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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인생의 첫충방，( 1 842)은 작풍의 길이나 웅장인웅의 수라는 측연 

에서는 발자크의 문학작용 전제， 그가 구축한 상상세계 전체에서 단 

연 그 중심이나 쟁접융 자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이유에서인 

지 발자크툴 뛰어난 작가로 보는 여러 영자들에게서도 이 작용은 외 

연당해 옹 연에 속한다 국내는 알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조차 r인생 

의 첫출발j융 분석의 대상으로 상은 연구는 여전히 혼치 않은 실쟁 
이다 1) 

• 션안객인 작용 엉영애 얘땅하는 이 논용의 앙부운옹 r인생의 갯용앨.(문학과 지성‘ 
2008, 션영아 &깅)에 잉련 역자 후기의 일우용 앙에，"-한한 것잉용 앙혀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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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과 관련원 논문에서 임헌은， 원숙기에 껑어든 작가가 ”이 

야기의 달인m잉σe de réci'잉:)， 혹은 진정한 이야기꾼α .. , ∞nteur)의 

송씨"2)흘 발휘하여 만들어낸 소설이라며 긍갱척 명가흘 내렸지만， 

쩌임새 있는 융룻율 충시하는 다른 쪽의 눈으로 보자연， “소설 내부 

에서 텍스트의 시작 부분과 나어지 부분 간의 영백한 불균형"3)이 

알견되는 설얘작이라는 상이한 반용율 일으킬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 

양쪽 모두의 입장에 근거가 없지 않융 터이고， 이 두 가지 판단의 

적부훌 판단<1-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웅긍하 

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대체 왜， 혹은 어떤 과정올 거쳐 발자크는 

이러한 소설을 생산하게 되었을까툴 살며보는 것이다 

r인생의 첫용방j의 g연적인 구도는 소년 오스카르 워송"'= 

H야son o 1 일련의 고난과 시연율 거쳐 “현영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연모해가는 과정율 그린 성장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과 

연 발자크가 자아와 세계 사이의 갈둥과 대링， 그리고 주인공의 각 

성올 통한 세계와의 화해흘 모색하는 ‘진지얀 성장 소설율 영두에 

두고 아 글융 썼는지에 대혜서는 의문율 용올 수 있다 띠에르 바르 

에리스 Pierre Barbéris의 적절한 지적처럼， 애초부터 요스카르에게는 

세상과 반목하는 젊은 주인공이 갖추어야 합 그 어떤 진갱생이나 송 

고항이 컬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성의 결말 부분에서 발자크는 오 

1) 현재껴지 국내애 양요원 판연 논용으료는 잉현인쳐크의 r<tl생예뷔j와 ‘쇼성 쩍 

아이러니 에 완한 연구"프랑스 이운쿄욕." 재 9정. 1998, pp. 435-452과 죠민영， 
’‘속입수’§ 용한 사회억 앙자크의 인생의 첫융웰 연구 Un dtbul dans ùl >UJ , 
2006, 셔&대학a 석사 학위 논운이 정부이다 얘외 연구얘 경에서는 위애 나용 
앙고문헌융장조얻것 

2) 잉현， 양의 글， p. 435 
3) "Ce qu s'imαlSe immédi녀야menl， c'est Je dbtquilibre flag:rant à ]'intmeur du 

roman entre le ∞mmenccmenl d k reste du lene." (p. Lafargue, “ Par où 
∞ ~" ∞mmenl finir", Ba1zac dDns k rm，ι Sκyr-$UI-Loire， christian 
Pirot, 2006, 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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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가 수업시대툴 수련과 교흘융 용해 엉은 갱신적 생속의 회종 

의미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요약한다 

프헬르 여쟁의 모험은 요스카프에게 신중힘훌 주었고， 용로캉원의 저 

녁파티는 그의 갱영생융 보장시쳤으며， 군대 생땅의 혹톡.~.은 그에게 사 

회적 위계와 운명에 대한 송총용 가르쳐 주었다 현영하고 유능해진 그는 

앵복앵cf. 세상융 뜨기 전 드 세리지 액작은 요스카크용 위해 용푸와즈의 

정세판직올 얻어주었다 우아즈의 요g 씨의 후원， 그리고 드 세리지 액 

작부인과 조안간 다시 장관직융 되찾융 드 카달리스 냥작의 후원은 위송 

씨에게 도(j~)징수판의 자리톨 보장해 주었고， 카위초 징안은 이제 그용 

진척의 일원으로 인갱하였다 

L’aventure du voyage à Presles avait donné de la disc얘tion à 

Oscar, la soirée de Florentine avait rafferm.i sa prob“é, les duretés de 

la carrière militaire lui avaient appris 1a hiérarchie sociale et 1’。야1 

ssance au son. Devenu sage et capable, il fut heureux. Avant sa mort 

le comte de Sérisy obtint pour 0 ‘car Ia recette de Pontoise. La pro

tection de monsieur Moreau de I’。ise， celle de la ∞mtesse de Sérisy 

et de monsieur le baron de Canalis qui, tôt ou tard redeviendra min 

lStre, assuren‘ une Recette Générale à monsieur Husson en qui la fa 

mille Camusot reconnait maintenant un parent.4) 

한쪽 팔융 잃는 혹독한 인생수업을 거쳐 생숙이라는 종작점에 도 

작했지만， 정정 경직되어가는 셰λ써 순웅항으로써 출세에 성공하는 

오스카르어1게 어떠한 긍갱척 에너지를 찾아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요컨대 오스카르는 현대적 부르주아의 전형으로서 r마당 보바리 

Madame &I'(lI}'J(1857)의 약샤 오에 Homaι로 이어지는 계보을 마련 

한다 5) 

4) Honorê de BaJιaι Un dibul dons lo vi~. édition de Pierre Barbéris‘ " Bibli~ue 

de la P1éiade", 1. 1976. p. 887. (이하 이 액융 인용하는 정우 팡효 안애 인용 연 
수용 온문얘 R시) 

5) 소영의 암이에서 오스카르에게 우여핑 에지용 도뇌르 용장응 여러요호 요애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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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재 위대한 영용이었떤 라파옐이냐 휘시앙용 현대 에계의 형소 

항용 힐견하였다 비루한 영혼얘 소설적 이래가 g가농한 오스카르는 비 

혹 쳐옹 몇 가지 실수함 저지르기는 하지만 그와 g옹 세계 속에서 자신 

의 자리용마련한다 

Raphaêl ou Lucieπ âmes trop grandes, découvraient " étttcis앙nen1 

du monde modeme. Oscar, åme médioc:re, e1 sans avenir romanesque 

JXlSSible, prend sa 이ace， malgré d’abord quelques sottÎSeS, 여'" un 

monde qui 1ui n::sserrψle .6) 

의이싱장하게도‘ 냥안주의 분학얘서의 갱년이 긍갱혀 인용， 그 안애 

옐랑흘리와 얘너지가 오운척으로 정징되어 있는 육양의 존재었언 반연， 

그리고 그의 싱흔척， 사회척1 역사적 올안은 대혁영기 프랑스의 셰기명의 

요현이었던 안연1 요스카르 워총은 이러한 엉주의 갱년얘 축하지 않는다 

De manière rtYélatri∞. 외。's que 1e jeune homme d잉‘ la Iitter
arure romantique ét히， un 야π。nnage positif, un etre de désirs, en qui 

~ rassemblaient ∞n여dictoimnent méJan∞lie et énngie et alors que 

"'" m잉ξtre existentid, socia1 et historique étaì‘ I'expression prt에ém 

atique du maI du sièdc de 너 Fr.lIK.'e révolutionnairt, oscar Husson 

n’appartient pas å cette ca앵。rie de jeunes gens.7) 

