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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1903-1987)는 시, 에세이,
단편소설, 소설, 희곡을 비롯하여 재해석한 전설이나 신화, 가족 연대기, 자서
전적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펼친 20세기 여성
작가이다. 그녀는 누보로망과 같은 실험적 글쓰기가 주류를 이루던 50년대 혹
은 60년대에, 일련의 역사소설들을 출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주목받
았다. 또한, 그녀는 고대에서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을 집필했기 때문에 ‘역사소설가’라고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르스나르는 “우리 시대의 역사소설이란 시대적 사실에 대한 깊은 관
심과 이해의 층을 지나 언제나 인간의 내면세계로 침잠할 때 가능하다”고 설
명하며 그러한 수식어를 거부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르스나르의 소설들은 다양하면서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특성들을 제시한다고 파악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유르스나르의 주인공들
은 무언가를 탐색하고 관찰하고 추구하며 여행하는 “여행자”들로서, 입문의례
와 성장소설의 요소 너머 ‘내면 여행’을 하는 실존주의적인 인물들이라는 점
이다. 이처럼 유르스나르의 세계에서 여행의 테마는 실존주의적인 문제를 겨
냥하며, 보편성의 문제로 수렴된다. 우리는 유르스나르의 세 소설 『하드리아
누스의 회상록』, 『흑의 작업』, 『암흑의 남자』 의 “여행자” 주인공들, 하드리
아누스, 제농, 그리고 나타나엘이 실현하는 내면 여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유르스나르의 세 소설을 중심으로, 여행의 테마를 시간성과 관
련하여 검토하고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의 이행을 조명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사실, 인간의 시간성이라는 문제, ‘초-시간성’을 향한 여정은 유르스나르
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파악된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유르스나르의 연구가들, 주느비에브 스펜서 노엘을 비롯하여 엘레나 레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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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델크쿠와, 레미 푸아뇨, 카르미넬라 비옹디, 세르주 메팅저, 크리스티안
파파도풀로스, 그리고 마리아 조제 바즈케 드 파르가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거
나 인용한다.
우선, 인간의 시간성과 연대기적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의 시간의식을 설명
하면서 시간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유르스나르의 세 작품의 주인
공들이 “여행자” 이미지를 이루어가는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I부에서는 주로 서술기법을 비롯하여 텍스트의 형식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인공이 여행자의 이미지를 확립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탐색하기로 한다.
특히 객관적인 시간의식과 주관적인 시간의식, 직선적인 시간의식과 순환적인
시간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행자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조명할 것이다.
II부에서는 존재 자체의 ‘초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직접
적으로 겨냥한다. 존재의 영원성을 확립하기 위해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밝히며, 존재의 소통과 열림을 다루면서 개인적인 ‘나’로부터
완전한 정신의 해방을 얻는 우주적 ‘나’로의 확장을, 순환과 통합을 통해 하나
의 존재로 드러나는 유르스나르의 세계를 조명한다.

주요어

:

유르스나르,

보편성,

시간의식,

영원, 초월성, ‘공’의 비전
학

번 : 2001-3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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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유르스나르의 주요 텍스트는 모두 플레이아드 판본에 의거하며, 각
주에서는 주로 인용되는 유르스나르의 소설과 대담집을 약어로 표기
하였다. 세 소설과 대담집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MH

:

Mémoires d’Hadrien

ON

:

L'Œuvre au Noir

HO

:

Un homme obscur

YO

:

Les Yeux ouverts. Entretiens avec Matthieu Galey

2. 같은 저자의 같은 글을 연달아 인용할 경우 뒤에 오는 인용문의 출
처는 Ibid.로 약칭 표기하며, 같은 페이지에 속할 경우 페이지를 병기
하지 않는다. 다만, 약어로 표기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따
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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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유르스나르의 소설 : 역사에서 발견한 내면세계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1903-1987)의 소설에서 등
장인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역사적인 문맥에 놓이면서 동시에 개인
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수렴된다는 특성이 있다. 유르스나르
에게 역사적 문맥이란 등장인물들이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로 기능하며 등장
인물들은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성찰하게 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정 덕분에 유르스나르의 소설에는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흐름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흐름은 다양
한 등장인물들이 극히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르스나르의 작품세계
는 개별적인 특성을 전제하면서도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모순적인 역동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유르스나르의 주요 소설인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Mémoires

d’Hadrien』,

『흑의 작업L'Œuvre au Noir』,

『암흑의 남자Un homme

obscur』를 중심으로, 여행의 테마 아래 나타난 지향성과 실존의 의미를 주인
공의 시간의식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예비 작업으로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역사적 사실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연대기적 시간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를 소개하고, 여행의 테마
를 배경으로 한 이 세 소설작품의 연관성, 그리고 ‘지향성’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유르스나르는 소설을 쓸 때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설을
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은 발작, 아나톨 프랑스,
뒤마와 바르베 도르비이의 소설과 같은 고전적인 역사소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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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에게 역사적 자료는 소설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룰
뿐이다.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해 일관되고 명철한 의식이 내재
되어 있다. 에드몽 잘루Edmond Jaloux1)는 유르스나르의 소설에는 인간의 삶
이 하나의 이미지의 형태로 드러나며 그 이미지는 늘 동일하다고 평하고 있는
데, 이러한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구체적인 역사
적 배경뿐만 아니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스토리 전개상 중요한 사건들
은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러한 흐름과는 거의 아무런 상
관없이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2) 여기에서 시간성의 문제가 제기된
다. 연대기적인 시간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작품 속 인물들의 의미가 그들이
놓인 문맥, 즉 역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르스나르는 등장인
물들에게 자신과 동시대인들의 모습을 부여하거나 시원의 인간의 모습을 부여
한다. 그녀의 소설이 보편성을 지향한다고 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강
조되고 있다.
실제로 카르미넬라 비옹디Carminella Biondi3)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가들
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드물게만 나타나며, 심지어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그녀의 작
품에 사용된 등장인물이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지표들을 확
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들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연대기적 시간의 표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객관적인
시간에 근거한 이야기의 서술은 불안정해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건
1) 《L’Esprit des livres》, par Edmond Jaloux, in Les Nouvelles Littéraires, 9
mars 1935, (Josyane Savigneau, Marguerite Yourcenar, L’Invention d’une
vie, Paris, Gallimard, 1990, p. 107에서 재인용.)
2) Marguerite Yourcenar, Carnets de notes de Mémoires d’Hadrien, p. 527을
참고.
3) Carminella Biondi, “Zénon et l’alchimie. Voyage au bout de la connaissance”,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Pise
Editrice Libreria Goliardica, 1988, pp. 21-2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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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성에 대한 비중도 약해진다. 그 결과 유르스나르의 소설을 역사소설이
라는 세부장르로 분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4)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정성과
사실성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 유르스나르의 발언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5) 우리 시대의 역사소설이란 시대적 사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
해의 층을 지나 언제나 인간의 내면세계로 침잠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
다.6) 유르스나르가 역사학자처럼 분명히 방대한 양의 사료를 검토하고 고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작에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작품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르스나르가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게 된 것은 첫 번째 산문시집 출간
이후 30여 년이 지난 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Mémoires d'Hadrien』
(1951)을 발표한 이후이다. 이 시기는 누보로망이 유행하던 시기와 거의 맞물
린다. 그녀는 역사적인 사료에 의거한 소설인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과
『흑의 작업L'Œuvre au Noir』(1968)을 연이어 출간하면서7) 전통적 글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유르스나르의 글
쓰기가 전통적인 글쓰기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
르스나르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중인물
들이 실존 인물을 사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재현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4) 실제로 유르스나르는 자신에게 붙여진 ‘역사소설가’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글쓰기가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atrick de Rosbo, Entretiens radiophoniques avec
Marguerite Yourcenar, Mercure de France, 1971, p. 39을 참고.)
5) “L’authenticité est une chose, la véracité en est une autre.” (Marguerite
Yourcenar, Sous Bénéfice d’Inventaire, p. 6.)
6) Marguerite Yourcenar, Carnets de notes de Mémoires d’Hadrien, p. 527을
참고.
7) 유르스나르는 디오 카시우스Dion Cassius의 『로마사Histoire Romaine』와 『로마
황제열전Histoire Auguste』을 바탕으로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을, 『네덜란드 폭
동에 관한 익명의 회상록Mémoires anonymes sur les troubles des Pays-Bas』
를 바탕으로 『흑의 작업』을 집필했다. (Marguerite Yourceanr：Les Yeux
ouverts, Entretiens avec Matthieu Galey, paris, Éditions du Centurion,
1980, p. 147, p. 167을 참고. 앞으로 이 대담집은 약어로 YO 라고 표기한다.)

- 3 -

앙리에트 르빌렝Henriette Levillain과 안느 베르틀로Anne Berthelot의
경우, 유르스나르의 소설을 장르상 역사소설로 규정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다.8) 또한 레미 프와뇨Rémy Poignault는 실제 역사와 『하드리아누스의 회상
록』을 비교 분석하면서 유르스나르의 작품이 연대에 구애받지 않는 점을 지적
하였다.9) 앙드레 맨드롱André Maindron도 유르스나르의 『북부의 고문서

Archives du Nord』(1977)10)를 연구하면서 이 작품에서 ‘연대기’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1) 그는 특히 이 작품에서 유르스나르가 역
사적인 문제를 넘어 보다 멀리 숙고하고 성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들은 유르스나르가 역사에 근거하여 인물의 삶을 복원하되 거의
의도적으로 연대기적 흐름이나 그에 따른 사건의 인과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 소설에서 시간의식의 흐름이 문제되는 것은 유르스나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프랭크 커머드Frank Kermode에 따르면, 모든 소설은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갈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12) 존재의 본질을 특히
8) 앙리에트 르빌렝은 “유르스나르의 작품전집을 보다 가까이서 살펴보고 『하드리아누
스의 회상록』을 읽어본다면, ‘역사소설’이라는 꼬리표가 출판업자나 교수들이 순응
적인 분류태도로 작품에 붙이기를 너무 좋아해서 생긴 언어의 남용이 아닌지 자문
하게 한다”고 언급한다. 안느 베르틀로에 따르면, 실존했던 시대의 영웅을 그린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흑의 작업』보다 훨씬 더 환상 소설
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cf. Henriette Levillain, Mémoires d’Hadrien de
Marguerite Yourcenar, Paris, Gallimard, Folio, 1992, p. 75., Anne
Berthelot, L’Œuvre au noir, Éditions Nathan, 1993. p. 106.)
9) Rémy Poignault, L’Antiqu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Littérature, mythe et histoire, Bruxelles, Éditions Latomus, coll. «Latomus»
vol. 228, 1995, p. 481.
10) 이 작품은 유르스나르가 자신의 친가와 외가에 관해 고증학적 자료조사를 바탕으
로 만든 3부작 소설 『세상의 미로Le labyrinthe du monde』 중 한 편이다.
11) “Le Réseau, c’est à dire la seconde section de la première partie du
livre, conduit le lecteur d’Archives du Nord à peu près de la
renaissance à la restauration. Aucune chronologie n’y est suivie, sauf
au chapitre 3 ; Yourcenar préfère de loin réfléchir et faire réfléchir à
quelques problèmes suscités par l’histoire.” (André Maindron, “Rubens,
fleuve d’oubli” dans Archives du Nord, pp. 159-165.)
12) Frank Kermode, The Sense of an ending : studies in the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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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는 작가에게 시간의식은 매우 중요한데, 유르스나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객관적인 연대기적 시간과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주관적인 시간이 이
중화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르스나르는 소설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며 서로 다른 존재
로 분화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 한 인물의 삶을 그려내기 위해 ‘실제
있었던 모습’, ‘작중인물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현재 존재한다고 믿
는 사람의 모습’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은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작품 속에서 인간이 의식하는 시간의 흐름,
즉

인간의

시간성과

관련된다.

크리스티안

파파도풀로스Christiane

Papadoupoulos에 따르면 시간성의 문제는 유르스나르의 초기 작품인 『꿈과
운명Les Songes et les sorts』(1938)에서 이미 시작되었다.13) 시간성의 문제
가 현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현상학적 시각과 관계된다면 유르스나르는
이미 초기부터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르스나르의 소설은 역사적인 사료에 근거하는 만큼이나 상상력과 형이상학
적인 시각이 적절한 비중으로 어우러짐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르스나르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녀에게 역
사는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예를 보여주고 그 예로부터 교훈을 끌어
낼 수 있는 ‘자유의 학교’이다. 그녀에 따르면 “역사는 우리를 편견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며, 우리 자신의 문제와 인습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도록” 도와준
다. 비록 역사의 각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도 다르고 그 해법도 다를 수 있지
만 유르스나르는 역사야말로 동시대인들에게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간 존
fiction (프랭크 커머드,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 : 허구 이론의 연구』, 조초희
13)

역 , 문학과 지성사, 1993을 참고.)
Christiane Papadoupoulos, L'expression

du temps dans l'œuvre
romanesque et autobiographique de Marguerite Yourcenar. Éditions
Peter Lang SA, Berne. 1988. pp. 21-2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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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역사는 우선적으로 자료체다. 역사는 작품
내용의 진실성을 위해서 기능하며 작품세계의 본질을 뒷받침하기 위한 ‘틀’이
다.14) 그녀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실의 삶에서 고통 받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역사에 기록된 삶 속에서 찾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르스나르는 억압된 현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역사를 통해 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
르스나르에게 텍스트란 역사적 사실성의 범주를 넘어선다. 앙리 베르니올 드
샹탈Henri Vergniolle de Chantal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녀의 텍스트는 발
작, 스탕달, 프루스트 졸라의 경우처럼 사회적, 국가적, 종교적 혹은 정치적
소속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개성이 부각된 작중인물들의 생각과 담화로 조직
되어 있는 것이다.15)

그렇다면 역사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유르스
나르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유르스나르의 등장인물들에게
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중

14) Henri Verniolle de Chantal, La morale de Marguerite Yourcenar d’après
son œuvre romanesqu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ul
Valéry-Montpellier
III,
juin
1995,
Villeneuve
d’Ascque：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coll. «Thèse à la carte», 1997을 참고.
15) “Le texte est organisé par la réflexion et le discours des personnages,
évoqués pour eux-mêmes et non dans leur appartenance sociale,
nationale, religieuse ou politique, comme chez Balzac, Stendhal, Zola ou
Proust.” (Henri Verniolle de Chantal, op. cit., p. 108을 참고.) 유르스나르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들 중에서 앙리 베로니엘 드 샹탈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을
중심으로 그녀의 모랄적 성찰과 글쓰기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는 유르스나르의
소설 작품에서 분석이 서술과 묘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알
렉시』와 『새로운 에우리디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거의 심리분석과 모랄리스트
의 성찰이 주를 이룬다고 평한다. 베르니올 드 샹탈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적 글쓰
기의 형식적인 측면을 분석하면서 유르스나르의 세계에 나타난 모랄의 가치를 고
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물들의 ‘자기 초월’, 우주적인 세계관과 같은 미학
적 가치를 주요 핵심사항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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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다. 유르스나르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여행자homo viator’이다. 어원적인 면에서 ‘순례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여행자’는 자신이 속한 ‘현재-여기’에서 분리되어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자’ 등장인물들은 주로 이방인, 프로메테우스형 인간, 진
취적인 도전자, ‘미로’ 등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제시되기도 한다.16) 그러나 주
인공이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을 도피하고 이상향을 찾기 위한 행
동은 아니다. 여행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며 성찰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여행을 통해 ‘나’의 밖에 있는 세상
과 소통한다.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여행은 주인공을 변화와 성숙의 길로 이
끌어가는 계기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2. 입문의례 시나리오와 실존의 의미

유르스나르에게 ‘여행’은 실존의 의미를 탐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의 첫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르스나르는 1919년 16세의 나이로
산문시집 『몽상의 정원Le Jardin des chimères』을 출간했다. 이 시집에서부
터 인간의 강렬한 의지와 부단한 시도를 보여주는 프로메테우스적 시도는 일
관되게 등장하고 있다. “아주 야심차고, 아주 길며 대단히 지루하다”고 평가
16) 마리아-호세 바즈케즈 데 파르가María-José Vázquez de Parga를 비롯하여 많
은 연구가들이 유르스나르의 작품에 나타난 미로 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미로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Qui n’a pas son Minotaure ?”,
La Mythologie : clef de lecture du monde classique, Hommage à R.
Chevallier, Tours, 1986, Caesarodunum XXI bis, pp. 561-580 ; B.
Arancibia, “Le mythe du Minotaure chez Marguerite Yourcenar, orges et
Cortázar”, dans Marguerite Yourcenar et l’art. L’art de Marguerite
Yourcenar, cit., pp. 257-264 ; B. Ackermann, “Le Minotaure, c’est nous.
Notes sur une exposition et Mise en scène”, Équinoxe, n° 2, Automne
1989. (cf. Carminella Biondi, Marguerite Yourcenar ou la quête de
perfectionnement, Pise Editrice Libreria Goliardica 1997,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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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 작품에서 유르스나르는 주인공 이카로스를 “절대를 향한 상승의 상
징”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17) 유르스나르의 이카로스는 자신을 “자유”라 명
명하고 권태로운 일상으로부터 탈주를 꿈꾼다는 점에서 여행자이다. 그는 목
숨과 맞바꿀 정도로 절대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갈망한다. 이러한 세계는 헬
리오스, 태양에 닿아있다. 그는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건축한 미로를 ‘아버지’
의 공간이자 감옥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미로에 머무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삶, 의미 없는 삶으로 여겨질 뿐이다.18) 그는 태양에 다다를 때에만
실존의 의미를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태양은 이카로스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태양은 그가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이다. 태양은 완전함을 실현하게 하는 절대세계, 불변하
는 영원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카로스는 미로에서 벗어남으로써 완전함에 도
달하고자 한다. 그에게 탈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여행이다. 그런 의
미에서 여행은 입문의례적 양상을 보인다.
이카로스에게 투영되었던 여행자 이미지는 이후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유르스나르는 입문하던 시절에 계획했던 작품들을
병렬적으로 집필하거나 시간을 두고 수정하고 다시쓰기를 반복하면서 오랜 기
간에 걸쳐 집필하였다. 유르스나르를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게 한 『하드리아
누스의 회상록』19)은 20년대부터 구상했던 “하드리아누스Hadrien”라고 이름붙
인 계획에서 비롯된다.20) 그 외 대다수의 작품들 역시 20년대에 구상한 『소용
17) YO, p. 52-53을 참고.
18) 권태롭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태도는
유르스나르에게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버지 미셸 드 크레이앙
쿠르Michel de Crayencour에게서 받은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 출간 이후 유르스나르는 1952년 페미나 바카레스코상을
수상했고 이후 『흑의 작업』으로 페미나상을 수상한다. 페미나상은 1904년에 이
상이 수여된 이후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
된다.
20) 유르스나르는 첫 번째 소설 『알렉시 혹은 헛된 투쟁론Alexis ou le traité du
vain combat』를 집필하던 1920년대에 이미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의 인물들
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후 1934년에 비로소 집필에 착수했다가 다시 공백을 두었
고 1949년에야 비로소 이전에 남은 기록을 실마리로 다시 집필하기 시작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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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Remous』21)라는 가족연대소설을 모태로 한다. 미완으로 남은 이 거대한
계획에는 『흑의 작업』의 전신이 되는 단편소설 『뒤러를 따라D'après Dürer』
(1934)와 『암흑의 남자Un homme obscur』(1982)의 전신인 『렘브란트를 따
라D'après Rembrandt』(1935)의 초고가 모두 포함된다. 1930년대는 모색기
로서,22) 유르스나르는 이 시기에 계획하거나 이미 출간했던 작품들을 대부분
다시 수정하면서 50-6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본으로 출간한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세 작품 중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과 『흑의 작
업』은 시대적인 배경과 인물의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구상되었고 주
인공들도 절대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고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고심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비교 대상이 되
었다. 먼저 출간된 두 작품과 달리 『암흑의 남자』는 작가의 노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본으로 발표되었다. 이 세 작품은 작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
게 헌사를 남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3)

르스나르는 글쓰기의 형식, 서술기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작가로 유명한데,
일례로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의 완성된 판본들을 수없이 버리고 다시 쓴 이유
에 대해 일부는 역사소설에 가깝고, 일부는 일종의 대화와도 같아서 그것들을 모
두 버렸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Henriette Levillain, op. cit., p. 38, YO, pp.
57-58을 참고.)
21) 유르스나르는 1921년 친가의 족보를 읽으면서 4세기에 걸친, 그들 사이의 많은
가족 혹은 집단의 이야기를 담은 긴 소설의 구상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 계획은
그녀의 대다수의 작품들을 비롯하여 유작 『세상의 미로』의 구상에까지 이어진다.
(YO, p. 57을 참고.)
22) 이 시기에 유르스나르는 단편소설집 『누벨 에우리디케La nouvelle Eurydice』
(1931),『동양 이야기Nouvelles Orientales』(1938)와 산문시 『불Feux』(1935)을 비
롯하여 다수의 작품들을 잡지에 게재하면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23) 유르스나르는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을 오랜 동반자인 그레이스 프릭Grace
Frick에게, 『흑의 작업』은 아버지 미셸 드 크레이앙쿠르에게, 『암흑의 남자』는 생
의 마지막 동반자인 제리 윌슨Jerry Wilson에게 바치고 있다. 유르스나르의 첫
번째 전기(傳記)를 쓴 조지안 사비뇨Josyanne Savigneau는 세 사람의 죽음을 유
르스나르의 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환점이라고 지적한다. 세 사람은 유르스나르
의 생의 동반자들이다. 유르스나르의 청년기에 미셸이 함께 했다면, 이후 그녀가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에는 그레이스 프릭이 그녀를 도우며 함께 한다.
그레이스는 사망하기 전, 유르스나르에게 제리 윌슨을 소개하는데, 유르스나르의
마지막 동반자인 제리 윌슨 역시 그녀보다 먼저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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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작품의 주인공, 하드리아누스와 제농 그리고 나타나엘에 대하여 작가
는 ‘주요한 여행자’라고 지칭하며 인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
다.24)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상한 이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찾고자 했으며,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만일 유르스나르에게 여행의 테마
가 삶을 반추하는 동일한 이미지일 뿐이라면, 세 주인공의 여행자 이미지는
결국 동일한 이미지를 무의미하게 반복한 것은 아닐까? 세르주 메팅제Serge
Meitinger는 세 명의 여행자 주인공이 ‘내면의 여행’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유사한 여정을 밟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25) 앙리 베르니올 드 샹탈
도 비슷한 관점에서 여행이 작중인물들의 실존을 조직하는 요소이며 여행으로
부터 인간조건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6) 엘레나 레알
Elena Real은 여행을 작품의 구성요소로서 간주하면서 “여행은 이야기를 만
들어가는 힘을 이루는 동시에 소설 구조를 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27)고 설명하고 있다. 여행은 주인공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
확장된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르스나르가 추구하는 ‘변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마
리아 카바주티Maria Cavazzuti에 따르면 “유르스나르의 세계에서 여행은 늘
입문의례적”이다.28)

‘준비(분리-정화)단계, 입문적인 죽음 단계, 재생의 단계’

로 도식화되는 입문의례는 “인간이라는 씨앗을 성숙시켜서 완성시켜줄 상태의
시작”29)을 의미하며, 입문의례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
24) Marguerite Yourcenar, Essais et Mémoires, pp. 692-694을 참고.
25) Serge Meitinger, “Le voyage intérieur : Hadrien, Zénon, Nathanaël”,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p. 156을
참고.
26) Henri Vergniolle de Chantal, op. cit., p. 27을 참고.
27) Elena Real, “Voyage et péripétie dans l'Œuvre au noir. De la voix
publique à la voix intérieure”,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1988, p. 207.
28) Maria Cavazzuti, “La dernière étape du voyage : Le suicide”,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1988. p. 43.
29) “L'initiation est le commencement d'un état qui doit amener la graine,
l'homme, à sa maturité, sa perfection.” Simone Vierne, Rite, Roman,

- 10 -

‘정신적 성숙’에 이르는 길을 강조한다. 따라서 ‘입문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
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로의 이행이 전제된 재생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시련 끝에 신참자는 입문의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입문의례는 존재를 변형시킨다고 할 수 있다.30) 입문의례를 통해 인간과 세
상, 시간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는 만큼 유르스나르가 실존의 문제를
입문의례 시나리오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르스나르가 여행의 테마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
이며 존재론의 문제를 입문의례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근원적인 이유
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여행 테마는 정신의 자
유에 대한 갈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 낯선 미지
의 세계로 향하는 여행자가 실존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유르스나르는 유년기부터 여행자의 삶에 익숙해
져 있었다. 그녀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
미셸 드 크레이앙쿠르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1)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실존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도 유년기의 체험과 연결시킬 수
있다. 유르스나르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몽 누와르에서 사는
동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대신에, 하인들이나 숲과 같은 자연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된다. 유르스나르에게 타자는 유년기부터 개인적인
Initi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87, p. 7.)
30) M. Eliade, Initiation, rites, socitétés secrètes, p. 12을 참고.
31) 두 번째 아내 페르낭드가 마르그리트를 출산한 후 산욕열로 사망하자, 미셸은 곧
바로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모님의 저택인 몽누와르를 떠나
유럽 각지로 여행하며 도박을 하는데 이때마다 딸을 동반한다. 미셸은 자상한 아
버지는 아니었지만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 별도로 가정교사를 두기도 하고 유학을
보내기도 했다. 스스로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만큼 그는 유르스나르가 작가가 되
도록 힘을 실어주었으며 유르스나르가 첫 시집을 출판할 때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유르스나르 역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면서
도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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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넘어서 있으며 인간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입문
의례 여행은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이다. 그것은 ‘나’
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현재-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행은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세계와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여행은 ‘지향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초월적 현상학 : 시간의 재구성

유르스나르의 소설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
을 표명하고 있고, 주인공이 입문의례를 토대로 하는 자아탐색의 여행을 수행
하며, ‘나’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시
간의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유르스나르의 작품 속에는 두
개의 시간의식, 즉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 객관적
인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 과학적인 개념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일상생활의
범주를 한정한다. 주관적인 시간은 경험을 통해 나의 의식에서 변형된 시간이
다. 역사와 달리, 문학에 나타난 시간은 자아에 의해 경험된 시간이다.32) 유르
스나르의 주인공들은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 사이에서 ‘나’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인물들로서 그들은 삶을 주관적 시간으로 이해했을 때 비로
소 자신의 삶을 완성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역시 실재하며, 주관적으로 시
간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 주체 위로 흔적을 남기고, 또 우리를 그 과정 속
에 실어 나르며 진행할 것”33)이라는 휘트로Whitrow의 설명이 유르스나르의
32) 현상학의 관점에서 문학에 나타난 시간 양상의 주관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한스
마이어호프는 시간은 자아에 의해 경험되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문학 속의 시간』, 이종철 역. 문예, 2003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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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정확한 날짜를 찾아보기 어
렵다는 것은 그녀가 연대기적 시간을 인정하되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혹은 주관적인 시간의식으로 우회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고 해서 그녀의 소설에서 연대기적 시간이 완전히 부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 오히려 연대기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은 여행이라는 테마를 통해 병존한다
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인식할 때 주인공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을 완성해간다. 주인공은 연대기적 시간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을
찾아 나설 때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아성찰에서 시
작하여 보편성으로 확장되는 자아탐색의 여정을 시간의식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은 각각 끝을 향해 전진하는 ‘직선적 시
간’과 영원을 형성하는 ‘순환적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간은 시간을 물리적인 가치로 가늠한다. 연대기적인 시간이 객관
적인 시간을 대표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직
선적이고 계기적인 연속성을 보여준다. 또한 불가역성의 원리를 따르므로 현
재의 상황을 결과물로 보았을 때 과거가 현재에 대한 일종의 족쇄 역할을 해
서 ‘현재’는 영원히 과거에 구속된다. 따라서 이 시간 개념에 따르면 ‘현재-여
기’의 인간은 늘 과거에 지배된다. 여기에서 죽음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생
명의 한계 즉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시함으로써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
게 된다.
그러나 연대기적 흐름으로 표현된 시간은 문자 그대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
로 이행하는 과정을 드러낼 뿐, 그 자체만으로 존재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관적인 시간의식에 의거하면 시간은 종말론의 성격을
가진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수(數)의 이행이 아니라 존재
33) G. J. Whitrow, Time in history (『시간의 문화사』, 이종인 역, 영림 카디널,
199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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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존재로 이어지고 연장되는 존재론적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
간의식에서는 존재는 서로 연결되면서, 매 순간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생성
된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시간은 순환적인 구조로 드러난다. 따라서 순환론적
시간의식에서 죽음은 개체의 소멸이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직선
적 시간에서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피해야 할 무엇이지만, 순환
적 시간에서는 삶을 잉태하고 부활시키는 생성의 고리가 된다. 오히려 죽음이
삶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구원의 양상이 되는 것이다.
유르스나르의 소설에는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객관적인 시간을 현실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경험하고 주관적인 시간은 주인공의 내면으로 향한 시간으로 경험한다. 그러
므로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주인공들은 직선적이고 순환적인 움직임과 더불
어 원심력과 구심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주인공들에게 여행이란 존재의 본
질을 탐사하기 위해 밖에서 멀리 나아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며 동시에 내면의 깊이를 심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행자 주인공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중도적인 입
장을 놓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르스나르의 주인공들이 개인적인 실존의
차원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이와 같은 시간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유르스나르의 주인공들에게 존재론의 문제는 시간의식
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여행을 통해, ‘현재-여기’에 있는 ‘나’로부터 벗어나
며 시간을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과거→현재→미래’의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로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존재의 변화를
꾀한다.
유르스나르의 주인공이 실질적으로 내면의 여행자가 되는 것은, 즉 현존재
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은 과거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현재’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도달하고자 하
는 ‘현재’는 물리적이고 계기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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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태, 온전한 존재의 상태로 이미지화된다. 다만 온전한 존재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나’, 해체되고
새롭게 조립할 수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것이며, 불변하는 존재의 본질을 회복
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초월적 현상학에 근거한 시간성은 유아적이라고 비난받을 여지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르스나르의 주인공이 수행하는 여행을 시간의
식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죽음의 의미를 전환함으로써 실
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도록 제안하는 한편, 인간의 실존문제가 세계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본문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에서는 “재구성된 ‘나’의 시간”이라는
제목 하에 주인공이 ‘현재-여기’의 내가 아니라 ‘여행자’로서 이루어가는 ‘새
로운 나’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주로 서술기법을 비롯하여 텍
스트의 형식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인공이 여행자의 이미지를 확립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탐색하기로 한다. 특히 객관적인 시간의식과 주관적인 시간의
식, 직선적인 시간의식과 순환적인 시간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행자 주인
공의 내면세계를 조명할 것이다.
II부에서는 ‘존재’ 자체의 초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직접적
으로 겨냥한다. 존재의 영원성을 확립하기 위해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밝히며, 존재의 소통과 열림을 다루면서 개인적인 ‘나’로부터
완전한 정신의 해방을 얻는 우주적 ‘나’로의 확장을, 순환과 통합을 통해 하나
의 존재로 드러나는 유르스나르의 세계를 조명한다. 이러한 ‘나’를 초월하고
‘존재’ 자체를 초월하는 이중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유르스나르의 소설에 나
타난 자기 성찰이 보편성에 이르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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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I. 재구성된 ‘나’의 시간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여행의 테마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
화된다. 그녀의 세 작품,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 『흑의 작업』 그리고 『암흑
의 남자』에서 여행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자 소설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적인 요인이다. 여행이 공간의 측면보다는 시간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여행이 주요 테마이긴 하지만,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공간의 차원이 내면 의식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세기, 그리스와 로마를 배경으로 한 『하드리아
누스의 회상록』은 분절된 기억들을 조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흑의 작업』
의 주인공 제농은 약 20여 년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를 방랑하지만 그 생활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암흑의 남자』의 주인공 나타나
엘의 삶에서는 여행의 특성과 공간의 이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주인공
의 이행과정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에 속한다.
케자 안데르손Kaija Andersson에 따르면 유르스나르의 소설은 죽음과 삶
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축되어 있다.34) 죽음의 차원은 “죄수의
모티브”35)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재-여기’의 ‘나’
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동기이기도 하다. 시간의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34) Kaija Andersson, “Marguerite Yourcenar ou le don de l’universalité”,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erife (Espagne) novembre 1993, textes édités par María
José Vázquez de Parga et Rémy Poignault, Tours : S.I.E.Y., 1994. p. 3.
(참고로, S.I.E.Y는 La Société Internationale d'Études Yourcenariennes의
약호이다.)
35)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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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전복시키거나 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표
현된다.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공존하는 가운데 직선적인 시간개
념에서 순환적인 시간개념으로 이행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으로부터 여행자 주인공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1. 연대기적 시간에 역행 : 하드리아누스

