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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e Alfieri 와 Ther응se Desqueyroux
-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

郭 光 秀

(불어교육과)

Fran<;ois Mauriac의 Ther강se Desqueyroux의 주언공 Therl송se와 Georges

Bemanos의 Un Mauvais Reve의 주인공 Simone를 비교해 봄은 여러 모로 흥미

있는 일이 다‘ Monique Gosselin이 그녀의 널리 알려진 논문 (Confrontation de

deux univers romanesques Bemanos et Mauriac}1)에서 이 두 인물의 비교에 상

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바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Un Mauvais Reve어11 Ganse와 Ie docteur Lipotte 사이의 대화

가운데 Therese DesqueyrOlα가 언급되고 있는데2)， Bemanos가 Simone를 창조함

에 있어서 Therese의 이미지가 그를 떠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케 하는 사실이다.

어쨌든 Gosselin이 흥미 있게 지적하고 있는 두 여인의 외양이나 그 매력， 그녀들

의 문학 취향까지는 지나치더라도， 그녀들의 운명의 큰 흐름에 관계되어 있는， 실

패한 결혼， 고독， 권태 등의 공통적인 상황은 웬만한 감수성의 독자라면 금방 주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들은 물론 서로 다르다. 그녀들의 그 차이는， Gosselin이 Mauriac

과 Bemanos의 전체 소설들을 두고 한 말을 벌어 말한다면， < [... ] [이 두 작가

의] 대립되는 기질에서 비롯할 뿐만 아니라， 악과 자유， 그리고 통공의 교리에 대

한 서로 아주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 비롯하는 것이다.>3) Gosselin은 그 신학적 관

점의 차이를 그들의 여러 작품들에서 예증을 들어 상론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논

문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Gosselin의 결론은 다

음과같다:

1) {Etudes Bernanosiennes} nOll를 참조할 것， 이 책은 앞으로 EB로 약칭하겠음.

2) Lipotte가 Ganse에 게 이렇게 말한다 : <[ ... ] ]e Ie c1isais I’autre jour a Fran<;ois Mauriac : les doigts

de Therese Desqueyroux ont delie plus d’une main deja seπ'ee autour de la fiole fatale …> G.

Bernanos, Oeuvres romanesques, coIl. {Bibliotheque de la Pleiade} , p.944. 이 책은 앞으로 OR로 약

칭하겠음.

3) EB,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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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thξologie de Mauriac nous parait empreinte d'un jansenisme, etrangement

double de qui강tisme. Dieu sauve toujours, quoi qu ’on fasse et l'on ne peut

faire grand-chose. Dans l'univers de Bernanos 1’enjeu est grave parce que

l' on peut se damner. Bernanos se garde bien de trancher, car il est trop

profondement mystique pour se risquer a distribuer Ie salut ou la damnation. 4)

Mauriac의 세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평하하고 운명예정설을 주장하는 장세니즘

적인 세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가 되어 있지만， Therese의 행동이 우유부단하

고 피동적이며 애매하다는， 즉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결핍되어 있다는 인상에는 누

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 다. Sartre의 저 유명 한 평문 {M.Fran<;ois

Mauriac et la liberte} 가 서술시점이라는 형식적 범주를 논점으로 하고 있어서， 그

논지만으로 주인공 Therese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의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 독자들에게 압도적인 설득력

을 행사했던 것도， 기실 Therese의 행동에 대한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인상에 기

인했을지도 모른다고 하겠다.5)

Sartre의 논지의 출발점은， 시점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내부적 시점 (vision

interne)과 외부적 시점 (vision externe)이 라고 하는 두 시점 가운데 소설가는 한

작품에서 한쪽만을 취해야지， 양쪽을 제멋대로 뒤섞는 전지적 시점 (vision omni

sciente)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 ] les etres romanesques ont leurs lois, dont voici la plus rigoureuse : Ie

romancier peut etre leur temoin ou leur complice, mais jamais les deux a la

fois. Dehors ou dedans. Faute d' avoir pris garde a ces lois, M.Mauriac

assassine la conscience des personnages.6)

Sartre의 이 말은 전지적 시점에 대한， 미적 관점과 인물의 자유의 관점에서 가

하는 이중의 비판을 담고 있다 : 전지적 시점은 소설 인물의， 달리 말해 소설이라

는 예술의， 가장 엄격한 볍칙을 어기는 것이며(1)， 그리고 소설가가 인물의 운명을

4) EB, p .l54.
5) Sartre의 그 평문은 기설 Th강I강se Desqueyr01α의 속편 La Fin de la nuit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이， 남펀 Bernard에게서 해방되어 파리에서 자유롭게 살아 가려고 하는 Therese를 묘사하는 것이

므로， Ther흔se의 무기 력한 범죄를 주제로 하고 있는 πI깅얘se Desqueyrozα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6) JP. Sartre, Situations, I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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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꿰뚫고 있음으로써， 즉 그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사물화하

고 따라서 인물의 의식을 죽이며 의식의 생성의 표현으로서의 자유를 사라지게 한

다(2)， (1)의 비판은 이 논문과는 관계 없는 것이므로， 그 반론으로 전지 적 시 점으

로 쓰인 여러 훌륭한 작품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지나가기로 하자，7)

(2)의 비판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데， 시점의 범주에 따라 인물의 자유

가 살아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로 Bemanos의 소설이 이 주

장에 좋은 예로 들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Therese에 게 자유의지가 결핍

되어 있다는 Sartre의 평문의 주장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논증을 위

해 Mauriac이 전지적 시점으로 소설을 썼다는 사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Bemanos의 소설을 읽을 때 우리들이 대뜸 느낄 수 있는 특정은 서술자

(narrateur)의 감동적인 목소리， 어조이다. 그것은 Journal d'un cure de campagne

와 같은 일인칭 서술자의 작품에서나 기타 삼인청 서술의 작품에서나， 언제나 한

사람의 같은 목소리인데， 이를테면 고통과 슬픔이 연민과 사랑으로 감싸여 둔중하

게 울리는 듯한 그런 어조이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

품의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서술자(혹은

작가)가 스스로의 존재를 우정 드러내듯이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삼인칭

소설에 있어서 그 서술자， 이른바 숨어 있는 작가(auteur implicite)가 그 존재를 가

급적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지적 시점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Bemanos의 삼

인청 소설은 서술시점의 형식으로 볼 때에 당연히 전지적 시점의 범주에 드는 소

설엄이 부인될 수 없다.

그렇다면 Sartre의 주장대로 Bemanos의 인물들도 형식적으로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가? 독자들의 느낌은 전혀 그

반대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우정 스스로를 드러낸

서술자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서술자의 그 연민과 사랑에 찬 목소리는

바로， 인불들이 제 힘과 의지로 제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을 곁에서 따라가며 바라

보면서 그들을 지켜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 드려 주는 서술자의 모습을 우리들 눈

앞에 그려 보이기 때문이다， Gaξtan Picon이 Bemanos의 소설에서 작가의

<intervention>을 <optatif>S)라고 표현한 것이라든가， 작가의 그러한 이미지가 가

7) T. Todorov가 『構造詩學 Qu'est-ce que Ie structuralisme? - Poetique.!l에서 F. Kafka의 r城』 에

사용된 전지적 시점의 효과를 간단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쐐譯 國譯本，

pp.129-130).
8) G. Picon, {Bemanos romancier} , OR, p. )Oν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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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나타나 있는 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가 Bemanos의 소설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신부의 인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Albert Beguin이

그것은 바로 Bemanos 자신이 주인공을 위해 <신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로 그가 사랑으로써， 비탄에 빠진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이 무릅쓰는 위

험의 끝까지 그 영흔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침묵 가운데 그

영흔을 사하고 파멸에서 구하는 것이다>9)라고 말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Picon과 Beguin의 이 와 같은 직관적인 이 해를 Brian T.Fitch는 Nouvelle

Histoire de M ouchette에 대한 훌륭한 문체론적 분석으로 발전시킨 바 있다 : 그

에 의하면 ， 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의 언어는 Mouchette의 언어와 문학

적 언어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거칠고 아는 것이 많이 없는 농촌 소

녀， 그리하여 스스로의 느낌을 표현하지도， 그것을 뚜렷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농촌

소녀의 암묵리의 지향을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술시점을 그런

주인공의 시점에 맡길 수 없고， 작가가 그녀의 어두운 시점에 참여하여 그것을 밝

혀 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작가의 존재>가 오히려 그녀의 <무반성적인 자발

적 의식을 보호해>10) 주고， 역설적이지만 작가의 <개입>이 <주인공의 자율성을

확보해>1J)준다는 것 이 다.

