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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는말 

1867년 흩라는 그의 친구 발라브레그 V허.b，앵U<에게 쓴 연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자네 방자크훌 다 잉었는가? 정압 대단해1 나는 지긍 그의 작 

용융 다시 읽고 있예 그는 새기 션부훌 앙도하고 있어 빅토르 위끄 Vi tor 

H，.，와 다른 작가응은 - 내가 보기에는 양자크 앙에서는 회미해져 
버리네 냐는 방자크에 대한 핵융 한 권 계획하고 있는예， 그건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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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일종의 샤싱척인 소설이 될 경세 "1) 

물론 훌라의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방자크에 대한 그의 

존경， 찬사， 감단은 끝없이 계속 되었다 출라는 ‘작가협회’의 회장 

이 되기 전2) 발자크를 위한 기념물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 여 

러 차혜에 걸쳐 왈명융 했을 뿐만 아니라 1817년에는 ‘서거한 지 25 

년이 지난 r인간희극μ α"nédie humain이의 작가가 파리의 거리 위 

에 흉상 하냐조자 갖지 못한 것에 한탄올 하여 1880년에는 r띠가로 

Le FigaroJ 지에 r방자크블 위한 하냐의 조상{~(j!) Une Statue pour 

BalzacJ 이라는 기사를 투고하기도 한다 더욱이 1883년 당시 작가협 

회의 회장이던 에마뉘앵 곤잘레스 Emmanue1 Gonzalès가 알핵상드르 

뒤마A1exandre Dumas의 초상을 세운 후 방자크의 것융 세우자는 제 

안올 하자 이에 ’띠 흘리는 마음’으호 분개하며 ‘발자크의 초상은 알 

렉상드르 뒤Df의 죠상보다 세 배는 더 커야 할 것’3)이라고 주장한 

다 비교의 대상이 알핵상드르 뒤마가 된 것은 상황에 따른 우연의 

산웅이겠지만 뒤마흘 비롯해 19세기 다른 작가들과 비교하여 올라 

가 발자크에게 부여하고 있는 위대합의 크기율 짐작해 올 수 있으며 

또 다른 한연으로는 19세기말까지 여전히 발자크의 중요성이 분학 

계 내에서 완전히 공인원 것은 아니라는 사싱까지도 정작해 불 수 

있다 절국 작가협회의 회장아 된 좋라는 방자크 조상의 작가로 로 

탱 R여m융추천한다 

1) Lettre de Zola a Anthony ValabrèeguC', 29 mai \867 “A 찌pos ， aVCZ-VQ여 " 

10UI Balzac1 Q야1 homme! Je le relis en ce moment. II ~ 10UI le sil!le 
Victor Hugo et les autres - pour moi ‘ dfacnll devam 1띠 ".잉:dite un 
yolume sur 5에aι une grandt: éutde, ‘me sorte de roman réc 1. " 

2) 훌라는 1891연부터 1894년까지 ‘작가협회 의 회장융 역입한아 
3) 빙자크의 흉상얘 영인 영화에 대예서는 Colette Becker, ‘ Zola c1 Balzac," L 'Annk 

&μ@꺼PIt. 1~’6 ， pp. 4748 장조 



앙지3외 훌라 흩와외 앙자3 그리l 야르크스쭈의 용야 비명 ‘l 

내가 당신융 영마나 율이 명가하는지1 당신 강응 위대한 죠각7f에깨 

우리 소생가올 충 가장 위대한 소생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톨 찬양하는 

업융 앙기깨 외어 얼마나 행옥었는지 당신용 아실 것입니다‘’ 

1898년 로탱이 제출한 작용이 작가협회에 의혜 거부당하는 우여 

곡절의 상핑용 혜절하지 뭇한 채 드에위스다η"" 사건으로 인뼈 

앙영융 떠냐야만 했던 그는 경과척으로 ‘가장 위대한 소성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발자크에게 표현하고자 한 존정의 마융융 직정 설 

현하지는 뭇하게 왼다 그러나 이 일화는 롤라가 젊은 시절톰만 아 

니라 생얘의 마지악 순간까지 방자크용 그의 작가척 상의 아벼지로 

여졌융융 중명해준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용 방자크의 계송자로 여 

졌고 ‘셰기알의 발자크'5)가 되김 원했응융 잉충한다 그러나 훌라의 

바랑과 달리 많은 비영률은 발자크와 종라 사이의 연판성융 부갱하 

고 졸라의 문학적 실험과 그의 작용에 대혜 박한 명가훌 해왔다 이러 

한 "1싼척 입장의 대요쩍인 애가 바로 마르크스주의 문학 "1명이다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따라 

서 이 글은 첫 번째로는 총라의 발자크에 대한 앵가흩 살여융 것이 

다 1867년 방자크흉 다시 입고 있다고 말한 이후 1872녕까지 그는 

여러 연의 짱은 글융 용혜 엘자크에 대한 자신의 생각융 이야기한 

다 그런데 이 글틀은 방자크에 대한 졸라의 예찬얘 그치지 않고 방 

자크 문학 세계의 중요 지정융융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그러냐 

졸라는 발자크를 잔OJ'하고 모양하는 것으로 안촉하지 않았으며 발 

자크와 구멸되는 자신안의 독정성융 잦고자 혔다 r루용마카르가의 

4) l...ettre dt: Zola à AUgu5tt: R여i.n， 8 야<<mbπ '89‘ “V~.、~Z queUe admira 
rion j’ai pour VOUll et ∞mbien j'ai I!II! hc:ureux que k grand sculpteω que v。아 

ltes ff11 dω'81: de glorifier lc: plus grand de nos romancim, ootte 뼈d ，。띠 ” 

5) 이 양용 t혹호주정 L 'AÞømoj'J외 g씬 이후 융 푸르세 P씨 &ω ... 기 흩리에게 한 
얀이다 “셰속 이러한 앵으로 의 잊 권흩 어 쓰셰요 그러연 앙신온 셰기암의 잉 

져a가 영 것입니다"C어"" '"야~. 위외 it, p. 37에서 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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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lts &ugon-M쩍Mπj 총서율 기획하며 그가 냥긴 r알자크와 냐 

의 차이 Différences entre 없뇨ac et mOiJ 라는 계옥의 글에서 우리는 

발자크라는 거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학 세계용 구축하려 

한 그의 시도를 상여율 수 있다 

두 언째로 우리는 앵젤스 Engels의 언급 이후 발자크와 좋라흘 구 

영 짓고 발자크와의 비교용 용해 졸라의 한계륭 끊잉없이 지척해옹 

마르크스주의 비명틀융 상며올 것이다 발자크와 졸라에 대한 아르 

크스주의 문학 비명의 명가가 정당했는지 아닌지올 따지는 것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라가 느낀 발자크와의 가까움 

이 마르크스주의 비명에 있어서는 왜 그토록 언 거리로 느껴졌는지， 

아니 심지어는 넘어셜 수 없는 장역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여겨졌는 

지 되징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졸라의 발자크 

2.1 혁영적 민주주의자발자크 

사실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운학비명의 시작은 작가의 세계관 

의 문제， 창작방법의 문제에 대한 긴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앵 

쩔스의 언급이다 ‘세부의 진실성 외에도 전앵쩍 환정에서의 전형적 

인울들의 진실한 재현’이라는 전형성의 문제와 더불어 앵쩔스는 발 

자크와 관련하여 ‘사실주의의 숭리’라는 명제를 쩨기한다 

융흔 힐자크는 갱치잭으토 양당파었지.fl.. 그의 위대한 작용은 고상한 

사회의 률이컬 수 없는 쇠획톨 슐에하는 끊임없는 비가이며， 그의 공감은 

소영의 선고용 양은 계급 쪽에 전적으로 있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도 용구하고1 그가 가장 깅이 공감하는 야로 그 냥녀을 측 귀촉융의 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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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영 예만큼 그의 용자가 신혈하고 그의 아이러니가 용혈한 쩍은 없 

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초긍도 아낌없이 예찬히는 유웹한 인간은 그의 

가장 철저한 정치객 반대파인 쟁에리 수도원의 공회주의자의 영용율인 

데， 이율은 당시(183ι3이애 실제료 인민 대충의 대연자었융니다 이처럽 

양자크가 자신의 쩌급적 공강과 갱치격 연견에 역뺑앙 수밖에 었었다는 

접‘ 자신이 얘싹융 가진 귀촉률의 용학의 훨연성융 그가 싱재로 보았고 

그등융 융학때 마땅한 혹속으효 그혔다는 점， 그리고 진갱한 미래의 인간 

훌융 당시료서는 유일하게 그률이 존재했던 그러힌 곳에서 그가 실제로 

보았다는 점 이것이야양로 나는 리얼리층의 가장 위대한 숭리 가옹에 하 

나이여 우리 옐자크 션생의 가장 엇률어진 륙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6) 

그런데 흥미룡게도 앵겔스는 위의 언급에 앞서 발자크를 졸라와 

비교하연서 발자크는 ‘과거， 현재， 이래의 그 모든 졸라보다 영씬 더 

위대한 사실주의의 거장이라고 명가한다 하크예스 H잉.kn=양에게 

보낸 이 연지에서 졸라에 대한 언급은 이것용이어서 앵쟁스가 왜 갑 

자기 졸라의 이릎율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연지가 쓰인 것이 

1888년 4월이므로 흥랴의 r루풍마카르가의 사람들j 총서 충 r옥로 

주정 L’'AssommoirJ , r쩨르미날@에na/J올 포항하여 15연이 출판되어 

있던 시정이며 앵겔스는 훌라의 이 대표객인 성공작들올 읽었융 것 

이라짐작할수 있다 

앵겔스에 의혜 발자크와 비교되면서 아우헌 부연 설영도 없이 이 

릉 한 번 올라는 것으로 열퉁한 작가가 되어버린 올라는 그러나 앵 

젤스보다 이이 20년 전에 방자크의 위대항을 발견하고 있다 1867년 

발자크툴 다시 읽고 있다고 일한 그는 1869년 t라 트리변μ TribuneJ 

지에 셜은 글을 띨두로 하여 1872년까지 10여 차혜에 걸쳐 발자크 

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흥미흉게도 졸라의 발자크에 대한 이 

논명을은 앵쩔스의 명가와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6) 액낙갱 r민휴웅학과 리엉리층용"한국근대운학사의 생정L 장학와 비영샤 .990 
pp. 309-310얘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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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의 지객율 앵젤스가 받아쓴 것 같은 느낌마저 융게 한다 r라 

