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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초현실주의 문학에서 아라공의 『파리의 농부Le Paysan de Paris ,J (1926)
는 브르통의 『나자N때'a，J， 데스노스의 li'7.t유 혹은 사랑μ li뼈téou l'amou띠
과 더불어 초현실주의적 소설의 성과로 주목되는 작품일 뿐 아니라
1920년대 초현실주의 작가의 삶과문학의 방식 혹은세계를보는시각
을독특하게보여주는소설로평가된다.또한이소설은아라공의문학
적 이 력 속에서 『무한의 옹호La 택frnsede 1’i배nI』， 『방탕Le Ubertinage，J 과 함

께 그가사회주의적 현실주의 소설의 작가로 변모하기 전， 초현실주의
그룹의 중요한시인으로활동하던시기에 쓴작품으로널리 알려져 있
다 1) 그러나브르통의 『나자』를읽은후에 이 소설을원게 된독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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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의아심을품게되는데，그것은사물을묘사하는아라공식의특
이한방법 때문이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이나『나자』에서 브

르통이사실주의적묘사와현실주의소설에대해비판하고거부한것
을기억하는독자의 입장에서는『파리의 농부』를읽으면서 당연히 아
라공식의 반反 사실주의적 묘사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
러나그런 예상과는달리 『파리의 농부』에는어떤사실주의 소설보다
더 세밀한묘사가과도할 정도로 많아， 독자는 당혹감을 갖게 된다. 물
론사물에 대한세밀한묘사들이 일관되게 전개되어 있는것은아니지
만， 이 소설의 중심부에 있는 「오페라 아케이드Le Passage de 1’뺑'TaJ 의 장
에서 특히 집중적으로나타나는극사실주의적 hype따빠te 묘사와서술

은 독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도한묘사의 부분들을 제외한다면Ir파리의 농부』는 3 인
칭의 허구적 소설이 아니라작가의 실제 체험을 일인칭으로 이야기했

다는것，도시에서의 낯설고경이로운초현실적 이미지를찾으려 했다
는것，사변적인산문의흐름속에서도행위의원인과결과를설명하는

논리적 서술을 택하지 않고 이질적 요소들이 우연적으로 결합되거나

병치되는 전개방식을 취했다는 것 둥둥으로 초현실주의 소설의 특정
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한 연구자는 아라공의 후기 소설에서
초현실주의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를 탐색하는 논의를
통해 아라공의 초현실주의가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독창적이었음을
지적한다，2)다시 말해서 『파리의 농부』와같은소설이 초현실주의 소
설의전형과다르게보이면보일수록，그렇게보인부분은그만큼초현

실주의 소설의 영역을새롭게 넓혀놓은것과마찬가지로해석할수있

1) W 무한의 옹호」는『방탕』이나『파리의 농부』와마찬가지로아라공의 초현실주의

적 경험에서 태어났다."
2)

P. Daix, Aragan, une vie à changer, Seuil, 1975, p. 199.

J. Bemard, Aragan, Ia p<δmanence du surréaIisme 따ns le cycle du monde réel, Ubrairie Jos강 Corti, 198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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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것이다.그러나아라공의소설이초현실주의소설의외연을확대

시켰다고보는비평적 견해는일정한시간적 거리를두고초현실주의

를객관화할때 가능한시각이지，이 소설이 발표되었을때부터 그렇게
이해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초현실주의적글쓰기가바로‘자동기
술’처럼 인식되는 1920년대의 상황에서，브르통을제외한대부분의 초
현실주의자들은『파리의 농부』를‘스캔들처럼 comme un scand려e’3) 받아
들였다고한다.

그렇다면 초현실주의에서 아라공의 역할은 무엇이고If'파리의 농
부』는어떤점에서초현실주의소설이라고말할수있을까?논란의핵

심이 되는아라공식의 묘사가초현실주의적 글쓰기와대립된다고보
는것은얼마나타당한생각일까?이소설에서초현실주의의특정적인
이미지와서술방식은무엇인가? 이 소설의 서두에 실련 r 현대적 신화

서문」과도시에서의 산보혹은도시 공간에 대한산보자의 관찰은어

떤관계를갖는것일까?우리는대략이런문제들을중심으로이소설
을검토해보려고한다.

본론
1.1.묘사의문제

이 소설의 목차는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게 에세이처럼 「현대적

신화 서문J ，오페라 아케이드J ，뷔트 쇼몽 공원에서의 자연에 대한

감정 J ，농부의 꿈」이란제목으로구성되어 있다. 이질적인 제목과상
이한문체로각각다른시기에 쓰여진 이 4개의 부분들에서 글의 분량

이 적은 첫 번째와 네 번째를 각각 서론과 결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3) R Garaudy.L’'itinéraire d’'A ragon. Gallimard. 1961 ,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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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본론의내용은결국두번째와세번째의글이라고할수있다.그

중에서 세 번째의 글이 어둠이 내련 뷔트쇼몽공원에서 화자가산책하
면서보이는풍경과떠오른생각을사실적이고서정적인문체로표현
한것이라면，두번째의 글은파리의 아케이드를걸으면서 거리의 풍경
과상점의 내부를꼼꼼히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과상상의 세계를보여

준것이다.그러니까이소설에서사실주의적묘사의문제가논의될수
있는대목은두번째와세번째장인「오페라아케이드」와「뷔트쇼몽
공원에서의 자연에 대한 감정」에서이다. 그러나 이런 묘사의 문제가
첫 번째의 r 현대적 신화 서문」과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사

실주의적 성격의 서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r 현대적 신화
서문」의 내용을살펴봐야한다.