이와 같은 작가의 역할은 이미지의 차원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논문의 주된 부분

이 이미지를 다루려고 하고 있는 만큼， 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에 나오는

이미지의 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이 예는 Sartre가 Mauriac의 전지적 시점을

비판하면서， 그가 심지어 한 문장 내에서도 내부적 시점과 외부적 시점을 오가는

예를 제시한 적이 있기에 12)， 더욱 흥미있는 예가 되겠다. 이 예도-정확히 내부적

시점과 외부적 시점을 오가는 그런 경우는 아닐지라도-인물의 의식과， 그 밖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존재가 공존하는 것이 한 문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슷한 예이기

때문이다:

Elle n' a pas besoin de preter I'oreille pour distinguer entre eux les mille

9) A. Bεguin， Bernanos par lui-meme, coli. {Ecrivains de toujours) , p.80.
10) B.T. Fitch, Dimensions et structures chez BernαlOS， p.170
11) Ibid. , pp.169-170.
12) <M. Mauriac trouve meme ce va-et-vient si naturel qu ’il passe de Therese•sujet it Therese-objet

au cours de la meme phrase {Elle entendit sonner neuf heures. 11 fa1lait gagner un peu de

temps encore, car il etait trop tot pour ava1er Ie cachet qui lui assurerait quelques heures de
sommeil non que ce fi디t dans les habitudes de cette desesp깅r깅:e prudente, mais ce soir elle ne

pouvait se refuser ce secours> (Sartre, op. cit. ,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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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its du dehors, les derniers sifflements du vent sur les Gim es,
l'egouttement de la pluie et paTjois I 잉croulement d'une branche morte,

brisee par l'ouragan( 1), et qui 강crase lentement les taillis avant de venir

s'enfoncer dans Ie sol boueux qui ne la rendra plus(2) .13)

이미지들은 세가지 종류로 나닐 수 있는데， 목하 지각되고 있는 대상을 묘사하는

묘사적 이미지와， 기억에서 환기되는 환기적 이미지와， 비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

유적 이미지가 그것이다.14) 이 가름으로 볼 때에 위의 이미지는 (1)의 부분은 묘사

적 이미지이고， (2)의 부분은 환기적 이미지이라고 하겠다. 왜냐 하면 대상을 지각

하는 오관으로 볼 때에 (1), (2)의 부분은 각각 청각적 이며지， 시각적 이미지인데，

지금 Mouchette는 비바람 치는 밤， 숲에서 밀렵자 Arsene와 함께 그의 밀렵용 오

두막에 비를 피해 들어갔다가， 그가 잠시 나간 사이에 <les mille bruits du

dehors>를 듣고 있지 만， <une branche morte […] qui ecrase lentement les· taillis

avant de venir s'enfoncer dans Ie sol boueux qui ne la rendra plus>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1)의 부분은 Mouchette가 직접 듣고 있으므로 청각적인 묘사적

이미지이고， (2)의 부분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Mouchette가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마

음 속에 환기된 이미지인 것이다. 그리고 (1)의 부분이 Mouchette가 직접 지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 부분의 서술 시점이 Mouchette임을 말해준다.

그러면 (2)의 부분은 시점과 관련하여 어떠한가? 우선 환기적 이미지인 (2)의 부

분은 어떻게 환기된 것인가? 물론 관계절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선행사인

<1'ξcroulement d' une branche morte, brisee par l'ouragan>이 라는 소리에 의 해

환기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Mouchette의 의식이 청각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한

다면， 더구나 그녀가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 하나의 소리에 환기된 이

이미지는 기실 언뜻 스쳐간 모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묘사로서 (2)의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 아닐까? 즉 (2)의 부분

은 순전히 Mouchette의 시점에서만 파악된 것이라기 보다는， 작가가 그녀의 흐리

고 순간적인 환기를 밝게 비춰 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에

<qui ne rendra plus>라고까지 묘사해 놓은 것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Mouchette가 마음 속으로 언뜻 본 것은 죽은 나무가지가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

13) OR, p.1279‘ 강조는 우리가 한 것임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변， Bemanos의 작품에서의 인용 가운

데 강조된 것은 우리가 한 것임.

14) KWAK, Kwangsou , Les Images et les reveries de l'eau diαIS les romans de Bernanos, pp.65-68 ;
郭光秀 r가스통 바슐라르J , pp.I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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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것일 뿐이지， 그것이 떠오른다든가 떠오르지 않는다든가-후자를 상상하려면 전

자의 상상 없이는 안된다~의 이미지까지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른다(그 이미지

는 미래로(rendra) 되어 있다) . 그 이미지는 기실 그 앞 이미지-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가는 죽은 나무가지-가， 그것에 대한 Mouchette의 암묵리의 자기동일시에 의

해 그녀에게 촉발한 막연한 불안감을 구상화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승과 하강-이 경우 죽은 나무가지의 <떠오르고> <빠져들어 가는> 이미지가

참여하는 것으로 상상되는-이 각각 Bemanos의 상상세계의 지향점， 역지향점으로

서 긍정적 가치， 부정적 가치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15)， 그 둘은 lung쪽의 심층심

리학에서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서， 원형이 그 심층심리학

의 주장으로 이른바 집단무의식의 표출인 한， 하강의 이미지에 촉발된 Mouchette

의 불안감은 그녀 스스로 뚜렷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것일 듯하기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1)의 부분은 Mouchette의 시점에서， (2)의 부분은 그것을 돕는

작가의 시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문장 내에서 그러

한 시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전지적 시점을 취하더라도 그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

는가에 따라 인물의 자유를 살려낼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이 서술자는 스

스로 창조하는 허구 세계와， 더 나아가 스스로의 언술 자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나

타내는데， 전자와 후자의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른바 서술態(voix)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술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른바 발언(enonciation)을 통

해 나타나는 발언의 주인 (s띠et de 1 ’ enonciation) 16)이 다.

서술태를 통해 Therese와 Simone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어 본다면， 그것은 홍미

있는 작업일 것이나，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다른 하나의 논문이 필요할 것이다. 어

쨌든 두 주인공의 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이미지를 직판적으로 그릴 수는 있겠

다 Un Mauvaise Reve의 서술자는 물론 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에 서

처럼 주인공에 대해 전적인 사랑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스스로의 범죄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감싸는 Simone의 자기기만을 꾸짖으면서도 그녀가 그 범죄를

스스로의 책임 밑에 자율적인 의지로 겪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긍스럽게 지

켜 봐 주고 있는듯한 서술자를 우리들은 감득한다. 반면 Therese DesqueyrOlιx의

서술자는 Therese에 대해 스스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 연민은

자족감에 떨어져 있다고 느껴진다. 그리하여 그것은 Therese가 그토록 가지려고

애쓰는 진정성 가운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거짓이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15) KWAK, Kwangsou, op. cit., pp.226-230.
16) T. Todorov, op. cit., p.7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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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슬며시 덮어 버리고， 그것과 동시에 범죄의 애매성마저 호도하고 만듯

이 여겨진다. 왜냐하면 일견 無價의 행위처럼 보이는 그 범죄의 그 무동기성이

Thξrese의 진정성인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범죄를 포함한 Therese

의 많은 행동들에 못지 않게 서술자의 그녀에 대한 태도 또한 애매하게 보인다. 이

를테면 그것은 무상의 연민인 것이다.

Sartre의 Therese에 대한 대한 견해가 이렇게 문제될 수 있다면， 반대로

Gosselin의 Simone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것인가?