트리앤，'1의 글에서 졸라는 이형제 말하고 었다 

그는 30년간의 i'i입없는 창작 과정융 용혜 얘일 왕정과 가톨릭 앞에 

어리훌 조아었언 인용이다 아야 자신이 왕과 사재융용 위혜 훌흉한 연흔 

융 냥졌다고 그는 축용의 슐간에도 믿었융 것이다 그힌대 요융날 우리가 

수천 혜이져애 당하는 그외 급률융 임용 얘， 우리는 이재 거기에셔 요직 

거대한 혁영의 융경안융 느g 톨이다 그가 왕화와 재단 앙애 무용 꿇었 

앤 일응 우리의 용서를 받융 연집충으로 여겨진다 그는 우용 용은 채로 

자신이 송애하는 것융 융태웠다 싱지어 천혀 의식도 하지 웃한 얘 말이 

다 그는 당당하재 기도톨 드었지안 그의 모든 기도는 신성모욕이 되었 

다 장엄하재 가용릭과 왕정에 대한 신앙고백융 풍요하연셔， 그는 정확하 

게 인주주의쩍인 작용융 었고 그 작용에 대한 톱셔는 그의 신초에 반대 

되는 결혼융 이끌어내잉다 갱껴의 &수한훈검생이다 정신용 저도 모르 

는 이 민주주의자톨 그가 앤하지 않는 콧으효 예려간다 그의 고귀한 재 

능의 꺾기는 그에게서 진리융 g어낸다 아지 포도추가 주갱앵이에깨 알 

융 하재 요탁한둥이 양이다 재다가 그는 자신의 심충에 비일이 있융융 양 

지 옷한다 그는 아우 양 앙이 었다고 얻으연셔 모든 것융 양한다 그는 

다융 셰대률애깨 그가 양지 옷하는 어연 방자크， 재l자 제갱과 양정육고 

와 루이 쩔링 치하의 민주주의의 역사가인 발자크톨 냥쳐놓는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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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졸라는 1사생주의’란 단어 대신 i혁영의 숭컬’， ‘민주주 

의’라는 단어툴 사용하고 있다 왕당파이자 가흉릭주의자입에도 왈 

구하고 자신의 밍옹이냐 신조， 세계관과 반대되는 결혼융 이몰어내 

는 발자크의 능력융 ’천재의 순수한 순진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이용 입증하기 위한 애로 좁라는 방자크의 작용 r골동용 전시장μ 

Cabinn 에~ anJlq‘~.융 율고 있다 대그리농d’Esgrignon 후작의 상황’ 

퉁장하는 귀족들의 모슐융 통해 방자크는 ’귀촉계급에깨 용째로 유 

척딴절융 내리고’ 있다 여전<\ ’용건재의 푸른 히}늘 아혜 살고 있CJ' 

고 믿으며 쟁위해생)와 도앙치기 위혜 위조훌 일삼고 그험에도 자 

신이 연책의 특권융 지냈다고 믿는 후작의 아들인 빅위르니앵 데그 

리농응 몰락하는 귀촉계급의 최후의 비정융 증언하는 인율이다 그 

리고 이렇재 용락하는 귀혹과 대립되는 인을로 졸라가 들고 있는 것 

은 바로 떼그리용 가의 하인이었던 세스낼Chesnel이다 유최 선고툴 

받올 연한 빅뷔르니앵율 구하는 것이 바로 공중인으로 성공한 셰스 

넬이기 때문이다 

분영 이 소성의 위대한 인률옹 후직도， 빅휘트니앵도 아니다 또한 이 

웃기는 젊은 친구의 고오이자 그용 위해 져신의 유산융 포기한 아르앙드 

양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흩 오든 인율을융 지배하는 인용응 용충인 

째스냉， 자신의 시대와 앙찌 성장였으며1 한 재산융 모았고 억생ic 얘야 

힐 아무런 의무도 없는 건당에게 그것융 주어 버린 이 선랑한 인충의 아 

용이다8) 

sans Ic: savoir où il nc: veut p잉 잉10-. L’iwesse de ses hautes (acult“ luì 3lT 

ache Ia vériι ‘ ∞mme le vin fait par\er Ies ivrognes 딩 씨i ， d'aillωrs， oc: sall 
pι qu'iJ a un seart au fond du coeur; i1 이t toul, en croyanl n'avoir rim å 

dire. iJ \a isse au‘ 앙nérations un Balzac historien de Ia dtmocratie sous Ie prc 
mier Empire , \a Restauration et Loω Philippe. " 

8) 에의 액， p. 614 “C에es Ia gra.nde figure de ce roman ce n'esl ni 1e marquis 
ni Victumien, 야 n'es( pas mbne Ia tarue du jeune drðle, ceue demoiscUe 
Amw잉e qUI πn~ α)uf [uÎ å sa pan d'háitagC. S잉000‘'. ,’'CSI k DOt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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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라에 따르연， 발자크는 ‘대규모의 토지흘 소유한 부호틀웅 전 

복’하고 ‘데그리농의 일원올 위조엄으로 만든 대혁명’올 비난하고 데 

그리농 후작과 아르망드를 미화하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옛 

하인의 자식율 위대한 인울로 만틀고 있다는 것이다 세스넬은 1지 

성과 황력과 생명혁융 재갱복한 민중’， ‘사회를 쇄신’하고 ‘국가의 

모든 부와 종영과 주권올 쥐게 될 인중’의 대변인이며 방자크는 이 

인울을 흥해 인중올 신격화하고 있다고 졸라는 판단한다 그리고 왕 

당따이자 가불릭주의자인 방자크와 다른 ‘애정으로 농민을의 빈곤을 

연구’하고 ‘부르주아지에게 시인권용 부여·하며 ‘민중의 용장한 도 

약1 앞에서 ‘민중의 위대한 연모를 보여준’ 또 하나의 발자크가 있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두 영의 방자크가 존재하게 된 까닭은 

’그것이 현실이고 그는 현실의 화가이기 때문’이다 

1870년에 r르 랴웰μ &pp'.서지에 투고한 또 다른 글에서 졸라는 

앙선 글에서 주장한 내용률융 반북한다 ‘왕당따이고 가용릭주의자 

인 양자크는 공화국융 위해서， 미래의 자유로운 사회와 종교들을 위 

해서 일했다.9)’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혜서는 앙선 글에서 

지적한 ‘전재의 순수한 순진성’이 아니라 ‘대혁영의 숨컬’에서 찾고 

있다 즉 대혁영의 힘이 그의 의지냐 바랍과는 달리 발자크로 하여 

금 원하지도 의식하지도 옷한 채 혁명을 위해 일하도록 굴복시켰다 

는것이다 

발자크는 귀쪽계급융 피가 냐도륙 정얼한다 그는 매 왜이지마다 귀록 

제급이 우기혁하고， 단알아용 지르며， 타학의 구렁에 빠져 있음융 보여준 

다 거기에는 우스팡스러운 자률이냐 랑욕스런 인간을 외에는 거의 존재 

Chesnel quì domine tous les autres personnages, ce brave fils du peuple qui a 

grandi avec 50n temps , q띠 a ga!P'é une fortune ct qui Ia doMe å UD vaurien 

'"‘n l<q띠~ il n'est lenu d'a띠:un dévouemenl ‘ 

9) 위의 책， p.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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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드 모르소프 씨는 옷왼 미치왕이이고， 젊은 예그리놓은 위 

죠엉이며， 뷔시앵 휘l앙프에는 한 여자와 한 욕역수 Af<> J에서 살아가는 샤 

기문이다 아보등 천지이며， 라스티낙， 드 아르세， 라 영에련 강은 사랑둥 

둥 비영한 자률도 몇 다스이다 알자크가 바로 왕관과 제단의 용흉한 지 

지자을에게 회초리질율 하고 있다 l이 

그런데 망자크에게 있어 비판의 대상이 귀측계급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졸라는 지적한다 즉 발자크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도 

비판의 회초리륭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들 가운데는 비 

로토 Birotteau나 고랴오 Goriot 영감과 같은 청렴과 부성애의 순교자 

들이 촌재하기도 하지만 그렁에도 그 계급 전제는 ‘연협하고 용졸한 

정신’을 소유한 ‘이기주의자， 야싱가 샤냥감에 악착스럽게 집확하는 

끈덕진 짐송을일 따릅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과 죠흥 분노올 용 

해 발자크가 ‘인충율 향한 대로’를 열어 놓았다는 젓이 중라의 결론 

이다 

2.2 예언자 발자크 

줍라가 지척하는 발자크의 또 다른 연모는 바로 견자voyant ， 예언 

자로서의 모융이다 즐라가 방자크를 아와 같이 명가하는 이유는 방 

자크가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한 모습들이 바로 제2제쟁의 오슐용 

예견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자크가 예견한 것은 우 

10) 위의 액， p. 628 ‘Balzac chitie ['aristOClõl tie jusqu ’au sang. II [a montre å 

chaque page‘ impuìssant, å I'agonie, lombant en pourrirure. n n’y 。이"" 

guère que des grotesques ou des ban이($. M. de Monsauf est un fou méchant, 
[e jeune d’Esgrignon, un faussaire, Lucien de Ru아mpré ， un escroc qui vi‘ '". 
rre une fille el un forçat ; les im아ciles 50nl nombreux , et [es misérables, les 

