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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송 진 석 (충남대학교) 

혈리앙 그라크(Julien Gracq, 1910-200η의 생애에서 」의 유일 
한 연극 r어부 왕 Le Roi 뻐'chι때 이 초연되고， 그로부터 몇 달 뒤 r뱃 

심의 문학La UUt:ratllre tl /'estol’WCJ ol 집펼된 1949년은 그야말로 그 

의 문학적 삶의 중대 전환이 비롯된 해라고 발할 수 있다 r어부 왕』 

은 그라크 문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성배 Graal플 극화한 

작품으로1 그해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몽파르나스 극장에서 

마르셀 에랑Marcel Hcrrand이 연출을 담당하고 마리아 카자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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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연을 맡은 가운데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그러나 참담한 실패 

로 꿀났고， 당시 첫 번째 희곡에 대해 지급되던 정부지원금 덕분에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 

다.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그것을 수긍하지 옷했다는 사실이다. 그 

는 비평가들의 반용에 작품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없고 부당한 비난 

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시 문단의 행태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풍경들 외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가 도사리고 있음을 본다. 그는 당장의 즉각적인 반옹은 자제하지 

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뱃심의 문학j을 쓰는데， 그 과정을 

신랄하고도 해학적인 펼치를 섞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Quand je fis jouer une pièce, il y a une quinzai.ne d’années, La suf

fisance des aristarques dans 1’éreintement (je ne me piquc pas d’im

paπi허iré) me donna quelquc pcu s따 lcs nerfs, mais, cornme iJ cût été 

ridicule de m ’en prendre à mcs juges, une envie de volée de bois ven 

mc resta dans les poignets. Quelques semaincs après, je me saisis un 

beau jωr de ma plume, et il en coωa tout d ’ lIn tr킹t La Liuérature à 

/'estomac. MM. Jean-Jacques Gautier et Robert Kcmp m’avaient fo山끼i 

le punch qui me manquait pour tomber à bras raccourcis sur Ics prix 

litt.앙aires et la foire de Sa i.nt-Germain , qui n’en pouv잉ent mai.s - cas 

c1assique dll passant ahuri, longeant une bagarre, qui se retrouve å la 

pharma디e pour σime de proximité.1) 

약 십오 년 전， 내 희곡이 공연될 때， 혹명을 일삼는 비명 귀족들의 오 

맨나는 공명무사하다고 자부하지 않는다)은 내 신경을 얼마간 자극했다. 

하지만 내 심판관틀을 공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으므로， 회초리를 휘 

1) Julien Gra띠， μnrines， CEuvres cvmp/.짧 [1, P값is， G왜imard， coll. “ La BibliOlhèque 
de la Pléiade", 1995, p. 152. 이 논문에서 뱃싱의 문학4을 안용활 성우， 1989년에 

나온 강은 딴본 지1 1권읍 사용할 것인바， 본문에 괄호를 열어 쪽수반을 표기한다 

그라크의 다른 팩스트-둡용 인용한 때는 히|당 재옥융 직은 뒤 그것이 상기 딴본의 

세 l권에 실였으띤 ‘&θcql ’. 저12권에 실였요면 ‘Gracq 2’로 간단히 표시하시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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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고 싶은 욕구는 손에 남았다. 몇 주 뒤 어느 날 냐는 벤올 삽았고， 

그로부터 r뱃심의 원학」이 단솜에 휴테나왔다 장자크 jl티에 씨와 로비l 

르 캠프 씨는 내게 펀치를 벅였고(그것은 매우 본의 아니 게 나플 그들에 

깨 신세진 사람으보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어생 수 없는 운학상깐과 생 

셰르맹 시장을 내가 온힘쓸 다해 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싸용- 옆을 

지나다가 가까이 있었던 죄로 약국에 가게 된 어이없는 행인의 전형적인 

껑우라고나 할까，2) 

r뱃심의 문학』이 겨냥하는 바로시， 문단블 가리키는 “생제르맹 

시장”에 앞서 문학상이 언급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r뱃 

심의 문학」에서 문화상을 공격하는 대목은 문단 비판에 할애된 부 

분과 비교 자체가 부의미할 정도로 작다. 하지만 그갓은 1951 년 『시 

르트의 바닷가 Le RiI'age des Sy，π짜에 수여된 공쿠르 상의 거부로 연 

결되고1 r뱃심의 운학j에서의 발언이 실제의 결과로 반영된 유일한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라크에게 공쿠르 상 거부가 중요한 

것은 그것윤 통해 운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에 은둔하는 작가 

의 이미지가 고착된 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는 한편 뱃심의 

분학l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49년에서 1951 년에 이르는 시시사 갖는 전환점으로서 

의 의미는 보다 깊은 차원에 자리 잡는다. 그과크 문학의 초끼는 은 

둔히는 작가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먼저 섯 작품 아르골 

성에서 AI/ c!uÎtrol/ d’'AlgO/J( 1938)의 시문에서 그는 상징주의， 바그너 

의 영향과 함께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천명하고， 이러한 입장의 표명 

은 책을 받은 브르풍의 호의직인 면지와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진 

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1948년에 초현실주의의 수장을 꽁감의 

어초로 고찰한 평론 앙드레 브르홍j을 집멸하기에 이르며， 비록 초 

2) L라크의 띠스트쉰 ~!용하여 우리만로 용{I 성우 가능한 원분에 ‘&심하에 읍가며， 

시꾀성이 문세월 매뉴 씬윤을 탱시하시i’ 인다. 



230 H이문화권어-I~ 제23~ε 

현실주의 그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딴， 두 사랍의 관계는 이후 띤함 

없이 지속된다. 또 r어부 왕j만 해도 성배 신화를 기독교적인 입장 

이 아니라 초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 

라서 그라크는 초현실주의 운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던 1938년부 

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한 초현실주의가 새로운 지배 

적 경향으로 퉁장한 실종주의와 대립하던 시기에 초현실주의에 호 

의적인 목소리캅 냈던 셈이고， 그런 만큼 은둔하는 작가이기는커녕 

당대의 지적 논쟁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딸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홍써l서 그랴크는 그 어떤 글보다 시 

사적이고 공격적인 r뱃심의 문화j올 썼으며， 이 글이 공쿠르 상의 

거부와 문단과의 결별로 이어졌고， 그는 이후 “아방가르드의 단영 

자”가 되었다는 접에서 이 시기는 하나의 중대 전환접으로 떠오르 

는 것이다.4) 

많거나 적게 비명적 성격을 딴， 그리고 길거나 짧은 에세이는 그 

라크 작품의 엄연한 일부괄 구성한다. 1948년의 r앙드러l 브르장j에 

서부터 출발하는 그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서문들을 모은 l 선호 

R짜TmCI'I>J를 거쳐 단펀(홉í J’'" fragmenr)의 글쓰기에서 결정적인 형 

태를 발견하고I 1954년 3월부터 공책에 여행， 독서， 생각 동을 자유 

롭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이 글쓰기는 모두 여섯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옹다.5) 보통 팽플릿으로 부르는 r뱃심의 문학j은 이러한 에 

3) Michel Murat. Jlllien Gra，여， P없， Plerre Belfond, p. 14 1. r아i!.쉰 성애서 부터 

어죄! 왕 에 이it는 그라」의 소기 vt.합에 대혜서{_ 다은 자리에시 이띠 어 ;f한 

IJ~ 있다(쏠고 r휴미니즙， 낭만주의 ":.1 닝 l .oL 헨대성JI in 시르브의 ".닷기 , 맨안 

사， 2006, 439440쩍) 

4) "아방샤료드의 얀영자나 déserteur dc I'av뻐t.엉tdc" 는 미영 우|라가. 그라1와 
20세시 전반의 지시 맥락A의 관계갚 신명하는 상에 룹인 지l뇌이다(M. Murat, 
lbicl, pp. 137-157) ..1.는 ”자시 시대의 ;(1 석 논쟁에 배한 그라」의 한t옆} 상이는 

1951 닌 가올 공구갇 상과 앙에 끝난다”고 빨한다{p. 15이. 
되 BemhJ’d 801C. "Chtonologlc" , in Gracq 1, p. L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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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이들과 어떤 관계쓸 맺는가? 그것은 분명 신랄한 풍자와 아이러니 

륜 빌어 구체적인 대상등읍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또 조풍하고 있다 

는 점에서 팽플릿이라는 이듭이 어올려는 듯 여걱진다.6} 그러나 뒤 

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며보겠지만， 실명이 거론된 경우는 드물고 

공격의 강도도 지나치게 심하지 않을 뿐더러 전제적인 글의 플은 언 

제나 진지함에 바탕을 둔 운학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뱃 

심의 문학‘은 분명히 뱀플릿의 성격을 갖고 있되 여타의 비명척 에 

세이에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기능하다，7) 이러한 사실은 커다· 

란 중요성을 갖는다. ’ 뱃심의 운학j을 팽플릿으로 본다띤 아무래도 

옳고 그름이 문제되는 윤리적 독서가 우세해지겠지만， 그것올 문학 

론으보 분류하는 순간 운학적 성찰의 측면이 강해지기 때분이다. 

