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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n Green 작품에서 밤과 검정색에 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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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Julien Green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두도려지게 나타나는 특색은 작품의 사건 전개 또

는 극적인 변화의 대부분의 장연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의 반

을 차지하고 있는 밤이라는 시 간에 상당한 부분의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기본적인 무대는 낮이고 따라서 소설에서도

엮어지고 있다.

대개는 낮을 우대로 사건이

낮과 밤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우리는 모든 사건을이 낮에 전개된다고

인식한다. 빛의 신인 Jupiter과 Zeus에 게 지상권(至1::權)을 인정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Adrienne Mesμrat에 서상상할 수도 없는 것은

밤의 신블의 이릎을

관계되는 심리현상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Green 작품에서는 맙융 무대로 삼은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작품의 기본구조플 이루고 있다. Green의 작품세계는 Jupiter나 Zeus가 지배하는 세계카 아

니고 밤의 신인 Varuna, (l) Moira, (2) . Parque (3)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은 질제로 Green이

차용하여 그의 작품명칭으로 삼은 “ Varouηa"와 “Moira" 에 서 나타날

뿐만 아니 라 직 접 빔이 라는 단어를 넣은 “Miημit " “Chaque homme daηs sa ημit "로 법 의 비

중을 강조한 데서도 볼 수 있다.

더우기 밤이 없는 Green 작품의 구성을

0) (a) Julien Green, Journal, 1. l, ed. Gallimard, 1975, p.337: “Mon nouveau livre s’appellera
Varouna, Varouna, c’est Ie dieu vedique , Ie ciel nocturne qui guette Ie coupable. II y a deux
parties. Un crime commis dans une vie sera expie seulement dans une autre, des si강de plus
tard ... "
(b) Varouna는 Varuna와 동일 명 칭 이 다. Le petit Robert 2. Paris 1977, Varuna: “ Une des
grandes divinites v강diques de I’lnde. , . Dieu de la Vastitude (du del nocturne et de I’ocean)
et des Eaux... "

(2) (a) Julien Green , Moi'‘ra, LibrairiePlon, 1950, p.5: “ Le nom de Moiraest celtique et Ie
trema que j’ai ajoute, un peu a regret, donne la prononciation exacte... Que MOIra soit
egalement un des noms donnes par les Grecs au destin, c'est la une rencontre que je n’ai
pas cherchee, mais dont je ne saurais me plaindre."
(b) MOIra는 MOIra, Moires와 동일한 명 칭 이다 Le petit Robert 2, Pairs, 1977, Moires:
“ Divinites greques du Destin... a evolue en une Moira universelle. Plus tard, celle-ci fut
supplantee partrois Moires, lilies de la Nuit ou de Zeus et de Themis....

(3) Pierre Grimal, Dictiηηaire de la Mythologie, ed.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6, p.
348: Les Parques sont , it Rome, les divinites du Destin, identifiees aux Moires grecques (V.
Moires) , dont elles ont revetu peu it tous les attributs, ...Elle sont, comme les Moires, trois
soeurs: l' une preside it la naissance, I’autre au mariage, la troisieme la mort.

- 81-



82 師大짧業(27)

Adrienne의 Villa des Charmes에 서 의 고독한 생활과 잦은 비밀외출， Musurat씨 의 사망과

그에 따른 Adrienne의 고뇌 와 정신착란 ; Le Visioηηaire에 서 Marie-Therese와 Manuel의 산

보， Chateau de Negreterre에 서 M. Le Comte의 말로와 Manuel과 Mme la vicomtesse의 상

봉들， Mme la vicomtesse의 죽음 ;Miημit에 서 Mme Blanche의 자살， Elisabeth의 가출과

방황， Fontefroide 성 사람들의 생 활 ; Varoμηa에 서 Hoel의 마력 의 쇠 사슬 습득과 Morgane

의 암살， Eustache Croche의 Bertrand Lombard와 그의 딸 Helene의 매 휴， Bertrand Lom

bai:d의 죽음 ; Moira에 서 Joseph의 생 활， Praileau와의 싸움， MoYra의 교살 ; Chague homme

daηs sa ηuit에 서 M. Horace의 말로， Wilfred와 Mrs Knight의 접 촉， Max Wilfred와의 친

교와 사살 등 작품의 기본 구초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모두 밥에 일어난

다. 실제 로 Green 작품의 대 부분의 주요 인물들은 그들의 생 활을 낮보다 밤에 하고 있으묘

로 밥이 그들의 주된 생활시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본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외면적으로 나타나고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Green 문학과 맙과의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접합보다도 실제로 작품 안

에서 어떠한 밥의 어떠한 「이미지」들이 어떠한 함축된 의미를 딱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품

에 浮刻되어 어떠한 기여를 하면서 Green의 문학세계를 특정지어 주는가이다. 이러한 점에

서 위에 제시한 작품틀만의 연구로는 Green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밤의 역할을 충분히 고

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이 글에서는 우선 밤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뚜

렷하게 나타나는 위 에 서 본 6개 작품들을 중심 으로 Green 작품에 나타나는 밤과 검정색 의

확산이 주는 문학적 기여를 살펴보자.