"""맹aι les de Marsay, les La Palférine, se ∞mplent par douzaine. et C'('5t 

sur ces dignes soutiens du trðne et de 1'aUlel que Balzac ‘。 nbe å coups d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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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졸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사회 속의 수치스 

런 범죄틀이다 발자크의 소설에서 요사되고 있는 것처험 ‘사회는 

절E 그와 같은 야수적인 정숭들의 포효가 된 적이 없1:f'고， 발자크 

의 소설은 ‘흥운하고 절제를 잃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빈정거렴， 악 

의 앙상， 악용’일 뿐이라고 비난했던 사랍들의 판단이 툴였응용 지 

적하며 졸라는 방자크의 소설이 쓰이고 20년이 지난 제2제갱기에 

그가 요사한 괴물들이 실제를 드러냈다고 말한다 

그가 상상했던 오든 지육둥이 널따형게 명쳐졌다 우리는 이 앙가진 

자융， 작가가 부용혀 모든 도블 녕도록 카운 이 치욕스런 유형용이 더 크 

고 훨씬 더 수치스련 형태로 우뚝 셔 있는 모융융 보앙다 진흙은 얀간이 

되었고，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앙나니융융 

만날 일도 없고 그와 강은 엉최툴과 아주첼 일도 었소 당신응 기질잭으 

로 끔획한 것 속에서 영하는 거짓왼 영혼잉 얻이-2-"라여 흥."f7f에게 소 

리쳤던 자동에게 죄근 201'1의 현실이 대답한다 “천만에 바로 여기 그 

앙냐니융과 엉죄가 있써소 발자크는 견자였소 그는 단지 쿠떼타의 쟁혈 

전융 간파하게 했융 분이오 "ll) 

‘쿠데타의 쟁탈전’이라 폴라가 부른 것은 툴롱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와 이릉 흥해 세워진 제2제정올 의미한다 제2재정은 졸라에 

의하연 ’모든 갈망이 해방되고 1집숭처럽 열광하며 왜학올 향해 쇄 

도’~I-는 ‘난쪽한 팡71'의 시대이다 그리고 이 광기의 중심에는 타학 

11) 위의 책， p. 629. "Toures Ies honfeS qu’il av，씨 rêvés se SQlIt Largement étalêes 

Ces crtarures g.âtêes, o:s types de I'inamie q야 I'éaivψ1‘ avec 50n ennuπ， 

aV3.Ì1 grantÜS hors de ωute proportion, nous les avons vus se dresse’ , plus 

grands et plus éhonles en∞ e. La bolU: S’esl faite homme, l'imposs!ble s’s ‘ 
fa jl le réel. A ceux qui aiaient au satirique “ Non, on ne π 'ItOntre pas de 

pareils ooqlω15 ， 00 ne se heurtc: pas à de pareils CrÎJT‘es ; VQUS êtes un esprit 
faUJ[ quì uavaωlez par fe1JI야n_' 띠.ns l'hm꺼ible" ， ]'histoire de ces vingt 

demières anntes a répondu : "Eh! SI, Ies ∞，'ID‘ e..osle삐， Ies crimes 5On! 녀 , 
8ιlzac a été un voyant ; il n‘.Ihl‘ que deviner Ja curée du coup d'Et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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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갱치가흩， ‘호화 마차 안에서 흥장융로 가슴융 장식하고 회얼건 

얼굴융 한 활진한 당"1’와 갑은 갱치가률， 프랑스흘 마치 자기가 유 

혹하고 버린 여자들쳐렁 취급하는 갱치가들이 있다 그러나 그 팡기 

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자 지배자는 바로 제2제쟁율 견고하재 떠받친 

부르주아툴이다 방자크가 그려낸 거대한 부호툴은 훌라에 따르연， 

방자크 시대의 인율률이라기보다는 재2쩨쟁의 인올들이다 그리고 

이 부르주이들이 혹척한 재산은 발자크가 상상했던 것융 훨씬 뛰어 

녕는 엉갱난규모이다 

앙자크가 자기만혹쩍흐로 잊어내었언 거대한 부호홈옹 우리의 눈앞에 

서 열 배는 성장하여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다 사양릅옹 그에게 수핵안 

프랑씩 너무 많이 동융 쌓는다고 비난었끄， 그의 인용융이 너무 돈융 많 

이 언다고 생각었다 그련얘 그 이유는 이률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용하기 

예문이다 오늘날이라연 그를용 그저 잊 액안 프랑융 도욕껑한 연연장온 

인간흩이었용 것이다 사랑흩용 수천만 프링올 학혹한다 장 살아야 하 

1!., 산다는 것은 모든 포식에 쭈신하는 것이다 오능냥 우리는 거리아다 

뉘싱쟁용 만난다 상앵이논 이쩌 군단이 되었다 그는 재정으호 인째 억 

고 상있고 재정융 지지한다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한 꿈욱얘셔 앙자크가 

업에 융여 자신의 손을 앙금 측에 당융 때1 그는 우리 시대의 금융 사건 

융융 예강한 것이 아니었융까-112) 

12) 위의 책， pp. 629-6잉 ‘’이는 에싱영의 잉명이다 “ee. """'" ""'"'" 야t 
Balzac mani.a.it si corr껴，-이， tlks ont poum sous nos yew:, d6α， ... 
.scandaku5es. on lui rqmXba.í1 de trop .entasser Ies mi1lions, on trOU vilÎI que 
50 personnages gagnι.ent trop d'argcnl. C'est que 50 messieun appιtenatenl 

l DOtre .lgte. I1s seraient mbT‘ aujourd’hui d’asstt petits sires avtc Jeurs qud 
qνes pauvres millioos votés. on emκx:hc nWntcnanl Ics miιons l \a dou 

uiDe. n ι띠 bien vi'‘π ， et vivre c'est se jeter à tous Ies assouvissemcnlS. [‘ 
n∞ )0=‘ 。.=∞ntre Nucin，양n au ~lOur de ch.aque rue Ie Ioup-ct'l'VÎer 
est devenu Itgion ; il a V<<U de 1‘Empirc. Dans SCI rbcs de fortune ∞""""'. 

Iorsque Balzac plonguit “vreusement scs mams 떠ml κ n’a+ü 어，~ 니 
prescimce des avennι'e5 Iinancihes de ‘"'"α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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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공공 재소낼 학복하여 엄청난 규모의 부를 촉척하고 。l렇 

게 축적한 부률 사치의 광기호 소비하는 부르주아 지배의 시대블 훌 

라는 ‘망나니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발자크는 바로 이런 망나 

니의 시대흘 예견한 견자라고 좋라는 주장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검은 이러한 견자의 작풍인 r인간회극j을 졸라 

가 ‘바앨탕이랴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라는 여러 "1유로 이 바엘 

당올 묘사하는데， 예룡 들어 이 탑은 ‘장엄한 것과 속원 것， 야만적 

인 것과 세련된 것， 탁월한 것과 최악의 것’의 혼합이며i ‘수천 가지 

건축양식으로 이루어진 탑， 한 인간의 오안이 천상까지 올리고자 했 

으냐 그 벽틀 전제가 땅올 엎고 있는 석회와 대리석의 탑’이다 그리 

고 그 당은 예언자인 작가를 상징하듯 ‘미래의 문턱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미래의 문턱에서 세상의 끝을 표시해주는 탑， 땅 위에 거대 

한 산쳐럽 세워진 。l 당은 ‘여기 한 세계의 잔해들이 잠들어 있다’고 

알해야 항 만큼 기념비척인 것이다‘ 

그런데 왜 올라는 발자크의 문학 세계툴 바앨탑에 "1유했을까? 

그리고 이 탑의 웅장한 위엉융 이야기하연서 동시에 ‘건축가의 손이 

완성할 시ζk올 갖지 웃했고 앞으로도 정E 그러지 못할 미완성의 

운영올 아야기했을까? 졸라가 발자크훌 다시 읽기 시작한 1867년은 

r루공마카르가의 샤랍을j에 대한 졸라의 구상이 구체화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총서가 발자크의 r인간회극j으로부터 직정적인 영향올 

받았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졸라가 r인간희극J에 ‘미래의 

운턱에 세워진 이완의 바앨당이라는 상정올 부여한 것은 자신의 작 

용을융 용해 양자크가 세웠지만 아직은 미완인 세계흘 완성해보고 

자 했던， 그리고 망자크가 예견한 그 미래를 현재의 모습으로 그려 

내 보이고자 한 바랍과 야망융 암시척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13) 

13) 이러한 종랴의 야당은 애용 흩어 앙자크의 ’농민 ù> Rφ쩌"애 대한 야쉬용의 g 

현에서 그리l 풍영하게 농인의 운제융 다흥 자신의 싹용 r대지 ÚI Tmt'J에 대한 

자부싱에서 징작얘 용 수 입다 용라는 놓인의 현상융 이상화한 상드@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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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랴， 발자크의 계송과 극복 

r루흥마카르가의 사랍들j의 첫 번째 소설인 r루종가의 운명 μ 

Forrune des Rl:mgonJ가 발표되기 2년 전인 1869년 종라는 그의 문학객 

야망을 ’방자크와 나의 차이J라는 글융 흥해 쳐응으로 표영하는데， 

이 글은 발자크의 "인간회극j 서문 Avant-propos de ÚJ COf쩌'e hu 

mameJ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수고의 형태로 냥아있는 이 

글을 홍해 우리는 졸라가 방자크의 문학 세계툴 계숭하연서도 또한 

자신의 독자객 세계률 구축하고자 했다는 사싱율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그는 발자크의 r인간회극j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성영한다 