1-1. 기억의 해체와 ‘나’의 객관화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은 하드리아누스가 손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게 전하는 서한문 형식의 소설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새로운 나를 만나는 자아 탐색이 그 소설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형식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기록하는 자Homo scriptor’가 ‘여행자
Homo viator’의 삶을 탐색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36) 연대기적
인 시간에 따라 과거를 기술하는 황제 하드리아누스와 내면세계를 탐색하는
여행자 하드리아누스로 분화된 ‘나’의 드라마가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드라마인 것이다.
유르스나르의 경우, 일인칭 서술 기법이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 처음
으로 시도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알렉시 혹은 헛된 투쟁론』 이후 일인칭 소
설작품을 두 편 출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일인칭 서술기법에서는 회고록이
나 고백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이자 주인공인 한 인물이 과거의 경
험을 서술하는 ‘증언’적인 가치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르스나르가
36) Dumitra Baron, “Mémoires d’Hadrien ou à la recherche de l’«Homo
viator» par l’«Homo scriptor»”, Marguerite Yourcenar, citoyenne du
monde,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e Cluj, Arcalia, Sibiu (8-12 mai
2003), Clermont-Ferrand : S.I.E.Y., 2006, p. 5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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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칭 서술기법을 자주 선택하는 것은 그녀의 소설세계가 보여주는 전반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37) 유르스나르는 일인칭 서술기법을 사실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
다. 그녀에게 일인칭 서술기법은 ‘나’를 대상으로 하여 ‘나’를 온전히 이해하
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집중하는 방식이며 내면으로 침잠하는 방식인 것이
다.
실제로 유르스나르는 일인칭 서술기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삶에 직
면하여 다소 정직하게 자신을 설명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38)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례로 그녀의 첫 번째 소설 『알렉시
혹은 헛된 투쟁론』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서한문 형식이지만 주인공이 동
성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보다 화자가 자기 자신, 즉 ‘알렉시’란 이름의
한 인간을 이해하고 겪는 실존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39) 『알렉시 혹은
헛된 투쟁론』의 화자이자 주인공은 일반적인 편지와는 달리, 자서전 작가가
현재의 자기 자신과 이전의 자아를 분리하고 객관화하듯 자기 자신을 대상화
한다. 일인칭 서술기법은 자아탐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것
은 브뤼노 즐라스Bruno Gelas가 지적한 것처럼 ‘허구의 나Je-origine fictif’
와 ‘실제의 나Je-origine réel’를 구별할 때 일인칭 서술이 허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40) 유르스나르의 일인칭 서술기
37) 모든 자료를 모으고 완벽한 지식을 쌓은 후에야 작업을 진행하는 그녀의 집필방
식에 비추어보아 이미 기존의 서간체 소설들을 두루 섭렵하고 연구했을 것이 분
명해 보인다. (Anne-Yvonne Julien, Marguerite Yourcenar ou la signature
de l’arbre, p. 17을 참고.)
38) “ [...] parce qu’il permet de montrer un être humain faisant face à sa
vie, et s’efforçant plus ou moins honnêtement de l’expliquer, et d’abord
de s’en souvenir.” (Marguerite Yourcenar, Préface du Coup de Grâce, p.

80.)
‘Cette lettre, mon amie, sera très longue.’라고 시작하는 이 글에는 중간 중
간에 수신자의 호칭(mon amie, Monique, vous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기본적
인 서간체의 서두와 이야기식의 본문 그리고 날짜와 장소를 포함한 결구
(Lausanne, 31 août 1927-17 septembre 1928)로 구성되어있다.
40) Bruno Gelas, “Le traitement de la fiction”, Marguerite Yourcenar - un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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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고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하고 성찰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존재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은 이러한 일인칭 서술기법의 특색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인생의 말기에 하드리아누스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여정
을 독백으로 열어간다. 하드리아누스가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는 ‘기
억 되찾기’부터 시작된다. 화자는 억압되고 조각난 기억을 가지고 전체를 되
살리고자 노력한다. 하드리아누스는 노환으로 인해 불확실해진 기억력을 탓하
며 화제를 전환하곤 하는데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삶의 이야기가 과거의 사
실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삶에 허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고백한 후
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시간의 순서와 무관하게 배치시키며 이야기를 전개
한다. 표면상으로 보면, 하드리아누스가 고백하는 이유는 황제로서 살아온 경
험을 숙고하고 성찰하는 것에 있다. 후계자에게 이상적인 황제의 모습을 제시
하고자 하는 의무 때문에 글을 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드리
아누스는 과거를 연대기적으로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술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는 처음부터 이러한 예상을 무너뜨린다. 그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추동하는 힘은 그러한 공적인 의무가 아니라 “나를 정의하
고, 어쩌면 나를 평가하고, 적어도 죽기 전에 나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자기
성찰이라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을 너에게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다. (…) 그 대신
에 나는 여기에서 유일한 한 인간, 바로 나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낸 이야기, 편견도 없고 추상적인 원칙도 없는 이야기를
너에게 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어떤 결론에 이
를지는 나도 모르고 있다. 사실들을 검증해봄으로써 나는 나를

écriture de la mémoire, SUD, 1990, pp. 7-1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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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어쩌면 나를 평가하고, 적어도 죽기 전에 나를 더 잘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J'ai formé le projet de te raconter ma vie. [...] Je
t'offre ici comme correctif un récit dépourvu d'idées
préconçues

et

l'expérience

d'un

de
seul

principes
homme

abstraits,
qui

est

tiré

de

moi-même.

J'ignore à quelles conclusions ce récit m'entraînera. Je
compte sur cet examen des faits pour me définir, me
juger peut-être, ou tout au moins pour me mieux
connaître avant de mourir.”

41)

이 예문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하드리아누스는 “사실을 검증해 본다”는 표
현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성찰의 이야기는 ‘나’를 대상화하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
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어떤 결론에 이
를지는 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자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회상하지만,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게 될 자신의 모습은 현
재, 이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
는 과거의 경험들을 복원하되, 그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얽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화자는 지금의
하드리아누스라는 인물을 두 개의 시간의식으로 분리하면서, 계기성이 따르는
물리적인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자신의 현존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시간이 분화되면서 ‘나’는 서로 다른 시간에 분리된 상태로 각각 존
재하게 된다. 화자는 망각 속에 보존된 ‘나’를 꺼냄으로써 자신의 현존재에서
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가장
41) Marguerite Yourcenar, Mémoires d’Hadrien, pp. 301-302. (이하 약어로 MH
라고 표기.)

- 20 -

고유한 존재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이란 자기 자신에로 나아감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는 나르시시즘의 경우와는 거리가 먼, 실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가 ‘나 자신에 대한 연구’를 인간의
존재를 평가하는 “가장 까다롭고 위험하면서도 훌륭한 방법”42)으로 간주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비록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칠 위험이 있
기는 하지만, 모든 선입견을 제거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드리아
누스의 내면 여행은 현상학적 자기 성찰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초월론적 자
아의 자기 객관화를 지향한다.43)
하드리아누스는 약 1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은
폐되어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되살리기 시작한다. 오랜 병영생활, 수많은 전
쟁과 정치적인 암투 등 소멸되지 않고 축적되어 있던 경험들은 그대로 복원된
다. 이 시기는 황제의 자리를 향해 가는 상승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적어도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황금시대”를 맞이한 시기는 작품 구조상
일종의 피라미드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피라미드 형태의 구도로 보면, 이 작
품은 성장소설의 하나로 간주될 법하다. 그런데 화자가 과거에서 끌어낸 하드
리아누스는 단지 황제가 되려는 야심에 찬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는데 특징이
있다. 화자의 기억에서 현동화된 하드리아누스는 황제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

42) “l’étude de soi, la plus difficile et la plus dangereuse, mais aussi la plus
féconde des méthodes” (MH, p. 302.)
43) 콜레트 고뎅Colette Gaudin은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 대해 ‘이 작품이 과연
소설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녀는 이 작품을 로버트 그레이브스Robert Graves의
『클라우디우스Claudius』와 비교하면서 어떠한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
고,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이 정체성 탐구, 자아 찾기에 관한 작품이라고 주장
한다. (Colette Gaudin, “Hadrien corps et âme : Aventures de l'identité”,
L'Écriture du moi dans l'oe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s du
Colloque de Bogotá( 5-7. 9. 2001), textes réunis par Rémy Poignault,
Vicente Torres, Jean-Pierre Castellani, Maria Rosa Chiappparo,
Clermont-Ferrand : S.I.E.Y., 2004, p. 2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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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다. 그가 내면에서 꿈꾸어 왔던 자신의 모습은 바로 ‘여행자’이다.

몇몇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이 지상을 편력했었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약 열 두 명의 현자들과 상당수의 모험가들이 그들이다.
최초로, 여행자가 여행자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자유롭게 보고,
개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군주가 되었다. 그것은 나의 행운이었
다. 직무와 기질과 세계가 다시 행복하게 일치하려면 아마도 수
세기는 지나야 하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Quelques hommes avant moi avaient parcouru la terre :
Pythagore,

Platon,

une

douzaine

de

sages,

et

bon

nombre d'aventuriers. Pour la première fois, le voyageur
était en même temps le maître, pleinement libre de voir,
de réformer, de créer. C'était ma chance, et je me
rendais compte que des siècles peut-être passeraient
avant que se reproduisît cet heureux accord d'une
fonction, d'un tempérament, d'un monde.44)

하드리아누스가 이전에 있었던 여행자들과 다른 것은 그가 여행자이자 군주
로서, 기존의 독단적이고 권력적인 군주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간형을 탄
생시켰다는데 있다. 하드리아누스는 자유롭고 유연하며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여행자와 정주하는 군주의 삶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이다. 특히 여행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은 하드리아누스의 탄생의 별
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클로드 브누아는 하드리아누스의 탄생 별자리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주목한 바 있는데,45) 그에 따르면, 물병자리는 이타주
44) MH, p. 382.
45) Claude Benoit, “Les avatars du mythe prométhéen”, Roman, Histoire et
Myth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S.I.E.Y., Tours, 1995,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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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협동, 집단의 연대를 상징하고 “아방가르드, 진보, 해방, 모험”46)을 상징
한다. 이러한 특성이 로마의 젊은 병사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하드리아누
스의 인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하드리아누스가 과거의 기억을 회고하면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별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다. 클로드 브누와는 유르스나르가 창조
한 하드리아누스에게서 현대적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그의 사고와 “박애, 행복, 자유Humanitas, Felicitas, Libertas”를 내세우는
계획 그리고 인간과 문화에 관한 그의 시각은 20세기 현대인의 시각이며 이
런 점에서 그는 “동시대인들을 앞서나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47) 이러한 특징
을 유르스나르는 자유과 권력을 대비시킴으로써 제시한다. 자유가 여행자의
본질이라면 권력은 황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는 자유를 선택함으
로써 이야기 속 하드리아누스가 실존의 문제를 본질로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나는 권력보다 자유를 추구했다. 그리고 권력이 자유에 부분적
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때에만 권력을 추구했다.
J'ai cherché la liberté plus que la puissance, et la
puissance seulement parce qu'en partie elle favorisait
la liberté.48)

비록 하드리아누스의 삶이 황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여행자로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었음을 이 예문은 알려주고
있다. 하드리아누스가 법과 관습을 개선하면서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제
시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49) 그는 특히 정신의 자
18-19을 참고.
46) J. Chevalier et A.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 Laffont-Jupiter,
1982, pp. 1001-1002. (Ibid.에서 재인용.)
47) Claude Benoit, op. cit., p. 19.
48) MH,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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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민족을 통합하는 제국의 지배자로서 노예제
도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예제
도에서 하드리아누스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으로 인해 정신적인 자유를 빼앗겼
음에도 불구하고 예속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를 문제시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철학이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것의 이름을 바꿀 것이니
말이다. 나는 그것들의 더 나쁜 예속 형태들을 상상할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족스러워하는 기계로 변화시켜,
노예처럼 지배를 당하면서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게 할 수도
있고 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여가와 쾌락을 배제하고, 야만족
들이 전쟁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친 듯
이 일을 좋아하는 취향을 키워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것보다 기만적이기 때문이다. 정신의 노예상태 또는 상상력의
노예상태보다는 나는 차라리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의 노예제도를 택하겠다.
Je doute que toute la philosophie du monde parvienne
à supprimer l'esclavage : on en changera tout au plus
le nom. Je suis capable d'imaginer des formes de
servitude

pires

que

les

nôtres,

parce

que

plus

insidieuse : soit qu'on réussisse à transformer les
hommes en machines stupides et satisfaites, qui se
croient libres alors qu'elles sont asservies, soit qu'on
développe chez eux, à l'exclusion des loisirs et des

49) MH, pp. 3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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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sirs humains, un goût du travail aussi forcené que
la passion de la guerre chez les races barbares. À
cette servitude de l'esprit, ou de l'imagination humaine,
je préfère encore notre esclavage de fait.50)

이 대목은 실제로 하드리아누스가 집권 당시 펼쳤던 정책과도 일치한다. 하
드리아누스가 노예의 인권을 존중하는 군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51) 자유는
하드리아누스에게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삶은 정신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때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하드리아누스
가 스스로 자신을 여행자로 제시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자유는 하드리아누
스가 되찾아야 할 자신의 진정한 존재 양식이며, 여행은 자유의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드리아누스가 여행자임을 강조하
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유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하드리아누스의 회고는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자신의 삶을 찬양하
거나 잘못을 털어놓는 글쓰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의 자기성찰은 표현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
50) MH, p. 375.
51) 2세기 로마시대에는 노예들의 삶조차도 자유신분인 게누스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노예규정에 관한 법률도 완화되어 점진적으로 신분사슬의 고리는 더욱 느슨해졌
고 신분해방의 가능성마저 열렸다. 83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만들어진 ‘세
나투스-콘술툼’(원로원-집정관 결정안)은 노예들의 거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예
재산의 반을 몰수한 주인에게는 형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범죄에 대해 형량을 두 배로 늘리고 황제 직권으로 사형까지 언도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령을 원로원에게 권고한다. 하나는 주인이 노예를
‘레노’(leno：포주)나 ‘라니스타’lanista:검투장 업주)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것, 다
른 하나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형벌에 처하는 것을 승인하는 ‘프라에펙투스 비길
룸’(비길룸 총독법)의 상위법을 제정하여 주인들의 임의적인 형벌집행을 제한시킬
것. 2세기 중엽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는 더욱 진일보하여, 마침내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시절에 와서는 주인의 단독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으로 노예가 죽게 되
었을 경우 그 주인을 살인범으로 간주하고 그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하기에 이른
다. Jérôme Carcopino, La Vie quotidienne à Rome à l'apogée de
l'Empire, Paris, Hachette, 1939. (제롬 카르코피노,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
류재화 옮김, 우물이 있는 집, 2003. pp. 139-14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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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자신의 본질을 일깨우고 명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가 과거를 회
상하는 것은 오래 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자신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탐험이자 여행이다. 하드리
아누스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지평을 통해서만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먼
과거의 자신이나 장래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가 미지의 세상에 대한 탐색
을 자신의 사명감으로 제시할 때 그 탐색은 자신과의 만남을 목표로 하는 것
이다.52)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잘 모른다. 나는 사람
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에라토스테네스가 잘 계산해 낸 둘레 이십
오만 스타드의 지구를 일주할 사람들이 부럽다. 그것을 주파하
면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내가 아주 간단히
결심하고, 우리가 다니던 대로를 이미 벗어나 흔적을 따라 계
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즐기고 있었다...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이, 문화
적인 혜택도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기, 새로운 인간들 한 가운
데에서 순수한 우연에 몸을 내맡기기...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의 꿈, 모든 꿈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은 꿈에 지나지 않
았다. 내가 만들어냈던 그 자유는 멀리에서만 존재했다. 그 자
유가 있었더라면, 나는 내가 포기했을 모든 것들을 아주 빨리
다시 만들어냈을 것이다.
Nous connaissons encore assez mal la configuration de
la terre. À cette ignorance, je ne comprends pas qu'on
se résigne. J'envie ceux qui réussiront à faire le tour

52) MH,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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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deux cent cinquante mille stades grecs si bien
calculés par Ératosthène, et dont le parcours nous
ramènerait à notre point de départ. Je m'imaginais
prenant la simple décision de continuer à aller de
l'avant, sur la piste qui déjà remplaçait nos routes. Je
jouais avec cette idée... Être seul, sans biens, sans
prestiges, sans aucun des bénéfices d'une culture,
s'exposer au milieu d'hommes neufs et parmi des
hasards vierges ... Il va de soi que ce n'était qu'un
rêve,

et

le

plus

bref

de

tous.

Cette

liberté

que

j'inventais n'existait qu'à distance ; je me serais bien
vite recréé tout ce à quoi j'aurais renoncé.53)

하드리아누스에게 여행은 선입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서 새로
운 세계를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 우연 그 자체이다.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
머무는 것은 선입견의 굴레에 나를 고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행은 “습관이
나 선입견을 끊임없이 파괴”하며 다른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를 ‘초월’하여 현
상학적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유르스나르는 “공간의 여행, 시간
의 여행”이라는 강연 원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설파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다른 세상을 안다는 것은, 결과적
으로 정신의 편협함과 선입견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존
재를 믿게끔 했던 순진한 열광과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어리석은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La connaissance de mondes étrangers, que ce soit

53) MH,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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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e temps ou dans l’espace, a pour résultat de
détruire l’étroitesse d’esprit et les préjugés, mais aussi
l’enthousiasme

naïf

qui

nous

faisait

croire

en

l’existence de paradis, et la sotte notion que nous
étions quelqu'un.54)

따라서 여행은 원심력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여행을 ‘나’의 밖으로 나아가
다른 세상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각인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의한다면, 이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지워진 한계를 극복하고 열린 존재
가 될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에 정주하는 것보다 군대로 복귀하고 여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완전한 자
유인이 되고자 하는 또 다른 하드리아누스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고백을 하나 털어놓아야겠다.
그것은 내가 단 한 번도 어떤 장소에,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아테네를 비롯하여 로마에서조차, 완전히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가져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도처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어
느 곳에서도 특별히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Il faut faire ici un aveu que je n'ai fait à personne : je
n'ai jamais eu le sentiment d'appartenir complètement
à aucun lieu, pas même à mon Athènes bien-aimée,
pas même à Rome. Étranger partout, je ne me sentais
particulièrement isolé nulle part.55)

54) Marguerite Yourcenar, “Voyages dans l'espace et voyage dans le temps
(conférence faite à l'institut français de Tokyo, le 26 octobre 1982.)” Le
Tour de la Prison. pp. 693-694.
55) MH,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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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되기 전 병영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로마를 그리워하지 않는 유
일한 젊은 장교였다”56)는 것을 밝히면서 실상 그가 털어놓고자 한 자신의 모
습은 로마제국의 황제가 아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여행자에 가깝
다. 이러한 특성은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점에서, 가족을 비롯하여 혈연관계에 대하여 유독 무감각하며 물질에 집착하
지 않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컨대 모든 장소에서 ‘이방인’이었다고 단언
하는 것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볼 때 특정한 문화, 종교, 사람, 사물 등에 얽
매어 있지 않고 모든 것에 다양하게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소속이나 소유의
감정과는 무관함을 지시함으로써 그가 여행에서 끌어낸 자유의 개념을 확장시
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드리아누스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을 통해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이
나 사건의 사실성은 위반하지 않으면서 내면세계로 침잠하는 효과를 보여준
다. 이러한 변화는 꿈이나 명상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꿈은 주인공이 연대
기적인 시간에 나타난 덧없는 성격을 변형하도록 돕기 때문이다.57) 하드리아
누스는 수면과 죽음 사이에 기묘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주목하고 특히 순수한
수면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드리아누
스는 수면 상태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자체가 음미대상인 잠이라
고 하는 특별한 신비이다. 그것은 매일 밤 홀로 벌거벗고 무장
해제한 채, 어느 대양에 무모하지만 불가피한 잠수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숨결의 색과 밀도, 리듬자체가 모두 변하며 우리는
죽은 자들을 만난다.
Mais ce qui m’intéresse ici, c’est le mystère spécifique
56) MH, p. 326.
57) Christiane Papadoupoulos, op. cit., pp. 21-2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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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sommeil goûté pour lui-même, l’inévitable plongée
hasardée

chaque

soir

par

l’homme

nu,

seul,

et

désarmé, dans un océan où tout change, les couleurs,
les densités, le rythme même du souffle, et où nous
rencontrons les morts.58)

하드리아누스에게 잠은 고통으로부터 치유 받고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 그 자체이다.59) 그러므로 수면은 여행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무
방비한 상태에서 자유를 맛보게 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계기적인 시간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난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잠이 들고 깨어나
는 것이 하드리아누스에게는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윤회하는 삶을 경험하
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상에서 영원성이 경험되고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교대하게 되며 정신의 자유가 회복되고 온전히 비어
있는 순수한 자기 자신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죽음과 부활에 가까운 순수한 수면, 순수한 깨어남의 경
험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 사냥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낸
후, 숲 속에서 맨땅에 드러누워 있을 때에 갑자기 빠져 든 잠
을 회상한다.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나 아니면 가슴 위에 올라
선 개들의 다리 때문에 나는 깨어나곤 했다. 그런 수면의 경우
나의 소멸은 너무나 전적이어서, 매번 깨어나면서 나는 나를
달라진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토
록 멀리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이 좁은 지역으로 나를 다시
데려오곤 하는 그 엄밀한 정돈 상태에 놀라워했고 때로는 슬퍼
하기도 했다. 우리들이 가장 집착하는 특수성이란 도대체 무엇
58) MH, p. 298.
59) MH,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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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그것은 자유롭게 잠든 사람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또 하드리아누스의 몸으로 마지못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잠시나마 나는 그 빈 인간, 그 과거 없는 존재를 거의 의
도적으로 음미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Je préfère parler de certaines expériences de sommeil
pur, de pur réveil, qui confinent à la mort et à la
résurrection. [...] J’évoque les brusques sommeils sur la
terre nue, dans la forêt, après de fatigantes journées
de chasse ; l’aboi des chiens m’éveillait, ou leurs pattes
dressées sur ma poitrine. Si totale était l’éclipse, que
j’aurais pu chaque fois me retrouver autre, et je
m’étonnais,

ou

parfois

m’attristais,

du

strict

agencement qui me ramenait de si loin dans cet étroit
canton d’humanité qu’est moi-même. Qu’étaient ces
particularités

auxquelles

nous

tenons

le

plus,

puisqu’elles comptaient si peu pour le libre dormeur, et
que, pour une seconde, avant de rentrer à regret dans
la peau d’Hadrien, je parvenais à savourer à peu près
consciemment cet homme vide, cette existence sans
passé？60)

소멸과 재생을 반복하는 수면을 통해 인간은 삶의 무상함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원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명상 덕분에 내가 ‘나’ 라고 부르는
존재는 한없이 비어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으며, ‘나’ 라고 지칭하는 것이 과
연 진정한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를 자문하게 한다. 순수한 수면에 대

60) MH,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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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드리아누스의 명상은 결국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의 반복을 의미하며, 한
편으로 삶 속에 죽음을 내재화하는 작업을 암시하는 것이다.

1-2. 정신의 계승

하드리아누스가 현존재의 ‘나’를 찾는 방법은 여행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관계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서도 열려 있다. 우선, 부모를 비롯하여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도처에서 이방인’이라고 자처했던 것처럼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나’를 확
인하고자 한다. 하드리아누스는 부모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그것은 부모의 존재를 맹목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가 부모를 객관화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 혹시 야기할 수 있을
오류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부모에 대한 그의 회상은 자신과의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
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태도는 하드리아누스가 ‘현재’ 자신이 형성된 것이 ‘과거
의 부모’로부터 유래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간이나 생물학적인 계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부모를 하나의 존
재로, 대상으로 객관화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정신의 계승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이 가족소설 시나리오와 동일한 것처
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유르스나르가 하드리아누스를 부모와 관계없는 인물처럼
제시한 것은 자기 존재를 보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고 있다.
하드리아누스는 아버지를 “미덕으로 짓눌린 남자”61), “과로한 이 남자”62)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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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개하고 있다. 하드리아누스는 아버지가 가진 성격과 습관들을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찾아낸다. 아버지를
객관화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마치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분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으로써 그의 아버지는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나’와
관련된 인물이 된다.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아버지와 주인공의 관계의 전형은 이미 『몽상의 정
원에서 이카로스와 다이달로스로 구체화된다. 주인공 이카로스는 권태롭고
질식할 것 같은 미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라 명명하며 절대적 세계를 상
징하는 태양을 찾아 가는 인물이다. 다이달로스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아들
의 꿈을 포기하도록 회유하는 인물이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하드리아누스의 평가를 읽을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 역시 아버지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에 따르자면 아버지 아
엘리우스 아페르 하드리아누스Ælius Afer Hadrianus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
이 강하여” 혹여 아들이 위대한 꿈을 실현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오른다 하여
도, 결코 “아들이 무엇인가를 가문에 덧붙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다.63) 하드리아누스가 아버지를 비판하는 요체는 스스로
고정된 세계에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정해진 운명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불가역성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의식
을 따르고, 그로 인해 ‘과거’에 지배당하는 인물을 대표한다. ‘정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리아누스가 정신의 차원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에게 어
머니는 거의 부재하는 존재이다. 물론 부재하는 어머니의 주제는 작가의 자전
61) “un homme accablé de vertus” (MH, p. 309.)
62) “cet homme surmené” (MH, p. 309.)
63) “Mes succès, s’il y eût assisté, ne l’eussent pas le moins du monde
ébloui ; l’orgueil familial était si fort qu’on n’eût pas convenu que j’y
pusse ajouter quelque chose.” (MH,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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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와 맞물리는 부분이다. 사실 유르스나르의 경우, 어머니가 산욕열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갖고 있지 않다. 그녀
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타인들의 이야기나 기록을 통해서
이다. 유르스나르에게 친어머니 페르낭드Fernande에 관한 기억은 ‘부재’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어머니의 이미지는
할머니 노에미Noémie나 아버지의 연인 잔느Jeanne, 혹은 유모 바르바라
Barbara를 통해서 형성된다.
할머니 노에미는 아버지 미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노에미는 미셸이 벨기
에 여자와 재혼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손녀인 마르그리트와도 관계가 소
원했다. 그녀는 미셸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만을 편애했다. 실제로
유르스나르의 작품에서 어머니 이미지는 대개 소유욕이 강하거나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편애하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노에미를 연
상시킨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이자 어머니 페르낭드의 친구인 잔
느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보여준다. 그녀는 늘 지적이고 우아하며 이성
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유모 바르바라는 유르스나르가 태어난
이후부터 유년시절까지 그녀를 직접 돌본 사람으로서, 지성보다는 본능에 가
까운 어머니, 실질적으로 살을 맞대고 키운 어머니로 나타난다. 이 세 여성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어머니 상을 재현하고 있다.
‘부재’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하드리아누스의 어머니는 유르스나르의 친어
머니와 일정 부분 이미지가 겹쳐진다. 하드리아누스는 어머니를 소개할 때 보
통의 젊은 스페인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제시하는데, 각별한 애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엄격한 미망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64)고 설명하
는데, 여기에서 “엄격한”이라는 수식어는 아버지와 관계된 수식어, “미덕에
짓눌린”과 거의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 “엄격한 미망인 생활”이라는 용어만으
로도 우리는 하드리아누스의 어머니의 삶을 상상할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는

64) “Ma mère s’installa pour la vie dans un austère veuvage.” (MH,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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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따뜻한 품이 아니라 미망인의 엄격함의 분위기로 회고한다. 이렇게
하여, 어머니는 한 여자, 한 인간으로서 응시되며, 하드리아누스 자신은 어머
니로부터 분리된다.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고
백하는 것으로 보아, 하드리아누스에게 어머니는 결코 그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유르스나르의