그런데 작충인물과 판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스카 부 

인 Mme Hanska에재 보내는 한 서한에서 r인생의 갯충방j융 지청하 

기 위뼈 발자크가 영옥상의 주인공인 오스카르 위송융 뒷건으로 몰 

아내고， 부수적 인물이라 힐 수 있는 미스티그리 Mistigris용 내셰웠 

다는정이다 

상시킨다 두 소엄의 아지악 g장인 “C ’e’‘ ""'" • b이.rgeois rnodeme"(88끼와 
"U ‘rient de recevαr \a croix d'bonneur"의 은저에는 용입앙 추재의 연주랴 앙 
안한 것이 얘지외어 잉다 

6) P. Barb6is, lnu여""""ι p. 731 
7) P. Laforgue, 앙의 w. 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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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미스티그리J가 완생왼 지 일 년이 다 외갑니다 지난 7월얘 한 신문 

에 게재되었지요 r인생의 첫올힐j이라는 재옥으로 ( ... ] ，사생양 정정j의 

재 4권에 실링 예정잉니다 

U Y a bientðt un an que MIωigris est fajt. U a été publié dans un 

journ꾀 en ju il1et demier αIa se trouvera dans le q떠trième volume 

야S 싫7Ið" de la η' P"깐 ( .. ] 잉us le titre de “’ dibω da1/$ Ia vie ’) 
본영안 에용 드 로랴Léon de Lora보다는 미스티그리라는 애칭으 

로 더 친숙하며1 “용모 하나하냐가 피가로 Fi야。의 익살스련 조흉 

기”흉 드러내는 이 혀구의 인융은 r인생의 첫출발j의 출발갱이었던 

로르 쉬르벌의 글에서는 거의 이무런 존재검이 없었던， 지극히 망자 

크적인 인물이다 미스티그리는 r인간극j의 다른 작환”서는 뭉롱이고 

홍경화가로 엉옹 그의 영생에도 용구하고 속당융 뒤갱는 오래왼 융판 

용 버리지 뭇한 혜용 드 로라는 그가 천혹('fji잉융 받~융 때 보였언 경 

용항에 판해 죠갱얘깨 이렇게 대꾸혔다 “흉，，/，융수흥 강중"1 흩는 i19)!" 

Léon de Lora qui, ma1gré sa célébrité ∞mme peintre de paysage, 
n ’a pas renonc:é å sa vieille habirude de πtoumer les proverbes, et qui 

I야>ondit à Joseph à propos de la modestie avec laquelle iI avait reçu 

les faveuπ de la destinée “ Bah! Ia pépie viml m mtl.갱，tant!"IO) 

작가의 개인적 서한에도 종종 불려냐오곤 한다 

。~'ll악 잊고 말씀 드리지 양있는데， 째 작용 육혹애 태아트르 프링세 

훌 위한 회극 ( ... ]이 한 연 있슐니다 ( ... ] 그안한 크기의 영애가 여용혀 

8) 7 avril 1843, Ldfm à l'Elrangm; <<f，t‘-fX빼’XS"， n, ’842-1844‘ Paris, calmanrν 
Uvy, 1906, p. 138 

9) .... “L’appétil vient en rnangeanl"{어용수혹 식욕이 용논다)에서 J'apphî’톨 k 
~ie~ 연앵시킨 양이다 

10) μ """'"ψ“se， édition de Ren‘ Guise, Bibliω~ue de Ia Pι찌e， t. rv, 
1976, p.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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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당신 나라에 있는 대초원의 칭욱이 멸요하졌지요 이스티그리였다연 

이형제 말하겠'1.9.， 용0/# <’홉 대에예 에 .，냐종옹 경'f;에 듀어ot ~，다고 

Ah! j’ oubl띠잉 de vous dire qu’au nombre de mes ttavaux il y a [." J 

une ∞πi이e， pour le Théâtre-Français [ ... ] iI faudrait le silence de vo
"'''야야)f: pour mßrir un fruit de cette importa.n∞ n 껴ut garder UIU! 

polrt poνd. ‘αi/， diro.α M띠igris. l1) 

국왕 루이 영립은 100수 짜리 용션으로 쌓아융린 그의 왕좌로부터 뭉 

질격인 것애 대한 송애가 프랑스 천역얘 녕쳐나도혹 안을었융니다 이제 

I우리나라얘서는1 장사용 장하는 사립안이 대정받융니다 픔찍한 일이지 

안 상영이 그렇융니다 그러나 음대 유리 송에서는 늑qf올옵소리흉 낼 슈 

앙CfI fflq.는 게 미스티그리의 말잉 니다 1- -1 
N[otre) roi [1ι uis] -Philippe a fait déborder de son 뼈ine de pièces 

de cent s。‘ß 1’estime des choses mal:érielles 5ur toute la France; on 

ne considère [pl띠 chez nousJ que ∞lui qui fait bien ses affaires. C'est 

ignoble, mais c’est aîrui. Donc, il fo.“f h씨π awr: ks lou，ρ， dit Mistigris 

[ "').12) 

그렇다연 이처럼 작가의 애정이 오스카르가 아니라 이스티그리에 

게 가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7 혹 발자크의 머릿속의 미스티그려 

는 작용의 의이률 구성하는 데 충요한， 어쩌연 주인공인 오스카르보 

다도 더 비충 있는 인융은 아날까? 작용의 본{*>이야기라 할 수 었 

는 오스카르의 ’충세기’와 얼핏 옳데없이 보이는 미스티그려의 말장 

난 사이에도 얼핏 모운된， 이러한 불균형과 연향이 그대로 되풀이되 

는 것응 아닐까? 이젓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또 다른 문제이다 

11) 16 ju띠ct 1843, (}p. cit., p. 397 
12) 20 sep!cmbr'e 184이 ， op. cÎt. , p.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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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의 시작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션에 먼저 이 작용의 창작 과갱율 살며 

융 옐요가 었다 발자크가 헌사13)에서 스스로 밝히듯， 작용의 소재 

는 누이풍생인 로르 쉬르벌 Lau~ Sω에J，애재서 옹 것이다 그러나 

그가 누이애게서 빌려 옹 것응 실상 단순한 모티브 이상의 것이다 

로르 쉬르엘의 r뻐꾸기 마자 여행 Un ‘잉쟁~ m t::ouaJUJ과 방자크의 

작용융 나란히 읽어보연， 두 작용에서 거의 동일한 대사가 반확되는 

일이 드울지 않음융 용 수 있다 14) 따라서 영격하게 따지자연 표절 

의 시비에서 자유로윷 수 없는 이 작용의 창작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로르 쉬르병의 용이고 어디서부터가 발자크의 용인지용 가려내는 

일， 발자크가 어떻게 다른 사랍의 ‘원작’융 재료로 자신의 고유한 작 

용융 안물어냈는지용 따져 보는 일은 이 작용의 성과용 밝혀내는 첫 

절음이라힐수 있다 

애초 r인생의 첫출발」은 1841 년 9월， 잡지인 r가촉 박융판Mιa 

dtS Jam끼'"의 주문에 의혜 시작되었다 늘 빚에 쪼툴리는 쳐지에서 

원고갱박율 수락하긴 했지만 마땅한 소재흩 찾지 옷해 고심하언 방 

자크에게， 여동생 로르는 자신이 쓴 단연 r뼈꾸기 마차 여뺑j의 초 

고홉 녕겨준다 발자크의 유년 시절 그의 유일한 친구었고 훗날 최 

초로 그의 전기iS)용 쓰기도 한 로르는 ‘르려오Lelio’라는 영영으로 

이미 여려 연의 동화용 발표한 경력융 강고 있었다 

스우 장 납짓 되는 로르의 원고용 토대로 앙자크는 단슐에 예순 

장 블랑의 소설율 써내려간다 신분율 감춘 채 합송마차에 탄 액작， 

13) “ A LAURE. (}f.ι /, "뻐l't tf I’"'"'" '"끼 qui m'a φ’”“ k sufrt << <<ttt sdtι 
ÞI øÎl I‘mMι，! - son “m ."(73J) 