(2) 밤이 나타내는 순수한 물리적인 자연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햇빚의 결핍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시신경은 힘을 잃고 어떠한 사붙이 보일 경우도 검게 나타난다. 그러드로 밥

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검정색은 엄밀하게 말하면 색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검정색이나 흰

색 자체블 색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검정색을 여러 색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검정색은 밥의 특성을 가장 잘 표시하는 밤을 상정하는 색으로 여

긴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밤에 전개될 경우에는 작가가 특별히 밥의 어두움을 강조하지 않

아도 독자는 모든 배경과 사건틀이 어두움에 의하여 검정색에 싸여서 펼쳐지고 있음을 의

식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밤을 환기시키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때째로 등장하지 않으면 밤의 존재가 좀더 밀도있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Green 작품에서는 사물이나 인물들의 묘사에 검정색을 자주 삽입하여 질제로 밤이 있으

며 그의 세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킨다. 그러나 더욱 흥미있는 것은 낮

에도 검정색을 많이 도입하여 밤의 지배력이 낮에도 여전히 군렴하며 밤의 함축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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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밤의 함축된 의미， 다시 말하여 밤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들은 어

떠한 것을인가? 이는 물론 각자의 밤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격으로 갈라지는웠을 볼 수 있다. 밤은 평화， 휴식， 행복， 사랑， 창

조， 신의 강렴 등을 상기시키기도 하나 반대로 어두움은 공포， 살인， 강간， 비밀， 함정，

불행， 비극， 파괴， 악마의 출현 등을 상상하게도 한다. 이러한 밤에 대한 상만된 언간의

심리현상은 아마도 인간이 자연과 정 (接)하면서 생긴 아니 어쩌면 인간의 존재와 동시에

형성된 가장 원초적인 심리현상일 것이다. r베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밤의 신인

Varuna가 이와 같이 상반되는 천사적 인 모습과 악마적 인 모습을 동시 에 가지고 있다는 것

도 (4) 밥이 인간에 환기시키는 이중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물론 Green 작품에서 보여 주는 밤의 「이마지」가 위에서 본 밤의 성격을 모두 강

조한 것은 아니다. Green 작품세계를 특정지워 주는 Green 특유의 밥의 「이미지」가 었으며

또한 검정색으로 밤의 함축된 의미가 확산될 경우 캠정색 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더욱 밀

도있게 윤색할 수 있는 땀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밥은 어떠한 형태로

Green 작품에 부각되며 어 떠한 암시를 동반하는가 살펴보자.

(3) 우선 Green 작품에서 밤을 상징하는 검정색 의 확산은 옷과 장식품들에서 특징 있게

나다남을 볼 수 있다.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거의 모든 작중안불틀이 검정색 옷 또는 이에

가까운 색의 옷을 착용하고 작품에 등장한다.

특히 밥과 인척관계가 시사된 여인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나 검정색 옷이 마치 밤의

여신의 가문의 제복인 듯한 인상을 준다 Moira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밤의 여신 Mo"ira의

이름을 차용한 여주인공 Mo'ira는 자신이 살해당하고 Joseph Day에 게 도 불행을 주는 운명

적언 밤에 검정색 옷을 입고 Joseph Day의 방을 방문하며 :

“ 11 (Joseph Day) remarqua qu'elle (Mo'ira) etait vetue d’une robe noire qui lui cachait les

epaules, mais laissait lesbras nus au-dessus. des coudes, et dans la lumiere incertaine qui venait

d’une petite lampe au chevet de lit , elle avait une dignite qu’il ne lui connait pas." 15)

Le Visionnaire에 서는 Moires의 화신으로 알려진 로마 신화의 Parque 여신의 시선을 가진

Madame Plasse가 검정색 옷을 업고 등장하여 Manuel과 Marie-Therese의 운명을 주시하고

(4) Clemence Rammoux, Etudes presocratiques, ed., Klincksieck, 1970,p. 203: “A un polytheistne
indo-iranien, structure entrais groupes de dieux, aurait succede le Dieu unique place au
-dessus des oppositions couplees en anchange et archidemons; dans cette nouvelle 'struCture,
le plusvieux dieu de la nuit, Varuna, se r'etrouverait dedouble lui-meme en archange Ascha
-le-Feu, et en archidemon (Drug)."

(5) Julien Green, Morra, reuvres completes, t. III , ed. Gallimard , 1973,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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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vetement) noir implacable fitapparaitre sa personne (Madame Plasse) morale. En blanc,
en bleu, rna (Marie-Therese) mere pouvait sans doute passer inaper<;ue; en noir el1e montrait un

aspect qu’on n’oubliait jamais; son regard briilait. [ ... ] Ma mere laissa passer cette crise tout en

buvant son cafe au lait; son regard de Parque m’observait par-dessus Ie bord de la tasse." (6)

Minuit에 서는 Parque의 얼굴을 가진 Cornelie가 黑玉이 달린 검정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집이 폐허가 되는 세 가지 예， 즉 간통·이 있을 경우 집에 화재가 나고， 빚이 쌓일 경우 칩

이 헐리우며， 거짓말이 지배할 경우 집이 붕괴한다는 예를 들고 Fontfroid는 붕괴할 것이라

는 예언을 한다;

“‘ ..une petite femme (Cornelie). grisonnante et ridee s’avan~a dans une robe noire sur laquel1e

brillait du jais. [oo.] J ’ai assiste it la ruine de deux maisons, poursuivit sa voisine (Cornelie)

avec un visage de Parque. La premiere a flambe. La seconde a disparu sous la pioche. Cel1e·ci
croulera." (7)

지금까지 본 예는 직접적으로 밤의 여신과의 관계가 제시된 여인들이 검정섹 옷을 입고

등장하여 밤의 합축된 의미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검정색 옷의 착용은 밥과의 어

떤 관계가 밖으로 명확히 지적된 여성 작중인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Adrienne Mesurat

에서 Mesurat 가문의 션조들의 초상화 가운데서 마치 여왕과 같이 군렴하는 Antoinette

Mesurat는 검정 색 가슴옷을 입 었고， Le Visionnaire에 서 는 Madame Plasse 외 에 도， Madame

la vicomtesse, Madame Georges , Minuit에 서 는 Madame Blanche , Elisabeth, mere de M.