아라공은이서문에서이성적사고와는다른감각적인식이나환각
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그르치게 하거나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
는 데카르트적 이성의 논리를 공격한다. “이성이 감각lase떠때ité의 지
배를 비난하려는 것은소용없는 일이다."4) 그는 데카르트의 논리와는

다르게，감각적인 직관에서 생겨난환상이 이성의 올바른판단을그르
치게 하는함정이 아니라，“그무엇으로도밝힐 수 없는목적지에 도달
할수 있는특이한 길de curieux chemins"5) 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이

성보다펌하되는 감각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성의 오류와같은 환
각의 중요성을강조한다. 이것은브르통이 r 초현실주의 선언문」에서

이성의 속박으로부터 상상력의 해방을주장하고，광기의 입장을옹호
했던 것과일치하는주장이다. 아라공은또한감각과이성이 의식과무

의식처럼분리될수없다는것을말하면서，대상에대한무의식의인식
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의 인식 혹은감각의 오류가현실의 무의식적
심충세계，혹은상상의 세계에 접근할수 있는유일한통로임을강조한
4) Aragon, Le Paysan de Paris , Gallimard, 1926, p. 13.
5)

ibid. ,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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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견해와함께아라공은현대의사회에서현대인은새로운신화
를찾아야한다는논리와의지를표명하는데，그가말하는신화는감각
의 오류혹은오류의 진실과동의어처럼 쓰이기도한다.화자는 r 오페

라 아케이드」에서 거듭 신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신화의 가치와 기능，
혹은신화의전개에대한섬세한논의를보여주는데，여기서그가말하
는 신화는허구나우화의 의미와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아라공은자
신이그당시읽었다는젤링의『신화의철학』의논리를빌려신화가감
성의 한방식이고，절대 l’Absolu가의식에 나타나는과정에서의 필연적
인 단계라는 점을 역설하기도 한다. 아라공은 여기서 셀링의 ‘절대’ 대
신에무의식을놓아두고，의식으로하여금무의식과의심충적인관계

를인식하게만드는모든대상이나풍경이신화가될수있다고하면서
신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설명할수 없는논리성의 의식 la
conscience d ’une cohérence inexpliquée’을 체 험하게 하는 풍경 이 나 장소， 대

상들이신화처럼감각에자극을주고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풍경과
대상은그것을보고특이한감각적 전율이나감동의 상태에 빠진사람
의상상력속에서신화의성격이나지위를갖고마숭적인신비한힘을
발휘하는데， 그는 이것을 경이 le merveilleux의 정후들이라고 부르거나，

시적인 신성 ladivinit강야며ue 이라고 말한다.6) 그러니까 시인의 역할은

당연히 구체적인 현실세계에 산재해 있는이러한신화혹은신성을찾
는 일이다. 세계의 유한한외양의 모습에서 ‘무한의 얼굴le visage de 1’mfini’7)을 발견하고 일상의 현실에서 신비로운 경이를 체험하는 일이 중

요한것이다. 결국『파리의 농부』에 나타난대상이나장소에 대한묘사

의 문제는 이런 전제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설에서묘사가과도하게나타나는곳은두번째장에서오페라
6) ibid. , p.17.
7) ibid. ,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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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의 상점들과 아라공이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로 자주 이용했
던 카페 세르타Café Certa와세 번째 장에서 그가즐겨 산책했던 뷔트쇼
몽공원이다.특히가페세르타의묘사는마치대상을현미경으로들여
다보듯 세밀하고 뷔트쇼몽 공원은축소판 지도를보는 것처럼 묘사되
어 있다.8)화자자신은자신의 서술방법을현미경의 시각에 비유하는
데，9) 이러한서술방법이무엇을위한것이고어떤효과를얻기위한것
인지는확실하지않다.그러나카페에대한실증적자료를마련해두려
는화자의 개인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는점은분명하다. 또한이처렴

세밀한 묘사들이 여행자에게 관광지를 안내하는 설명서의 시각도 아
니고，아름다운풍경에감탄하며그느낌을자세히과장하여묘사하는
낭만주의자의 시각도아니라는것은누구나쉽게 알수 있는점이다.
아라공의 이런 세밀한묘사방법을누보로망의 작가로브-그리예의 주

관을배제한카메라 앵글의 묘사와 비교한 미젤 메이예는두사람의 묘
사방법이모두현실과대상을편견없이자유롭게바라보기위한목적
에서는일치하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표면적인일치일뿐이라고말

한다. 그는두작가의 공통된 시각속에 감춰져있는 이념의 차이를 이
렇게설명한다.