이와 같은 -뱃심의 문학‘폴 고잘하는 이 글이 연구의 목표로 삼 

는 바는 간단하다. 우리는 작지만 날카롭고 의미 깊은 이 책의 구성 

과 어조를 살피고 그 내용옴 검토하며， 그것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밀←하는 것을 싱잘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연구 추제가 이 

또꽉 특정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r뱃심의 문화』은 그라크 연구 

에서 자주， 아니 거의 빠집없이 언급되는 책이다. 하지반 그것은 언 

제나 세상에 대한 작가의 태도블 설명하는 데 관련되며 단면적인 언 

긍에 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그 결과 생겨나는 부정적인 두 가 

지 현상이 있으니， 하냐는 책에 대한 불균형한 소개(예컨대 앞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문화상 벼판에 대한 강조가 그것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책에 대한 여유 있고 깊이 있는 고찰의 결여이다. 우리가 보 

6) B Boic, “Noticc", 비 Gra，띠 1, P 1313, 
7) 이 섬에서 우리는 써1븐힌논 보이 。9. 낀 째닫 감이 힌cl-(‘'Malgr앙 5a tonahrc po. 

lérnique, La LlftéralLlfC 0 I ’ðlomac CSI au fond plus prochc de Id fonnc de I’cssai 
que celle du pamphlel "(8 BolC. Ibid, P 1315)), 

8) 이 섬유 우리 연구의 빈약한 산앵연쉬 상죠갚 설명해수는 동시애 :L섯애 새보용{올 
앤장혜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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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뱃심의 문학j은 오늘닐에도 여전히 유효한， 아니 자본과 기술 

이 맹위륜 떨치는 오늘날에 더욱 요긴한 목소리와 메시지를 담고 있 

고， 그런 만탐 그껏을 제대로 고찰해보는 것은 총봄히 의미 있는 일 

이다. 그 의미는 대략 세 가지로 발할 수 있을 터인데I 1949년 당시 

문학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 날로 더욱 첨예해지는 문제 가운데 하 

나인 문학과 대중매체의 관계릎 다시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문학과 

관련한 프랑스 문명의 특수성을 관창해보는 잣이 그것이다. 세 번째 

의미의 경우， 한국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지닐 수 있는 의미인데， 특 

히 프랑스 문화에 대한 연구와 고찰에 좋은 단초찰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이다. 한 가지 일러두고 싶은 것은， 짧은 이 글을 통해서 그라 

크가 다채롭고 재미있게 그려내는 1949년 당시 프랑스 문학의 풍경 

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 

만 그것플 지시해주는 지표들올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r뱃심의 

문학j으로 기는 길을 열연서 우리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2. 접 근 

2차 세계대전 직후， 더 정확히 말하띤 1949년 당시 프랑스 문학 

의 상황윤 비판적으로 고찰히는 I뱃심의 문학j은 진채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문학작품 또는 작가와 독자가 

맺는 관계이다.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켠다. 첫 부분은 위기의 그 

림자가 짐게 드려운 1949년의 문학을 둘러싼 전체죄인 분위기， 정치 

적 대 립， 그리고 한탄을 자아내는 문단의 풍습읍 깨관하고 있으며， 

일종의 서론 구실을 한다. 이어지는 밝월 분량 면에서 앞부분을 

압도하며， 작가와 독자의 관계룹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 부분은 다 

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짧은 앞부분은 ‘취향 goût’에 따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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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훨씬 더 길고 뱃심의 문학 에서 가장 큰 몫을 자지하는 뒷 

부분은 ‘의견 opinjon’에 따른 작가와 독자의 관셰블(525) 취급한다. 

이와 깥은 구성으로 작가와 독자의 관계릎 심근하는 그라크의 관 

접은 우리가 보기에 크세 두 가지 측연을 갖는바， 그것은 역사적 측 

면과 문명론적 측면이다. 번저 역사적 측띤에 대해 말해보자면， 그 

젓은 표면적인 체계성을 띠지 않는다.9) 역사적인 관찰과 비교는， 

1 949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고찰에 근거를 제공하고 논지블 강화하 

거나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원된다. 이러한 역사직 참조는 다분히 기 

농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띠며 」 법위는 그다지 넓지 않다. 단연 

적인 지적쓸 논외로 할 때，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참조 

는 샤토브리앙， 베랑제， 라마르탠느， 위고， 발자크 등의 J9세기(544-

545)에 위치한다. 보다 종요한 창조는 1949년 현재 여 전히 현재진행 

형 상태에 있는 초현싣주의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 문학올 

주도하는 실촌주의에 대한 것이다. 이 두 흐름은 서로 대립하고， 그 

라크는 초현실주의의 자장에 속하며 그 핵심적인 가치블 공유하지 

만， 「뱃심의 문학j은 그 대립을 부각시커지 않는다. 그도 그렬 것이 

이 비판직인 끌이 초점한 맞추고 있는 것은 작가와 독자의 관계로 

서， 더 넓은 차원， 곧 분명론적 차원의 변화가 운제되기 때문이다. 

그라크가 추목하는 것은 1949년의 현실이고， 따라서 실존주의룹 둘 

러싼 맥락이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초현실주의 시기 또한 

부정적인 연윤 갖기는 [I}-찬가지이다. 예컨대 당시 비명올 추도하며， 

문학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전후의 독자들을 향해 “충격의 비평” 

블 행하는 이틀은 “ l차 세계대전에 이른 ‘질용노도’의 시기에 수업 

올 받은"(523-524) 사랍틀이다. 한마디로 『뱃심의 문학』은 역사적 

시각을 채택하고 있지만 어떤 문학 유파나 경향에 따른 가치 명가는 

9) 이 접에시 뱃심의 운학 은 현대 운학의 전새칠 3세대퍼 구분하여 주김이는 시 딘 
트르의 섣아이란 부엇인/꺼 와 구볍왼t:}{Jean-Paul Sartre, Qu 'CSloCr qlll: 111 litlñ-
atIlU? Paris, Ga11imard. coU ‘'folio/essa lS", 19-18,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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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며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월의 영역플 아우르는， 즉 문명론 

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작가와 독자의 핀-계를 살 

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시각은 이렇게 문명론적 시작에 연결되어 있거니와， 이 문 

명론척 시각은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작가와 독자의 관계 

의 변화과는 일반적인 사실 이외에 프랑스적 특수성에도 관련된다 

프랑스적 특수성은， 이룹테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문 

학이 매우 중요한 위치룹 차지하고 있고(537) ， “프랑스의 독자는 자 

신의 생래적 운명이 문예공화국 대풍령들을 뽑는 것이라는 사실올 

알고 었으며”， 문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의견이 없어시는 안 되 

고 반드시 자기 입장용 밝힐 줄 알아야 한다는{53이 사실， 그려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리킨다. 그라크가 말하는 

프랑스적 특수성은 에른스트·로베르트 쿠르티우스가 영국，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며 프랑스 문명에서 운학이 수행하는 역환에 대해 말 

하는 것， 10) 그리고 사르트르가 프랑스 작가의 사회적 상황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작가의 상황과 벼교하며 말하는 것과 일지하는 면이 

있다. 쿠르티우스와의 농L통점은 표랑스에서 분학이 차지하는 중요 

성，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나 예술 분야가 감히 나누어갖지 못하는 

막대한 중요성이다. 사료트르와의 공통점은 다른 나라 작가와는 다 

르게 프랑스 작가가 갖는 사회적 지위의 안정싱과 항구성， 11) 그리고 

“분예공화팍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요약하는 작가의 사회 

적 영향력에 12) 관련된다. 그러나 쿠르티우스， 사르트르와 그라크 사 

10) Emsl.Robcn Curtius. Ess(Jí s/lr la FfIIl1α， Editions dc 1’Aubc, 1990 ( 놔인어 초싼 

1930), pp. 155.157 

11) "L ‘Amencaln, avanl de féllfe des hvres, a souvent exercé des mèuers man. 

ucls. il Y revient entrc dcux romans, 5a vocation 1uI apparail 3U ran이1， à 
1'3lc!ier, dans les rucs de la ville (. "J" (J.-P, Sanre, Ibid, p, 169). 