Edme, Varouna에서는 Morgane, Marguerite 등 각 작품 안에서 특별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건전개에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는 여성들이 검정색 옷으로 밥과의 관계블 상기시킨다.

Green 작품에서 검정색 옷은 주로 여성들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지만， 작품에

서 결정적인 역활을 하는 남성들도 검정색 옷을 착용함으로서 마치 검정색이 그들과 벨 수

없는 색인 듯한 인상을 준다 Minuit에서 주인콩 Elisabeth를 Fontfroide로 데려감으로서

Elisabeth의 운명에 결정 적 인 역 활을 하는 M. Agnel, Varouna에 서 마술에 결 려 발 Helene

에게서 사망한 부언의 모습을 보는 Bertrand Lombard, Chaque homme t;lans sa nuit에 서 주

인공 Wilfred와 미묘한 관계를 맞으며 Wilfred 징례식 에 까지 참석하는 M. Angnus 등이 검

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이 환기시키는 득유한 의미를 확산한다. 특히 Moira에 서 Joseph의

검정색 옷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그의 狂信性에서 오는 신의 사자의 저l 복의 검정색에 대한

존경이나 David에 대한 일종의 개인적얀 경쟁심에서 생걸 수 있는 질투심 또는 반감을 초

월하여 검정색에 이끌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를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

(6) Julien Green, Le Visionnaire, reuvres completes, t. II, ed. Gallimard , 1973, pp. 216, 229.
(7) Julien Green, Minuit , reuvres completes, t. II, ed. Gal1imard, 1973, 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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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voulait du noir, alors que David. inclinait pour Ie bleu marine qui, selon lui, 'servit en

toute occasion. ((Non, fit Joseph resolu, cette fois, a ne pas capitule r. Cesera du noir....enfin,

Joseph consentit a essayer un costume tout fait , pourvu qu’il filt noir" (81

의복의 검청색이 밤을 :상기시키는 경우 외에도 검정색 손， 장캅， 금속성 줄 등이 어떤

밤의 마력을 지닌 듯이 작중인물플의 운명을 가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in

uμ에 서 Rose가 어 머 니 Blanche를 잃은 Elisabeth의 머 리 위 에 「커 다란 검은 손」을 얹을 때

Elisabeth에 게 운명을 결정하는 손걸이 뻗는 듯하며 (9 ) ， Varouna에 서 「커다란 검은 손」과

같은 바닷물이 검은 금속성 줄을 Hoe!에 게 던지는 장면￡로 작품이 시작되고(10) 또한 이 검

은 금속성 줄은 각기 연관이 명 확허 나타나지 않은 작품의 3부 Hoel, HelEme, Jeanne를

연결시키어 작품에 일관성을 주는 유일한 물체가 된다.

검정색 장캅은 검정색 옷을 입은 여인들이 흔히 착용하여 맘과의 관계플 암시하기도 하

지 만 특히 Moira와 Chaque homme dant ta nuit에 서는 검청 색 장캅。1 Joseph와 Wilfred의

운명을 예고하는 신바한 존재로 나다난다 Joseph는 자신을 거짓 유휴하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온 Moi'ra를 강제로 관계하고 살해하여 암장한 후에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나 공포를 느

끼지 않고 지낸다. 그러나 그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Praileau의 손의 검은 장캅에서 단순

히 검정색 장갑이 줄 수 있는 이상의 어떤 고문자의 손이 주는 충격을 느끼고 Prai1eau의

돗에 그의 운명을 말긴다:

“Malgre lui, Joseph haissa les yeux, et malgre lui ses yeux s’attacherent a ces mains immobiles

dans leurs gants noirs, et pour une raison qu’il ne comprit pas, el1es lui firent 1’effet de mains

de tortionnaire, a cause de ces gants noirs. Lui-meme etait appuye a un arbre , les bras inertes.

La fatique et l' angoisse cernaient ses yeux d’ombres vertes et il respirait avec peine. «J’accepte»,
ditoil enfin." (11)

“A ses pieds, il vit Ie gant qu’il avait perdu et deja il se courbait pour Ie prendre , mais il

n’osa y toucher , car Ie gant saignait comme une main coupee. (12)

이와 같이 검정색 옷을 마치 재복인 듯이 착용하거나 검쩡색 장식품들을 가진 사람들은

살인에 직접 개입되거나 또는 악의 써블 뿌리는 역할을 하며， 밥은 검정색 옷의 매개로 살

인과 악에 결부되는 「이 미 지 」를 Green 작품에 확산한다.

(8) Julien Green, Moi'ra, ceuvres completes, t. III, ed. Gal1imard, 1973, p.56.
(9) Julien Green, Minuit, ceuvres completes, t. II, ed. Gallimard, 1973, p‘ 411: “ Ma pauvre

enfant, fit-el1e en posant une grande main noire sur la tete de la petite fille, ta mere etait
une brave femme, malgre tout."

(10) Julien Green, Varouna, ceuvres compl응tes， t. II , ed. Gal1imard, 1973, p. 621: “Hoel trouva
la chaine sur la greve. II courait dans fesable avec sa lanterne, un· soir d’ hiver , quand une
vague pareille a une grande main noire jeta ces anneaux de metal aux pied de 1’enfant.

(11) Julien Green, Moi'ra, Cεuvres completes, t. III, 해. Gallimard, 1973, p. 11.
(12) Julien Green, Chaque homme daηs‘ sa nuit , ceuvres completes, t. III, ed. Gallimard. 1973,

pp. 437,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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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또한 밤과의 관계， 특히 어떤 혈연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나다내는 것은 무

엇보다도 착중인물들의 눈이나 모발의 캠정색이며， 그들의 행동과 운명은 밤의 함축된 의

미를 상기시킨다.