누보로망은， 나중에 구조주의가 그렇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적

이고자율적인 개인에 대한믿음이 환상이며，주체는 언어와현실의 지
배를받아종속되어 있다는것을보여주기 위한시도로써 결국은전통
적인 인간중심주의의 비판과연결된작업이다.물론초현실주의는서
구적 이성의 문화와전통에 대한통념을거부하지만인간에 대한믿음
을 갖고 인간을 관심의 중심적 위치에 놓아둔다.1 0 )
ibid. , pp.169-170.
9) ibid. , p. 40.
10) M Meyer, Le Paysan de Paris d'Aragon , Gallimard, c011. “ folioth벼ue>>， 2001 , pp.
8)

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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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예는누보로망의 묘사가인간보다언어에 비중을둔서술이라
면아라공의묘사는언어보다인간에대한관심을갖는초현실주의에

가까운것이고또한문학적 언어의 무용성을내세우는다다의 이념에
가까운것임을구분지어설명한다.특히 아라공의묘사가다다의 이념
에 가까운서술방법임을강조하기 위해 그는묘사의 다다주의 undada
ïsmed잃criptκ11)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라공에 대한 다다주의의 영

향을언급한다.그의 이런관점에서 보면，아라공의 세밀한묘사는문
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무의미에 가까운무상성 la 양
gratu뼈과
부조리 성l'매，님absu
따r떠
비it댄강의 성 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d

우리는이런점에서아라공의묘사가사물에대한무위성의묘사이
면서동시에무위성을발판으로한초현실적상상력의도약을염두에
둔묘사임을강조하고자한다.이책의서문에해당하는부분에서도언
급하였듯이 작가의 관심은 이성의 논리를 넘어선 감각과상상력의 문
제였다.그에게 중요한것은꿈과상상력이 현실과어떤 관계를맺으면

서 경이의 인식을일깨울수있는가의 문제이다.브르통이사실주의소
설의 진부한묘사를 비판하면서 일체의 묘사를 거부하자고 했던 것은

그러한묘사가독자의 상상력을전혀 자극하지 않는다는점 때문이었
다.그러나아라공은사실주의적묘사를완전히거부하는브르통과는
다르게극도의사실적묘사를통해서독자에게대상에대한주의를기
울이게 하는 한편， 동시에 낯선 느낌을 갖게 하면서 현상의 신화적 요
소를발견하도록한것이다.이런점에서아라공의극사실주의적묘사
가무의미한것처럼 보이기도하지만，그것은초현실적 이미지처럼 의

외성과우연성과관련되어촉발될수있는독자의상상력을염두에둔
작가적포석이라고말할수있다.

11) ibid. , p.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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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초현실적 이미지와 콜라주의 글쓰기

이 책에서 아라공은 꿈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초현실적
이미지의 가치를 독특한 시각으로 정의한다.

초현실주의라는이름의 악은마약과같은이미지의 착란적이고정열
적인사용법이고，보다정확히 말하자면 예측할수없는혼란과변신이

재현되는 영역에서 이미지가초래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이
미지를 위한 이미지의 무제한적 도발의 사용법이다. 사실 모든 이미지
는 저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
게 만든다.또한인간은누구나세계 전체를무화시킬만한이미지를찾
을수있다.1 2 )

아라공의 이러한초현실적 이미지의 정의는 r 초현실주의 선언문」

에서브르통이내린정의와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는다.브르통은선
언문을통해 초현실주의에 열중한사람에게 초현실주의는마。내mstu
p강fiant처 럼 작용하여 다채로운 신비한 효과와즐거움을준다고 말하면
서 “여러 가지 점에서 초현실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악덕 un vice nouveau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단지 몇몇 사람들만지니고 있는속성으
로보이지는않는다.그것은신경이아주예민한사람들이만족할만한
마약과 같다 "13)고 말한 바 있다. 이 렇게 아라공과 브르통은 모두 초현

실주의를악덕 le 찌ce이라고말하고，초현실적 이미지와관련하여 이성
의 정신을 취하게 하는 마약에 비유하면서， 그것의 통제할 수 없는 비

합리적성격의특정을진단한다.결국그들이공통적으로인식하는초
현실적 이미지의 역할은세계에 대한이성적 구분을혼란스럽게 만들

12) Aragon, op.

cit. , p. 80.

13) A. Breton, Ma nifestes du Surréalisme , J.J. Pauvert, 1972 , p. 45.

140

면서 현실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라공의 이러한초현실적 이미지에 대한인식은콜라주에 대한태
도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아라공은현실에대한콜라주기법의전
복적 효과를지지하고，그것의 역설적이고모순된성격 때문에그러한
기법을애호한작가로알려져있다.그는회화에서의콜라주와문학에

서의인용문을구별하지않는다고말하면서，자신의글속에다른사람
이 쓴 것을 옮겨 넣거니-plaquer， 광고문이나 벽보， 신문기사처 럼 일상생
활의현실에서발견할수있는내용을그대로텍스트에옮겨놓는방법
을 콜라주라고 정의한 바 있다 14) 그는 자신이 콜라주의 강박증Ia han-

따educollage l5 ) 에 사로잡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데Ii"파리의
농부』는 바로 그런 시절의 작품이다. 그만큼 이 책에는 광고문이나 벽
보처럼 현실세계에서 이끌어옹 많은요소들이 인용문처럼 실려 있어，
독자로하여금화자의 시각적인 이동과글쓰기의 행위가특이하게 연
결된 느낌을준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서 화자가마주치

는온갖이질적 풍경들은텍스트속에 문자로서술되면서도가능한한

직접적으로옮겨놓듯이 표현된다. 그리하여 콜라주의 모순성과부조
화혹은이질성의 효과는초현실적 이미지처럼 현실을생생하게 드러
내면서 또한 새로운 세계로 변형시키거나 일상성의 세계에서 비일상
적 기이함l’insolite을 발견할수 있는수단으로 쓰였음을 알수 있다.
장폴랑은그림에서의콜라주를이렇게설명한바있다.“정성을기

웅이지 않은듯한표현la négligeance，불완전한것과미완성적인 것의 취
향， 아름다움에 대한무관심， 매력적 형태의 거부， 익명성， 허술함lafra gilité, 일시적인 것， 이질적 요소틀의 우연한 마주침， 개인적인 미술의

종말."16)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콜라주의 요소들은 『파리의 농부』의
14)

Aragon， Iεs

Col/ages , Hermann, 1993(965), p. 26.