]4) r인간극i외 훌셰이야드 I권 pp. 1447- 1‘68에는 "54년 Lt D:Jmpagnlm du ~ 
싱영 호료 쉬르영의 t의꾸기 이싸 여’j의 전용이 싣혀 잉다 

15) Laure SωViIι &ιa.:; SDmtt stJ ot‘wø.Paris，Libraσ1c nouvelk. I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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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융 기안하는 집사， 가짜 군인과 허용장이 화가， 정슐한 갱년， 을 

용 난 거짓말， 수년 후 마차에셔의 재회 장연 풍 많은 요소를이 고 

스란히 로르의 단연에서 옹 것률이다 1842년 5월 발자크는 로르가 

용인 쩨옥 그대로 r삐꾸기 마자 여행」올 마무리한다 

그러나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r가촉 박물판'Jol 급작 

스레 작풍의 재재용 포기하자， 그혜 7옐 발자크는 새표 창간핀 r입 

엉 μ 얘islatu"J애 작용융 연재한다 이때 그는 r속잉수의 위험 U 

Drmgn- dL:S mysr싸α.""，.으로 제옥융 바꾸고， 이미 었던 운량， 다시 말 

해서 오스카르 위용이 프행 여행에서 집으효 쫓져 요기까지의 과갱 

융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눈 다응，16) 새로 다섯 장용 추가한다 벙융 

서기의 생황과 여배우 §로랑틴 F10rentine의 주연 장연， 오스카르의 

군대 생왕은 이때 구상왼 것이다 1842년 7월 26일부터 9월 4일까 

지 작용 연재용 마친 발자크는 이올 하나로 묶어 1844년 6웹 r인생 

의 첫충알」이라는 재혹의 단행본으로 출판한다 이것이 1844년 뒤 

용α.mon‘ 초판이다 1844년 9월부터 발자크는 또 한 언의 손질융 

가한 다음 r인간극」의 r사생활 정정J 제4권에 작용을 연입시키연서 

열 네 개로 나뷔어져 있언 장의 구벌을 없했다 이것이 1845년 위릉 

판본뼈rion Furne이다 현(m) 용레이야드R‘iade 판용운 위론 깨정 

판 Fum， ∞nigé융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전의 판용과 뛰른 

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속당융 이용한 이스티그리 뻐앵j의 

언어유회가 눈얘 역재 블었다는 정인대， 뭐른 깨정판에서도 이러한 

정향응계속된다 

발자크가 로르의 쩔악한 단연애 살율 용이고， 상후척인 소설속의 

갱앵화왼 인용올애 단단한 현실감과 생기용 용어 넣고 또 뒷부분융 

첨가하기는 했지만， 소생의 종거리만용 따진다연， 앵자크의 작용은 

16) 흐르 쉬르일의 연연용 예 깨의 정{"Lo ∞-‘， ’‘U ro，ιμ ""ι，，" 

"Cond~잉0")으호 이1어져 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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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르 작풍의 ‘개정중보양애 용과합지도 모른다 을정 모르언 요스카 

르 위송은 세상을 배우고， 영치기 팎?주의자 조르주 마레 Gco<g<s 

M"，，'는 끝내 신세용 앙친다는 소설의 갤알 또한 애초 로르가 의도 

했던 -"-혼적 주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주쩨 자체가 ‘톡창척’이지 않다는 것， 혹은 줄거리가 영엄 

하다는 사실이 어쩌연 문재의 뼈심으로 인도해 주는지도 모른다 문 

제의 핵심이란 이 소성에서 중요한 것은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흩 그 자체나 사건들의 쩌입새는 아니라는 갱이다 거의 한방 한방 

누이의 단연융 그대로 뒤쫓아 가는 듯이 보이지안， 어띤 경로용 거 

쳐서 작가는 원래의 모엘과는 전혀 다른 지정에 이르게 되었율까-7 1 7) 

하나의 소박한 교혼당<8l이 방자크의 손에서 다시 빚어져 새로운 폭 

과 깅이용 갖재 되는 그 이채로운 연모의 과정은 방자크 소성의 일 

연융 이뼈하기 위해서라도 한언용 눈여져 올만한 것이기도 하다 " l 

<7l 이에 원안 보다 상새힘 논의는 ’인생외 첫흩앙j의 '，"깅이 얘섬 - 111.힌 세싱 속 

으로j 장￡ 

<8l 료으 쉬르엉의 r의꾸기 아시 여앵」용 다용칙 강용 도억칙 '"용을 전당하요 잉다 
"H1bleurs nés ou à naitrc. SI V어 mensonges font souriπ 6 ‘>nltxα"' .ιu 

~ jeuncsse, ils YO띠 ""' κ떠" "'"ι ∞띠ideration quand iι , .이~"" 
c't dfgtnèrenl en caradru : ’out homme qui resp<<te ~ PUOIe, 11,1 contnire, 
mmte I'estime de ‘。0$， qud que 50it le rang où Dieu 1', fait naltn." (1468) 

19) r인생의 갯흩양j이 앙R외교 "년외 셰월이 호혼 위인 1854년‘ 호르 여르‘용 
야칭내 자싱의 이용으호 앙g딩 <1용의 서용에서 다용과 ~ot vt l'll:.L!. 잉다 

“ Je tmnine cette préface en “JSanl remarquer qu l': ι ιv앵， m ~ι 
。nq이ème histoire de π livre, a eu I'însigne ’‘。 meur d'înspirer Ie α'bw ""'" “ IV à ce savant alchimiste, qui ∞nveniss잉t Ie str잉s en d.iamant. 
Cest POIJα 。비녀 que oene pierπ "ιcieusc: de ∞n riche éain m'. ~~ ~iæ. 

료료외 정양융 엿"깨 하논 이러한 진*용 그러나 져신의 원용와 세을용 ‘혹사 
용 사이에 생져난 거리톨 인식엔 안 엉싱한 죄가의 *직얻 고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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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가진’속담 

앞서 장깐 언급한대로， 위른 개갱판의 가장 두드러진 확정은 언어 

유회 jeux de mots20)의 비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갱이다 사실 

빈번한 언어유회는 이 작용애서 반드시 지척되어야할 충요한 양상 

이다 단적인 에홉 률자연， 액작얘 대한 존칭인 ‘M. le Comte’가 마 

차 속의 부르주아융의 귀애는 M. Lecomte로 들리고(772) ， 누군가 

‘근용에서는 Dans le Levenl’이라고 말올 꺼내연， 상대방응 그것융 

‘근방에서는 Dans Je vent'으로 앙아듣는다{77끼 

이쳐렵 뒤축박축 제 기능융 하지 못하는 소용용농의 언어들은 급 

칙한 연흉옹 겪고 있는 7월 혀영 알미의 어지려운 시대 상황과 우판 

하지 않올 것이다 사회객 의사소룡의 매개울이어야 양 언어가 더 

이상 사실을 진성되게 션달하지 뭇하고， 오히려 사생융 은예하고 의 

미흩흐트러뜨련다 

언어가 탕성한 이 소성에서 사랑융온 아무렇게냐 망융 한다 어떤 거 

짓알에도 거리껑이 업고. (힐송 마자에서 이률어대는 것보다 위헝한 일온 

없다J1， 위송 부인이 아융 오스카르에게 그렇게 잉었건안 정혀 귀당아 툴 

지 앙듯) 이영훌훌 흑로앙톨더러， 이륨을과 존재률파 사용률이 그것올옳 

엉찌 묶어주는 모든 용을 끊어버린 것처럽 보인다 

。n parlc: à lOrt ct å tra에n， dans ce roman où Ie Iangaøe est dévoyé 
Non seulement on ne π떠le devant aucun mensonge, no이>s.띠"""" 

20) 영장난으호도 ‘리는 언어유여논 “ l 양이나 응자용 소찌효 하농 늄이 2 내용 
엉는 이사여구나 잉아혀인 잉흩 lt어놓는 영“('Ji중굿어대사진，. 극영극어왼). 
”응자와는 우원하1 연어의 용쩍 용λ얘애 효대톨 흩 얘얘앙융 사용*써 퉁는 
사양에게 증거융 추고자 하농 언어 기엉 “~ linguistique sc: fon띠 . .. ι，. 