Bemanos의 소설들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그녀의 견해는 훌륭한 통찰에 이르렀다

고 하겠으나， Simone의 자유가 온전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Gosselin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Simone au contraire est, comme tous les autres personnages de Bemanos, de

celles qui <font face> (963). Elle veut se prouver ft elle-meme qU'elle <peut

accomplir dans Ie silence meme de I' arne, par sa volante seule, ce que

d' autres ant accompli dans I’exaltation et la folie> (964). Comme Ie comprend

Olivier, ce sont 1ft <des peches d'ange> (965). La premiξre Mouchette, Chantal

(d’Ambricourt) embrassent Ie mal avec la meme volante : < Si la vie me

d악oit， n’importe! Je me vengerai, Je ferai Ie mal pour Ie mal>(226) dit

Chantal. Et Mademoiselle Malorthy , <si petit que fUt son destin , avait epuise

tout Ie mal dont elle etait capable [ ... ) car elle l'aimait> (213).17)

그려하여 Simone의 Olivier Mainville와의 관계를 Therese의 Jean Azevedo와의 관

계에 비교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Mais Simone deviendra la ma1tresse d'Olivier, qu'elIe domine. Therese est

fascinξe par Jean mais n ’osera pas devenir sa ma1tresse, ni d' ailleurs celIe de

Georges. Dans l'univers de Bernanos, Ie destin change de sens , c;표 les

personnages Ie prennent en main , 1’assument.18)

17) EB, p.152.
18) EB, p.137. 인용문 안의 ( )속 숫자들은 OR의 변수임.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인용끔의 ( )속

숫자는 OR의 연수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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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Gosselin의 주장은 Olivier와의 연사에서부터 살인범죄까지 모두가 Simone의 자

유로운 행동이라는 것이다. Simone가 오직 자유의지만으로 범죄를 범하는 여언이

라는 사실은 위 의 첫째 인용 안에 있는 Gosselin 자선의 두번째 인용-Un

Mauvais Reve에 서 의 인용 으로 잘 증명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인용은 Simone

자신이 한 말이라는 점을 주의하기로 하자.

실존주의자들은 우리들에게， 자유란 Andrξ Gide가 말하는 비구속성(disponibilite)이

아니라， 投企(projet)를 위해 주어진 상황(situation)에 제공되어 있는 행동 가능성

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 (choix)함으로써 상황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

쳐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과정이 진정성 (authen

ticite) 즉 내적 진실성에 지탱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그 모든 과정은 자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스스로가 옳다는 믿음이 없으면， 추진될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른바 자기기만(mauvaise foD의 문제가 대두된다. 스스

로가 옳다는 믿음이 거짓 믿음(mauvaise foD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자기

기만 즉 거짓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의념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없게 하고， 따라서 자유를 그 원천에서 마모시킨다.

Bernanos의 테마 체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짓은 가장 중요한 테마의 하나이

다‘ 이 점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한 Jacques Chabot는 이 렇게 쓴 바 있다:

Les damnes bemanosiens sont toujours des damnes du mensonge, des

fabricateurs qui s ’inventent une vie factice dans 1 ’ inanitε du ’romenesque’ 
soit qu ’ils creent une oeuvre au lieu de vivre une existence

authentique(Ganse, Simone Alfieri ), soit qu ’ils creent leur propre vie comme

une oeuvre imaginaire Oes deux Mouchettes, M. Ouine) - [.넨9)

Simone에 대한 Gosselin의 견해의 미진한 점은 바로 이 거짓의 문제를 보지 못

한 데 기인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Simone의 자기기만에 대한 그녀 자신의 암묵

리의 느낌이 그녀를 어떻게 온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동에 주저로

움을 가져 오는지 이미지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또한， <Je voudrais,

dans mes livres, lancer des escadrons d'images>20)라고 한 Bemanos에 게 있어서

는 이 미 지는 배경 (decor)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 녕 <사상의 핵 >21)으로서 작

19) J. Chabot, Notice pour Les Grands Cimetieres sous la lune, Essais et 깅cirts de conibat I , coll.
{Bibliotheque de la Pleiade} , p.1413.

20) Bemanos가 V머lery-Radot 에 게 보낸 편지 에서 했다는 말. <Bulletin de la Societe des Amis de G.
Bemanos> 2, p.ll. Max Milner, Georges Bemanos, p.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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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비밀을 밝혀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앞서， 이미지들은 묘사적 이미지， 환기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로 가름

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 종류의 이미지들은 그것들 사이에 위계적인 서열이 있다. 묘사적 이미지와

환기적 이미지는 인물이 처해 있는 사건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후자에

부과되는 사실성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만큼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을 방

해한다고 하겠다‘ 반면 비유적 이미지는 그 용법상 그런 사실성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초현실적인 상상으로 창조될 수도 있으므

로，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묘사적 이미지와 환기적 이미지

사이에도 서열이 있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상상력의 자유를 더 많이 허용할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인물이 목하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 있으므로 시공적으로

정확히 획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인물이 과거에 처해 있었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환기된 것이므로 그만큼 시공적으로 획정되어 있지 않고， 따

라서 그만큼 상상력에 자유를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묘사적

이미지도 사실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상상력의 발현을 허용할 수 있고， 그만

큼 한 작품의 상상적 원리를 표현한다고 하겠다.22 )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Simone의 자유와 진정성도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그 진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Un Mauvais Reve는 웬만한 독자라면 누구나 <미완성의 불완전한 소설>23)이라

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인물들의 행동의 동기에 대한 섬리적인 설명이 극히 부

분적으로 여기 저기， 그것도 아주 암시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서 사건 전개의 논리

가 뚜렷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 작품에 강력하게 이끌려 드는

데， 그것은 필경 이 작품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몽환적인 분위기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듯 한데， 그 하냐는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거의 모두， 바슐라르 식으로 말해 물이라는 물질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물의 이미지들이 한결같이 인물을 뒤덮

거 나(1)， 끈적끈적하게 달라 붙거나(2)， 집 어 삼키거나(3) 한다는 사실이 다. 나중에

물의 이와 같은 기능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들의 유형화가 필요하게 되므로， (1),

(2), (3)을 각각 COUVRIR, COLLER, ENGLOUTIR로 지 칭하기로 한다. 어 쨌든 이

21) G. Bachelard , La Terre et les reveries du repos , p.197.
22) KWAK, Kwangsou, op. cit., p.67.
23) M. Milner, Georges Bemanos,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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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같은 물의 이미지들을 묘사적 이미지들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작품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비가 내리며 (COUVRIR)， 거대한 구름，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치고

큰 물이 무섭게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간다<ENGLOUTIR) ' " . 이러한 묘사적 이미지

들에 대웅이라도 하듯， 대부분의 비유적 이미지들도 물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작품 전체가 괴기스럽고 강박적인 어떤 낭만주의적 풍경，아무리 헤쳐

나오려고 해도 안될 것 같은 어둡고 아득한 절망적인 풍경을 보여 주는 것이다.

Bernanos의 상상세계는 운동=상승=가벼움과 정지=하강=무거움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가치의 양 극점으로 가진 변증법적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그 구체적인 발현인 이미지들에서 운동(=상승=가벼움)을 지향하는 요소와 그것을

막는 요소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대개， 이미지가 그 상황을 표현

하고 있는 인물을 비유한다든가 그 인물 자체이며， 후자는， 물의 이미지인 경우 물

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인물에 적대적인 것을 비유한다 : 이미지 분석을 위해

전후자를 각각 운동요소， 물의 요소로 지칭하기로 하자. 물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경우， 그것이 방금 말한 일반적인 경우처럼 운동을 막는 요소일 때에 운

동요소는 문맥에 비추어 짐작되게 된다.