12) “En An밍elcrrc， les inlcllectuels SOI1l moins ÎDlégrés que nous dan:. la coUecú. 

vité , iJS formenl une castc excnlnquc 어 un pcu rcvêchc, 엔li n'a pas b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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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차이가 있으니， 앞의 두 사함은 이러한 프랑스적 특수성이 

생겨나게 된 연원윤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그라크는 그 

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만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르티우스가 1 7세기에 “리슐라외와 루이 14세의 

의식적인 노력”의 칠과로서 “문학과 국가 사이에 밀접한 융합 fu

sion"이 생걱났으며， “ 18세기에 문학이 사회 비판과 정치 개혁에 봉 

사했다”는13) 사실윤 거론한다연， 사르트르는 “우리보다는 한결 흉 

활한 먼 옛날의 신ull틀이 프랑스 대혁명의 선구자였던 덕분으효， 한 

세기 반이 지1남 오늘날 역시， 지배꺼|급은 영광스럽세도 우리룹 다소 

나마 두려워하고， 우리를 정중히 다루고 있다 "14)고 말한다. 정러하 

자연， 그라크는 역사적이고 문영론적인 시각으로 1949년 프랑스에 

서의 작가와 독자의 판계를 살피되， 역사적 시각은 처l겨l성플 띠지 

않음 뿐더러 2차 세셰다l전 이후의 현대에 집종되어 있고， 문명룬적 

인 시각은 쿠르티우스 또는 사르트료와 달러 프랑스적 특수성의 연 

원완 탐색하지 않은 채 눈에 멸쳐지는 상황올 일종의 소여로서 반아 

틀이는 대 국한되며， 마로 이려힌 uj.t장 위에서 관학윤 질문히·는 형 

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떼시아를 보지 꽂해서는 안 되었다. ( ... ] 달이 지나고 해가 시났 

다. 피로가 오고 ul'상에서 깨아났마. 눈을 비였다. 눈앞에는 상스러 

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랑프리 기수가 민달맹이갚 타고 질주하는 중 

이었다.’'(523-524) 위대한 작가의 탄생을 고대하는 2차 세계대전 이 

coup dc contacl aVL'C lc: resre de la pop비a너01\." (J.-P Sartre, lbid. p 170) 
13) E .. R Cunius. lbid. p 156 

14) 시!’ r~료는 갱작한다 ·‘」러나 련딘애 사는 우리의 동.li.섣은 그런 영광원 ‘F억용 

시지놔 았 "'1 붓해사. 아무도 그듬응· 두려워하지 않고 • .L퓨-3" !f-해부약한 흔새라 
3l 생각한다’'(J.-P. SanJ'c. lbid, p. 170) 분하이란 무엇인개」의 인용푼 새이븐 
생냉한 .ll!.수의 맨。1( '1 1유사. 1998) 유 악용하되• ::L 서 시사항끈 생략하71 !ι 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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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프랑스 운학계를 풍자한 이 때목은 r뱃심의 문학J의 언어와 어 

조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셀 뭐라는 “F뱃심의 문학j 

은 진세되고도 격렬한 차가운 달딴으로 빛나거니와， 혹명에서 그토 

록 창의적이고 그토록 반듯한(개인적 공격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가가 초기에 투기장에시 물러난 것을 아쉬워 

하게 된다"고15) 말한다. 베른힐트 보이으는 “논쟁의 경쾌함， 가차 

없고 필요하연 도발적이기도 한 야유의 쾌감， 정곡을 때리는 문구를 

만드는 갑각l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맴플릿의 힘올 이루는 모든 것이 

r뱃심의 문학 에 동원되어 있으며， 텍스트에 차가운 난카로움쉴- 준 

다. 반면에 사석 논쟁의 성향이나 상대에 대한 직접직인 공격의 취 

미는 꺼기서 발견되지 않는다"는1 6) 사실을 관찰한다. 그러나 개인 

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 지 

식을 내세우며 문학비평에서 자신의 입지뜰 공고히 하려고 시도하 

는 [ ... ) 초심자’'(542)는 르내 에티앵블 René Éricmble용 가리키뇌， 비 

판의 중심에 놓인 실종주의 진영에서는 특히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직접 거론되는 가운데 아이파니의 디}상이 되며(542) ， 금에서 지속적 

으로 그 존재가 강지되는 사르트르 역시 벼판의 기조에서 그 이룹이 

한 차례 언급된다.17) 하지딴 에티앵블은 이퓨이 명시되지 않고， 보 

부아르는 아이러니에 의해 공격의 강끝이 가려져 있으여， 사르트르 

의 안급은 일회적이라는 점에서 두 연구자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하 

겠다. 

r뱃심의 문학j의 언어와 관련하여 특별히 추목할 것은 비판과 공 

15) Vl랴샤 주복하는 대목은 섣야상을 tJ l만하는 대씌<11 더I(M. MUTaI . Ibid, P 208). 
l닌~"u~ ~l~애 묶어 째시 δH-=- J.섯{i 아마도 1 신란함의 강단얘시 가정 간 

[11 씩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산시 뒤에 i것쓸 인용~~ 것이다. 

16) B. Boie. lbid, p 1313. 
17) "Ie suα:ès foudroyam de la co매onC1ion. d ’aillcurs ∞ntrc nalure Sarrre윈

Camus"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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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풍자와 야유를 위해 풍부한 너|유를 통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장 눈에 띠는 이미지는， 첫 문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신용어용 valeurs 

fiduClalrcs"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융과 증권거래에 관련된 것들 

로서， 그라크는 “증권거래소’'(529) ， “갱캉푸아 QuincampolX 샤”， “선 

도추V외eurs pilolCS ’'(531), “종신연금과 소액 저축"(533) ， “주가 조 

작， 투기’'(53기， “신용거래， 인픈레이션， 명가절효F’(538) 같은 표현 

든을 사용하여 투기들 연상시키는 문단의 그릇된 행태관 비판하고 

있다. 금융과 투기에 관련된 이미지들과 대립하며， 그와 관련된 행 

태와 대척점에 위치하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플 강조하는 폭징적인 

이 01지들이 사랑에 관련된 이미지틀이다. 예컨대 “사랑에 지진 육 

처|’'(527)， “미인의 기준’'(527-528) ， “커다란 정열을 불러일으킨 여 

인’'(532)과 같은 은유뜰이 그것인데，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은유들은 문학에 접근하는 그라크의 독특한 방식에 관련된다. 이 

밖에도 그라크 글쓰기의 강력한 표현력을 보여주는 무수한 비유들 

이 비판과 야유에 강도와 예리함을 더한다. 그것들은 자주 실잣기 fi

lagc처럼 다른 비유틀을 파생하고 일종의 이야기 récil룹 구축하는 방 

식으로 발전되면서 어소에 심요함과 풍부함을 부여해준다. 

3. 비 판 

F뱃심의 문화j의 서두에서 비판의 칼묻은 프랑스 문명의 특수성 

부터 공격한다. 프랑스인은 “그의 나라가 그 기반에서부터 성신적 

작엽을 통해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니 위대한 작가 

틀이 있었고， 언제나 있쓸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이펀 사실응 아는 것이 “ 1940년까지 프랑스 군대가 무석이라고 알 

고 있었던 것”과 갇은 차원에 위치한다는 정이며， 그보다 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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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프랑스인이 “별로 읽지 않는다”는(5 1 9) 접이다. 해마다 

‘위대한 작가들’은 꾸준히 수확되고， 그 결과 1949년 현재 생존하는 

워대한 작가가 그토독 많았던 직은 전례가 없용 정도이지만， 알지 

옷한 어딘가에시 점정되는 작가의 명판에 대해 프랑스인플은 의구 

심쓸 품기 시작하고， 여전히 분화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딴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 달리 말해， 그플은 립서비스로 그철 뿐 책을 사지 않 

는다{519-52이. 요컨대 말은 무싱하되 “썩은 판자 위를 나아가는” 

것 깜은 “당혹과 란확실의 느낌”이 문학을 펀퍼싼 1949년 프랑스의 

분위기를 특정짓는데， 이에 대해 그라크는 “운학의 위기가 있는시는 

모르겠으나， 문학식 판단의 위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 

언한디{521). 즉 1949년의 프랑스 문학의 상황에시 그라크가 주목하 

는 갓은 작가와 독자의 관계이고， 얼마든지 다양한 양상을 띨 수 있 

는 독서와 판단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학적 판단의 위기가 생걱난 원인으로서 그라크가 휩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45년에 문학을 개인주의 문학과， 당의 

명영에 완전하게， 그리고 자딸적으로 순종하는 문화으로 나누따 그 

사이에 그 어떤 접정도 설정하기 어볍게 만들던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다. 하지만 이 대립은 이저1 부분적으로나마 분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실 그쳤는데， 그것은 이데용로기적 문학 생산이 더욱 과격해지 

면시 주변화되었고， 결과적으보 품학적 영향력윤 잃었기 떼문이다 

(521-523). 원인의 다른 하나는 목소리가 큰 비명가들의 존재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현실주의 시대에 비명 수업을 받으며 목소 

리플 높이는 벼풋이 들었고， 진후에 비평계룹 주름잡게 되었으며， 

위기 속에서 마치 매시아를 기다리듯 위대한 작가의 출현윤 고대하 

는 분위기와 맞아떨어진 이들 “충격의 비명기뜰”은 그릇된 신단과 

예견으로 독자들의 “당혹과 불확실의 느낌”을 심화시킨다{523-524). 