=mbω“ P뼈씩ue des fllOt! 뼈 .... 띠DlI1'If!Dt de Iew 멍이，，~ η~，. 

amuser I'aud.ìtoire par I 어띠V액uc qu'iJ en힘xIre.M(Tmor rk /0 ümgr.‘ fσ ’‘ .. ~ 
1갱&tmatist).으호 갱의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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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rah.it des secrets (alo1'5 qu ’ il n’y a rien de plus 뼈힘"eUX que de 

causer dans lcs voitures publiques, ∞mme le dit Mme Husson à 50n 

fi.ls Oscar, qui n’en 1Jent aucun ∞mpte) ， mais encore il semble que les 

noms, les êtres et les choses aien‘ rompu tous les Iiens qui les font te

nir ensemble. 21) 

소설 속에 풍장하는 여러 가지 언어유회 중에서 특히 큰 비충을 

차지송}는 것이 속당-22)이나 관용표현올 비흩어놓은 말장난이다 23) 

발자크의 설명에 따르자연， 이러한 속당 뒤집기는 당시의 ’유행 U 

mod,’, 다시 알하자연 당대의 문화적 E드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 당시， 화실에는 속당융 연영시키는 유행이 언지고 있었다 청자 몇 

개냐 얼추 비슷한 단어 하나용 교재째서 피상하고 우스황스러용 뭇올 가 

진 속답융 안등연 이기는 것이었다 

En ce moment, la mode d’es<roαer les proverbes régnait dans les 

ateliers de peinture. C'était un triomphe que de trouver un c따ng' 

ment de quelques lettres ou d’un mot ã peu près semblable qui laissait 

au proverbe un sens baroque ou c()(깅sse. (77 1-772) 

위의 인용운에서 설명한 대로， 께잉의 규칙은 장 앙려진 속당을 

토대로 최소한의 응의 변형24)을 흥해 ‘망가진 속당 le proverbe estro-

21) Gérard Mact, Préfa.∞ de Un &1ft‘'t doll$ 10 vie, Gιllimard ∞U ‘ Folio", 1976 
p. 12 

22) .;!r당의 정의얘 대빼셔는 Jean.Oaude AnsI.:ombn::, ‘Proverbes et formes prover
biales: valetα évidentieUe et 잉"gumcnlative"， 얘19ue~， 0 0 102, 1994, P 
95-107; Ge이-ges K1eìber, “Sur Ja dffinition du proveroc", ∞n. R，κ~ Ger. 

mDmquts, n’ 2, 1989, p. 232.252 압￡ 
23) ‘" pιtmie y gouveme le discours." (Julliard, AIain, “Discours proverbiaJ et 

écrirure romanesque dans La Comidie hunwinι , Richmt du ~‘ "", ι 
1984. p. 27 1) 

24) 속당 연영의 앙엉으로는 삭찌 찌ppression， ;>.\앙 sUbstirutiOD, 갱가 a이onction， 

요셰 κrmutation 흥융 융 수 있다 (pt!er Bιu ‘ A, P‘""" σ"Overbes，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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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é’율 안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용해， 을레이야드 판본 기준 

으로 150메이지가량 되는 이 소설에 총 35개의 속당얘러다가 배치 

되어 있다 

1. Chacun pour soi. (다acun pour soi et Dieu pour t。야 ) 
2. Le temps est un grand maigre. (Le temps est grand 

maître.) 

3. Paris n’a pas été bâti dans tm four , (paris n’a pa été bâti 

en un jour.) 

4. Les bons comles font les bons tamis. (Les bons ∞mptes 

font les bons amis.) 

5. Les vayages dl찌꺼nenl la jeunesse α..es voyages fonnem 

1a jeunes쩌) 

6. Les Arts sont ['om; de I’homme. (Les Arts sont la mie 

de 1’homme.) 

7. Ch여ue échaudé craint l'eau froide. (Chat échaudé craint 

l’eau froide.) 

8. Abondan∞ de chiens ne nuit pas. (Abon따nce de biens 

ne nuit pas.) 

9. Ça VQUS va comme un notaire 5ur une jambe de bois 

(Ca VQUS va comme un cau아res띠 une jambe de bois.) 

10. Pas d’a양nt， pas de sz.‘if (Pas d’argent, pas de juif.) 

11. n fam ourler avec les 1。이)$. (ll faut hurler avec les 

loups.) 

12. Chassez le naturel, il revient au jabot. (Chassez le na 

dél:oumements sont rois. Connibution à 1’ttude des provetbes dél:oumb du 
h따잉0)" ， p，ι-mrk1， nO Iι 2005, p. 61-70 갱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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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잉， il revîeot au galop.) 

13. N’attachent pas les chiens avec des cnψ.suisses. (N 'atta 

cheot pas les chiens avec des saucisses.) 

14. Le bonheur n'habit pas sαJS des ncmbηb dores. (Le bon

hew- n’habit pas ∞us 야s 1arnbris dores.) 

15. P1us 00 est debout plus on ri1. (Plus 00 est fou plus on 

rit.) 

16. Les petits poissons font les grandes rivières. (Les 야tits 

ruîsseaux font les grandes rivières.) 

17. Les ∞떠。nniers soot mujours les plus m꾀 chaulfès. (μs 

∞rdonnieß soot toujours les plus m외 chaussés.) 

18. Les exttêmes se bα‘:hml. (Les extrêmes se touchent.) 

19. Tout ce qui πluit n’es. 야sfon πQut ce q띠 reluit o'est 

pas or.} 

20. L’enn띠 떠qu.‘ un jour de I’Unim’ ilé. (L'ennui naquit 

un jour de I’u미fotmité.) 

21. on a vu des rois époμSðer des bergères. (00 a vu des 

rois épouser des bergères.) 

22. Faire d'une pierre deux SO/.ι (Faire d’une plerπ deux 

∞ups) 

23. La '"ωence est I야π de surrJité. (La prudence est mère 

de 찌πté.) 

24. Dis-moi φι tu hantes, je te 이rai φlÎ tu hais. (Dis-moi 

φ.li tu hantes‘ Je te 이rai qui tu es.) 

25. Plus de ftuit que de bes앵le. (pl야 de bruit que de be 

S야!Oe) 

26. Chacun μ닝iu' pour son smn. (-αaαn prêche pour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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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27. n faut savoir se lraire å propos. (ll faut savoir ξ taire à 

propos) 

28. Quand 00 prend du ta/on, 00 n’en sauralt b'(ψ prenψf 

(0.냉ld on prend du talenr, 00 n’en saUIa1t trop prer잉.re.) 

29. Qui veut noyer 50n chien 1’accuse de la nagt. (Qui veut 

noyer son chien I’accuse de Ia .. ge.) 