작품

세계에서

특히

친어머니는,

미셸

고슬라르Michel

Goslar가 지적했듯이, ‘나’ 와 수많은 선조들간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육
체적 껍질로 기능할 뿐이다.65) 하드리아누스는 어머니와의 생물학적인 혈연관
계는 인정하지만 정신적인 차원의 연계성은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 이것을 시간과 연결 지으면, 주인공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연대기적 시
간은 인정하지만 결코 연대기적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리아누스에게 어머니는 단절된 ‘과거’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
는 “후견인에게 부름 받은 나는 로마로 떠난 날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66)고 서술하는데, 이것은 어머니를 떠난 것이 과거에 얽매인 나를 버
린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주인공을 입문여정의 길로 내
보내기 위한 “과거의 문”일 뿐이다. 특히 이 대목은 왕포는 어떻게 구원되었
는가Comment Wang-Fô fut sauvé에서 작중인물 링이 왕포를 따라 고향을
떠나는 장면과 겹쳐진다. 링은 “자신의 뒤로 과거의 문을 닫았다”67)라고 표현
65) Michel Goslar, “Le labyrinthe du monde ou quel eût été votre visage si
vos parents ne se fussent pas rencontrés?”, Marguerite Yourcenar,
Édition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1988, p. 92.
66) “Je ne l’ai pas revue depuis le jour où, appelé par mon tuteur, je partis
pour Rome.” (MH, p. 309.)
67) “Quand la maison fut vide, ils la quittèrent, et Ling ferma derrière lui la
porte de son passé.” (Marguerite Yourcenar, Nouvelles Orientales, p.
1173.) 『왕포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는 유르스나르의 단편집 『동양 이야기들』에
속한 작품으로, 여기에서 주인공 링은 유복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정성스런 보호를
받으며 자라서 세상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로 소개된다. 링은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방랑자이자 유명한 노화가 왕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후 미지의 세
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이전과 달리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아내가
죽자 왕포와 함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여기에서 링의 떠남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단절함으로써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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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 표현은 하드리아누스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는 것과 매
우 유사하다.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과거의 문”을 닫는 행위라면, 어머니를
떠남으로써 하드리아누스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에게 떠남이란 또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초월적인 여행임을 알려준다.
친어머니가 분리되고 단절해야 할 과거라면, 하드리아누스가 정신적인 어머
니로 간주하는 사람은 플로틴느 황후이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
을 가진 인물로서, 작가의 입장에서도 재현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이
다. 유르스나르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으나,
작품에서는 하드리아누스와 정신적으로 연결된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소개한
다. 플로틴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하드리아누스를 왕
으로 추대하기 위해 지략을 펼치는 진취적인 인물이다. 플로틴느는 이상적인
어머니에 속하는 인물로서 유르스나르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잔느의 모습이 강
하게 표출된다. 비록 하드리아누스는 플로틴느를 관능적인 여성이나 모성과
결부시키지는 않지만, 유르스나르가 유년기에 잔느를 동경했던 것처럼, 하드리
아누스에게는 플로틴느가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 대체로
유르스나르의 작품에서 여성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플로틴
느는 실제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배후 인물로 등장하면서 다른 여성 인물들과는 차별화된다.
플로틴느와 하드리아누스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적인 면에서 소통하
는 것이 혈연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객관적인 시간
보다 주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한 것과 상동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양자제도에 따라 트라야누스에 이어 황제가 된 하드리아누스는 후계자
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제국의 양자제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의 계보가 혈연관계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의
지지와 신임을 얻은 군의 최고사령관이 황제의 관을 쓸 수 있는 시대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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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승진의 개념이 황제 권력에까지 적용되었던 것이다.68) 물론 네르바 황제
를 비롯하여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자신의 친자가 없었던 것도 이
유가 되었겠지만, 당시 ‘양자’로 계보를 잇는다는 점도 유르스나르가 지향하는
인간관 및 세계관에 적절하게 맞물린다. 하드리아누스는 “특별히 누구에게 나
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인류 정신의 지속이란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절대 아니다”69)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직접적인 혈연관계의 지속성을
부인한다. 반면에 열두 명의 카이사르들로부터 군주로서 지녀야할 뛰어난 성
품과 자질을 이어받으며 완벽한 군주의 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작
가는 혈연이 아닌 정신을 통해 인간의 지속성을 확보해나간다. 개인의 차원에
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68) 제롬 카르코피노, 앞의 책, pp. 168-169을 참고.
69) “[...] je ne tiens pas spécialement à me léguer à quelqu'un. Ce n'est
point par le sang que s'établit d'ailleurs la véritable continuité humaine”
(MH,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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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의 와해 : 제농
유르스나르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유르스나르는 흑의 작업이
독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읽히기를 원했다. 그녀는 가능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16세기의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동시에 항구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70) 16세기의 유럽을 배경으로 하되, 주인공인 제농을 통해
독자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제농은
자신이 살았던 고난의 시대를 점차 벗어나서 ‘연금술의 정신’으로 생동하는
현재를 포착하고자 한다. 연금술은 제농이 객관적인 시간에서 주관적인 시간
으로 전이하는 매개가 된다. 제농이 생동하는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찾으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2-1. ‘제로zéro’로 돌아가기

흑의 작업은 16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20세에 고향을 떠난 후 오랜 기간
동안 방랑한 끝에 귀향한 제농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제농은 “언제나 옳은
철학자의 이미지, 당대의 인습에 맞서는 위대한 자유로운 사색가”71)의 이미지
를 지닌 인물로서 유르스나르의 인물 중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유하는
지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유년시절에 가족
을 비롯하여 타인들과 맺었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직자의 사생아로
태어나 친척에 맡겨진 후 교회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면서 제농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
70) Marguerite Yourcenar, “Lettre à Mademoiselle S.”, [20 juillet 1969, 17
janvier 1971, à Léonie Siret], La Nouvelle Revue Française, Paris, 327,
1er avril 1980, p. 182.
71) Patrick de Rosbo, op. cit.,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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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제농은 자신이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사회의 부조리
한 면을 직시하면서도 충동적으로 반항하지는 않는다. 그는 개인적이고 협소
한 차원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완전한 행
복을 갈망한다. 이러한 갈망 때문에 제농은 ‘현재-여기’를 떠나 미지의 세상으
로 나아간다. 제농의 경우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작업은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품의 구성에 있어 각각의 장도 이러한 탐색의 여정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다. 제1장 “방황하는 삶”과 제2장 “부동의 삶”은 비슷한 길이인 반면 제3장
“감옥”은 분량이 그 절반에 불과하다. 연금술의 한 과정에서 가져온 제목과
삼등분으로 나누어진 장을 통해 작품은 그 자체로 ‘흑, 백, 적’으로 이어지는
연금술 과정을 연상하게 한다.72) 연금술은 16세기의 여러 사상들이 집약되어
있는 당대의 핵심적인 학문으로서73) 금, 태양, 불과 빛을 만드는 과정은 물리
적인 변형과 정신적인 변형을 상징한다. 작품 속 주인공이 따르는 여정도 타
자를 창조하는 원리로서 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의 본
래 구조를 되찾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흑의 작업의 모두(冒頭)에서부터 화자는 같은 집안에 속한 두 청년이 서
로 다른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제시한다. 먼저 소개된 사람은 자본가인 앙리
쥐스트 리그르의 장남, 앙리-막시밀리앙이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군인이 되어 권력자로서 명성을 얻고자 고향을 떠난다. 그의 목적은 돈과 명
72) 흑의 작업에서 연금술 주제에 관한 분석으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
다. R. M. Albarès, “Echec aux miracles”, Nouvelles Littéraires, Paris,
2132, 1er aout 1968, p. 5 ; Pierre Founarel, “‘L’Œuvre an Noir’ et son
asppect alchimique”, Marginales, Bruxelles, 122, oct. 1968, p. 73-75 ;
Bernard Gorceix, “Littérature et alchimie : Marguerite Yourcenar et
Michel Butor”, Sprach, Litératur, Kultur, Romanistische Beiträge,
Dietrach Briesemeister (éd.), Bern, Herbert Lang ; Frankfurt/M. Peter
Lang, p. 159-170 ; Geneviève Spencer-Noël, Zénon ou le thème de
l’Alchimie dans l’Œuvre au Noir de Marguerite Yourcenar, suivi de
notes, Paris, A.-G. Nizet, 1981. (Christiane Papadopoulos, op. cit., pp.
72-73을 참고.)
73) Geneviève Spencer-Noël, op. cit., p. 1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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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리고 귀부인의 사랑을 기대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실제로 약 20
여 년이 흐른 후 1551년 10월 인스부르크에 나타난 앙리-막시밀리앙은 황제
를 섬기는 군인으로 성장해 있다.
제농은 혈연적으로는 앙리-막시밀리앙과 같은 리그르가에 속하지만 모든 점
에서 대조적이다. 그는 비교적 말이 없고 신중하고 이성적인 예비사제의 모습
으로 등장한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교회에서 성장한 제농이 성직자의 이미지
를 지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앙리-막시밀리앙의 눈에 비
친 제농의 남루한 행색은 순례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
과는 달리, 제농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일반적인 청년들이
꿈꾸는 것과는 달리 현실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힌다.

- 내가 스무 살이지. 제농이 셈을 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면,
내 머리가 해골로 바뀌기 전에 앞으로 오십 년은 공부를 하겠
지. 앙리, 플루타르코스에서 도취와 영웅들을 택하게나. 나한테
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 문제니까 말일세.
- J'ai vingt ans, calcula Zénon. À tout mettre au
mieux, j'ai devant moi cinquante ans d'étude avant que
ce crâne se change en tête de mort. Prenez vos fumées
et vos héros dans Plutarque, frère Henri. Il s'agit pour
moi d'être plus qu'un homme.74)

제농의 여행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제농의 ‘알테르 에고’75)라고 할 수 있는 앙리-막시밀리앙과 비교할 때 더욱

74) Marguerite Yourcenar, L’Œuvre au Noir, p. 564.(이하 약어로 ON 라고 표
기.)
75) 앙리 베르니올 드 샹탈에 따르면, 『흑의 작업』에서는 두 명의 인물, 앙리-막시밀
리앙과 코르들리에 수도원장이 제농의 ‘알테르 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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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드러난다. 두 사람은 같은 혈연관계로 맺어졌지만 십자로까지 동행한
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에서 십자로는 작품의 중심을 주인
공 제농의 삶으로 수렴해가는 한편, 여행의 의미를 실존문제로 열어가는 상징
이 된다. 16세의 앙리-막시밀리앙은 십자로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대로의 길
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여느 청년들의 치기어린 모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앙
리-막시밀리앙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고향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군복을
입고 남자답게 살기를 바라며, 죽을 때조차 귀부인의 품에 안겨 있기를 꿈꾸
는 그는 평범한 보통 남자일 뿐이다. 그의 꿈은 언제나 현실적인 차원에 머물
러 있는 것이다. 그의 머리는 영웅주의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그것으로 정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여행은 환멸과 진부
한 죽음에 도달하고 그는 작품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의 죽음은 제농의 아
버지 알베리코 데누미의 죽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제농은 지름길을 선택하여, 연금술사의 대가가 있는 스페인으로 곧장 가고
자 한다. 이것은 제농의 여행이 절대를 추구하는 연금술사의 정신과 맞물린다
는 점을 예고한다. 본래 연금술사는 물질을 변환시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금을 추출하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데, 연금술사들은 금속의 완벽성을 추구하
는 동시에 스스로의 완벽성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절대적 가치가 삶 자체에
도 투영되어 그들 자신이 지향하던 불멸의 존재에 이르기를 원했다. 시몬 비
에른Simone Vierne은 연금술에서 비교(秘敎)적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완벽한
형태로의 재탄생은 현자의 돌 뿐만 아니라 연금술사의 영혼에도 관계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76) 연금술사 스스로 ‘철학자의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여행에 앞서 제농이 앙리-막시밀리앙에게 전하는 단언의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연금술사의 소명과 정신을 알려준다.

-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에게

76) Simone Vierne, Rite, Roman, Initiation,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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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걸세.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 누군데? 앙리-막시밀리앙이 놀라 물었다. (…)
제농이 몸을 돌렸다.
- 여기 있는 제노, 나 자신일세. 그가 말했다.
- «[...] Un autre m'attend ailleurs. Je vais à lui. »
Et il se remit en marche.
- Qui? demanda Henri-Maximilien stupéfait. [...] »
Zénon se retourna :
« Hic Zeno, dit-il, Moi-même. »77)

제농이 만나야 하는 ‘다른 사람un autre’이란, 연금술의 정신에 따라 변화
된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그가 추구하는 ‘다른 사람’이 ‘여기
있는 제노’ 자신이라는 사실은 제농이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떠나가 자아탐색
의 여행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여행이 자아를 탐색하는 여행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제농과 앙리-막시밀리앙의 모험은 완전히 구별된다. 제농
은 물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앙리-막시밀리앙과 달리 내면의 변화를 기대하
며 여행을 시작한다. 텍스트에서 제농의 여행경로가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고향을 떠난 후, 제농은 연금술사이자 의사로서 페스트
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귀족 상류층의 자제들이나 왕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방랑하지만 독자들은 제농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78) 이것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여행의 의미가 입문의례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대부분의 여행 이야기가 모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모험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여행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
77) ON, p. 565.
78) cf. Elena Real, op. cit., p. 209.

- 42 -

있다면, 제농의 여행에서는 그 경로는 인물들의 대화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만 나타난다. 우리는 작품의 모두에서 스무 살의 제농이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본 이후,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제농의 성장기와
그 주변인물들의 삶을 돌아본 이후, 갑자기 20년이 지난 후의 제농을 만나게
된다. ‘인스브루크에서의 대화’의 장에서 제농과 앙리-막시밀리앙의 우연한 만
남은 작품의 모두와 연속성을 갖는다. 여기에서 제농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절반을 돌아다녔네”79)라든가 혹은 “책에서 모험이라고 부르는
보잘것없는 우여곡절을 지나치느라 20년을 보냈다네”80)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모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처럼 주인공의 여행을 이루는 우
여곡절이 많은 사건들은 거의 생략되거나 비중이 크게 약화된 채 제시되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유르스나르는 “그러한 우여곡절은 흥미롭지 않아서 그 부
분을 너무 늘어놓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81) 이러한 특징도 『흑의 작업』
을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소설로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작
가가 이처럼 주인공의 여행을 간략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에서 ‘인스부르크에서의 대화’의 장은 제농의 여행에 대한 본질을
밝혀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또 다시 등장한 앙리-막시밀리
앙과의 만남은 다시 여행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시간의 의미를 공허하게 만드
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농은 20년 동안 경험한 수많은 우여곡절의 ‘모험’을
간략화하는 반면, 연금술사이자 의사로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과 연
관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불변하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집중
하고 이를 구체화한다.82) 특히 제농의 의견은 그의 알테르 에고인 앙리-막시

79) “J’ai parcouru au moins une partie de cette boule où nous sommes”
(ON, p. 653.)
80) “J’ai passé vingt ans dans ces petites péripéties qui dans les livres
s’appellent des aventures.” (ON, p. 645.)
81) YO, p. 173.
82) “J’en sais les limites, et que le temps lui manquera pour aller plus loin,
et la force, si par hasard lui était accordé le temps. Mais il est, et en
ce moment, il est Celui qui Est.” (ON, p.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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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앙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는데, 그것은 우선 앙리-막시밀리앙이 인간의 삶
을 유한성의 세계로 인식하는 점에서, “사람이 죽으면 피는 차갑게 식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83)는 점에서 두 사람이 속한 시간의식의 차이를 보
여준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고통과 그 끝, 자연의 인자함과 냉담한 양
면, 그리고 육체가 고통 속에서 파괴되고 난 후에 영혼이 살아남는다면 어떻
게 될 것인가84)를 궁금해 하는 제농은 인간의 죽음 이후 형체가 없는 본질로
의 귀환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농이 인간
의 존재에 대하여 유한성의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 외부 세계와 연결하
여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작품 모두에서 스스로에게 제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수행해야 할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앙리-막시밀리앙의 시각은 물리적인 시간의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의 존재를 모두 단절되고 개별적인 상태로 인식한다. 그는 인
간과 신을 별개로, 인간과 우주를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면서 죽음에 대해 회
의적인 시각을 갖는 만큼,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제농
은 인간의 세계를 외부에 있는 우주세계와 대조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내면에
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우주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85)
인간의 존재를 평생을 걸쳐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다. 제농은 인간을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창조하고 구원할 신비로
운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농의 여행은 당시 상황으로 보
83) “il me suffit de savoir qu’il[sang] refroidit quand on meurt.” (ON, p.
642.)
84) “Chaque nuit passé au chevet d’un quidam malade me replaçait en face
de questions laissées sans réponse : la douleur et ses fins, la bénignité
de la nature ou son indifférence, et si l’âme suivit au naufrage du
coprs.” (ON, p. 646.)
85) “Dans la chambre imprégnée de vinaigre où nous disséquions ce mort
qui n’était plus lel fils ou l’ami, mais seulement un bel exemplaire de la
machine humaine, j’eus pour la première fois le sentiment que la
mécanique d’une part et le Grand Art de l’autre ne font qu’appliquer à
l’étude de l’univers les vérités que nous enseignent nos corps, en qui se
répète la structure du Tout.” (ON, p.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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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형 당할 위험을 무릅쓸”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심장의 수축과 확장
운동”86)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여행은 인간의 불변하는 본질을 찾는 여행을 의
미한다.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여행은 내면화’되었다고 하면서 모험적인 사
건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엘레나 레알의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87)
제농이 라틴어로 “여기 제노Hic Zeno”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현재의 자기 자
신과 추구의 대상으로서의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와 동
시에 3인칭의 화자는 시간을 거슬러 제농의 탄생과 유년시절을 서술하기 시작
한다. 분화된 두 개의 ‘나’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가기 위한 내면의 여행이 이
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3인칭의 화자는 과거로 역행함으로써 무엇을 서
술하고자 하는가? 화자는 제농이 성직자로 자라게 된 배경과 그가 고향을 떠
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농이 본질적으로 찾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
인지, 그에게 시작된 인식의 변화를 서술한다. “여름의 여가활동”의 장은 제
농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88)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대개의 경우, 제농은 새벽에 혼자 손에 판자를 들고 길을 떠나
사물들로부터 유래되는,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찾아 멀리 시골
에 갔다. 그는 싫증내지도 않고 돌들의 무게를 재어보고 세심
하게 연구했다. 돌의 매끄럽거나 거친 표면, 녹이나 곰팡이가
슬은 색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금속이나
이전에 돌을 만들어낸 질료를 뿜어낸 불이나 형태를 응결시킨
물을 보여주었다. 곤충들이 그 아래에서 빠져 나왔다. 마치 지
옥에 있는 동물로부터 이상한 벌레들이 빠져 나오는 것 같았

86) “les mouvements diastoliques et systoliques du cœur.” (ON, p. 641.)
87) “C'est dire que le voyage s'intériorise et que les aventures n'auront de
sens que si elles servent à comprendre.” (Elena Real, op. cit., p. 210.)
88) ON, 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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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은 언덕 위에 앉아 회색빛 하늘 아래 모래 깔린 긴 언덕
들 때문에 여기 저기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벌판이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는 밀이 자라고 있지만, 저 넓은
공간이, 물러나면서 파도와 유사한 자국을 남겨놓은 바다였던
지나간 시대를 상상해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
이다. 세상의 형태도, 자연에서 산출된 것들도. 자연은 움직이
고 자연의 매 순간이 형성되는 데에는 수 세기가 걸리니까.
Mais le plus souvent Zénon partait seul, à l'aube, ses
tablettes à la main, et s'éloignait dans la campagne, à
la

recherche

directement

d'on

des

ne

sait

choses.

Il

quel
ne

se

savoir
lassait

qui

vient

pas

de

soupeser et d’étudier curieusement les pierres dont les
contours polis ou rugueux, les tons de rouille ou de
moisissure

racontent

une

histoire,

témoignent

des

métaux qui les ont formées, des feux ou des eaux qui
ont jadis précipité leur matière ou coagulé leur forme.
Des insectes s’échappaient d’en dessous, étranges bêtes
d’un animal enfer. Assis sur un tertre, regardant
houler sous le ciel gris les plaines renflées çà et là par
les longues collines sablonneuses, il songeait aux temps
révolus durant lesquels la mer avait occupé ces grands
espaces où poussait maintenant du blé, leur laissant
dans son retrait la conformité et la signature des
vagues. Car tout change, et la forme du monde, et les
productions de cette nature qui bouge et dont chaque
moment prend des siècle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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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자연은 주인공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면에서도 제농은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세
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다. 제농은 숲에서 자연과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며,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광경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현 상태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로 분해하기 시작한다. 광물, 동물, 식물 등 자연의 모든 것에는 수세기
를 거쳐 변화해온 과정이 남아 있고, 현재의 흔적을 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
게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다. 제농은 자연을 직시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분절되는 존재의 시간성을 동시에 포착하는 것이다. 이처
럼 제농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벗어난다. 제농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즉 사물의 본질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너무 일찍 노래진 나뭇잎 한 장이 초록색 아래
에서 금속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뭇잎 한 장이 금속의
본질을 이루고 금속의 변환을 실행했던 것이다. 바람이 불어
큰 줄기들이 휘어져 있었다. 마치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휘게
하는 것 같았다. 성직자는 자신이 벌레처럼 자유롭고 벌레처럼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있는
나무처럼 균형을 잡으며, 그 또한 그에게 행사되고 있고 죽을
때에야 비로소 멈추게 될 압력 때문에 휘어진다고 느꼈다.
Ça et là, une feuille trop tôt jaunie trahissait sous le
vert la présence des métaux dont elle avait formé sa
substance et dont elle opérait la transmutation. La
poussé du vent déjetait les grands fûts comme un
homme son déstin. Le clerc se sentait libre comme la

89) ON, pp. 5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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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ête et menacé comme elle, équilibré comme l’arbre
entre le monde d’en bas et le monde d’en haut, ployé
lui aussi par des pressions s’exerçant sur lui et qui ne
cesseraient qu’à sa mort.90)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헤아리게 되면서 제농은 이제까지 믿어 왔던 진리를
의심하게 된다. 그는 자연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맹목
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마침내 이제까지 자신을
형성해 온 지식과 신앙에 배신감을 갖는다. 이제까지 자신의 지식을 형성했던
것이 책이었던 만큼 제농은 책을 비판하기에 이른 것이다. 책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책은 주인공에게 ‘인식’을 가능하게 한 계
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거짓과 위선이 도사리는 부정
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책은 제농에게 지식을 제공하던 대상에서 그가 판
단하는 도구이자 판단해야 할 대상으로 역할 전이되는 것이다.91)
새로운 인식에 눈 뜨기 시작하면서 제농은 자기 앞에 놓인 혼돈의 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바로 이 시기에 제농은 혈
연관계인 리그르가 사람들과 자신을 길러준 캉파뉘스 참사원 그리고 교회생활
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제농은 신학대학의 촉망받는 학생으로 보이지만, 실제
로는 연금술에 몰두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간다.92)
제농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심을 채우기 위해 사회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
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일시적이고 협소한 차원으로는 사회의 부
조리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
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90) ON, pp. 584-585.
91) ON, p. 577.
92) “Les adeptes de Nicolas Flamel assis à lire sous le manteau d’une
cheminée, les signes d’une préoccupations alchimique.” (ON, p. 577.)

- 48 -

성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신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삼촌인 신부님이 나를 무신론자로 의심하셔서 나
의 사상이 무엇인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분께 말씀하세요, 내
가 믿는 신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 날에 부활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왕국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Et

si

le

curé,

votre

oncle,

qui

me

soupçonne

d’athéisme, s’inquiète encore de mes opinions, vous lui
direz que je professe ma foi en un dieu qui n'est pas
né d'une vierge, ne ressuscitera pas au troisième jour,
mais dont le royaume est de ce monde.93)

제농의 고백은 신과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뒤흔들 이교도적인
발언이다. 그가 교회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했으며 그곳
에서 가장 안정적인 신분까지 보장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는 신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와 신에게 충실
했던 제농이 이교도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발언을 한 것은, 신이 만든 모든 존
재가 신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농이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고 내세에서 천국을 약속하는 신, 교리
를 앞세우며 우상숭배의 가치만 갖는 절대 유일신의 종교이다. 이 고백을 통
해 제농은 신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농이 종
교를 비판하는 데에는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놓여 있다. 제농은 신중하고 냉철
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인 것이다.
미셸 졸리Michelle Joly는 이와 같은 제농의 내적 변화를 통해 ‘인간 이상의

93) ON, p.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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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농은 모든 관념, 모든 편견, 그것들 위에서 사는 것에 익숙
해져 버린 모든 개념들의 용해와 응결의 기간인 흑의 작업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모든 것들 위에서 본질을 발견했
다.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행동했다.
Il est en train de vivre l'œuvre au noir, la période de
dissolution et de calcination de tous les concepts, tous
les préjugés, toutes les notions sur lesquels nous avons
coutume de vivre. Au-delà, il s'est découvert substance.
Il s'est bien agi d'être plus qu'un homme.”94)

우리는 이처럼 제농이 인간 이상의 존재로 행동하기 위해 기존의 신앙을 저
버리며 변화하는 것을 일종의 ‘뿌리 뽑기’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뿌리
뽑기’는 나의 존재이자 그 근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작업,
분리와 이탈의 작업을 의미한다. 세르주 메팅제에 따르자면, 결국

‘나’ 에게

불충실한 것이 ‘뿌리 뽑기’ 의 끝에서 가치 있는 유일한 ‘충실함’ 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95)

‘뿌리 뽑기’ 는 불확실한 나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작업이

며, 이것은 적어도 온전한 ‘나’ 의 실체이자 절대의 세계를 만나기 위한 작업
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엘레나 레알의 경우, 하드리아누스, 제농, 나타나
엘 모두 ‘현재-여기’ 로부터 이탈할 줄 알고 그것을 실행한 인물로 평가하면
서 인물들의 ‘뿌리 뽑기’가 ‘상실’ 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향한

‘선택’을 의

미한다고 지적하는데,96) 우리는 특히 제농의 경우 이러한 의미를 ‘사생아’로

94) Michelle Joly, “Zénon, l'homme-dieu?”, Société Internationale d’Études
Yourcenariennes, Bulletin n° 13, S.I.E.Y., juin 1994, p. 93.
95) Serge Meitinger, op. cit., p. 155.
96) Elena Real, op. cit., p. 20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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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여건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사생아로 태어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교회에서 자란만큼, 교회는 제농에게
가족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그가 믿어왔던 신은 거역할 수 없는 권위적인 아
버지의 상징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 제농은 아버지의 권위와
나아가 당시 종교사회에 반하는 위험한 사상을 드러낸 셈이다. 신을 의심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느비에브 스펜서 노엘은 제농
이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을 연금술의 정신에서 찾고 있다.97) 연금술이 절
대의 추구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입문자인 제농이 반론과 의심을 거쳐
신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다.
십자로에서 제농이 말한 ‘여기 제노, 나 자신’98)은 보다 다의적인 가치를 갖
는다. Zeno는 실제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발음상
‘zéro’를 연상시킨다. 달리 말하자면, 제농은 ‘0’과 ‘나’ 자신을 동일하게 지칭
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아무 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
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얽매인 ‘현재의 나’를 완전하게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Hic Zeno, moi-même’를 발음하는
순간 시간을 역행하면서 제농이 부재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흥미
롭다. ‘Hic Zéno’와 ‘zéro’를 동일한 의미 관계로 파악할 때, 제농의 여행 목
적은 보다 구체화된다. ‘공’의 상태를 목표로 함으로써 제농의 여행은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은 하드리아누스가
언급한 “빈 인간, 과거 없는 존재”99)보다 조금 더 강하고 진취적인 뉘앙스를
갖기 때문이다. 제농은 하드리아누스가 명시한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방향성
을 설정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엘레나 레알이 지적한 것처럼, 제농이 하드리
아누스의 꿈을 부분적으로 실현했으며, 제농의 여행이 하드리아누스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고 이해할 수 있다.
97) Geneviève Spencer-Noël, op. cit., p. 34을 참고.
98) “Hic Zeno, moi-même” (ON, p. 565.)
99) “cet homme vide, cette existence sans passé” (MH,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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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농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보다 더 멀리 가는데,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며, 소설의 발단에서 그가 지름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 전체가 깨달음에 이르는 점진적인
해방의, 고립화의, 그리고 자유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Zénon va plus loin que l'empereur parce qu'il se
dépouille davantage, parce que toute sa vie le long de
ce chemin de traverse qu'il prend au début du roman
est un processus d'affranchissement, de désocialisation
et

de

libération

progressives

qui

aboutit

à

la

connaissance.100)

이처럼 제농은 십자로에서 지름길을 선택하고 ‘Hic Zeno, moi-même’라고
자신의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향한 여행을 시작한다. 이 선택은
‘현재-여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제농은
현존재의 상태를 초월한 자, ‘나’의 의식흐름에 얽매이지 않는 자, 시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로써 제농은 어떠한 정
신적 굴레도 없는 완전한 해방의 상태를 목표로, 순수한 본질로서 ‘나’를 찾는
탐색가의 모습을 갖춘다.

2-2. 근원에 대한 부정

자신의 존재를 ‘공’의 상태로 돌리며 순수하게 비어있는 또 다른 자아를 찾
으려는 제농의 의지는 순수 인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재의 자아의 토대를
100) Elena Real, op. cit.,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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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근원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흑의 작업』의 제사로 사용된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 de la Mirandole의 『인
간 존엄에 관한 연설Oratio de hominis dignitate』의 일부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 르네상스 정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주인공 제농이 추구하는
Hic Zeno의 이미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

유능한 화가나 능수능란한 조각가처럼, 네가 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유롭게, 완성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천상의
존재나 지상의 존재로, 죽을 운명이거나 불멸의 운명을 지닌
자로 만들지 않았다.
[...] Je ne t’ai fait ni céleste ni terrestre, mortel ou
immortel, afin que de toi-même, librement, à la façon
d’un bon peintre ou d’un sculpteur habile, tu achèves
ta propre forme.101)

이 글에 따르면, 르네상스의 정신은 인간에게 부여된 운명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생명체로 태어났으나 인간은 스스로 자
신의 모습을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신에게 예속
된 존재가 아니며,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 완전한 정신의 자유
가 강조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제농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제농이 성직자의 길을 부인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데에는
무엇보다 그의 태생적 여건이 문제가 된다. 『흑의 작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작품이 시작되면서 주인공은 여행을 떠난다고 선언하지만, 제농의 여행이 공

101) Pic de la Mirandole, Oratio de hominis dignitate. (ON, p. 559.)

