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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키비츠M뻐잉eWlCZ는남자와여자사이의 관계를다룬 것이 가장아

름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클로드 소테 OaudeSautet는 그의 마지막
세 영화에서 순수정제의 형식미로， 남녀의 사량이 진전되어 가는과정

을묘사하였다.혼히 정염 p잃sion에사로잡힌상태는숙명적인 영혼들
이 신에게 선택된 표적이라고 한다. 아베 프레보Abbé Prévost는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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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염이둥장인물을수령으로몰고가는모습을보여주지만，그로인한

구속이나비행보다는미덕이나품성을돋보이도록하였다.
1924년에 태어나 2000년에 작고한소테는총 14 여 편의 영화를남겼
는데， 그 중 마지막 세 작품-(나와 함께 며철을-Qu리ques jours avec moi)

(1988) , (금지된사령tJn CXEUr en 비ver)(1992)， (넬리와아르노씨 Nellyet 뼈n
sle따Amaud)(1995)-은 이전의 영화들(전혀 다른각사회계충출신들이
모여 신뢰와우정의 그룹을형성하거나，프랑스중산충남녀의 직업적，감

정적 위기를그림)과 연계가 전혀 없지는 않으면서도 남녀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비관적인 시각을보여준다. 즉 정제된 고전미 classicisme의 미

장센을 통하여 인물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전달력이
강하게 표현되는 감정과 심리는 언제나 차가움과 고통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것들의 관계는 모순되어 있다.

사랑의 정염이 주인공의 불투명한성격이나상황으로 인해 결별을
초래하는소테영화의경우와는정반대로，물불을가리지않고정염그
자체에 볼입하는 경우의 한예로서 우리는『마농레스코』를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소태의 영화에서 보이는 정염의 억제， 우울적 성향과，
문학에서나타난정염의표출이라는，서로반대되는성향을비교하기
위한것이다. 억제와표출이라는인간심리의 두면-정염이 전제되었

다는점에서 우리는그것은동전의 앞뒷면과같이 연결되어 있다고본
다-이 어떠한양상으로전개되는지를살펴볼때，바로내향성(억제)

외향성(표출)이라는두면의 근원이 되고 있는정염의 정체가더욱잘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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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1f마농 레스코Milnon Les띠utJJ 에서 본 정염의 표출과 그 이면

1.1.정염의표출

소설의 주인공데 그리유는사랑을위해서 맹목적으로불행과 역경
과방랑을서슴치 않는다. 그는우수한자질과재산，품성， 미래가 있음

에도불구하고정염으로인하여그모든것의희생을감수하는불행에
빠지며，그러한자신을의식하면서도어쩔수없이매순간주어지는구
제책과 선처들을 외면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테의 세 영화{(나와 함께
며칠을)， (금지된 사랑)， (넬리와아르노씨))의 주인공들과는 반대된 심
리성향으로서，정염을따라끝까지 치닫는모습을본다.마농은데 그

리유에게 고귀하고 섬세하며 숭고하고 완전무결한 폰재이다. 자신을
유혹하는남자와떠난후여러정사를거쳐돌아왔음에도불구하고마
농은천사처럼 순수해 보이기만할정도다. 이 부분이 소테 영화의 남
주인공들의 모습과어떻게 반대되는지에 대해서는 2 장에서 다시 논의
할것이다.

마농의 매력은모든묘사를초월할정도로부드럽고，세련되고상냥
할뿐아니라그녀의 모습전체가환희의 대명사로나타난다. 데 그리
유의 이러한모순적 심리에 대해서는다음과같은설명이 타당해 보인
다. “특히 이해하여야 할 점은 내적 자질이며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 가장적절할것이다. 감정적인 면에서 마농의 성격을규정짓는것은

바로 데 그리유가 갖는 사랑의 절대 적 자질이 어서 그것은 신비주의로
까지 격상된다.그렇기에 자신의 이기적인자아는희생되어자신을위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농을 위한 사랑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
그사랑은최고의 가치이기에 지상의 모든우연적인 일들은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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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고 배타적인 정염의 세계에 폰재하는 것이다."1)

또한마농의 머리칼이나눈의 색이 어떤지 마농의 외관을분명히 지
시해 주는 대목은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데 그리유의 심리이기에 마
농만이 중요하며， 마농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이 되는 것이 다. 두 사람
은우연히 만남을거듭할때마다정염이 불붙는상태에 빠지고，그런
상태는결국두연인뿐만아니라그희생자들까지도고통과파멸속으
로몰고간다.

데 그리유는 마농의 아름다움에 반해 끊임 없이 찬양하며 2) “그녀는
모든 영광， 행복， 재산을 대신한다”고 말한다，3) 게다가 남주인공은자
신의 감수성을신으로부터 선택된표지라고의식하며，자신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부당한 것임을 확언한다: “심장이 이렇듯 특수하게 요동

치는힘을경험할줄아는인간은별로없다.범부들은다섯혹은여섯
가지의 정염만을느낄뿐이며 그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영위되며 모
든움직임이 축소된다. 거기서 사랑과증오， 쾌락과고통， 희망과두려
움을빼면그틀이 느낄수있는것은거의 없다.그러나보다고귀한인
간틀은수천가지 다양한 방식으로동요될 수 있어서， 그들은 다섯 가지
이상의 감각을지녔기에 자연의 일반적 한계를초월하는사고나감각
을지닐수있는것이다.그들은그렇게도위대한감정을지녔기에 천
함도사라지고아무것도부러워할것이없다.그렇기에그들은경멸과
조롱에고통받으며，수치마저도격렬한정염의표현의일부가되는것
이다."4)

1) Paul Hazard , Eludes σil띠ues sur “Manon Lescau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p. 79.
2) “L’amourm’ a rendu trop tendre, trop passionné, trop fidèle et, peut-être, trop
compl없sant

pour les désirs d ’une maîtresse toute charrnante (사랑은 나로 하여

금， 너무나도사랑스런 연인에로 향한욕망에 지나치게 부드럽고 정열적이며 충실

하고 관대하도록 만들었지요)"’ Ab bé Prévost, Ma non I..escaul ,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ì2, p. 172.
3) “ Elle me tient lieu de gloire, de bonheur et de fortune." , ibid‘, pp.114-115.