Un Mauvais Reve는 제1부 마지막 쯤에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때까지의 정적

인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동적으로 바뀌면서 제2부가 시작되고， 소설의 마지막에 법

죄가 이루어지는 순간의 무거운 靜寂 이전까지 그 동적인 분위기는 계속된다. 이

분위기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보여 주는 물의 묘사적 이미지들의 변화에 기

인한다. 첫째 부분에서 물의 이미지들은 대개 COUVRIR에 속하는 것들이고， 둘째

부분에서는 ENGLOUTIR에 속하는 것들이다. 즉 대개 전자는 조용히 흘러 내려

뒤덮어 오는 비의 이미지들이고， 후자는 후려치는 비바람이나， 거대한 안개， 구름，

넘쳐나는 강물 등의 이미지들이다. 그리고 첫째 부분은 소설가 Ganse와 그의 두

비서 인 Simone와 Olivier가 일하는 Ganse의 집 의 권태로운 나날들을， 둘째 부분은

Simone의 범죄 행로와 범행을 서 술한다. 첫째 부분의 COUVRIR의 이 미지들은 바

로 Ganse의 집의 그 권태를， 그리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듯한 Simone의 권태

를 나타내는 듯하다 :

Le sair descend invisible comme toujours, semble cauler des fa~ades trempees

de pluie["'](901)

이 이미지에서 <soir>는 바슐라르 식으로 말해 물질적으로 상상된다. <pluie>와

<soir>가 물질적으로 혼합된 듯이 여겨지는 것이다. 저녁은 빗물에 녹은 듯，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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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두운 액체상의 물질은 은연히 빗물보다 더 무거워져서 건물들의 정변을 <보

이지 않게> <흘러> <내린다>. 그것은 사람들의 야단법석대는 소리마저 권태에

짓눌려 맥없어져 버리는 듯한 그 기이한 Ganse의 집을 뒤덮어 마비시켜 버릴 듯

하다…. 바로 그 액체상의 물질이 권태인 것 같다. 그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의

대합실처 럼 열> (876)려 있다고 해도 소용 없고， Simone가 그 집에서 <조용한 유

일한 존재>(876)라고 해도 소용 없는 것이다 : 우리들은 언제나，<질시만이 […]

무위로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 있는> (876)24) 그 집을 그 무

위로움， 즉 그 권태， 그래 그 권태의 무기력하고 무딘 고요에 마비되어 버린 듯이

그린다. 즉 운동요소는 Ganse의 집， 그 작은 세계를 이루는 사람플， 특히 Simone

이고， 물의 요소인 <pluie>와 <soir>는 권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상은 다음과 같은 비유적 이미지가 있기에 더욱 자연스럽다 Ganse

가 Olivier에 게 이 렇게 말한다 :

Votre ennui est sterile - un ennui limpide et fade, comme /'eau"'(909)

권태는 서양의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테마의 하나로， 불

문학에서는 그것을 다룬 작가로서 두드러지게 기억되는 것은 Pascal과 Baudelaire

이고， 현대에 들어 와서는 바로 Mauriac과 Bemanos의 작품들 가운데 그것은 큰

테마의 하나로 불거져 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서양의 이원론적인 형이상학

적 감수성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이 감수성은 이원적 양항언 세계 (monde)와 자아

(moD의 불통일을 느끼고， 그리하여 인간을 그 양자의 이상적인 통일 상태(기독교

에서는 신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 진리， 또는 한결

세속적으로 삶의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를 지향하는 의지로 파악한

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에의 도달을 회의하게 되면(즉 기독교에서는 신을

잃어버리거나， 일반적으로 삶의 뜻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렇더라도 근본적인 인

간의 존재양상으로서의 지향적인 의지는 항존하므로， 그 지향적인 의지가 구심점을

잃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것이 권태이다. Sartre의 <구역 (nausee»이나 Camus의

<부조리 (absurde»의 감정도 그것의 변양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그것을

실존주의 식으로 말하자면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실존적 자각에서 비롯되는 느낌

이라고 할 수 있겠다. Simone와 Therese의 권태는 세속적으로는 가장 크게 결혼

생활의 실패와 관계 있는 것이지만， 기실 그 실패는 단순한 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24) 방점은 우리의 것임.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변， Bemanos 의 작품에서의 인용의 역문 가운데 있는

방점은 우리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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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으로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뜻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대한 깊은 느낌에 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절망과 이웃해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권태， 삶의 공허를 잊기 위해 Pascal이 말하는 感敵

(divertissement)에 탐닉한다. Simone가 마약을 상용하는 것도 위희의 하나이다. 그

러나 물론 위희가 삶의 뜻을 만들어 줄 수는 없고， 오히려 권태와 마찬가지로 인간

을 은연히 사로잡는 것임을 다음의 마약의 비유적 이미지는 보여 준다 :

[…] Ie deIicieux, 1’onctueux pouvoir, parei1 a une nappe d ’'huile ti응de [ ...]

(986)

여기서 물의 이미지 <huile> 은 앞서의 <soir>와 <pluie> 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운동요소인 Simone를 알듯 모를듯 뒤덮어 마비시키는 듯한 힘을 행사한다 : 그

<huile>은 <tiξde>하고 <nappe>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이니라， 그 힘 자체가

<delicieux>하고 <onctueux>하다는 형용을 얻고 있다 ...

위희의 일차적인 뜻은 일반적으로 근심스러운 것을 잊게 하는 오락이나 심심풀

이 같은 것을 가리키지만， 정녕 Pascal적 인 그 깊은 뜻은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공

허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것을 말하며， 그리하여 더할 수 없이 진지한 활

동들， 예컨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직업이나 심지어 학문 연구마저도 기실 위

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희의 불행한 점은 거기에 반드시 자써기만이 함축

되게 마련이라는 것임을 Pascal의 분석은 잘 보여 주지만， 그렇더라도 위에서 말한

그 두가지 뜻에서 첫째 뜻으로서의 위희는 둘째 뜻으로서의 위희보다 자기기만에

서 쉽게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Simone의 마약 복용은 첫째 위희에 가깝다 : 그

녀는 그것이 스스로의 절망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뜻의 위회에서 우리들이 자기기만성을 깨닫기는 너무나 힘들다 : 이 경우 위

희는 너무나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emanos의 <거짓>의 테마의

가장 큰 중요성은 펼경 둘째 뜻의 위희의 완강한 자기기만성에 기원하는 것이다.

Ganse는 Simone의 권태를 <비옥한 권태> (909)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녀의 권

태가 둘째 뜻의 위희를， 그것도 엄청난 범죄일 수도 있는 위회를 불러 온다는 것과

그 위희가 커다란 거짓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즉 그녀의 권태가 그 위희와 그 거

짓을 산출한다는 것을 스스로의 권태의 경험으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Bemanos의 소설 세계에는 거짓의 테마에 덧붙여， 자칫하면 거짓에 빠질 수 있는

소설(즉 허구) 창작의 테마와， 그런 거짓으로서의 작품을 생산하여 독자들을 미망

에 빠트리는 소설가의 테마가 등장하지만， Ganse는 바로 그 대표적인 소셜가언 것

이다. 그리고 <un mauvais reve>란 말할 나위 없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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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까지 이르는 Simone의 위희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쨌든 Simone가 범죄 행로로 뛰어들기 전에 그녀에 관한 비유적 이미지로서

COLLER에 속하는 몇몇 이미지들이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마치 Simone의 권태가

그녀의 영혼을 썩히고 발효시켜 끈적거리는 <악몽>을 산출하고 그 악몽에 그녀가

눌려 사로잡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

La saintete peu a peu empoisonne, pourrie, liqu당lee par I‘ennui"'(91O)

<saintetξ>라는 이 Ganse의 말은， 그로 하여금 그녀를 <이를테면 성녀 >(910)라고

표현케 하고 Monsignor Cenci 로 하여금 <신비주의자> (899)라거나 <스스로를 찾

아가는 영흔> (900)이라고 말하게 하는， Simone의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

이다.

게다가 그녀는 Ganse와 십여년간 일하면서 그에게서 거짓된 소설 즉악몽의 산

출 능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그 자신의 악몽을 전이 받기도 하고 또

그에게 주기도 하여，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악몽의 삼투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리하

여 Ganse의 미완성 소설 Evangeline은 기실 Simone의 악몽의 충실한 묘사라고 해

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소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켜 보며

I'impression de se regarder a travers une grande epaisseur d ’eau trouble

avec des buIles de boue (924)

를 가진다.