30. n ne faut jama잉 jeter la manche après la poignée. (ll ne 

faut jamais jeter Ie manche après la c야lOée.) 

31. Dew( IuJbjts valent mieux qu ’un. (Deux avis v외ent 

mteux qu’un.) 

32. Le voilà ∞mme un âne en plaine. (Le voilå ∞mme une 

âme en peine.) 

33. Qu’。n ne trousse JamatS ce qu’0 0 cherche. (Qu’on ne 

trouve Jama lS ce qu’。n cherche) 

34. Ventre aπamé n’a pas d’m써 (Ventre 따famé n’apas 

d'oreilles.) 

35. Trop parler suir σ'rop parler nuit.) 

이 같은 속당연영은 당시의 유행적 용조였융 통만 아니라， 방자크 

의 개인적 에험과 연철되고， 그가 큰 관심을 보인 분야이기도 하다 

갱확한 시기톨 ‘R버l끼는 힘용지안‘ 옐자크는 언영시킨 용당융은 여러 

장에 정쳐 수쟁에 혀어 놓고 r인생의 갯융업j애서 주로 사용하었:i1.， 때로 

는 충혹되는 것도 융사하고 r양영，. '위르업 이루에，. '라 라부이외즈J에 

서도사용하였다 

A une date d’허Uαrs diffici1e à préc잉er， il (=Balzac] ∞ Jvrit plu 
sieurs pages de ses camets de πoverbes modifiés, qu’il u비iSa surtout 



속양의 째구성 - ，인생의 첫*앙j에서의 속당 때려디 91 

dans Un dibt‘"ú"" ω "' 히 a야si ， sans crainte de se répéter parfois, 
dans JUusions perdues, dans Ursule Mirouët, dons LA R1JbouiιUM.앙) 

민폭의 지애용 늙은 융애미나 71는 귀가 억은 앵우새로 둔장시켜어려 

는 화실 꼬마의 언어 슨얘서 우리는 암자크의 익상스러옹 기질과 엉흉서 

기 시절의 추억， 젊은 서기들의 농당융 엘견항 수 있다 

Dans [e [angage du rapin qui transforme [a sagesse des nations en 

vieille chouene, ou en perroquel un peu sourd, On retrouve 1a veine 

띠"Õiatique de Balzac, ses $Ouvenirs de la bascκhe el [es plaisanteries 

des jeunes c1ercs [ . . v이 

속당패러디의 대부분이1 앙서 장깐 살며보았던 것처렴， 작가의 가 

장 따풋한 시선융 받았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분신’끼이 

라고도 항 수 있는 미스티그리의 입융 흥해 표현된 것은 어쩌연 당 

연한 일이다 t<tl간극j올 용흩어 가장 뛰어난 얘려다의 대개太홍) 

답게 이스티그리는 그가 퉁장하는 애 작용에서마마 속당 뒤집기에 

매진한다 28) 

25) G . Robcrt , 앙의 긍， p. XLlV 

26) G. Macet, 앙의 융‘ P ’2 
27) 이스티그리와 앨자크의 외g에서 허용 웅흥정융 양경힐 수 있다는 Nadine Sa tiat 

의 지혀옹 용이용다 N. Sa tiat, “Introducti。κ note5, d∞UffierllS 야tite bib. 
liographie oommenltc: eI chronol얘je" ， UIl début dans 10 vie, Pariι G，"，"ιr 

Fb.mmarîon , 1991 , p. 44 앙￡ 
28) “ Un des κI∞nnages les plus semblables aux Dieux 띠며 B외aζ est Leon 

Didas Y Lora, 이I Léon de Lora. dît Mistigris; qui naquit de gcntilshommes 

uol=ι d&aVð; qui vi찌 tðl å Paris poUf apprenψ-e le métier de pe1nture; 

qui aima 1a peinture mais prtféra 1’argmt, si bîen, que quand il avai‘ "'~ M 
palette et 50n esprit de quoi être l'생잉 de 50n ami Bridau, c'cs!.å-dire 

'"니croix ， il 61 intenninablement des paysages académiqutS dont les bow 
geois ne s'emparaienl que sous reserve d’en rerouvrir la $urface de pièce:s 
d‘。r; qui, sans doute daαJ1Iage enoore qu'â gagner de I'ar￥nt. se 이111 à dt 
montm" dans sa pwprC' paronm:: que Ies ans sonr une imposture, un air du 

lemps; qui Surtoul ava’‘ Je don de calembourdiser 1es proverbes, ... de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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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그리의 언어유회에 대한 옐자크 연구가률의 진단은， 다소 

의 차이는 있융지언정， 대재로 차갑고 냉정했다 혹자는 진지한 사 

실주의 소설과는 어융려지 않는 “시당잖은 재치 un tr3it d ’espnt sans 

∞뼈quence29)'용， 혹자는 “알장난에서의 그의 부촉한 자질 50n m

aptirude au 에embour30)"율 안쓰러워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러한 부 

정적 의견조차도 거의 언쩌나 다른 말끝얘셔이지， 속당때러다 자체 

가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원 격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액락에서 최근 r인생의 첫출발」에 등장하는 속당융 연구 

대상으로 상은 에르난도 나바로 도멍게즈F=뻐do Navarro Dofπingu<z 

의 작엄31)은 이제껏 퉁한시되어온 소재융 집중 초영했다는 정에서 

농이 명가혜야 합 시도입에 분명하다 그러냐 이 연구서애서도 중요 

시원 것은 주로 속당 연앵의 영태적 측연이지 그것이 작용의 전깨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양이나 그 성과의 흑연은 아니었다 남은 지연 

에서 우리는 한연으로는 그의 연구 성과애 기대연서도， 다용 한연으 

로는 간략하게나아 발자크의 속당왜러다가 구채적으로 작용 속에서 

어떤 역할올 하고 있는지， 왜 이 작용에서 언어유회가 중요한지의 

문제흘 다루어 보고자 한다 

'"‘!r touU: /s wmirlk Ium‘øÎnt sans 이，，'’autrcs pι'010 notablcs que c:cs ca 
Iemboun ; (, •• ) A q… l’on doil sl띠。UI u.n noosense mkaphys띠야 vtrtlguleu :w.:, 

。Ù un chrooos ‘’lequin bo~이1 d잉i ι ""‘e: le ttr끼어 t잉 un grand mι'" ‘ 
(Pìerre Mkhon, TraiJ rmfnus. Lagrasse, Vndier, 1997, p. 11.) 