106

특집 · 영화와 문학

정염의 관능성은종교적 감정과기이하게 얽히기까지 한다.정염의
축가는소설이 한장한장넘어감에 따라절대의 상태와같은지배적

성격을보여준다.처음에마농을보았을때부터데그리유는운명적사

랑의 힘과불행에 불가항력적으로끌려들어 가는자신을느낀다. 감정
이끓어오르기쉬운소년의작은과실처럽보였던것이어떠한권위나
이성，의지보다도강렬한것임이 판명되고그로인한과오는돌이킬수
없이 운명적인 것이 되고만다. 데 그리유의 정염은배신당하고수모를
당하면서도 마농을 숭배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그 외재화의 극치에

달한다. 여기서 우리는특히 ‘외재화’의 개념에 주목해야할것이다. 외
재화란 프로이드의 ‘억압'refoulement’ 개념과는 반대로， 감정을 억압하

지 않고표출한다는의미에서사용한것이다.2 장에서 보게 될소테 영

화의 남주인공들은 이러한 외재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소테 영화의 내향적이고상대방에게 거리를두는주인공들과는달
리， 데 그리유뿐만아니라마농도자신의 정념을적극적으로외재화한
다. 그녀는 충실성뻐해té이란 육체가 아닌 마음에 있다고 본질주의를

주장하며 사랑을 진지하게 강조한다 5)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유혹하
4) “ n y a peu de personnes qui connaissent la force de ces mouvements particuliers
du cæur. Le commun des hommes n’est sensible qu’à cinq ou six passions, dans le
cercle desquelles leur vie se passe, et OÙ toutes leurs agitations se réduisent. αez
leurl’amour et la haine, le plaisir et la douleur， l’es야ranceetla σainte， ils ne sen tent plus rien Mais 1얹 야'rsonnesd’un caractère plus noble peuvent 삶eremuées
de rnille façons différentes; il semble qu’리les aient plus de cinq sens, et qu’ elles
puissent recevoir des idées et des sensations qui p잃sent les bomes ordinaires de
la nature; et comme elles ont un sentiment de ætte grandeur qui les élève audessus du vulg하re， iln'’ ya rien dont elles soient plus 때ouses. De là vient qu'elles
souffrent si impatiemment le mépris et la risée, et que la honte est une de leurs
plus violentes passions.", ibid. , p. 80.
5) “faiété lé양re et volage, et même en vous aimant éperduement, comme j’ai toujours fai t, je n닝taisqu’une ingrate.(니는가볍고변덕스러웠어요.당신올열렬히사
랑할때에도-항상사랑해 왔지요-나는배은망덕했어요r， ibid. ,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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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부농과함께떠남으로써데그리유를배신하고그를사기꾼，기둥서
방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감옥살이를 하도록 하며 슬픔으로 짓누른
다. 그러나팝므 파탈fernme fatale로서 그녀의 마력은 데 그리유로 하여
금 한시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차갑고 불확실한 스
테판((금지된 사랑〉의 남자주인공)과는 정반대로， 데 그리유는 위험한
생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정으로 사랑을 표현한

다: “오， 신이시여， 라고 나는 말했지요.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
도 바라지 않습니다. 마농의 마음을 확신합니다. 그녀가 편안하고 행
복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그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제게 있어 지고의 축복입니다."6)
이렇듯소설『마농레스코』에서사랑은고귀한정염의원동력이되

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든 고귀한 에너지를 동원시킨다. 마지막으
로이미언급한스테판의대화를인용해봄으로써，사랑에대한견해를
피력할때 드러나는그의 성향을살펴보자. 이는 2장에서 발전될내용
이 어느 정도로 데 그리유의 심리와 대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스테판: 카미유가드디어 나를싫어하기 시작하는것 같아.
엘 렌 : 그래서 그 점이 어떤 쾌감을 안게 해준다는 것이지?

-그건…홍미로운여정이지.
-그래서?

- 이 책들의 4분의 3 이 사랑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니 웃겨.
기차역 가판대의 소설이나문학작품에서나… 요리책에서도사랑의 언

어를 이용하고 있으니 너무 범람하고 있어.
-그게 외설스럽다는거야?

-아니，씌여졌을때는아주아름다울때가많지.
6) “ o Dieu! m’6σiai-je， je ne vous demande plus rien. Je suis assur강 du c∞ur de
Manon. n est tel que je 1’ ai souhaité pour être heureux; je ne pωs plus cesser de
l’ être à présen t. Voilà rna fé !icité bien étab!ie.", ibid. ,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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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신중하고분석적이며，계산가이고냉정한사람인스테판은카
미유를심리적으로동요시킨후에그러한변화를즐기는복합적성격

의젊은이로그려지고있다.그러나이러한인물의복합적면모를보여
준것과는달리，소설『마농레스코』에서는사랑의정염이야말로인간
적 행위의 고귀성을불러일으키며 심지어는그행위가비천하게 나타
날 때마저도 고귀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1. 2. 정염 표출의 이면

미덕과 악덕， 좋은 감정과 나쁜 행위들이 모순적으로 오가는 사랑
속에서，정염의대상인마농은과장법에의해극도로불가항력적인매

력적 존재로 찬양되고 있다. 사막에서 죽어갈 때， 마농은 데 그리유의
사량이얼마나위대한지에눈을푼다.프레보는사랑하는여인의임종
순간을훌륭하게묘사하고있어，그부분은부드렵고깊이 있는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정염의 외재화곳곳에 친구티베르지의 미덕이나신학적 토

론， 신부복， 사원과 수도사의 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커 보
인다. 이는앞서 말한“열정의 감정이 종교적 감정과얽혀 있다”는지적
과도통한다.

또한정염의표출이지배적인작품안에서，정염이야기하는악덕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것은아니다“내가악도를맹목적으로따르는
중에도 하늘은 나를 참아주는 인내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선으로부

터 동을돌리는순간가장가후한정벌이 생겼어요. 이렇게 불길한사
건을끝까지 이야기할힘이 모자랄까봐두렵습니다."7) 악덕은이렇게

끼

“ llm'’ avait souffe야 avec patience tandis que je march려s aveuglément dans la
route du 에얹， et ses plus rudes cl펴미nents m’ét려.ent r，짧얘s lorsque je com mençais à retoumer à la vertu. Je crains de manquer de force pour achever le récit
du plus funeste 야하lement qui fut jamais.•, ibid. , p. 203.