그의 r회극j에 대한 생각은 인류와 홍융계 샤이의 비쿄로부터 왔다고 

발자크는 앙했다 (환경에 의혜 연앵되는 단 하나의 유앵(생영헤르 G . 51 

Hilaire) 샤자， 개， 늑대들이 있는 것처험， 예융가， 앵정가， 연호사 퉁이 

있다) 그런데 방자크는 그의 인간 동울학이 더 욕잡해야 하고. 냥자， 여 

자， 사융의 세 가지 앵태용 지여야 한다는 것융 강죠한다 그는 인율률의 

재용현에 의혜 그의 오든 소생률융 결앙시킨다는 생각융 하게 되었다 옛 

사항들의 역사에 빠져있는 것， 측 용속의 역샤， 전영률의 그링， 드라마의 

이야기푼， 용산(i!Ji'li)의 고고학자1 직엽의 연잔자， 션파 악의 기륙X용 실 

현하길 씬한다 그는 또한 이렇게 요사된 사회가 그 내부에 그 사회의 용 

직업의 이유용 당고 있길 원혔다 작가는 도억， 종쿄， 정치에 있어서 확 

"""에 대빼 혹육한 비난융 하연셔 엣짙여 힐자크의 r놓인j에 대얘서는 ‘부용칙 

으로악에는 성공하지 옷했다’는 아쉬융-f;lJ.연한여{이에 예얘서는 갱영양후카 
치와 용라와 대지j， r외국용야J . 1985, N" S, p. 281 장조) 그리고 자신의 작용 
r대지J용 소깨하연서 ‘요든 놓￥을올 그용의 역사， 용융 역앙와 앙예 다쭈1고 

‘동지 소유의 사억척 용제용 제'1'하고‘ 1싱각한 놓영의 위기 속에 서 우리가 어디 
료 가고 있는지g 재시히려 하고자 힌다는， 형을 ‘농민의 상 션쭈， 노동， 사랑1 

정지， 홍R， 와거， 연쩌1 이예용 전당하려는 엉갱닝 야망융 지니고 있다'(01애 대 
얘서는 양리가 훌프J. van San!m Kolff'에제 호냉 l잃6년 3월 27잉자 연지 창조} 
고 얄한다 이는 앙지크유 쩌송하연서도 흥시에 즉욕하고자 인 홈라의 의지용 엿 
용수있재왜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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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생각융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인간사들에 대해 어떤 딴단융 내려야 

한다 r회극J의 토대는 가톨허주의1 쿄단의 가르칭， 왕정외 원칙이다 r회 

극J응 2 -3천영의 인훌융 당아야 했다 l‘) 

프랑스 국립도서판에 수고용의 형태로 남아있는 두 장의 이 글은 

흩딴올 영두애 두고 쓴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작용 구상용 위해 기 

슐한 노트에 해당된다 그렁에도 이 글은 즐랴의 운학 애계용 예상 

힐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단초을율 당고 있다 이 글에서 훌라는 우 

선 발자크의 r인간회극j의 륙정융 위와 같이 기슐하고 자기 작풍이 

발자크의 작용과 어떻게 다융 것인지흘 이야기한다 그가 첫 번째로 

드는 차이정은 ‘자신의 작용은 사회척이라기보다는 과학척이다’라는 

갱이다 2-3천명의 인용융 용해 동시대의 거용이 되길 원했던 양자 

크의 작용과 자신의 ’작용응 완션히 다른 것이 훨 것’이라고 알하여， 

그 배정올 한정하여 홍시대의 사회가 아니라 단 한 가촉얀융 그혀내 

겠다고， 환경애 의혜 연화용 겪재 되는 형용의 모융융 보여주겠다는 

쩨획율 표방한다 측 사회객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객인 방법으로， 

사회 전체가 아니라 한 가운의 모융올 작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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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자크와 그를 구멸하는 갯 번째 차이가 된다 

두 번째로 드는 차이정은 작가의 태도와 연관된다 즉 발자크가 

왕당파나 가올릭주의와 갈은 원칙을율 견지한 반면 자신은 ‘엉척들’ 

을 지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 법칙이란 바로 유전 또는 격세 

유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발자크가 인간사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 

나 정치가， 철학자， 도덕가가 된 것과는 달리 자신은 과학자 savant l S) 

가 되어 내척 원인을 찾으며 있는 그대로의 것올 보여주겠노라는 계 

획응밝힌다 

올라가 주장하는 마지악 차이점은 인울 재풍장과 관련된다 인웅 

재둥장의 기엉올 사용한 발자크와 당리 자신의 인울들은 다시 나타 

날 필요가 없으며 남자， 여자i 사울올 그리길 원한 발자크와 달리 자 

신은 냥자와 여자의 성격상의 차이는 인쟁하지만 그명에도 그 둘{을 

홍합하여 사울에 복종하는 모습을 그리겠다고， 그렇지만 작가의 주 

관적 결론올 제시하는 "1 없이 한 가족에 영향옹 미치는 내적 메커 
니즘과 사실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졸라의 잉장은 r작용의 진행에 대한 션제척인 주해 N이S 

générales 5ur la marche de 1’∞uvrCJ ， r작풍의 성칙에 대한 전체적인 

주해 Notes 양nérales 5ur la nature de l'oeuvreJ ]6)블 거쳐 1880년 r실 

험소설μ R，"ω"'각1érimmta/J 을 용혜 이롱으로 완성된다 이 책에서 

올라는 r발자크와 나의 차이J에서 주장한 내용융 보다 정교하게 제 

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험소셜’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화하고 있다 그 

리고 이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클로드 베르나르Claude Bemard의 

(5) 앙선 언급애서 경라가 영자크와 져신융 구영하며 과학생’융 강조하고 잉기에 

s.Ivant리하는 연어는 ‘아겨’라기 보다는 ‘과야자’호 언역'H는 것이 뎌 야당얘 보인다 
l이 이 우 을애 대혜서는 Henri Minerand , "Lc meta texte génétiqu‘ dans les 

Ébauches de Z이a’‘， α'MSÍS， nO 6, 1994과 Henri Mitterand. "lntertexte et 

avant.texte : \a biblio“hëque 양야tique des Rougon- Macquar1“, Jlem, 2001용 
장3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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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실혐의학 연구 입문L 'introduaion à J't.‘“de rk la mider:ine 야iηη" .. taιJ 

율 인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중라는 자신의 이흔융 다음과 같이 소 

개한다 

싱헝소셜은 금세기의 과학적 진화의 정과다 실헝소셜은 회학과 물리 

학에 토대용 두고 있는 생리학융 계숭하요 완성한다 실험소셜은 추상적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의 연구용 몽리화학적 엉칙에 따르고 양정의 영향 

에 의째 결정되는 자연적 인간의 연구로 대쩨한다 C) 실헝소셜은 한마 
디로 우리 과학 시대의 운학이다 '" 

이러한 실협소설의 목표는 ‘갱엽이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용 

하는지흩 실험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용 홍혜 ‘정녕의 메커니즘을 

따악’하고 ‘정녕흘 자유자재로 다루고1 조절’하여 ‘가능한 한 가장 

무해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졸라에 따르연 발자크는 r사촌누이 

에트μ c，.μsitle &tteJ의 월로 Hulol 냥작율 흥해 이러한 갱녕의 에커 

니증올 분석하여 실협의 방엄을 소설에 적용한 선구자이다 그러나 

발자크는 또한 한계율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지나친 상 

상력 때문이다 

양자크의 내연에는 꿈융 꾸연서， 가공 륙이한 인율융 창조하지안 정E 

소설가률 위대하게 만둥지 못하는 눈돈 장꾸러기가 있다 냐는 예컨대 

〈서를 살 여인〉의 작가<잃어어린 환상〉의 저 3부와 〈화휴계 여자율의 

영팡파 비장〉에 나오는 보트앵이라는 인용의 장초자흘 찬양항 마옴이 없 

음올 밝혀툴다 이런 책， 이련 인용은 방자크의 앙상 취미의 산웅이다 
게다가 냐는 옹갖 지엽적인 정보에 근거얘서 장조한 링자크의 상유 샤억 

훌 좋아하지 않는데， 그의 션재성이 빚어낸 몇몇 얘력척인 인용융 제외하 

17) Emile ZoJa, Lt RomDn I!;I찌'immraJ， Gamier-FJammarion, 1971 , p. 74. (위 인용 

문의 한을 번역으호는 에영 홉랴실헝소성 외，. 유기횡 역， 액세상， 2007융 창 

죠g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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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대째로 이 상류 사회는 우리표 하여금 그저 이소 짓게 만든다 한아 

디로 양자크의 상상력1 용갖 과장융 주저 없이 행하여 기이한 계획애 따 

라 새계톨 재창호하고자 하는 그 과도한 상상력옹 나용 얘료시키기는커 

녕 융시 실망시킨다 안일 방자크가 가진 것이 상상력밖에 없었다연， 그 

는 오늘날 우리 문학사에서 한냥 명적인 사혜， 기껏빼야 호기싱의 대상에 

어용렀으리라'" 

그가 현대소설의 창시자인 방자크로부터 계숭하고자 한 것이 ‘세 

계 전쩨흘 재창조’한 ‘현실 감각의 위대합’이라연 그가 망자크에게 

단죄하는 것은 그의 지나친 상상력과 환상이다 결국 훌라는 ‘과학 

생’의 이릉으로 일체의 환상융 제거한 세계률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아러한 과학의 엉일성율 척용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아닌 한 가운올 

선액했고 과학적 객판성율 유지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척 원리와 원 

칙 • 발치크룰 예로 들자연 왕영며싹 가훌릭주의 - 용 애쩨하]찍 한다 

3 마르크스주의 문학벼명의 발자크와 롤라 

3.1 철학자 발자크/리표터 좋랴 

발자크와 올라를 비교하여 분석하려 시도한 첫 언째 마르크스주 

의 비명은 바료 앵겔스의 언급이다 사실 이흘 올라에 대한 비명이 

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촉하지안 앵젤스의 언급은 이후 마르크 

스 운학"1명의 태도를 절쟁하는 지칭이 왼다는 정에서 충요한 출발 

점이라고 항 수 있다 앵쟁스의 뒤흘 。l어 본칙책으로 즐라에 대한 

비명올 시도한 것은 라파르그 Pω1 La/iugue이다 앵겔스의 연지보다 

3년 늦게 쓰인 라따르그의 r졸라의 r동-.1 L 'Argmt de Zol3J 이라는 글 

>8) 위의 액. p.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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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따르그가 마르크스냐 앵겔스와 맺은 관계에 비추어올 때 앵젤 

