 비너스에셰 연판시키며 이 나무늘의 신화적 성격 을 강조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J I >, 더구나 。1아지는 두 밴쩌 4행시에서 화자가 다프네 

에게 “알아보겠느냐’고 울고 았는 “거대힌 열주의 산전”음 떠올린다면 우리 

의 짐직이 전적으보 무리힌 추론은 아닐 수도 았을 것이다 

5. r델피카J - 6. r아르테미스」 

「멜펴카」와 「아르테미스」는 시의 예언의 산 91 아폴론익 신회소를 중심으로 

서로 믹점한 관계를 맺고 있디 그리스어1 라딘어， 프랑스어 그이:，]_ 이탈리아 

이의 종합으로 표기되 제목:<2) ‘델피카‘는 아닐듀의 신타소 델간이에 그 이원 

30) Ch. I3audelaire , rCorre~끼mdanιes .J in Le.\' Ftcur.\' 시“ ”“1 ι La NaLure e，아 니n Lemple 

oü de vivants piliers Laissent 띠rto‘ sortir de contùses paroles‘ :' L'h이nme y passe 

à trav야s des forêts de symb이 es ./ Qui l'obsenrent aveι dεS 1εg"띠 s familierι >

31 ) 콩스탕스{F. Constans, (jérard de !Vεrval d~ειl끼 !e destiι Paris, Nizet, 1 (}7Y, p. 1‘6) 

의 주장에 대해， 즈디나즈가{J. Geninas“‘ Ana!yse struαuralc dc.‘ Chumères dc 

Aιrva!， p. [93)는 다섯 승듀의 니꾸들 가운터1 단응sycomore꾀 al들 sau1e‘ lreml샤ants 

은 과연 어느 신과 연관을 시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윤 던지.il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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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고 있음은 물론이디 그리고 그 첫 행에서 화지기 부르고 있늠 디프네 

는 아날는의 사당을 피해 월계수로 변해버린 요정의 。1듬으로， 이 나무는 첫 

4행사는 물는 그 이전에 「미브토」에서 에브길랴우스의 무덤에 그림지를 드라 

우는 것 0_로 나옴 적이 았다 또 아브테미스 여신은 셀러]네와 헤카테로 이읍 

욕 et꾸는 야폼론의 여동생이다 

공격생혹 무기로 하는 영원힌 

오빠처 덤 황로 무장힌 사냥의 

순섣의 여산이며， 래양신의 

여신이며，그 

여동생 0_로 달의 

여신이며6 빔의 여신으노서 망자의 세새들 지애하는 마법의 여신이시도 하다 

하지만 두 소네트 사이의 연관성은 단순히 신회에 퉁장하는 형상틀 사이의 

관기1로만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폴록 선진의 부녀 옐피차가 진하 

는 신탁저템， 범인은 그 의미를 해독얄 수 없능 소랴들의 울램이 두 소네트 

를 통해 끝없이 반복뇌띤서‘ 설상 설벙히기 이려운 연관성이 두 소네트를 묶 

고 있디는 인상을 응기고 았디 

즈니나스카의 상세헨 형태본적 불석을 잠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델피카」가 

보여주는 반복과 열거 그리고 회귀의 형태직 특성은 주목의 대상이마 우선 

앞시 인용된 첫 번애 4행사에사부티 l-t무의 이듬이 다섯씩이나 열거되어 았 

ï'., 두 멘깨 4행시에시논 하나의 웅사reconn때re샤 세 개의 목적어들 거느리고 

았마 그이고 칫 낸째 4행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옛 연가”가 대명사가 되어 

이 소네트의 첫 단어의 자이를 차지하고 였으면서 다시 제4행에서는 언제나 

다시 시작되능 사랑의 노래”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디 FE 이 Îc네트의 칫 

동사인 “얄디αnn씨re"를 두 번째 4행시의 것 동사 “알아보디 rζcunn씨rζ ’로 중 

칩시키고? 제 1 연의 마지막과 저13 연의 첫머리에 ‘ 디시 시;>;!-되디 recommencer"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시얀은 동일한 집두사(""ε-“)를 

강조하고 였다 8행의 “잠들어 있다dormîr"가 11 행에시는 강화펀 

되풀이되고 았는가 하면， 11 행과 12행에사는 j예언의 숨결un 

sout1le prophétigue ’과 “무녀 la sybille"처립 동입 범주의 의 ~l망을 구생하는 어 

휘듣이 반적 되고 였다 시간의 측윷 따라 반적과 회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 돌아오다revζ111r"바는 

바혼부 통해 L L 

헝 ε~ endollllir로 

32-) Llκdte Pinas, << Le Périslyk, à propos de DιIphic“ (1<;: Nεrval >> in La Toise el /，ι 

vertlgι Paris, Des ]:emmes, 19H6,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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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이미 과서에 있었던 일이이야 한다늠 의미에서， 파거를 강조히늘 ‘옛 

anClenne 이 l 행과 10행에서 그랴고 “예전의anhque’기 8 6E 에서 사용뇌고 있읍 

도 동일한 시각에서 이해되아야 할 것이디 또 “언제나1ouJours‘’와 “아직도 

ζnCOlε ’가 사용되언시 반복에사 회귀로 이어지는 의미논적 고리를 강화하고 

았고， 그 오습은 우인히도 기독까들 공91 힌 황제의 。1듬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 속에도 “일정힌-constant"이랴는 T，J_습으로 들어았마 

。1외 같이 연거외 반객을 통해 희귀들 형상회땐 시 ~1 익 노략은 「환상/、녀1 ， 

진반부의 마지막 소네트인 「아르테미스」에서 한층 더 두F라진다 

La Treiz ii:~me revient.. ('est encor la premι;re; 

디 ζ'est toujours la seule, - ou c'esl le seul moment 

C(l[ εs-tu reine, ò toi! la première ou dernière? 

cs-tu roi. toi [e seul Oll le dernier am3nt'! 

Aimζz qui vous aima du berceau dans la bière 

C어[e que j'aimai seul 111’3I Il1e enc이 tendrement 

C'esL la mort - ou la mork .. 0 délice! ô tourment! 

La rose qu‘ε11e tient. c• est la Rose frémière 

Sainte napolitaine 3W、 mains pleines de reux, 

Rose au coeUT violeι t1eur de sainte Gωlulζ 

As-tu trouvé ta croix dans le dl'sert des cieux? 

Roses blanches, t이nbez! vous insultez nos dieux 

Tombez, fantômes b써IlCS ， ‘.le votre cid qui brùle 

La s“inte de I'abíme e5t pl니s sainte à mes yel‘ 1 

「아를터1 미스」에서 보이는 반복과 회꺼의 강조는 앞의 소비드 「텔피카」의 

경우와 마찬가지호 첫 동사안 “돌아오다-revemr"와 더분어 시간음 내타내는 부 

사 “아직도εncor(e) ’와 “언제나toujours’에시부터 눈에 띈마 처음(끼'eml용re ， 

prenlle꺼이 두 번， 유입힘 (se비)이 내 번， 마지막(dernière， dernier)이 두 낸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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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고，:<3 ) 네 변 반복되고 있는 “사당히디-aImζr ’과는 몽사에 마시 “연인 

amam"이라는 병사가 첨가되고 있디 또 죽은 여인인이 성녀기 될 수 있디는 

의미에서， 네 번 반복되는 “성녀 흑은 생스 "1운samtε’이아는 단이기 두 번 반 

복되는 “죽음mαt" 그러고 이와 연판펀 ‘ 판la bi만0"과 더분어 하나의 의미 축 

욕 。1누고 였다 여기에 덧룹여 ‘장미 rose’ 역시 생녀와의 관계 속에사 ,11 번 

이나 반복되고 있다 장ul가 /1 독jlI_ 생정세계에시 심자샤릎 샤리키는 것이라 

면， 10행에서 묘사되고 았는 나폴리 성녀의 “손에 불이 가득한” 모습은 사심 

브뤼셀의 수호성녀로 얀려친 구툴라의 초상에서도 빈견되는 것이.Jl34 )， EE 그 

불의 보습유 13행의 “타오르는 그대틀의 천상”에서도 반적되고 였다 행대상 

으로 동일혀거나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동일한 주제를 연상시카 

는 이휘늘의 반복은 이렇삿 도처에서 발견되디 그이나 무엿보디도 같은 의 

미측을 따바 배얼될 수 있는 이휘늘아 14행에 걸쳐 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 