소설 『마농 레스묘J 와콜로드소테의 영화에 나타난정염의 양상

109

자각되어있는것이다.

소테 영화의 남주인공들이 정염의 억제，두려움의 이면에 심오하고
강렬한감정을지니고있는것과는반대로，데그리유는모든것을희
생해가면서 정염에 빠지지만한편으로는종교적인 평정에로의 갈구
나신학적 사유가그의 내면의 한부분을차지하고 있는 것은사실이

다. 전자는 전반적인 억제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정염의 경우이고， 후
자는강렬한정염에도불구하고 심리적 후퇴를 미약하게나마보이는
경우이다.이런점에서그들은정염의 억제와표출두방향중어느한

쪽으로행동을하지만그결과적인행동과는다르게，심리적으로는그

반대되는 성향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이러한심리적 표출/억압의 현상을，같은원인이 두가지 다

른 방향으로 발달된 현상으로 보며，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의 사디
즘/마조히즘， 열중manie/공포phobie 둥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사디즘/마조히즘의 경우에는 가학의 대상이 전자는 타인에게로 향
해 있고후자는자신에게로향해 있지만둘다학대라는뿌리에서 갈라

진두가지에지나지않는다.그러므로학대라는근원자체가없어지면
그 증상도 사디즘이건 마조히즘이건 없어진다. 열중manie/공포phobie

의 경우에도마찬가지로그뿌리는욕망으로서，외재화된 경우가마니

아이며 욕망의 억압으로인한결과가공포증이다. 원인이자뿌리로서
의 욕망 자체가 녹아들면 열중이나 공포증도 치유될 수 있다. 물론 공
포나마니아의대상이무엇이며그원인을알기까지는여러작업이필
요하겠지만， 이 점은본원고의 주과제가아니다.
우리가다루고 있는정염의 표출/억압은그러한심리기제의 발현양
태이다Ii'마농 레스코』와소테의 영화에서， 정염의 ‘반대되는’ 성향을

다룬다고강조할때 바로위의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런데 우
리의 작업에서는정염에 심리적，철학적 성찰은이 정도로해 두고，다
만 정염이 문자언어로 그리고 영상언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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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나와함께 며철을〉의 마르시알과〈금지된사랑〉의 스테판이 정염

에서물러나는것은물론데그리유와는달리，그동기가종교적인경
우가 아니다. 그것은 특히 스테판의 경우， 복합적이고 까다로우며 불
투명한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그리유가정염에빠지고그것을찬양하면서도미덕과선에대한
의식의 명료함，그리고의지와는반대로악덕에 빠짐은바로정염 표출

의 이변에 해당한다고볼수 있다. 신의 가장완벽한작품인 인간이 정
염에 의해 썩고 악덕에 의해 타락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그것이다. 명
예와지혜，절제둥이인간사회일반의유익을위하여쓰이기는커녕모
든것을파괴하며，그것이바로사랑의본질이라는점에서정염은지혜

나명예와양립할수없다.사랑으로부터해방되어야비로소신은완벽
한존재가되는것이다.즉，데그리유의욕망이선에대한감정과일치
한다면 인간정신은그러한내적 일치를기뻐할수있을것이다.그러

나불행히도정염은인간을명석한정신상태에서도동시에 어리석게
사랑에 정복당하도록하는이원론적 비극을지어낸다. 비극의 끝으로
서，마농의 죽음이 있지만이는불행한운명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징벌이며 그것이 바로소설의 교훈이라고프레보는강조한다.

2. 소테의 세 영화에서 구현된 정염의 억제와 그 이면
2. 1.정엽의억제

『마농레스코』가분명정염을그린소설이지만그정염또한인물의

성격에 예속되어 있다.즉인생의 어떤요행이나우연이 아닌，바로데
그리유와마농의 성격에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소테의 영화또한잠재적으로대기되어 있는감정을표현하는데 거

기서 인물의 성격 유형이 특기할만하다. <금지된사랑〉에서의 스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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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와함께며칠을〉의마르시알과매우비슷하다.그것은소테가다
니 엘 오퇴이 DanielAute삐를 연속으로 캐스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테는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단절된 상태와 그로 인한 번민에도
불구하고자신의감정을전달하는남자(마르시알)와，성마르고얼어붙

은 성격이지만 폭발적으로 잠재된 사랑을 지닌 남자(스테판)에 대한

어떤의도를비치곤했다“나는어떤불확실한유형의스토리를좋아
한다. 그러한한가지 모티브로 많은 영화를 만들수 있다."8)
〈넬리와아르노씨〉는 체념에 대한 영화이다. 어떤 암묵적 동의에 의

해 사랑이 발전될 수 없는 관계의 두 남녀에 대한 영화인 것이다. 넬리
와아르노둘다서로의 관계가미완성으로끝날것을알고 있기에，위
험한조처나옹졸해지는모습을보이지 않는다.소테는자신의 생애 마
지막영화에서，인물의 행위나표현이 무뚝뚝하고서술이 절약되어 있
으며 미장센이 정확한작품을만들었다.

정염의 극한까지 치달아불행마저도 젊어지는 『마농 레스코』의 남
주인공과는 반대로 넬리와 아르노는 각자 내면의 고독을 잠시나마라

도 위로하는 교환을 한다. 넬리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아르노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로써 분별 있는 허무주의자의

마스크 안에 절망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주인공인 아
르노는넬리에게“나는당시 여성혐오증이라는최고의 절망상태에 있

었다”고 고백하여， 가식적으로 야유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선 나이차

로 인한여러 상황으로미루어 볼때，그들의 순정한정염의 현실을드
러내기도 한다. 소설 『마농 레스코』에서 본 두 남녀의 고귀한 애정 표
현과는달리，아르노는기껏“계속거리를두기가그리 쉽지 않다”고말
하는정도에그친다.