29) Joachim Carl, "Lc roman balz.acien à Ia lumiåe du nouveau roman ; Un Jt. 

i ‘ dmts 10 vk’ æuvrø & CririljU(:$, 1986, n'’ 11 (3), p. 363 
30) Guy R어)01， 1950, XLIV 
31) Femar녕。 Navam) Dorningua:, ÂI“!)'st' du disaJtm n rk1 ]1f'OWrl1ttS dJa &.μaζ 

Pιis， Harman‘'. 2l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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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설과속담 

언어유회는， 그 용어 자째가 의이하웃， 놀이의 본질이 가장 두드 

러지게 발현되는 언어 현상이다 32) 마차 속 이야기꾼들의 넉살은 소 

설에 휩력을 부여하며， 그 자잘한 입당 덕택으호 중거리는 명엉합올 

극복하게 왼다 실소와 폭소 사이올 오가게 만드는 이틀의 입심은1 

명자들의 효불효율 갈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소설의 재미라는 측연 

에서는 분영 나릉의 성과룡 달성한 듯 보인다 

그러나 언어유회용 그저 단순한 우스개 놀음으로 보아 넘길 수는 

없융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 

나의 유용한 수단이여 도구이다 알장난의 경박성이 사실주의의 진 

지항을 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용녕과는 달리， 방자크의 

경우， 훗옹이 현실을 보다 분영하고 잉체적으로 재현하는 기능율 하 

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언어유회의 묘미흘 느끼게 해주는 쉬운 보기를 하나 틀자연， 가령 

이런 대옥이다 이스티그리용 띨두로 한 r인생의 첫출발j의 작충인 

물들은 상힘용 정리하거나 논쟁융 마무리하기 위해 자주 속당용 원 

용하는데， 이들은 흥음이의어나 발음이 비슷한 어휘을올 이용하여 

기존 속당을 새홉게 비틀며 조립하고 재가공하여 유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때 원본과 패러디간의 ‘괴리’는 그 황당항으로 인 

해 판습화왼 언g틀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효과륭 오F틀어낸다 

”애 뭇올 이루시려거든" 오스카르가 알꽃은 태도효 말했다 “그 사랑 

얄고 그 사랑 부인한테 말하세요 액작은 부인에게 흩악 빠져 있는데， 어 

32) “Le jeu a‘ 'OC les moι les sonorit6 d les sens, loule activîté “d에ue eI P야‘ 
어ue qUI a pour 0씨jel el p。ω moyen d'cxp’-ession le 1angage, ∞ 1SUtue une 
survivano: du prin。κ de pJaisir. 1e maintien du gratuit conlre ['uti1ité. H 

(Marina Yagudlo. Alia /JU pays du la，얘앵ι "，ι 1981,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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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냐 갱도가 싱안지 져요명 장 아는 사랑옹 엉어A 그런대 뼈학 부인옹 

도우지 뼈작융 장아용 수가 없는 거에요 \ .. \ 빽작용 쭈인안태 생생 얘 

기 때문에 앙 한마디 째대로 옷혜요 액작하고 부인이 감이 노는 팡경융 

보연 우스워 혹을 지갱이에요 영학없이 용리에르의 회극애 냐오는 아르 

흩프라니까요” 

기가 악힌 빼장이 피애로앵융 쳐다보았는데， 피애로탱옹 당엉한 핵작 

용 보고션 클라따르 부인의 이흩이 근거 엉는 엉당을 지어내나 보다， 라 

고생각었다 

“그러니， 선생， 훗융 이무시려거든 오스카프가 뼈씩에깨 알뤘다 “，~ 

글용 후착한데 가보세요 액작 부인의 늙온 충얘자인 그 사람융 당신 연 

으로 상으연， 부인과 냥연융 한꺼번에 얻게 되는 거죠 ” 

“그게 바로 '1J.꺼양돈이죠 " 미스티그리가 말했다 

“。h 그러니껴n 화가가 양었다 ”액은 백작의 양용융 잊단 말이로군 

빽작의 시풍이요'" 

“시종이라뇨’“ 요스카.g가 소리톨 질렀다 

‘블셰， 가까운 사항의 이야기톨 그련 식ξ로 항용D~;i..에서 악 하는 엉 

이 아니지요” 이스티그리가 양혔다 “젊은이 ， Pf'l!~ 찌'7/ 흩고 안양은 

감'7/ 흩는q고 했거늘1 당산 업은 안 들은 걸호 하겠융니다” 

“지양한 양씀n 연예르가 소리쳤다 “초혹운 동쟁라고 했지 ” 

Ohlsivo여 vculez réussir, r야xm며 t Oscar en prtnant un air ma 

licieux, ne VQ U$ adressa pas å lui, mais à sa femme ; i1 en est amour 

cux-fou, personne mieux que m이 ne 5ail à quel poinl, et sa femme 

ne peut pas le souffrit 

("'1 il adore sa ftmme et i1 n‘。.. 어s ta gronder. repril Oscar, iI 

joue avec elle des ‘::tnes à mourir de rire, absolument comme 

AmoIpbe dans la ∞médie de Molière ..... 

Le comte atterré regardait Pierrotin qui, le voyan‘ impassible, imag 

ina que le fils de madame Clapart débitaît des calomnîes 

"A야si ， monsicur , vouleιvous réussir, dÎI αcar au COrnte‘ 외，，， 

voir le marquis d'Aiglemont Si v。야 avez ce viei1 adorateur de ma

dame pour vous, V。띠 aurez d'un se피 ∞up et Ia femme el le mari 

C ’est ce que nous aπlelons foirt d'une pierrr de‘"'"ι， dit Mistig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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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ça, 이! " κintre， vous avez donc vu le ∞mte déshabillé, 
vous êtes donc son valet de chambre? 

• 50n valet de chambre? 5‘Icria ""'" 

- Dame, 00 ne dit pas ces choses.lå de ses amis dans les VIα""" 

publiques, reprit Mistigris. La prudence, jeune honune, est mèrt dt úl 

surdité. Moi, κ ne vous écou“e p" 

C'est le cas de dire, s’‘cria Schinner, dis-moi qt‘"ν hantes, je te dir 

ai qui tu ha녕 (802) 

일활용 용혜 말의 고갱된 의미용 용어헤치는 발자크의 기멸한 언 

어척 상상혁은， 언어질서의 전복과 교란올 희한 초현실주의자틀의 

J 52 proverbes mis au gl찌1 du jQUT33)툴 예고한다 

그(=월자크l는 궁극의 철과까지 놀이용 일고 나가 용 앵위아E와 앵자 

앵 에레의 r시대 취향에 잊훈 152깨의 속당j융 애고하는， 진갱한 축제에 
이흔다 

( ... ] il (=Balzac] ∞잉se le jeu j야qu’ãses ∞m여u，"αs ultimes, e‘ 
c'est un véritable festiva:’ , qui annonce les 152 ~ mis au 앵， du 

f""' 야r Paul Élua찌 et Benjamin Pére‘ l4' 

‘민중의 지에’라고도 불리는 속당에는 가치 앵가객 단언 앵위가 

함축되어 있다 속당에 담긴 ‘삶의 지혜’는 어떤 사실율 해석하는 고 

정된 훌로 작용하며， 일반척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35) 따라서 속당을 

33) Paul E1uard et Bc:에=띠 Pé>eι 152 ~ mis au goú1 du jow, P잉is， La 
Rfvolution 5ωt피.iste， 1925 

34) G. Macé, 앙의 율， p. 12 
35) "Uß proverbc est un tn~ ayant uoe valeur de vtrit~ 앙06에e (et non uni 

versdJe), que le Iocutcur pttte å un tnonciateω ""떠m'ι • q~띠~ φ∞e 

∞mme Ia voix ou Ia ‘'-'" 이tions， et avec 1여ue1 oe locu!eUI oe saurait 
" oonron"" ’ (Jean-Michel Gouvard, “Lø roπleS proverbωg“， μ갱‘.fr<m 
"‘’, n’ 110. 1아~，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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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는 언어유회는 쳐세융， 홍녕융 뒤집는 때러다， 당정척인 명제에 

대한 조룡의 힘융 발휘하며， 고정관념의 해체용 독자에게 유도한다 

이러한 사실은， 제대로 원 용세용 위혜서는 상황에 따라 객절히 속 

당융 조절해 사용항 출 알아야 한다는 이스티그리의 충고에서 분영 

히확인된다 

생모톨 부인히는 따영치한 죄훌 저지흔 '/'. 져기가 길홍우에재 영아나 
우룡당하고 ~는지톨 눈치 얘고 팡분얻 오스카르는 기업요 그용이 자기 

앙융 끝이동재 안률겠다고 경싱혔다 

“언쩍인다고 다 항공응 아니지요” 용꽂이 위는 눔으로 그가 앙했다 

“그찌 아예요• 'If"i얀q..;z rf 현긍~ 01'-1딩가 맞지.Il.. 숙당에 흉 더 

능용하지 않으연 외교판으로 용애하긴 블었어.Il.." 