위대한 작가의 요구는 매번 등장하는 신인 작가가 “촉성재배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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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나옹’'(524) 것처럼 보이세 하며， 바로 거시시부터 문학상에 

대한 그라크의 유명한 비판과 야유기 비롯된다. 아마도 r뱃섬의 문 

학』에서 가상 널èl 회자되는 그 대목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은 충분 

히 의미 있는 일로 사료된마. 

on duall parfois, au nuheu dc la ficsta ritueUe el colorée qu ’est de

vcnue notrc “vic Ijπér따re .. , un trOm야ne affol강 qUl sonnerajt lOut par 

peur d’en passer : la sortie du taurcau de course cl cellc du cheval du 

picador. Aussi voir.on σop souvent en effet la “sortic .. d’un écrivajn 

nouvcau nous donncr Ic spectaclc pénible d’ unc rossc cfflanquée es

sayant de soulcvcr lugubrement 5a αoupc au miheu d ’une pétaradc 

th찮tralc dc fouets dc cirque - ncn à faire ; un tour de pistc suffit, il 

senl I't'Ct/rit' comme pas un, il court maintenant å sa mangeOlre 11 

n’est plus bon qu’à radioter, à fourrer dans un jllry /ill짜1;α’ où à SOI1 

cour il couvcra 1’an prochain quclque nouveau “poulaim> aux jambes 

mollcs ct aux dents longucs. (Pulsque j ’cn suis aux prix littér없res， ct 

avec 1’extrêmc méfiance que 1’on doit mettre å soUícitcr son inrcr

venòon dans Ics Lieux publics, JC me permers de signaler à la pohcc, 
qui r낭primc cn principe les artenlats à la pudeur, qu’íl est temps de 

mettrc un rcrmc au sα:ctade g1açanr d’샌crivajns .. dressés de naissancc 

sur leur train de derrièrc, et quc dcs sadiques appâtent a띠ourd’hui au 

coin des rucs avcc n’띠1porte quol une boutcillc dc vin, un camem

beπ - comme ccs bambins pi띠Uants qu ’on ti잉sait jadls plonger dans Ic 

bassU1 de SaU1t-Nazaire en y Jcranr une plèce dc vingt sous en

veloppéc dans un bout de μψ;f!T' joun/(/I.)(524-525) 

이따급 우리의 ‘운학적 삶’에 나픔 아닌 의려|석이고도 화려한 축제의 

한중간에 혹시 놓치지나 않음까 뚜해우l 황소의 풍장과 피카도르가 탄 말 

의 동장 .!i!.뚜에 올리는 트럼 엣 감다고나 합ηh 그리하에 새로운 작가의 

‘개용’이， 시케스 채쩍의 연극적인 연속음 한가운데에서 비용하게 궁둥이 

를 틀어 온떠려고 에쓰스는 말랴비뜸어진 말의 고용스려운 광성을 우리에 

게 제공하는 것융 보게 된다. 아부것도 할 게 없다. 트랙만 한 바퀴 돌아 

도 힘에 뇌 서는시랴， 그는 누구보다도 심한 허기릎 느끼고， 이제 구유를 



240 괄어분화권연구 제2H‘ 

향해 탈려간다. 그는 랴디오에나 월언하고，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띨어 넣 

기에나 직함한데， 이판해에는 허약한 다리에 긴 이빨을 지닌 새로운 ‘망 

아지’갈 !’냐| 알을 원{듯 품을 섯이다. (문화상에 대헤 말하고 있으니까 

얘기지반， 공공장소에 그 개입픔 요청할 때 따땅히 취혜야 한 극도의 조 

심성용 다하여. 나는 강제추행윈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경싼에게. 오늘냥 

가화성 여태성욕사픈이 포도주. 카l앙1111르 등， 아부젓이나 플고 심모풍이 

에 서서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로 인어서도록 매운 ·작가들’윤 노라는 오 

싹한 광경에 종지부삼 찍플 때가 되었다는 사섣욕 얄리고자 한다. 그틀은 

예전에 이심 수짜리 동선플 신문지 끄트머랴에 싸서 생나제르 쪽에 던지 

면 가지 뛰어들던 핵왜"1 <'1는 어린애틀파도 {J-다.) 

잔인활 성도의 용자와 해학을 보여주는 이 구절은 1949년의 문학 

이 저한 당혹과 불확섣의 상황을 응축된 형태로 보여춘다. 여기에는 

세 주체가 참여하는데， 프랑스 문학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이는 

책을 별로 읽지 않는 데서 온다) 이 위대한 작가에 대한 막연한 기 

다림과 부질없이 뒤꺾이는 독자플， 이들의 기대에 부용하기 위해 새 

로운 작가가 등장할 때마다 환호하고 과장하는， 그러나 칠파적으로 

실망만을 초래하는〈“민달팽이를 타고 질주하는 그랑프리 시수”， “쩍 

쩍거리는 어랜애들") 비명가들， 그리고 명예와 물질의 유혹에 넘어 

가는 작가뜰은 모두 자기 몫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전체적인 조앙을 통해 ”문학적 판단의 위기” 

를 제시한 그라크는 이제 비판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한다. 엄격하 

게 체계적이기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올 언급하며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그의 비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켠다. 

3.1. 프랑스적 특수성 

먼저 그는 프랑스의 독자와 비명가들， 아니 그보다 차과리 프랑스 

인들이 작가와 작품윤 어떻게 취급·히는가를 고려한다. 한 나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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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풍경은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소비되고 분류되는가에 따 

라 그 커다란 부분이 걸징휠 것이다. 그라크는 프땅스 문영의 특수 

성을 이루는 그것을 다음과 갇이 그려 보인다. 

Mais 1e FrançalS. 씨J . se dasse au contraire par la mantèrc qu ’iJ a 

de parler 1ittêrature, Cl c’CS1 un s내et s따 lequel 11 nc supportc pas 

d ’êrre p디s de court ccrtains noms jetés dans la convcrsatlon sont 

ccns강s ap야ler automa t.iqucmcOl une réactìon de sa part, commc si on 

| ’enrreprenait sur sa santé ou scs affaires peJsonn이Jes - tl Ic scnl vive

ment - i1s sont dc ccs s띠cts sur Icsquc1s i1 ne peut se fairc qu ’i1 n’ail 

pas son mot à dire. AmSI sc lrouve-t-u quc 1a 1tttérarurc cn France 

s’écril et se critiquc sur un fond sonore qui n'csl qu ’à elle. et qui n’en 

CSI sans doute Pas entièrcmcOl séparab1e : une rumeur dc foule sur

V이썼 et instabJe, et que1quc chose comme le murmure enfiévré d ’unc 

pcr홉ruelle Bourse aux va1curs. Et cn e많t - pcu importc son volumc 

cxacr et son nombrc - cc pub1ic cn continucl frottement (i1 y a tou

jours cu à Paris d얹 “salons>> ou des “quartiers lilt뼈ircs •• ) comme un 

public de Bourse a Ja particuldrllé bizarre d ’Cσe à pcu près consram

mcnt cn 냉tat dc foule., : mêmc happement avide des nouvellcs fraîch

c:., aussitôt bucs partoul å la fois comme I'eau par Ic sablc. aUSsttôt 

ampli댄양 en bruits, monnayées cn 야hos ， en rumcurs dc coultsscs -

mëme nervosité, même instabiltt，앙 féminine d킹lS Ics réaα10ns - même 

besoin connnuel d ’alJmeOl pour sa fièvre, de 1I0UYe,1II - mêmc légcr dé

Itre d ’ tnterprétation à propos dc lout ce qui se préscnte [ ... J(528-529) 

하지만 프랑스인은 그와 반대로 운학에 대해 말하는 냉빔에 의해 분류 

된다. 그것은 그가 허씀 씌리는 것은 참지 못하는 주제이다. 대화 도증에 

딘져진 몇몇 이름은 사동적으혹 그의 반응융 부르는 것으로 간주펀다. 따 

지 그의 건강이나 개인적인 분재에 대허| 이야기하시라도 하는 것치럽 -

그는 맹혈하게 그렇게 느낀다 • 그것틀은， 그가 항 말이 없는 인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추쩌l들에 속한디. 그리하여 프랑스에시 문학은， 프랑스에서 

만 볼 수 있는， 그러고 아마도 그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소리의 바탕 

위에서 쓰이고 벼명되는데， 그 소리의 바탕이란 과열되고 웰안정한 군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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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성거렴， 그렉고 운을 닫윷 판 꼬르는 증권거래소의 흥분된 뀔명소리 

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과연 - 그것의 정확한 크기와 수는 별로 종요 
하시 않다 - 증권거래소의 사람잔λ|럽 지속적인 십촉 가운떼 있는 이 독 

A←긴파리에는 언제나 ‘살롱’ 또는 ·문화 구역플’이 있었다) 은 거의 한견 

감이 ‘군중의 상태’에 있다는 이상한 특수칭을 갖고 있다. 모리| 위의 불 

처럼 도처에서 풍시에 즉각 뻗·려드는. 풍문으로 즉각 증폭되고. 떼아리 

로， 막후의 소문으로 주초되는 새로운 소식에 대한 똑같은 탐욕스러운 섭 

작 • 반응에서 관찬되는 똑같은 신경과민， 똑강은 여성적인 불안생성 -
스스로의 열기닫 위한 양식， 곧 새로운 것에 대한 똑갇은 가벼운 해석의 
고J..!;L 

n ‘’ ·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문학에 대해 말하는 방법 

에 의해” 그 사람이 “분류될” 정도로 문학이 중요하다. 그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주제로서， 누구냐 거기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어 

야 한다. 이는 문학에 대해서만룹은 모두가 말한다는 것올 의미하 

고， 여기서부터 생걱나는 것이 “소리의 바탕”인데， 그것은 증권거래 

소에서 볼 수 있는 ”과열되고 괄안정한 군중의 웅성거림” 감은 것 

이다. 어디까지나 분학에 관련되는 그 “소리의 바탕”은 증권거래소 

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하며， 그와 똑샅이 ’‘용 

문”， “메아리" “소문”으로 가득 차 있고， 그와 똑같이 “새로운 것” 

올 탑한다. 이러한 현실은 내밀한 개인적 차원에 위치할 수밖에 없 

는 책얽기보다 문학에 대한 말， 심지어 모르는 것에 대해서조차 언 

술되는 말이 18) 그 크기에 의해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결 

과쉽- 낳는다. 진지한 책얽기보다 내용 없는 말이 더 중요하게 작용 

하며 하나의 장을 이루는 어저구니없는 현실은 여러 가지 부생적인 

여따를 초래한다. 