“정염의 억제”를다루면서 소테의 14 여 편의 다양한영화중유독정
8) Michel Boujut, Cvnversativn avec Claude Sautet , Ins titut lumi흔re， Actes Sud, 1994,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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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세 편만을 다루는 것은， 이 작품들이 고전적이고 서사적인 허구
fiction이면서도 시각적(카메라 기법보다는 배우의 내면 연기가 시각적이

라는 의미에서)이며， 강렬한 내적 움직임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세 영화에서는줄거리 자체가중요한것이 아니다. 이 영
화들에대한명확한서술적결론을내리는일은작품의본질과더욱멀
어지는길이다.둥장인물들의시선과침묵이중요한촬영대상이되어
있기 때문이다.9)

마지막 세 영화에서 소테의 시선은 그렇게， 같은 계열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즉， 인물들 간의 고통스러운 거리두기， 충족되지 않은 애정
(상드린 보네르와에마뉴엘 베아르)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카메라의 눈
은 소유하지 않으면서 붙잡고， 서로 교환되지 못하면서 접촉한다. [ ... ]

예 컨대， 전화걸기， 급작스런 결정， 예 기치 않은 도착 둥의 일상에는 어
떤 감정 이 배어 있다."10)

마농이 실려 떠나가는배에 데 그리유가승선하여 사막에서의 죽음
으로까지 급진전하는 것에 반하여， <나와 함께 며칠을〉의 마르시알은

리모쥬에서 알게 된 프랑신느에게 어머니에 대한 급보를 받았다는 설

명도없이급작스럽게파리로떠난다. <금지된사랑〉의스테판은침묵
과시선으로카미유의마음을통요시킨뒤에그녀를사랑하지않는다
고 대답한다. <넬리와 아르노씨〉에서 넬리는 아르노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후출판발행자와사랑을나눔으로써 일종의 대리 심리를보인
다.한편아르노는결별아니면미지근한상호교감외에는별다른선
9) “부쥬Boujut: 마지막 장변에서 카미유와 스테판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는데…

/

소테: 원래는 대사가 더 많았는데 점차로 대답하는 부분을 지웠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아무것도 펼요가없었습니다. 그리고그장면을마지막에 촬영했기 때문에 에

마누엘과 다니엘을 연기지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화는 인간존재 진실의 부분
만을표현하기때문에，나는모든것이최소한의방식으로표현되는절약적인영화
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ibid. , p. 222.

10) Posit if, n O 485/486, juiJle t/août 2001 , p. 20.

소셜『마놓레스코』와클로드소태의영화에나타난정염의양상

113

택이없다는사실을알고는전부인과함께세계여행을떠난다.이는도

주라고볼수있다.정신이상적인성격유형을다루고있는〈나와함께
며칠을〉은그렇기에 더욱흥미롭다. 다니옐 오퇴이는끝까지 그동기
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내향성 인물을 연기해내고 있다. 마르시알의
경우는“몇년이래로내가말하고싶은유일한첫번째사람이바로당

신이요”라고말하며프랑신느를사랑하지만，스테판과아르노의경우
에는그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작품의 결말도물론해피 엔딩이 아니
다. 프랑신느는 마르시알에게 충실하지만 그는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있다.스테판은자신의 사랑의 감정을너무도늦게 깨달아카미유가막
심과함께떠나는모습을바라본다.서로의나이차를의식하는아르노
는 여행을떠남으로써 넬리와멀어지기로 결정한다. 즉『마농 레스코』
와는 대조적으로 정염의 환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인이 불타오르는 정 염 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일종의 심
리적 무능력 irnpuissance 이나후퇴 r얹11로 인하여 고통이 생기며， 두사람
은 결국 헤어지고 만다. 마르시알은 정신병동수감으로 인하여 프랑신

느와 떨어져야 하며， 카미유는 막심과 함께 남고， 아르노는 전처와 함
께 여행을떠난다. 이는죽음으로써 파경에 이르는『마농레스코』의 결

말과는성격을달리한다.마농의죽음은헤어짐이라기보다강렬한정
염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사랑의 감정은존재하면서도동시에 심리적으로마비된 정

신적 불능이 성취욕과 무화욕이라는 이원론적 딜레마로 표현되어 있
다. 정염에 의해 고통 받으면서도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욕망을 거세

하고자 하는 점은 스테판의 경우에 가장 강렬하다. 악기 제조 장인인
스테판은 카미유를 막심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질투로 카미유의 감정
을유발한것이다.스테판의신비로운침묵과시선에김은인상을받은
카미유는게임에걸려들어，그의가차없는시선에갈피를잡지못하고
사랑의 정열을고백한다. 여기에 대해서 부쥬는소테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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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은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보호하려는-특허 그의 직업 자체
도 그렇고-정신적 불능자 아닌가요"11)라고 질문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태는“스테판이 말할때에는그가게임을하고 있는지，장난하고 있
는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12)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스테판은“내안의무엇인가가살아있지않다.내가파괴하는
것은타인이 아니라바로나자신이다”라고말한다. 이는자신도모르

게행한일에대한후회라고볼수도있다.그러나때는이미늦어서카
미유는 지쳐 얼어붙어 었다. 그들 사이는 이미 끝났고， 동업자였던 막
심과도관계가끝나버린셈이되었다.냉혹한숭부사인스테판의성격
유형은 레르몽토프，Lermontov의 소설 『메리공주μ princesse Mary.D 로부터
왔다. 소테는 이 소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실폰적 불안에 대한 환멸
적 분위기의 이 소설의 주인공은주변 인물들을게임 상대로조종하는

러시아장교이다.친구의약혼녀를유혹하는데성공한후결국은그녀

를사랑하지않는다고말하는것이다.이것이〈금지된사랑〉의내용에
부분적으로영감을주었다.또한같은작가의 『우리 시대의 영웅Unh하0
denotretem뼈은〈나와함께 며칠을〉을촬영하기 전에 소테가다니엘 오
퇴이에게 읽도록 했다.(이 책에 『메리공주』가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국 〈금지된 사랑〉은 〈나와 함께 며칠을〉이 연장된 것이다.