Mo"ira나 Cornelie와 같이 밤의 여신과의 인척관계가 지적된 인물들이 검은 머리나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역이 되거나 또는 사건 전개의 결정적안 실마리를 쥐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검은 머리와 눈을 가지고 밤과의 어떤 혈연척안 관계를 암시하고 등장

함을 볼 수 있다.

Adrienne Mesurat에서 Adrienne의 돌아가신 할머 니 인 Antoinette Mesurat의 초상화가 그

녀의 다른 션조틀의 초상화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은 검은 ll] 단 웃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검은 눈으로서， 이 알 수 없는 캠정색 눈은 어떤 장애물이 눈앞에 닥치어도 깜빡이지 않고

크게 몬 채로 그 장애물을 측정 할 것 갇은 데 에 있으며 (13) , 누구보다도 이 Antoinette

Mesurat를 닮은 그녀의 손녀 Adrienne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 Le Visionnaire

에서도 Madame de la vicomtesse를 교살하는 Manuel은 이 마를 가리는 검 은 머 리 틸과 광선

을 흡수하는 듯한 검은 눈을 가지고 있고， Madame de la vicomtesse도 검은 따올린 머 리 럴

이 머리를 럽었을 째 셰상에서 가장 아름맙게 보이며 (14 ) 그녀의 눈은 너무나 검어서 동콩

을 법을 듯한 검은 눈언저리의 테로 특정지어진다 (15 ) Minuit에 서 도 Elisabeth의 얼굴은 어

깨까지 내려요는 검은 머리에 감싸여 있어서 마치 밤의 색인 검은색의 테두리 속에 자신의

모습을 한정시키는 것 같고， 주위의 동정을 받아야만할 순진한 고아로 생각되는 그녀의 검

은 시선은 역설적으로 마치 먹이를 삼키려는듯한 잔인성을 나타내는데삐， 아러한 검은시

선의 잔언성은 Fontfroide 성 의 주인언 Edme의 어 벼 니 의 夜鳥와 같이 크고 험 악하다는 눈

에도 제시되고 있다 (17 )

위에서와 같이 작품의 주인공 역활을 하는 사람틀이 검정색 눈과 모발을 가지고 스스로

밤의 사도임을 암시하며 밤의 뭇을 질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밖에도 주인공들의 운명

(13) Julien Green , Adrienne Mesurat , ceuvres completes, t. I, ed. Gallimard, 1972, p.286: “Les
yeux noirs n’avait pas cette expression un peu niaisie des Serre et des Lecuyer qui semblait
fixer un point dans un lointain espace: cetaient les yeux grands ouvertset fortement dessines
d’une personne rassise qui regarde de pres et mesure I’obstacle sans battre des paupieres."

(14) Julien Green , Le visioηnaire， oeuvres completes, t. II , ed. Gallimard, 1973, p.378: “ La
lumiere qui grandissait dans la piece eclairait Ie corps mince et frine, la tete enveloppee de
tresses noires. Jamais rien au monde ne m’avait paru plus beau."

(15) ibid.: ... me montra un visage bleme aux yeux entoures d’un cerne si noir qu’une ombre
semblait rouvrir ses orbites."

(16) Julien Green, Minuit, ceuvres completes, t. II, ed. Gallimard, 1973, p. 410: “ ; les yeux
sombres bri l1aient d’un eclat extraordinaire avec un regard profond et farouche pui s’atta
chait sur tout comme sur une proie."

(17) ibid.: “Vetue de noir it la fac;on des paysannes , el1e (mere d’Edme) tenait les bras croises
devant son assiette vide et fixait Elisabeth de son ceil immobile, plus profond et plus dur
que celui d’un oiseau noct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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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늠하는 사람들도 검은 머리와 눈을 가지고 묘하게 주인공의 운명을 주시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Moira에 서 Joseph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여 인들은 MOira 밖에 도 Mrs Dare와 Mrs Ferguson

이 모두 검은머리와 눈을가지고 있으며 ， Chague homme dans sa ηuit에 서 도 주인공 Wilfred

가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유산을 낚기는 M. Horace, Wilfred를 자의 아니 게 사살하는

Max, Wilfreed와 묘한 삼각관계에 있는 James Knight가 모두 검 정 색 눈을 가지고 밥과의

혈연관계플 상기시킨다.

(5) 그러면 검정색 옷과 장식품이나 검정색 모1괄과 눈으로 밤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히

제시된 인물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가? 먼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작품의 성격

을 특정지우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주인공플의 야간산보와 그 주위환경을 보자. Green

작품에서 득별히 밤에 하는 목적없는 산보와 그 배경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거

의 모든 주인공들이 야간산보에 알 수 없이 매흑되고 밤에 거리나 숲을 방황하는 것이 그

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주간에 그플의 생활이 주는 비중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drienne Mesμrat에 서 Adrienne가 몰래 집을 나와서 홀로 하는 야간 산보의 경우를 보면

Adrienne의 心像까지 보게 련다.