스의 언급에 대한 주뼈에 혜당한다 

라파르그가 졸라에 대해 비딴하는 첫 번째 것은 올라가 주장하는 

과학성 자체에 대해서이다 라파르그는 종라가 콜로드 에르나르의 

이론올 제대로 이해하지 옷했으며 졸라가 원용하는 이혼은 에르나 

르익 이론이 아니라 롱브로소1.0_∞。의 ‘범죄인론 théorie de 1’homm< 

crim.inel’이라고 지적한다 

악대한 유션적 륙성으로 인째 양E융 충톡에 일히 '*져야 했던 r목로 

주정j의 주인공져럽， 모든 병죄자율은 그률의 인셰 조직에 의혜 영죄에 

미리 에갱되어 있다 그를이 얘우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봐야 소 

용없이 그응은 원'f든 원치 않든 영히 엉죄릅올 저지프계 원 것이다 따 

라서 사회는 이툴융 특사나 앵수률쳐업 재거해야 항 방엉융 찾아야 한다 ,,> 

올라의 실헝소성론이 베르나르의 과학척 이론에 기반융 둔 젓이 

라기보다는 롱프로소의 속류화된 운영흔율 자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이론에 기Fι융 둔 종라는 풍속 연구， 사회 환경 내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연구을 소훌히 하게 되고 그 결과 룰라의 주 

인공들은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딩 ex machina’에 의해 결정 

되는 유션객 운영론에 옥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연 발자크는 라마 

19) Paul Lafarguι ‘ L끼앵찌 de ZoIa", Die N_ ZeiJ, 1891-9.ι p.2 이 긍옹 1936 

년 용연원 Les Critiqua lirrirajre이éditions Sociale‘ lnternation잉~)애 재수용되었 
다 여기에서는 M잉'Xists lntemet Arc::hive에셔 디지영화 한 액스트용 장죠하였다 
(h'φ Ilw、~.~ι 。rg/francais/Ialιgue/works/1891/00/plI8910000.htm)

"Comme le 뼈=" I끼ssommoir qui dcvail forcément succomber å. \'aJCOO.. 

"'"‘ par suite de sa lour& htred“, IOUS les aiminels SOnl prédestinés au 
crirne par Jeur organisme. Ils ont beau vivre daru; Ies oonditioDS et Ies c:ircon 

stances les plus diverses, ils a∞。mψω"OIlt nêcessairement, qu'ils 1e veuillent ou 

000, des crirnes ; Ia soc“te doit donc chercher à s’en débarrasser ∞ ~ '" 
serpents venîmeux ou de bêtes féroα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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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La=k의 제자이자 후계자， 환경 이롱의 천재적인 대표자이자 

생영체에 대한 외부 세계의 작용융 밝힌 생틸레르Geoffroy Saint 

Hilaire의 이론에 기반융 두고 있다고 라따르그는 지척한다 게다가 

발자크는 자신의 작중 인풀틀이 살。까고 챙동하는 죠건을융 묘사 

하는 데 있어 갱확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틸리l르익 이흔융 

걱용하고 있다 

두 언째로 라따르그는 졸라융 비롯하여 용로에르 Flaubert와 공쿠 

르Goncourt 형제에 대해서 요사의 문제흘 지적한다 이들 작가는 

언젠가 사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작업을 해 보관해 놓은 엇진 

장연 요싸을올 마치 삽화처럼 작용 속에 끼어 넣으며 이러한 요사틀 

은 책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우용한 장식을일 훈이고， 따라서 이러한 

묘사들융 없애버리연 작풍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연 

발자크의 요사는 이 작가을괴는 확연히 다르다 

안연， 일자크의 용용하고 싱오한 요시율은 그가 요사하는 성칙과 행동 

을 더 장 이해하재 혜 층다 왜냐하연 그의 주인콩과 여주인공융은 이러 

저러한 조건툴 속에 상고 있기 때문이며 그툴 내부애서 이 조건을에 상 

용하여 절정원 정녕율이 지라냐고 그 컬과로 그융이 앵동하게 되기 때운 

이다 2" 

그 어떤 작가도 발자크쳐렁 그 절쟁에까지， 심지어는 팡기에 이르 

기까지 치달은 정엽의 힘용 준엄한 엄격함으로 묘사한 객이 없다고 

라파르그는 말한다 그리고 발자크흘 계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졸 

라는 ‘철학， 언어， 관찰하고 소셜용 창작하고， 인물들율 도입하고 뺑 

20) 위의 글， p. 3 ‘Par rontre, les dcscriptions magi잉피es et profoodes dc Balza.c 

m어 fon! mielLl ∞mprendre k canctàe et !'action qu’i1 ~t;p잉'oe quC' 

~ ."∞ et ses hh이leS vivenl dι" "Il" ω 며'" ∞od.idoos ， ils doivenl d~ 
‘잉여η~m α. d<’ "" •• 띠 μtemlinm， qui ∞"'"。때ent å ccs conditio띠， 
eI agir en consé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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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하고， 인율돌의 정영올 요사하는 방법’ 그 모든 면에서 방자 

크와는 다르다고 지객한다 

라파르그는 발자크와 구멸되는 졸라의 한계가 작가의 정험 부족 

과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표며적인 관찰에서 기인한다고 파 

악한다 졸랴는 용흉한 자정융 지닌 작가잉에도 불구하고 현실로부 

터 도피하여 자신의 실험실에 갇혀 었다는 것아다 이러한 졸라의 

창작 방법올 라파르그는 언혼의 리포터가 기시틀 쓰는 방식이라고 

비난한다 즉 어떤 사건이 영어지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용 잃 

지 않으려고 한 눈에 모든 것을 툴러보고 마는， 그 결과 현상의 표 

연안올 보고 사실들의 온질격인 부분， 그 원인， 그 사건의 작용과 반 

작용의 복장성올 파악할 수 없는 리포터쳐혐 글올 창작융 한다는 것 

이다 

졸라는 대중의 취향올 알고 있고 여러 묘시을융 늘어놓는다 반연에 

그는 그의 인물융융 급하게 대총 요사하고 그렇게 지나가연서 관창되고 

연구왼 인율률은 상양얘 장 부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우 그것은 간정 

객으로 만툴어진 산융률이지 판장에 의혜 요사원 것이 아니다 ( .. . ) r대 

지 μ T=，의 첫 장은 실제의 장연이 아니며 일래의 유영한 그립인 “씨 

뿌리는 사량‘에 한 일억흩 도입하여 장식하고 이용 시척으로 옮겨놓은 

것일 분이다'" 

라따르그는 졸라의 전기 작가인 용 양핵시스 p，띠 Alexis의 중언을 

소개하며 졸라가 책， 신문， 대화에서 물어낸 노트들융 모아 정성스 

21 ) 위의 긍. p. 5. " Zola connait les goj)ts du public, iI multiplie les desaiptions ; 
par con~， iI ne crayonne qu’å [a håte et .1 grands traits ses κπ。 mages qUI, 
observes et étudi，이~ en passanl, s'adaptent m외 d‘ abitude au}[ situations. La 
，1，어n du lemps, α 5On! &S produits de se<∞nde main, i.IS ne 5001 p‘ 
야ints d’aprts natuIC:. ( ... ) Le premi.er chapitre du roman úl Ttrn ne re l.ate pas 
U야 scène réeUe, iI n’est qu 'ωlC rranspO:SLuon αXtique du 에tbre tableau de 
MilIet , k ~， agrémenté d'uné pisode q 이 i Y a i té inrrodui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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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애분하여 정리한 후 그것률융 파일로 민들고 카왈로그로 정려 

하고는 거기에 드라마의 춤거리용 입혀 연결혜서 r나나 N01UJJ흘 완 

성했다고주장한다 

라따르그가 지척하는 또 다른 좁라의 한계는 ‘용기의 부혹’이다 

애용 툴어 언롱의 문제툴 다용 때， 부르주아 언론의 부때와 타락융 

그릴 용기가 없어 객당히 타협한다는 것이다 언롱인으로서의 갱힘 

으로 인혜 졸라는 그 세계의 실상용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소셜 

판얘애 영향을 줄 것이 투려워 있는 그대로의 언론의 모융융 보여주 

킬 꺼린다는것이다 

그러나 랴파르그가 지척하고 있는 좋라의 가장 싱각한 문제는 철 

학의 부재이다 그는 다시 한 번 발자크의 에흘 들어 발자크는 모든 

것에 대혜 철학객 사고용 하는 심요한 사상가이여 그의 갱신과 용요 

로운 생각융 그의 인물흩에게 주고 있다고 칭찬한다 라파르그에게 

있어 철학이 없는 작가는 장인(artisan)일 따용이다 이련 그의 판정 

에서 율 때 문학에 있어 자연주의는 회화에 았어 인상주의와 유사한 

데， 이는 작가가 완전히 수풍적인 존재료 강zt융 기륙하는데 어융여 

현상이나 사건의 원인융 용석하지 않고 그 결과을융 보여주지 뭇하 

기 때운이다 

에슐에서 상융 재생'.는 솜션'1 기셰혀인 이 땅엉은 예우 영다 이 앙 

엉용 어떠한 사정 연구도 요구하지 않으여 엔약얻 져척 에너지의 소비안 

을 요구한마 그런예 사진 씬싼의 역앙융 하는 뇌는 이주 민강하지도 아 

주 녕지도 앙아서， 완역하지 않옹 용완전한 이미지， 가장 영척인 흰상이 

안든 그험보다도 더 언성에서 거리가 언 이미지안융 얻재 원 위영이 있 

다 그홉의 방업은 자연주의 작가률에깨 지쩍인 능력이 거외 없다는 것만 

율잉충한다깅) 