첫째， “표영되는 의견들의 항구적인 충돌에서 자기 취향의 변조 

18) “iJ:; parlem, ils parlem íntarissablcmcnt dc choses qu'i!s ne perçOlvcnt, à la 

leltre, mξme pas, qu’ ils ne perccvronl jamais 1 •.• 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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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rerauon, 싱시어 소외 ahénarion가 비롯되는데， 독자는 이에 대해 

반쯤만 의식한다" 이때 “취향의 변초” 또는 개인이 갖는 “날것 그 

대로의 선호”가 내포하기 마련인 “과영의 기이함 un cxcès de síngu

lari[é"에 대해 개인 스스로 그 정도를 완화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 

는(529-530) 사태를 가리 킨다. 이는 내밀한 정신적 활동인 문학작품 

의 수용이， 성치나 증권거래를 연상시킬 정도로 과도한 사회화에 노 

출되면서 생셔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주 반복되는 이릉이 있고， 

이 이름은 근거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문제는 이 숭요성을 떨쳐버리 

기가 힘틀다는 사실이다. 마치 “우리는 아무런 ‘특별한 점’도 발견하 

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인， 하지만 그녀가 대단한 열정올 불어넣었 

다는 사실블 아는 여인”에 대해 우리가 “벼형적 우월성”을 갖지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이름은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다. “결국 근거 없는 부당합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고서는 영원한 입 

후보자플 뿌리지지 못하는 법이다" 이를테면 반복에서 “양에서 질 

로의 헤겔칙 댄환”이 일어나는 셈이고， 실제로 ‘·문학에는 ‘그들이 

언제나 거기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후보자들의 손 

에 떨어지는 장관 자리처럼 탐낼 반한 자리들이 었다.’'(532-533) 상 

황이 이현진대， 작가들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세속 써서 자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젓이 19) 관건으로 

떠오른다. 

셋째， 이픔 또는 평판의 지나진 중요성은 얽기의 게으름과 결합하 

19) " 11 lui faut 앓ns c，얹se relanccr la presse prompre à s'endorrmr ("') Un anx

ieux , un essou빠 ‘ Je suis là !'" j ’y suis - j'y su잉 10매ours’ ~ esl parfois ce 
qUI ‘'cxpnme de plus palhéúque, pour I'oeil un 야u prévenu, au travers des 
pagcs dc tel romancicr cn rcnom,’'(531) 프광수아 _'ul익유 “ R 유영한 소선 

7~" 71 사선이라'::'1 생각했다 하시빈 에iL힌트 보이으에 따늑띤， : L것은 근시 없 
는 9_해었며(B 8ole, lbid, p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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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작가의 상황을 고착시킨다 

는 점이다. “매 작품마다 제로에서 출발하는 미국 작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한 번 책을 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데뷔가 웬만하 

기만 했다띤， 그는 계속해서 책을 낼 기회를 갖는다" “사회적 차원 

에서 본능적으로 보수적인” 프랑스인들은 ·‘문화에서도 확보된 지위 

룹 문제 삼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나의 직엄으로 간주 

되는 작가는 일종의 “종신연금” 계약올 맺는다. 그는， 비록 “금액은 

보잘 것 없지만 주목할 만한 안전싱”을 누리며 “확실함과 예측가능 

함 속에서 처음부터 장기적인 전망으로 일한다" 그는 심지어 공무 

원과도 홉사한 연이 있어서 일종의 ’‘승진표t:ableau d’avancemenr"어l 

시 앞으로 나아가띤 나아갔지， “오로지 예외적으로만 강동된다" 

(533-534)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의 진정한 현실은 그에게 주어진 

“지위와 기능” 뒤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추문이 

휠 격차가 개입되기 진짜지는 하나의 판단정지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마지 “일종의 본체 noumène"가 있는 껏처럼， “적종된 예견의 

자기만족적인 어조로 ‘이게 X지’ 또는 ‘이게 Y지’라고 발한다" 이 

런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한 작가를 단 한 번만 읽는다”고 말하 

는 게 가능하다 .. 두 번째 독서에서부터 그는 이미 축싱되고， 여론 

과 비평계가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현대 문학 교과서 안에 미라화되 

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작가가 세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되연 

“불편합의 느낌과， 거의 위장되지 않은 악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는 그라크 자신이 희곡을 시도하면서 아프게 겪은 바이시도 하다. 

이와 같은 고착화 현상으로 특징지어지는 프랑스 문학운 그라크는 

곧잘 하상윤 바꾸는 중국의 강과 대비되는， “야생의 물윌- 경이롭게 

유도하여 다스리는 내덜란드”에 벼유한다{535-536). 요컨대 가장 근 

본적인 문제는 “한 작가의 평판과， 그에게 표해진 실제적이고 식견 

이 바탕이 된 열렬함의 총합 사이에서” 관찰되는 면차이다.20)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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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푼학적 가지의 신용거래가 도갈 념음을， 따라시 인플레이션과 명 

가절하의 위험이 상좀합을 말한다{537-538). 

3.2. 판단의 위입 

L949년의 문학의 상황을 관찰하연서 그라크는 일반적 차원의 분 

명 발전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는 “반세기 전부터” 인간 지 

식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증대되었고， 각각의 깨인이 활용하는 시간 

과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마 보니， “한 손 de secondc main 정도가 아 

니라 두 손 또는 세 손을 거친 똥속화를 통해서” 사기의 분야괄 벗 

어나는 모든 것쏟 회미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538-539) . 

분재는 “오늘날의 교양 있는 독자의 매우 커다란 부분이 현재의 문 

학의 마지막 발전플 원자과학의 발진 ‘경향’을 아는 것과 같은 땅법 

으로 안다”는 것， 다시 말해 “신문윤 통해 소식윤 접한다”는 것이다 

(541 ). 이러한 현실에서 정말로 심각한 우려를 사아내는 것은 “동의 

된 정신 예속의 시t:l1 unc ère dc scrvagc cooscnti dc 1’csp디t"가 열렸다 

는 사실이다. “독자는 ["'1 그의 눈이 미치는 범위와 어떤 현상의 전 

말 사이에 있는 바야흐로 항성 사이의 것인， 념을 수 없는 거리의 

현혹하는 관념 앞에서 대번에 항꽉했으며， 확인과 풍제의 마지막 의 

지둡 대번에 포기한 것이디{540). 그러하여 푼학은 눈을 감은 채 무 

판심한 순종의， 무저항의 심연 위칠- 항해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21) 

문학에 대해 이해와 설명을 포시한 채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 

2이 “ L’C::cart entre la rÍ!pulaúon fa.iIC CÌ un dUleur el Ia somme de feπeur reelle el 

èclairée qu'on IUI voue 1---1 ’'(537-538) 
21) ’‘L ’espaee d'un <.--Clalr. on OUI voiI s'enuouvrir 1’abîme d’IOdiJfí:reDte dOClhlC. 

dc lIo/l-résÌ5taIlCl’ SlIr Icquel vogul!, Ics ycux ferm야， la linéralllre de ce 
lèmps ’'(5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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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의 도레는 실촌주의의 유행과 때를 같이 하고， 이러한 일치 

는 실존주의 ul판의 출발섬이 된다. 

$1 les années 1945 mc paraissenr devolr être un grand roumant 

dans notre hislOire Iméralre, er bcaucoup moíns par la valeur des oeu

vrcs 0많nes que pour cc qui lOuchc Ies rapports dc I’ocuvre avcc le 

public, c'cst alors pour la premJère fois unc école linéraire conquit 

drolt de cité et se fil rcconna1trc, (l~'OlIer， par la fraction la plus large 

du public sans que celui-ci posât cornmc condition préalable dc pou

voir jouir dc scs oeuvrcs, er comprendre scs théorics(541). 

1945년대가 우리 문화사의 커다딴 선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연. 그것 

유 세공된 작퓨등의 가치에 의해서i과시보다， 삭푼과 독사의 관계와 관변 

하여， 독자의 사상 큰 부분이 작품의 향유와 이한의 이해퓨 신저l조선으로 

섬정하지 않쓴 /~운데， 한 문학 유파가 시민권윤 생취하_a.1， 또 그뜰 득자 

에 의해 인정되고 받아관여졌기 때운이다. 

이 독자틀은 초현실주의 작품 역시 즐기시 못할 뿐더러 그 이론 

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적이도 이해하지 뭇하는 용기 

는 간직하고” 있었다-(541). 즉! 이해하지 옷하는 것은 이해하지 봇한 

다고 습직하게 딸하거나， 아예 거부할 수 있었다. 그라크에 따르연， 

실존주의자들은 두 가지 집에서 득올 보았는데， 하냐는， 다시는 저 

주받은 작가들을 굶어쑥세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때늦은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늪날 모든 난해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누리는 위신인 

tI\-(542), 그틀의 경우 난해한 학문은 ·‘형이상학”을 가려킨다.22) 그 

라크의 눈에 게탄스러운 사실은 “문학이 몇 년 전부터 비문학직인 

사람뜰， 가장 공격적으로 비문학적인 사람들의 가공할 위협 술책의 

희생물이 되었다”는23) 심이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는 문학의 빈곤 

22) “ La mélaphysiquc a débarque dans Id ültérarucc aVl'C ce roulcmenl de bottes 
lourdes qui cn impose IOUJOUrs ( "1 ’ '(5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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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고， 그리하여 운학 독자는 ”뷔페 앞의 춤”이라는 우스팡스2-1운 

저지에 놓이기에 이른다(543). 곧 읽쓸 만한 작품이 없는 현실 앞에 

서24) 부실없이 현혹되고 부화뇌동하기에 이른다. 