COLLER의 이미지들이 은연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COUVRIR 의 이미지들보

다 더 무거우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Ganse 자신 위에서 살펴 본 이미지들

이 비유하고 있는 악몽을 <무겁다>고 밝혀 말한다 :

[…) les mauvais reves sont lourds. (911)

위의 이미지들 가운데 첫째 이미지는 끈적거리는 물의 요소가 생성되는 순간을 묘

사하는 것인 만큼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 이미지에서는 끈적거리는，

따라서 밀도 높은 물의 요소에 눌려 운동요소인 Simone가 그 밑으로 깊숙히 가라

앉혀 버릴 듯하다'"

물의 요소는 제1부 마지막 부분쯤에서， COUVRIR와 COLLER에 서 ENGLOUTIR

로 바뀌 게 되는데， 그때 Simone는 Olivier에 게 <]e te sauverai. Laisse-moi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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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s>이 라고 말한다. 바로 그 순간은 그녀의 권태가 완전한 맥락을 갖춘 악몽을

탄생시키기를 완결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 악몽은， 누구보다도 삶에 성공할 수 있

는 비범성이 어느 면으로나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경 삶에 실패하고 만

삼십대 여인， 그렇기에 공허와 절망 가운데 권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녀가 그녀

앞에 <천사>처 럼 신선하게 나타난 청소년 Olivier를 스스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부모 없는 그의 불행의 하나를 쫓아 주겠다는 핑계로 그 이외에는 상속자가 없는

그의 먼 친척， 부자 할머니， 프랑스 동부의 어느 외딴 산간 시골의 커다한 저택에

은퇴해 사는 노파를 據誠， 살해한다는， 그런 맥락을 갖추는 것이다 ... 이 악몽은 그

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태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이 권태와

그것의 이면인 삶의 무의미성을 타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나서려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거짓된 꿈이라는 점에서 위희의 하나

인 것이다.

어쨌든 악몽의 탄생이 완결된 이제， 악몽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COLLER

의 이미지들 대신， 그 악몽이 스스로를 실현시키기 위해 Simone를 범죄 장소로 끌

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ENGLOUTIR의 이미지들이 나타난다i 상승과 하강의 차

원에서 말하자면， Simone를 범죄장소로 끌고 가는 악몽의 힘은 물론，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힘이라고 하겠다.

제1부 마지막 부분 이후의 작품 후반부는 작품 마지막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범

해지는 정적의 순간 이전까지 온통 ENGLOUTIR의 이미지들로 차 있다.

Simone가 범죄 행로에서 철도 여행을 끝내는 시골역에서 내려 기차표를 제시하

지 않고 역을 빠져 나왔을 때，

Elle Ie (Ie billet] dechira soigneusement, et par-dessus Ie parapet Ie jeta dans

les flots noirs et tournoyants de l'Yvargue. (987)

물의 요소인 <les flots noirs et tournoyants>에 집어삼키이는 <Ie billet> , 그것은

운동요소로서 바로 Simone를， 저항할 수 없는 악몽의 힘에 이끌려 들어가는

Simone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녀가 방금 내린 쓸쓸한 승강장을 바라보

았을 때，

[…] la fumee de la locomotive qui l' avait amenee n' en finissait pas de se

dissiper dans Ie ciel brumezα， tournait toujours au-dessus d' elle. (987)

안개와 구름에 사로 잡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기차 연기는 Simone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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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나타내는 듯하다.

묘사적 이 마지 인 위 의 두 이 미 지 의 <Ie billet>와 <la fumee de la locomotive>

에서 피동적으로 악몽에 사로 잡히는 Simone의 모습을 보는 것은， 먼 거리를 두지

않고 나타나는 그 두 이미지 사이에서 서술자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 <Mais

elle s ’avisait tout a coup qu' elle ne sortirait plus de ce mensonge, que ce

mensonge n'avait pas d'issue.>

우리는 앞서 Simone의 악몽은 그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태가 만들어내는 것이

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이 권태와 그 이변인 삶의 무의미성을 타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려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ENGLOUTIR의 이미지

들은 바로 그 악몽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위의 이미지들에 나타나 았는，

악몽에 대한 그녀의 자가당착적인 피동적인 태도는 어찌된 일인가? 즉 물의 요소

와 운동요소의 적해적인 관계가 없어지고 그 둘은 함께 범죄 장소로 달려가야 할

터인데， 후자가 전자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한다고는 하지 못할지라도 피동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그녀가 악몽의 거짓성을 암암리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암암리에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그 거짓성에 대해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완

전한 각성 (prise de conscience)에 이르렀다면， 악몽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위의 두 이미지 사이에서 서술자가 Simone의 악몽을 < 거

짓 >이라고 말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는데， 그 서술자의 말의 시점은 Simone에 게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그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녀는 완전한 각성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그녀의 악몽의 거짓성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아니면 이 소설은 Bemanos의 모든 다른 <숨

어 있는 작가>의 소설들처럼 전체적으로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Simone

자신은 단순히 자기의 계획된 범죄만을 가리키며 생각한 것을， 서술자가 그 범죄를

<거짓>으로 규정해 주며 옮겨 준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훌륭한 명분을 바탕으로 예모한 범죄를 느닷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

녕， 그 명분의 허약함 즉 거짓스러움에 대한 그녀의 전혀 의식화되지 않은 느낌이

있읍을 상정케 한다.

기실 이와 같은 스스로의 악몽에 대한 Simone의 부정적인 태도는， 그 악몽의 핵

심인 노파 살해의 생각이 그녀의 머려 속에 자리잡자마자 이미 이미지 차원에서는

나타나 있다. 다음의 이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L ’image de la chatelaine devint peu a peu l'un de ces points fixes que

recouvre et decouvre tour a tour Ie songe flottant de la drogue, ainsi que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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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 d'un roc dans les remous de l'ecume. (985)

이 이미지는， 스스로의 악몽의 거짓됨을 어느 정도 의식한 Simone를 보여주는 위

의 두 이미지와는 달리， 그 악몽의 실현계획(범죄 장소 Souvi1le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사전 답사， 범죄 자체의 구체적인 실행 양상'" 등등)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그녀가 보이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정녕 의미심장하다.

먼저 우리들은 이 이미지가 비유적 이미지， 더 정확히는 직유적 이미지로 사용되

었음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유를 가능케 하는， 비유항 « la pointe d ’un

roc dans les remous de l'ecume>)과 피 비유항 «1’un de ces points fixes que

recouvre et dεcouvre [... ] Ie songe flottant de Ia drogue» 의 유사성은 구심적 인

형 태적 구조에 있다 : <1 ’un de ces points fixes>와 <la pointe d'un roc>은 구심

점으로서 대웅되고， <Ie songe flottant de la drogue>와 <les remous de

l ’ecume>은 그 두 구심점의 각각에 몰리는 주변요소로서 대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실 <1’un de ces points>과 <la pointe d ’un roc>의 구심력은 <Ie songe

flottant>과 <les remous>에 만 미쳐 있는 게 아니 다. 그 구심 력 이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1’un de ces points>이 바로 <l'image de la chatelaine>

이기에， 오히려 이미지에 실제로 나타나 있지 않은 Simone인 것이다. 그녀는

Olivier의 이야기가 그려 보여준 그 노파의 이미지에 범죄의 욕망으로 흘리듯 빨려

든다…. 어쨌든 물론 이와 같은 비유는 의도된 것이며， 따라서 이 이미지의 형태적

구조는 그 사용자에게 의식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심적인 형태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이미지가 왜 굳이 <la

pointe d’un roc dans les remous de l'ξcume>인가? 이것은 바로 소설의 후반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ENGLOUTIR의 이미지의 하나가 아닌가? 그 모든

ENGLOUTIR의 이미지들의 논리 자체에 의해 우리들은， 이 이미지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운동요소로서 Simone를 그리지 않는가? 왜냐 하면 Simone는 세이레네

스의 노래에 유혹된 선원들이 배를 암초로 몰고가다가 거기에 난파시키듯， <la

pointe d'un roc>에 홀리듯 다가가 거기에 폼을 부딪혀 <les remous de l'ecume>

에 삼키여 들어갈 것 같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물의 요소는 <les remous de

l'ecume> 뿐만 아니라 <la pointe d'un roc>까지 포함하게 되 고， 운동요소는 여 기

에서도 역시 Simone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이미지의 이와 같은 역동적 구조

는 의도된 것이 아니다 : 즉 그것은， 구심적인 형태적 구조가 표현되는 과정에 사

용자의 의도를 넘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잠재의식적인 것

이라고 해야 하겠다.