니랴‘ 대부불의 경우 같은 시행이나 얀집된 시행에 집증되고 있어 그 반복성 

은 힌층 강조되고 있다 

또 시인 자신의 표떤을 운자 그대로 얽는다던 제2인에시 화자까 사랑의 대 

33) 13시가 듀 한 시라늠 첫 행의 의미토 불 때 “열서1 번째La Treizi잉ne"라는 첫 얀어 

도 마지막이라는 익미로 임어야 입 깃이다 

’41 생녀 구들이에 디1"11서는 로버트 애을든Robert Appleton C이npany에서 펀잔한 가흔 

릭 벅과사전Thε Ca{ho!.κ Dκ1ι/이 1ι 씨a 재7켠의 Saim (ìudula 항목을 삼조할 것 

(http://、.VW、ι neVvadvent.orgicathen/Oï056b.htm) (( Jf St. Mκhael is rhe patron of 

Brusselι St. Gudula i5 its most 、 εnerated [X:Iπoness. 111 iconograp이1) ‘ St. Gudula i5 

repröenkd on a seal 01' Lhe Church 이 Sl. (judula 01' 1446 r며π때uced hy Père Ch 

Cahier (Céν'"이βαtiψ./I!S ‘lcs 씨/씨.5， !, 198) holding il1 her right hand a candle‘ and in 

lter krt a lamp 、이lκh a dεmOll enoeavOl• ß lO exLillgui~h. This represεntaLion h 

doubtle :,-s in ιια，1rd with tllè legen이 whi이11비 ates thal Lfle sainl frequemly repaired to 

the church before COCK-CrOW. The d이nOI1 wishing to int이fupt this pious exerιIse. 

εxtillgu i:;，hεd 111ε lighl which :::.he c꺼πied‘ buL the ::-.aint c이기 ained “01ll God lhal her 

lantern should be rekindled. The f10wer called “tremella deliquescens" 、‘;hich bears fruit 

in the beginning of Jam이rγ is kno\\'n “s "Sinte Goulds 1“mpken ’ (Sr. Gudulιs 

lantenü. The 이d 、애 뎌r εr、 who prolè s:o,ed [0 repres이U 띠e saillLs bOfll in 니lε slales 

of the Ilouse 이 Austria, depict St. (ìudula with a taper in 야r hm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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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부르그l 있능 것은 “죽음” 자체기 뭔디 태이난이 죽음을 향한 걸의 시 

작이아연， 요암에서부터 인간을 사협1는 것은 죽음이고， 굉기의 발작 여부를 

떠나 지살한 시인 네브발이 유일히게 사탕한 것은 이쩌년 바로 죽음 그 지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j긴 른다 그렇다언 이 소네튿에시 시간의 흐듬을 그 

며신의 ~습 0_보 보여주고 았는 달의 여선이자 망령들이 거주하는 하겨1 의 여 

신의 이릎 “야듣터1 미스”가 초고의 제목 「시간의 밤레」을 대신하게 된 까닭도 

이해함 수 있을 것이고 그 첫 단어가 서양에서 진통식으노 볼길함을 의비하 

는 13이라는 숫자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시를 넙어 새도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 13시이고 그것이 한 시를 가이키는 것으도 끝과 시작을 통 

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파면 죠니냐스카 이래로 지적되어온 제8행의 ‘전시꽃 

rose Lrémière (= trlεi(zième) + (pre)mièr，ε) 에도 “끝이연서 시작인 그 유열한 순 

간”이 늘이있는 샘이디 35) 

그러나 U 환상시펀J 전반부의 마지막 소니1드인 「아브테미스」에시 보이는 열 

거와 반복은 앞의 소cil 드 「델피카」에시처럼 이Jí[와 기독3π가 지 "11하는 시대 

의 Jí1_자‘ 과거와 현재 사이의 딘실음 강조하는 대핍에 시초힌 열거와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핍과 모순을 모두 포힘하는 회귀생을 강조하는 연 

거와 반적이마 마지 그 뜻을 안 김 없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 시민은 유사 

한 음가와 의미를 지난 단어와 표혀듣음 끊임없이 반적하면서 ‘시간의 춤f 윷 

그려 보이:il， 이를 통해 일체의 구분을 부정하i.'_ 있능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1 처음이고 그것이 유열의 순간 유「일의 존새디 또 사당의 시세도 파거와 

현새를 넘나늘며 암과 숙음의 경계를 념이서고 있디 사단과 욕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도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없다 숙읍la mort아 죽은 여얀 

la morte음 플러내듯 추상의 세계와 구상의 세계 사이에도 벽이 없다 그것이 

레옹 셀리에가 지식했듯이 신성을 표현할 수 았는 유일힌 수사법인 R순어법 

의 세거1엠은 새삼 강i함 필요까 없음 것이다 361 

35) Jacques Ueninasca, ,( Dé'coupage conventionnel et si맹ification )) in Essais de 

1꺼lI;otique ρ꺼ique， Pa띠ι LarO\mζ‘ 1972, p. 62 
36) Léon Cellier, {< 13audelaire et ]'oxymoron )> in Parcollr:i' initiαf1que，ι p. 19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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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아르테미스J - 7. r감람산의 그리스도」 

U환상시펀〕의 세2부를 구성히는 일꼽 번쩌 시 「감담산의 그리스도」의 첫 소비 

트에서도 「아브테미스」에서 J동원된 주제기 반복뇌고 있。-1 [환상시펀J 의 전반부 

와 후반부를 잇고 았는 인접 시편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치]적 0_ 

로 본 띠l 앞으1 소니1튿 「아균레미스」 가 두 4행시릎 동해 달의 여신이 보여주는 

시간의 승”유 그"1다가 그 뒤릎 잇는 두 3행시에시 기독교의 성디 이야기호 주 

제들 면iε하1 였다면，37) 그 끼독교의 역사까 뒤이] 이어지는 다섯 괜의 소네드 

에서 게속되고 있는 셉이다 'f. 어휘 차원에서 보자변6 잎의 소네트 마지막 행에 

서 사용된， “심연”이나 “구영’이라는 임반적 의미애서부터 총교걱 색채가 농후한 

“히계 혹은 “지옥”이라늄 의미를 되고 있는 단이(‘ abîmε‘)가 「감람산의 그리스도 

」의 것 소네트의 제 12행에서는 무려 서1 번이나 반복되고 았다 그이나 그 무잇보 

다]고 두 소네트 사。 1의 연관성을 더욱 분병히 히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시 

얀의 태도를 보여주는 실문과 대담이 두 소너1드에 길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다시 말해1 앞의 시팬에시 나폴리의 생녀에게 던진 “천싱의 사막에사 선자가 

들 젖았는가'?"J !l l라는 질문에 대해 시인은 뒤의 시띈에시 정폴Jean-Paul을 얀용하 

며 “신은 즉였다1 하늘은 비였다 통곡하라1 자식들이여δ 이제 너희듣에게 아버 

지는 없마1"3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예수로 하여남 “내가 게품이 되어 바져지는 

제단에 신이 게시지 않느니’4이라고 소이치게 만를고 있다 

[I3audelaire] peut y enJin unir 디e미x substantiι contradicloires: c'eSl Nerval qui murmure 

d녀ns le s이mt A.rtLη1“ o dLd ice! ô tourmcnt ’ auquel 8audelaire fait l'cho dans Lcs 

Flcurs du Ala!: 0 douccur δ pO/ mll ’ Ainsi ['ilTationelle jux-써position ‘ ζs contr꺼1κs ε，1 

la seule expressio!l satislaisante de l'exlase que provnque 1'expérience du sacré. 