형이상학으로 분학윤 점령한 “ Ul운학적인 사람틀”올 대표하는 것 

은 관꽁 사르트르이다. 텍스트는 그픔 단 두 번 언급하는데， 그니따 

한 번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설영하면서 작가틀의 이름을 열거하 

는 별로 종요하지 않은 맥락에 위치한다(522). 다른 한 번은 “사르 

트르-카뷔의 부자연스퍼운 조합”원549) 말하연시이다. 이 표현은 

의ul 심장하다. “부자연스러운”이타는 수식어는 두 사람을 대립 관계 

에 놓는다 사르트르가 형이상학의 무기를 휘두르는 “비문학적인 사 

람”이라면， 카뷔는 그와는 다른 사람， 곧 I결혼 NOCL'SJ 의 시인이자 

*매스트 úl Pestt:J의 소설가이다.25) 사르트르에 대한 반감이 분l생한 

만픔이나 카위를 향해서는 어띤 공감의 가능성이 표명되고 있는 것 

이다.26) 이 러한 사정은 뱃심의 문학j이 1950년 2월 조제 묘르티에 

서 단행본으로 간행되기에 앞서 그해 l월에 카뷔가 주도하는 잡지 

〈앙에도클 Empédoclc.:)이l 먼치 씨l세되었다는 사실몫 일부 설영해순 

다. 여기에， r반항인 L ’Homme révoftt!.( 1951)이 나오고 나서 사르트르 

23) “ 1.,1 vérilê CSI quc la litlérarure CSI depuis quelqucs annécs viα피lC d ’unc for

mldablc manæuvre d 'ÎnlÎmjdalÎOn dc la pan du non.littcrairc, CI du nOI1 lillé

rairc Ic plus agressif r…1"(542). 
24) 샤l iS안~ U~와 상이. ‘dansc devaol k bu따t'는 ·믹온 갓이 없음·윌 뜻한다 

25) 보이으쓴 플레야트 l!~애 주탑 말띤 .'-1 "un écrivain e‘ α앙te(Camus) C‘ un phi
losophe et Idëo10gue (SarπC)’·라는 II현으로 두 싸얀응 구별한다{B Boie, 
"Notc sur le Icxtc" ‘ In Gr，α킹 /, P 549 - No 1), 

26) 한 난변에서 」네:셔 지신의 작갚깐 ~ I ，l_ 멍가해쓸， 그 !' I <I이 중요하세 ‘ ... "111 
"에l!.ê l 뭔 rcferct'S끼 예신대 브흐공， ，~t에lèl ， 암로， 보.!I악， 시E 등이 t:1 이상 생 

판애 있시 않응펀 아쉬워하띤서. 사선새다 나이까 어인 1~'，' I s>1 의견애도 ” 1，’심하 

시 않았칠 것"ol i!I .1~ ')’i한대"1’optruon d’un cadCI commc C뼈US. qUI nc 맨· 
urc pas, ct dc bicn loin, dans ma t'Oostcllation fam비ère， nc m’eÛI pas èté. Ic 

cas échéant, indiftërcl1tc." Julien Gr,‘lOq, CamelS dll gralld chemirl. 1992, in 

Gmrq 2, pp. 11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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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카뭐가 결멸했다는 사실은 맥락의 이해관 더욱 용이하게 한다. 

프락시스의 참여문화읍 주장하는 r문학이란 무엇인가7J의 저자 

사료트르에 대해 그라크가 부정적인 입장옴 반히고 있다고 해시 그 

것이 어떤 경박하고 소비적인 ·‘휴식의 문흩} littérature (1얘osante"을 

지향한다는 것윤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r뱃심의 문학j이 딴표 

된 직후 “휴식의 문학” 변에서 그러한 오해가 있었고， 그라크는 오 

해플 불식시키고자/앙페도클〉 다음호에 쩔막한 노트를 게재한 

다.27) 하지만 이 노트에서도 사르트르의 행이상학적 문학에 대한 부 

정적인 입장은 그대로 견지된다-(551). 

문학 독자가 작품에 대한 판단올 타인에게 위임하는 어처구니 없 

는 현실은 그라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퍼나 현데 문 

학블 뜯러싼 문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얽지 않는 독자의 출현 

이라고 하는 한충 더 난감한 상황이 도래하시 때문이다. 

3.3. 읽지 않는 독자 

문명에 대한 그라크의 성찰은 계속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지식의 숨 가쁜 중대가 아니라 대중매체의 발달이다 대중매체 

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문학의 진파에 관련되기 때문이 

다. 1949년의 시점에서 그라크는 이렇게 관찰한다. 

C ’est que le moyen de dlffuslon a띠ourd’hUl presque arfisanaJ qu’est 

devenue 1’ imprimerie, comme un poste ξmcttcur trop falblc , se σouve 

relayé bon gré maJ gré par un luxc de moycos mécaniques à la fois 

sltnp까fìanrs el gros.sissants, à la limite de ponée desqucls qu머quc chose 

dc la voix dc 1’écrivain p없vienl à la foule , mais lui paπient à peu 

près commc 1 ’éruc때tion indistil1ctc de ces haut-parleurs qui g1apissent 

27) a ßoie. "Note sur le tcxtc", in Gracq 1. p. 551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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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 Ic tintamarre d’unc fêtc foraine - comme un bntit de folld. On 

pourrait [" '1 tentcr dc déhmitcr ccs zones du spectre in tTa-littéraire : 

rougc du public des ventcs. braderies. congrès. vcmissagcs, cx

posltlons, “rcncontres>>, slgnarurcs ct auσ'cs ((manifestations linéraires>> -

jaune dcs <<condensés>> et dcs dígests - ven des magazlncs Cl joumaux 

du dlmanche : la linératurc arrrayante, mais cn farccs el a‘trapcs, en 

“comic s미야s .. - blcu du cinéma - violct cnfin - suprêmc c1airon plcin 

dc strideurs élJanges, silenccs lraversés des mondes ct dcs anges - dc 

la radio. où le mugissemcnl dc la lin강rature vicnt mourir au bord dc 
l’infini(545-546). 

그것은 인쇄라고 하는， .2.';:→상f 거의 수공업적인 것이 되어벼린 선따 

수단이 마치 너무나도 미약한송신시처럼. 좋든 싫든 간에 난순화하는 동 

시에 확대하는 다량의 기셰적 수단틀에 의해 교대되시에 이르녔고， 그것 

듭의 한계 내에서는 작가의 목소리의 어떤 것이 군중에게까지 도달하긴 

하지만 거의 장터 흥행의 소란 위로 찢어지는 소리갚 내는 확성시의 불 

분영한 트립 소리처럼 - 배경용처럽 도달한다. 우리는 ['''1 운화외선 스빽 

트랩의 법위를 정해관 수 있원 것이다. 경매， 염가 판매， 학회， 베르니사 

수， 전시회， ‘만남’， 사인회 그러jl 다른 문학 행사들 청종의 *은색 - 발 

해본:i!f 깨요의 노한색 • 산λ|와 인요 신문들， 곰 오략으..3l， 안화로 각색 

된， 사람들의 마음응 끄는 운학의 촉록색 · 영화의 파란색 - 바시막으로 

(이상한 날카로운 소리즙과， 세상파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집묵플로 가득 

한 초|후의 응역에 해당되는데) 분화의 외칩이 무한의 가두리에 와서 사 

그라시는 랴디오의 보라씩 

전통적인 문학의 전파 수단이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진지한 매개 

체 역할을 하는 책이 전자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주변화된다면， 기술 

분 앞세운 책 이외의 배가|체틀은 더욱 중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위의 인용문은 텔에lul진과 인터넷， 그리고 소설 네트워크 등 

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논지는 오늘날에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유효하다. 이들 대종매쳐|의 운제심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올 것이다. 그것은 첫째， 문학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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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룰째， 그러한 풍속화， 나아가 왜곡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1 책 

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대548). 그펀데 이러 

한 현실은 “읽지 않는 독자 le public qui ne Jjt pas"의 도례와 맞물리 

며 문학의 소외를 더욱 가중시킨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얽지 

않는 사함륜은 작기-릎의 명판에 전혀 영향윤 미치지 뭇했지만”， “다 

수로써 설득력을 갖는 convaincanlê par sa masse’'(544) 그플은 심 지 

어 “정풍한 독자들”에세까지 “증대되는 압력”올 행사한대54끼. 