15) ibid. ,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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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구성부터내용에이르기까지，또주제에서문체에이르기까
지 여러 가지 형태로나타난다고볼수있다Ii'파리의 농부』를쓸때 아

라공이 ‘콜라주의 강박증’에 사로잡혔다는 말처럼， 넓은 의미로 콜라
주의개념을이해하면，이소설이야말로콜라주의전시장이라고볼수

있는것이다.아라공은처음부터한권의책을계획하여글을쓰려하지
않았고무계획적으로글을쓰면서 우연의 흐름속에 정형화된툴을가
능한한깨뜨리려 했던작가이다.특히 이 책에서 그는이질적인요소
를중첩시키면서 어떤완전한것과아름다운것의 전형을전혀 의식하

지 않는 것처럼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관성을부각시키려하지 않았고，개인의 서정성과상상력을표현하
면서도가능한한익명성의 태도를지키려 했다.그러므로익명성과우

연성의 흐름속에서 여러가지 이질적 요소들은산문의 정형화된흐름
을방해하듯이나타나게된것이다.때로는다다의실험적인시와같은
것이 나타나는가하면，때로는광고， 벽보，신문기사，차페의 가격표，극
장의 입장권요금표동，거리나건물의 벽변에서볼수있는것들이 텍
스트속에축소된형태로삽입된느낌을주기도한다.현실의요소들이

문학속에서 변형되지 않은형태로놓여있는이러한콜라주의 방법은
뷔트 쇼몽 공원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게시문les inscriptions과 관련하

여 10쪽(pp.19 4-204) 이나 될 만큼， 길게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
히현실성을토대로한비현실성의효과를염두에둔작가적의도의반

영이지，현실의 풍경을거울처럼 반영하려는사실주의 작가의 표현방
법이 아니다. 미젤 메이예의 말처럼， 콜라주의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비현실화’의 효과는 분명해”진다 17) 사실적인 자료들은 텍스트 속에

서 부조리하고낯선느낌을주면서 일상적인 것의 비일상적인효과를
자아낼수있는것이다.
16)

J. Paulhan, l.a peinture αbiste， G허 limard， folio <<EssaÌS>> ,1990, pp. 159-160.

17) M Meyer,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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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 p. 44.

또한장폴량이콜라주를설명한것중에서‘이질적요소들의우연한
마주침’이 모순과 부조화를 의 미한다면Ii"파리의 농부』야말로 모순과
부조화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리적인 서술과 시적인 언어， 현

실적인 형태와 초현실적인 이미지， 구체적 사실과 현대적 신화， 진실
성의 어조와아이러니의 시각， 객관적 시각과개인적 서정 둥， 여러 가

지 이질적 요소들은단절과전환의 흐름속에서 중첩되듯이 연결된다.
또한‘개인적인 미술의 종말’과같은콜라주의 요소는초현실주의의 성
격이그렇듯이개인적인의지를떠난우연과유희의흐름속에자아를
맡기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우연과 유희의 흐름은 초현실주의에서 인
간의가장중요한가치로내세우는자유의욕망과관련되어있다.물론
자유의욕망은사회의법과규범의한계에부딪칠수밖에없겠지만，그

러한제한이아니라변화자는구체적현실속에감춰져있는무한을발
견하고 그 무한의 세계 속에서 자아를 소멸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욕망의무한대를지향하는화자의자아와정체성을파괴하려는

의지는절망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새로운차아를모색하려는절실한
희망의모색으로해석될수있다.

2. 1. 도시적 삶과 초현실성의 발견
『파리의 농부』의 화자는현실의 구체적인세계 속에 산재해 있는신

비와경이，신화와초현실의요소를발견하거나그러한체험을위해서
산책하기를좋아한다. 이 책의 결론과같은부분Ii"농부의 꿈』에서“나
는 구체 적 인 것을 모색 한다Jechercheleconcret. "18)와 같은 문장이 잘 보여

주듯이그에게중요한것은무질서한현실의구체적인세계이다.구체
성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이면서 초현실의 세계이고 또한 시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세계이다. “구체적 인 것이야말로 시적인 것이다lln’yade
18) Ar agon, Le Paysan de Paris , ap. cit. ,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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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강sie que de concret. "19) 이처럽 아라공에게 구체적인 사물과의 접촉이

강조되는 것은구체적인 것을통해 시적인 초월과초현실성을찾으려
했기때문이다.