이 이미지가 흥미있는 점은， 의식적인 형태적 구조가 잠재의식적인 역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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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겹쳐 있고 또 전자가 범죄에 대한 Simone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한다

변 후자는 부정적인 태도를 암시한다는 데 있다. 즉 그녀는 범죄의 생각이 태어나

그녀의 의식을 그 한 점으로 빨아 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것이 <악몽>임을 알

아 보고 멈칫거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ENGLOUTIR의 이미지들의

물의 요소가 악몽을 나타낸다는 그것들의 비유 현상에 의해 추단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녀는 범죄행로를 시작하여 노파를 벽난로의 장작 받침쇠로 내려칠

때까지 범죄행로의 대부분에 있어서 숙명감과 무력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그녀

는 Gosselin이 인용한 <Me prouver […] que je puis accomplir [... ] par rna

volonte seule , ce que d' autres [... ] ont accompli dans I’exaltation et la

foliel> (964)라는 자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기실 그녀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행사하

지 못한 것이다. 그녀의 명석성， 옛날 고등사범학교의 입학시험에 응시했을 정도의

재원다운 그녀의 명석성은， 그녀로 하여금 <악몽>을， 달리 말해 <천사> 같은

Olivier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악몽>을 감싼 스스로의 자기기만을， 어렴풋하게

나마 즉 잠재의식적으로 꿰뚫어 보게 했고， 그리하여 그 〈악몽>을 추진하는 의식

의 표층과 그것의 실상을 알아본 의식의 심층 사이의 충돌로 자유의지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셜은 범죄 후 Simone의 운명이 유예 상태에 버려짐으로써 난해하게 끝나고

있는데， 그러나 베르나노스의 범죄적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인물이라고

할 그녀의 영적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것은 Simone가 노파를 살해하는 양상으로써 짐작되는 것이다 :

La chose se fit d' ailleurs avec la promptitude, la surete, I’inexorable precision

des gestes de I'instinct, et dans un prodigieux silence. Le faible cn etait a
peine arrivξ a ses oreilles, qu ’elle se laissa comme tomber dessus, I 녕touffa

de tout son poids. L녕Ian les fit glisser toutes deux sur Ie carreau cire

chaque jour, poli comme une glace , et la main droite de Simone se posant

par hasard sur un objet lourd et froid-elle sut plus tard que c경tait I'un des

chenets de bronze -elle frappa droit devant elle, posement, sauvagement. Le

frele corps qu'elle tenait serre entre ses jambes trembla deux fois. Tout se

tut. (1019-1020)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때까지 <악몽>에 이끌려오기만 했던， 그리하여 잠재적인

의식의 분열로 절망적인 무력감에 차 있던 그녀가 그녀의 자유 의지를 온전히 되

찾는 순간인 것이다 : 위의 인용에 나타나 있는 그녀의 행동에 어디 일말의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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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가?

이 자유의 획득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볼 때， 범죄 후 느닷없이， 그녀가 스스로

꾸며댄 범죄옹기의 거짓됨을， →그때까지 잠재의식적으로만 느껴오던 자기기만을，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명료히 깨닫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그것은 자유 의지를 온

전히 되찾음으로써 가능해진 그녀의 의식분열의 해소， 그로써 결과된， 잠재의식 속

에 숨어 있던 진실의 의식화， 즉 그것은 정신분석적 의미에 있어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바로 자유의 획득인 것이다.

이리하여 Simone는 여기서 비로소 자기기만의 오랜 방황을 거쳐 자유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Gosselin의 주장도 여기서 비로소 미미하게나마 타당성을 되찾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se Desqueyroux가 예술적 측면에서 흘륭하게 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은 누

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미지의 차원에서도 세계와 주인

공 사이에 <un fin n§seau de correspondances>25)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작품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드문 통일성과

논리성을 갖춘 Un Mauvais Reve 보다는 그점에서 부족하고， 따라서 이미지 연구

의 대상으로서는 그 작품보다 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특

히 무대배경과 풍경의 즉변에서 이 작풍은 깊은 울림을 주는 드문 소설의 하나이

다.

우선， Un Mauvais Rεve처 럼 작품 전체가 물의 이미지들 및 그것들과 연관된

이미지들로 차 있는， 그런 완전에 가까운 이미지의 통일성은 없더라도， 대체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는 세 이미지群이 있는데 여름의 질식시키는듯 강렬하게 내려 찍는

햇빛과 더위， 드넓은 숲을 감싸고 또 그것을 넘어 펼쳐져 모든 것을 짓누르는듯한

침묵， 그리고 초겨울의 그칠줄 모르고 내리는 비 이 세가지가 이루는 세 이미지

群이 그것이다.

다음， 이미지의 논리성으로 말하자변， 이 점에 있어서도， Un Mauvais Reve에 서

는 권태와 악몽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의 상상적 기능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조응하

는 이미지들의 변화가 관찰되는 데 반해， 여기서는 그런 정연한 논리성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상승=가벼움과 정지=하강=무거움을 양극으로 하는 상상력의

변증법적 축이 이미지들의 기능을 지배하는， 상상의 근원적인 법칙성온 발견되고，

이미지 차원에서 두 작품의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도 여기에 근거해서인 것이다.

25) M. Maucuer. T!u?r강se Desqαeyrolα， call. (Frafi1 d'une oeuvre»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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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Un Mauvais Reve에 서 물의 이미지틀의 기능적 특징을 COUVRIR와

ENGLOUTIR로 규정했는데， Ther강se Desqueyroux에 서 두드러지는 것은 햇빛과

더위， 침묵의 이미지들의 질식시키는듯 짓누르는 힘이다 : 이것을 ETOUFFER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작품 후반부를 가득 채우는 비의 이미지틀은 COUVRIR

나 ENGLOUTIR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 Therese를 집안에 가두는 기능

을 가진듯이 생각된다 : 이것을 ENFERMER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Th깅r강se

Desqueyroux에 서 는， Un Mauvais Reve에 서 처 럼 운동요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물

의 요소만이 아니므로， 그것을 그냥 방해요소로 명명하기로 한다.

우리들은 Therese의 결혼의 실패의 전말을 알고 있다. 아무런 뜻도 찾아볼 수

없는 막막한 권태의 나날들이 이어지는， 세상 끝에 버려진 것 같은 Argelause, 참

된 교감이 란 조금도 나누어본 적 이 없는 Bemard7} 산비둘기 사냥에서 돌아와 저

녁 식탁에 앉아 사투리로 사냥 이야기를 늘어 놓는 것을 볼 때에 느껴지는 끝 없

는 절망감， --그때에 Ther응se를 짓누르는 것은 :

[…] c'ξtait Ie silence Ie silence d'Argelouse! Les gens Qui ne cannaissent

pas cette lande perdue ne savent pas ce qu' est Ie silence il ceme la maison,
comme solid따깅 dans cette masse epaisse de foret au rien ne vit [... ]26)

그러므로 전형적인 ETOUFFER의 이미지인 방해요소 <silence>는 Thεrese의 삶

의 무의미성， 권태， 절망 등을 암시하는 것이겠는데， 운동요소인 그녀가 거기에 꽉

막혀 있는 상황은， 그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옴부렴을 쳐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듯하다... <silence>는 <solidifiε>된 것 같이 무겁게 짓누르는데， 게다가

<cette masse epaisse de faret>와 세상 끝에 버려진 것 같은 Argelouse의 고절이

Ther응se의 움직임을 막는데 <silence>를 돕고 있다.，. 정녕 Therξse는 질식하고

말지 않겠는가? 사실 그녀는 조금 뒤에 이렇게 생각한다 :

[…] je crus penetrer dans un tunnel ind댄ni， m'enfoncer dans une ombre

sans cesse accrue , et parfois je me demandais si j I atteindrais enfin l' air

libre avant l'asphyxie. (M 100- lOU

방해요소인 <tunnel indefini>와 <ombre sans cesse accrue>는 운동요소인

26) F. Mauriac, Th깅'Tese Desqueyrolα， Le Livre de poche, p.lOO. 앞으로 특별한 언금이 없는 한， 불문

인용 끝의 ( )속에 M자와 숫자릎 기입한 것은 이 책에서의 인용을 뜻함.