“ Ses joues etaient brulantes. Elle se mit a remonter la rue du President- Carnot aussi vite

qu’elle put, comme si elle eut fui quelqu'un. Bientot elle se trouva sur la route nationale et

s’arreta. Elle souffiait. La nuit etait douce, I’air immobile. La-haut, cependant , les tihes des arbres

remuaient lentement dans une brise qu’on ne sentait pas. De I’autre cote de la route, les champs

tout noirs s’etendaient aperte vue sous un del sombre, constelle de petits points tremblants. Ene

s'apergut qu’elle pleurait , mais, dans 1’immense solitude de la nuit , ses larmes lui parurent
pueriles." (18)

위에 예문에서 Adrienne는 집에서 멀리 떨어지었으나 여전히 누구인가를 도피하려는 “쫓

기는 마음으로” 빨리 걷는다. 그러나 막상 갈곳을정하지 않은 그녀는 멈추어 “망설언다"

순간 해방감에 젖어 밥은 감미로운 듯이 느끼나 곧 마치 무슨 “함정”과 같은 위에는 나무

가지들로 그리고 다른 쪽에는 어두운 밤하늘과 “검정색들로 물러싸여” “광막한 밤의 고독”

속에 빠진다.

이러한 “쫓기는 마음”과 “망설엄”을 가지고 “검청색 물체들에 둘러싸여” “함정”과 같은

“밤의 고독” 속에서 작중인물들이 방황하는 장면은 - Green 작품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Le Visionnaire에 서는 ;Manuel과 Marie Therese 그리고 Manuel과 Mme la vicomtesse의 야

(18) Julien Green , Adrienne Mesμrat， reuvres completes, t. T, ed. Gallimard, 1973, pp.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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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외출과 배회가 있고， Minαit에 서는 Mme Blanche의 자살 직전까지의 어두움 속의 방황

그리고 고아가 된 Elisabeth의 야간의 가출이 있으며 ， Varouna에 서 Hoel과 Helene, Moira

에 서 Joseph , Chaqμe hoηzme daηs sa ηuit에 서 Wilfred와 Mme Knight 등 각 작품의 가장

중심적인 역활을 하는 작중인물들이 위에서 본 예문에 나타나는 장면과 거의 깜은 환경을

가지거나 때때로 그보다 훨씬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 헤맨다.

여기에서 더욱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하늘， 나무， 잔디， 불과 같이 인간에게 어떠

한 희망이나 생명력을 상기시키는 푸른색을 가진 물건들이 자주 검정색을 매면서 공포와

죽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Je (Marie Th강rese) cherchai la grosse tour carree de la cathedrale, et lafleche de mairie ,

mais en vain , car Ie ciel etait trop noir pour qu’on vit rien s’y profiler. II y eut un si!ence."(19l

“Seul Ie vent dans les sapins emplissait la nuit de ce murmure Ctrange et deIicieux ou I’oreille

croit parfois reconnaitre les remous d’un f1euve dont les eaux palpitent contre les rives. De

temps a autre, l'appel grelottant des chouettes voyageait tristement dans les tenebres , ou bien Ie

cri terrifie d’une .victime , oiseau, belette ‘ ou souris, temoignait de la vigi!ence du hibou au cceur

des grands arbres." (20)

“Dans 1’ombre, Ie feuillage des chataigniers se confondait avec Ie del, mais je (Manuel) disti

nguais leurs troncs sur Ie fond pale des allees, autour des pelouses noires dont l'odeur se melait
a celle du buis qui croissait dans les douves." (21)

그런데 위의 에문들에서도 볼 수 있는 밥과 검정색 불체블로 이루어진 암담한 공포의 세

계는 단지 작품의 배경이 되는 환경의 묘사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Green 작품에서 작품

인물을 둘러싼 외부에 있는 분위기는 작중인물 내부에 있는 의식에 도입되어 그의 심상(心

像)을 이룬다. 작중인물들이 광캄한 밤의 세계를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방황하며 거기에

서 막연하나 어떤 자신의 진실 (Verite)에 접 (接)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것은 마치 그들이 밝

혀지지 않은 그들의 깊은 자아 속을 헤매며 자신들의 원초의 모습을 찾기블 기대하는 듯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Varoμηa의 첫째 편의 주인공 Hoel이 위의 예문

들에서 볼 수 있었던 밤과 검은 불체플과 거 의 같은 물체들 (feuillage nair , les eaux teneb

reuses , betes visqueuses, plantes sinistres)이 있는 숲 속을 꿈에서 헤메 다가 검정색 금

속 목거리에 얽힌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의 진면목을 알려주는 사람을 상봉하는(22) 것은

꿈아 대부분의 심리학자플이 안정하듯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가진 숨겨진 의식의 표현이란

점에서 밤의 검정색 숲 속을 방황하는 것과 깊은 의식 속을 헤매는 것이 같은 차원에 있음

을 암시하여 준다.

(19) Julien Green , Le visionnaire, ceuvres completes, 1. III , ed. Gallimard, 1973, p.242.
(20) Julien Green, Minuit, ceuvres completes, t. II , ed. Gallimard, 1973, p.545.
(21) Julien Green , Le visionnaire, ceuvres completes, t. III, ed. Gallimard, 1973, p.356.
(22) Julien Green , Varo!μ1a， ceuvres completes, t. III, ed. Gallimard, 1973, 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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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Green 작품에서 작중안물들의 현실의 세계와 몽상의 세계가 같은 이야기 줄거리

에 매여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Robert de Saint Jean도 지적하였듯이 Le Visioηnaire

Minuit , Varouna , Si j ’etais voμs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현실을 묘사하는 Green과 환상의 세

계를 탐혐하는 Green이 차례로 작품을 구성하며， 환상의 세계에서는 밤과 검정색 물체들이

더욱 밀도있게 지배한다는 사실은 하늘， 나무， 물 등에 냐타냐는 검정색은 단순한 양의 자

연묘사를 초월하여 작품세 계 자체 에 알 수 없는 불안， 공포， 죽음의 분위커 를 조성하여

준다.