스테판은“음악은꿈이다”라고말했다.그런데 영화〈금지된사랑〉
을장식한음악은모리스라벨의 곡이다. 영화의 틀과분위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음악의 작곡가인 라벨 역시 전 생애에 걸쳐， 어떠한타인
과의 관계도 없이 외롭게 살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소테는 “바로 그러

한 점에 대해서도 라벨과 스테판이라는 인물유형과의 관계를 직시했
다 "13)고 토로한다.

11) ibid. , p. 214.
12) ibid. , p. 222.
13) ibid. , p.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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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염 억제의 이면 - 정염이 존재함

정염의 억제가있다는것은이미 정염이 존재한다는사실을전제로
한다.이제우리는정염의 억제속에 욕망의 감정이 깊다는점을중심
으로 세 영화의 특정을 살펴볼 것이다.

막심이 카미유와같이 살아파트를스테판에게 소개할때，스테판은
넋이 나간듯한불안한상태를보인다. 카미유가막심에게 스테판을계
속생각한다고털어놓을때 막심의 대답은스테판의 행위에 대한뚜렷

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테판은 네가 마음에 드는 거야. 바로 보이는
사실이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를 더 잘 알아

스테판의감정은실로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복합적이다.그것을
나탈리 발디 NathalieB뼈는 우울증의 증세로 본다. 우울증을 지닌 주체

는사랑의정염이구체화됨에따른책임을회피하며거리를두고지켜
보는수동성을선호한다는 것이다 14)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은동업자

인 막심마저도우정이 아닌，단지 상호이익에 따른관계로만피력한다.
반면 막섬은 스테판을 친구로 생각한다.

그러나영화에서 스테판의 냉정함과이기주의는，그의 빛나는정열
적인 눈빛에 의해 자주부정되곤한다. 바로그러한정열의 표현이 본

질적이기에 소테는 다니엘 오퇴이를 배우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
의시선과육체로부터는엄청난감수성이배어나오고있다.바로그점
이 인물의 항상적 모호성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15)

새로수선된바이올린으로카미유가리허설을할때 거기에 참가하
는 사람들 가운데 스테판과 막심이 있다. 카메라는 화면-역화면을 취

하면서스테판과카미유를번갈아보여준다.스테판은카미유를뚫어
지게 바라보고， 카미유의 시선은 남자 쪽으로 향한다. 그럼으로써 리
14) Nathalie Baldi, “Le monde mélancolique de Oaude Sauteb> ,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e Aix-Marseille - Universit강 de Provence, 2001 , p. 120.
15) Michel B。띠ut， op. cit. ,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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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에 참가하는사람들중유독두 인물의 정염이 강조되듯드러난다.

더욱이 카미유를세밀히 비치는삿들은그녀의 시선이 스테판을찾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스테판의 고정된 시선이 차미유를 혼란스럽게 한
다는점을시사한다.또한스테판은리허설의 중간에 입가에 미소를띠
고나옴으로써그러한사실을즐기고있는것처럼보인다.차미유와막
심이 다시 결합할때，스테판의 마지막장면은긴 여운을남긴다.그것

은자신만의 방식으로카미유를사랑함을보이는것이다.
〈나와함께 며칠을〉에서 나타나는다니엘오퇴이의 농밀한윤곽과
시선또한같은맥락으로서，강렬한정염을표현한다.또한〈넬리와아
르노씨〉에서도， 두 남녀는 서로가 거리를 두기로 한 암묵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강렬함이 표출된다 어느 날 밤 넬리는 아르노의 집

에서 잔다. 아르노는 와서 잠자는혹은 잠자는 척하는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그의 손이 넬라의 어깨를스치지만，실제로닿지는않는다.
이 영화를위하여 필립 사르드에게음악을주문할때，소테는“도시에
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슬픔 없이 걸어 다니는 것을 환기시키는 어떤
것， 아주 프랑스적 인 프란시스 풀랑 류의 어떤 것 "16)을 강조했다고 한
다.그렇게된음악이결국은마취된고통，침묵속의고백등과같은효

과를 드높인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는 음악이 정염의 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
〈금지된사랑〉을들지 않을수없다. 그감동은모리스 라벨의 3중주와
소나타를 통하여 재현되며， 정염은 음악을 통하여 강렬히 구현된다.

다니엘오퇴이는에마뉴엘베아르가열정적으로연주하는음악을깊
이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차가운눈빛으로줄곧그녀를응시한다. 소테

는“라벨의소나타와 3 중주를택한이유는별로알려지지않았고멜로

디가없기때문이다.나는로맨틱하지않고현대적이지도않은실내음
악을원했다.그렇게카미유의연주가어렵고진지하다는것을보이기
16) Positif, op.

cit.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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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였다"17)라고 말한다. 이어서 감독은， 카미유가 연주하는 음악

은인물의 심리상태와일치한다고설명한다 처음에 바이올린과첼로
의 이중주는메마르다고할수있는음악인데， 이러한음악을연주하면
서 그녀는 스테판에 대한 불안올 표현한다. 그런 다음 더욱 감동적인

삼중주에 이어 마지막은결별까지 그녀가지속해야하는긴장을표현
한다. 그것은그녀가자동차안에서 스테판에게 제안하기까지의 긴장
인것이다.

그렇게음악작품하나하나가연속될때마다인물의성격과심리는
분명히 확인된다. 그것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직업상의 발전이자
동시에감정의전개이기도하다.소테는여기에대해서다음과같이말

한다 “나는 영화란 결국 인간의 초상이 며， 그것을 단계별로 구성해 보
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18)

게다가소테는모든삿들각각의 길이와리듬，내적 움직임의 구조

로인해 영화라는장르자체가음악이라고말한다，1 9) 과연그의 영화에
서는 화면-역화면의 눈에 띄지 않는 리듬이나 시켠스의 길이가 각기

적절히 조절되고 연속되어 자체로서 음악이 되고 있다.그리고소테는
“나는무의식적으로 영화가음악과같길 바란다"20)고 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것은 막심에게 느끼는 스테판의 질투와， 그가 행한 파렴치
한 놀이로， 열렸다가 이내 영원히 닫혀 격려된， 경직된 마음의 음악이
되고있다. <금지된사랑〉에서 인물의 내면을가장긴밀히 표현했다는
지적에，소테는그것이 자신의 나이와함께 생긴 결과라고대답한다.