66 師 大 論 輩(52)

Therese를 <asphyxie>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앞까지

숨막힐듯한 <silence d' Argelouse>가 묘사되고 있었으므로 <silence>의 보조적인

이 미 지들일 것 같고， 따라서 그것들의 피비유항은 <silence>가 암시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비유적 이미지인 이 이미지는 Therese의 행동의 비밀에 이르게 하는 단

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앞서 자유란 상황에 제공되어 있는 행동 가능

성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실존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언급한 바 있다. Therese가 <asyphxie>를 피하려고 할 때， 이 이미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것은， 가급적 빨리 <tunnel>을 빠져나간다는 게 아닐

까? 그런데 그것은 <tunnel>이 라는 상황에서의 도피， 즉 그 상황에의 참여의 거부，

달리 말해 자유의 거부라고 할 수 있겠다27) . 스스로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파리로 오라고 Therese를 유혹한 Jean Azevedo가 그 유혹으로써 그녀

에게 권고한 것은 기실 자유가 아니라 도피일지도 모른다. 기실 Ther응se의 자유

는 <tunnel>이 암시하는， 그 시골의 권태롭고 절망적인 뜻없는 삶에 옴을 던져，

그것을 희열에 찬 뜻있는 삶으로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ETOUFFER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의 하나는 Argelouse에 서 얼마 떨어진 곳，

Mano의 숲에 큰 화재가 난 날-그날 Bernard의 독살에 대한 생각이 Therξse 스

스로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머리에 자리 잡는데-뜨겁게 내려찍는

햇빛과 더위이다 :

Le parium de la resine brazee impregnait ce jour torride et Ie soleil etait

comme sali. […] 11 [Bernard] avale d'un coup Ie remede sans qu'abrutie de

chaleurs, Therese ait songe a l'avertir qu' il a double sa dose habituelle. [... ]

11 demande "Est-ce que j'ai pris mes gouttes?" et sans attendre la reponse,

de nouveau il en fait tomber dans son verre. Elle s' est tue par paresse , sans

doute, pαr fatigue. (M 117)

27) 기차 고장으로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면， 최선의 선택은 거기서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이 이미지， 특히 비유적 이미지가 보여 주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빠져 나오려는 노력이 상상적 지향성，

즉 존재 자체의 근원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한， 참여에 대한 존재 자처}의 근원적 거부를 보여 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그런 거부를 보여 주기 위해 터널의 이미지가 동원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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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머지는 Bernard가 복용하는 독성 있는 약을， 화재에 정신이 없어 1회 복용량

의 세배로 먹는 것을 보고서도， Therese가 그것을 그에 게 알리지 않게 되는 과정

을 잘 보여 준다. 여기서 방해요소는 <jour torride>와 <chaleurs>만이 아니다. 거

기에 <p따fum de la resine brO.lee>와 태양을 <sali>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Mano

에서 솟아 올라 퍼져 오는 연기가 스며들어， 뜨겁고 탁하게 된 대기가 Therese를

숨막히게 할 듯이 짓눌러 왔을 것이고， 사실 그녀는 정신이 <abrutie>해져 ，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입을 열지 못하고 만다…. 아마도 그 뜨겁고 탁한 대기에 짓눌려，

<paresse>를， <fatigue>를 못이겨….

그렇다면 이 때 방해요소는 정녕 물리적인 차원만을 가지는 것일까? 즉 위의

<silence>의 이미지와는 달리-거기에는 이미 <cerne> , <solidifie>처 럼 비유적인，

정확히는 은유적인 부분이 있었다-순수히 묘사적인 차원만을 가지는 것일까? 물

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위의 <silence>의 이미지와 같은 기능(ETOUFFER)을 가

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silence>와 피비유항을 공유하리라고 상정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이 미지 의 가운데서 (chose habituelle과 Il demande 사이 ) 우리가 잘

라낸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온다:

Tout Ie monde a quitte la table , - sauf elle qui ouvre des amandes fraiches ,

indijferente, 깅trang강're a cette agitation, desinteressee de ce drame, comme

de tout drame autre que Ie sien. (M 117)

우리는 앞서 권태는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실존적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러므로 Satre의 <구역>이나 Camus의 <부조리>의 느낌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한

바 었다. 그런데 <부조리>를 자각한 사람의， 세계에 대한 느낌이 바로 이방인적인

낯설음이라는 것은， Camus의 L'Etranger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위의 인용은 그날

Therese의 느낌이 바로 그런 이방언적인 낯설음이었으리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게

아닐까? <desinteressee de tout autre drame que Ie sien>을 가리키는 그 낯설음

은， 그러므로 달리 말해 <Ie sien> 즉 자신의 드라마， 뜻 없는 삶의 권태와 절망에

만 친숙해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실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한 것은 그 뜨겁고 탁한 대기 때문만이 아니

라， 이와 같은 그녀의 마음상태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즉 전후자는 똑같이， 운동

요소인 그녀에 대한 방해요소로 수렴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그 뜨겁고 탁한 대

기도 앞서의 <silence>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삶의 뜻을 잃어버린 Therese

의 권태와 절망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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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지금까지 Therese가 권태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질식되어， 자유를 행

사하지 못하는 것을， 즉 投企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

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권태와 절망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것은 마침내 그녀를 뚜렷한 의식도 없이 Bernard의 죽음 가까이에까지

가게 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Qu’esp응re-t-el1e a cette minute? "Impossible que j' aie premedite de me taire."

(M 117)

라고 변명하는 것을 누구나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 그녀의 행동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여겨진다. 그날 저

녁 왕진온 Ie docteur Pεdemay에 게도 그녀는 낮에 본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다음 날 Bernard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그의 병의 발작이 그것 때문이었는

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이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때를 회상하는 그녀의 생각

은 이렇다 :

Qui, je n' avait pas du tout Ie sentiment d' etre la proie d ’une tentation

horrible , il s' agissait d'une curiosite un peu dangereuse a satisfaire. (M 118)

이리하여 그녀는 Bernard 몰래 약의 1회 복용량을 많게 한다 ...

많은 논자들이 이때부터 Therese의 심리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이때부터의

그녀의 행동의 vraisemblance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는 다시

Pascal의 <위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의 단서를-이 문제를 척결한다는 야심

은 물론 못 가지는 채로-찾아 보려고 한다.

앞서 우리는 위희의 두가지 뜻에 대해서 알아 본 바 있는데， 그 첫째 뜻은 근심

을 잊게 하는 오락이나 섬심풀이 같은 것을， 둘째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공허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것-더할 수 없이 진지한 활동들까지도

포함하여→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생각은， Therese가 최초로 스스로

Bernard의 약의 1회 복용량을 많게 하는 행위에서 첫째 뜻의 위희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이 다. 그녀가 거 기 에 서 느낀 <une curiosite dangereuse

a satisfaire>는， 스스로의 권태와 절망에 사로잡혀 일체의 외계가 낯설게， 무연하

게 보이게 된 이후 그녀가 외계에 대해 느끼는 최초의 관심이 아닐까? ..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태와 절망을 잠시나마 잊게 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둘째 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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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희가 되기에는， 진지한 投企-그것이 자기기만에 지탱되는 것일지라도 가 부족하

다. 이것은， 그것과 Simone의 범죄행위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이해된다 Simone

는 훌륭한 명분 위에 진지하게 범죄의 投企를 설정하고， 범죄 장소를 사전답사까지

하면서 철저한 예모를 했던 것이다. 정녕 Ther응se의 범죄행위의 시작은 근심을 잊

기 위한 잠시 동안의 유희와 같아 보인다 ...