22) 위의 융， p. 11 “α"""""""" 야""""‘ mmmiquc dt: reproduiK 1a vic 여m 
l‘an esl aà facik ‘ ""，’n영~ aUCUDe ~de πιlabk et ne demι‘e qu'une 
faible dtpcnst: d'énð밍e itJtdJectuelle. Mais si Ie ∞~.ι qui jouc le rð\.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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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와 인상주의를 같은 장작 방엄융 휩용하는 흐듭으로 묶 

어 그 방엉의 기계잭 성격， 지적 능력의 절핑을 비판한 라파르그는 

졸라애 대혜서도 같은 비판융 적용한다 

훌라는 융관적으로 거의 형학적 사고용 하지 않는다 r돈l끼""'''에서 

홈라는 예외적으로 샤카르".，.셔와 시지몽 뷔쉬 Sigismcnd Busch 두 인융 

애게 전에적인 고항륭올 얄하게 히는데 • 작가는 그 주제 예문에 그혈 

수밖에 었다 - 그런예 그 율 충의 어느 누구도 그률의 첼학에 의한 고 

장을융 하고 았지 옷하다23) 

게다가 올라가 마르크스주의자1 사회주의자라 뷔쉬를 내세웠는데 

그는 마르크스가 비판한 프루풍의 오류를융 떠드는 엉터리 아르크 

스주의자이다 이는 결국 철학에 대해 우지한 즐랴의 오류이며 이로 

인해 작용이 심각한 손상올 입고 있다고 라따르그는 지적한다 때때 

로 라따르그는 마지 양념을 뿌리뭇 졸라의 작가적 자질이나 그의 작 

용의 성공올 칭찬하기도 하지만 발자크와 견주어 본 졸라는 알자크 

의 계충자라는 자칙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갈은 질문으로 절론을 대신하고 있다 

졸라 식의 소셜은 소설융 개혁하고 갱신하려는 부르주아 작가률의 최 

상의 시도가 원까? 아니연 이 작가융은 그융의 션조둥이 그려놓은 길용 

다시 양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롱 사소한 몇몇 연화만으료 낡은 공식동융 

pLaque phot앵-aphique ， n’"'ru 。“ sensible ni trè’ Va5tc, on n찌야 de n'obtc 
=q.’une image impañaite, in.∞ mplète ， 이us tloignée de Ia ré외ité que Je ta 
bleau cdé par Ia fantaisie Ia pl잉 effrtnée. Leur mêth여， pro.야 ="""", 
que les écrivains naturalistes ont peu de fa。ιtés intellectuelles." 

23) 위의 융， p. 11 

exceptionne찌"배Uaπm’~앤m'’nl mis clans Ia bo。아.'"야" .야e deux per5Onnag<양s’ """. a 
Sigìsmond Busch, des ∞ 1Sidó'ations 야6따0， • le sujet \'y obligeail. 
mais ni l'un ni I'autre ne nous en ι매어ent par leur phiI’;ophî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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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용하고， 고천 이극과 서사시가 샤라진 것처험 갱르료서의 소껄이 

용영융 다해 사라질 때까지 그것융융 사용하는 형영융 앙게 용까_]24) 

라파르그는 비록 위의 두 질운에 대해 당융 주지 않고 질문의 형 

태로 글윷 맺고 있지만 앙선 라파르그의 주장을올 생각해 보연 졸라 

의 시도흘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자연주의 소설의 시도가 결 

국은 이 장르의 위기블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영하고 있다 

3.2 발자크의 연중법/졸라의 기계척 과학주의 

라따르그의 뒤흘 이어 발자크와 졸라 사이의 연속성융 부정하고 

즐랴에 대해 비딴적인 잉장올 보인 마르크스주의 비명가는 바로 루 

카치 Georg Lukàcs이다 졸라 탄생 액주년융 맞아 쓴 루카치의 글에 

서 우리는 졸라에 대한 그의 잉장올 분영히 확인할 수 있다 앙선 

라파르그의 글보다 5011이 지나 발표왼 이 글은 ‘드레위스 사건’에 

서 졸라가 한 역할올 확인할 수 있었기에 졸라에 대한 루카치의 정 

치적 판단은 라파르그에 비해 더 우호적인 모습올 보인다 비륙 졸 

라가 푸리에 F이""식의 이상주의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단서흉 융 

이긴 하지만 프랑스 자본주의의 반통적 진화에 대항해 투쟁한， ‘진 

보의 대의를 위해， ‘결단력 있는 투쟁’율 한 작가로 볼테르 Voltiare 

의 영 자리률 차지할 것이고 ‘위대한 프랑스 대혀영의 전풍’을 배신 

하고 부패한 쩨3공회국과 타협한 자갱 민주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 

24) 위의 긍 p. 13 “ l e roman à Ja manière de Zola ∞ lStilue.‘ iI la 5Uψrème ICß 
t.ative faite par des <<r\vains bαlrgoois de πnouvelπ et de rajeunir Je roman? 
。u bien ces ‘oivains son[. j1s condamnes à f(ω1" m∞re la voie tracée par 
Ieurs p~seurs. å reprendre Ies vieilles fonnules avec queJques change 
menl$ de détail . en les adaptam aux cx.igeoces du ιmp:s， e‘ • ，’rn=σ .m 
‘i. jusqu'à ce que le roman. COTJ\Jlle genre, .s'q,uÎ$e, qu ’il ail fait 50n temps et 
disparais’t ∞미me onl 이S어ru \a rragédι dassique et l'ép。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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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성격융 이해하지 뭇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용호’을 

위해 용감한 푸쟁용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오텔2l>’이라고 졸랴 

용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냐 즐랴의 문학 세계에 대한 그의 명가는 라파르그의 입장과 

거의 다툴 바가 없다 훌라의 ‘과학 쟁신’은 사회와 유기째톨 기계적 

으로 동화하여 양자크가 생혀한 연충엉을 내던지재 되고 그 결과 사 

회의 운동과 변화의 토대인 모순들율 제거하는 비연충엉쩍인 컬과 

애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루카치는 졸라가 발자크애재 행한 비판 

의 문쩨점을올 지적하여 앙자크의 계숭자로 자처한 졸라가 사실은 

알자크툴 제대로 이혜하지 뭇하고 있었다고 얄한다 욕 훌라는 방자 

크나 스탕달이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라고 찬양하지만 실상 훌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작가가 묘사한 인간의 정엽율로 한갱되어 있 

다는 것이다 예융 률어 보트명이라는 인울의 창조에 대한 훌라의 

"1완애 대해 루카지는 위시앙 휘방프혜 Luc:ien Rubempté라는 인물의 

실때흘 왕정복고 시대의 지배 제급의 위대한 회비극으로 안드는데 

있어서 보트랭은 웰수척이었다고 반박올 한다 묵히 r사혼누이 에트」 

에셔 영로라는 인용에 대한 훌라의 강탄이 ‘색갱광이라는 애로틱한 

갱녕의 측연으로만 한갱되어 이 인율이 지닌 사회척 의미용 전혀 간 

파하지 뭇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윌로의 육체객 욕망과 정념은 나용 

혜용 시대의 상의 조건률에 의뼈 발생한 것이여 크르앵 Crevel과의 

비교올 용해 나플레용 시대의 애로티즘과 루이 영링 시대의 에로티 

증융 대립하여 강조하고 이훌 용해 양자크가 프랑스 식민 갱책의 협 

장과 공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홈라와 앤느는 영로의 에로틱한 정녕융 그의 사회쩍 기안과 

25) Georg Luk.åcs, Ba.ιIC tt Ie riølismt fronçu.ι Petile Colkction Maspm:" 1967, P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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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키고 있다 그융옹 샤회명리학혀 인용융 싱리영리학혀인 인율로 

연엄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훌라는 당연히 양자크와 스양당이 앵한 오승 

에 대한 • 사회척으로 션앵혀인 위대한 묘사율 혹에서 냥안주의의 

‘과*안용 보게 윌 수악에 없다 26' 

이러한 비판 후에 루카치는 종라가 사실주의애서 자연주의로 이 

행한 이유를 사회척 조건 속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 

의 발전이 작가률 사회 앨션의 장여자， 시대의 거대한 후쟁의 주역 

에서 일상생훨의 판잭， 단순한 기혹자의 위치로 견학시쳤기 때문이 

다 다시 한 번 발자크와 비교하자연 알자크는 파리의 밍야닥융 스 

스로의 경험융 용해 인식하고 이용 흥해 그의 인율을에게 생영융 부 

여했다연 졸라흘 포항해 자연주의 작가들은 사회생앙로부터 유리왼 

구정문의 수준에 어융채 되었다는 것이다 

컬국 이러한 판정애셔 용 때， 졸라는 앵쟁스가 방자크에 대해 언 

급한 ‘사실주의의 숭리’와는 아무런 연판성이 없으며 오핸 사실주의 

전용으로부터 졸랴의 자연주의는 단절된다 방자크는 생성 충인 자 

용주의 사회의 오순율 징요하게 율추어내어 요사했고 현실에 대한 

그의 판장이 자신의 쟁치척 입장과 대립되었응에도 률구하고 갱직 

한 예슐가로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알게 원 것융 충실하게 요사한 

싹가아다 반연에 좁라는 이러한 발자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l올라l의 사회정지혀 경얘와 그의 학용이 보여주는 사회비판객 갱양 