Après av。σ commis le crime αtieux de renier sa mère, Oscar. pris 

d."，양 en devinant ∞mbien ses ∞mpagnons de voyage se m여uaient 

de luî, résolut de vaincπ a ‘。ut pris leur inatd띠j[e 

“ Tout ce qui reluit n’est pas or, dit.il en lançant des éc.Iairs par les 

y'UX 
Ça n’est pas ça, s'écria Mistigris. C’est : /，ωt α qui rt/uit n'ts/ pas 

φπ Vous n’ irez pas loin en diplomatie si VQUS ne p。싫do， 어s nueux 

VO$ pfO'、""". (800) 

여러 송객을 충에서도 요스카르훌 상대로 가장 많응 측당왜려다 

(총 II깨)가 이루어진다는 사싱 또한 우연은 아니다 성제로 r인생 

의 첫출알j응 r인조박j의 그 어느 소설에서보다도 속당 인용과 소 

설적 액락이 적절하재 연절되는 작풍이라 함 수 있는데， 발자크는 

륙히 젊은 오스카르가 대연해야 하는 어려운 상핑률융 조룡하기 위 

혜 속당등융 동원하곤 한다 

그 한 예로， 다른 송객률의 허세에 자존심융 다친 오스카르가 짐 

짓 자신의 미래용 장잇빛으로 제시하자， 미스티그리는 다음과 강은 

‘새로운’ 속당으로 단찰에 그 회앙올 무화시켜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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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 갱년이랴고 .링 에 격용한 오스카르가 앙었다 (",( ，‘선생， 제가 

비욕 미나의 부판이었언 척도 없고 제가 여태껏 홍양에 가온 혀도 없지 

안1 언젠가는 그곳애 가는 냥이 요겠죠 저회 가측이 저에게 갱해 훈 김 

응 바라건대， 재가 여러용 연애가 됐융 때 쿠쿠용 타고 에앵'f는 고역옹 

연하깨 해종 거에요 일단 자리톨 장고 중요한 인용이 원 다용에， 저는 

그 자리톨 지쳐 냉 거에요 n 

”옛 써대라 푼크F‘ 이스티그리가 육 연 정은 수엄 소리용 내자， 그 

얘문에 오스카프의 이야기는 한충 우스팡스컵깨 융었다 가영암 아이는 

수업이 >1라고 욕소리가 연하는 시갱에 융어셨댄 것이다 ’‘어생든” 이스 

티그리가 핏앙융 당압다 ”극"" 우온 서효 fl71는 엉이L/F/." 

。scar， irrité d’être .마"，1' κtil jeune honune, 이1("'( “ Sì je n‘" 
pas été I’aide de camp de Mìna, monsieur, si je ne suis pas alIé en 

。rient ， j’." 야u，ιtte. La carrière à laqueUe ma farnille me destine 

m’φ，，"，，'"‘ j'e야>ère， le désagrément de voyager en ∞u∞U， q띠nd 

j ’aurai vo tre åge. Aprts avoir étt un personnage, une fois en place, j'y 

"'I<<3L 

Ð αlamJ punctumr" 51 Mistigris en ∞ntrefaisant la voix de jeune 

C여 enroué qui rendait le discours d’oscar encore plus ridicu1e. car le 

pauvre enfant se bouvait dans la 어iode où la bilIbe pωSSC ， OÙ 1a 

voix prend 50n caracttrt “ Après tc ut, 이outa Mistigris, ks extrimes se 
boι"，"，" ， (799) 

여러 연에셔 오스카E잊} 흥미로웅 대조용 이루는 이스티그리는 

“일쩌갑치 직엉의 길에 툴어서서 이미 발달되어 있는 영인~’융 갖 

추'jl， ’‘애슐 혹은 소영융 륭해서 어론이 원 아이”다용 죠속생으로 

청확하깨 사회를 읽어낸다 소설 속애서 가장 진갱생 있는 인용료 

그혀진 드 세리지 액작∞mte de sérisy이 이스티그리에 대한 호강융 

갖는다는 것은 어쩌연 자연스려운 일이다 36) 

36) ‘Lcs jeull. de mots de Misliir‘ SUf 1es proverbes SODI précisbneol, 어1 nature, 
.......... ’., αmune "a.n.DOQCC dairernent un des πmliers kba.ngcs de ∞n 

@잉""" m ", ’8 ‘’~.~(N . sa잉ι 압의 융，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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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살의 오스카르가 배워야 항 것은 곁으로 드러난 의미툴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연애 강추어져 있는， 현실융 이끌어가는 

메커니즘율 ’에종어보는 일이다 'n 기존의 속당융 곧이곧대로 인용 

한 오스카르는 인생의 첫 여행길에서 가찌을의 속입수에 현혹되어 

첫 언째 시현융정험한다 

계속되는 오스카르의 시련은 결국 알제리 전쟁에서 한쪽 활용 잃 

는 육체의 ‘변형 déformation’을 겪으연서 블이 난다 따라서 미스티 

그리의 스송 조쟁 프리도의 입을 흥해 진슐되는 "Le voyage dé. 

forme la jeunesse’'(772)라는 새로운 속당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방 

식으로 소설융 요약해낸다 원텍스트(Le voyage forme la jeunesse) 

와 ‘뒤집힌 détωm'’ 속당'(Le voyage déforme la jeunesse)간의 거리 

에서 우리는 작용 전에툴 관류하고 있는 작가의 영장을 읽융 수 있다 

이용에서 우리는 아블레트 이앨Arlette Michel아 지적한， 창조의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클리왜에 대한 발자크의 반감융 떠율혀 율 필 

요가있다 

용로에트 이전에1 엘리에 드혈라당과 용루아 이션에1 방자크는 기성관 

녕， 혹히 “흉영”의 칙혈한 비딴지이다 이융 모두가 기생판녕에서 온 것 

은 계산되거나 무의식적인 시유의 정식으로 인왜 생져난 경과용이다 자 

유로용 역동성융 소설항으로써 사유가 이에융로기로 고착되어 결국 융리 

예로 우화되고 아는 것이다 샤유의 이러한 갱식이 그률의 눈에는 부르주 

아적인 현상으로 비찍졌다 샤고의 칭식은 철국 집단적 우인화로 귀결되 

어， 파영과 협장의 은일한 상승과 발융 맞훈다 

Balzac, avant F1aubert, avanc VilIiers de I’Isle-Adam et Bloy, est un 

3끼 “Les signes socîaux 5001 faUacicUJ:., Ia ‘K““ est mc:nteusc. Par 1es ra야”여" 
menlS in∞ngrus， Wlt dans 1’e얘<lC% d'une d.iligena: 민JC: dans k remps d'une 
adolcscence, le lecι~~야VOlt cc: φJC ne Jaissait pas présumer Ia suκaoe." 