(6) 밤과 그의 상정인 검정색을 또한 자연보다도 더욱 집이나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에

멀착하여 그들의 세력을 Green 작품세계에서 확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drienne Mesurat에 서 Villa des Charmes는 그 뜻이 “매력의 별장”이라기 보다는 “마력의

벨장”과 같아 Nougat brun을 상기시키는 색을 가지고 있으며 (23)， 이 작품의 제일 첫 줄이

Adrienne가 묘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 착하는 데서 얄 수 있듯이 창밖에는 바로 묘지가 있

고， 식당 안에는 검정색 눈을 가지고 있으며 캡정색 “부라우스”블 엽은 Antoinette Mesurat

를 비훗한 12명 의 故짧의 초상화가 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기 다리는 Adrienne의 언

니 Germine가 신바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우기 Adrienne가 아버지 Mesurat씨 를 살해한 후

에는 흘로 정신착난 상태에서 현질과 망상 속을 헤매며 불도 키지 않고 캄캄한 밤융 지새

운다. Le Visionnaire에 서 Manuel이 일하떤 서점 Manes du Grand Corneille는 검정색￡록

일부러 칠하여 (24) 서 점 이 름의 뜻과 갚이 망흔의 거 처 와 흡사하다.

또한 Le Visionnaire에 서 작품 즐거 려 의 대 부분이 전개되 는 chateau de Negreterre는 grosse

masse noire로， Minμit에 서 주요 인불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Chateau de Fontfroide는

grande masse noire로 그리고 Chaque homme dans sa nuit에 서 작품 시 작의 열쇠 가 되고 있는

Wormsloe 집은 masse sombre로 묘사되어 모두 밤을 환기시키는 검정색을 며고 있다 :

“ Le chateau de Negreterre pn\sentaitl’aspect redoutable... et quatre tours des qu’il s’agissait

non seulement abriter un haut personnage mais d’inspirer I’effroi aUK voisins. De nos jours, cette
" (25)grosse masse nOIre ...

“Elle vit la grande masse noire de Font froide chavirer dans Ie ciel comme un biitiment qui

coule et pendantla seconde qui suivit elIe goQta toute I’horreur de I’am\antissement."(26)

“ Haute et large, vieille maison de bois formait une masse sombre qui se dressait contre Ie ciel

comme un grand coffre."(27)

(23) Julien Green, Adrienne Mesμrat， reuvres completes, t. III , ed. Gallimard , 1973, p.29 1.
(24) Julien Green, Le visionnaire, reuvres completes, t. HI , ed. GalIimard. 1973, p.218: “ ...M.

Ernest , qui acquit la maison (Manes du Grand Corneille) entiere 11 la mort de son dernier
occupant, . fit repeindre la boutique en noir , dedans comme dehors."

(25) ibid., p.312.
(26) Julien Green, Minμit， reuvres .completes, t. III , ed. Gallimard , 1973, 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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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정색 접들은 위의 예문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과 결부시키

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안식처로서가 아니고 이와는 반대로 공포 분위

커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과거의 악몽과 죽음에 그립자에 얽매여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고독한 언물들의 음산한 거처가 되고 있다.

더우기 이 검정색 집에 사는 사람틀은 검정색이 지배하는 밤의 세계가 그들의 주(主)된

생활무대이며， 비록 낮이라 할지라도 밤과 같이 광선이 결핍한 람깎한 방에 갇히어 생활하

고 있다. 우선 Adrienne Mesurat에 서 Adrienne와 Minuit에 서 Flisabeth의 삶의 한 단면을

보자.

“V ne epouvante sans nom la (Adrienne) guettait, attendant Ie moment OU tout d’uncoup elle

se rendrait, OU elle crierait dans Ie noir , vaincue par 1’horreur tenebres .. ‘ Elle se debattit ainsi

quelques secondes dans l' obscurite , a moitie folle,... (28)

“ Elle (Elisabeth) gagna rapidement sa chambre, et s’ y jeta comme on se jette dans un gouffre.

Ne pas reflechir, trouver son lit dans Ie nair, s’ y etendre et dormir. .. E l1e eut 1’impression d’ihre

au fond des mers , si petite qu’ a se voir ainsi, gisant a des mil1iers de kilometres , Ie vertige

s’emparait d’elle." (2,1
위의 예문에서 Adrienne와 Elisabeth는 깊은 맙중에 검정색으로 차있는 칩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고 고민과 고독 속에서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거의 상설한 생

활을한다.

이와 같이 집이 평안의 상갱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의 번민과 망상의 塵室 역할을 하

는 것이 Green 작품에 나다난 칩의 가장 큰 특성 임을 볼 수 있으니 Le Visionnaire에 서

Chateau de Negreterre의 주인 M. Ie comte는 창이 없어서 낮에도 어두운 방에 (301 누어서

알수없는유전병에 시달리면서 가볼럭 초업경을 경청하며 죽음과 삶 사이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Chaque homme daηs sa ηuit에 서 WormsIoe의 집 주인 M. Horace는 곁 창이 닫힌 캉

캄한 방에서 (31 ) 죽음을 눈앞에 두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누워 있으면서도 젊은 시절의 엽

색행각과 어울리지도 않는 젊은 여인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Minuit"에 서 Cha

feau Fonfroide를 지배하고 있는 M. Edme은 행복은 현실부정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철학

을 펼천다.

그런데 이러한 칩은 설제의 칩이라기 보다는 상상적인 허구의 집이란 것은 작품 안에서

도 암시되었고 Green 자신이 Le Visionnaire를 쓸 시철의 일기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더욱 흥

(27) Julien Green , Chaqμe homme dans sa ηuit ， ceuvres completes, t. III , ed. Gal1imard, 1973, p.
418.