잠정적으로는분명히존재하면서도서로이어질수없는관계를다
룬소테의 세 영화에는모든극작법이 부재한듯하다.무언，소멸， 기대

17) Michel Boujut , op.

cit. , p. 22 1.
op. cit. , p. 7.
Michel Boujut , φ. cít. , p. 220.
Posit if, op. cit. , p. 11.

18) Posit if,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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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중단，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순화，정련， 검소
함이 소테의 미적 목표의 최대치에 이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인공들의 충동，정열의 폭발은생각과감정의 정체，혹은감
정의 억압과함께모순적으로존재한다.그것은『마농레스코』에서보
이는정염의 표출과는또다른 외면성이며， 문자언어와영상언어라는

형식미는차치하더라도일단그내용면에서도차이를보인다.

3. 문자언어와 영상언어로 구현된 정염
정염이 영화와문학각각에서 어떠한기법으로구현되었는지는크
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3. 1. w 마농 레스코』에서의 내적 초점화focalisation inteme와
소테 영화에서의 동일시 ident퍼cation

정염으로인한역경과수렁속에서도『마농레스코』의두인물은매
우순수하게 보인다.그것은프레보가소설의 첫 순간부터 화자를바꾸
어， 데 그리유가이미 반성하고 있는체험을말하도록 한내적 초점화

의 기법에 연유한다.고백하는영혼을대하는독자는의식적으로데그
리유의 표류적 행각을모두용서할준비가되어 있는것이다.
한면 소테의 세 영화가관객에게 주는감동 역시 매우강렬하다. 그
것은 인물들의 (방해되고거부된)감성의 표현 방식에 기인하는것으로

보인다.즉소테 영화가주는감동의 기제는바로동일시이며 관객은
인물들과동일시하게 되어，소테는자신의 내적 진실의 파편을관객에
게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마농레스코』의 독자가받는공감과소테 영화의 관객이 받
는 공감을 각각 내적 초점화focalisation inteme와 동일시 identification에서

그러한 기법의 비결을 찾았다. 그런데 관객이 등장인물에 혹은 영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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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동일시하는문제에 있어 주요요소는바로시점이며，내적 초점화
는문학에서 말하는여러 시점들중의 하나임을발견하는일은홍미롭
다. 영화에서는문학과는달리， 이야기를서술하는자가보고듣는자
와일치하는경우는극히 드물며，오히려 그둘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가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시점들이 번갈아나타나게 된다. 바

로 그 과정에서 동일시의 기능이 생긴다.
조엘 마늬는 문학에서의 시점과 영화에서의 시점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며，21) 앙드레 고드로와프랑수아조스트는그러한차이점이 있
으므로‘초점화’와‘시각화’를구별하자고제안한다.22) 그내용은다음
과같다.

영화는 19세기 말에 탄생했다. 이 시기는바로프랑스소설에서 시점

의 문제 즉 <<누가 서술하는가? 누가 보며 누가 알고 있는가?))의 질문이
제 기 되 던 때 였다. (ex. Marcel Proust, Henry J없nes) 이 러 한 문제는 문학

에서 특히 제라트쥬네트Gérard GeneUe에 의해 초점화foc려isation 란용어
로연구되었다.
1) 무초점화focalisation z강ro: 전지전능한 서술자의 경우， 중립적으로

외부에서 사건이 서술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서술자는 등장인물보

다더많은것을알고있다.

2) 내적 초점화focalisation inteme: 서술자는 인물과 같이 다니며 인물
이 보고아는것만이야기 한다.초점인물이 외적으로묘사되거나지시
되어서는안된다. 이러한내적 초점화에는다양한가능성이 있다.

A. 고정된 내적 초점화foca1isation inteme fixe: 서술자가 하나의 인물
만따라다녀，제한된시점에서 벗어나지 않는경우.

2 1)

‘

Joël Magny, Le point de vue, de la vision du cinéaste Ql regard du spectateur, Calúers

du dnéma, 2001 , pp. 57-62.
22) 앙드레 고드로; 프랑수아 조스트， 송지연 옮김영화서술학~， 동문선， 1994 ， pp.
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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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변적 내적 시점화foc매sation inteme variable: 서술자가 이 인물에
서 저 인물로 옮겨다닌다. 그러므로 인물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정보

들이 독자에게 제시된다.

c.

다중적 내적 초점화focalisation inteme m벼tiple: 같은 사건이 여러

인물에 의해 여러 번 서술되는 경우.
3) 외적 초점화: 서술자는 인물(들)보다 더 모르고 있어서 인물(들)의

행동을 해석하려 하거나 외부에서 관찰하여 묘사하는 것에 그친다.
영화 안에서도 초점화는 물론 존재한다. 그런데 고드로Gaudra띠t와

조스트.Jost는다음과같이 지적한다
쥬네트가내적 초점화의 예로아키라구로자와의 〈라쇼몽 )<1950)올
들어，네 인물각각에 의해 서술되는같은이야기임을보인다.그러나네

인물에 의한 이야기 각각을 영화로 볼 때 우리(관객)는 외적 초점화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왜냐면 우리는 (즉 카메라는) 각각의 이야기를 인
물의 외부에서 보고 듣고 알기 때문이다. 이 영화적 체제 내에서는 ((인

물이 외적으로 묘사， 지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모순된다. 즉， 각

각의 증인들이 서술하는 내적 초점화는 영화적 측면에서는 더 이상 내
적초점화가되지않아，내적초점화에서외적초점화로이행하게된다.