37) 첫 번째 소네투 「엘 비즈01차도」의 마지막 3행시에시 시인이 “성녀의 힌슴과 요정 

의 비영을 치례로 변조 했년 것은 상기한 것 << El j'ai dεux lûis vainqueur πμεr연 

['Achéron: i Modul;이1t tour à tour sur la Iyre d'Orphée Les soupirs de la sainte et 

les <.:ris de 1“ tl't'. )' '엘 너]ε디자도， (12-14). 

38) << As-tu trou얘 ta croix dar ‘ le 아sert des deux? )) I아브데미스， (11) 

39) ι Dieu est 111 π! le cie! est vide .. :' Pleurez! enfants, vous n'avez plus de Pl'‘ re >) r 김 

캄산의 그리스도」 
40) << Le dieu manque à j'autel, 이1 •e suis la vicitime.. Dieu n’e야 pas! Dieu n↑ξst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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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산의 그라스도」는 그 지체가 예수의 수난사를 디루늠 하나의 이야기를 

다섯 편의 소네트 연자 형태로 구성히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인집 시편 

늘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h 력은 큰 의미가 없아 보인디 시 모음집 전 

치)의 통일성을 소내도라는 헝삭 6_로 유치하려는 이유에시가 아니라년 따로 

구분되어야 핫 필언쟁이 없어 보이는 내용유 가친 두 번째 소니1드에시도 신 

의 부재에 대힌 두려움q로 비탄에 빠져 있는 예수의 옥백이 계속된다 

En chen:hant ]'oeil de Dieu ‘ _ie n'ai vu qu'un orbite 

Vaste, noir et sans fond; d'où la tluit qui 끼labite 

Rayonne :'>ur le monde 리 ::，'éfJ ais인 L [씨ours; 

Un arC-E'n 이el é'trange entoure ce puits sombre, 

Seuil de ]'anden chaos donL le néant est 1’omhre 

SpiraIε εngloutissant les Mondes et 1εs Jours! 

「강캄산의 그리 스도， 11 (9-14) 

“신의 눈을 잣딘 내기 본 것은 핑디)히고 아두운 바약없는 눈구벙뿐 l J 그곳 

을 치[우고 있는 이듀이 짙이져 기며 시[상을 비치고 았디 ‘고 적고 있는 시인유 

공간과 시간마저 휩쓸려 늘아가는 흔논의 문덕”에 서 있는 예수를 그러기 위 

해 「엘 비스디차도」에시 감성적 이유로 동원했던 “검은 애양’의 심상을 우주론 

적 차원 0_호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환싱시펜J 첫 번째 소비드에시 i유일 

한 벅t"의 죽음으혹 해시 무닙 속의 어둠에 갇힌 시인이 。1만리아의 풍광음 되 

샅이며 꿈음 꾸기 시작한 것이고， 지음과 끝이 빚닿은 진반부의 마지막 소네트 

에서 다시 죽음의 그림자를 ~_i!리 우는 십자가를 빈견한 것이라면， 견국 후반부의 

「감람산의 그이스도」능 진반부에서 시인이 꿈속에서 그였던 찬란한 빛의 세계 

를 음화{陰홉)로 보여주는 있는 샘이디 입맞춤을 히1주년 여왕， 시인으로 측성해 

준 무사。1 여신， 이늘을 만나게 해준 보실려보의 미브로 아늘을 위해 등요의 

여신 퀴번1아의 옷으로 단장히는 이시스‘ 아늘의 보호를 필요로 히는 아말CJj 측 

( ••• ) >) r 끽뛰신의 그이스~.J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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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머니 옛 시절의 신틀의 시대기 툴아을 것을 기디리는 다프너L 열체의 구 

분을 무화시키는 아브테미스 능 시인을 위로히1줄 여성의 모습은 모두 사바지 

고， 오직 미문지 난수의 남성신， 존재히지 않으연서 이눈으로 우주를 지배히는 

침묵의 유일자만이 고독한 。F날의 단식을 분터오고 있을 따등이다 

이어지는 「김람산의 그리스도」의 서] 번째 소네드는 「호우스」의 크네프샤 

지깨하는 동토을 다시 떠올리고 었다 “옴이 석어， 만년설 아래시 움시일 측 

모르논 세상계)이] 이른 예수논 “꺼져버린 배양듣 soleils éteints" 아래에서 만물 

의 축음을 예감하며， 유엘산에게 과연 즉음을 극적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자신의 즉음이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것얀지를 묻으며 「아르태 

미스」의 두 3행사에서 던진 칠문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 .iL는 빌2l~ 총목만 

。1 유일히게 J동정심을 보이고 있는 네 번쩌 소네트에서 절망감에 휩끼 F여 고 

통을 참지 못히는 예수는 에루샅렘에서 깨이있는 유일한 존새인 유「디에셰 이 

시 자신을 필아 넘겨 예정된 역사를 완수하라고 재촉힌다 

제울호 바쳐진 예수가 광얀 0_로‘ 하늘 높이 날아오금다 죽음음 맛은 이카 

로스와 파에돈 t즈로 1 그러고는 뒤벤헤까 되살려낸 아티스보 비유되고 있는 

「감람산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네트에시 ?주는 균형음 잃고， 신들의 거지 

~l 올림포스마저 한 순간 위기를 겪는마 

C'était bien lui , cζ fO \l. cet inSe115é sul~끼 Ime 

Cet lcare oublié qui remontait [es cieux, 

Ce Phaéton perdu snus la J()udre des dieu、

Ce bel Aη;s mεUl1ri que Cybèle nmime! 