(28) Julien Green , Adrienne Mesurat, ceuvres completes, t. I, ed. Gallimard, 1972, p.486.
(29) Julien Green , Minμit， ceuvres completes, t. II , ed. Gal1imard, 1973, p. 515.
(30) Julien Green , Le νisionnaire; ceuvres completes, t. II, ed. Gallimard, 1973, p.323.
(31) Julien Green , Chaque hommes daηs sa nuit , ceuvres campI송tes， t. III, ed. Gal1imard, 1973,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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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운 것은 칩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2° Le chateau est un lieu imaginaire. Je n’ai compris cela que tout a I’heure, pendant une

promenade au Champ de Mars."(32)

“ II y a ceci je crois n’avoir dit a personne: Minuit est ce qui se passe dans Ie cerveau d’un
homme. M.Edme , qui cherche a imposer sa volonte aux habitants de Fonfroide, et Fonfroide, la

grande maison, sont ici comme I’image de la personalite tout entiere, M. Edme represente

la raison toujours sollicitee par Ie reve." (33)

위의 예문에서 Green은 Minμit는 한 인간의 머리 속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

제로는 젊은 아가싹인 Elisabeth의 꿈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Jacques Petit가 Green의 일기를 참고로 한 말과 같이 Negreterre는 “육체의 꿈” 그리고

Fontfroide는 “영 흔의 꿈”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이 다 (34)

여기서 우리는 Green 작품에 나다난 집은 공포， 성욕， 정신척 갈릉3로 영클어진 무의식

의 세계를 나타내는 악몽， 어떤 알 수 없는 속박을 탈피하려는 헛된 시도 또는 어떤 이루

지 못할 희망을 달성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 되풀이하는 악몽의 세계와 같으며， 밥과 검

정색은 이러한 악몽의 세계를 더욱 실감나고 밀도있게 한다는 것을 느껄 수 있다.

그러면 Green 작품에 나타나는 악몽에 얽힌 집은 Franz Kafka의 Chateaμ와 어떤 연관이

있윤가 ? Green 자신의 일기에 따르면 자신은 Kafka의 작품을 전혀 읽 지 않았고 단지

Andre Gide가 Proces의 몇 「페 이 지 」를 읽 어 주고， 이 책 이 Gide보다는 Green을 위하여 쓴

작품같다고 말하였으며 (35) , 또한 1934년 7월 28일 Visionnaire의 독후감을 써서 Green에게

보내 편지 에 서 “Avez-vous Iu Ie Proces de Kafka? C’est ecrit pour vous, et si vous ne Ie

lisez pas, qui Ie lira?" 라는 추신을 덧붙인 것을 보면 Gide는 Chateau de Negreterre를 비

롯한 Green 작품에 나오는 집듭에서 Kafka의 Proces에 나오는 재판소나 chateau의 일변을

의 식 한 것 같다. 그러 나 Green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은 Kafka의 Chateau나 Proces와

깜이 관공서나 재판소와 같은 현대사회 관료적인 조직과 거기에 얽힌 현대인의 비참한 운

명을 상정적￡로 묘사한 칩이 아니라(36 ) 사회현상과는 별로 관계없이 순수하게 인간 자신이

(32) Julien Green , Joμrnal， ceuvres completes , t. IV, ed. Gallimard. 1975,p. 223.
(33) ibid. p.l061.

(34) Notice de Jacques Petit , consacree aux ceuvres completes de Julien Green , t. III, ed. Galli
mard , 1973, p.l061: “ On pourrait dire que Negreterre est, pour reprendre une expression de
Julien Green, dans son autobiographie, Ie «reve du corps» et Fontfroide, celui de I’arne."

(35) Julien Green , JourηaI， ceuvres completes, t. IV, ed. Gallima"rd, 1975, p. 311. : “Il (Gide) me
lit quelques pages du Proces de Kafka que je ne connais pas et me dit que ce livre lui
parait fait tout specialement pour moi plus encore que pour lui. "

(36) 金最鎭 著， r차프카 짧究J ， 1983년 探求堂刊， 페 이 지 400-401: Kafka는 모든 購間의 現象을 超

越的으로， 郞 모든 時間的 • 空間的 •心理的인 連續에서 切斷해서 表現한다. 그런대 作品 ‘城館

과 訴끓’ 에 나오는 경大한 官燈體制와 載判所組織은 아무도 擺親 또는 把握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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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과 관련된 성 욕， 죽음에 대한 공포를 형상

화한 무의식 세계를 상정적으로 묘사한 집이라 하겠다.

그러묘로 Kafka는 집으로 겉에 나타난 사회현상 속에 숨겨진 실질적인 사회현상융 부-각

하였다면 Green은 칩으로 겉 나타난 인간 속에 숨겨진 무의식 상태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밤과 검정색에 싸인 집에서의 생활은 Fontfroide의 지

배자인 Edme 말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자아를 接하는 생활이과고도할 수 있다 :

“Le ciel noir repand sa grace mysterieuse sur la terre que Ie sommeil a rendue attentive.Tout

dort et tout ecoute~ Liberee des grossieres illusions du jour, I’arne n’aspire plus qu’aux choses

invisibles; eUe se rappeUe ce qu' eUe pensait n’ avoir jamais connu; lorsque Ie corps s’ agitai t dans

la lum꿇re de midi, eUe demeure dans une tropeur protectrice; a present el1e s’eveille doucement,
tout hereuse et tout etonnee, dans son grand paradis nocturne...

En depla<;ant les heures de notre vie quotidienne, poursuivit M. Edme, en faisant du jour la

nuit , et de la nuit Ie jour, j’ai reussi parfois a vous faire p강n강trer jusqu' au seuil d’un domaine

qui reste cache a I’humanite normale. (39)

Edme은 영혼이 자기가 아직까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싶어하며 밖의 은총에 의하여서만

이 자신의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나묘로 낮을 맙과 같이 밤을 낮과 같이 생활하는 Fontfroide

와 강은 집에 삶으로서만이 정상생활을 하는 인간에게는 숨겨져 있는 어떤 진살된 영역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설교한다.