또한 외적 초점화에서， 영화에서 카메라의 외재성은 단순히 인물의
내면성의 부정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관객들은 배우의 연기， 동작， 표정

의 약호화만으로도 인물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그의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조스트는((서술에 의해 채택되는 인지적 시점))을가리키는
초점화와((카메라가보이는 것(그러므로 관객이 보는 것)과 인물이 본
다고 추정되는 것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시각화"OCUlarisation를 구별

할것을제안했다:

a. 내적 시각화〈

시각화

일차내적시각화
이차내적시각화

b. 무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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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적 시각화는 주관적 삿에 해당하고 무시각화는 객관적 삿
에해당하며，일차내적시각화는시선주체를나타내는삿없이나타나
는삿이며 이차내적 시각화는그걸 보는시선의 주체가편집상 일치 rac
cord에 의해 나타날 때를 말한다. 실제 영화에서는 위의 시각화보다 다
음의 주관적/객관적/반주관적 삿의 구분이 낫다. 왜냐하면 위의 시각화

에선 반주관적 삿이 범주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농 레스코』는 위의 정리에서 “고정된 내적 초점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적 초점화를 영화에서 그대로 구현한 경우는 로베르 몽고메

리의 〈호반의 여인 )(1947) 이 있다. 이 영화에서 관객은주인공의 얼굴
마저도 그가 거울을 볼 때를 제외하고 볼 수 없고 내내 주관적 삿으로，
즉한인물이보고듣는것만보고듣게되어있다.이렇게주관적삿으
로만구성된이영화는영화사적으로당시에큰반향을일으켰지만，오
늘날의시각에서는상당히인위적으로보인다.우리가언급하는동일
시는소테의 세 영화의 경우，적어도동장인물을서술자입장에서 관객

에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삿， 즉 “무시각화”에서의 동일시를 의미한다
는것을밝혀둔다.

3.2. 극한으로치닫지 않는 절제와 자연스러움-프레보와소테의 스타일

소설 『마농 레스코』가보배와 같은 작품이라면 그것은 아마도수단

의 절제를통하여 고전적 비극， 풍속 소설 동의 요소를 과장 없이 옮겨

왔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실제 내용은사기 행위를다루면서도，조잡
하지 않게 문체의 고귀함을유지한다. 이는소테의 영화가실제로는차
갑고닫힌성격을그리면서도경박함으로치닫지않고오히려생각과

정신의 깊이를구현해 내는것과관련지어 생각해 볼수 있다.
또한프레보의 문장은인간의 지각과마음의 다양한움직임을연속
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산문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한다. 그런데 소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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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감정과 감동의 신비로운 여유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인 미장센
으로 되어 있다. 감정의 심리적 연구에 관한 전문가인 소태가 그리는

심리적 사실주의는 프레보가 인간 심리의 무한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각각을고찰해 볼수 있다“아베 프레보는 여러
종류의 풍요를 조화롭게 녹여냈다. [ ... ] Ii'마농 레스코』는 전적으로 고
전적이지도，전적으로사실적이지도않지만그색채가약간은사실적
이다."23)

『마농 레스코』는 정염을충만히 표현하면서 어떤 인위적 기교에 의
폰하는일이없으며，소테의세영화에서도정염과관련된인물의심리

는투명하게 드러나면서도어떠한과장에도치우침 없이 미묘하고섬
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아베 프레보자신은다음과같이 말

한다 “이 소설에 대하여 나는어떤스타일을말하지 않겠다. 거기에는

은어도， 꾸멈도， 정교한 성찰도 없다. 그저 자연이 필체를 움직여 나아
가는 것이다. 화장한 듯 무거운 문체의 작가와 비교되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 것인가! 그러한 작가는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
니고，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 소설의 문체는

답답하지 않고 충만하며，자유롭고충만된 느낌의 표현으로흐르는듯
하다.이소설에서묘사와감정만을본다면그것은진정한묘사이며자
연적인 감정인 것이다."24)

고전주의cIassicisme로 평가되는 소테 의 영화는 “아무것도 강조된 것
이 없고모든것이 흐르는듯진행된다 "25) 이러한영화적 특성은프레

보의 문체와통한다. 소테는솜씨(카메라의 기교)를강조하지 않으면서
도강렬한정염을전달한다.내적움직임의표현을위하여배우의제스

처， 침묵， 장면의 배치에 그대로 영화의 시간이 할당된다. 서술은 줄거
23) Paul Hazard , op. cit. , p. 35.
24) ibid. , p. 7 1.
25) Posit if, op. cit. ,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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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역동성 때문에 시간적으로조급하게 쫓기는듯한느낌이 없고급

작스런 가속 또한 없다.2 6) 미장센의 자연스러움에 의해， 아무것도 튀
는 것이 없음자체가바로소테의 스타일이다. <나와함께 며칠을〉에
대하여 “여기서는 자연스러움보다는 자연스러움에 합치하는 감정이

충격적이다.그것은미장센의세밀한부분까지도인내심으로격조높
게 통제된 결과이다"27)라는 대목 또한프레보의 문체에 대한자세와

연결지어생각해볼만하다.비록우리가다루고있는소설과영화가그
일차적 예술품으로서 지니는감각적 외양은다를지라도， 인간정염을
작품으로구현할때의 프레보와소테 각각의 창작태도를짚어보는것
이다.

‘서술에 있어서 의 고전성 démarche narrative classique’, ‘고정싹，lanfixe’ 뿐
아니 라， ‘일치 에 의 한 삿들의 연속l’ench따nement des plans par raccord' 둥 초
기부터 ‘반 누벨바그k따Nouvel1e Vague’라 불릴 만큼 소테가 전통적 영
화언어를 고수하였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소테는 자신을 형식주의자
라기보다자유로운시네아스트로서，인물이나무대장치동을포함한

시나리오에몰두하다보면이미지가저절로나온다고했다.그는인물
들이배경과무관하게보이지않도록，인물들을감싸는방식으로조명
을이용했다고한다.그렇게 하여 신중함과순수를가득담은인물들의
얼굴이표현되었던것이다.삿안에기하학적구도자체도폰재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기하학인데， 그것은 바로 인물의 제스처， 창백한 안색，

빈틈없는윤곽을돋보이게 하기 위한것이다.

순수 결정체로서의 소테의 영화는 특수한 형식미를 인위적으로 지
어내지 않기에 가식적 현대성을부각시키려 하지 않는다는점은프레
보의 창잭태도와통하는점이 있다.그것이 바로인간심리와감정을
그릴 때 두작가가만나는지점일 것이다.
26) ibid. , p. 20.
27) ibid. ,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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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농 레스코』에서 데 그리유가 마농에게 화를 낼 때에， 그것은 거

칠고난폭한언어의 표현으로치닫지 않는다. (금지된사랑〉에서 카미

유가스테판앞에서스스로를모욕하는장면에서볼수있듯이，차메라
는침착한고정 삿을유지하며 편집의 속도에도 변함이 없다. 이는프
레보의 문체와소태의 카메라 기법 상，‘carn강ra-stylo’의 측면에서 시사
하는바가크다.정염을구현하는기법에 있어서 이렇듯문자언어와영
상언어각각의특성상유사점을발견하는일은서로다른장르에속하
는두작품의비평적관점에서볼때도충분한의미가있다고볼수있
다.