L'augure iniem ιeait le J1anc de la viclime, 

La teπ'e s↑eTI IVl꺼 11 ‘ e ce sang pré디 eux 

L'univers étαlrdi p히띠1alt Sllr ses eSSleux 

[t ]'Olympe un in ‘1a11t chancela vers ]'abîme 

「감당산의 그리스도， V (1-8) 

41) " ( ... ) les rnondes 1TI (η1:;， sous la nei양 에erndle ι Rεfroidis ( ... ) Þ I 감람산의 그리스 

도， III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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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와 비교될 정도로 일서와 반복이 눈에 띄는 첫 4행시는 한결 

같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hyb디s 때문에 징벌을 받은 신화적 형상늘로 채워 

져 았디 인간으로서는 기당치 않세 히늠 높아 닐아오브디 바디로 떨이져버 

린 이카로스1 겁 없이 태양산얀 아버지 헬리오스의 수레를 물다 옵 세싱을 

분야다로 만들어 제우스의 벼락옥 맛은 파에톤， 퀴멘라가 요구힌 순겸븐 저 

버린 까닭에 광증에 빠져 스스로들 거세하고 그 석과 죽음욕 맛게 펀 아티스 

오비디우스는 F변신」에서 이들의 비극적 종만음 강조하고 았지만， 너1르빈은 

이카로스외 파에톤에서 농이 날아오르는 호루스의 모습을 떠올려고 있다 42) 

특히 아티스의 경 우는， 감히 선틀의 어머니의 의지를 서스른 얀붕이라는 측 

면보디는 여신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다시 소생히능 모습으로 부각되면서， 오 

시리스의 선화를 재구성히고 았디 ';j 역할이 전도딩 모습이기는 히지민 그 

것이 죽음을 이겨내는 사망의 이야기로서 오브펴1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 

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딘가 하언 그 귀한 

피로 대지들 쉬하게 하는” 희생자 예수는 시언의 싱싱계 속에시 신봉자들을 

도쥐경으로 。1 끄는 죽읍과 재생의 신 디오니소스 。1야킨스와 겁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새둘운 신을 안아보지 뭇하논 지싱의 황제는 천싱의 주재자에게 

그의 정체를 밝혀중 것을 기원한다 

(( Rl'ponds! 이띠it O:'sar à Jupiter i\mmon, 

()uel eSL ce 110μ;eau dieu qu’011 lln끼.)se à la Lerre? 

Et si ce n'est un dieu ι↑est (l U mOlllS un 따11l0n ... )) 

Mais ['orac1e invoqué p‘ ur jamais dut se taire; 

lJn :'leul pouvait au lllondε expliquer ce lllystèn~ 

Celui qui donna l'áme aux enf니nts du lim이1 

「김뛰산의 그이스도」 、 (Y-14) 

42) “높은”이라늠 형용사와 염관이 았는 이류을 가진 흐루스늠 이집트 산회 체계에서 

논 “하늘 n‘ “지고의 존깨 를 가려키며 애의 헛상을 띠는 것이 인만직이다 τ럼에 

노 본구하τj 네 F 빌이 후두스를 l늑수미이] 비유히끼 았는 것은 절미지로서의 신의 

특싱을 깅조하기 위한 깃으굳 보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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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의 주제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던 「엘 미스디지도~4시 

의 화지처럽 또 사망의 대상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던 「아브테미스j44)의 

화지처럼， 케사브도 “새로운 신”의 정제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디 히지 

만 이제 더 이상 신탁은 없고 인간은 그 어디서도 담을 구할 수 없다 ‘오끼 

하나， 친흙의 아이들에게 영흑옥 부여힌 존재만이 그 선비들 설명한 수 었다” 

는 맡로 예수의 수난사들 마무리하는 시언은 천성파 지상의 소통이 딘심펀 

새노운 시대의 도래들 선언하는 것으노 보인다 

그넣다면 그 “유일 쥬재 ’는 누구인가? 과연 대부분의 연구자틀이 단언하듯， 

네르반은 구약의 신을 가리키고 았는 것일까04익) 롤휴 예수의 수난극이라는 

「갇탐산의 그리스보」 디섯 편의 성격이 그미하.:il.， ~E 기독교기 유디1 의 진통 

을 그대로 껴1승히고 었는 이상， 그 “유일 존재’는 여호와 혹은 아도나。l 

Adonaï파고 생각히는 것이 간편한 미답일 수 았디 또 예수의 정제성에 미히1 

전상을 지깨하는 주피터 아온이 아무런 신탁도 내려 즐 수 없였다는 것은 。1

쿄의 신들이 유대의 산에게 패권을 넘긴 상황음 가리키는 것이고， 따랴시 그 

i유일 존재”는 유대와 시독고1 천동의 유일신이라 읽는 것이 논리 식일 수도 

았마 

그러나 여호외에 대한 안테로스의 저항과 문노， 옛 시전 이교의 산틀윷 그 

비워하는 다프너1의 눈묻 그이고 장폭으I ~l 용에서 확인되는 “감람신의 그이스 

도’의 회의에 대해 납특히기 위해서능 새로운 설명이 필요할 것이디 。1 전에 

43) << Suis-jε Amour 이J Phébus?. Lu잉gnan ou Bironη ν 「엘 니]스디자도~ (8) 

44) “ ( ... ) es-tu reine, toi! La première l)U dernière? ,/ C:'>-tu r이 toi le se 비 ω le dernier 

alllanU 、 「아루에미/느J (3-4) 

45') 다드 가능성은 비제한 세‘ 네브열으1 상상게들 전적。로 유매 기닉J1I， 전통 속에 위 

지시키며， “유일자”는 기독교의 신이라가보다늠 ←f약의 선을 가이키늠 것이라"'-까 

지 단언하고 았논 플레이야드 종사의 주석은 겸선직인 것으로 보인다 (( Les 

εnfallls du lilllOll :;;0)\1 le:'l hùmmes. La périphrase du dernier vεrs rellVC야 au Dieu de 

['Anciε1 '['e‘tament p[utôt qu'à ιelui du christiani:"me. lJ‘ 1:" ]'Hisfoire de /,“ rcmι du 

Matin ct dc S，이iman prinCC' dcs Cénics‘ Ner、;<1[， par la bouche ‘1ε Tuba!-K띠n‘ rappdle 

quε Dieu [Adonaï] "a créθ ”이mne de boue. en dépit des géniεs du ku" (1. II. P 

721) et il ne cache pas :-.a sympathie pour ces derniers. >> (1I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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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보? 네르발이 신봉한 제교통합론에 따파 46) 모든 정二교능 통일한 산비의 

상이한 형태일 뿐이며‘ 그 "1 기에 예수는 이카로스의 다튼 이릅이고‘ 피에본의 

디른 형상이며， 숙읍을 당한 이야코스 디오니소스기 되이 아티스처럼 부활할 

수 았였년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터나 예수가 이괴의 희생 제의 

릎 반복하고 있다고 믿는 제괴통합론의 엽장에시 보더라도화싱시띤= 저꾀 

에시 확언하게 드려나 보이는 유대 시독괴식 집사에 매힌 부정객 시각은 성 

명하논 네에는 어려움이 넘는다‘ 

더욱이 ‘ 진흙의 아이틀에게 영혼을 부여한 츄재 ’는 여호와 혹유 아도나이 

만이 아니다 헤시오도스에케서는 보이지 않지만， 로마의 시인 호라티 우스나 

오비디우스 47) ~그리스 안내기」를 쓴 피우사니아스Pausaniaβ를 비롯한 많은 고 

전 시대의 자가늘이 아야페토스의 아늘 프로내테우스블 흙에서 인간 을 빚이 

낸 티탄으로 적고 있디 48) 뿐민 아니파 네르발 지신도 프로떼테우스를 진흙 

0_로 인간을 빚어낸 신〈즈로 기악하고 있었음은 여러 곳에시 팍안된다 

46) Jeanine Moulin. Up. cι pp. 74-75 κ Nerval formule κi [dans ]e demier pOl'me du 

Chrisr aux oliviers] SO l1 sync에iSl11e f(이ldant Iεs él인nents communs à tαul야 1εs 

re1igions et à toute、 le‘ 이 ctrinö, il réalise une ‘eule croyance oü vivent les 

aspritati이‘ δ-ernelles de l'hulllanité~ [ ... ] Les cour씨lt5 les plus div야'gents aft1uem vers 

la doctrine des Druses l'idée de la n에ncarnation d'un diεU pOUT sau、τ:r 1εs h이mneι 

la méternpsychose de Pytl띠젠we， l'accessioll des akkab (spiritueι) à la contemplalioll 

divine. Cette religion‘ synth l_'se de toutes les autres‘ lmpressι111 l1e et attire le poòte ‘ 
47) Ovide‘ Les AI{1m’IOrp~ν”이 Traduction ‘le (ζorges L<l faye , Paris, CHlllim (1 rd, coll ‘ 