밤과 검정색에 쌓인 침이 Green 문학에서 득별한 의미플 가지는 이유도 바로 Green 작품

속에 있는 집， 즉 작중인물의 정신착란 또는 꿈의 세계， 성욕과 죽음의 공포와 같은 본능

과 연관된 인간조건에 얽힌 무의식의 세계， “ce gouffre qui est au centre de notre vie , (38)

위 의 예문의 “un domaine qui reste cache a 1’humanite normale" , 말하자면 humanite

profonde는 밤과 검정색의 윤색에 의하여서만 밀도있게 부각될 수 있는 데에 있다. Marcel

Arland이 Le Visioηηaire를 읽 고 “De telles pages ont 1’apparence d’un marbre , sombre et

luisant; elles m’ont fait songer a Poe et meme a Baudelaire..." (39) 라고 한 것도 La chute

de Ia 1.ηaison Usher (The Fall of the Hoμse of Uther)를 비훗한 Poe의 여 러 작품에 서 볼

수 있는 밤과 검정 색 에 쌓인 집 이 주는 매 흑적 인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 라 Baudelaire 작품

에서 “Nuit" “Noir" “Gouffre"가 원초적 인 인간조건과 관계 된 특별한 의 미 를 함축하고 주는

시적인 충격과 같은 껏이 Green 작품의 밤과 검정색에서도 표출됨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作品은 巨大한 存在의 그 惡魔와 같은 매 카니즘의 反人間性을 告發하고， 그 에 카니즘의 無孫悲

한 廣j爭에서 自滅하는 現代A의 悲慘한 運命을 象徵的으로 調寫한다.

(37) Julien Green , Miηuit， reuvres completes, t. II , ed. Ga11imard, 1973, pp. 604, 605.
(38) Cette phrase est citee de la notice des ceuvres completes de Julien Green, t. II , ed. Gallim

ard , 1973, p.1431.
(39) Notice de Jaques Petit, consacree aux ceuvres completes de Julien Green, t. II , ed. Gal1im

ard , 1973, p.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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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Green 작품에서 밥은 작품의 전체적인 主된 배경이 되

고 야간에 전개되는 사건들은 작품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밤의 함축된 의미

를 더욱 밀도있게 부각시키는 것은 밥의 化身이 암시된 신화적인 인울들의 등장과 검정색

의 확산이다.

밤은 검정색 옷과 모말을 가진 작중인물로 化身하여 불안， 고뇌， 비밀의 계략， 죽음， 폭

력 (살인 • 강간)에 직접 관련되거나 이들을 살포하는 존재가 된다. 더우기 밤의 신과 혈

연관계가 암시된 사람을은 생명릭이 결핍한 검정색 자연에서 헛된 도주블 시도하거나 출구

가 없는 캄캄한 방에서 고독， 고포， 죽음을 동반하는 악몽이 나 도펴 또는 성 적 망상에 사

로정혀 살아간다.

맘과 검정색을 배경으로 삼은 악몽과 망상의 세계는 Green 작품에서 실제의 세계와 흔동

되거나 또는 더욱 큰 몫을 차지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깊은 의식세제， 또는 감각적

인 관능의 세계의 참모습에서 인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밥과 검정색이 Green 작품에서 절대적인 문학적 바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우엇보

다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초월하여 전체적으로 작

품세계를 운색하는 검정색 자체가 주는 종합적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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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nuit et Ie noir dans I’oeuvre de Julien Green

Yun Poong lung

Resume

On constate souvent que la nuit et sa couleur forment un certain arri송re-plan dans

1’ceuvre de Julien Green. La nuit sert non seulement de champ OU se depl6ient la plupart

des scenes et de drames romanesques, mais aussi eUe les enrichit de ses quaHtcs particu

Heres. Nous avons done voulu nous proposer d’evaluer les apports !itt강raires de la nuit et

·de sa coulear a partir sixceuvres de Green qui paraissent en faire , dans une certaine



94 師 大 論 講 (27)

mesure , leur infra-structure.

Les personnage qui rappellent particulierement des dieux nocturnes comme Moires,

Voruna et Parques s’y presentent frequement et jouent un role special , en suscitant des

inquietudes et l'angoisse de la mort , ou bien etant impliques eux-memesdans un viol et

un assassinat. Cependant ce qui est singulier et caracteristique dans I’ceuvre deGreen,

c’est Ie fait que les mondes du reve et de la realite se confondent curieusement, et que

l’univers que l'on exploite specialement sur Ie plan romanesque est celui de I’inconscience

d’une sensualite souvent effrenee plutot que Ie monde reel et visible.

Si lanuit et Ie noir ont une importance primordiale dans I’ceuvre deGreen, c'est que

son univers, ce cauchmar de la condition humaine fondamentale est mieux evoque par

l ’emprunt des qualiteset des images de la nuit, et surtout de sa couleur. L’errance nocturne

dans les bois noirs et mal뻐ques et Ie delire vesanique de sensualite dans la sombre maison

desh강ros greeniens se situent sur Ie meme plan: les bois noirs et la sombre maison ne

repr강santant en fait que Ie champ du couchemar ou bien de 1’inconscience.

La nuit envoute invisiblement tout Ie paysage romanesque greenien par ses qualites

particulieres. Pour<tnt c’est surtout au choc myst강rieux qu’evoque Ie regne du nair

lui-meme que I’ceuvre de Green doit ses effets litt강raires et sa valeur origin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