- 53 -

간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태생적 근원과 관계된 이야기로 진행된
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엘레나 레알은 이 작품의 제 1부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주인공의 여행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사건들, 즉 ‘뮌스터에서의 죽음’,
‘퓌게 드 콜로뉴’, ‘앙리-막시밀리앙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
러한 사건들은 제농의 부모를 통해 당시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고, 그들의 죽
음으로 주인공이 점점 혼자가 되고 더 자유로워진다고 엘레나 레알은 설명한
다.102) 엘레나 레알도 우리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제농의 여행은 자신의 내면
으로의 여행이며, 내면 여행은 개인적인 ‘나’ 자신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을 향해 열어가는 세계 이해의 길이자 실존론적 탐색으로 해석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제농의 실존론적 여행이 그의 태생적 여건, 즉 ‘사
생아’로 태어난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사생아’로 태어났
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농이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6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농은 하드리아누스
에 비하여 음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태어났다.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없었다. 그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태생적
배경과 혈연적 근원은 제농의 존재에 선행하는 일종의 장애물이 된다. 이 이
유 때문에 제농의 본질적 존재는 억압당한다. 사생아라는 조건 때문에 제농은
과거라고 하는 연대기적이고 계기적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생아’라는 조건은 제농을 억압하는 동시에 ‘현재-여
기’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나’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사생아’이기 때문에 제농은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차
이’를 깨닫게 되고, ‘실존적 물음’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농이 자신의
처지를 떠올릴 때마다 고통 받으면서도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로메테
우스와 같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102) Elena Real, op. cit., p. 211.

- 54 -

소설 속에서 제농은 단 한 차례도 부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다. 새로운 자신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되돌리기를 바라면서 이미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신학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성직자와 귀족처녀의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스스로 감추고 싶은 과거이다. 뿐만 아니
라 잠재력과 많은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제농 자신이다.
‘사생아’이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연대기적인
시간을 부정하는 인간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의 자유는 시간의식과 관련되
어 있는 것이다. 제농이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식을 전환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시간을 무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내재된 연대기적 시간을 ‘공’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농이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등 현실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스스로 소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제농이 루뱅의 신학대학에 합격한 후부터 성직자의 길에서 멀어
지기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제농이 현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지식을 갖
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면, 지식은 제농에게 자부심과 우월함의 길을 열어준 동
시에 반항과 증오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농은 ‘부
정성’의 인간이며, 프랑수와 바세르팔렌François Wasserfallen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 학문, 직업, 사회를 포함한 모든 순응주의에 대해 제농
이 품고 있는 오만한 대립으로 인해 제농은 브뤼주를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인 대립,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순종에
대해 젊고 순수한 마음에서 온 힘을 다해 분개하여 외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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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정 때문에 그는 성장소설의 모범적인 주인공이 된다.
L'altière dissidence que nourrit Zénon à l'égard de tout
conformisme

(religieux,

académique,

professionnel,

social) le conduit au départ de Bruges. Cette opposition
intellectuelle, ce NON qu'il semble crier de toute la
force de sa jeune et pure indignation à la soumission
que l'on attend de lui, en fait un exmplaire héros de
roman d'apprentissage.103)

프랑수와 바세르팔렌은 세상에 대해 대립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질
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에 빠진 젊은 철학자 제농에게는 완벽
하게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제농이 세상에 투쟁하고 대립하는 것의
바탕에는 부모를 거부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신학도로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예비사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유일신과 종교적 교리를 포기하는
것인 동시에 가족에 대한 인연을, 특히 자신을 부끄럽게 한 아버지와 동일화
할 수 없다는 거부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화자는 제농의 아버지 알베리코 데누미가 성직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열하면서 제농과 알베리코의 동일성을 지시한다.
하지만 프랑수와 바세르팔렌가 지적하듯이, 화자가 아버지의 장점을 열거하면
서 제농에게 “영속성의 가능성”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버지를 “전복”
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버지의 장점들을 열거하면서, 화자는 제농이라는 사람에게서
영속성의 가능성을 지시하지만 그것은 종합적인 전복을 통해서
103) François Wasserfallen, “L’improbable réunion ： existence et histoire
dans l’œuvre au noir de Marguerite Yourcenar”, Equinoxe, N° 2,
Automne 1989,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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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이름에 담겨 있다. 알베리코의
A를 이어 제농의 Z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만약 알베리코의 존
재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그가 눈부시게 성공해 나가는 가운
데 권력과 영성 사이의 갈등을 드러나게 한다면, 제농의 삶 또
한 동일한 진동에, 그러나 어둠의 견지에 기재될 것이다.
En

énumérant

indique

une

personne

de

les

qualités

possibilité
Zénon,

de

mais

du

père,

le

perpétuation
par

un

narrateur
dans

la

renversement

totalisant dont le premier signe est contenu dans le
nom : au A d'Alberico succède le Z de Zénon. Ainsi, si
les

éléments

constitutifs

de

l'existence

d'Alberico

révèlent son oscillation entre pouvoir et spiritualité
dans la reconnaissance lumineuse de ses succès, la vie
de

Zénon

elle

aussi

va

s'inscrire

dans

la

même

oscillation, mais dans la perspective de l'obscur.104)

제농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은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제농은 아버지처럼 고위 성직자가 될 수도 있었고 물려받
은 능력을 가지고 권력과 쾌락 그리고 신앙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며 평범한 인
생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연금술에 입문한다.
그의 부정은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다.
어머니 또한 제농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상으로 나타난
다. 제농의 어머니, 일종드는 물질적 가치와 젊음과 외면(外面)의 아름다움에
의존하는 인물이다. 알베리코 데누미와의 만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정신적인 일체감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육체의 아름다움이다. 보석들

104) François Wasserfallen, op. cit.,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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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과잉된 물질세계에 압도당하는 인물처럼 소개된
다.105) 여기에서 앙리 쥐스트 리그르는 일종드의 삶을 억압하고 방향을 조정
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앙리 쥐스트가 가장 비싼 천으로 맞춰준 옷들을 “무덤
덤하게” 끌고 다니는 일종드의 모습은 공허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106) 내면
과는 분리된 공허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결과는 사생아 제농의 출산으로 이어
진다. 일종드가 제농에게 모성애도 없고, 재혼 후에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몽 아드리안센과 함께 플랑드르를 떠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
할 수 있다.
요컨대 일종드에게 제농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그녀
는 아이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다. “일종드에게 제농의 존재는
그녀의 슬픔을 악화시키는 것이 분명”107)한 이유를 우리는 시간의식에서 해석
해볼 수 있다. 간략히 말하면, 그녀는 물리적인 세계에 매여 있는 만큼 과거
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구속된 인물이다. 일종드에게 제농은 불행의 원인인
알베리코 데누미의 결과일 뿐이지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주체가 아
닌 것이다. 이처럼 일종드와 제농은 상극의 위치에 처한다. 이러한 대립 관계
는 제농이 태어난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해산한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그녀(일종드)는 하녀가 화
덕 잉걸불에 비쳐 보이는 갈색 빛 도는 작은 덩어리를 포대기
105) “Tout de suite, Messer Alberico de’ Numi s’éprit de cette fillette aux
seins fluets, au visage effilé, vêtue de raides velours brochés qui
paraissaient la soutenir et parée, les jours de fête, de joyaux qu’eût
enviés une impératrice. Des paupières nacrées, presque roses,
sertissaient ses pâles yeux gris ; sa bouche un peu tuméfiée semblait
toujours prête à exhaler un soupir, ou le premier mot d’une prière ou
d’un chant. Et peut-être ne désirait-on la dévêtir que parce qu’il était
difficile de l’imagnier nue.” (ON, p. 567.)
106) “Elle traînait sans plaisir les habits splendides que son frère faisait
tailler pour elle dans les plus chères étoffes, ...” (ON, p. 570.)
107) “D’ailleurs, il était clair que la présence de l’enfant aggravait la
tristesse d’Hilzonde.” (ON, p.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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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싸는 것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Inerte dans son lit d'accouchée, elle regarda avec
indifférence les bonnes emmailloter cette petite masse
brunâtre à la lueur des braises du foyer.108)

어머니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갓 태어난 “작은 덩어리”를 “무심하게” 쳐다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제농에게 탄생이란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한 첫 번째 경험
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일종드의 ‘무심함’은 제농을 비롯하여
유르스나르의 주인공이 실천하는 무심함, 초연함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
장면은 극적인 중요성을 갖는 동시에 다양한 층위의 해석이 가능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과 함께 있는 어린 제농의 이미지는 머리에 후광을 두른 것처
럼 보인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갈 “불의 동반자”109), 비범
하게 자랄 영웅 탄생의 신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장면에는 제농이 절대를 향
한 연금술 정신으로 자랄 것이라는 작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클로드 브누와는 “작가가 인물과 스토리 전개에 상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불의 재료에 대한 암시를 텍스트에 의도적으로 뿌린 것 같다”고 지적하
면서 “제농은 불과 동일시”되고 “제농과 불 사이에는 항구적인 접촉과 내밀한
일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110)
일종드가 시몽 아드리안센과 결혼하면서 제농은 어머니와 완전히 멀어진다.
시몽 아드리안센은 유럽에서도 명성 있는 부유한 거상이지만 이기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인물이 아니다. 유능한 성직자이면서도 늘 육체적 쾌락과 헛된 명예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알베리코 데누미와
달리, 시몽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무감하고 오히려 이타주의적인 삶을 과업
으로 실천하는 인물이다.111)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일종드를 설득하여
108) ON, p. 570.
109) “le compagnon du feu” (ON. p, 593, p. 640.)
110) Claude Benoit, op. ci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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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하고, “일종드가 교회의 규율 밖에서 잉태한 아이”112), 제농까지 거두려
고 한다. 실제로 시몽은 일종드와 결혼하면서 “늑대새끼(같은 제농)를 길들이
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일종드와 함께 플랑드르를 떠날
생각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농의 어머
니, 일종드다.

시몽 아드리안센이 제농을 받았다. 하지만 입술 위에 사마귀가
흔들리고, 수염에, 주름살투성이인 그의 얼굴 쪽으로 일종드가
아이를 밀어 보내자, 아이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어머
니의 손에서 완강하게 몸을 빼냈다. 어머니의 반지들 때문에
그의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 그가 도망쳤다.
Simon Adriensen se chargeait de Zénon. Mais l'enfant,
poussé par Hilzonde vers ce visage barbu et ridé, où
une verrue tremblait sur la lèvre, cria, se débattit,
s'arracha farouchement à la main maternelle et à ses
bagues qui lui froissaient les doigts. Il prit la fuite.113)

일종드의 반지 에피소드는 제농에게 영원히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흔을
남긴 상징적인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일종드의 손에 끼워진 여러 개의 반
지들은 제농에게 상처를 입히는 직접적인 상해도구인 동시에 일종드의 존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도구이다. 특히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된 ‘반지들’이라는
용어와 ‘그녀의’라는 소유형용사와는 반지가 어머니의 결혼과 같은 피상적인
상징을 넘어 일종드가 물질적인 세계와 결합한 동시에 구속받고 있음을 상징
한다.
111) ON, p. 606.
112) “L’enfant d’Hilzonde, conçu hors des lois de l’Église.” (ON, p. 572.)
113) ON, p.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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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그녀가 ‘반지를 낀 손’으로 아이를 안으려는 행위는 물질적
인 세계로 아이를 구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손과 반지들’
이 일체를 이루는 순간,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물질세계에서 확인하는 순
간, 제농은 어머니로부터 도망친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형
성하지 않는다. 제농이 어머니를 스스로 외면하면서부터 비로소 그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제농이 성장해가는 시기와 점차 타락해가는 일
종드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현실적으로 결합할 수 없고 대립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녀 시절부터 일종드가 우아한 자태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녀에게서 강조되
는 것은 언제나 값비싼 드레스와 장식들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 그녀는 시몽 아드리안센의 뜻을 따라 신실하고 엄숙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내면세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시몽이야말로 알베리코 데누미로부터 버림받은 일종드를 구원해 줄 유일한 존
재이지만 일종드는 시몽의 진가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 독실한 신자로서 시몽
은 일종드에게 천국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를 신앙으로 이끌어가지만
일종드는 시몽의 말을 그저 따르기만 한다. 젊고 아름다운 일종드의 입장에서
자애로운 중년의 남자는 그저 아버지의 대체물일 뿐이다. 한편으로 보아 독실
한 시몽의 성품이 오히려 일종드를 억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결혼생활
을 즐기거나 자유롭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시몽이 집
을 팔고 자금을 구하기 위해 떠나자마자 일종드가 한스 복크홀트와 같은 육체
적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에게 쉽게 빠져드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스 복크홀트는 일종드가 쉽게 “유혹당하는”114) 성향의 여자라는 점을 일
깨우며 그녀를 보다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한다. 사실 일종드와
한스 복크홀트와의 관계는 뮌스터로 떠나기 전 암스테르담의 구호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암스테르담의 구호소에서 만난 누더기 차림의 거

114) “conquise” (ON, p.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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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뱅이 신세인 한스는 일종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일종드가
처음으로 한스를 만났을 때 그의 차림새가 볼품없었던 만큼, 가시적으로 보이
는 현상만 따르는 그녀로서는 한스를 기피한다. 그런데 그녀가 뮌스터에서 한
스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스스로 “살아있는 예수”115)라고 자처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일종드는 이전에 알베리코 데누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스를 통해
육체적인 쾌락에 유혹당하고 결국 이성을 상실하고 환락을 탐닉하기에 이른
다.116) 또 다시 유혹당한 일종드의 모습은 차라리 타오르는 광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경멸했던 남자의 유일한 여자가 되기 위해
다른 여자들과 뒤엉켜 난투극을 벌이기까지 한다. 그녀는 시몽에게 내재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울뿐인 가짜 왕에게 집착함으로써 육체적
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좇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면, 일종드의 삶은
늘 반복되는 운명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일종드가 빠져 있는 물질적인 세계는 연대기적
시간에 따라 인간이 지배당하는 세계와 맞물린다. 한스가 계속해서 수많은 다
른 여자들을 향하며 가장 젊은 여자를 찾는 것, 일종드가 소유에 대해 집착하
고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들의 삶이 종말론적 시간에 의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의식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
움이 퇴색하면 존재의 가치도 함께 상실되며,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 오직 종말,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일종드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상실감에 사
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 직선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흑의 작업』에서는 일종드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 특히 제농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특히 리그르가와 퓌게가가 함께 조명되는데, 이들이 서로 결탁하는 과정
을 통해 유르스나르는 당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117)
115) “Christ vivant” (ON, p. 609.)
116) ON, p.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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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르가의 차남 필리베르와 마르타의 결혼은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 유대관
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필리베르는 아버지 앙리쥐스트의 재산과 퓌
게가의 유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퓌게가의 딸 베네딕트와 약혼하지만, 그녀
가 죽자 대신 그녀의 사촌인 마르타와 결혼한다. 필리베르는 이성적인 인물이
지만 늘 계산기를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물리적인 세계에 지배당하는 존
재로 부각된다. 리그르가의 사람들은 필리베르처럼 사람들의 가치를 기계적이
고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인물들로 나타난다.
우리가 리그르가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마르타이다. 그
녀는 제농의 어머니 일종드와 시몽 아드리안센의 딸로 제농과는 남매지간이
며, 필리베르와는 외사촌지간이다. 마르타는 뮌스터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잃
고 고아가 되면서 제농이 사생아로 태어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이러
한 점에서 마르타는 마치 제농과 하나의 짝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농이 연금술에 입문하고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것에 반하여 마
르타는 과거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욕망에 얽매여 허덕이는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르타는 유르스나르가 그려낸 인물 중 가장 속물적인 여성
이며118) 사회적 입지에 대한 열망과 물욕이 강한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된
다.119) 그리고 유르스나르의 작품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신의 의지와 행동
을 표현할 줄 아는 여성이기도 하다.
마르타는 제농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걸을 기회도 충분히 있었지만, 점
차 신앙을 실리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자신조차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현
실적인 인물로 고착화된다. 그녀는 지위를 높이기 위해 사촌 베네딕트의 약혼
자 필리베르와 결혼을 감행함으로써 ‘세속적인’ 세계로 들어가 돈이 보장하는

117) 리그르가가 허구인 것에 비하여 콜로뉴의 퓌게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은행가
집안이다. (François Wasserfallen, op. cit., p. 92을 참고.)
118) 유르스나르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다소 약한 비중으로 다루어지
는데, 마르타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인물로서 보다 강한 성격으로 묘사된다. 그
녀는 “이 엄격한 소녀”, “늙은이의 악덕”과 같은 수식어로 표현된다.
119) Patrick de Rosbo, op. cit.,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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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와 안전한 삶을 선택한다. 마르타와 필리베르의 “아름다운 저택”120)은 그
들이 오직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서로 결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
징적인 이미지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저택은 본질 없이 허상만이 가
득한 공간을 나타내며, 또한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 열망과 불안함을
함께 나타낸다. 이것은 집이란 하나의 일시적인 은신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생각에 대립되는 것이기도 하다.121)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아름다운 저택에서 늘 번뇌와 불안 속에 사는 마르
타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현실 세계가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마르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과거에 얽매인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녀는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122) 마르타가 물질적 탐욕에
빠져 사는 삶은 제농과 완전히 대비된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세계에 쉽게
유혹당하는 특성을 주목할 수 있다. 마르타는 사춘기에 칼뱅의 책을 탐독하며
종교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결국 물질적 욕망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한다. 마르타는 어머니 일종드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세계와
현재의 상태에 집착하는 인물인 것이다. 게다가 어린 시절 뮌스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부와 권력이 없어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
인 지옥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치면서 그녀는 물리적인 시간의식에 종속된
것이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집착하는 만큼, 마르타는 어머니인 일종드보다 훨씬 이
해 타산적이고 타인에 대한 믿음도 없는 인물로 성장한다. 마르타는 세상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으며, 유년기에 탐독했던 성서에 나오는 ‘영원’이나 ‘천
국’조차 불편한 가상으로 간주한다. 세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죽음
120) “une belle demeure” (ON, p. 805.)
121) “Mais rien à voir avec une possession ces maisons-là se passent de
nous comme nous passons d'elles, et meurent comme nous mourons
nous-même.” (YO, p. 134.)
122) ON, p.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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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늘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뮌스터에서 자신의 손을 이끌며 함께
죽으려 했으나 홀로 참혹하게 처형당한 어머니, 그리고 딸을 동생에게 맡기며
걱정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늙은 아버지는 마르타가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
로 받아들이게 된 최초의 기억이다. 여기에서 죽음은 마르타를 외롭고 힘들게
만든 공포의 대상이다. 이후 퓌게가에서 자라면서 자매처럼 지내던 사촌 베네
딕트가 페스트에 걸리자 그녀와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심지어 혈연관계조
차 부인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덜어내려는 마르타의 모습은 그녀의 고착된
사고방식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마르타와 제농이 만나는 장면은 베네딕트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나는 언니가 아니에요.” 마르타가 즉시 반박했다. 마치 이렇
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전율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는 듯했다. “나는 마르타 퓌게르가 아니라 마르타
아드리안센이라고 해요. 사촌이죠.”
그는 그녀를 얼핏 한번 보기만 하고는 치료 효과를 관찰하는
데 열중했다. (…) 계단에 이르자 그는 페스트에 걸린 사람의
침대 머리에서 사용하던 마스크를 벗었다. 마르타가 계단 아래
까지 그를 따라왔다.
“마르타 아드리안센이라고 하셨죠,” 그가 갑자기 물었다. “어
릴 적에 그 이름을 가지신 연세 드신 분을 한 분 알고 있었습
니다. 그분의 아내의 이름은 일종드이셨구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셨어요” 마르타가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 Je ne suis pas la sœur », protesta soudain Martha,
comme si cette mise au point l’excusait de trembler
surtout

pour

soi-même.

«

Je

me

nomme

Martha

Adriansen et non Martha Fugger. Je suis la cou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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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ne lui accorda qu’un coup d’œil, et s’absorba dans
l’observation des effets du remède. [...] Une fois sur
l’escalier il enleva le masque dont il s’était servi au
chevet de la pestiférée, comme il était de règle. Martha
le suivit jusqu’au bas des marches.
« Vous dites vous nommer Martha Adriansen, fit-il
tout à
coup. J’ai connu dans mes jeunes ans un homme déjà
sur l’âge qui portait ce nom. Sa femme s’appelait
Hilzonde.
- C’étaient mes père et mère, dit Martha comme à
contrecœur.123)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제농과 마르타가 ‘아드리안센’과 ‘일종드’라는 이름을
통해 서로 혈연관계임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농은 자신과 마르타
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차렸으며 마르타의 경우에는 어렴풋이 짐작하는 상황
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근원을 확인하는 순간, 쌍둥이 같은
서로의 운명을 이해하고 하나로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교차하여 서로 각자의 길을 향해 엇갈리듯 자신의 세계를 확고히 하며 나아간
다. 특히 제농이 마르타의 단점을 알아보고 지적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은 완
전히 상극적으로 대치되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요. 하지만
수치스러워하고 후회하는 것 또한 죄악입니다.”
그녀는 돌아섰다. 뺨이 불에 덴 것처럼 화끈거렸다. 허리춤에

123) ON, pp. 6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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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지갑을 뒤적이더니 마침내 금화 한 냥을 골랐다. 지불하는
행위가 거리감을 다시 만들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페스트
환자들의 머리맡에서 밥벌이를 하는 이 방랑자보다 그녀를 우
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보지 않고 그는 외투 주머니에 동전
을 넣고는 밖으로 나갔다.
« [...] Vos craintes sont naturelles et raisonnables,
mais la honte et le regret sont aussi des maux. »
Elle se détourna, les joues en feu, chercha dans la
bourse qu’elle portait à sa ceinture choisit finalement
une pièce d’or. Le geste de payer rétablissait les
distances, l’élevait bien au-dessus de ce vagabond qui
allait de bourg en bourg, gagna sa pitance au chevet
des pestiférés. Il mit la pièce sans la regarder dans la
poche de sa houppelande et sortit.

124)

제농이 마르타에게 단점을 지적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확
인한 이후로 보인다. 적어도 여기에서 제농이 마르타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은 그녀에 대한 연민 같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타는 베네
딕트와의 유대 관계를 부인한 것처럼, 제농에게 확실한 거리감을 두고 있다.
그녀는 일종드와 시몽 아드리안센이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
운 만큼 제농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특히 마르타가 제농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치료에 대해 상응하는 물질적인 대가를 치름으로써 제
농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이
미 세상의 모든 관계를 물질적인 관계로 환원할 줄 아는 인물인 것이다.125)
124) ON, p. 633.
125) “Cette fille austère avait un vice de vieillard : elle aimais l'argent pour
la sécurité qu'il apporte et la considération qu'il procure. 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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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농 또한 마르타의 얼굴을 외면함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길로 나아간다.
세월이 흘러 제농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르타는 제농과의 관계를 세상에
밝히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제농을 변호해 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기까지 한다. 그녀가 제농의 사건을 “아주 더러운 사건”126)이라
고 발화하는 순간, 이것은 그녀의 사고가 결코 바뀔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제농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화하는 인물이라면, 마르타는 이와 반대로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
과 안정을 얻기 위해 매 순간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자기
안의 지옥에서 끊임없이 번뇌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흑의 작업』에서는 제농
과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특히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가까운 이들이
물질적인 세계에 집착하고 계기적인 물리적인 시간에 지배당하는 일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나’의 문제를 고민하는 제농의 세
계가 더욱 부각된다.127)

lui-même l'avait marquée du doigt pour vivre parmi les puissants de
ce monde ; elle n'ignorait point qu'une dot comme la sienne
décuplerait son autorité d'épouse, et l'union de deux fortunes est un
devoir auquel une fille sensée ne se soustrait pas.” (ON, p. 636.)
126) “C'est une affaire assez sale, fit Martha avec hésitation.” (ON, p.809.)
127) Pascal Doré, Yourcenar ou le féminin insoutenable, Genève, Droz, coll.
«Histoire des idées et critique littéraire», vol. 379, 1999, p. 25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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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자화된 시간 : 나타나엘

앞선 두 작품의 경우와 달리, 『암흑의 남자』는 여행의 테마가 가장 부각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실제로 ‘여행 소설’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주인공의 삶
전체가 여행에 바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인공이 죽었다는
소문으로 시작하여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맺는 이 이야기는 3인칭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삶 전체를 액자화한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이 자서전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흑의 작업』 역시 3인칭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입장에
서 ‘나’의 성찰을 이야기한다면, 『암흑의 남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주인공
나타나엘의 삶을 따라가는 전기(傳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나타나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의 여행은 끊임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이어
진다. 또한 나타나엘이 이행하는 순간마다 바다, 파도, 눈, 비, 강과 같은 물
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자연의 구성요소들이 매개체가 되어 그의 이동을 돕는
다. 자연의 힘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성이 부각되는 만큼, 나타나엘의 여
행은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나타나엘의 여행은 가장 순수하게 자유
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으로 파악된다.

『암흑의 남자』는 아무런 선입

견이 없는 순수한 영혼의 인간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직관에 따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존의 의미를 깨닫고 세계
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3-1. ‘직관’에 의한 이동

유르스나르는 초기에 구상했던 작품들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다.128)
128) 유르스나르는 『알렉시 혹은 헛된 투쟁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들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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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7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나타나엘의 이야기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훨씬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재출간되었다. 유르스나르가 약 20세가 되
었을 무렵 『나타나엘Nathanaël』(1923)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한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전개된다.129) 카르미넬라 비옹디에 따르면, “유르스
나르가 20년대에 구상한 『나타나엘』은 과도하게 자존심 강한 과학자 제농의
여행과 교차하는 여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130) 그러나 초기 작품에서 나
타나엘은 유르스나르가 상상하던 주인공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실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타나엘의 이야기는 약 50여 년이 지나 『암흑
의 남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는데, 여기에서 주인공 나타나엘은 이전과
달리 바다를 항해하면서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경험하는 여행자의 면모를 보여
준다.
그린비치에서 벌어진 우연의 사고로 인해 바다로 떠난 나타나엘은 이후 자
마이카 섬과 캐나다의 인디언들의 섬으로, ‘잃어버린 섬’으로, 그리고 다시 암
스테르담으로 돌아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프리존느 섬으로 이동하는 긴 여
정을 이어간다. 특히 나타나엘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에피소드와 프리존느
섬에서 사망하는 에피소드는 완전히 새롭게 첨부된 대목이기도 하다. 자전적
소설인 『세상의 미궁』을 제외하고 유르스나르의 마지막 소설이 될 이 작품에
서 작가가 여행의 테마를 골조로 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여행의

로 수정, 보완했다. 『동양 이야기들』의 경우 작품순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텍스트
가 첨부되었고, 소설 『꿈의 은화』는 20여 년이 지나 희곡으로 출간된다. 또한 비
슷한 시기에 구상된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과 『흑의 작업』은 각각 20여 년 이
상의 집필기간을 거쳐 1951년과 1968년에 각각 발표된다.
129) 이후 La Mort conduit l'attelage라는 제목 하에 세 편의 누벨 중 D'après
Rembrandt라는 이름으로 1934년에 다시 출간되었다가 1981년에 완결본으로
출간된다. (Maurice Delcroix, «introduction», Nathanaël pour compagnon,
Bulletin de la S.I.E.Y., n° 12 décembre 1993을 참고.)
130) Carminella Biondi, “De D'après Rembrandt à Un homme obscur”,
Marguerite Yourcenar ： Écriture, réécriture, traduction.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e Tours (20-22 novembre 1997), textes réunis
par Rémy Poignault et Jean-Pierre Castellani, Tours, S.I.E.Y., avril
2000. p. 25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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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주인공의 삶 전체에 드리워지면서 초기의 나타나엘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르스나르가 마지막으로 공들이며 완성
한 여행자 주인공 나타나엘은 그녀가 기존에 보여준 여행자 주인공들과는 어
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서술기법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암흑의 남자』의 고유한 특징이자 차이점을 작품의 모두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나타나엘이 프리존느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암스테르담에 전
해졌을 때, 그것은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La nouvelle du décès de Nathanaël dans une petite île
frisonne

fit

peu

de

bruit

quand

on

la

reçut

à

Amsterdam.131)

작품은 나타나엘이 죽었다는 소문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된다. 유르스나르
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언제나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지만, 이처럼 주
인공의 죽음이 실제의 삶보다 앞서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3인
칭 시점의 화자는 나타나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며 그의 친척들을 비롯하
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무관심 그 자체였다.
나타나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다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라든가 “더 이
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132)라는 표현은 나타나엘이란 인물이 ‘현재의’ 혹은
‘현실의’ 사람들과 별다른 결속력이 없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화자는 결과적인
죽음에 관계되는 사건을 앞세운 후 나타나엘이 태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서 “그의 탄생 또한 아주 비밀스러웠다”133)고 서술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131) Marguerite Yourcenar, Un homme obscur, p. 945. (이하 약어로 HO 라고
표기.)
132) “Nathanaël avait failli mourir à l’hôpital d’Amsterdam; ce second
trépas, pour ainsi dire, n’émouvait plus.” (HO, p. 945.)
133) “La naissance de Nathanaël avait été, elle aussi, fort discrète.” (H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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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현실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의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몰아간다. 결국 나타나엘은 현
재-여기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치 현실 속
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사는 ‘동화 속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나타나엘의 삶
은 기억에 의거하여 자아탐색을 시도하는 하드리아누스의 경우와 다를 뿐 아
니라 연금술의 정신으로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제농의 경우와도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전개된다.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두 명의 주인공 하드리아누스와 제농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엘의 성향은 다소 이질적이다. 나타나엘은 유르스나르의 여행자 주인공
들 중 문화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며,134) 신체적으로도 “허약하
고 다리를 조금 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135) 인물이다. 특히 다리를 저는
것은 제농이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과 비슷한 태생적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신체적 약점은 나타나엘이 소속된 공간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설정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꼬마 나타나엘은 허약하고 다리를 조금 절어 고통스러웠으므
로, 형제들과 함께 건조중인 선박의 측면을 문지르거나 들보에
못 박으러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타나엘에게 관심이 있는
인근 학교의 교사에게 그를 맡겼다.
Comme le petit Nathanaël était chétif et affligé d’un
peu de boiterie, il n’alla pas, avec ses frères, racler le

945.)
134) 마리아 코르티Maria Corti는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나타나엘처럼 “문화적 지식
bagage culturel”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인물은 없다고 강조한다.” cf.
Con Marguerite nel Seicento”, La Repubblica, 22 octobre 1983.
(Carminella Biondi, op. cit., p. 154에서 재인용.)
135) “chétif et affligé d'un peu de boiterie”, (HO, p.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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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c des navires en cale sèche ou enfoncer des clous
dans des poutres. On le confia à un maître d’école du
voisinage qui s’intéresse à lui.136)