Polio ", 1992, p. 45 ({ L'homme naqui t, soiL que le créateur de toutes ιhoses， père 

d'un monde meilleur, I'ait form(- d'un germe divin, soit que la terre r(-cente, sé'pa t'<::'e 

‘epuis peu des hautεs régions de l' éthεr‘ rζ이nt εncorε des gεnnes du 디eI， restes de 

leur parenté, et que le fib de JapeL, l'ayant mêlée aux eaux d‘un f1euve, ]'aiL mnde\é à 

!'image des dieux, m찌res de !'univers. )' 

48) Raylllond Troussoll, << Prolllélhée >> in Di.ι Ii“”’”“re d，ιs myfh ，ζ" liu깅raires. Sous '0 
directio l1 d，ι P. BrUf.셔 Paris, Rocher, 14gB, p. 1143 "lJne variatnte impOt1ante 

donne le Titan [Prométhée 1 야ur !e cr(;ateur de la race humaine et !e fell pOllr le 

pruκipe spirituel animanl la créaLure de glaise (Pau얹llias. r Ioracε J uvénal, [sopζ 
fvléandre, et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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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페토즈의 아들이 어라운 기술로 

먼 옛날 진흙과 정도。11 생영을 플어넣었을 때， 

그 손은 우리를 빚。머 넣었。니 우리의 심장에 

울부짖는 사지의 꺾일 줄 9_.? 는 분용 (1L 켜)을 49) 

냥민주의 당시 변혁의 햇불을 놈이 들ïL 절대지 제우스에 디l헝했던 다탄 

프로에테우스에 미한 열굉은 전 f「럼적인 현상이였고， 너1브발 지신도 헤브더 

Hen.Lεr의 디)본에 녁을 붙인 리스트LiszL의 ι속박에서 풀린 프로베테우스Dεr 

F:r，πfèsselte Promι“lα05_1 의 공언 판람기를 남기고 있다 50) 그러고 무엇보다 r불 

의 망들-에 삽입될 예정이었던 딘띤 「판도라」에시 내긍밤이 

~l간의 정조주임욕 분병히 하고 었음욕 주목해야 함 것이다 

프로-메에우스가 

니는 여인에게 프로메터1우스JI 그녀[판도 "ll와 같이 못된 피조물을 비어내거l 히 

였응에 쉬어야했윤 끼통윤 상시시겼다 51 ) 

헤시오도스 。1 래로， 지상에 온갖 짙뱅과 õll 악을 기져온 판도랴는 세우스의 

L영에 따랴 해피아스토스기 흙으로 빚은 인류 최초의 여인으로 여겨져 왔디 

피조물이아고 

장조주로시의 

일반화 

프로메레 

그럼에도 불「하고 111 를[발이 이 여얀을 프로매테우스의 

하고 았는 것 q로 보아‘ 그의 상싱셰 속에시 인듀의 

우수에 매힌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보 깊은 것인가들 짐작할수 았다 

껴국 그 유임 존재릎 여호와혹 복 것인가 아니면 

가 여부는6 여러 

통합론이나 이를 

y;::로머1 비 우스혹 복 갯인 

팅시에 유행했던 제교 

착조함으도써 해견 

평자듬이 추장하는 것치럽， 낭만주의 

신봉하는 네르반이 님 긴 다른 작품틀을 

49) n~rval ， " 。이è d' I1oracè (A Tindaris) >> in {'()앙les ε1 poèt시ι ，\'， 1, p. 77 ι Quand lè 11ι 

de Japet par un mt difficile i Sut animer jadis et la bαle et I'argile‘ ι sa lllalt1 히1 

nous tòrmant 이aça dans n πe ，야lκ Du lion rugiss이1t 1'implacable fureur. )) 너1" 말 

이 프탕스어토 품신 호êf티우스의 『오ξ느집』 제 1 권의 16벤째 사펀의 일부 

50) Nerval‘ " Les Fêtes de Weimar. Le "Prométhé'e" )) in Lorψ 11 1. pp. 56-62 

51') NervaL PW1(，ψrι []]‘ p. 613 "Je lui rappelais k‘ soulTrancö de ProméLhée‘ quand 

il mit au jour une ιréature m ‘si dépravée qu'e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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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문제기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당량의 저자을 남긴 네르발유 그 모든 가 

능성을 열이놓고 았기 때문아디 디민 이세까지 [환상시펀J의 소네트늘을 입 

으며‘ 너]브발。1 앞의 시편에서 제시한 주제와 문제늘을 이아지는 디음→ 시편 

에시 발전시키고 해결하고 았읍을 싱기하는 우리로시는 이 둔저1의 해결도 

「환상시편」 자씨의 내식 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딘힌다 다시 말해 

「감람산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분에시 제기펀 수수께끼의 담 역사 그 뒤들 

잇는 소너1트 「황금시」에서 잦아야 한마는 것이다 

7. r감랍산의 그리스도J - 8. r황금시J 

『환상시편』의 마지막 소네트에서 그라스 예지의 상정언 파티고과스의 율법 

을 낚은 「횡금시」를 제목으로 치용히고 있을 뿐 아니바， “민물 f「감(有感)Toul 

야l sensiblε1"이랴는 피티고바스의 기브진을 두 치헤어] 걸쳐 직집 인용까지 히 

고 았는 너1를발의 생각은 분벙한 것 으로 보인다 예수의 띄생이라는 신비을 

설벙해줍 유일힌 존재， “진흙의 아이들에게 영흔을 부여힌 존재”는 유대 전동 

의 여호와내 야도나이랴시보다는 그리스 전동의 프로메베우스라는 것이 우리 

의 생각이다 「아르비비스」으1 만미에시 던，，1 진문에 대해 「김람산의 그리스 

도J 칫머리에서 장폴의 인용으혹 대답한 것치텀， 네트밴은 「감람신의 그버스 

도J 마지막 대폭에서 던진 죄문에 대해 그 뒤를 잇는 시편에서 다시 펴타고 

라스를 인용히며 대엽혀_i!_ 았는 것이다 

유대 전통과 마찬기지로， 고미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인간이 흙에서 태아났 

디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대지모 여산 가이야기 직죄 잉태했건 

아니언 프로메에우스가 빚었건‘ 흙에서 태이닌 인간은 끄든 신늘과 Wr진가지 

로 산성을 지니고 았다고 믿었다 특히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재생의 산화들 

입문의석의 원헝 q로 빔야들인 오균퍼1우스 비;간의 전통52)은 그 흙에 첫 번째 

52) Mircea El iade, HL\‘ toire de.\' crD).Ymces et des idées reiigieuses, /. De l'없e de {a pierre 

aux mystères d'Eléusis. Paris、 Payot‘ 1983 , p. 385 ,( Dioι)\"e de Sicile semble se 

rélerer aux mystères dionysiaque:- lorsqu’il écrit quε “Orr샤lée a ηlrl5mis dans les 

cé써tllonies des m、”‘훈res [e dθnembrernents de Diotlv‘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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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니소스인 지그러)우스의 융신이 틀어있디」 생각했디 제우스기 히계의 