대중매채 현상에 대해 그라크는 이렇듯 부성적인 진해룹 표명한 

다. 그런데 이러한 입상은 다시 한 번 그를 시록트르의 반대쪽에 놓 

는다. 주지하는 바와 감이， 사르트르는 F문학이란 무엇인가-?J 에서 

봉속화룹 겸계한다는 선제 아211 “책장을 혈원”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대중매체에 의지헐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분이마.28) 

읽지 않는 독자의 영향력과 대줌매체의 지배로 특징지어시는 새로 

운 상황은 바야흐로 작가를 “스타”나 “시사-!-I 인불 figure de I'actua. 

lilê"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거나와 “사르트르-카위의 부자연스러운 

조합”이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J.러나 “도덕 적이고 감상 

적인 처방의 잔돈푼을 이런저런 잡시들을 풍해 버l푸는”， 그래고 “광 

고판의 신숙한 실루엣， 세계적인 인블”의 성격올 띠는 스타가 된 현 

대 작가플 말하면서 그가 인용하는 “경박한 여성 신문의 짧은 기사 

제목”이 다른 것도 아닌 “이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실존주 

의의 공식적 견해이다.’'(549)인 다|옥에서 심존주의에 대한 그랴크의 

28) “Le livrc CSI inene, 1I agn sur qUI 1’ouvrc. maL~ 11 ne se fan pas ouvrir. 11 nc 
saurail êσe qUC5니on de κ vulgariscl ... nous scrions les griboUllles de la Jil. 
l강ature CI pour lui faitc éviler l'écueiJ de Ia propagande. nous 1’y jenerions å 

∞up sûr Donc rccounr a de nouveaux moyens . ùs eXÎSlem d에à : d헝å Ics 
AméricalllS les onl décorés du nom dc <<mass med.a>> , ce SOnl 1t.'S vraies re
ssourccs dont nous d lSposons pour conquérir ’e public virtucl . joumal, radio. 
cinéma. "(J.-P. Sartrc. Ibid, pp. 265-266) 보이으뉴 r새세j에서 ~H승!’H세에 대힌 

그라」와 사르트르의 입상 차이블 논힌다{B Boic, “ NOl1ce", p. 13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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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가장 큰 신랄함에 이른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I 1949년의 상황이 보여주는 여러 측면들 

을 그라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판한다띤， 그것은 그것 

들이 작가 또는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왜곡시커기 때운이다. 다시 

말해 문학의 본연을 위태롭게 반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그라크가 생각하는 작가 또는 작품과 독자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 

가? 이어지는 장에서 이 문제블 다루고자 한다. 

4. 문학의 본연 

팽플릿이 윈래 그렇지만， 『뱃심의 문학j은 문학의 상황을 비판하 

는 다른 한편으로 문학의 봉언윤 강조하길 잊지 않는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현실과 긍정적인 지향침을 대립시키며， 이 대립 위에서 논 

의와 성찰윤 진행해나가고 있다. 다만 부정적인 축띤에 할애된 지면 

에 비해 냥성식인 측면에 할애된 지띤은 훨씬 적고， 이는 오히려 자 

연스러운 오습이라고 하겠다. 작가 또는 작품과 독자 사이의 관계의 

긍정적인 측변에 대한 지적은 시론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뒤에 집중 

되어 있고， 이후로는 간헐적인 방식으로 이따금 일굽올 내빌거니와， 

앞의 것은 독자가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취향’과 ‘의견’을 구 

별한 뒤 댄저 추l향에 따른 반응-윤 이야기히는 대옥에 위치한다. 

Placé en têlc å tête avec un tcxtc, le même déclic intérieur qui joue 

en nous. san‘ rè잉c el sans ratsons , à la rencontre d ’un êtrc va sc pro

duire en lUI . il “aime>> ou il “n'aime pas)), il est, ou il n'cst pas, à son 

alfoirt', 11 éprouvc, ou n’éprouvc pas, au fil des pages cc sentimenr de 

lé양relê， dc hberré délestéc ct pourrant happéc à mesure, qu’00 pour

raiJ comparer à la sensaúon du stayer aspiré dans le remous de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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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îneur; et en cffct, dans Ic cas d ’unc conjonction hCUrCllSC, on 

peut dire quc lc lccteur co/le à 1’oeuvre, vicnt comblcr de seconde cn 

seconde la capacité cxactc du moule d ’air creusé par sa rapidité vor

ace. forme avec cUe au vcnt éga1 des pages tournécs cc bloc de vitcsse 

huilée et 앓ns défaiHancc dOn! le souvenir, 10πquc la dcrruèrc pagc est 

vcnue bruta1ement “couper 1앙 gav. , nous laisse érourdls, un κ‘u vac

illants sur notre lancéc. comme en proie à un débul dc nausée el à 

cette sensatJon 51 parnc비ièrc des (~ambes de coron... Quiconquc a lu 

un livre de ccttc manièrc y tienl par un lien fort, llnc SOltc d'adhér

cncc, et que(que chosc comme le vague sentimcl1 l δ’avoir été miraculé 

r .. '](525) 

한 텍스트와 대연했윤 때， 한 존재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시 아무런 

규칙도 이유도 없이 작용히는 것과 똑같은 내연적인 시동장치가 그의 내 

부에서 작통한다. 그는 ·사랑하셔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좋 

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었시 않다 그는 페이시픔용 따랴 가벼웅 

의 감정， 코지 뒤로 빨려드늠 증거래 사이클 선수의 느낌과 ul교한 수 있 

는， 짐올 내려놓았으퇴 정차 빨려드는 것 같은 자유의 감쟁읍 겪거나 겪 

지 않는다. 그리고 과연 행꽉한 갤함의 경우， 독자는 작풍과 함치하고， 

그것의 삼키는 짓 감은 속도/~ li많은 공기 꺼푸집윤 순간순간 쟁확한 

용량으로 채우며， 넘어사는 이l이지틀의 한결같은 바람 속에시 작품과 더 

불어 매끄럽고 어김없는 속력의 영어려를 형성하는데， 바시빅 페이지가 

와서 갑자기 ‘가스플 끊몫’ 때， 그 기억은 우리플 연잉띤한， 실주 위에서 

약간 비틀거리는， 그려고 구토가 시작되는 듯한， 그리고 ‘다리가 짤린’ 듯 

한 그토록 특별한 느낌에 사로삼힌 것 같은 상태에 놓는다. 누구든지 한 

권의 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읽은 사랍이라연 강한 끈에 의해， 일종의 정 

작에 의해， 그리고 기적적으펴 구원을 받았다는 막연한 감정 같은 어떤 

것에 의해 그것어l 연션된다. 

그라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작품과 독자의 관계는 사회적인 시 

선에서 멀리 떨어진 “고독한 희열 déleαation 5olitairc"(537)의 차원에 

위치한다. 그것은 다른 존재와의 “대면”과 홉사한 것으로서 찰각하 

는 “시동장치”가 작동하게 되연 “행복한 결합”이나 “합치”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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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고， 열정적인 독서를 통해 “속력의 덩어리둡 형성”한다. 이때 

결합은 완전하거나 신무한 것이다. 즉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거 

나” 가운떼 하나이시， 중간에 위치하는 애매한 태도는 있을 수 없 

다. 이러한 작품과 독자의 관계는 존재론적 차원에 위치한다. 그라 

크가 다량으로 동윈하는 이미지뜰， 곧 “얼떨띤한”， “비틀거리는”， 

“구토”， “다려가 풀린” 같은 육채에 관련된 어휘틀은 작품과 독사 

사이에 형성되는 사량의 관계가 쑥음을 동전의 이연처럼 내포하고 

있음유 발해준다‘ ‘괄러l 랴가 말라르머|에게 한 밥로서 그라크가 인용

하는 “그를 위해 쑥윤 오십 명의 독자들’'(526)은 바로 그 갇은 측면 

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딴 독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게 아닌 것이， 그는 작품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원올 받았다는 막연 

한 감정 같은 어떤 것”을 품기 때운이다. 작풍과 목자는 따라서 “강 

한 끈”에 의해 “연결”되고， “가슴의 비밀 속에서 표한 신용adhé

sion"은 일종의 “비밀절사”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비밀 

결사는 작가가 생겨나게 한 것이시만 그것에 대해 그는 “매우 회미 

한 인·시블밖에는 갖고 있지 않디" 히지만 그리크/1- 생각하는 /1-장 

진성한 독서가 자리 삽는 그것은 다l단히 중요하다. 바로 그것에 의 

해서딴 작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블 쓴다는， 자기에세 

찾아온 기이한 생각의 많고 적은 근거에 대해 자문할 때， 그의 의구 

심이 되뜰아와서 자극되는 것도 언제나 거기이1:1-."(526) 결국 작가 

의 존재 의미는 거의 존재론적인 차원에 위치하는 신정한 독서에 있 

다고 하겠다. 그라크가 꿈꾸는 책은 “우리 손플 뜨겁게 하는， 그라 

고 바치 마법에 의헤서인양 씨플 뿌리는 책’'(526) ， “붙이 난 집에서 

뛰어내린 불안한 용유병자의 주머니에 든 깨진 메달과 두세 장의 사 

진"(527) 같은 책이다. 