(phi야pe Mustim, "SUf Un Débul dmu fa vit: jeu du hasard‘ "'"∞ dd’∞ 
casion, roman de 1‘intempestif', L'Annå balziJdmlY, n'’ 3, 1982,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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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κendeur des idées toutes faites et en partìculier des “ idées reçues’· 
TOllS voient en elles le produit de I’érosion ∞n∞rtée QU involontaire 

de la pensée qui‘ 야"'ant 잉n libre dynamisme, se fige en idéologie 

pour s'anéantir enfin 띠ns le diché. Cette érosion de la pensée leur 

apparaÎt conune un fait bourgeois: e1Ie aboutit à un abêtissement col 

lectif et va de pair avec une momée soumoise du sectarisme el de 

l' imposrure .38) 

언어유회에 대한 발자크의 지대한 관심융 이 창초의 문제와 연관 

지어 보연， 현실의 낡은 클리혜를 파꾀하고 변형시키는 발자크식의 

‘놓당올 순용주의에 대한 비판， 고정관녕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얼핏 쓸데없는 사족쳐럽 보일 수 있는 발자크의 언 

어유희는， 적어도 r인생의 첫출발j에 관한 한， 1840년대의 고착화된 

현실에 의미 김재 관여하고 있다고 알할 수 었다 

5 나가는글 

앞서 이야기 했듯이 r인생의 첫출발j은 로르 쉬르벌의 소악한 이 

야기툴 오태로 삼아， 몇 번의 변형올 거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그 연모의 과갱 속에서 우리가 눈여걱 온 것 

은 속당패러디의 문제와 이스티그리에게 부여된 어떤 상징적 중요 

성이었다 

되율이하여 말하자연 r인생의 첫출발j은 외양적으로는 성장소설 

의 형식용 취하고 있지만， 결국 알자크가 소설에서 그리고자 한 것 

38) Arlctte Michel, "Balzac ou I’띠" ∞ntre l'i아， ~αe’‘. in Voir tk {'tcriι ., 
M&nges 뺏 .. , G“0' Sagnn, !extes recueillis par J.-L. Cabancs, To띠。=.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Iι collection “Les Caruers de (ittératurc~ ， 199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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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스카르라는 한 범용한 깨인의 인생이 아니라 1830년 이후의 

젊은이틀의 오융， “ 1840년대 루이 필립 시대의 벙용향’'"에 관한 

이야기이다 낭만주의적인 생장소설의 교흩융 뒤정기 위한 효과객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작용 전반애 배치왼 언어유회라고 합 수 

있다 대혁명과 냐용혜용에 의해 일깨워진 모든 긍정척인 애너지가 

소멸된 사회와 모든 것융 비루하게 만을어버리는 순용주의에 대한 

비딴융 위해 양자크는 전북객인 언어적 상상력융 통원한다 알앵 바 

이양M잉1 Vaillant이 

위고와 더용어 방자크는 아아도， 비륙 영생하고 거정재냐야， 가장 째 

예적으로 알장냥융 용해 훗용융 만률어낸 19세기 학가률 충의 한 영이 

다 그련예 양장남용 여느 명엄한 훗용의 방식피낸 다르다 생각과 양의 

의미얘 기대는 고전주의 시대의 재치 있는 정구와는 달리， 양장난은 (용 

이나 청자의) 구세척인 언어 구성요소톨 유회혀으로 죠작함으효써 생겨 

나며， 언어효 하여긍 자신의 엉;동안 물질성융 장죠하도혹 만든다 알장난 

용 대째로 안세째혀 혹응 이판혀인 의이용 슐기고 있지안， 그것과는 우판 

하깨， 일장난이라는 장용 자세로 인얘， 이리 당용의 잉각생융 손상시잉으 

로써 당흔융 형신화객이고 항이상화하는 효과톨 갖는다 그러한 이유에 

서 어해연 양장난용 ( --] 망자크쩍 융쓰기의 "1잉스헌 풍기률， 그리고 그 

의 훌갤주의쩍 이학과 가갱 내입하깨 판현외는 앵식쩍 방엉영 것이다 

Balzac est sans d。이e， av(C Hugo, 1’un des ecnvains du XIX" siècle 

dont le M passe le plus systématiquement par Ie calemb아r， aussl ap

proximatif ou épa‘S 5Oit-i1. Or, le calembour n'est pas un procédé du 

rire que1conque; contrairemcnI au mot d 'csprit 야 l’'ge<’asSlqUC, qUl 

repose sur Ies idées et le sens des mots, le calembour découie de la 

manipulation IUd.iQl야 "" ∞nsnruan" ∞ncrtts (phoniques ou graph 

iques) du Iangage, il renvoie Ie: langage å sa ma‘érialité tri찌잉e 

Indéκndamment de 1a signification, 50uvent ∞n!ð"때re ou crmqtJoι 

qu ’iI dissimuie:. Ie: calembolα a par 50n fonctionne:ment mêπ"Ie un effet 

39) P. Wmgue, 양외 융 p_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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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mystificate1ιr et dés îd‘alisant à I’encontre du discours, don‘ il ßÙne 

par avance 1a gravîté: c’est pourquoi le calembour 1"') est peut-être le 

procédéfi이mel qui touche le plus intimement aux motivations 앙。tt"， 

de l’écrirure balzacîenne, et å son esthétique matérialiste ‘미 

라고 객융 때， 그가 지척하고 있는 것은 발자크의 언어유희가 그의 

글쓰기와 이투고 있는 속 깅은 상관관계일 것이다 

요컨대 r인생의 첫충방j에서 방견되는 것은 치일한 구성이나 확 

고한 용집력이 아니라， 글융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슐한 

농당들의 생기 있는 에너지라고 항 수 있다 r인생의 첫출발j에 대 

한 인식의 진션은 언어유회용 시당&은 말장난으로 보게 하는 대신 

에， 어쩌연 가장 방자크객인 특성을융 엿보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게 한다 

4이 AIain V‘i1lant, “&뇨ac mattria.liste, philosophe-blagueur" , in E. Bordaι J.-D 
Ebguy et N. Mozet (dir.), U .. m4Jhjaι~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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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a reconstruction des proverbes 

Les proverbes détoumés dans Un d딩but dans la vie 

SEON Yeong-a 

(Université Nationale de 잃ω1) 

Cet article a pour objet d’examiner les proverbes détoumés 

d깅lS Un dibut dans lct vit I un roman ma1 ∞IU1U er peU étudié de 

La Cmnédie hunwit1L 

Le thème central de ce roman est, ∞mme 1’indique le titre, 
l’histoire du jeune oscar HUSSOD, quî finit par incamer “ le bour

gOO1S mαieme" _ Or. ce qui est intéressam dans ce roman, c'est le 

∞ntraste entte 1’histo Îre de 1’ascension très prosaïque du jeune 

。scar Husson et la présence dcs jeux de mots qui caractérise la 

narration. En effet, 00 κut re야rer 띠ns ce court texte unc treD 

taine de “ proverbes estropiés’‘, pour la pl얘art de Mistigris, ω1 
personnage qui incame la fascination que les jeux de mαs ex

ercent sur Balzac. Celui<i attribue, nous semble-t-il, une im 

porran∞ plus grande à ce personnage se∞n따ire qu’au héros 

pnnop외 Pour preuvc, si le roman n’est jamais désigné sous le 

nom de "Oscar Husson", il I’est sous celui 야 "MistiJφs" par 

l’auteur Iui-même dans une lcttre adressée à Mme Hanska; il est 

significatif aussi que Balzac le dé미ve avec 뻐e visible sympat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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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à, 00 야ut 띠π que Mistigris a여미ert une unpαtance sym. 

b이ique dans la conscience du romancier 

Et à nos yeux, d잉"u，끼 délnι dans /0 vie, mieux que dans ωut 

autre roman de B혀zac peut.강σζ les jeux de mots ∞ntribuent à 

la ∞.nstruction du sens de 1’æuvre. C'est JX>1ll signaler la fausseté 

야s idées toutes faites et le caractère dérisoire du paraître socî히 

que Balzac emploie ces proverbes modìfiés 

주제어 오노헤 드 발자크 r인생의 첫출발' . 속당， 언어유회 

Mots-clés : Honoré de B혀zac， Un début dans la viι proverbe, jeux 

de m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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