그러나 :

[... ] Le premier geste accompli, avec quelle fureur lucide elle avait poursuivi

son dessein! avec quelle tenacit힌 (M 184)

우리들은 이제 Therese의 범죄행위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국변에 이르러 있다.

이 국면은， 첫째 뜻의 위희와 같아 보이는 위의 국면과는 명백히 달리 설정되어야

할 국면임은 당연하다. 자유간접화법으로 옮겨진， Bernard에 게 하는 바로 위의

Therese의 고백대로， 이 국면에서 그녀의 범죄행위는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기까

지 하는 철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국면은 둘째 뜻의 위회를 보여 주는가? 하지만 Andre Lanly의 지

적대로28) 작가는 독자들에게 Ther흔se에 대한 동정을 유지하기를 바랐는지， 이 국

변의 범죄행위를 큰 줄거리로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말아， 이 국변의 이해를

가능케 할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이야기

가운데 다행하게도 우리들은 다음의 이미지를 만난다 :

Elle traversait, seule , un tunnel , vertigineusement , elle etait au plus obscur

il fallait , sans ref!깅chir， comme une brute, sortir de ces tenebres , de cette

fumee , atteindre l' air libre, 、rite l vitel (M 121)

우리들은 앞서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표현에서만 다소 다를 뿐이지 心像의 차원

에서는 거의 같은-를 살펴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tunnel>의 이미지가 도피적인

성격을 드러냄을 목도한 바 있다. 과연 이 이미지에는 도피가 갖는 조급성이 <sans

reflechir> , <vite! vite!>라는 표현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ETOUFFER의 이

미지에서 <tenebres>와 <fumee>로 가득 찬 <tunnel>의 질식적인 상황이 비유하는

것은， Therese의 권태와 절망이기 보다는 한결 정확히 그녀의 범죄 상황일 것

이다. 즉 유희처럼 시작된 범죄가 이젠 오히려 그녀를 짓눌러 오는 상황에까지

28) A. Lanly, Therese Desqueyroux, call. {ULB} , p. 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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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상황을 되돌

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빨리 진행시켜 그 끝에 다다르는 것일

것이다. 범죄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그것에의 참여가 아니라 도피가 되는 것은，

이와같이 Therese가 그것에 대해 호기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더

근원적으로 그 범죄 상황의 진행의 시종이 그녀의 投企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 국변의 Therese 의 행동이 둘째 뜻의 위희가 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 때문에 그것이 Simone의 살해행위-그 둘이 모두 살인기도이지만

-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imone의 기도는 필경 성공하는 반면

Therese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우리들은 자유의 문제로 되돌아 온다 : 자유가 정녕 실존주의적인 개념

하에서만 참된 것이라면， Simone의 행동은 자기기만에 지탱된대로나마， 즉 잠재의

식의 동의를 못얻어 반쪽으로 행사된 것인대로나마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

는 반면에， Therese의 행동은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말은

두 여인이 똑같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의 이미지 두 개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Therese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Argelouse로 돌아와 Bernard에 의해 거기에

유폐된다. 소설의 이 하반부는 초겨울의 끝없는 비로 덮여 있다 :

[...J Ies t，강n강bres ne sont pas froides , mais comment imaginer qu'il puisse

un jour ne plus pleuvoir? 11 pleuvra jusqu녕 Ia fin du monde. (M 156)

[...J il n'y avait guere plus de bruit dans Argelouse, et I'apres-midi n'ξtait

guere moins sombre que la nuit. En ces jours Ies plus courts de l' annee, Ia

pluie epaisse unifie Ie temps , confond Ies heures , un crepuscule rejoint

l ’autre dans Ie silence immuable. CM157)

예들에서 보듯이 소설 하반부의 비의 이미지들은 많은 경우 어둠과 침묵의 이미

지에 동반되어 있다. 그것들이 행사하는 힘으로 볼 때， COUVRIR나 ENGLOUTIR

에 속하는 것들로 가름될 수 있으나， 그 기능이 Simone의 경우와는 달리，

COUVRIR나 ENGLOUTIR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Therese를 가두는 것

(ENFERMER)이 라고 하겠다. 어둠과 침묵의 이미지도 물질적으로 상상됨으로써

비와 흔합되어 그 기능에 참여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Therese의 유폐

감과 절망감을 암시하는 것 같다. 이 비의 이미지들은 큰 시적 울림을 가지고는 있

지만， 작품의 큰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실 T뼈rese Desqueyrou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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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비밀은 앞서 살펴본 ETOUFFER의 이미지들에 모두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 비의 이미지들을 두고도 Therese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으리

라 : Thεrese는 필경 그 비와 어둠과 침묵의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하지도， 탈출할

시도도 하지 못하고， Bemard7} 그 감옥에서 그녀를 방면해 줄 때에야 비로소 거

기에서 해방되어， <devenir soi-meme>라는 신조를 실천할 수 있으라라는 파리의

거리 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Therese는 끝까지 자유를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한다. 필경 Mauriac은

장세니스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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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Simone Alfieri et Therξse Desqueyroux

- a propos de leur liberte

Kw와(， Kwangsou

On connaft Ie cεlξbre article de Sartre, M. Franζois M auriac et la libert，깅 qui

critique vivement La Fin de fa nuit de Mauriac. Selon lui, Mauriac aurait

강chouξ a conferer Ia liberte a son heroIne, Therese Desqueyroux, comme i1

I' avait voulu au seuil de son roman a εcrire. II dit que Mauriac confond Ies

visions interne et exteme, sa vision narrative etant omnisciente, et que cela

prive Therese de sa Iiberte , en la transformant en une chose.

Mais il n' en est pas ainsi dans Ies romans de Bernanos, qui pourtant adopte,

lui aussi, Ia vision narrative omnisciente. C ’est qu' il y a un moyen pour creer

dans un roman a la vision narrative omnisciente des personnages libres ce

qu ’on appelle fa voix dans Ia poetique structurale. On pourrait donc dire que

Sartre n' est pas bien fonde dans sa critique de Mauriac, Ia vision narrative

n’εtant pas, dans un roman a la vision narrative omnisciente, une crit응re

suffisante pour juger de Ia Iiberte des personnages.

D ’autre part, Gosselin, en comparant Simone et Therese dans son article, «

Confrontation de deux univers romanesques Bemanos et Mauriac », juge sans

reserve que la premiere soit entierement libre , alors que la seconde ne l' est

pas. Que Therese ne soit pas libre , on pourrait bien s' en convaincre , mais iI

ne semble pas qu ’on puisse trancher aussi fermement Ia question de Ia Iibert강

de Simone. Car elle n' arrive pas a se Iiberer tout au long de son voyage de

crime du sentiment d ’impuissance et de fatalite , ce qui veut dire que sa

volontε libre qui 1’engage dans son crime n ’est pas entierement intacte. Si on

prend les images pour objet d' etude, les images relatives a Simone revξlent

qu'elle se rend dans son subconscient de sa mauvaise foi, c'est-a-dire, de son

mensonge a l'egard d'elle-mξme qui cache a elle-mξme Ie caract용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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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uthentique de son crime a commettre. C' est pour cela qu ’elle n' arrive jamais,

sauf un court moment de son acte criminel, a mobi1iser tout son etre pour

s'engager dans son crime. Ce qui signifie que sa liberte n' est pas enti응reo

Mais tout de meme , Simone a agi elle a forme un projet d'une vie

authentique, choisi un crime pour Ie realiser, et s' y est engagee, bien qu' elle ait

doutε， dξs la pr，강meditation du crime et sans s'en prendre conscience, de

l'authenticite de celui-ci. Tandis que tous les actes criminels de Therese ne

contiennent aucun de ces divers moments de l'acte libre (projet, choix ,

engagement). Tout un chacun sait que son crime a commence <par paresse,

sans doute, par fatigue>. On peut trouver une image qui montre que Ie moment

Ie plus actif meme de son crime suggere plut6t une fuite qu ’un engagement.

On paurrait donc dire que Simone prend, en quelque sarte, une place plus

elevee que Therese dans la hi강rarchie des libertes, bien qu'el1es aient 강choue

toutes deux a deployer des actes d'une 1iberte intacte et enti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