률 샤이에는 방자크에게서와 강옹 성연이 촌째하지 않는다 사생률의 판 

261 위의 액. p. 97 “딩1 Uß moI:. zo녀 ct Taine isolent I.a 어ssion 6'∞quc de H뼈‘ 

'" ‘， foωements sociaUK ; ils transfi어πleTlI 1e peπonnage SOCIo-paψLOlogique 
en peISOnnage psycbcιpathoJogique. Et i 어rtir de tclles base5, Zola ne p(… 

naturdlemc:nt apo'ttVOir dans Ies grandes descriptions -‘∞피emc:nt ryptques 

'" ∞"，，，띠aions par 8a1zac ct Stcndtω que des '‘<u양’1∞ns" ， du 
~t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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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 역사 양전에 예한 판싱이 용흔 훌라융 정자 급진척으로 만률었고 이 

상주의적 사여주의료 정근시키기는 했지안 이것이 현실에 대한 갱치적 

입장의 모승객 우쟁융 의미하지는 않는다 2끼 

결국 이러한 한계가 졸라의 과학적 방영으로 귀착된다 사회와 현 

실로부터 고링왼 훌라는 사실주의의 재현이 보여주는 판정의 깊아 

나 잉이에 이르지 옷하고 그의 과학적 방엉옹 기껏해야 흉계객인 명 

균치흩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안다 즉 방자크의 사실주의에셔 실현 

된 전형적인 것과 개성척인 것의 연중엉적 용일융 기계혀이고 용계 

척인 명균치가 대신하고， 오핸 신화의 긴장， 인뭉들의 대립으로 인 

한 중거리의 긴장이 묘사와 운석으로 대치왼다 게다가 발자크， 디 

킨스， 용스토이는 사회제도흩 인ζ띨 사이의 판계로 재현하는데 성 

공한 반연， 인간과 환정을 극단적으로 분리한 종라는 이용 보여중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흉라는 단조로운 자연주의와 총라가 

안자크와 스당당에 대해서 비난융 했던 수사학적이고 터우니없는 

냥안주의적 묘사 사이흘 요가게 원다고 루카치는 진단하여， 그 결과 

흩라의 요사는 소성에서 ‘단송한 군더더기애 용과’하고 ’사건툴운 을 

옷에 별로 판련이 없으며， 영게 제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7) 위의 에， p. 99. “ Entre ses ∞ncrptions sodo-polll에JeS CI Ics tendanco socio
critiqucs de 500 oeuvre i1 n’y a pas un abime td quc cha Balzac. L'ob

:savation des fai lS, I'attention donoée å I'évolution tústoriquC' provoquenl 
certes cb‘ z ZoJa une rad.icalisation progressive, un rapprochement pι mpport 
au socialisme 비g써~. mιs ne 5igr퍼m. 어s une lutte ∞""""이O야 야S πi 

jugb ∞nlJt: Ja rt‘litt. " 
28) 져요으그 ’，)씨 외，킥영리연>'l 용’t.. 져은사‘ 1985,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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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맺는 말을 대신하여 

발자크에 대한 졸라와 마르크스주의 문학비명의 판정은 농랍도록 

유사하다 사결 발자크에 있어서 ‘사실주의의 숭랴’를 예견하고 미래 

의 예언자로서의 방자크의 연모를 언저 제시한 것은 졸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자크의 계송자이길 원한 졸라에 대혜서 마르크스주 

의 문학비영은 매우 혹독한 비판융 하고 있다 우리는 앙서 앵겔스 

로부터 시작된 올라의 비판이， 라파르그와 루카치흩 거쳐 어떻게 전 

개되었는지툴 살며보았다 서혼에서 방힌 것저명 졸라에 대한 마르 

크스주의 문학 비명의 갱당성융 따지는 것이 이 글의 목표는 아니었 

으며 이 글에서 다루기에 너무 방대한 주셰이기도 하다 단지 핵싱 

척인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 글융 맺고자 한다 

문학적 옥연으로 한갱힐 경우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초정은 롤라 

의 실험소설 이론의 한계， 그의 소설이 보여주는 전형성 획득의 실 

왜(용계적 명균치)， 그리고 IDf의 과잉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 

다 룰라의 실엉소설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말하자연 사실 마르크스 

주의 문학"1명의 비판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마 소성에는 ‘관찰만이 

있올 뿐 실험이란 상상힐 수 없다’고 주장한 브핀티에르 Ferdinand 

Bruntière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주의 내부에서도 공쿠르 형제와 젊은 

작가들의 비난이 있었다 29) 특히 루자치가 좁랴에게 있어 낭만주의 

척 과잉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미 이 시기에 모파상Maupassant에 

의뼈 쩨가되었던 것이다 모따상은 졸라흘 지청하여 ‘끊입없이 낭만 

쩍인 성향과 싸우지만 언제나 그것에 굴복하고 만디.JO)'고 지적했다 

29) 자연주의 유아 내의 주도권융 융허 싸고 용각와 용쿠"-， 도예 사이에 용화가 생 

기여 5명의 갱용 작가'. 용깨객으호 올라용 이난'.는 긍융 일g히는예 이톨 S인 
선언’이킥 한다 이에 대얘서는 유기앙 t프랑스 자연주의와 졸라의 f성엉쇼셜 .. , 
r용어융운학연구"J. 68집， 2006, pp. 2 1ι211 창조 

3이 Guy dc: Mau어-， “ M. Emile 201a ‘ LA """' 찌 t얘ι η 써imi". 10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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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성의 문제는 사생 여기서 논하기에는 그 주채가 너우 방대하 

다 그러나 발자크의 인물괴는 달리 졸라가 그려낸 인용률이 전형성 

융 결영한 용계적 명균치의 인율이라고 영께 단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왼다 라파르그나 루카치 모두가 인갱하듯이 졸 

라가 소설의 대상으로 삼고 었는 째2재정기 이후의 프랑스 사회는 

방자크 소성의 배경이 되는 왕정북고기냐 7웰 왕갱과 비교해 올 때， 

자본주의의 놀라운 성장과 정충으로 인해， 계급 훈화의 속도나 사회 

내의 깨인의 존재 양태 퉁 모든 연얘서 확연히 다른 모융융 보여주 

고 있다 

자본주의 문명이 망당앙에 따라 오늘날 생존을 위한 후쟁온 다용 생 

칙， 측 더 사냥고 더 뚜렷앙 성칙융 지니재 되었다 개인흩 간의 우쟁온 

정재 조직읍〈은앵， 용장， 왕산 거대 얘장) 간의 후쟁으료 대'1외었다 깨 

인의 앵과 지에는 >1엄외 에쳐영 앵을척이고 저항앙 수 없는 이 조직을 

앙에서 사라져어린다 ( ... ) 앙자크의 시대에는 노력융 용얘 정쟁져의 어 

찌용 앓고 융악가고 경쟁지}을의 시째톨 뛰어넙으며 사링훌이 잉신용세하 

는 것이 가능했지안 지금은 비장하찌 근근이 껴니톨 예융 수 잉융 l!'이 

다 과거의 생존 후쟁의 성칙이 연었고 이 연화와 항깨 인간의 생격 역시 

연하여 더 비후하고 션악한 것이 되어 에였다 JI) 

1883, p. 292 
31) Paul Lafargue, 앙의 융， p.3 ‘α DOS jours, la lunc αιr Ia vic a pris 뻐 " 

tR cataCtm, plus åpre ec plus ao:u.s‘ à mesUn" que la 。끼ilisatiα1 capitaliste 
se dtveloppait. La lutte des i。이꺼이.1$ mtre ew: est rcmplacb: 어r la lutte des 

'"얻.nîsmcs tconomiquts (ba찌잉 usioes, mina, maga.sîns géanlll) 니 10= 
ec I' Îflldligence dc: ,'ìndividu di.sparaissent devant leur pU~ ÌlÚSistible, 
"αgle conune une force de \a nature. ( ... ) Les dfons qui κm언taienl aux 

Ilomrnes, du temps de Ba떠C， dc paTVenir - en grimψM‘ "" \" φaules de 
leurs ∞~~" 히 en enjambant leurs cadavres, - ne leur serven‘ qu'å ‘t 
앙'" 며sérablemenl. L'ancien caraaàe de Ia lune pour Ia vie a changê. ec 

avec lui S'est mod이"" ’'Iilt\lre humaine, eUe e51 devtn야 plus vile, plus 

~‘qu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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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경쩨 조칙을 앙에서 개인이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바루하고 천박한 인간 군상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제2제갱 

의 현실이라연， 개인이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최상충까지 성장항 

수 있었던， 따라서 한 개인의 존재흘 흥해 사회판계흘 전제를 드러 

내 보여 중 수 있었던 발자크 시대와 통일한 유형의 인물을올 창조 

하지 뭇했다고 올라를 비난히는 것은 온당한 일일까? 이 정에서 ‘비 

혹 좋랴의 인을들이 루카치가 말히듯 명균적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명균척 인간율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앵올 고창 

해야 하여， 졸라 시대의 전형적 인물은 ‘ r대지j의 경우 푸앙 영감이 

나 뷔토와 같은 인울로 창조되어 있지 않은지 물어볼 수 있융 것32)’ 

이라는 지쩍은 나름의 성득력을 지니고 있다 

마지악으로 라파르그냐 루카치는 즐랴의 묘사흩 과영， 무용성， 군 

더더기 동의 단어로 명가절하하며 그 이유를 종라의 묘사가 작풍의 

전체척인 액꽉 속에서 긴밀한 연관성이 없이 마치 삽화처렁 끼워져 

있다고 비딴융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비판올 받은 졸라 

가 고티에 Théophille Gautier에 대째 동일한 비판융 하고 있다는 점 

이다 

냐는 태요월 고티에의 블라웅 요사척 재능융 영료 종아하지 않는다고 

양""8"1-ë 했다 왜냐하연 내가 요기에 그의 작용에는 인간융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요사， 문자 그대로 묘사홈 위한 요사가 동장하기 때문이다 C) 그 
의 작용얘는 절코 ~정이 인간융 경갱하지 않는다 그는 화가일 문이다 