여신 페브세5rL네에게서 얻은 아늘 지그레우스는 질루에 사로잡힌 헤아기 보 

낸 티단늘의 공격을 받세 된디 。1 린 신은 굉소로 변신히여 이를 피히려 히 

지만‘ 티탄늘은 그의 몸을 찢어 울에 끓이고 불에 구우1 먹어버린다 이를 알 

고 달려온 아레내와 야폴론이 7-한 수 있었던 것은 야직 박동유 범추지 않은 

심장파 몇 조각 삼성뿐이었다 아들유 되살리고자 하는 제우스는 자그레우스 

의 심장을 스스혹사 삼컸거냐 아니면 ~1간91 세멜러1에게 삼키게 하여 두 버 

째 디오니소스를 대어나케 하였다고 한다 흉측한 짓을 저지른 티단틀유 처] 

우스의 벼락을 빚아 마죽었고6 이틀의 재가 섞인 흙에서 얀간이 대어났다는 

것이디 바로 그런 까담에 인간유 지그러)우스의 신생파 함께 이린 선을 장아 

먹은 티탄의 호악성을 동시에 가지게 뇌었디는 것이 오브페우스 비교(탱敎)의 

셜병이디 

피타고라스 추종자 집단도 오브페우스 비 J1L와 윤사한 신앙 치1계를 갖고 았 

었마 53) 이들은 천상을 /1약하는 까닭에 신생음 지향하는 분밀의 영혼과 더 

불어‘ 포악쟁에시 벗어날 수 없는 펀멸의 육신음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가 

91간이라는 믿음음 공유하고 였었다 또 윤회 사상음 신봉하던 이듣은 척생 

이 신생과 포악성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윷었는가에 따라 마음 생에서 인간 

은 영혹의 순수 상태를 회적해 가서나 아니면 짐송으로 다시 대어나게 되고， 

식불파 광툴로 그 모습을 바꿀 뿐 아니라， 죄파에 따라서늠 지옥의 불길 속 

으로 년져지고 말 것이라고 민였다 갖기지 형상으로 유위전변(有혐陣變)히는 

윤회의 사슬 속에 묶인 영흔을 융산이아는 지상의 감옥으로부터 빗이나세 히 

여， 궁극적 q로는 진상q로 돌아가거1 하기 위해서 이늘은 갓가지 금기를 준 

수하며 고행을 통해 육산을 성화하고 입운의식을 수행했다 

53) Mirιea Elia，이e ， H‘stoire di.'s croyances et dcs id('!?s re/igieuscs. ll. De Caut，ωna 

80'“λl/u’ “ 'J 11 μmψ/"ζ 씨J ch,““'lI1isme, Paris , Payùt , 1983 , p. 189 <<Aux simililude:o, 

des biographies légendaires s'ajoutent [es analogies entrε [es doctrines er prat띠ues des 

“ orphiques" et des pyt떠gorKlen‘ croyan<.:e à l'imm이，1alitε et à la métemp‘ ycose, 
pumt…1 dans l'I J쩌얀 ε1 retour Jinal de ]'âme 811 ciε1 ， végétarismζ unporlanιε acιordée 

aux puritìcat 、 a，ιétis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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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푼4 한 여이 남기 사항 기운데에서도 이들이 육식을 피했디늠 사실 

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디 ft회의 한 고리로서 진승 역시 죽은 지의 환생。1 

아고 민은 까턴에 이늘은 무잇보디 우선 살생을 피히고지 한 것이기도 히지 

만， 그것은 를라돈이 전하는 대로541 순수 정신의 눈을 가리는 육신이라는 무 

년에시 벗어나가 위힌 고행 가운네 하'-]-빈 동시에， 고대 그리스 사회가 선택 

한 91간 조낀 q로부터 벗어나기 위힌 종고I적 행위였다 그리스 사회는 육삭 

을 푸노머]터]'1-스가 중재한 에코너11 Mekone 협정55) 이래도 91간이 산들노부터 

얻어낸 생츄 조건이라 민었다 그리고 그것유 신과 인간 츄재 사이를 가르는 

구분점으로 고대 그버스 종교 체게의 은간이였다‘ 하지만 그 생츄 조건유 인 

간을 지상의 존재로 획정지이 친상으로의 회귀틀 원친걱으로 봉쇄히늠 것이 

기도 했기 때문에 오브퍼]우스 비ill_와 피티고바스 추종지 집단유 사회로부터 

의 유「리파는 시민을 감수히연서까지 이를 거부했년 젓이디 

「심람산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붙어1시 던진 실문에 담을 하고 있는 ι환 

상시관J의 마지막 소매드 「황금시」도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따른 “황금률” 

처림‘ 천상 q보의 회뀌의 전제 조긴얀 “순수 정신l' esprit pur’의 회복음 위해 

낀흙의 아이듣’ 이 지겨야 합 도리외 분수들 가르지고 였다‘ 특히 1너 자신음 

?1라”라는 고대 그버스의 예지를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개로 진하고 있는 첫 

4행사는 아이스궐혹스의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 우스』에서 께 '1-스를 천상의 

특재지라 부르며 그의 주제넘음 hybris을 질마히는 티탄의 목쇼21 를 연상사컨 

디:16) 

54) IF고드기。→스~(492 a)와 f파이듀 ,(67, ι e)을 상조할 것 

55) 에시오도즈('산똥기 11, 507-543)에 따루면 메코니1에시 제단에 바칠 소 힌 마리를 

놓긴 산틀과 얀긴 시아에 다등이 맹아섰윤 때 중재에 니선 프로에에우스는 세우스 

얘게 가숙애 곱게 싼 식숭의 삐와 기듀 :l ~l고 피투성이인 살코기 가운데 하나듬 

신듣의 윤으로 션택하라고 제안힌 Cc 제우/는 프로메테우건에게 속。r 천자를 택 
히지빈， 이로써 신틀은 연시와 냉새민P 로 살아기는 불엽의 존재인 만면 인간은 

섣숭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먼 생영을 연상시킬 수 없다는 조건에 묶이게 뇌다 
56) 에코너]에서 속잉수를 당힌 제우스는 인간에기] 툴의 사용흘 금지힌다 τ미나 프로 

메태우스는 샅상의 규율을 무시히j 인간애게 본씨를 ζ너)tt다 그러지 재우스는 

인간에케는 판E라를 보내 재앙응 퍼뜨비늠 한펀 ?흐굳메데우스는 코카서스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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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e, libre penseur! te crois-tu seul pensant 

DωIS ce m이Ide où la \, ie éclak en toule chose? 

Des fOf'ιes que tu tiens ta liberté dispose. 