“형제들과 함께 건조중인 선박의 측면을 문지르거나 들보에 못 박으러” 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가족 내에서 어떠한 동질성이나 존재감도 찾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건장하고 민첩하며 뚱
뚱한 아버지’의 신체적 조건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타나엘이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즉 나타나엘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홀
로’ 고독하게 살며 소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세상 밖으로 나아가
려는 움직임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엘이 ‘인근 학교
선생에게 맡겨지는 것’은 그가 머물러 있던 폐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입문의
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를 지시한다.
여기에서 파트리시아 드 페테Patricia de Feyter137)의 의견을 상기해볼 수
있는데, 그녀는 나타나엘이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평가
했다. 이것은 나타나엘이 학교에 가면서 가족들로부터 분리되고, 미지의 세상
을 꿈꾸며, 차후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
다. 비록 가장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에 불과하지만, 나타나엘은 학교에서 가
장 기본적인 문화적 소양을 갖추게 된다. 학교에서의 삶은 나타나엘이 미지의
세상을 꿈꾸고 상상하며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그가 맡
을 직업들을 연상하게 하는 등, 그가 헤쳐나갈 삶을 미리 복선처럼 제시한다.
즉 학교는 반복적이고 권태로운 일상에 갇힌 나타나엘에게 열린 세계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선험적인’ 공간이다. 이처럼 나타나엘은 ‘있는 그대

136) HO, p. 946.
137) Patricia de
néo-picaro

Feyter, “Un homme obscur de M. Yourcenar: Un
a
tempera”,
Société
Internationale
d’Etudes
yourcenariennes, Bulletin de la S.I.E.Y., n° 2, 1988. pp.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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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조금씩 빗겨 나가는 작업을
준비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도 그 삶
을 거역하고 이탈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시작한 나타나엘의 ‘여행’에는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한
다. 그는 특정한 의도가 있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측할 수 없
는 상황에 따라 떠밀리듯 이동한다. 나타나엘의 여행에는 우연과 본능 그리고
자유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하드리아누스와 제농의 경우 처음부터 자아 탐
색이라고 하는 여행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며 의지적으로 여행한다. 반면,
나타나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그의
여행에서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나타나엘의 공간 여행이 하드리아누스가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하는
것이나 제농이 연금술적 명상을 시도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현실에서 이탈하
는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세 인물의 여행이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하드리아누스와 제농의 경우, 정신의 완전한 자유를
찾기 위한 탐색의 여행이라면, 그리고 제농의 경우 하드리아누스보다 더 많이
전진해 있다면, 나타나엘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불가
피한 여행이다. 나타나엘은 우연히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인해 어머니와 가족,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도망친다. ‘확인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중심에는 술취한 낯선 남자가 있다. 그린비치에서 만난 이
낯선 남자는 나타나엘을 일상의 세계로부터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는 나타
나엘의 연인인 자네트를 쫓아오면서 그들의 데이트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남자가 나타나엘과 자네트의 결합을 단절시키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
다. 자네트는 나타나엘이 학교에서 일하며 처음 만난 여자로,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나타나엘과 결혼하여 그를 현실적이고 정
착된 일상생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취한 남자가 자네트와

- 74 -

나타나엘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은 주인공이 현실세계에 고착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결국 술 취한 남자의 몸짓, 행동 하나하나
가 나타나엘의 주의를 끌면서 결국 나타나엘의 일상은 흔들리게 된다. 즉 “공
포와 역겨움에 사로잡힌” 나타나엘이 남자의 얼굴 한 가운데를 돌로 치고, 남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은 나타나엘의 평범한 일상에 이미 균열이 갔
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바닥에 쓰러져 겨우 숨을 내쉬며 입가에 피 흘리는 남자를 보
았을 때, 그(나타나엘)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만일 누군
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다면, 혹은 자네트가 이 사고를 이야
기한다면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다음날 아침이면 교수형에 처
해질 지도 모를 일이었다.
Quand il vit l'homme à terre, respirant à peine, un
filet

de

sang

au

coin

des

lèvres,

une

épouvante

s'empara de lui. Si quelqu'un de loin l'avait aperçu, ou
si Janet racontait l'incident, il serait appréhendé par
ordre du constable, et bon pour la corde le lendemain
matin.138)

사실, 그린비치에서의 술 취한 남자의 죽음은 확인된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린비치에서의 술취한 남자와의 에피소드는 나타나엘이 완전한 일상의 시간
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필연적인 연결고리로 보인다. 나타나엘은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그에게 어떠한 동정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혀 죄의식도 갖지 않고,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가 속
한 현실의 공간을 벗어나고자 할 따름이다. 그에게 자네트는 더 이상 지켜야

138) HO, p.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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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연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자네트는 나타나엘이 충분히 안정
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를 영원히 현실적인 일상세계에 묶어놓을
수 있는 여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네트는 현실적인 시간의식에 머무는 인물
이며, 나타나엘의 삶을 ‘현재-여기’에 안주하도록 구속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타나엘이 자네트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안정된 현실세계를
이탈하는 것이며, 이것은 나타나엘이 ‘현재-여기’에 구속받지 않고 새로운 시
간의식으로 전환하는 길로 향하게 한다.

그(나타나엘)는 다리를 절어 불안정한 걸음으로 도망쳤다. 게다
가 뛰어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관심을 끌어서도 안 될 일이
었다. 그는 가장 텅 빈 골목길을 택하여, 어쩌면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관리인이 경비를 서는 선박수리용 독을 피하여, 새벽
에 몇몇 큰 선박이 출항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둑에 다다
랐다.
Il prit la fuite à son tour, mais de son pas incertain de
boiteux, et d'ailleurs il n'aurait pas fallu, en courant
attirer sur lui l'attention des passants. Choisissant les
venelles les plus désertes, contournant les bassins de
radoub où un gardien veillait peut-être encore à cette
heure tardive, il parvint à l'endroit de la berge d'où il
savait que quelques grosses barques appareilleraient à
l'aube.139)

다리를 절며 불안정한 걸음으로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찾는 나타나
엘의 모습은 무작정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어둠 속 골목

139) HO, p.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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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곧 출항할 배를
향해 달려간다. 갑판 한 가운데 승강구가 완전히 열려 있는데, 그것은 무의식
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나타나엘이
권양기 줄을 잡고 화물창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이 배의 가장 깊은 속이라도 되
는 듯 작은 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탯줄을 잡고 어머니의
자궁으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타
나엘이 시간을 역행하는 여행을 시작하는 설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해석과 연관하여 볼 때, 나타나엘의 떠남은 순수하게 생존을 위한
도피로, 이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
할 수 있는 점은 나타나엘의 떠남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이미지를 연
상시킴으로써 단지 ‘현재-여기’의 존재를 벗어나는 것 뿐 아니라, 탄생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비어있는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주인공이 바다로 항해하는 것은 이 작품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다. 바다 한 가운데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나타나엘의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혹은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제시한다. 항해 이후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매 순간 예상치 못한 우연의 사건들로 연결된다. 항해에서 나타나엘이 처음
만난 혼혈인은 그가 나아가야 할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릿빛 피부의 혼혈인은 태양 아래 자연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건강한 시
원의 인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적어도 나타나엘에게, 혼혈인은 수호신의
이미지로, 보호자의 이미지로 나타난다.140) 나타나엘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만난 최초의 보호자가 혼혈인이라는 사실은 이
여행의 의미를 찾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나타나엘이 혼혈
인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내재하는 자연의 속성을 회복하
는 것이며, 그를 통해 자연이 지닌 모성애를 스스로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140) HO, p.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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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볼 수 있다. 또한 혼혈인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교차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나타나엘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모든 문화를
통합하는 자연의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혼혈인은 나
타나엘을 문명에서 자연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듯 현실에서 무의식으
로 입문하게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마쿨라다 리나
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나타나엘의 여행의 ‘방향을 조정’141)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혼혈인의 죽음 이후, 나타나엘은 스스로 영국군함의 선원이 되기로 작정하
고 여행길에 다시 오르는데, 이것으로부터 우연과 직관이 교차하는 나타나엘
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타나엘이 이동할 때
마다 공간의 기호를 ‘해석’하는 것은 입문의례적인 차원에서 그가 점차 변화
하고 성숙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목적 없이 떠나는 나타나엘은 하드리아누스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우연에 내맡긴’ 여행을 순수하게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엘레
나 레알이 지적한 것처럼 “나타나엘이 아주 간단하게 받아들인 삶의 우연들은
그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어떤 처지에서 또 다른 처지로 미끄러지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이 전혀 연속성 없는 이동이며,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엘레나 레알은 “그러나 그는 눈을 뜨고서 미끄러진
다.”142)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을 뜨고서”라는 표현처럼 나타나엘
에게 닥친 우연의 사건들이 수동성을 넘어서 나타나엘에게 직관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타나엘의 여행에서 우연과 직관

141)

Inmaculada Linares, “Nathanaël ou l'eau qui coule”, Marguerite
Yourcenar,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Valencia (novembre 1984),

textes réunis par Elena Real, Éd. Université de Valencia, Espagne, 1986,
p. 150.
142) “Ce sont les hasards de la vie, acceptés et assumés en toute simplicité,
qui décident pour lui, qui le font pour ainsi dire glisser d'un espace à
un autre, d'une position à une autre. Mais il glisse les yeux ouverts.”
(Elena Real, op. cit.,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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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는 그가 이동하는 공간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것은 다른 여행자 주인공과 달리 나타나엘의 여행에 지향성의
대상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직 우연으로 이루어진 나타나
엘의 여행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타나엘의 여행에 나타
난 우연과 직관의 교차는 프랑스 사제 에피소드에서 부각된다.

젊은 사제는 팔꿈치에 기대 약간 몸을 일으키면서 나타나엘에
게 책에서 자신이 가리키는 곳을 펼쳐달라고 부탁했다. 나타나
엘은 그것이 예전에 부모님들의 성서에서 속어로 읽었던 시편
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왕국의
신이나 로마 교회, 혹은 루터와 칼뱅이 만든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독 속에서 그 시편들은 이상하게도 울리고
있었다. 어쨌든 이 시 구절 중 바다와 계곡, 그리고 산과 인간
의 거대한 번민이 문제되고 있는 몇몇 구절은 아름다웠다.
Le jeune prêtre, se haussant un peu sur le coude, lui
demanda d'ouvrir le livre à un endroit qu'il lui désigna
: Nathanël reconnut des psaumes qu'il avait lus en
langue vulgaire dans la Bible de ses parents, mais ils
sonnaient étrangement dans cette solitude qui ne savait
rien du dieu d'un royaume appelé Israël, ni de l'Église
Romaine, ni de celles qu'ont fondées Luther et Calvin.
Certains de ces versets cependant étaient beaux, ceux
où il était question de la mer, de vallées et de
montagnes, et de l'immense angoisse de l'homme.143)

143) HO, p.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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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제와 나타나엘과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들간의 만남이
다. 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라틴어로 된 성서의 한 대목뿐이다. 사제의
죽음은 나타나엘에게 부조리를 일깨운다. 섬 주민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알
리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왔지만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어떠한 구원이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제를
보고 나타나엘은 심경의 변화를 느낀다. 그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삶과 죽
음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특히 사제가 마지막으로 낭송을 부탁한 시편은 고
통스러워하는 사제와 그의 임종을 지키는 나타나엘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
리이다. 이 시편은 바다와 계곡, 산, 그리고 인간이 겪는 번민과 고독을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시편의 내용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나타나
엘은 라틴어로 된 시편을 읊으면서 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
엇인지 자문하게 된다. 마지막 단말마에 고통스러워하는 사제는 마지막 물 한
모금조차 온전히 마시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나타나엘은 사제가 죽고 난 뒤

에 남은 “고인에게 필요 없는 자신의 외투를 다시 입”는데,144) 이것은 나타나
엘이 사제를 통해 삶과 죽음의 관계와 존재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
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나타나엘이 오랫동안 꿈에서 사제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
게 되는 에피소드145)는 나타나엘이 자아 중심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그리
고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의 의미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숙고하게 됨을 알려준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사제가 희생물이라고
한 모리스 델크루와Maurice Delcroix의 설명은 적절한 것이다.146) 나타나엘
144) “Nathanaël reprit sa capote, devenue au défunt”, (HO, p. 953.)
145) “Cet incident lui revint plusieurs fois en rêve par la suite, mais la
personne à laquelle il apportait de l’eau changea souvent au cours des
années. Certaines nuits, il lui semblait que celui qu’il essayait de
secourir ainsi n’était autre que lui-même.” (HO, pp. 953-954.)
146) Maurice Delcroix, “La mort de Zénon”, Les visages de la Mort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s d’un colloque international
tenu à l’Université du Minnesota, Morris 7-10 juillet, 199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Morris,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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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랑스 사제의 죽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입문한 것이다. 이것은
『흑의 작업』에서 ‘인스부르크에서의 대화’ 중 제농이 문제로 삼는 인간 존재
의 본질에 관한 물음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타나엘은 배움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절대와 영원,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눈뜨기 시작한다. 선교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구원의 손
길을 건네는 신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비록 상황과 방식은 다르
지만, 프랑스 사제의 임종 앞에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나타나엘에게서 제농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뛰어난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지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
서 이탈한다. 여기에서 유르스나르가 일컫는 지적인 사람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면서 사건에 직면하고자 노
력하는 사람”147)을 의미한다면, 나타나엘은 비록 우연히 촉발되었지만 여행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해간다.
나타나엘은 맨 처음 학교에서 일했고, ‘잃어버린 섬’에서 유럽으로 귀향한
후에는 삼촌의 인쇄소에서 일했으며, 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상류층 집안의 하
인으로 일하게 된다. 그런데 각각의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나타나엘의 시각
에 변화가 일어난다. 학교에서 독서를 시작했을 때 나타나엘은 미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갖는다. 암스테르담에 돌아와 인쇄소에서 근무할 때에
는 호기심이 아니라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거꾸로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교정자
라는 직업을 통해 단어들을 안팎으로 손질하거나 단어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자가 된다.148) 그는 점차 기술되고 묘사된 세상의 이면까지 읽어낼 줄 아는

147) Marguerite Yourcenar, CIDMY, pp. 30-31.
148) “Ces deux compères l[Nathanaël]’instruisirent de bon cœur des tours
du métier, comme de lire un texte à l’envers, pour n’être pas distrait
par le sens des mots, ou de s’adonner tout entier tantôt à la chasse
aux erreurs de ponctuation, et tantôt à celles de syntaxe, tantôt à
l’alignement et tantôt aux majuscules.” (HO, p.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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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드러낸다. 가령, 작가의 사기성을, 주해자의 과장을, 진실에 금박을
입히는 텍스트의 거짓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149) 나타나엘이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은 마치 책을 읽는 독자나 연극을 보는 관객과 같은 방식이다. 그는 자신
이 던져진 무대에 참여하되 결코 예속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의 형상을 성
취해간다. 나타나엘은 비록 아무런 계획없이 상황에 떠밀려 여행하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지만,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여행은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로 드러난다.

3-2. ‘무감함’ 혹은 껴안기와 버림의 반복

나타나엘이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은 하드리아누스나 제농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 하드리아누스와 제농의 경우 대상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나’
의 실존문제를 해결하는 매개가 되며, 또한 시간의 흐름을 현재에서 과거로
돌리고 객관적인 시간에서 주관적인 시간으로 전이한다면, 나타나엘은 본능과
직관에 의해 판단한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두 인물들과 달리 나타
나엘은 무엇보다 정서적인 인물이어서 ‘연민’을 깊게 느끼는 인물이다. 가능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만큼, 그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르려는 입장에 있다. 나타나엘의 ‘연민’에 대하여 마리아
조제 바즈케 드 파르가 María José Vázquez de Parga는 그가 우주적인 고
통의 얼굴을 위해, 우주적인 연민을 전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150)
그렇다면 ‘연민’은 나타나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가 ‘나’보
149) HO, pp. 968-970.
150) María José Vázquez de Parga, “Une destinée universelle : Nathanaël”,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erife (Espagne) novembre 1993, textes édités par María
José Vázquez de Parga et Rémy Poignault, Tours : S.I.E.Y., 1994,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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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세상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린비치 사건을 제외하고,
나타나엘이 여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우연에 기인한다. 그리고 우연 자체도 ‘내’가 아닌 밖에 있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타나엘의 이동은 마치 물 흐르듯 바람결에 따르듯 자
연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난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간 후 인쇄
소를 찾아가고 병원으로, 저택으로, 프리존느 섬으로 이동하는 모든 여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의 고리처럼 이어진다. 나타나엘은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직업을 맡으며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비록 부조리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만큼, 나타나엘은 원만한 유대관계를 꿈꾸며 자신
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이해관계에서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다.
나타나엘이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회 신분이 낮고 교육을 제
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수동성
은 ‘인간의 고통이 존재하기에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했던
1933년의 나타나엘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151) 이것은 뤽 라송의 평가처
럼 나타나엘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의 운명을 개선시키기 위해, 동료들의 대
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2) 나타나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하여 ‘껴안기’와 ‘버림’을 반복하면서 자
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다지 학식이 없기” 때문에 오
히려 그는 이성에 따르지 않고 “직관에 따라” 통찰력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순리에 따라 감내할 줄 아는 ‘순수한’ 인물이다.
나타나엘이 이루어내는 ‘버림’ 또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만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나타나엘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후부터, 엘리 삼

151) “Nathanaël ne pouvait oublier que la douleur humaine existe, et reste
à consoler.”(Marguerite Yourcenar, La Mort conduit l'attelage, p. 177.)
152) Luc Rasson, “Yourcenar Postmoderne?”, Nathanaël pour compagnon,
S.I.E.Y., 199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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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과 친구 크뤼트, 그리고 아내를 차례대로 알게 되는데 이들에게서 연속적으
로 ‘기만’당하면서 그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약 4년간의 모험 끝에 고향에 돌아와 나타나엘은 양로원에 홀로 남은 어머
니를 찾아낸다. 그의 어머니는 각박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성서에 빠져 있
기”153)에 행복한 여인이며, “실리적인 감각”154)이 있는 사람이다. 나타나엘의
어머니는 거의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데, 이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대하는 냉담한 태도와 연결된다.155) 그녀는 집안
의 보잘 것 없는 재산을 암스테르담에 있는 인쇄업자, 엘리 삼촌이 관리하고
있었던 탓에, 나타나엘을 엘리에게 보내기로 한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
와 엘리 삼촌처럼 용감한 남자가 되어 신의 마음에 드는 것”156)을 바라는데,
이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나타나엘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체 무엇
이 용감한 사람이며 무엇이 신을 기쁘게 할 일이고 화나게 할 일인지 진정 알
지 못하겠다”157)고 자문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타나엘이 ‘현실적인 삶’
에 집착하는 어머니의 의견에 완전하게 동의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53) “La mère, confite en Bible, débarbouillait les enfants et mijotait des
potées auxquelles ses voisines anglaises n’auraient pas touché, pas plus
qu’elle n’eût voulu goûter de leur bœuf trop cru.” (HO, p. 946.)
154) “Elle[la mère de Nathanaël] montra d’ailleurs son habituel sens
pratique : le petit bien de la famille étaiti géré par l’oncle Élie,
imprimeur à Amsterdam.” (HO, p. 964.)
155) 나타나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이는 냉담한 태도는 『흑의 작업』에서 일종드가
제농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유형에 속한다. 나타나엘의 어머니가 보이는 냉
담한 태도는 작가 유르스나르가 현실에서 발견했던 자기 가족의 현실적이고 속
물적인 근원과 다를 바 없다. 냉정한 어머니는 강압적인 여성의 형태로서 남편과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유형에 속하는데 유르스나르는 냉정한 어머니 혹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어머니의 상(像)을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 앞서 수많
은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156) “«Plaise à Dieu que tu sois un brave homme, comme ton père et ton
oncle Élie.»” (HO, p. 964.)
157) “Nathanaël ne savait trop ce que c’était qu’un brave homme, ni ce qui
peut plaire ou déplaire à Dieu.” (HO, p.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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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처럼 나타나엘을 변하게 한 근원적인 힘이 바로 ‘잃어버린 섬’에 있
다고 파악한다. 우리가 차후 살피게 될 ‘잃어버린 섬’은 현실적인 세계에 대척
점을 이루는 세계,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
므로 나타나엘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보다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섬’에서 돌
아온 후 점차 현실의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나타나엘이 ‘잃어버린 섬’
에 동일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잃어버린 섬’에서 돌아온 이후 어머니를 찾고 곁에서 머무르지
만 더 이상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에게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어머니라기보다는 한 명의 인간이자 하나의 대상으로 나타난
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구리 주전자와 고양이 가운데, 성경에 들어박혀
살다가 죽은 무감한 여자”158)라고 어머니에 대해 회상하며 ‘잃어버린 섬’의
푸와와 비교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에 도달했음을 알려준
다. 그는 유르스나르의 다른 여행자 주인공처럼, 혈연으로 이어진 어머니를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타나엘은 비로소
혈연관계에 대해 자신의 판단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타인을 향한 나
타나엘의 태도는 “껴안기”에서 “버림”으로 이어지며 스스로 초연해진다. 이러
한 변화는 다른 여행자 주인공들과 달리, 나타나엘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나타나엘은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엘리 삼촌에게서 일을 배우고 그와 형제들이 받아야 할 재산을 할당받기 위해
서,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할 자리’에 삼촌을 위치시키고 그에게 동일화하기
위해서 나타나엘은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삼촌을 찾아간다. 암스테르담에서

158) “la mère de Nathanaël vivait et mourrait fortifiée par sa Bible, entre sa
bouillotte de cuivre et son chat, mais Foy, elle, avait innocemment
vécu et cessé de vivre sans plus de religion que n’en ont l’herbe et
l’eau des sources.” (HO, p.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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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사업을 하는 엘리는 나타나엘을 인쇄소의 교정자로 고용한다. 그는 삼
촌의 인쇄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고마워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은 그린비치
의 학교처럼 나타나엘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159) 실제
로 나타나엘은 엘리의 인쇄소에서 일하는 동안 심적인 변화를 많이 겪고 나아
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성숙해간다.
우선, 엘리의 인쇄소는 나타나엘의 자유에 대한 욕망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나타나엘이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쇄소에 드
나드는 학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자, 엘리가 나타나엘의 질문
을 모두 금지시킨다.160) 엘리는 특히 나타나엘의 항해와 ‘잃어버린 섬’에서 보
낸 이야기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나타나엘의 고유한 세계를 억압하려
든다. 결국 나타나엘은 그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인쇄업에만 몰두하지만, 그럴수록 ‘현재-여기’로부터 벗어
나고 싶은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간다. 한적한 시간이면 인쇄소를 벗어나 항구
를 자주 찾는 모습에서 나타나엘이 겪는 갈등과 ‘잃어버린 섬’에 대한 향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항구를 자주 찾으며 대양을 바라보는 나타나엘의 모
습은 그의 변화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나타나엘은 더 이상
그린비치에서 학교를 다니며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지키려 했던 이전의 나
타나엘과는 다른 인물이 된 것이다. 특히 ‘잃어버린 섬’에 대한 향수는 나타나
엘의 시간의식이 ‘현재-여기’에 고정되지 않고 쉽게 이탈할 수 있는 유연함과
가능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나타나엘이 변화하게 된 것은 수많은 책을 교정함으로써 부각된다.
그는 어머니가 조언한 것처럼 엘리 삼촌을 본받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책을

159) “Le jeune homme remercia : l’endroit, pour s’instruire, vailait bien
l’école de Greenwich.” (HO, p. 965.)
160) “Élie lui avait bien recommandé de ne jamais parler de ses années
passées devant le mât. On n’avait pas besoin de savoir qu’il avait
appartenu à la canaille jurant et buvante des gens de mer. Nathanaël
s’en taisait donc à l’imprimerie.” (HO, p.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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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스스로 형성한 것이다. 여기
에서 주목할 것은, 타인에 대한 나타나엘의 입장이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이
다. 늘 타인을 향하고, 타인을 그리워하던 나타나엘은 더 이상 타자의 세계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게 된다.
이것은 나타나엘이 타자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나타나엘의 시선이 타자를 향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나
엘은 타자의 세계에 굴복하거나 혹은 자신의 세계로 수용하지 않고, 타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타자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실천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집착’이 아니라 ‘무심함’을 선택하는 단계로 연결
된다.
이러한 나타나엘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먼저 엘리와의 관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쇄소에서 근무하면서 나타나엘은 엘리가 아버지
상을 보여주기는커녕, 필요에 따라 자신을 고용한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서서
히 인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도 엘리와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 후
나타나엘이 엘리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자, 엘리는 다른 두 형들의 것
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영수증에 서명하게 한다. 엘리는
나머지 조카들에게 분배해야 할 재산도 속임수를 쓰며 가로채려 했던 것이
다.161) 심지어 나타나엘이 아파서 결근하자 날짜를 세어 월급에서 제했고, 현
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는 아예 해고시켜버리기까지 한다.
엘리는 혈육에 대한 인정이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돈 때문에 횡령을 하는
부도덕한 인간이면서도 기독교의 형식을 열심히 실천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으
로 묘사된다. 엘리는 나타나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첫 번째 인물이다. 나
타나엘은 엘리와의 거리를 스스로 인정하며 한 걸음 멀어진다. 이로써 타인과
어떠한 경계도 전혀 세우지 않았던 나타나엘이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

161) HO, pp. 97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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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타나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기만을 당한다. 크뤼트와의 에피소
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민과 기만 그리고 단절을 보여준다. 나타
나엘은 크뤼트를 믿고 형들의 몫을 키우기 위해 엘리에게서 받은 돈을 투자한
다. 그러나 크뤼트는 인쇄업이 망하자 오히려 모든 잘못을 나타나엘에게 뒤집
어씌우며 책임을 회피한다. 나타나엘은 크뤼트와의 우정이 엘리를 통해 겪었
던 나쁜 감정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다. 나타나엘을 이
용할 가치가 없어지자 크뤼트는 나타나엘의 연인 사라이를 모욕하면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162) 크뤼트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정이라는
허울로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경쟁자이거나 원수였던 사람과도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을 뿐이다. 나타나엘은 돈보다는 우정
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 그는 인간관계의 두 축인 혈
육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타나엘이 인간관계에서 보여준 껴안기와 버림의 문제는 사라이를 만나면
서 극에 달한다. 나타나엘은 엘리의 인쇄소에서 일하는 동안 술집에서 노래하
는 여자, 사라이를 알게 되는데, 유대인인 사라이는 아름답지만 도벽이 있고
거짓말을 잘하는 탓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폭행을 당하는 인물이다. 나타나엘
이 사라이의 육체적인 매력에 유혹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 연민으로 사라이를 껴안는다는 점이다. 나타나엘은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사라이에게 ‘은신처’와 같은 존재로 다가간다.

그는 사라이가 음악카페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께 베르의 자
기 집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했다. 걷는 데
거의 익숙하지 않아서 그녀는 물웅덩이와 구덩이를 피하지 못
하고 벽돌 포석 위에서 어설프게 비틀거렸다.

162) HO, p.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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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lui(Saraï) offrit de prendre asile pour la nuit dans sa
cabane du Quai Vert, assez loin du musico. N'ayant
guère

l'habitude

de

marcher,

elle

trébuchait

maladroitement sur le pavé de briques, sans éviter les
flaques et les trous.163)

사라이에 대한 나타나엘의 무한한 껴안기는 그녀와 결혼을 하면서 증명된
다. 사라이가 아이를 갖자, 나타나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녀와 결혼을 감행한다.164) 나타나엘이 사라이와 결혼한 것은 선의와 연민
때문이다. 사실 잃어버린 섬에서 그가 푸와와 결혼 했던 이유도 일손이 부족
한 노인의 가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사라이에 대한 나타나엘의 사랑
은 『흑의 작업』에서 시몽 아드리안센이 보여준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상
기시킨다.165) 실제로 나타나엘은 사라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성애와
인류애적인 자애심을 보여준다.
나타나엘은 사라이가 잉태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혈연관계
를 혈육에 집착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실된 인간애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해한다. 여기에서 나타나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의 이미지를 상기
시킨다. 사라이는 출산 이후에도 거짓말과 부정한 행실을 계속한다. 나타나엘
은 그녀의 거짓과 위선을 연이어 목격하게 되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고통
스러워한다. 나타나엘은 스스로 ‘그녀는 직업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위로
했지만,166) 결국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평화로운 삶을
163) HO, p. 973.
164) HO, p. 975.
165) 시몽은 일종드를 여자가 아니라 아이처럼 대하며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기를 자처한다. 시몽은 유르스나르의 작품 전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
상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두 번이나 홀아비신세를 겪었던 만큼 일
종드를 가엾게 여기며 ‘부성적인 마음 씀씀이로 대하고자 했다.’ “뮌스터에서의
죽음”에서 그의 아내가 한스 복크홀트와 부정한 행실을 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감싼다. 시몽은 인류애적 자비로움에 가까운
아버지상을 보여준다. (cf. ON, p. 571,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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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버리고 만다.