『파리의 농부』에서 중요한것은초현실주의 운동이 아니라초현실
성의탐구일것이다.여기서초현실성이란현실속에서초월을추구하
고，초월적 체험을하는일인데，아라공은이러한초월적 현존laprésence
을‘신화’라거나신적인것이에1으로명명한다.또한이러한초현실성은

생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반응의 전율lafrisson로 정의되기도 한다. “나
는전율에이르는길을제시했고，빛바랜요정들이죽어가는먼지덮인
가지들을 흔들었다 "20) 아라공이 여 기서 ‘전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

한 것은 논리와 이성의 길이 아니라 감각과 쾌락의 길을 의미한다. 오
페라아케이드는그런 점에서 감각과관능을 일깨우며 전율의 감동을
촉발시킬수있는공간으로서술된다.화자가아케이드의미용실에서
미용사의 손길로부터 감지되는 각각의 즐거움을 섬세하게 표현하거
나그러한관능적쾌락을누리지못하는산책자에대해서사고방식이

경직되고답답한사람을보듯이아쉬움을표현하는것은모두감각과
관능에중요성을부여하기때문이다.아라공은현대의도시인들이단
조롭고규범적인생활속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그러한감각의 능력
이 마비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전율의 감동’을 느끼

지도못하고초현실의욕망을갖지도못하는도시인들은불행한사람

처럼 보일 것이다.그러나여기서 우리가주의해야할것은아라공이
말한감각과관능의 즐거움이 소비사회의 향락산업에서 욕망이 소비
되는 말초신경의 자극적 쾌락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아라공이 말하는 관능의 즐거움은 신화와 초현실성과무한에의 욕
망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떠나자. 무한의 세계를 찾아서 !"21)는

19) Ib id. , p. 247.
20) Ibid. , p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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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과초현실이같은의미를갖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진술이다.그
것은현실세계에서진정한에로스를발견하고，에로스의세계가도래

하기를 염원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라공은 초현실성올 “괴
이한 것le saugrenu"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는 『파리의 농부』를 쓰기

전， “괴이한 것은 우스팡스런 의외의 것l’ir빼endub따l쩍ue이며， 진정한
현대적 서정성이다. 참으로서정적이 되기 위해서는사랍들이 경멸하
는 것， 비웃는 것을 찬미해야 한다 "22)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괴이한 것’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점이 아라공으로 하여금 오
페라아케이드와뷔트쇼몽공원을산책의 공간과관심의 대상으로만
든원인으로생각된다.아케이드의상점들과그곳에서볼수있는사람
들은사회의 통념상주목받을만한위치에 있지 않고오히려 다른사람
들이 ‘경멸하는’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발소나 구두닦이의 점포，

우표판매점과같은곳이상세하게그려진것도아라공의독특한미학
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그는일반적으로심미적관심의대상이되

지 못했던사소한물건이나도구를 새로운 시각으로묘사하고찬양한
다.그렇게함으로서도시의일상적이고사소한물건은초현실적이되
는것이다.

초현실성의 또 다른 성격으로 주목해야할 것은‘우연’이다. 이것은

브르통의 『나자』에서 잘나타나듯이 도시에서 여러가지 우연적 현상
을발견하고우연을체험하는일이다.초현실주의의 대명사처럼 알려
진 자동기술의 방법이 계획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우연적인 글쓰기이
고，초현실주의자들의온갖유회도우연을즐기는재미라고말할수있
듯이， 그들의 사는 방식도 우연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삶의 방식이나현실에 대한시각은『파리의 농부』의 전체

적흐름을지배하는한요소로보인다.특히『뷔트쇼몽공원에서의자
21)

ibid. , p. 64.

22) Aragon, Le Libertinage, Gallimard, coll. <<L’imaginaire>>, p.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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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대한감정』이란제목의 글에서 우연을중시하는화자의 견해는
이렇게 진술된다.“마음이 들떠 있기도하고음침하기도한요즈음같

은때，내마음의문제보다늘나의관심사가더좋아서，여러신성가운

데 유일하게 자신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우연을 찾아서， 우연에 몸을
맡기고 지냈다."23) 그는 도시의 거리에서 우연의 발견이 신화의 발견

과다름없는것이라고말한다.여기서“우연에몸을맡기”는일은자동
기술적인글쓰기처럽 도시의 거리를계획 없이 걸으면서 도시의 무의
식을찾아움직이는행위로해석된다.

2.2. 파리의 신비와 오페라 아케이당'assagedel’Opéra
『파리의 농부』에서 도시는‘신비 lemyst흔re’의 세계로 나타난다. 아라

공에게 파리는‘신비’의 세계로 인식된다고 말할수 있을 만큼‘신비’와
‘신비스런 mystérieux’이란표현은 파리를 가리키는데 자주쓰인다. 그 도

시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신비스런 삶에 열중하며 지내는 여
타의 장소들"24)이 있고，“오늘의 신비가사라진 곳에 내일의 신비가태

어날 것 "25) 이라는 것은 그런 예들이다. 이것은 앞에서 현대의 신화를
창조하고우연을찾아거리를나선다고말한것과관련이 있다.도시의

풍경이 어떤 것이건， 그 도시에서 우연올 찾아 나선 사람에게 신화와
신비의요소들은풍부하고새롭게발견될수있을것이다.

우리의발걸음속에서새로운신화가태어난다.인간이사는곳，인간

이살아온곳에서전설이시작한다.나는나의생각을보잘것없는그러

한변형된내용으로만채우고싶다. 삶에 대한현대적 감정은하루하루
23) Aragon, Le Paysan de Paris , ap. cit. , p. 137.
24) ibid., p. 17.
25) ibid. ,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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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르다.신화는만들어지다가소멸되기도한다.2 6 )

이 말은 『파리의 농부』의 서문에 실련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이지만，
현대의 일상적인도시 공간에서 신화를발견하고신화를창조해야한
다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삶의 방식이기도하다. 이런 시각으로도시공
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 곳은 “많은 현대적 신화를 은닉 한 장소”가 되 기
도 하고， “환각의 풍?경켈
빙1ep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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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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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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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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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에서그러한현대적신화를찾을수있는무대로설정된곳이바