Mais de t이IS tes cons잉 Is j'uni‘!ers est absent 

Respe(.;te dans la bêtε un esrπit agissant 

Chaque fleur est une ;J[lle “ la Nature éclose‘ 

{]n myst.ère d• a1ll0ur 이ans le méLal repose; 

<< Tout ζst sεnsit애리 " Et tαut suπ ton être est puiss (int 

「형감사" (1 -8) 

우주 만물을 관장히늠 올텀g-_스의 주신(王神)에게조차 지켜야 딸 도리기 있 

고 빗아닐 길 없는 운벙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히고， 인간은 스스로를 ‘유일히 

게 사유히는 존재”라 민으며 그 무엣。|바도 뜻디1로 할 수 았디는 교민어1 빠 

져 있다 그러내 「심강산의 그리스도」가 보여주늦 신이 침묵하는 세상， 신과 

의 소통이 딘실된 상황에시 인간은 그 어떤 신비도 해탱할 수 없는 무지힌 

존재일 뿐이다 편협힌 사유 세계에 눈을 가린 얀간은 “짐승에게도 약동하는 

정신이 았고， 꽃 한 송이에도 대자연과 소동하논 영휴。1 깃들어 있으며， 생 I생 

과는 IF 관한 것으로 보이는 죄붐이조차도 사랑의 신비를 담고 있음”음 ?! 수 

가 없는 것이다 

흙에서 대어나 천상으로 동아기기까지 요회익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우1 헤 

부단딴 h 력을 기울여야함에도 스스로를 민물의 영강(靈長)이바 지민히는 주 

저1넘음 을 보이고 았는 연간에게 시얀유 피타고과스의 “민물 유감f 을 반복헤 

서 늘려준다 우주 만물이 인간의 사유대로 분류뇌고 인김의 의지대로 처불 

되는 수동객 대상이 아니라1 신생의 표시인 “영흔’과 “사랑의 신비”들 닫고 

에 늄어놓 n 키 υ1 이더화 "1 잔가지로 튀온"'1 에카드니 샤이에서 태어난 늑수리듣 

보l~ 매일김이 새굳 생겨나는 간응 쪼아 먹도록 ε}늠 형벌웅 내랜다 二」라나 언젠 

가 세우스/} 에티스에게서 영논 아틀어] 의해 권"1에서 쭉겨닐 것이라논 요래된 산 

탁을 앞고 았는 프로에데우스는 전상의 주재지조치노 운영을 기스를 수 없음을 갱 

jl아며 인간애게 재엔을 보내는 퉁의 도를 빅는 천3칭을 중지낄 깃응 요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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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까닭에 오히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 

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Crains, dans le mur aveuglε， un regard qui t’épíe: 

A la matière même un verbe est attaché ... 

Ne la fais pas servir à quelque usage impie! 

Souvent dans 1’être obscur habite un Oieu caché; 

Et, comme un oeil naissant couvert par ses paupières, 

Un pur ε'sprit s'accroît sous 1’강corce des pierres! 

「황금시 J (9-14) 

어디에나 인간의 행동을 저울질하는 감시의 “눈길”이 있으며， 아무리 하찮 

은 미물 가운데에도 성스러운 “말씀”이 담겨 았을 뿐 아니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P호한 존재 가운데에도 신이 머물고 았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닫 

치는 시인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 “순수 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단단한 바위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마침내는 그 찬란 

한 벚을 드러내듯 육선의 감겨진 눈꺼풀 속에 갇혀 있는 정신의 눈음 떠 사 

물 속에 감춰져 있는 신성의 벚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천상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라는 오르페우스 비교와 피타고라스 추종자 집단의 가르침이 반복되고 

았는 셈이다. 

N. 결 론 

『환상시편』에 대한 우리의 관찰이 확인한 사실은 그 구성 법칙이 일단은 

계기적(繼起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행한 

『환상시편』의 해석에서만 기인한 판단은 아니다. 그 어떤 해석도 자의적 성 

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초자연주의적 몽상의 상태에서” 씌어졌다 

는 12 편의 소네트에 대해 해석의 자의성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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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질문일 것이기 때문이디 그미나 이미 발표되 작품들을 r환상시편4 안 

에 배치히기 위해 너]브받아 행한 기필과 수정 자업늘이 인집히는 두 소네트 

사이의 연판생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이쳤디는 사실은 우리의 해석과 

무관하세환싱시편]을 지배하는 계기생이라는 구성 법칙을 움직일 수 없는 

것 q로 만들고 있다는 갯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딘의 뒷받침이 되는 가장 두드려 지는 예는， 시언이 ruL~극토」와 

「댐피차」의 3행시 두 연윷 서도 잊바꾸고 았다는 네에서 잦아복 수 았다 두 

소네트가 이런 수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미르토」는 「호루스」와 회산의 추제 

를 공유하게 되고 「델펴차」는 「아르테미스」외 시간의 회귀라는 연기]성을 강 

화히는 걸파틀 얻게 뭔 것이다 ~E r 넬펴카」와 두 4행시틀 공유히고 있는 

「콜로나에세A J-Y Co!onnaJ 의 경우 두 번째 4 6] 시의 마지막 행이 “패한 뱀의 

오래되 좋지 장늘이 있는Oú du serpent vainCLl ùort 1써 Vlζille semencζ”이었는미 

반해‘ [환상시편J에서 「델피카」라는 。1음을 얻으언시 이 시행은 “패한 용의 

엣 종자 집들어 있는OÙ du dragon 써incu dort 11antîque sεmence" _0_보 바뀌어 

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사 았마 사구의 상상겨1에시 사실 뱀파 용 사이의 

자이는 그리 R다고 할 수 없다 57"1 그렁에도 볼구하고 시인이 “밴”음 “힌‘으 

로 고끼 것은 「엘피차」와 이에 선행하는 「얀례로스」 사이의 연 711 생을 강조하 

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탈버 생각함 수가 없음 것이다 

이제 난온 것유 우이기 강조한 계기생이라능 구성 볍칙이 「환상시펀4의 해 

석에 있어 열이줄 새로운 기능성의 문세디 예 네브발은 이 시 모음집을 「옐 

rll스디치도」로 시작히여 「핑금시」로 끝을 맺고 있는기? 고미에와 셀랴에의 

해석대로， 시인은 얀류가 거쳐 옹 종피사를 “ 12"아는 상정적 수의 소ljl 드로 

다시 살아내어 결국 조화와 평정을 영어낸 것인샤? 바로 그런 이유보 llU극[발 

은 이 시편들이 ‘스웨덴보리의 『추상콕』이나 헤겔의 형이상핵보다 더 난해할 

것도 없다”고 힌 것암까q 하지만 분명 네트반은 두1마에게 자신의 작품음 신 

"1론이나 형이상학이 아니라 ‘ 시 ’도 얽어주기를 요구하고 았다 또 대부분의 

57") 예듣 들어 아싣론이 댈표이의 신탁소를 치지하기 위해 죽얀 쥐톤 혹은 댄퀴네는 

때돋는 뱀으도 때토늠 용으표 전해서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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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들은 네르발이 기독교의 도래 이에로 사라져버린 이교의 신들이 회귀히 

기를 바랴고 있디며 제jjJ_통합돈을 통한 주석과 헤석에 몰두히고 있지인， 파 

연 r환상시편]이 보여주는 종교사의 전개 과정이 너1브발의 「횡금시」아는 낙 

관적 결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얀가는 자못 의문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여시사 우리의 독시는 니1긍밥의 오르페우스식 상상꾀용 지삭하고 있는 센 