그는 기계적으로 접시 두 개와 도자기 컵 두 개를 깨뜨리고는
깨진 조각들을 구석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라자르를 위해
만들었던 요람의 판들을 부러뜨렸다.
Il cassa mécaniquement deux assiettes et deux gobelets
de faïence, poussant les tessons dans un coin, puis
rompit les lattes du berceau qu'il avait fabriqué pour
Lazare.167)

인마쿨라다 리나레스Inmaculada Linares는 이 장면을 은유적인 죽음으로
간주하면서 차후 눈 위에 누워 죽게 되는 나타나엘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168)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그의 삶은 뒤흔
들린다. 나타나엘이 접시와 도자기 컵을 깨뜨리는 순간, 지금까지 그가 힘겹
게 일구어내었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이후 나타
나엘이 거지들에게 주기 위해 바닥에 동전을 내던지는 장면의 연결은 그가 가
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인연을 절연하면서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눈이 녹아 목덜미로 흘러내리는데도 그는 아주 더웠다. 비틀거
리며 걸으면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길까 두려워 그는 똑바로 걸
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있었다. 장이 서는 바라
크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는 넝마로 몸을 감싸고 추운 듯 서로

166) “Il se disait : “Elle fait son métier... Elle fait son métier...” (HO, p.
984.)
167) HO, p. 984.
168) Inmaculada Linares, op. cit.,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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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꽉 달라붙은 두 늙은 걸인, 팀과 민의 몸뚱이를 알아보았
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져주는 한 쌍의 떠돌이
개처럼 보였다. 나타나엘은 호주머니에 무겁게 들어있던 금속
동전을 한 웅큼 꺼내어 그들에게 던졌다. 벽돌 포석 위로 은전
과 동전이 땡그랑거리자, 두 노인은 으르렁대면서 뛰어갔다.
En dépit de la neige fondue qui dégoulinait sur sa
nuque, il avait très chaud. Il s'enjoignit de marcher
droit, de peur que les gens, le voyant tituber, en le
prissent pour un ivrogne. Mais les rues étaient vides.
En passant près d'une baraque qu'on dressait pour la
foire, il reconnut, enveloppées de chiffons, serrées
frileusement l'une contre l'autre, les carcasses de deux
très vieux mendiants, Tim et Minne, pareils à un
couple de chiens errants à qui tout le monde jetait des
déchets. Nathanaël tira de sa poche une poignée de
pièces de métal qui l'alourdissait et la leur lança : au
tintement de l'argent et du cuivre sur le pavé de
briques, les deux vieux se précipitèrent en grognant.169)

나타나엘이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이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행위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은 여기에 소속될 수 없음을 표출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동전의
차가운 금속성 소리는 나타나엘이 그동안 관계한 사람들과의 모든 유대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소리인 셈이다. 특히 팀과 민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악착같이
서로를 구속하는 동시에 기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169) HO, pp. 98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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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엘이 서로 엉겨 붙어 있는 팀과 민의 모습을 쓰레기라고 간주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악착같이 껴안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빗대어 비난하
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세계에 발을 들이며 껴안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타나엘이 팀과 민에게 동전을 내던지는 행
동은 그가 사람들의 기만을 혐오하고 그러한 유대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마쿨라다 리나레스는 나타나엘이 기만
의 감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연과 융화를 이루도록 입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평가한다.170) 나타나엘은 세 가지 층위에 따라 기만을 당하지만, 결코
그로부터 원한의 감정을 가지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로부터 가능한 긍정적인
시야를 끌어내려고 하며, 나아가 자신이 기만을 당하는 순간, 그 지점에서 완
전히 원한의 감정으로부터 면제되고, 인간들의 지대를 넘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엘의 입문의례는 껴안기와 버림의 방식으로, 무
관심을 통한 초월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초월의 세계로 향하는 나타나엘의 이동을 부추기는 원동력은 자연적인 요소
에서 찾을 수 있다. 바람은 나타나엘의 이동 성향을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비, 눈과 같은 물의 이미지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매개로서 나타난
다.171)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서 나타나엘
이 쓰러진 장면은 상징적인 죽음이라는 해석을 요구한다.172) 펑펑 쏟아지는
하얀 눈은 나타나엘의 번민과 고통을 자연적으로 씻어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170) Inmaculada Linares, op. cit., p. 151.
171) HO, p. 987-988.
172) “Il déboucha dans une belle rue à demi bâtie de belles maisons neuves
; les hautes façades plaquées de neige ressemblaient à des falaises ;
des grilles ou des murs bas les séparaient l'une de l'autre ; le vent
s'engageait dans ces venelles briquetées comme dans des crevasses.
Nathanaël enfonça son bonnet, qu'une rafale emporta malgré tout, ce
qui le fit rire. Il lui semblait que le vent virait sans cesse, comme
parfois en mer. Il repéra dans l'un de ces murs un renfoncement qui
lui parut abrité et s'y coucha pour dormir. La neige le recouvrit vite
d'une mince couverture.” (HO, p.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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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눈은 그의 목덜미위에서 이내 방울방울 물로 녹으면서 그가 상처받
은 고통의 순간을 깨끗하게 치유한다. “물과 나타나엘의 관계는 항구적”173)으
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장면에서 물은 불교에서 업장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
듯 최선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엘의 영적 부활을 돕는 매개로 나타난다. 또한
신화와 고전, 역사에 대하여 해박한 유르스나르가 나타나엘의 상징적 죽음 위
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 철학에도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은 생명의 본질이며, 핀다로스에 따르면 ‘만물 가운데 최선의 것’이
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영혼들에게 죽음은 물이 되는 것이고, 물에게
죽음은 흙이 되는 것이다. 흙에서 물이 생겨나고 물에서 영혼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나타나엘의 죽음에는 동양 문화를 흡수한 그리스 철학과
불교적인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품 속 배경을 환하게 이끄는 영적 부
활을 상기시킨다. 죽은 줄 알았던 나타나엘이 눈을 뜬 곳이 사방이 눈이 부시
도록 하얀 공간이라는 점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눈을 뜨자마자
나타나엘의 시야에 들어오는 하얀 공간, 암스테르담의 병원은 단지 환자를 돌
보는 현실적인 병원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174)
나타나엘의 껴안기와 버림의 마지막 단계는 반 헤르조그가에서 절정을 이룬
다. 반 헤르조그가는 나타나엘이 경험해본 적이 없는 부유한 상류층의 전형이
다. 입문의례의 차원에서 볼 때, 이곳은 주인공을 완전한 고독의 상태이자 죽
음에 직면하도록 몰아가는 마지막 공간이기도 하다. 인마쿨라다 리나레스는
173) 나타나엘의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의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마리아
조제 바즈케 드 파르가는 나타나엘이 섬에서 태어나 섬 가까이에서 난파하고 섬
에서 죽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Mariá José Vázquez de Parga, “Une
destinée universelle : Nathanaël”,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erife
(Espagne) novembre 1993, textes édités par María José Vázquez de
Parga et Rémy Poignault, Vollume II, Tours, S.I.E.Y., 1994, p. 290을 참
고.)
174) “Il se réveilla dans une grande pièce aux murs blanchis à la chaux ;
les vitres des fenêtres étaient d'immenses carrés gris. Hier, aujourd'hui
et demain de formaient qu'un seul long jour fiévreux qui contenait
aussi la nuit” (HO, p.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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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헤르조그가를 ‘닫힌 공간’의 상징이며 그 덕분에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기
만과 사기가 부재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175) 실제로 나타나엘은 반 헤르조
그가에 머물면서 나타나엘은 엘리 삼촌이나 사라이, 크뤼트가 주었던 기만에
대한 고통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타나엘은 이 공간을 통해 한편으
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거리를 두고 물러나 좀 더 비평적인 시각으로 그
공간을 바라볼 기회를 갖는다. 그는 반 헤르조그가의 “높은 사람들”176)을 부
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177) 이러한 연민의 시선은
나타나엘이 본래 가진 성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입문의례의 차원
에서 볼 때 그가 무감함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 헤르조그가에서 나타나엘은 하인으로 고용되는데, 그것은 천성적으로 배
려하고 희생하는 그에게는 가장 적합한 자리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하인복
을 입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서 타인을 섬기는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그가 지배자에 의해 구속받지 않으며, ‘평등’한 위치에서 자연의 본성
으로 타인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타나엘의 주 임무는
반 헤르조그에게 잔글씨로 된 책을 읽어주고 시중을 드는 것으로, 그는 이제
껏 친아버지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식으로서의 애정 어린 감정을 느낀다.
특히 반 헤르조그가 시몽 아드리안센처럼 이상적인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것
도 아니고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머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엘이 이 완고한 노인을 아버지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다.178) 그것은 나타나엘의 완전한 이타성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나타나엘은 반 헤르조그가를 통해 이제껏 구경하지 못했던 ‘높은 사람들’의
175) Inmaculada Linares, op. cit., p. 151.
176) “ceux d'en haut” (HO, p. 990.)
177) “cet homme et cette femme semblaient parfois à Nathanaël des captifs,
et leurs valets... des sortes de geôliers.” (HO, p. 996.)
178) “Depuis qu'il servait à Monsieur Van Herzog de valet de chambre, ses
sentiments envers ce roide vieillard devenaient plus affectueux, plus
filiaux certes qu'ils ne l'avaient été pour son propre père, dont il
n'avait jamais reçu, enfant, que çà et là une gifle ou deux pennies
pour du sucre d'orge.” (HO, p.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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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지켜볼 기회를 갖게 된다.179) 이것으로 나타나엘은 문명사회의 거의
마지막 부류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공간에서 나타나엘은 그들의 문화
와 축적된 부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 상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적절한 시기를 이용하여 수많은 약자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노동을 착취하여 축적한 재산 위에 소위 정신문화를 누리는 것이다. 나타나엘
은 이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자
신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그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시가 아름답긴 하지만
자네트와 푸와와 나누었던 사랑만 못하며,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시는 자연
속의 새소리라고 단정한다. ‘단지 어휘가 부족할 뿐, 세상에 대한 식견이 부족
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엘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세계를 구성
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나타나엘은 최상의 문명사회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속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소외시킨다. 그는 스스로 ‘소외’와 ‘버림’을 택하며
‘홀로’ ‘고독’의 길에 들어서고자 한다. 나타나엘은 세상의 진리를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라 차라리 자연에서 찾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나타나엘이 반 헤르조그가의 사람들 가운데 주목하는 이는 반 헤르조그의
딸 델리 부인이다. 델리 부인은 나타나엘이 만난 네 번째 여인이다. 자네트가
목가적이고 일상적인 사랑을, 푸아가 자연 속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랑을, 그
리고 사라이가 관능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델리 부인은 플라토닉한 사랑을
의미한다. 델리부인은 외면으로 그다지 매력을 보이지 않는 반면 다양한 예술
과 문화에 대해 조예가 깊은 지적이고 우아한 여인으로 소개된다. 나타나엘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매력을 홀로 알아보고 그녀를 동경
하게 된다. 그러나 나타나엘이 델리 부인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병세가 악화되
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델리부인은 나타나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그렇다면 델리 부인은 나타나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인가?
유르스나르는 ‘델리 부인’의 이름을 통해 이미 그녀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179) “Pour la première fois, il vivait dans une maison de riches.” (HO, p.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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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델리 부인Madame d’Ailly’의 철자와 무관하게,
‘델리/dɛli/’로 발음되는 그녀의 이름은 거꾸로 ‘리데 /lide/’로 발음되는 여성
형 명사 ‘이데아L'idée’ 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해석은 나타나엘이 인쇄소에서
글자를 거꾸로 읽고 교정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을 상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델리 부인의 매력을 오직 그만이 발견하고, 그녀를 이상화한 점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유르스나르의 작중인물들의 이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며 고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작가가

활용한

글자

수수께끼,

‘아나그램

anagramme’에 근거한 것이다.180) 유르스나르는 특히 작품 제목이나 작중 인
물들의 이름을 만들 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가령
그녀가 초기작 소설 제목을 ‘제농Zénon’에서 ‘흑의 작업l’Œuvre au Noir’으
로 변경하고, ‘나타나엘Nathanaël’에서 ‘암흑의 남자Un homme obscur’로
수정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인명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작품제목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것이
다.181) 이처럼 유르스나르가 작품에 활용한 글자 수수께끼는 단지 어구의 문
자 순서를 바꾸어 새 어구를 만드는 아나그램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령 ‘세상
의 미로Le Labyrinthe du Monde’나 ‘무엇? 영원Quoi? l’Éternité’의 경우처
럼, 그녀는 자신이 좋아한, 혹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작품 제목을 자신의
작품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유르스나르의 ‘델리 부인Madame d’Ailly’의 경우, ‘프랑스 상징시의 시조’
180) 유르스나르의 본명은 마르그리트 드 크레이앙쿠르Marguerite de Crayencour
이며, ‘유르스나르’는 그녀의 필명으로, ‘크레이앙쿠르Crayencour’의 아나그램이
다. 그녀는 ‘마르그리트Marguerite’는 그대로 사용하되, ‘크레이앙쿠르
Crayencour’의 철자 순서만 바꾸기로 하는데, 철자들 가운데 특히 Y를 좋아하
여 자신의 필명이 Y로 시작하도록 배열했다고 설명한다. 철자 Y의 형태가 나무
의 형태와 닮았으며,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 비추었
을 때, 이름까지도 자연에 기원을 둔 인간의 의미를 선택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81)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나타나엘Nathanaël’이라는 이름은 ‘Un
homme obscur’라는 제목을 통해 또 다른 해석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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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받는 모리스 세브Maurice Scève182)의 『델리Délie』183)를 상기시킨
다. 모리스 세브의 시에서 ‘델리Délie’는 플라톤 사상의 핵심어인 ‘이데아Idée’
의 아나그램으로 평가된다.184)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델리’의 ‘신
성화’이다. 유르스나르는 모리스 세브의 신성화된 ‘델리’의 이미지를 ‘델리 부
인’에게 그대로 투영한다. 그녀는 ‘델리 부인’을 빛과 어둠의 상극적인 이미지
가 공존하는 신성화된 인물로 소개하면서 주인공 나타나엘이 이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차별화한다. ‘델리 부인’은 따뜻함과 차가움, 친절함과 잔혹함
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
상화된 여인상을 형성한다.
먼저 델리부인의 방에 걸린 작은 그림과 장식품들은 그녀에게 내재된 여신
디안느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자신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 본 악티온을 사
슴으로 변하게 하여 사냥개에게 물려죽게 한 여신 디안느의 그림과 미니어쳐
로 줄여놓은 남편의 형상은 여주인으로 군림하려는 델리부인의 어둡고 잔혹한
내면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델리부인은 앎과 지식에 대한 상징으로 드러남으
로써 빛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주도하는 사교모임을 통해
나타나엘을 환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서 소리에 대한 묘사는 델
리부인을 둘러싼 이상적인 완벽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순수한 소리들이 (…) 솟아올랐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 움츠
러들었고, 마치 불꽃처럼 그러나 감미롭고 신선하게 춤추었다.
182) Alfred Glauser, Le poème-Symbole : De Scève à Valéry, Nizet, 1967.
183) “1536-1544년 경 작품 『델리』가 탄생한다. (…) 이 시는 여인의 냉혹함, 다가선
만큼 달아나는 여인, 여인의 준엄한 자태로 꺾여버리고 마는 정부의 욕망, 그러
한 여인을 계속해서 열망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운명 등등 페트라르카
Pétraque 풍의 주제가 묻어있지만 10음절 10행이라는 엄격한 시의 형식 때문에
그리고 시인만의 언어적 연금술로 평범한 연애시에서 철학적 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길훈, “모리스 세브Maurice Scève의 델리Délie의 미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 제32권, p. 48 참조.)
184) Bibliothèque Bordas, Maurice Scève et L’école Lyonnaise, Bordas, 1973.
p. 11. (Ibid.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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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들은 마치 연인들처럼 서로 얽혀들어 입맞춤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는 너무나 육체적인 것이었다. 만약 이 소리들이
연약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뱀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것들은 바로 그랬다. (…) 우리는 삶에서 결코 경험
해본 적이 없는 완벽의 순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비할 데
없는 평온함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지속적인 비약의 순간에 의
해 만들어진다. 이 기적과 같은 똑같은 결합이 계속해서 다시
형성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쁨인양, 우리는 가슴 두
근거리며 그 순간들의 귀환을 소망했다. 변주가 있을 때마다
당신을 어루만지듯 알아차리지 못 할 만큼의 차이를 지닌 한
기쁨에서 다른 기쁨으로 이끌어간다. 소리의 강도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했으며, 전체는 하늘빛이 그러하듯 변했다.
Des sons purs [...] s'élevaient, puis se repliaient pour
monter encore, dansaient comme les flammes d'un feu,
mais avec une délicieuse fraîcheur. Ils s'entrelaçaient et
se

baisaient

comme

des

amants,

mais

cette

comparaison était encore trop charnelle. On eût pensé
à des serpents, si ce n'est qu'ils n'étaient pas fragiles.
Ils l'étaient, pourtant.
perfection

comme

[...] On atteignait un point de

jamais

dans

la

vie,

mais

cette

sérénité nonpareille était néanmoins changeante, et
formée de moments de d'élans successifs ; les même
unions miraculeuses se reformaient ; on espérait leur
retour, le cœur battant, comme s'il s'agissait d'une joie
longtemps attendue ; chaque variation vous menait,
comme une caresse, d'un plaisir à un autre plai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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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nsiblement différent ; l'intensité du son croissait ou
diminuait, ou sa totalité changeait, comme font les
coloration du ciel.185)

유르스나르는 소설작품 속에서 종종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을 통해서,
예술가의 정신을 통해서 ‘완벽함’ 의 정수를 표현하곤 했다. 여기에서 화자는
소리를 그림처럼 혹은 관능적인 몸짓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당신(들)vous”이
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독자들을 천상의 즐거움에 참여시킨다. 이러한 서술
의 변형은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도 시도되었던 부분이다. 처음에 ‘나’
로 시작했던 화자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리nous” 라고 지칭하기
도 하면서 개인의 ‘나’ 를 점차 확장해간다. 화자는 이처럼 1인칭 단수 대명사
를 복수 대명사로 사용하면서 죽음, 영원, 행복, 완벽과 같은 테마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간다.

이 행복이 시간 속에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우리가 완벽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완
벽의 작업이란, 전적으로 순수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신
이 계신 곳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인데, 오직
그것은 환청의 연속에서만이다. 마치 다른 곳에서 환영들이 존
재하듯.
Le fait même que ce bonheur s'écoulait dans le temps
portait à croire que là non plus on n'avait pas affaire
à une perfection toute pure, située comme on dit que
l'est Dieu, dans une autre sphère, mais seulement à
une série de mirages de l'oreille, comme il y a ailleurs

185) HO, pp. 1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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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mirages des yeux.186)

화자는 소리를 천상의 완벽함으로 묘사하며 독자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정
작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의 한 파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박수를 친
다. 오직 나타나엘만이 화자가 묘사하는 대로 음악을 보는 것처럼 천상의 아
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는 홀로 남은 델리 부인이 연주한 소리를 들으면서 ‘순
수함’을 발견한다. 나타나엘은 그녀가 홀로 텅 빈 방안에서 치는 클라브생의
건반소리를 진주나 눈물처럼 여길 정도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한다.187)
여기에서 델리부인은 소리를 통해 나타나엘을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고
완벽한 신의 자리와 같은 총체적인 세계로 나타나엘을 인도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델리부인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신적 존
재라고 파악할 수 있다.
델리부인의 신격화는 ‘쏘베Sauvé’라는 스패니얼 개를 통해 부각된다. ‘구원
받은 자’라는 뜻의 ‘쏘베’는 나타나엘과 델리부인을 연결할 매개체가 된다. 나
타나엘은 ‘쏘베’를 델리부인에게 선물하는데188), 이 때 쏘베는 델리 부인에게
‘구원받은’ 나타나엘의 분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델리 부인

186) HO, p. 1001.
187) “Quand la harpe était rentrée dans sa housse et les violons emportés
dans leur étui sous le bras de leurs possesseurs, Madame, seule dans
la salle vide, s'approchait rêveusement d'un miroir, remontait une
boucle ou réarrangeait son tour de gorge ; avant de refermer le
clavecin, elle posait parfois un doigt distrait sur une touche. Ce son
unique tombait comme une perle ou comme un pleur. Plein, détaché,
tout simple, naturel comme celui d'une goutte d'eau solitaire qui choit,
il était plus beau que tous les autres sons.” (HO, p. 1002.)
188) “Mevrouw Clara gronda pourtant quand elle le vit promener Sauvé (il
s'appelait ainsi) sous les arbres des allées, tout dégouttant de pluie.
Maintenant qu'il s'était attaché à cet innocent bout de vie, l'essentiel
lui semblait d'assurer son sort, même si un jour sa santé l'obligeait à
quitter la grande maison. Il mit Sauvé dans un panier et demanda par
la camériste de Madame d'Ailly la faveur de se présenter chez
Madame.” (HO, pp. 1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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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쏘베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보면서 그녀 곁에 함께 있는 쏘베를 통
해 위안받는다.

‘쏘베’를 통해 나타나엘과 델리부인이 생명력을 확보하고 하

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나타나엘이 갈망하던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낸다.

그녀(델리부인)는 바구니에서 쏘베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는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나타나엘도 수줍게 쏘베를 쓰다듬으
며 긴 귀와 하얀 다리에 대비되는 마호가니색 무성하고 유연한
허리를 부인이 보게 했다. 아주 잠깐 부주의하여 그의 손이 소
매 안의 팔을 스쳤다. 부인은 잠자코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
토록 가벼운 스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식
적으로 자각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두 번째로 스쳤다. 어
쩌면 그녀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지
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이 달콤한 피부와 접촉하는 것이 가벼
운 화상을 입는 것 같았다. 어떤 여자도 그에게 그처럼 다정하
고 순수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
Elle sortit Sauvé de son panier et le prit sur ses
genoux pour le caresser. Nathanaël le flattait aussi,
timidement, faisant voir à Madame les longues oreilles,
le flanc touffu et lisse, couleur d'acajou, contrastant
avec

les

pattes

blanches.

Un

instant,

moins

d'un

instant, sa main par mégarde frôla le bras nu dans la
manche en sabot. Madame ne broncha pas : peut-être
n'avait-elle pas senti un attouchement si léger, mais
qu'il prolongea une seconde de plus, pour ne pas
paraître l'avoir lui-même trio consciemment perçu ;
peut-être trouvait-elle l'incident trop négligeable p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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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offusquer. Pour lui, le contact de cet épiderme
délicat lui fit l'effet d'une douce brûlutre. Nulle femme
ne lui avait paru si tendre ou si pure.

189)

이 장면에서 유르스나르는 델리부인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욕망을 자극하는
동시에 신의 미와 비유할 수 있는 신성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델리부인은 순
수한 이상과 관능의 쾌락이 기묘하게 결합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특히 나타나
엘을 거부하지 않는 델리 부인의 모습에서 나타나엘은 마치 자신을 품으로 받
아들이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는다. 여기에서 델리부인과 나타나엘의 관계
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델리 부인은 나타나엘이 마음속에 품은 이상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타나엘은 델리 부인을 결코 육체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지
를 보이지는 않는다. 델리 부인 역시 나타나엘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지만, 언
제라도 잔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디아나 여신처럼 늘 거리를 두는 이중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들의 관계는 현실적인 결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델리부인과의 접촉이 “가벼운 화상”으로 표현된 것은, 그녀와의 현실적인 결
합이 헛된 꿈이며 달콤한 현실적 고통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암시하는 징표이
다.
그렇다면 유르스나르가 델리 부인의 신성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르스나르가 그려낸 델리 부인의 역할은 ‘쏘베’와의 관계를 통해
명확한 의미를 갖는다. 델리부인이 ‘쏘베’를 어루만지고 돌보는 장면은 세상의
모든 고통 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신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쏘베’
가 나타나엘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델리부인과 나타나엘의 관계도 동일한 그림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델리부인은 나타나엘이 닮고 싶고, 도달하고 싶어
하는 신적 존재의 대상, 이데아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나엘이 델리 부인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189) HO, p.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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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이상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나타나엘이 델리 부인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병은 나타나엘을 ‘현재-여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완전히 떠날 수 있게 추진시키는 원동력이며, 잃어버린 섬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190) 실제로 나타나엘은 델리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만
큼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반 헤르조그가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나타나엘은 한번 더 청실의 문을 두드렸다. 부인이 직접 문을
열었다. 작은 개가 그녀 주위에서 깡총거리며 낑낑댔다. 나타나
엘은 무릎을 꿇고 쏘베를 어루만졌다. 그가 다시 일어나자 그
녀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잘 돌볼게요. 가을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그가 돌아오기에는 걸
릴 시간도 이제 결코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부인도 자
신에게 손을 내밀어줄까, 만일 그런다면 거기에 입 맞출까 생
각해보았다. 하지만 손에 입 맞추는 것은 하인의 예의가 아닌
걸.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녀가 다가와 그의 입술에 아
주 가볍고, 아주 재빨리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
여 그는 마치 천사의 성모 방문 앞에서처럼 뒤로 한걸음 물러
서버렸다. 그들은 문간에 그대로 있었다. 부인은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고운 눈길로 작별인사를 하고는 다시 문을 닫았다.
Il frappa ensuite à la porte de la chambre bleue.
Madame ouvrit elle-même. Le petit chien sautait et

190) 나타나엘의 병이 ‘잃어버린 섬’에서 그의 아내 푸와가 앓던 병의 증세와 흡사한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또한 ‘잃어버린 섬’이 입문의 공간이라고 파악할 때, 나
타나엘의 귀향 이후에야 발병한 점은 병이 그를 죽음의 공간으로 이행시키는 원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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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pait

autour

d'elle.

Nathanaël

s'agenouilla

pour

caresser Sauvé. Quand il se releva, elle lui dit :
«On

en

prendra

bien

soin.

Vous

le

reverrez

à

l'automne.»
Ces paroles lui firent chaud au cœur, bien que la
durée le séparant du retour ne lui eût jamais paru plus
redoutable. Il se demanda si Madame elle aussi lui
tendrait sa main, et si dans ce cas il oserait la baiser.
Mais le baise-main n'est pas une politesse de laquais.
Pendant qu'il se le disait, elle s'approcha et l'embrassa
sur

les

lèvres

d'un

baiser

si

léger,

cependant si ferme qu'il recula d'un

si

rapide

et

pas, comme

devant la visitation d'un ange. Ils se tenaient sur le
seuil de la porte. Madame lui dit adieu de son beau
regard qui ne souriait pas et referma sur lui le
battant.191)

결국 나타나엘이 델리부인을 떠나는 것은 그가 ‘현재-여기’의 나를 극복하
고 영원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나타나엘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쏘베’만 남기고 떠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엘이 “무릎
을 꿇고 쏘베를 어루만”지는 것은 나타나엘이 ‘현재-여기’로부터 완전히 떠나
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지표이다. 들어가는 것이 단 한 번도 허
락된 적 없는 마담 델리의 청실 앞에서 했던 작별인사는 절대의 세계로 진입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델리부인은 일시적이나마 ‘절대
의 환영’처럼 비쳐진다. 비록 현실인지 꿈인지 모호할 정도로 찰나의 순간에

191) HO, p.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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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일이지만, 델리부인과의 입맞춤은 나타나엘이 도달해야 할 극한의 세
계처럼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은 ‘비극적 쾌락’에 가깝다.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현실과 죽음의 문을 사이에 두고 경계선에서 느
끼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함’과 동시에 허무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 경험은 『쉬메르의 정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태양을 향해 끝없이
비상하던 이카로스가 고귀한 절대와 접촉하는 순간, 황홀감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추락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나타나엘이 쏘베를 델리부인에게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끝없는 껴
안기와 버림 끝에 현실세계의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여기’의 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무한한 행복을 향해 완전히 ‘혼자’가 되는 고독을 받
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서 나타나엘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개인이 아닌 인간전체의 삶으로
총칭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192) 즉 ‘죽음 앞에서의 완벽한 고독’을
말하는 나타나엘의 마지막 이동은 작가의 견해가 그대로 투영된 대목으로,193)
하드리아누스를 비롯하여 제농이 이르고자 노력한 자아성찰에 부합하는 가치
를 가지며, 유한한 ‘나’의 세계를 초월하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

유르스나르의 여행자 주인공은 객관적인 시간에서 주관적인 시간으로 왕래
하거나 전환하면서 본질적인 존재를 찾아가고자 한다. 주관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고 순수의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그러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상적
인 세계를 엿볼 수 있고, 작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재현할 준비 작업을 완성하

192) “De nouveau, cette grande femme aux cheveux tirés lui rappela la
Mort, et, de nouveau, il se dit que cette fantaisie était absurde : la
mort est en nous.” (HO, p. 1022.)
193) “Nous sommes tous solitaire devant la mort.” (YO, p. 243.)

- 105 -

게 된다. 순수하고 본질적인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놓여 있는 존재
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세상을 끌어안은 ‘나’를 통해 세계 이해의
지평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의 장에서 순
환론적인 시간의식 하에 재현되는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성의 대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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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열림과 소통의 세계 : 되찾은 “영원의 존재”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여행자

주인공은

내면여행을

통해

‘무-시간

non-temporel’ 혹은 ‘초시간supratemporel’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를 지향
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파파도풀로스는 유르스나르의 『꿈과 운명』을 예로 들
면서, 이러한 상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꿈들의 조각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194) 그녀는 조르쥬 풀레George Poulet를 거론하면서 이것을
작품 안에 내재하는 ‘모티브 찾기’와 비교했는데, 이때의 모티브 찾기란 “끊이
지 않는 선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간성을 찾는 것이
다.195) 독자가 모티브 찾기를 통해 새로운 시간성과 새로운 공간을 경험함으
로써 텍스트를 초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듯이, 유르스나르는 연대기적 시간
을 이탈하여 무시간을 지향함으로써 이상화된 세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성은 주관적이며 주로 순환적인 움직임을 따른다.
새로운 시간성과 함께 죽음의 의미가 전환된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것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수많은 여행자 주인공들이 획득하
는 존재의 본질과 관련 있다. 한 개체의 소멸이자 극한의 경계일 뿐이었던 죽
음이 더 이상 단절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것은 존재의 본질을 개별적인 몸체에 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타자’와의 관
계를 통해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중심을 향해 있던 ‘나’는 ‘이타성’을
향하고 확장된다. 타인과의 접촉 혹은 공감으로 온전한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일체화되는 것이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새로운 시간의식 하에
서 죽음은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연결되는 열림과 소통으로 이어지는 매개체
가 된다. 유르스나르의 세계가 ‘나’와 세계의 연대를 통해 보편성으로의 회귀
194) Christiane Papadopoulos, op. cit., pp. 22-23.
195) George Poulet, “Lecture et interprétation du texte littéraire”, Qu’est-ce
qu’un texte ?, Eléments pour une herméneutique, sous la direction
d’Edmond Barbotin,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7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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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한다고 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196)

1. 순환적 시간의식을 통한 세계의 회복 : 『하드리아누
스의 회상록』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순환적 시간은 직선적 시간보다 일찍 등장했으며
기독교 세계나 히브리 문화권보다는 그리스 세계 및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간관으로 알려져 왔다. 순환적 시간은 문학에서뿐
만 아니라 종교학에서도 중시하는 개념으로, 인간에게 영원을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어 왔다.197)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 정신을 지향하고 있
다. 그는 로마의 그리스화를 통해, 로마문화에 그리스 정신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상은 하드리아누스가 황제로서, 사랑했던 노예이자 연인인
안티노우스와 함께 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스로 하여
금 역사적인 시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며 또한 이 작품에 문학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는 여기에
서 하드리아누스가 사랑했던 그리스의 정신과 그 정신이 체화된 인물인 그리
스 노예 안티노우스를 통해, 그가 연대기적 시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196) 유르스나르의 보편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1994년 S.I.E.Y에서 출간한 논문집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주로 참고했다. (cf.
Kaija Andersson, “M. Yourcenar ou le don de l’universalité”, Claude
Benoit, “Le personnage yourcenarien : de l’individu à l’universel”, C.
Frederick Farrell, Jr. et Edith R. Farrell, “l’Être et l’Univers”, Maurice
Delcroix, “M. Yourcenar et la tenataion de l’universel”, Michel Berger,
“Nathanaël et Valentine”, Wim Bots “Marguerite Yourcenar ou
l’universalité du renouvellement cyclique”.)
197) Hans Meyerhoff, op. cit. (『문학 속의 시간』, 이종철 역. 문예, 200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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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1. 그리스 정신의 결합 : 베누스의 로마

하드리아누스가 도달한 황제의 자리는 작품의 ‘피라미드 구조’198)에서 정점
을 이룬다. 당시 황제는 제국의 천재, 제국 운명의 전인적 객체로서 전 세계
에 걸쳐 있는 로마제국의 수많은 도시들과 연합체적 관계망을 조직하는데 신
명을 다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하드리아누스는 “신이 되는
것은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미덕을 요구한다”199)고 하면서, 인간-황제
를 넘어서 인간-신의 존재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 하드리아누스는 ‘제우스’와
같은 신적 존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드리아누스가 오르게 될 군주의 자
리는 입문자의 자리에서도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
적 존재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는 로마를 ‘그리스화’ 하기로 한다.