로 오페라 아케이드와 뷔트 쇼몽 공원이다.
아라공이 『파리의 농부』에서 비중 있게 다룬 오페라 아케이드의 풍
경은 나중에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하다. 19세기 초반에 세워진 파리의 아케이드혹은파사
주1epassage는근대적 상가아케이드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852
년에 나온 파리 관광 안내서에 소개된 바로는 다음과 같다. “아케이드
는 오래전부터 실내의 대로1e bou1evard로 간주되어 왔으며， 실외의 진

짜대로와연결된다. 이들은산업사회가새로이 발견한사치품으로서

유리 지붕과대리석 벽으로만들어진보도이며，블록을이루는건물들
을관통한다. 건물주들이 이러한투기성사업에 공통으로참여하였다.
조명을받으며 보도의 양편을장식하는것은가장멋진상점들이다. 이
렇듯 아케이드는 자체로 하나의 도시이며， 세계의 축소판이다 "28) 벤

야민은이것을읽고“아케이드에 대한최고의 표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아케이드의 공간은길이면서 동시에 넓은흘1ehall 이다.그곳

은 외부의 벚 이 들어오면서도 외부와 차단되 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내
26) ibid. , p. 15
27) ibid. , p. 19.
28) 수잔벅모스，김정아역발터 벤야민과아케이드프로젝트J ，문학동네， 2004년，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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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중성을갖는다Ir파리의 농부』에서주요무대가되는오페라아
케이드에는 카페， 레스토랑， 지팡이판매점， 이발소와 미용원， 손수건

판매 점， 안마시술소， 매춘업소la rnaison de passe, 총기판매소， 인공보정
기구 및 붕대판매점l'orthopéd원te-bar빼giste， 서 점， 공중 목욕탕 둥 다양한
상점과업소들이 있다.앞에서 인용한파리 관광안내서의 소개처렴 작
은도시라고말할수있는아케이드의유흥업소에서사람들은도덕의
속박을벗어나욕망의자유를추구할수있을것이다.벤야민의『아케
이드프로젝트』를 연구한수잔벅 모스는 아케이드의 유홍가를 이렇
게설명한다.

“아케이드는 ‘상품 자본주의의 원조 신전’이었다. 아케이드

이것

은동화속동굴처럼 제 2 제정기의 파리를환하게 비췄다. […] 아케이드
안에 있는불경스러운유홍가는요리의 완성도와，취하게 해주는음료
와，일하지않고돈을벌게해주는룰렛바퀴와，보드벌극장의춤과노
래를가지고，그리고멋지게 차려입은 l 충갤러리의 천사같은밤의 숙
녀들이 판매하는 성적 쾌락의 황흘경을 가지고， 행인들을 유혹했다.

[ ... ] 나폴레옹 3 세의 제 2 제정기에 도시의 환동상은비좁은아케이드에
서 터져 나와파리 전역에 퍼졌으며， 진열된 상품은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과시적인 형태가 되었다 "29) 이것은 아케이드 유홍가의 화려
한풍경을설명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 도시의 덧없는변화성을보

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20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도시계획에 의해 아
케이드가철거될 것이 확실한상태에서 그안에 있는상점들의 영업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시대의 유물로서 새로운 시
대에는 사라져버릴 이 상점들은 아라공이 보기에 “어제는 이해할 수

없었고내일의운명은알수없는그러한쾌락과저주받은직업들의유
령 같은 풍경 "30) 이 된다. 아라공은 이러한 아케이드의 풍경을 졸라의
29) 같은 책， p.117.

30) Ar agon, Le Paysan de Paris , op. cit.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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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처럼 생활의 차원에서 그리지도 않고， 낭만주의자의 과장된 시각
과 회한의 감정을 담아 그리지도 않는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덧없이

변화하는도시의 원형적 속성을바라보듯이 잡다한도시적 풍경을그
릴 뿐이다. 그러면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혼합을 추구했듯이， 그는 상점들의 겉과 속， 간판을 중심으로 보이는

외부와간판과는 다른 내부의 모습， 알 수 있는 현실과 알 수 없는 세계
의 상반된 양상을 혼합적으로 서술한다.
아케 이드에는 기압계 회 링1a Galerie du Barorr솥tre과 온도계 회 링1aG허하ie

du Therrnom밟e 이라고불리는두개의 통로가 있다. 아라공의 산책은온
도계 회랑의 남쪽에서 북쪽을향해 가다가출발점으로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회랑을도는것이다. 이렇게 왕복을하기 때문에 어떤 상점에
대한묘사는가는길에 한것인지오는길에 한것인지를분명히 알수
는 없다. 화자는 미로속을 걷는 것처럼 회량의 분위기를묘사하면서

상접의 진열창이 거울처럼 반사되는풍경을순간적으로다채롭게 변
화하는영화의화면처럼그리기도한다.비아르카페의많은거울들과
지팡이판매점의 진열창풍경은비현실적이고모호한분위기를 연출
한다. 카페의 거울들은 화려한 궁전의 내부를 연상시키고， 진열창의
지팡이들은 “해조처럼 완만하게 혼툴리는"3 1) 느낌을 주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상상력을 바다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한다. 이런
점에서 상점의 유리창들은화자에게 안과밖을구별 짓거나안과밖을

소통시키는도구라기보다현실의 세계와꿈의 세계의 경계를모호하
게 만드는장치로묘사된다.손수건판매점이나안마시술소처럼 화자
의눈에수상하게보이는상점이나건물의문은현실세계와욕망의세

계，성적욕망을금지하는세계와그것을충족시켜주는세계사이의경

계가사라지는수단으로서술되기도한다.화자는그런장소의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의 시각에서 그곳을 찾아온 고객들이 문을 열어주
31) ibid. ,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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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내부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관찰한다.
이런장소의쇼윈도에전시된상품들은단순히판매를위한상품이아
니라다른의미를갖기도한다.한연구자는손수건판매점의진열창을
이렇게설명한다.