리에5S)와 리파버닫59)의 건애와 만나개 원다 비콕 r화싱시꾀」에 집중된 분석 

은 아니지만， 이들의 작업은 빈랑슈ßallanιhe외 듣릴 F 삼Delisle de Sale혹부 

터 파브르 동내버 Fabre d'Olivet 퉁에 이르는 엘련의 기1명록자틀의 저작에서 

낭만주의외 상정주의 상상케를 지배했댄 오르페우스 산회를 추출하고， 라마 

르딘‘ 비니， 발작， 망빌， 르콩트 드 릴‘ 우].iL 보들레르， 말랴르머) 퉁의 시를 

관통히는 오브페우스 시학을 추적히고 았디 셀리에는 너1브발을 “위고와 더불 

이 기장 오브페우스적”얀 시얀이내고 규정히며， 에우리디케를 찾는 그의 상상 

력이 지옥으로의 하강이라는 입문의식을 통해 시와 사당을 뇌찾고 았다고 결 

론짓는다애) 또 「환성시관J을 닝만주의 오르퍼]우스 시희의 정섭이자 마지막 

불실이라고 평가하는 리파에딛61 ) 역사 이 시 오음집을 좀츰히 수놓고 았는 

업문의식식 싱생역의 숨겨친 표행들음 분석하며， 우주의 산"]을 깨뚫는 투시 

자voy낀111로서의 낭만추의 시 ~l 너1르빈의 모습을 그리고 였다‘ 

낭만주의 상상개 친반을 다루는 이틀의 작업。1] 서 「확상시편4 자체의 구생 

58) Léol1 CeIlier, {，、 Le Romantisme et 1e 111)'τlH:~ d'O'l써야 " in L 'Epopi':e flllmωlitaire et !es 

grand\' 1II)'lhes rω"ιmlιques. Pari:'>, S.LLD.E.S., 1971 

59) Herminl1ε B. Rifaterre, L'Orphisf.시e 끼lf1S 10 J’o~sie ma씨깨”ι Pmis. :'\izet, 1970 
“)) Léon CeIlier, << Le Romanti :,-me eL le mythe d'Orphée ’ in L 'Epopée humι 7itaire e! le.\ 

~ra…1s Ifυ”“‘s r，α시antiql α Paris‘ S.E.IJ.LS .. 1971 ‘ p. 357: <' Pour se 이'oire digne des 

privilègε5 de I'époptε， il lui suftìt de rep<l Sδer εn son esprit cette sδfκ d"‘épreuves qui 

ιappdlent Amour, Rêve, ro1ie, Voyage, Théâtre, P‘.)ésie. O L1i, Nerval eSL 이esιendu au、

enfers, et son J::uηdice Iui sera rendue, puisque, selon la troublante fromule de 

Kirkζgamd， "seu!, cdui va aux enfers reπouve Euηdece!" 、，

61) [lerminne 13. Ritàterre, Op ιι p. 37 <.< Nerval publie ses (.까imères en 1 !-lS4; et ces 

qu바(]lleS sonnets sont le p이 nt culminant dε la symbol띠 lle sumaturaliste. L'orphisme 

‘ö romant씨l↓ es J이 le ses demiers kw、; avec l'orphisrne dεs :õ.ymbolisles , un autrε 

tllonde imaginaire va γouv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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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입문의식적 

죽음을 통해 사랑과 신비를 찾는 시인의 원형으로서의 오르페우스의 모습이 

바로 네르발 지신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르페우스와 지신을 동일시히려는 

네르발의 상상력이 이 시 모음집의 출발점이자 구성 법칙 자체이며 목표이기 

도 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시인이 오르페 

우스가 되어 저승의 강을 건녔다는 「엘 데스디차도」 뒤에， 무사이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세상의 신비를 꿰뚫게 되었다는 「미르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는 업문의식적 상상력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호루스」와 「안테로 

스」 그리고 「델피카」가 그 뒤를 따르고 았으며， 옛 연가를 노래하는 「델피카」 

뒤에는 “ 12"라는 알헥상드랭의 음절수가 “시간의 춤”의 숫자와 함께 이 시 

모음집을 구성하는 소네트의 수와 겹쳐지고 았는 「아르테미스」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감람산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시인들이 그리하듯”이라는 표현을 쓰며 오르페우스의 후예 

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네르발은， 예수를 이카로스， 파에톤， 아티 

스 그리고 이야코스 디오니소스에 비교하며， 끊임없이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 소네트인 「황금시」에 이르라서는 만물에 “영 

혼”과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오르페우스 이래의 상징 시학을 표명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음 잃고 검은 태양이 드리워친 류트만음 안은 채 “초자연주 

의적” 꿈을 꾸는 폐적자(廢觸者) 네르발이 마침내는 피타고라스의 예지를 획 

득하여 만물과 대화를 나누며 시어(詩語)로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오르페우 

스의 리라를 얻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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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Une lecture mythocritique des Chimères de Nerva l. 

Gonou Lee 

Le recueil de 12 sonnets intitulé les Chim강res est-il une entité à part entière 

ou une composante des Filles du feu? S’il s’agit d’un univers autonome, quel 

horizon ouvre-t-il dans 1’imaginaire de Nerval? Quels rapports entretiennent les 

sonnets entre eux? Y avait-il un prinicipe dans la composition du recueil? Quel 

est le moteur imaginaire qui aurait déterminé I'agencememt de ces sonnets << 

composés en état de rêve super‘naturaliste ))? Afin de répondre à ces questions, 

nous recourons à une lecture mythocritique. 

터 Desdichado qui a << deux fois vainqueur traversé 1’Achéron )) prend la Iyre 

d'Orphée. En s’adressant à Myrtho, il se dit épopte de 1’Eléusis où on célèbre le 

dieu deux-fois-né, et il devient un fils de la Grèce grâce à Muse. Consacré poète 

initié, il pénètre la raison pour laquelle le volcan a explosé. L’adepte du 

syncrétisme qui identifie lacchus-Iesus avec Horus fait savoir que ce demier est 

<< 1’enfant bien-aimé d’Herm용s et d’Osiris )), dieux initiatiques par excellence. 

Antéros est soumis à une épreuve intiatique Bélus et Dagon 1’ont plongé trois 

fois dans les eaux du Cocyte pour le rendre invulnérable. Le révolté contre 

Jéhovah ressème aux pieds de sa mère les dents du vieux dragon, trophée d’une 

autre épreuve initiatique de type héroïque. Dans la grotte de Délfica aussi dort 

l’antique semence du dragon vaincu, qui la rend fatale aux hôtes imprudents. Et 

Artémis représente le ballet des heureus où toute distinction est abolie le 

premier est le demier, la reine est le roi, la mort est la morte. Lorsque Jésus 

lève au ciel ses bras, le poète dit qu’il fait << comme font les poètes )).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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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끼J t:ompare la vi이ime SLlr le croix au <:( bel ALys meurtri que Cybèlζ ramme 

j). Enfin le demiζr Ùζ~ Chimi'r，ε，\' intìtulé V(ε'l'S dorÉ',s ζmprunte le Litre à 

Pythagore L] ui , ùisanl : (<: Tout ζsl ~ensibl잉 )), a enseigné 1ζ mysLPre Je la 

lrdllSmigratìon. Grâce au grand Sagζ de la Grél:ζ le poèk finil par voir quζ “ A 

la matière mêmε un verbε est attach강” 

Un lecteur attεntif rεmarqueralt que‘ chaque fois qu'une quε5tlO11 se pose, sa 

lθponse se trouve toujours dans le sonnet suivant. De la même manière 

s'expliquent des images ou des expressions jugées couramment obscures QU 

hermétiques. de telle sorte que la successivité paraît le premier prÎncipe qui régit 

la cúmposition du recuεil 

En même tζmps， on s'apζrçuit que l'imagination orph씨Uζ S↑ 101이vient uans la 

compusition uu recueiL Orphique n닝sl pas seulemζnt le poèle Nerval‘ malS aUSSl 

st:s Chimères. Le ])( 에ζ lJ uì ùÈs 50n premì이 sonnet avaìt appelé Orph야 a 

développé tout au long de cεs sonn잉 s les th슨mes principaux du myihe d'Orphée 

εt cεux de I• orphisme : poésie, amour, descεnte aux ellfer5, épreuνres 1l11t13tlques, 

p깨mgér년51ζ transmigration de l'ftme, etc. A la fin du recueil il réussit à pénétrer 

le mystère de la poés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