몇 가지 대규모 공사가 완수되었다. 콜로세움은 수리되어 아직
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네로 황제의 기억을 씻어버렸
다. 그리고 이 황제의 이미지 대신에 우리 가족의 씨족명인 엘
리우스를 암시하는 거대한 태양신 헬리오스의 초상화로 장식되
었다. 우리는 베누스와 로마의 신전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다.
그 또한 네로가 부정하게 빼앗은 사치품들을 아무런 안목 없이
마구 늘어놓았던 추문의 황금궁의 자리에 건설했다. 로마, 아모
르 : 신성한 영원의 도시가 최초로, 모든 즐거움에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사랑의 어머니와 일체가 되었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198) “une espèce de construction pyramidale” (YO, p. 102.)
199) “Être dieu oblige en somme à plus de vertus qu'être empereur.” (MH,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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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생각해왔던 것들 중의 하나였다. 로마의 힘은 그 우주적
이고 신성한 성격을, 내가 로마에 부여하고자 꿈꿔왔던 평화와
수호신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Certains

des

grands

travaux

de

construction

s'achevaient : le Colisée réparé, lavé des souvenirs de
Néron qui hantaient encore ce site, était orné, à la
place

de

l'image

de

cet

empereur,

d'une

effigie

colossale du Soleil, Hélios-Roi, par une allusion à mon
nom gentilice d'Ælius. On mettait la dernière main au
temple de Vénus et de Rome, construit lui aussi sur
l'emplacement de la scandaleuse Maison d'or où Néron
avait déployé sans goût un luxe mal acquis. Roma,

Amor : la divinité de la Ville éternelle s'identifiait pour
la première fois avec la mère de l'Amour, inspiratrice
de toute joie. C'était une des idées de ma vie. La
puissance romaine prenait ainsi ce caractère cosmique
et

sacré,

cette

forme

pacifique

et

tutélaire

que

j'ambitionnais de lui donner.200)

하드리아누스는 황제로서 자신이 지배하는 로마라는 도시와 동일시되어 있
다. 그가 로마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변화하려는 것 같다. 그는 도시에 신성함을 부여하고자 하며 그
곳에서 영원함과 평화로움을 찾고자 한다. 심리학의 차원에서 볼 때, ‘왕’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와 동일시되는 우주적 존재이다.201) 또한 ‘왕’의 교체란
200) MH, p. 415.
201) “모든 왕권은 심리학에 근거를 두는데, 왜냐하면 각 왕이 민족의 무명의 개별로
나타나는 전체성의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징표들- 왕관, 왕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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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원형상’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군주가
된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를 그리스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면서 이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리스의 정신을 가진 로마가 생
겨난다. 하드리아누스가 창조한 로마는 주로 ‘황금빛’ 이미지로 표현된다. 또
한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아모르’, 사랑은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상승을 위한 매개체이다. 하드리아누스는 사랑이 “입문의례의
한 형태”이며, “성스러움과 비밀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을 주목한 바 있
다.202) 피폐한 로마가 이상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지배력을 가질 때 모든 것은 융합된다.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제국의 지배자로서 그는 사랑의 힘으로 로마를 신
성화한다. 이제 로마는 마치 환영처럼 이상적인 도시로 거듭난다.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인이면서 언제
나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하드리아
누스가 “일종의 탯줄로 로마에 연결되어있지만”, 자신은 그저 “부재하는 로마
인”이라고 털어놓은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203) 그는 로마에 대해서는 늘 거
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일생동안 그리스 정신으로 살았다. 실제로 하드리아
누스가 고대 그리스 문화에 심취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204) 2세기 로
마 문화에는 그리스적 요소가 극히 광범위하고 지배적이었다.205) 무엇보다 인

202)
203)
204)
205)

토, 왕홀, 권위를 상징하는 지구의 휘장 등-은 그를 우주적인 ‘안트로포스’로 특
징지우는데, 이 우주적 안트로포스는 세계를 생산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세
계이다. 그가 바로 위대한 인간homo masximus이다.” C.G.Jung, ‘Gnostische
Symbole des Selbst’, in G.W. 9-II, par.310. (이유경, “서양 중세 연금술에서
의 안트로포스Anthropos”, 『심성연구』 13 : (1), 1998, p. 24에서 재인용.)
“une forme d'initiation”, “l'un des points de rencontre du secret et du
sacré” (MH, pp. 295-296.)
“Une sorte de cordon ombilical me rattachait à la Ville.”, “Romain
absent” (MH, p. 323.)
제롬 카르코피노, 앞의 책, p. 223을 참고.
마르티알리스와 유베날리스도 ‘아름다운’ 그리스를 탐미하고 열광하는 풍경을 풍
자한 바 있으며, 그리스 수사학자들은 2세기 동안 이탈리아는 물론 갈리아 지방
까지 순례 강의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무소니우스 루푸스에서 파보리누스
에 이르는 철학자들의 개론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그리스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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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들이 예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기를 바란 만큼, 그는 제국의 지
배자로서 로마 문화를 강요하기보다 각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계승하기를 원
했다. 이러한 욕망은 로마와 사랑과의 결합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
조화는 “영원을 갈망하는 눈앞에서 조화를 이루어 실제로 해결된 것이다.”206)
하드리아누스가 바라는 영원한 “로마 안에는 더 이상 로마가 없다.”207)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처음으로 감히 영원하다고 부른 로마는 점점 더 아시아
종교 의례의 모신과 동화되어갈 것이다.
Rome,

que

j'osai

le

premier

qualifier

d'éternelle,

s'assimilerait de plus en plus aux déesses mères des
cultes d'Asie.208)

하드리아누스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 신전과 로마의 신전을 헌정하는 날을
“로마의 탄생”이라 이름 붙인다.209) 제식을 축하하는 “기쁨의 불길”은 새로운
도시의 ‘영원성’의 이미지를 배가시킨다. 또한 하드리아누스는 아폴로도로스의
설계를 직접 수정하여 신전을 세우는데 공을 들였음을 밝히기도 하는데, 건물
구조는 고대 에트루리아의 원형 신전의 본을 딴 것이다. 그가 재현한 만신의
성전은 옛 선조들이 살던 오두막처럼, 지구와 천구의 형태로, 둥근 지붕을 통
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수직적인 천계상승의 이미지를 실현한 공간이다.

206)
207)
208)
209)

출판되었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비문이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다. 로마의 그리
스도교인들은 예배식이나 호교 활동에서 그리스어를 고집했다. (제롬 카르코피
노, 같은 책, p. 220을 참고.)
Paola Ricciulli, “Hadrien ou la vision du vide”,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Tours, S.I.E.Y., 1995. p. 233.
MH, p. 370.
MH, p. 371.
MH,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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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든 신들의 성소가 지상의 지구와 천구의 형태를, 영원
한 불길의 씨앗들을 담고 있는 지구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
는 우묵한 천구의 형태를 재현하기를 바라왔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가장 오래된 화덕에서 나온 연기가 용마루에 위치한 배
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던, 우리 선조들의 오두막집의 형태이기
도 했다. 둥근 지붕은 솟아오르는 화산의 불길에 어우러져 있
는 것 같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용암으로 만들어졌다. 푸르렀
다가 검었다가 하는 한 커다란 구멍으로 둥근 지붕은 하늘과
통해 있었다. 그 은밀하면서도 열려 있는 신전은 해시계의 역
할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간은 그리스인 장인들이 정
성껏 윤을 낸 격자들 위에서 둥글게 돌아갈 것이고, 빛의 원반
은 거기에 마치 황금 방패처럼 걸려 있을 것이며, 비는 포석
위에 깨끗한 물구덩이를 이룰 것이고, 기도 소리는 우리가 신
들을 모셔둔 저 허공으로 연기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J'avais voulu que ce sanctuaire de tous les dieux
reproduisît la forme du globe terrestre et de la sphère
stellaire, du globe où se renferment les semences du
feu éternel, de la sphère creuse qui contient tout.
C'était aussi la forme de ces huttes ancestrales où la
fumée des plus anciens foyers humains s'échappait par
un orifice situé au faîte. La coupole, construite d'une
lave dure et légère qui semblait participer encore au
mouvement ascendant des flammes, communiquait avec
le ciel par un grand trou alternativement noir et bleu.
Ce temple ouvert et secret était conçu comme un
cadran solaire. Les heures tourneraient en rond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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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caissons soigneusement polis par des artisans grecs
; le disque du jour y resterait suspendu comme un
bouclier d'or ; la pluie formerait sur le pavement une
flaque pure ; la prière s'échapperait comme une fumée
vers ce vide où nous mettons les dieux.210)

로마를 재건하는 작업은 신전에서 완성된다. 둥근 지붕이 암시하듯, 하드리
아누스에게 건축이란 하늘과 소통함으로써 영적 상승이 가능한 수직적 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황제이기 이전에 입문의례의 여행자로서 품었던 계
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갈망했던 하드리아누스는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신성함을 제국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한다. 하드리아누스
가 건설하고자 한 로마는 영원히 불멸하는 신성을 얻은 공간으로, 영적 상승
을 실현한 절대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드리아누스의 국가관 또한 그리스 정신의 자유로움을 특징으로 한다. 그
는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치시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한다. 다양
한 “우리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고 인간적 행위의 통일성, 경험에 따른 건전
한 체험을 민족과 종족들과 같은 물리적 조직이나 지리와 역사와 같은 우연적
인 요소들, 신이나 선조들에서 비롯되는 각각 다른 요구조건에 영원히 겹쳐
놓고자 한 것이다.”211) 하드리아누스는 “신중함과 대담함, 세심하게 계산한
복종과 반항을 극도의 요구와 신중한 양보를 섞어놓음으로써 내가 마침내 나
스스로를 받아들인 것”212)처럼, 그는 점령했던 국가들을 완전한 자유라는 기
210) MH, pp. 416-417.
211) “Aux corps physiques des nations et des races, aux accidents de la
géographie et de l'histoire, aux exigences disparates des dieux ou des
ancêtres, nous aurions à jamais superposé, mais sans rien détruire,
l'unité d'une conduite humaine, l'empirisme d'une expérience sage.”
(MH, pp. 371-372.)
212) “Et c'est de la sorte, avec un mélange de réserve et d'audace, de
soumission et de révolte soigneusement concertées, d'exigence extrême
et de concessions prudentes, que je me suis finalement accep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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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에서 통합하고 새롭게 정비한다. 여기에서 유르스나르의 ‘범세계주의적인’
경향은 절대적인 하나에 집착하고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국가관과는 반대되는
경향으로서, 모두의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통합하고 수용하는 것, 타자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소통과 열림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점점 모든 신이 기이하게 하나의 전체로 녹아들어, 하나의 동
일한 힘이 무한히 다양하게 발산하며 균등하게 표현되는 것처
럼 보였다. 그들 간의 모순은 화합의 양식에 지나지 않았다.
De plus en plus, toutes les déités m'apparaissaient
mystérieusement

fondues

en

un

Tout,

émanations

infiniement variées, manifestations égales d'une même
force : leurs contradictions n'étaient qu'un mode de
leur accord.213)

실제로 그에게 수많은 신의 호칭이 수여되는데,214) 하드리아누스에게 붙여
진 수많은 신의 이름들을 보면 그는 권력의 차원에서 신격화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독단적인 권력의 억압과 지배가 아니라 수많은 타자들이 고유한
세계를 유지하며 서로 부딪치고 대립하면서도 적절한 소통을 찾아내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드리아누스가 꿈꾼 균등하고 다양한 화합의 세계이

moi-même.” (MH, p. 319.)
213) MH, p.415.
214) “Par une blonde après-midi d'automne, je pris place sous ce portique
conçu à l'échelle surhumaine de Zeus ; ce temple de marbre, élevé sur
le lieu où Deucalion vit ceser le déluge, semblait perdre son poids,
flotter comme un lourd nuage blanc ; mon vêtement rituel s'accordait
aux tons du soir sur l'Hymette tout proche. J'avais chargé Polémon du
discours inauguratoire. Ce fut là que la Grèce me décerna ces
appellations divines où je voyais à la fois une source de prestige et le
but le plus secret des travaux de ma vie : Évergère, Olympien,
Épiphane, Maître de tout.” (MH,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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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것이 그가 성취해낸 완전한 세계이다.

1-2. 문화적 교차로의 형상 : 안티노우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 문학적인 테마는 안티노우스를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안티노우스를 만나게 되
는 시기는 황제로서나 개인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하나로 각인된
다.215) 『로마황제열전Histoire Auguste』에 따르면,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
스가 총애한 비티니아인으로 역사상 실존인물이다. 유르스나르의 소설 속에서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스와 유일하게 ‘내밀함’을 나눈 존재로 소개된다.216)
하드리아누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미소년을 늘 자신의 곁에 두
고자 하는데, 그는 안티노우스 안에서 자신의 행운을 구현했다고 확신하고 있
다.217) 달리 말하자면 안티노우스라는 인물은 하드리아누스의 관심의 대상이
자 욕망의 대상이며, 그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수호신처럼 나타난다. 이처럼
유르스나르가 그려낸 안티노우스는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
할’218)을 맡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레미 푸와뇨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년의 독창성과 상징적인 의미는 주인공 하드리아누스를 “황금시대Sæculum

aureum”를 여는 지복의 세계로, 기원의 신화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데
에 있다.219)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안티노우스의 통합적인 이미지는
215) 하드리아누스는 비교에 입문하던 시절부터 점점 더 그리스 정신에 각인된다. 이
무렵 그는 안티노우스를 만났으며, 스스로 ‘황금시대’라고 여길 정도로 행복한
기억으로 되새긴다. (cf. MH, p. 400.)
216) “Une intimité s'ébaucha. Il m'accompagna par la suite dans tous mes
voyages, et quelques années fabuleuses commencèrent.” (MH, p. 405.)
217) MH, p. 417.
218) YO, p. 152.
219) Rémy Poignault, op. cit.,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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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정복자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동서양의 수많은 민족들을 조화롭고 평
화로운 하나의 도시 안에서 병합시키려는 이상적인 도시 건설과 맞물린다. 특
히 안티노우스가 함께 한 시기가 하드리아누스의 “황금시대”와 동일한 시기라
는 사실은 황제로서의 꿈을 실현하는데 안티노우스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
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거기에서 황금시대를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쉬웠다. 그 이전의 힘들던 노력은
더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이함으로 보상되는 것이었다. 여행은
놀이였으니, 확인되고 알려진, 능란하게 활용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일은 쾌락의 한 가지 형태에 지나지 않았
다. 모든 것이, 권력과 행복마저 늦게 찾아온 내 인생은 정오의
찬란함을 얻었다. 금빛 대기 속에 잠긴 낮잠 시간에 햇빛이 내
리쬐는 가운데, 방의 사물들과 육체가 우리 옆에 누워 있고, 모
든 것이 황금빛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Quand je me retourne vers ces années, je crois y
retrouver l'âge d'or. Tout était facile : les efforts
d'autrefois

étaient

récompensés

par

une

aisance

presque divine. Le voyage était jeu : plaisir contrôlé,
connu, habilement mis en œuvre. Le travail incessant
n'était qu'un mode de volupté. Ma vie, où tout arrivait
tard,

le

pouvoir,

le

bonheur

aussi,

acquérait

la

splendeur de plein midi, l'ensoleillement des heures de
la sieste où tout baigne dans une atmosphère d'or, les
objets de la chambre et le corps étendu à nos côtés.220)

220) MH,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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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관계는 로마에서 그리스 정신을 찾으려는 의
지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드리아누스는 안티노우스를 통해 이
상적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낀다.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스에
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뮤즈와 같다. 이 두 인물의 관계는 하나의
‘짝’으로 존재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결합인 것이다. 또한 연금술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이 두 인물이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대립적인 양극의 결합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안티노우스는 마치 하드리아누스의 아니마처럼 하드리아
누스가 갖지 못한 여성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성성은
어머니가 아니라 배우자인 왕비의 이미지이다. 하드리아누스가 한 번도 사랑
을 표현한 적 없는 그의 왕비 사빈느와 비교했을 때, 안티노우스는 이상적인
하드리아누스의 배우자이자 왕비의 존재를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이 안티노우스가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두 인물 사이의
‘내밀함’ 같은 특별한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성립된다. 안티노우스는 그리스적
이며 아시아적인 이미지, 신적인 아름다움으로 묘사되며,221) 이것은 하드리아
221) “Antinoüs était grec ：j’ai remonté dans les souvenirs de cette famille
ancienne et obscure jusqu’à l’époque des premiers colons arcadiens
sur les bords de la Propontide. Mais l’Asie avait produit sur ce sang
un peu âcre l’effet de la goutte de miel qui trouble et parfume un vin
pur. Je retrouvais en lui les superstitions d’un disciple d’Apollonius, la
foi monarchique d’un sujet oriental du Grand Roi. Sa présence était
extraordinairement silencieuse ： il m’a suivi comme un animal ou
comme un génie familier. Il avait d’un jeune chien les capacités
infinies d’enjouement et d’indolence, la sauvagerie, la confiance. Ce
beau lévrier avide de caresses et d’ordres se coucha sur ma vie.
J’admirais cette indifférence presque hautaine pour tout ce qui n’était
pas son délice ou son culte ： elle lui tenait lieu de désintéressement,
de scrupule, de toutes les vertus étudiées et austères. Je m’émerveillais
de cette dure douceur ; de ce dévouement sombre qui engageait tout
l’être. Et pourtant, cette soumission n’était pas aveugle ; ces paupières
si souvent baissées dans l’acquiescement ou dans le songe se
relevaient ; les yeux les plus attentifs du monde me regardaient en
face ; je me sentais jugé. Mais je l’étais comme un dieu l’est par son
fidèle ： mes duretés, mes accès de méfiance (car j’en eux plus t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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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가 기대하는 복합적인 이미지에 부합한다. 레미 푸와뇨는 이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안티노우스)는 그리스화된 동양의 이미지일 뿐 아니라 자신
안에 트라키아적 요소와 페르시아 요소를 가진, 종종 대립적인
문화의 십자로로 나타난다. 그는 로마제국으로 일종의 이상적
인 “문화의 용광로”를 만드는 우주적 조화를 구현하고 있다.
non seulement il[Antinoüs] est une image de l’Orient
hellénisé, mais encore il apparaît comme le carrefour
de cultures souvent antagonistes, possédant en lui
aussi des éléments thraces et des éléments perses ：il
est l’incarnation d’une hamonie universelle, qui fait de
l’empire romain une sorte de 『melting pot』 idéal.

222)

안티노우스의 외모는 하드리아누스에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적 가치를 연
상시킨다. 비록 하드리아누스가 “나 자신을 신으로 느끼기 위해 안티노우스의
존재를 기다렸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223)라고 말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이러
한 부정과 달리 하드리아누스가 스스로 신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안티노우스는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안티노우스는 하드리아누
스가 느끼는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
안티노우스도 하드리아누스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아는 만큼 연인의 사
랑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보인다.
그는 하드리아누스가 도달해야 할 절대의 자리, 빛의 세계로 나타난다. 그 둘
étaient patiemment, gravement acceptés. Je n’ai été maître absolu
qu’une seule fois, et que d’un seul être.” (MH, pp. 405-406.)
222) Rémy Poignault, op. cit., p. 493.
223) “Je n'avais pas attendu la présence d'Antinoüs pour me sentir dieu.”
(MH, p.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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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있을 때 그들 주위로, 혹은 안티노우스의 주위로 ‘태양’이나 ‘황금빛’
과 같은 수식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224) 여기에서 뒤
랑이 설명한 ‘금’의 이미지를 상기해볼 수 있다. 금을 “천상의 색채이자 태양
의 빛이면서 또한 감춰져 있는 정수 혹은 내면성의 보물”이라고 해석할
때,225) 안티노우스에게 수식되는 금의 이미지는 하드리아누스가 바라는 지복
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드리아누스가 안티노우스를 만났던 시기에 느꼈던 행복감은 육체적 쾌락
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티노
우스의 역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황제가 된 하드리아누스를 돌보며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자처한다.226)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하드리아
누스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자기희생abnégation”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안티노우스가 죽음을 통해 ‘영원’을 삶에 공존시키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하
드리아누스의 존재론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대사
224) “Une heure de soleil le faisait passer de la couleur du jasmin à celle
du miel” “L'ensoleillement des heures de sieste”, “atmosphère d'or”
(MH, p. 406.), “sa ceinture d'or” (MH, p. 407.) “Le soleil flambait
comme au fort de l'été”, “le jeune garçon adossé au rocher
sommeillait la tête sur la potrine, les cheveux frôlés par le vent,
espèce d'Endymion du plein jour” (MH, p. 408.) “l'or pâle d'une
nuque”(MH, p. 418.),
225) Gilbert Durand,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Paris 1992.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진형준 옮김, 문학동네, 2007. p. 68
을 참고.)
226) “Nous pénétrâmes ensuite dans l'intérieur du temple où les sculpteurs
s'affairaient encore : l'immense ébauche du Zeus d'or et d'ivoire
éclairait vaguement la pénombre ; au pied de l'échafaudage, le grand
python que j'avais fait chercher aux Indes pour le consacrer dans ce
sanctuaire grec reposait déjà dans sa corbeille de filigrane, bête divine,
emblème rampant de l'esprit de la Terre, associé de tout temps au
jeune homme nu qui symbolise le génie de l'empereur. Antinoüs,
entrant de plus en plus dans ce rôle, servit lui-même au monstre sa
ration de mésanges aux ailes rognées. Puis, levant les bras, il pria. Je
savais que cette prière, faite pour moi, ne s'adressait qu'à moi seul,
mais je n'étais pas assez dieu pour en deviner le sens, ni pour savoir
si elle serait un jour ou l'autre exaucée.” (MH,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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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멜레스가 안티노우스에게 “토로볼(황소제물의식)”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을
때부터 안티노우스는 그 제식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227) 이 장면은 줄거리
전개상 일종의 복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후 안티노우스는 계속하여 삶과 죽음
이 교차하는 신비주의적 제식이나 “코린토스의 약혼녀” 이야기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티노우스가 하드리아누스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을 바랐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보다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죽음만이 영원으로 나아
가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교차된다. 하드리아누스가 안티오케
이아를 출발하기 전, 카시우스 산으로 제물봉헌을 하러 가던 날, 한밤중에 일
어난 벼락사건은 안티노우스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스스로 죽음을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카시우스 산의 섬광은 그(안티노우스)에게 출구를 보여주었다.
죽음은 마지막 형태의 봉사, 마지막 선물, 그리고 남아있는 유
일한 것이 될 수 있었다.
L’éclair du mont Cassius lui montrait une issue ： la
mort pouvait devenir une dernière forme de service, un
dernier don, et le seul qui restât.228)

안티노우스는 벼락을 맞은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하드리아누스의 삶을 연장
시켰다고 믿는다. 그 믿음에서부터 그는 유한한 인간의 조건과 불확실한 감정
은 죽음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안티노우스가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가 신과 같이 영원히 불멸하며 늘 젊고 아름답기를 원했기
에, 그것만이 연인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229) 안티노
227) MH, p. 425.
228) MH, p. 429.
229) “Un être épouvanté de déchoir, c'est-à-dire de vieillir, avait dû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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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는 ‘죽음’이 단절된 인간의 삶에 ‘영원’을 되찾아주는 만큼, 하드리아누스
에게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죽음을 통해 영원에 도달
함으로써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의 존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안티노우스가 주고자 한 선물의 핵심이다.
안티노우스는 미트라교의 풍습에 따라 죽음의 신 오시리스의 축일에 맞추어
나일강에 몸을 던진다. 이것으로 그는 삶과 죽음이 영원히 반복되고 있음을,
죽음은 영원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안티노우스
를 잃고 하드리아누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하며,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하드리아
누스에게 일종의 정신적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그(안티노우스의 시신)를 배로 옮겼다. 모든 것이 무너
지고 소멸하는 것 같았다. 올림피아의 제우스가, 모든 것의 지
배자가, 세상의 구원자가 쓰러졌고, 이제는 갑판 위에서 오열하
는 잿빛 머리칼의 남자만 있을 따름이었다.
Nous le transportâmes à bord. Tout croulait ; tout
parut s'éteindre. Le Zeus Olympien, le Maître de tout,
le Sauveur du monde s'effondrèrent, et il n'y eut plus
qu'un homme à cheveux gris sanglotant sur le pont
d'une barque.230)

실제로 『로마황제열전』에서는 하드리아누스가 안티노우스를 잃고는 나일강
가를 항해하며 여자들처럼 눈물을 쏟았다고 전하며, 그보다 덜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카시우스의 경우도, 그 비티니아인은 나일강으로 사라졌고, 하드리아누
스가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안티노에 시를 건설했다고 기록한다. 모리스
promettre depuis longtemps de mourir au premier signe de déclin, ou
même bien avant.” (MH, p. 429.)
230) MH,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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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크루와는 작품 전체에서 안티노우스의 죽음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는
데,231)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적인 죽음’이 피라미드의 상승과 하강 구조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사건, 즉 하드리아누스의 상승이 정지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르스나르 역시, 하드리아누스가 그의 죽음 이후에 하락하며, 비록
그가 “지엄한 군율”을 펼치게 되지만 분명히 그에게 몇몇 요소들이 영원히 죽
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한다.232) 보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르스나르의 작
품에서는 안티노우스의 죽음은 ‘자발적인 자기희생’이라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해 하드리아누스의 내적 변화가 초래된다는 사실이다.
안티노우스를 상실하면서 하드리아누스가 근거하고 있던 자아의 세계가 무
너진다. 이때까지 하드리아누스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을 통해 세상을 바
라보았다면, 안티노우스의 죽음으로 인해 하드리아누스가 타자 혹은 세상과
맺고 있던 관계가 변화하며,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도 변한다. 안티노우
스의 죽음을 기점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안티노우스의
죽음은 그가 더 이상 죽음을 물리적인 시간에 따르는 자연적인 결과로 수용할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존재의 본질을 단절된 개체로 파악함으
로써 죽음이 어떠한 의미도 없이 허무할 뿐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안티노우스
가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드리아누스는, 죽음으
231) “C'est sans doute le moment de rappeler que le livre s'équilibre en
fonction du rôle d'Antinoüs.
La construction en six chapitres, si
même elle ne peut pas être dite véritablement pyramidale, place
l'éphèbre au sommet des deux mouvements, ascendant et descendant,
qui représentent, sur une base consacrée aux approches de la mort (
«Animula vagula blandula», «Patientia »), l'un, l'accession au pouvoir et
son plein exercice ( «Varius multiplex multiformis», «Tellus stabilita»),
l'autre,
son
désenchantement
et
le
viellissement
de
l'empereur(«Saeculum aureum», «Disciplina auqusta»).”
(Maurice
Delcroix, “Autobiographie et mythe dans les Mémoires d'Hadrien,”
Marguerite Yourcenar. É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p. 37.)
232) “Hadrien s’effondre à la mort d’Antinoüs, pour se reconquérir ensuite,
péniblement, grâce à ce qu’il appelle la « discipline Auguste ». Mais
sans doute certains éléments en lui sont-ils morts à jamais.” (YO,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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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부활을, 단절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영원의 세계를 받아들인다. 하드
리아누스는 안티노우스라는 타인의 세계를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면서 타
자를 통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고, 세계를 통해 새로운 ‘나’의 존재를 체
감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하드리아누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조각상을 제작함으로써, 그리
고 기념제의를 통해 안티노우스를 부활시키고자 한다. 하드리아누스는 안티노
우스의 관에 “하늘의 명(命)에 따랐다”233)는 문구를 새기게 한다. 하드리아누
스는 안티노우스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죽음의 의미와 제식의 의미를 절감한
것이다.