그렇다면 작가 또는 작품과 독자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수렴하는 

것， 위의 인용문이 말하듯 “우리 안에서 아무펀 규칙도 없이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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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우2.1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라크에게 

귀릎 기울일 필요릎 느낀다. 이때의 그라크는 r뱃심의 문학1이 발표 

된 지 한 달 뒤 카뭐의 요청에 따라 짤막한 노트를 적는，29)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본인의 문학직 신념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하시 않 

은 채 다시 한 번，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문학의 

권리플 천명하는 그라크이다 

Quand je dis que “ta liltératulc CSt depuis quelques annécs vlcÙJne 
d’une formidablc manoeuvrc d’ inl미1l띠삐LÎ미jm메ni끼i벼da때tion d따c la paπ d뻐u non미lν니-1씨l 

alre’ el du non.lméralfe le plu~ agress!l; •• jc désil건 rappeler seulemenl 

qu’un engagemcnt irrévocablc dc la pensée dans la fonnt! prétc souffie 

de jour en jour å la linérarure : dans le domainc du sensible, CCI cn

gagement eSI la condjcion même de la po상ic， dans le domaine dcs 

idées, iJ s’appellc le tω1 aussi assurément Nietzsche apparticnt å la 

hrtérature, aussi assurément Kanl ne lui apparnenl pas(551) 

“문학이 몇 년 선부터 비문화적인 사랍틀， 가상 공척적으로 tll분학적 

인 사람들의 가꽁한 위협 술책의 희생을이 되었다”고 내가 발한 떼， 나는 

오로지， 생각의 형태플 향한 픈이간 수 없는 푸<:J이 하루하루 운학에 숭 

갚을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융 상기시키길 욕망한 따듭이다 감각의 영역 

에서 이 투엽은 시의 조건 자세이고， 관념의 영역에서 그것은 어소라고 

웬린다. 니체가 문화에 속하는 짓딴당이나 확산하게 산트는 그것에 옥하 

지 않는다.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하나의 ‘’만남”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비논 

리나 무질서의 법칙이 아니라 시의 법칙이다. 삭풍과의 대면이 하나 

의 만남으로 변훤된다연， 그것은 ‘’생각의， 형태갈 향한 촬이킬 수 

없는 투입”이30) 하나의 시가 되고，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7널 말 

29) B. Boie, “ NOle ‘ur le lexle", p 551 . No 2. 
30) _.L랴크샤 자신의 뷰학윤 떠l얀λ| ↑: 시싸 딴하띤서 대사 11에 우|지하는 ‘~~‘’r시스’ 

섣-학의 단이 , engagemeOl'흘 사용한디뉴 섯은 의1’ 1 ~I 싱아 아이러니시 아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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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인(527-528)처힘 그 시가 우리에게 말하기 때운일 것이다. 

그랜데 시는 또 무엇인가? 앙드레 브르통j에서 그라크가 발하는바. 

그것은 인간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을 지시하는， “‘전복’하는 모든 것， 

‘ ull료’하는 모든 것이다"피) 이렇듯 뱃심의 문학j은， “인간과 그를 

품은 세계 사이의 계쟁”이32) 중심에 놓이는 시로 다시 한 번 귀결 

되는 그라크의 문학적 입장플 확인하게 해춘다. 한 바디로 시는 그 

라크 문화의 알파요 요메가과고 하겠다. 

5. 나가며 

1949년에 집필된 뱃심의 문학1 의 논지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형 

이상학’의 문학 정령 부분볼 제외한다면 오늘날에도 여진히 유효하 

다고 발할 수 있다. 문학상에 관련된 행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여전하게 횡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운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반단에 힘 

입은 문학 전파 수단의 다양화와 상업주의의 만연에 따른 분학의 풍 

속화와 작가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진지한 독서의 실종에 

기인한 문학의 쇠퇴일 것이다. 그런데 문학이， 이 세계의 쉽 없는 변 

전 가운데 질문되고 탐색되는 시륜 포기하는 순간， 그라고 그 같은 

없다. 

3 1) "Cc que Brewn eo VICfl‘ fina1ement å bapuser “ pα!sic 까 C'CSI lout fi1 

d’Anaoe doot un boul trainc ;\ porlée de sa main 1.'1 promel dc l'aidcr å sor

lÎr du labynnthe. ESI poéSIC [ou[ cc qui “ bouleverse ". IOUI cc qui “ ravil “’ 
du poème exallant au “ fail-밍’”‘adc .. et au “ ralt-pn!Clplce >> l' ’ j"(Julten 

Gracq, Aftdr~ 8,‘<(011, 1948, ín Gn찌 1. pp‘ 465466) 
32) "11.' litige de I'homme a\lec le monde qui 11.' porte - aussl longlemps quc cc 

monde sera rcssenli comme φJecW . litige oû fondamenlaJement la κ>ésie 

s'enracme 1"')"(Julten Gracq μ'l Ei1I1X itroiles, 1976, m Gr.ιη 2, P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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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대면한 “고독한 희열” 가운데 인간조건으로부터의 해방 가능 

성을 찾는 진정한 독서가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문학의 이 

름에 값할 수 없을 것이고， 인간은 그만람 본질적인 부분을 상실하 

게 될 것이다. 문학이 마땅히 타게해야 할 바를 역사적， 문명론적 시 

각에서 비판하고 야유하는 동시에 그 문학이 한시도 시야에서 놓쳐 

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시를 가리켜 보이는 r뱃심의 문학j의 예리하 

고도 진지한 목소리는， 한국이 되었던 아니띤 프랑스가 되었건 자본 

과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요긴하게 다가옹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T어부 왕』의 실패에서 비롯된 r뱃심의 문학』은 논쟁이 

나 공격을 위한 팽플릿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라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문학의 바른 자리와 모습을 그려 보이 

는， 그리고 글에 이은 그의 문학적 삶에 의해 실천된 하나의 엄연한 

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이한 문학론에는 신랄하고 해학적인 

풍자와 아이러니， 그라고 짓꽃은 은유가 넘쳐난다. 하지만 자칫 글 

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글이 바탕에 풍고 

있는 진정한 시와 작가의 엄격한 실루엣애 의해 넉넉히 상쇄되고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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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La Littérature à f'estomac de Julien Gracq, 

pamph1et ou essai littéraire? 

SONG Jin-Seok 

(Université Nationalc dc Chungnam) 

La LittéraJure à 1’'estomac de J ulien Gracq a été éc디te cn 1949, 

peu après 1’échec de son unique pièce de th삶trc qu ’csr Le Roi pè

chl!ur, et elle parle dc la situation de la littératurc à 1’époque. tout 

en se focalisant sur le rapport entre 1’æuvrc ct Ic pub1ic. Notre 

étl.lde se proposc de lire ce texte tout particuüer qui, au ton πès 

agressif soutenl.l par ironies el sa다res， esr considérée généra1ement 

comme un pamphlcl. Après 1’cxamen rapidc du contexre de 1a 

rédacrion du texte el dc ce quc 1e texte a pu avoir comme effct 

dans la vie de 1’écrivain. nous considérons la composition du 

contcnu et 1’angJe d 'anaque qu’iJ adopte pour aborder le sujet 

choisi. Une perspective d ’approche du texte se précise. qui se si

tue sur le plan dc civilisation et d ’histoire. tout comme dans 

L ’'Essai sur la France d ’Emst-Robert Curtius ct Qu ’'est-ce que 10 li，π깅

rature? de J.-P. Sartre. Conformémcnt à 1a logiquc du pamp비et. 

le texte de Gracq se dévc10ppe sur la p이값ité dc positivité et dc 

négarivité. et 1a p값디e majeure du texte se rrouve naturel1ement 

con.sacrée à la critique viruJcnte de 1a demière. Notre tâche 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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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alc consiste à analyscr attentivemenr ce qu ’obscrve Gracq au

tour de la situation dc la littérature cn J 949, et nous nous incér

essons successivcmcnt aux mæurs littéraires français, à la domi

nation dc la littératurc par 1es exisrcntialistcs ct à 1a venue du 

pub1ic qui ne lit pas, pour assistcr avcc Gracq à 1’aliénation dc la 

littéra tu rc, 따nsi qu ’à sa vuJgarisation er à sa marginalisation. La 

considération de cc quc Gracq propose comme le rapport Idéal 

dc 1’æuvre et du public, nous fait rcconnaître cn revanche Ie 

proprc ct 1’esscntict de la littératurc qu 'on ne devrait pas oublicr 

un scul instanr, si 1’on veut la sauvegarder, et qUI est la pr'φ。si

tion dc la poésie, entcndue en 1 ’。ccurrence comme des tentativcs 

de sorrir de la condition humainc, ct cela formc 1’autre pcndant 

dc notre tâche. A 1’issue de 1 'étude, on en vient à constater quc 

μ7 LittératLlre à !'t'SfOmac tend à s녕10igner du pamp비et pour s’ap

procher plutõt d’un essai li따rairc ， et sa lecture sc voit constituer 

unc occasion de méditcr de manièrc sérieuse 5ur CC que doit êtrc 

la littérature, alors qu ’el1e est en crisc profondc devant (Outcs 

sortcs de pression commerciale ct tcchnologique. 

주제이 ; 그라크， r뱃심의 문학"J ， 문학작풍과 독자， 문학의 봉속화， 

프랑스문명과문학 

Mors-clés : Gracq, μ1 Liaérawre à !’'esromac, æuvre linéraire et 

public, vulgarisation 1 ittéraire , littérature et civilisation 

frança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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