결론
이상으로우리는프레보의소설과소테의세영화에나타난정염의
양상과 그 표현기법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그 예술적 창작
매체가 다른，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é의 관점에서 시도된 것이다.

흑자는 왜 소설 『마농 레스코』를 영화화 한 작품들- Henri-Georges
Clouzot의 (Man on)(1949) , Cam뻐eGallone의 (Manon Lescaut)(1940),

Rornan Chalbaud 의 (Manon)(1985) , Jean Aurel의 (1'v엄non 70)(1968)과비교하지 않았는지 의문을제기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가원작소설혹은영감을받은소설자체와영화를비교
하지 않은이유는，스테판이 카미유와의 유혹에 있어서는심오한정염
의 상태 속에서 기쁨을느끼는데에 반하여 레르몽토프소설의 주인공

은유혹게임에서 아무런 만족감도느끼지 않는다는큰차이 때문이다.
그것은정염의 묘사에 있어서 영감의 원천이 된소설과영화사이에 근
본적인 간극이 있음을시사한다.그러므로그두작품사이의 각색 문
제를논의하는일은서로이질적인종류의심리를다루는결과가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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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찬가지로소설 『마농레스코』와그각색 영화들은각각다른색채
와예술적 세계관으로분리되어 있다.물론각색문제를검토하는작업

은 또 다른 종류의 의미와 필요를 전제로 하는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영화가아무리 원작소설에 충실히 각색되었다해도그렇게
탄생된 영화는이미 원작소설과는전혀 다른톤을띠게 마련이다. 예
컨대 지오노는자신의 소설들을각색한파놀Marcel Pagnol을전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Ii'보뷔뉴에서 온 사람Un de Baumugnes.!J 을 옮긴 〈앙젤
Angèle)을보고 지오노는“머리를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간의 불화는 점점 심해져， (빵집 여주인 femme du Boulanger) 이 개
봉되면서 지오노는 파블을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는
(Regain) 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자신의 작품이 과장되었다고 파놀을
비난했다.2 8 )

시나리오 『히로시마 내 사랑Hiroshima mon amour.!J을 쓴 뒤 라스는 알랑
레네가만든영화에서원작의색깔이사라졌다고실망한다.같은시나

리오를가지고뒤라스가작업했더라면완전히다른영화가나왔을것
이다.29) 이는 소설 원작이 영화가에 의해 각색되었을 때 이미 그것은

소설원작자의 의도와는완전히 디를수있음을보여준다.그러나우리
의 논의는둥장인물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작가와감독의 내면과 창작
스타일에초점을맞춘것이므로창작세계관자체가다른두작품을단
지서술의내용이비슷하다는이유로비교하는일은여기서제외하였
다.

시나리오 『지난 해 마리 앵바드에서』를 쓴 로브그리 예 또한 자신이
쓴시나리오를기초로촬영된 영화가레네의 서명을지닌다고불만족
스러워 한다.3 0) 원작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각색의 문제는
28) Jeanne-Marie Leclerc, Lit térature et

29) Jean-Louis 나utrat， Hiro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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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éma , Nathan, 1993, p. 90.
mon amour, Nathan, 1995, pp. 16- 17.

특히 영화 창작시의 구체적 실현 방법의 범위 안에서 의미가 있다.þ
러나소설이나시나리오의작가와영화가는창작세계를달리하는상

이한두존재이다.바로그러한연유에서프레보의소설과소테의영화

를 다루면서 우리는 영화 (Manon) 이나 레르몽토프의 원작소설들을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후자의 경우는소설이 영화에 영감의 근원이 되
었을뿐충실한각색의의도는없었기에우리의작업은，정염이란인간
정신과심리를그중심축으로하여 그것이 문자언어와 영상언어로 어
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내용과 기법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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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passion amoureuse d하lS le cinéma de
Claude Sautet et Manon Lescaut de Pr，강vost

OHJung-t>.따n

En portant sur <<1 a passion amoureuse>> dans Manon Lescaut de
Pr강vost et les trois demiers films de Cl aude Sautet, ce야e étude est
placée sous le signe de 1’intertextualité entre les deux ∞uvres dont
les supports artistiques sont différents. La prerr따re partie observe
l’ext강riorisation de la passion et son revers dans le roman de pr강iVOSt.
La deuxième pa야ie démontre le refoulement de la passion et son
revers d o.ns les films de Claude Sautet. Dans les deux cas , ces <<revers>> présentent chacun des aspects différents.
La troisième partie analyse la description de la passion dans le
langage des mots (du roman) et celui des images (des fi 1ms). 11 s’ agit
de la focalisation inteme et 1’identification qui sont en rapport direct
avec le point de vue. Cette demière partie mentionne également le
style sans excès dans les deux systèmes d ’expression et de communi cation.
Tout en étant conscient du fait qu’il existe des films adapt강s de
λ1anon Lescaut et des romans qui ont inspiré les films de Cl aude Sau tet, nous avons pr강féré comparer le roman de Pr강vost et les films de
Sautet. Ca r, 1’int강rêt r강side plutôt à examiner 1’ intérieur psychique
des personnages (donc celui de 1’auteur: Pr강vost et Sautet), qu’ àcemer
les diverses possibilités d ’adaptation.

소설「마농레스코』와클로드소태의영화에나타난정염의양상

129

오정민
연세대 불문과 졸업， 서울대 불문과 대학원 석사， 프랑스 피카르디
촬베른 대학 영상예술학 박사. 현재 서울대， 서울여대， 연세대 강사.

주요 논문크로넨베르그의 영화 〈크래시〉의 정신분석학적 분석」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마르크 블로흐 대학， OEA 논문， 1997), r 공관空뼈의
철학과 그 영화언어적 표현 J(박사학위 논문， 2004).

논문저자소개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