화가가 씩찔융 가지듯 그는 냥말융 가진다 그리하여 그의 작용애는 무엉 

과도 갑응 칭육이 깃든다 거기에는 요직 사용안이 있다 그 우엉에서는 

어떤 인간의 욕소리도 를혀지 않1!.， 어떤 인간의 션용도 느껴지지 않는 
다 나는 고티애의 해 액 에이지용 단숨에 얽용 수 있는예， 혜냐하연 그 
의 액은 나툴 전혀 감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냐는 그의 전부죄 언어 감 

32) 갱영앙 t후'.치와 훌라와 대지‘’ r외국운학'J ， 1985, NO 5.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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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의 학영한 묘사 앙식에 정의용 요하지안， 그를이다 ll) 

고티에의 요사훌 비판하여 좁라는 ‘아릅다운 문쩨의 요^f'용 포기 

하고 ‘풍장인융틀의 내객 상태에 일치하는 외혀 세계’의 요시용 강 

조하연서 결흔적으로 요사용 ’인간율 절쟁하고 완성하는 황정의 상 

태용 그리기34)’라고 갱의하고 었다 울흔 융바른 인식이나 이흔이 

용"f를 싱천이나 작용으로 이어진다고 힐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요사에 대뼈서 마르크스주의 문화비명과 좁라는 통일한 인식율 꽁 

유하고 있옹융 확인힐 수 있다 

루카치가 인쟁하고 있듯이 흩라는 결코 ‘자온주의 사회 질서의 용 

효자가 아니었으여’ 오'1 혀 ‘프랑스 Z나흔주의의 반흥적 성격애 대항 

하여 공개객으토 투쟁W')’ 인용이다 사회주의란 용어의 쪽용 녕혀 

보연 훌라는 사회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r대지j의 충판융 

앞둔 1886년의 연지에서 “연구흉 항 때 마다 냐는 사회주의에 칙연 

하게 된다 나는 r제르이날αrmina/J에서 노동자용 위해 한 것융 

r대지j에서는 농민융 위혜 하고자 한다J6)'’라고 방히고 있다 더 나 

아가 1887년에 한 갱치신문과의 인터뷰애서는 공깨척으로 다용과 

강이 알하고 있다 

나는 1사회주의척l 견얘률 지니고 ~지는 않으며 싱지어 그것얘는 거 

의 흥미가 없용융 고빽한다 제다가 나는 어떠한 야망도 없고 정치톨 하 

경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냐 나는 이용 숙 깅옹 꿋애서는 사회주의자아 

다 왜냐하연 이 에기는 사회썩 션혹 없이는 풍나지 않융 것이라고 아니 

혀어도 다용 세기는 그러한 전욕 없이는 시싹되지 않융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3) Emile Z얘， ú Rommr aphimtrUaJ, p. 233 
34) 위의 에， p. 232 

찌 ""'" 1써닝a， 양의 에， p. 92 
36) Leure de Zola a J.ι껴ι， ~Sι11eO Kolff du 27 m‘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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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라 연구자인 미트랑 Henri Mitterand에 따르연 훌라는 ‘이생보다 

는 싱갱의 사회주의자38)’였고 그애게 사회주의란 깨녕은 진리， 갱의 

풍 휴머니즘의 위대한 가지훌융 포뭘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훌라의 

작용얘 퉁장하는 사회주의자률이 라파르그의 지객처렁 마르크스의 

시장융 제대로 이혜한 인물이기는 어려웠융 것이다 비혹 세2재갱과 

당시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좁라가 일 

치하고 있다고 혜도 유정척 요인융 용혜 세계용 설명하고 혀영보다 

는 사회의 정진적 변화흩 바았던 훌라률 동시대인이었던 마르크스 

와 앵젤스가 긍정격으로 받아듭이기는 생지 않았융 것이다 따라서 

종랴에 대한 앵젤스의 비판은 그의 작풍 외적인 요소애 상당 부분 

영향융 받았융 것이라 갱작혜 용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장시자 중 한 명인 앵갱스의 이 비판은 그 2애송자듭융 용혜 계속혜 

서 이어져 왔다 앵쟁스의 훌라 "1딴은 마르크스주의 문학비명의 

’모세포’가 되어 ’훌라흩 궁갱척으로 인식하는 것융 방해’했다는 바 

르죠떼 Aurelie Ba끼0"'‘의 지척39)은 이련 정에서 타당성이 없지 않 

31) ~Z어 .. ∞ ... 야 Une convenation ~vec I'auteur de GøminaJ eI: de Lø Tarr', 

“ l4nttmt', 8 janvîer 1881, p. 1. M l)e doarioes fso띠1istesl ， je n'en ‘ 어 •. ~ 
j’.~써~ m&ne qu’버es ne m'inl~1 guò'c. D‘， =ι， je n'ai aω:une ambi 
。00. et: ne VC'\IX 야s faire de politique. EI pourtan‘ X 찌."，허。"""""，~ 
mμι， car je auis que ce sikle ne 삐.Îfll ~， ou toul au π'IOÍDS que k sitde 

SUlVaDt DC ∞-，.. ... 며 ~-， π。fOrUI '" 니 ""‘~， 
ce SOII[ Ies faits, Ies aspin.tions de Ia fc。띠e VefS un idtal de justicc qui 

m’m야ressml. Je m'occupe peu d'hicT, c't ce que sera demain me pa“。UlC . "

38) "Henri Mitterand presente Je "grand zo니" du XX" si<<:le’‘ u MONk, n。

68'ι 15 fevrier I‘16' 
39) Aurtlie B‘Jjonct, ZOI# d'Ount m EsI, presses univeniWres de Rcnnc:s, 2010 

pp. I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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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제는 졸라에 대혜 마르크스주의 비명이 지녀왔던 모든 

연견올 버리고 보다 객관적인 새로운 비명융 시작할 때가 아닌가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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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Balzac et Zola : Balzac de Zola 

et la critique littéraire marxiste 

KIM Tae.H∞n 

(Université Nationa1e de Chonnam) 

Grand admirateur de B꾀zac， Zola a écrit quelques aitiques sur 

l’auteur de /a Cmnidie hUJtll1ine entre 1867 et 1872 où i1 était en 

train de concevoα ltS Rø“gα，-Macquart. n ∞nsidérait Balzac 

∞mme 50n maître et vou1ait être 잉씨 SUα:esseur. Dans ses éairs 

sur ce grand réaliste, Zola a fait πmarquer notarrunent ses 

grandeurs. Mais il s’est pr이@상 de construire 50n propre univers 

littéraire, donner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50n temps un portrait 

allssi réaliste que p∞sible 

。T， la critique marxiste a refusé d’admettre Zola en tant que 

successeur légitime de Ia ttadirion littéraire du réalisme. Elle con

damne ZoIa naruraI iste d’avoir rompu avec les uaditions du 

réa1isme. L’obje며f de cette étude est donc d’exarniner les ob

servarions de Zola 5ur Balzac ainsi que les critiques marxistes sur 

Zola 

。n sait bieo que tout a commencé avec la lcttrc d’Engels sur 

B허zac， r뼈양e en 1888 : i1 fait de B따2aC， par opposition à Zota, 
le véritable représemam de l'esthétique réaliste. Balzac pouvait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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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εtre roya1iste, iI n’empêche que m퍼gré tout 야1a BaJzac, doué 

d ’un regard pénéttant et clairvoyant, a 5U dévoi1er les contra. 

이ctions de 1a société qu‘il a voulu pr이égée 

。r， c'est Zola le pπmier qui dès 1869, soit presque vingt ans 

avam En양1" ∞nstate cette vi이。lπ du 야허isme chez Balzac. En 

effet, dans ses 며nqu야 littéraires de 1’tp<얘ue ， i1 admire B허zac et 

declare “B혀zac est, le roy.외iste et le catholique, a travaillé pour 

la République, pour les sociétés et les religìons libres de I’avenir." 

Pour Zola, Balzac est avant tout un démocrate inconscient, et 

puis un prophète de l'avcnir qui prévoit la corruption du second 

Empire, vingt aos après. En même temps, Zola 50띠igne la 이Jf6-

ence entre 50n projet et I’entreprise balzacienne. n intr여wt 

d'잉_1’idée de la famille, qui se substitue en quelque sorte au 

procédε du personnage πpιaissant b띠.zaoen . D cherche ensuite 

à se démarquer des prin。야， b띠zaoens 

A PartU d‘Engels, les marxisres, par exemple Pa띠 Lafaι'gue et 

Georg Lukàcs, n’。n‘ ccssé de réfuter les idées et les oeuVTes de 

Zola. Pour eux, le naturalisme représente un appauπissement du 

grandré허잉me b외zacien å I'unité dialectique, la contradiction 

∞nune fondement du mouvement de la s∞iété ， il a substitué le 

méc뻐j엔.te et le statistique. on πproche aussi son excès slylis 

tique, ∞mμrable à c;:elui de Victor Hugo romantique que Zola a 

pourtant si violenunent critiqué. Certains Marxistes ∞mme 

Laf"'8U' ∞ndamnent durement 1’approche σéatrice de Zola en 

le ∞mparant à un reporter 

Nous ne voulons pas ici ∞ndamner la critique marxiste. 11 ne 

faut pourtant pas oublier qu’elle n' est pas arrivée à rendr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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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Zola en souIignant trφ 1a différence entre Ba1zac et Zola et 

que la condamnation d ’Engels de Zola a em야chξ longtemps les 

marxistes d ’accueillir Zola positivement 

주제어 발자크， 총랴， 마르크스주의 문학비명， 샤설주의의 숭리， 

자연주의，실헝소설 

Mms-clés Balzac, 2ola, la critique littéraire marxistc, 1a victoire 

du réalisme, le natura1ismc, le roman ex야rimental 

투고일 2012년 II옐 l일 

심사일 2012년 II 월 14일 

게재 확정일 20 1 2년 11 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