진열창은 상품의 모호한 성격을 감추면서 동시에 드러난다. 진열창
에장식된손수건들은저안쪽에서일어나는일을보지못하게한다.그
런데그손수건들은모두유행이지난것들이다.게다가어두운색깔과

이상한 모양으로 된 치마들이 손수건과 함께 걸려 있는데， 그 치마는 상
점 안쪽의 고객에게는 비밀의 기호이다 32)

이것은 손수건판매점이 손수건을 판매하면서 또한 매춘의 장소로

이용되는것을지적한것이다.또매춘업소의 창녀들은아케이드의 거
리를산책하듯이느리게걸으면서고객을유혹한다.그들은때로는근

처의 서점에서 책을들척이며 점잖게 보이는남자들을곁눈질하고유
혹의 틈을노리기도 한다. 화자는 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듯이 바라보면
서 도덕적인 비판의 시각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일시적인사랑을주관하는여사제처럼표현되기도한다.화자가직접
매춘의 유혹에 빠질 경우에도 죄의식이 동반되는 경우는 없다. “문이
열린다.내가고른여자가스타킹만신은채 애교를부리며 다가온다.
나는 알몸이다. 그녀는자기가내 마음에 드는여자라는 것을알기 때
문에 미소를짓는다. 아가야폼을씻어 줄테니까이리 오렴 ."33) 창녀는

이렇게 어린아이를목욕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로묘사되고， 창녀의
고객이 된 화자는순간적으로 어린아이로돌아간듯한상태의 행복감
을느낀다.그는위선이나꾸멈의 표현을취하지 않고매춘을통한순
32) Kiyoko Ishikawa, Paris dans quatre textes narrat따 du surréalisme, L’Harmattan,

p.135.
33) Aragon, Le Paysan de Paris , op. cit. ,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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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사랑이 상상속에서 얼마든지 신비롭게 변용될수있음을보여
주려 한다. 매춘의 행위는 얼마든지 ‘신비’와‘신화’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표현된다. 이것은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비이
성적인 무의식과상상의 논리가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보여주는초
현실주의의 가치관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2.3. 부|트 쇼몽Huttesζhaumont 공원과 사랑의 인식
화자의발걸음이오페라아케이드를떠나서뷔트쇼몽공원으로이
동하는 것은‘초현실주의자들의 파리’를알고 있는독자들에게는의외

의 일처럼 보일 수 있다. 세계의 어느 도시이건 크고 작은 공원을 갖기

마련이지만， 도시의 공원이 도시인의 삶을 표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자가도시의 거리를 걸으면서 현대적
인 신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의 발길이 벼룩시장Ie marché aux puces 같

은곳이 아니라자연적이면서 인공적인 공원으로옮겨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어렵다. 이 공원은도시의 한복판이 아니라변두리에 위치
함으로써화자는이곳을묘사할때“파리주변의알수없는넓은교외
cette grande banI ieue 떠버V여ue"34) 라고 말한다. 여 기서 ‘알 수 없는’이 란 표

현은모호하고여러 가지 의미를함축한다는뜻으로서‘신비스런’이란

표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라공이 친구들과 그곳을
가게된것은우연이다.그러나그곳을가기전에화자는권태에사로잡
혀 있었고，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브르통의 제안으로 어두워질 무

렵 택시를타고그곳을가게 되었으며，“도시의 무의식이 깃들어 있는
‘공원”’35) 에 “정복감과 자유로운 정 신의 황홀한 도취감”을 느꼈다고 서
술한다.
34) ibid. , p. 165.

35) ibid. ,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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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자연을떠난도시인의 원초적인꿈이 살아있는공간이자‘도
시의 무의식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어둠이 내린 공원에는 가로동이

켜져 있고밤안개가내리는가운데 빛과어둠이 공폰한신비스러운분
위기에서나무들은이상한모습으로서있다.이런신비스런풍경은화

자의상상력을자극하고，비이성적인몽상에사로잡히게한다.아라공
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날 밤의 산책을 몽유병적인 산책
cette promenade somnamb비ique이 라고 말한다. 이 러 한 산책과 도시 의 신

화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적절해 보인다. “아라공
이 도시의 새로운 신화를 위해서 뷔트 쇼몽 공원을 신성화 한 것은 문
명의 발전이란이름으로모더니즘이 억압해온인간의 비합리성을공
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36) 이 러한 말처 럼 도시의 신화가 공원

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은누구나동의할수 있는논리이다.
그렇다면뷔트쇼몽공원에서 새로운신화의 발견은어떻게 실현되
고 있을까? 화자는 밤의 공원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현대문명을
주제로 한사색에 잠기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아케이드의 거리를

걸었을때처럼 여러 가지사물과풍경의 발견을통한상상의 전개를보

여주지않는다.물론공원의풍경이아케이드의거리처럼다양하게전
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두운 공원의 신비스런 풍경 속에서
밤의힘을찬미하던화자는어느순간아름답고서정적인어조로여성
의 존재를 찬양하기 시작한다. 훗날“남자의 미래는 여자이다"37)라는

경귀적인진술로남성중심적인문명사회의문제틀을해결해줄수있
는여성의중요한역할을예언적으로말했던아라공의모습을생각하
면，여기서 화자의 여성에 대한찬미의 발언은별로놀라운것이 아니
다. 그러나 이러한 언술이 나오기 전까지 이 책에서 여성에 대한 그와

같은언급이 없었고，아케이드의 창녀에 대한호의적인시각의 묘사가
36) K Ishikawa, op.

cit. , p. 14 1.

37) Aragon, I.e Fou d’'Elsa , Gallimard, 1951 ,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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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정도를관련지어 보더라도이 책의 끝부분에 이르러 돌출되
듯이 나타난여성과사랑의 찬가는의외의 일처럼 보인다.

내 옆에 있는이 여자，나는온몸으로한여자가있다는것을깨닫는
다.내가갈피를잡을수없는모든생각속에그여자가자리잡고있고，

모든생각마다분명히 그여자의 존재와같은것이 있다는것을깨닫는
것이다. [ ... ]

여인이여， 그대는 모든 형태를 대신하는 존재이다. [ ... ] 하늘 위를 걷
는그대의발걸음이그림자를만들며나를감싸준다.밥을향한그대의

발걸음에 나는 낮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매력적이고 헌신적인
여인이여，그대는경이로운세계，자연세계의축소판이다.하여내가눈
을 감을 때마다그대는 다시 태어난다.38)

화자는 시적인 문체로 추상적인 여성의 존재를 신비롭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모성적인 자연의 세계와 동일시한다. 또한 여성의 변신과

세계의 변화를 결합시키며 이성적 세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여성
의능력과역할의중요성을강조한다.물론공원의자연적형태와숲과
대지의 모성성이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에게 유년기의 기억과 모성에
대한그리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라공이 여기에서 여성의 존재와역할을환기시키는것은그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분명한 것은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연상되건， 아라공
이 『파리의 농부』를쓸무렵에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여성과성 혹은사
랑의 주제가중요한문제로부각되었음을관련지워 생각해야한다는

점 이다. 그 무렵에 쓴 『방탕.1 (1924)도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 이라
는점과，비슷한시기에 나온『초현실주의 혁명』의 마지막두호에서도

사랑과 성에 대한 탐구를 특집으로 삼았다는 점은 모두 초현실주의에
38) Aragon, Le Paysan de Paris , op.

cit. , pp. 20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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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랑의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결론
『파리의 농부』는제목이 암시하듯이 도시와농촌，도시인과농부의

대립적 의미를깨뜨리면서 초현실적 상상력에서의 도시와낭만적 영
혼의농촌을결합시키려한작가적의도의결과이다.아라공은이소설
을통하여현대적도시의풍경을신화화했을뿐아니라도시인의새로

운 감수성과상상력의 가능성을보여주었다. 현대적인 문명의 도시에
서 유용성이나실용성의 의미로만이해되던도시적 공간과사물은아
라공의 초현실적이고 신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신비하고 경이로운
존재로변용되었다.사물에 대한독특한묘사와친숙한것을낯설게 만
드는특이한표현방법으로， 신화는 현실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신화는
현실이 되고 현실이 신화로 된 것이다Ir파리의 농부』는 이런 점에서

도시에 대한새로운시각의 상상력을보여준소설일 뿐아니라변화하

는 도시의 특징을 새로운 언어로 기술한 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콜라주수법을포함한새로운언어의 실험에서 이 책의 지나친사실
적묘사가초현실주의시적서술과대립되는것처럼보이기도했지만，
그러 한 묘사는 전통적 인 사실주의 소설의 묘사와는 다르게 현실의 차

원을 넘어선 아이러니와초현실적 상상세계를촉발시키기 위한 것이
었다.그것은평범하고친숙한산문적묘사가아니라낯설고시적인초

현실적 묘사라고 말할수 있다. 이시카와는“『파리의 농부』가초현실
주의의 입장에서건 그 어떤 문학의 입장에서건 도시에 대한글쓰기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준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아니
다"39)라고 말했다. 우리의 입장도 이 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아라
39) K Ishikawa, ap. cit.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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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초현실주의의 현실 인식과상상세계의 범위 안에서 자신만의 독
특한 시각으로 새로운 도시감각과 새로운 언어감각으로 도시를 인식

하는 도시사용법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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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ε

Paysan de Paris d’Aragon et le surréalisme

OH Saeng-Keun
α1

sait que Louis Aragon s’était fait connaître comme 1’un des repr강sentants les plus prestigieux du surréalisme avant de se toumer
vers le <<monde réel>>. μ Paysan de Paris qu’il avait écrit à 1’배oquedu
surréalisme est considéré comme un des textes narratifs surréalistes
les plus révl강lateurs， malgré une abondance de passages descriptifs
condamnés par André Breton.
Notre étude montre dans quelle intention Aragon utilise beaucoup de passages desσiptifs et ce qu’il Ya de caract깅ristique de 1’§σi ture surréaliste à 1’intérieur du rom뻐. Elle examine aussi de quelle
manière le narrateur rend sensible la po강sie du quotidien, celle des
paysages urbains comme le passage de 1’Opéra et le parc BuUesChaumont. Ainsi nous constatons qu ’avec le Paysan de Paris, le sur réalisme a découvert une nouvelle forme d ’ écriture de la 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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