안티노우스의 제실과, 마법의 방이며 삶과 죽음을 신비롭게 오
가는 통로의 기념비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행복의 기도실인
그의 신전은 기도와 재출현의 장소였다.
Les chapelles d'Antinoüs, et ses temples, chambres
magiques, monuments d'un mystérieux passage entre la
vie et la mort, oratoires d'un douleur et d'un bonheur
étouffants,

étaient

réappairiton.

le

lieu

de

la

prière

et

de

la

234)

안티노우스의 죽음으로 ‘자기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죽음이 단절이 아니
라 ‘연결’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안티노우스의 영혼과 조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타자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
을 깨닫는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지만 하드리아누스는 새로
운 시각을 얻으며 그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을 얻게 된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
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온 상승의 움직임은 이제 그의 내면으로, 심
233) MH, p. 456.
234) MH,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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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하드리아누스가 오래전에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는 인간과의 접촉이론은 그
가 잃은 사랑과 얻은 사랑을 통해 비로소 답을 찾아간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타자에 대한 진정한 ‘소통’을 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이기에
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국의 군주로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 하드리아누스는 도시를 건설하고 건
물들을 축조하며 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에게 건설이란 대지에 인간의 존재
를 새기고,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인간
이 창조한 건물들, 도서관, 성곽,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은 사라져간 인간들을
현세의 인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인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인 삶의 조
건은 유한하지만, 그것을 기억할 매개물인 기념물을 통해 더 이상 짧고 단속
적인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앞서거나 뒤따르
는 세기를 마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것인 양 말한다.
그러나 나는 돌을 가지고 놀면서 그 세기들과 접촉했었다. 내
가 기대고 있는 이 성벽들은 사라진 육체에 닿아 아직도 따뜻
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손들은 여전히 이 기둥의 주랑들을
어루만질 것이다.
Notre vie est brève : nous parlons sans cesse des
siècles qui précèdent ou qui suivent le nôtre comme
s'ils nous étaient totalement étrangers ; j'y touchais
pourtant dans mes jeux avec la pierre. Ces murs que
j'étaie

sont

disparus

;

encore
des

chauds

mains

qui

du

n'existent

caresseront ces fûts de colonne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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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을 유한하지만, 인간과 대지를 연결하는 건축물은 사라져간 인간
과 그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돌은 기억과 의지의 산물이다. 그것이 하드리아누스가 기획했던 “꿈
의 계획”이었다.236) 안티노우스의 죽음은 하드리아누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죽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떠남,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 현실에서 영원의 세계로 입문하는 초월적인 세계로의
이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안티노우스가 차후에 하드리아누스로 하여금
삶과 죽음, 행복과 고통,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숙고하게 하며, 영원으로 진
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즉 『하드리아누스
의 회상록』의 주인공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황제의 삶에서 진정
한 현자의 삶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1-3. 이타성을 통한 죽음의 정복 : 환멸에서 영원으로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죽음’은 주인공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 삶에서 수행
해야 할 궁극의 단계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죽음은 체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유르스나
르의 모든 작품에서 죽음은 삶의 최고의 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등장인물들
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떠나는 여행도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의미가 있으며,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그들은 존재
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의 경우, 주인공은 글을 쓰는 스크립터로서 끊임없

235) MH, p. 384.
236) MH,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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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하다가 마침내 “두 눈을 뜨고서”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단계에 이른다
고 할 수 있다. 죽음의 순간을 완전히 자신의 삶의 한 순간으로 경험하는 자
는 연금술사 제농이다. 나타나엘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의지보다는 자연스럽
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작가는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특히 이타성을 통해 획득되는 ‘길’을 강조한다.
하드리아누스는 순리적인 죽음과 자살의 유혹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언뜻 보기에 그도 제농과 나타나엘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을 모두 드러
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의 경우, 자살의 유혹은 연금술사
제농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제농이 연금술의 대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죽음을 감행한 것과 달리, 하드리아누스는 우선 고통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는 죽음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주인공은 수많은 타인들의 죽음을 관망하듯 지켜본다. 이 경우
타인들의 죽음은 객관적인 시간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전쟁에서 겪게 되
는 죽음들,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은 현실적인 세계에 귀속되
어 있다. 황제가 되려는 야심에 찬 하드리아누스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죽음이란 한 개체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현
상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음은 삶의 숭고한 순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두
려운 현실일 뿐이었다. 그가 즉각적으로 자살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
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도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을 뿐이
다. 가능한 한 천천히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만난
모든 존재들을 되짚어가고, 삶을 반추하고 인식하며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소
유하는 제농의 자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라도, 하드리아누스에게 삶
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사실, 하드리아누스는 타인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해 점
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내면의 갈등을 확인하게 한다. 타인들의 죽음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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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누스가 거쳐가야하는 시련의 체험이었던 셈이다. 수많은 전쟁과 사냥,
제식,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하드리아누스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늘 이성적인 판단과 신비주의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
다. 하드리아누스는 죽음을 개체의 단절로 인식하는 동시에 존재의 영원함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사냥을 마친 후 제의를 소중
하게 여기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죽음을
또 다른 생명체의 삶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존재가 가진 영속성을 인정하고 있
다. 하드리아누스는 현실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
장을 취하면서, 적어도 내면에서는 존재들의 연결과 소통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다. 또 그가 시원의 인간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자연과 우주와
연결된 인간의 상태를 상상하는 것에서도 그가 존재의 영속성에 얼마나 관심
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국을 통치하는 지배자로서 하드리아누스는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다양한
종교와 신비주의적인 제의를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미지의 세계를 알고
자 하는 욕망이 강했던 만큼, 하드리아누스는 이방인들의 종교를 배척하기보
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접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인 종
교에 입문할지라도 그는 이성적인 판단의 잣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속한 동시에 물러나 관망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가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세계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통찰력 있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
하는 것과 관련 있을 지도 모른다. ‘무질서’에 속하는 사랑의 경우를 제외한다
면, 하드리아누스의 세계는 대부분 이성, 질서, 중용과 같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만 승려의 에피소드는 하드리아누스가 죽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 머
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브라만교의 승려가 불에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냉소적인 입장을 견지한다.237) 관망하는 자세로는 죽

237) MH,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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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드리아누스가 죽음을 삶
의 일부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직선적인 시간에
얽매여,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
다. 그는 객관화와 대상화를 통해 ‘나’를 이분화하는 단계까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알렉시 혹은 헛된 투쟁론』의 주인공이 갈등의 감정선에서 끊
임없이 왕래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목표로 하는 존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중간지점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리가 하드리아누스의 인식이 완전
히 전환하게 되는 지점이 앞에서 살펴 본 안티노우스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루
어진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안티노우스가 그의 인생에서
이례적인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죽음은 현실적으로 황금시대의 종말을 알려
주는 가시적인 사건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티노우스의 죽음으로부터 영
원성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새로운 탄생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하
드리아누스는 황금시대를 자신의 삶에서 상실하게 되며 나아가 안티노우스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하드리아누스가 죽음을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리아누스의 편지로 인해 가능해
진다. 아리아누스는 하드리아누스에게 친구와도 같은 충신으로, 작품의 마지막
장에서 편지를 통해 재등장한다. 그런데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실제로 아리아
누스가 쓴 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편지’라는 것이 유르스나르가 종종
사용하는 의도적인 장치라고 간주해볼 때, 아리아누스의 글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아리아누스의 편지가 “인내”238)라는 제목의 마지막 장
의 첫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사항이다. 우리는 아리아누
스의 편지가 하드리아누스의 분신에 해당한다고 파악한다. 그 이유로 우선 두
사람의 이름의 유사성부터 확인해보자. 두 인물은 발음할 때 거의 유사해서
흡사 동일인물인 것처럼 보인다.

주인공 ‘하드리아누스Hadrien’와 ‘아리아누

238) “Patientia” (MH, p.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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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Arrien’의 이름을 불어로 하면 각각 아드리엥[adrjɛ̃]’과 ‘아리엥[arjɛ̃̃]’의 유
사하게 표기된다. 유르스나르의 경우 단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배열을 하거나
의미를 되살리는 작업에 능한 것을 상기했을 때,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아리아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실존의 모험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마치 시처럼 구성된다. 마치 연기나 먼지 속에
서 빠져나오듯 유일한 애정이 회한과 초조와 슬픈 편집적인 망
상들로부터 빠져나온다. 괴로움은 맑아지고 절망은 순수해진다.
아리아누스는 나에게 영웅들과 친구들이 있는 심원한 천상계를
열어주고 있다. 그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 내가 결코 보지 못할 그곳은 나
의 은밀한 거처가, 나의 최고의 은신처가 된다. 아마 임종의 순
간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
Vue par lui[Arrien], l’aventure de mon existence prend
un sens, s’organise comme dans un poème ; l’unique
tendresse se dégage du remords, de l’impatience, des
manies tristes comme d’autant de fumées, d’autant de
poussières ; la douleur se décante ; le désespoir
devient pur. Arrien m’ouvre le profond empyrée des
héros et des amis ; il ne m’en juge pas indigne. [...] Ce
lieu

que

je

ne

verrai

jamais

devient

ma

secrète

résidence, mon suprême asile. J’y serai sans doute au
moment de ma mort.239)

239) MH, pp. 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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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리아누스는 ‘아리아누스의 견지에서’ 자기 자신을 그려내면서, 그것을
“실존 모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리아누스의 편지를 통해 드러
난 하드리아누스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가 말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시처럼 구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객관화
된 ‘내’가 지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기억을 말소한 것
처럼 새로 태어난 ‘내’가 만들어 온 길은 “회한과 초조와 슬픈 편집적인 망
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죽은 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소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결국 “영원”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은밀한
거처”이자 “최고의 은신처”는 ‘현재-여기’의 ‘내’가 겪는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왕포
의 그림’과 같은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리아누스의
편지에서 ‘왕포의 그림’과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아킬레우스 섬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아킬레우
스 섬에 관한 일화를 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하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의 사랑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은 염소들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아킬레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아킬레
우스 섬은, 그리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면, 또한 파트로클로스의
섬이기도 합니다. 신전의 내벽들을 장식하는 수많은 봉헌물들
은 한편으로 아킬레우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친구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를 사랑하는 이들은 당
연히 파트로클로스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숭배하기 때
문입니다. 아킬레우스는 그 자신 그 인근의 해역으로 오는 항
해자들의 꿈에 나타나서 디오스쿠로이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듯,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위험한 뱃길을 경고해준다고

- 131 -

합니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망령이 아킬레우스의 옆에 나
타난다는 것입니다 (…) 아킬레우스는 용기와 영혼의 힘, 육체
의 민활성과 결합된 정신의 지식, 그리고 그의 젊은 동반자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제게는 때때로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여
겨지기도 합니다.
L'île inhabitée aujourd'hui, ne nourrit que des chèvres.
Elle contient un temple d'Achille. [...] Mais cette île
d'Achille, comme il convient, est aussi l'île de Patrocle,
et les innombrables ex-voto qui décorent les parois du
temple sont dédiés tantôt à Achille, tantôt à son ami
car, bien entendu, ceux qui aiment Achille chérissent et
vénèrent la mémoire de Patrocle. Achille lui-même
apparaît en songe aux navigateurs qui visitent ces
parages : il les protège et les avertit des dangers de la
mer, comme le font ailleurs les Dioscures. Et l'ombre
de Patrocle apparaît aux côtés d'Achille. [...] Achille me
semble parfois le plus grand des hommes par le
courage, la force d’âme, les connaissances de l’esprit
unies à l’agilité du corps, et son ardent amour pour
son jeune compagnon.240)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킬레우스섬의 일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정
이나 사랑에 대한 찬양 혹은 친구의 죽음에 대한 위로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하드리아누스가 죽음의 의미를 영원으로 확장하고 존재와 존재를 하나로 결속
시키는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망령

240) MH, p. 500.

- 132 -

이 그 아킬레우스의 옆에 나타난다”라고 되새기면서 자신이 집착했던 안티노
우스에 대한 죄의식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41) 그는 더 나
아가, “죽은 사람들의 존재가 나의 존재보다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
한다. 여기에서 죽음은 영원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문으로 받아들여지며, 반복
적이고 순환하는 시간 속으로, 존재들의 근원으로 향하는 숭고한 의식으로 받
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현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절망의 단계를
넘어선다. 죽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변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킬레우스 섬은 하드리아누스가 삶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킬레우스 섬이 하드리아누스에게 가장 큰
평온함을 부여한다”242)는 레미 푸와뇨의 해석도 우리의 논지와 같은 입장이라
고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 아킬레우스 섬은 하드
리아누스에게 연대기적인 시간의식에서 벗어나 불멸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원’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하드리아누스의 생각이 변한 것은 그가 안티노우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타인들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신화
속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와 하드리아누스를 비교하면서 황제의 모습을 보편성
의 형상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41) “Mais la question, qui se pose aussi en présence de nos amours
vivants, a cessé de m’intéresser aujourd’hui : il m’importe peu que les
fantômes évoqués par moi viennent des limbes de ma mémoires ou de
ceux d’un autre monde. Mon âme, si j’en possède une, est faite de la
même ssubstance que les spectres ; ce coprs aux mains enflées, aux
ongles livides, cette triste masse à demi dissoute, cette outre de maux,
de désirs et de songes, n’est guère plus solide ou plus consistant
qu’une ombre. Je ne diffère des morts que par la faculté de suffoquer
quelques moments de plus ; leur existence en un sens me paraît plus
assurée que la mienne.” (MH, p. 510.)
242) “L’île d’Achille confère à Hadrien une plus grande sérénité car il y
découvre le sens profond de sa vie : elle constitue pour lui le «pays
d’or» du bonheur immortalisé par le mythe, sorti du temps.” (Rémy
Poignault, op. cit.,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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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누스는 늘 그러하듯 임무를 잘 수행했으며, 이번에는 더
욱 그러했다. 그는 내가 평화롭게 죽기에 필요한 재능을 선사
해주고, 내가 전에 그러했으면 하고 바랐던 것처럼 내 삶의 이
미지를 되살려주었다.
Arrien comme toujours a bien travaillé. Mais cette fois,
il fait plus : il m’offre un don nécessaire pour mourir
en paix ; il me renvoie une image de ma vie telle que
j’aurais voulu qu’elle fût.243)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하드리아누스가 내면에서 수행하고자 했던 생의 임무
를 대신 수행한 것이다. 하드리아누스의 알테르 에고인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황제의 ‘나’를 둘로 이분화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재등장한
아리아누스가 하드리아누스의 분신일 때, 아리아누스의 편지 속에 나오는 ‘아
킬레우스의 섬’은 하드리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영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아누스의 ‘내’가 황제의 ‘나’를 확장시킨
메아리와 같을 뿐이라고 평가한 파스칼 도레Pascal Doré의 의견도 같은 선상
에 있다고 볼 수 있다.244) 아리아누스의 편지는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전환함
으로써, 역사에 기재되어 있던 하드리아누스를 연대기적 시간성 밖으로 이끌
어가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인 시간의식 밖으로 이탈한 하드리아누스는 죽음
을 더 이상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
가 하나의 존재로 엮인 것처럼,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의 존재가 된 하드리아
누스는 죽음을 ‘평화’로운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아리아누스의
편지를 통해 하드리아누스는 죽음을 극복하고 삶과 존재 자체의 의미를 풍요
롭게 확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243) MH, p. 500.
244) Pascal Doré, op. cit.,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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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의 초월을 통한 본질의 이해 : 『흑의 작업』
『흑의 작업』에서 실질적인 내면 탐사는 작품의 제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루어진다. 작품의 제 1부에서는 주로 주인공과 관련한 인물들의 삶을 교차하
여 제시하면서 제농의 성장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제농의 이야기는 여느 성장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제 2부에
서 제농이 첫 번째 방황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면서 화자의 관심은
제농에게 집중된다.245) 그의 귀향은 입문의례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
려 세상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나’의 안에서 이루어진
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제농은 비로소 ‘세계-내-존재’로서 내면세계로 침
잠하는 탐색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에는 연금술
과 다라치에게 전수받은 명상법이 뒷받침되고 있다. 16세기의 연금술은 전-소
크라테스의 세계와 여러 동양철학의 세계를 결합한 사상으로, 연금술사인 제
농의 탐색은 완전히 철학적인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제농이 연금술적 변환
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세 장면-첫 번째는 2부의 ‘심연’의 장, 두 번째는 ‘모
래 언덕에서의 산책’의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 ‘감옥’의 끝에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우주 속에 자아가 용해되는 경험을 하고, 주
인공 주위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허물어진다.

2-1. 연금술적 변환

연금술사의 목적은 물질을 변환시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금’을 추출하는
것이다. 완전한 용해의 과정을 거쳐 이전의 존재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
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은 삶 자체에도 투영되어 그들은 불멸의 존재라는 개
245) Pascal Doré, op. cit., pp. 253-254을 참고.

- 135 -

념을 발전시켰다. 연금술사들은 금속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완벽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죽음을 넘어 영원불멸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신비의 체험을 통해 인간은 지자(智者), 현자
(賢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제농이 깨달은 연금술사의 정신이란 바로 연금술사 스스로 현자의 돌이 되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자(賢者)처럼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젊음을 얻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제농
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는 동시에 철학자의 죽음에 다다르기 위
해 노력한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연금술사의 절대적 소명은 영원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난다.
제농은 약 35년간에 걸친 혼란과 동요의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구호소의 의사로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때 비로소 제농의 여행은
내면세계로 향하게 된다. 귀향의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농이 본명을 버리
고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점이다. 제농은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이 의도했던 것, 즉 자신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작업을 귀향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입문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방식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제농’이라는
이름을 기피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시하
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농은 ‘세바스티앙 테위스Sébastien Théus’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제농은
본명이 기재된 몽펠리에 학위증을 숨기고 수중에는 테위스라는 이름의 가짜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결국 가면 쓴 것 같은 이중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
는 ‘나’의 존재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식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제
농’이라는 이름은 ‘사생아’라는 조건에 매달려 암울한 유년기를 보낸 ‘나’의
존재, 과거에 얽매인 죄수의 속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세바스티앙 테위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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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명은 이전의 ‘제농’과는 다른 ‘나’, ‘내’가 지향하는 존재의 양상을 드러
낸다.
제농은 테위스라는 이름으로 성 코스마 구호소에서 뛰어난 의술과 봉사정신
을 보여줌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점차 좋은 평가를 얻게 된다. 제농은 그
를 돌봐준 장 미에르의 죽음으로 물려받게 된 재산을 코르들리에 수도원장 가
까이에 있는 성 코스마 구호소에 기증한 후 대부분의 공간을 불구의 노인들에
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지낸다.246) 제농에게 연금술과 같
은 변화는 작품 속 “심연”의 장에서, 성 코스마 구호소의 그의 방에서 본격적
으로 일어난다. 그는 가장 작은 공간에 틀어박힌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동
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농의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소용돌이
처럼 일어난다.

정주(定住)하는 생활이 감금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를 괴롭혔
다. (…) 그러나 그의 운명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캄캄한 밤
에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없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브뤼주의 복잡한 골목
길에서 다시 자신의 길을 발견하면서, 그는 야심과 지식의 대
로들에서 물러나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35년 동안 분주히 움직
인 후에 얼마간의 휴식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했었다. (…)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이 삶은 그 자리에서 끓
어오르고 있었다.
Sa vie sédentaire l'accablait

comme

une

sentence

d'incarcération[...]. Et pourtant, son destin bougeait :
un glissement s'opérait à l'insu de lui-même. Comme

246) ON, p.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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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omme nageant à contre-courant et par une nuit
noire,

les

repères

lui

manquaient

pour

calculer

exactement la dérive. Naguère encore, en retrouvant
son chemin dans le lacis des venelles de Bruges, il
avait cru que cette halte à l'écart des grandes routes
de l'ambition et du savoir lui procurerait quelque repos
après les agitations de trente-cinq ans. [...] Il s'était
trompé. Cette existence immobile bouillonnait sur plac
e.247)

‘심연’의 장에서 제농은 자신이 겪었던 사소한 사건들을 회상하고 관념의
세계, 본질의 세계, 감각의 세계로 이어지는 내적인 모험을 하게 된다. 실제로
제농은 무료 진료소의 작은 방에서 약 30년 동안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모
든 존재들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르니올
드 샹탈은 ‘심연’의 장을 “주인공 제농의 철학적 반성의 은유”248)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몇 평 되지 않은 협소하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제농이 완전한 정신
의 자유를 획득하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가능한 한
확장하려 했던 그의 삶이 증류소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뜨겁게 끓으며 변화한
다. 성 코스마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제농은 용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납으로 된 추처럼 손가락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다고
상상해왔던 시간이 빠져나가 마치 수은 입자들처럼 나뉘어졌
다. 시간과 날과 달은 시계가 알려주는 기호에도, 심지어는 별
들의 움직임에도 일치하는 것을 멈추었다.
Le temps, qu'il avait imaginé devoir peser entre ses
247) ON, p. 684.
248) Henri Verniolle de Chantal, op. cit.,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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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gts

comme

un

lingot

de

plomb,

fuyait

et

se

subdivisait comme les grains du mercure. Les heures,
les jours et les mois, avaient cessé de s'accorder aux
signes des horloges, et même aux mouvements des
astres.249)

제농은 심지어 천장 들보에 새겨진 1491년이라는 날짜를 보면서 그것이
1941년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제농이 이처럼 시간이 와해되는 새로
운 순간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 프랑수아 바세르팔렌은 제농이 “과거와 미
래 사이의 은밀한 대화 속에 인간을 가두는 짓누르는 듯한 선형성을 잃어버렸
기 때문”250)이라고 설명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된 제농은 자연
스럽게 자기 자신을 우주에 연결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현재 머무는 공간
과 시간의 좌표에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바람에 흩날리는 한줌의 재
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기에 이른다. 시간의식의 변화를 통해 제농은
시공간의 관념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해방되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브뤼주에서 온 생을 보낸 것 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그곳에 돌아온 것 같기도 했다. 장소 또한 움
직이고 있었다. 공간의 거리는 시간의 날들처럼 사라졌다.
Il lui semblait parfois être resté toute sa vie à Bruges,
et parfois y être rentré de la veille. Les lieux aussi
bougeaient : les distances s'abolissaient comme les
jours.

251)

249) ON, p. 685.
250) “car il a perdu son écrasante linéarité qui enferme l'homme dans un
sourd dialogue entre passé et avenir.” (François Wasserfallen, op. cit.,
p. 96.)
251) ON, p.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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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농이 내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하여, 물질
의 본질들을 한정하는 경계선을 허무는 작업이며, 형식과 내용까지 모두 무화
시키는 작업, 사물의 본질을 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 장소, 물질은 우리에게 그들의 경계를 이룬 속성들을 잃
어버렸으니, 형태는 이제 물질의 들쭉날쭉한 껍질일 뿐이었으
며, 물질은 공으로 빠져들었다 (물질은 공과 반대되는 것이 아
니었다). 불변의 검은 수면을 따라 흐르는 검은 물처럼, 시간과
영원은 같은 것이었다.
Le temps, le lieu, la substance perdaient ces attributs
qui sont pour nous leurs frontières ; la forme n'était
plus que l'écorce déchiquetée de la substance ; la
substance s'égouttait dans un vide qui n'était pas son
contraire ; le temps et l'éternité n'étaient qu'une même
chose, comme une eau noire qui coule dans une
immuable nappe d'eau noire.252)

제농은 물질의 본질까지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데, 그것은 동
양의 명상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 명상법에 따르면, 인간은 아홉 개의 문과
한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소우주로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아
홉의 문과 한 개의 기둥이라는 비유는 자신이 우주 가운데에 존재하며 자신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체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명상법을 통해 제농은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고 인간에게 성스러움
을 부여한다. 제농이 수행한 명상법은 상당부분 동양철학에 빚진 것으로서,

252) ON, p.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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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르스나르는 탄트라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제농처럼 요가 호흡법을 통한 명상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녀는 명상법에서 “정신과 육체에 관한 능력을 일깨우는 거의 생리학적인 방
법”253)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주인공이 일상생활에서도 곧바로 사물들의 현
상태의 형체 너머, 그것이 가진 본래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된 것에서 이러한 명상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물들은 이제 유용한 장식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 마치 매트리스에서 말총이 빠져나오듯이, 사물에서 본
질이 빠져 나왔다. 숲이 그 방을 채웠다. 땅과 앉아 있는 사람
의 엉덩이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여 만든 나무 걸상, 글을 쓰거
나 음식을 먹는데 사용되는 탁자, 인접한 공기 덩어리를 향해
칸막이로 싸인 공기 덩어리를 여는 문, 이것들은 장인이 그들
에게 부여한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교회 그림의 성 바르텔레
미 성인들처럼 이제 껍질이 벗겨진 나무줄기 혹은 나무 가지로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에는 유령 같은 나뭇잎들과 보이지 않는
새들이 있었고, 폭풍은 오래전에 진정되었어도 여전히 삐걱거
리고, 대패가 여기저기 수액 덩어리를 남겨두었었다. 이불과 못
에 걸려있는 옷에서는 땀과 우유, 피 냄새가 났다. 침대 가에서
하품하듯 벌어져 있는 신발들은 풀 위에 누워 있는 소가 헐떡
이는 대로 움직였고, 솜씨 없는 장인이 바른 기름 속에서 창백
해질 정도로 피를 뺀 돼지가 시끄럽게 울었다. 도살장이나 교
수대의 담장 안에서처럼 난폭한 죽음이 도처에 있었다. 늘 지
속될만하다고 여겨지는 사상들을 낡은 종이 위에 적기 위해 쓸
펜에서는 목 졸린 거위가 꽥꽥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달라
253) “ses méthodes quasi physiologiques d'éveil des puissances de l'esprit et
du corps.” (YO,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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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다.
Les objets cessaient de jouer leur rôle d'accessoires
utiles. Comme un matelas son crin, ils laissaient passer
leur substance. Une forêt remplissait la chambre. Cet
escabeau, mesuré sur la distance qui sépare du sol le
cul d'un homme assis, cette table qui sert à écrire ou
à manger, cette porte qui ouvre un cube d'air entouré
de cloisons sur un cube d'air voisin, perdaient ces
raisons d'être qu'un artisan leur avait données pour
n'être plus que des troncs ou des branches écorchés
comme des saints Barthélemy de tableaux d'église,
chargés de feuilles spectrales et d'oiseaux invisibles,
grinçant encore de tempêtes depuis longtemps calmées,
et où le rabot avait laissé çà et là le grumeau de la
sève. Cette couverture et cette défroque pendue à un
clou

sentaient

le

suint,

le

lait,

et

le

sang.

Ces

chaussures qui bâillaient au bord du lit avaient bougé
au souffle d'un bœuf étendu sur l'herbe, et un porc
saigné à blanc piaillait dans la graisse dont le savetier
les

avait

comme

enduites.

dans

une

La

mort

boucherie

violente
ou

était

dans

un

partout,
enclos

patibulaire. Une oie égorgée criaillait dans la plume qui
allait servir à tracer sur de vieux chiffons des idées
qu'on croyait dignes de durer toujours. Tout était
autre.254)

254) ON, pp. 7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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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농은 시간을 벗어나고 무화시킨다는 것이 결국 사물
을 한정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게 된다. 사물이 가진 모든 형체
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본질만을 찾게 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현
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깨달
음을 통해 제농은 연금술사로서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흑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을 비롯하여 관념까지 ‘용해하고 응결’하는 이 단계
를 지향함으로써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가 어떠한 선입견도
부재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255)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내재하는 모든 관
념과 본능이 사라지는 철학적 죽음256)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학적 죽음을 통해 제농은 모든 선입견이 ‘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아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제농은 선입견에 대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오경에, 그는 모래구덩이에서 배를 깔고 두 팔에 얼굴을 댄
채 엎드려 있다가 잠이 들었다. 확대경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서 마른 덤불과 그의 몸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깨어나면서, 그
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곤충 같기도 하고 연체동물 같
기도 한, 너무나 잘 움직이는 어떤 동물이 자기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았다. 그것은 공처럼 둥근 형태였다.
중심 부분은 빛이 나면서 축축하고 검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흐릿하고 엷은 분홍색이 섞인 흰 부분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

255) “Solve et coagula ... Il savait ce que signifiait cette rupture des idées,
cette faille au sein des choses. Jeune clerc, il avait lu dans Nicolas
Flamel la description de l'opus nigrum, de cet essai de dissolution et
de calcination des formes qui est la part la plus difficile du Grand
Œuvre.” (ON, p. 702.)
256) ON, p.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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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이 가 패여 있고 부풀어 올라 튀어나온 일종의 물렁하고
갈색이 나는 껍질이 있고 그 주변에는 술장식 달린 털이 자라
고 있었다. 연약해 보이는 이것 속에 소름 끼치는 생명체가 살
고 있었다. 잠시 후 시각이 생각으로 구체화되기도 전에 그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확대경에 의해 커지고 투영된 자
신의 눈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확대경 뒤로 모래와 풀이
밀착되어 마치 거울 뒤에 입힌 주석과 수은의 합금처럼 되었던
것이다.
Vers le midi, il s'endormit couché à plat ventre dans
un creux du sable, la tête contre le bras, sa loupe
tombée de sa main reposant sous lui sur une touffe
sèche. Au réveil, il crut apercevoir contre son visage
une

bête

extraordinairement

mobile,

insecte

ou

mollusque qui bougeait dans l'ombre. Sa forme était
sphérique ; sa partie centrale, d'un noir brillant et
humide, s'entourait d'une zone d'un blanc rosâtre ou
terne ; des poils frangés croissaient sur la périphérie,
issus d'une sorte de molle carapace brune striée de
crevasses
presque

et

bossuées

effrayante

de

habitait

boursouflures.
cette

chose

Une

vie

fragile.

En

moins d'un instant, avant même que sa vision pût se
formuler en pensée, il reconnut que ce qu'il voyait
n'était autre que son œil reflété et grossi par la loupe,
derrière laquelle l'herbe et le sable formaient un tain
comme celui d'un miroir.257)

257) ON, p.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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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에피소드는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거
울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이다. 제농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명상법을 수행
하는 것과 달리, 거울 에피소드들은 주로 우연성의 맥락에서 소개된다. 거울
에피소드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의도나 의지 없이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유
발한다. 파리에서 깨진 거울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첫 번째 거울 에
피소드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확인한 후 귀향을 결정하도
록 유도했다면,258) 두 번째 확대경 에피소드는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근
원이 자기 자신임을 확인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공포스럽게 여겼던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습관적인
기준과 주관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제농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스스로 초연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투시자처럼 느껴졌다.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원

258) 파리에서 브뤼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서 우연히 바라보게 된 스무 개의 조각난
거울 장면은 제농의 생각이 전환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지표이다. 여러 개로
조각난 거울 속 수많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부터 도망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된다. 이것은 제농이 본래의 자기 자
신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로 집중할 것을 알리는 극적인 장면이다.
“Un objet apporté d'Italie pendait au mur de l'étroite antichambre.
C'était un miroir florentin au cadre d'écaille, formé d'un assemblage
d'une vingtaine de petits miroirs bombés, pareils aux cellules
hexagonales des ruches d'abeilles, chacun enfermé à son tour dans sa
mince bordure qui avait été autrefois la carapace d'une bête vivante. À
la lueur grise d'une aube parisienne, Zénon s'y regarda. Il y aperçut
vingt figures tassées et rapetissées par les lois de l'optique, vingt
images d'un homme en bonnet de fourrure, au teint hâve et jaune,
aux yeux luisants qui étaient eux-mêmes des miroirs. Cet homme en
fuite, enfermé dans un monde bien à soi, séparé de ses semblables qui
fuyaient aussi dans des mondes prarallèles, lui rappela l'hypothèse du
Grèce Démocrite, une série infinie d'univers identiques où vivent et
meurent une série de philosophes prisonniers.” (ON, pp. 67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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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에서 벗어나 그는 작으면서도 거대한, 가까이 있지만 낯선,
생기 있으면서 상처받기 쉬운, 불완전하면서도 비범한 힘을 부
여받은 기관을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에 의존
하여 세상을 보았던 것이다. 자기 인식과 동시에 이 자기를 구
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개념을 야릇하게 증대시킨
이 비전에서 사변적인 것은 아무 것도 끌어낼 수가 없었다. 어
떤 판화 속에 그려져 있던 신의 눈처럼, 인간의 눈 하나가 일
종의 상징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어두워지기 전에 눈이 세계
로부터 여과한 것을 극소량이라도 수집해서, 그 증거물을 점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류들을 교정하는 일이
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이 심연과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었다.
Il s'était vu voyant ; échappant aux routines des
perspectives habituelles, il avait regardé de tout près
l'organe petit et énorme, proche et pourtant étranger,
vif

mais

vulnérable,

prodigieuse

doué

puissance,

dont

d'imparfaite
il

et

dépendait

pourtant
pour voir

l'univers. Il n'y avait rien de théorique à tirer de cette
vision qui accrut bizarrement sa connaissance de soi,
et en même temps sa notion des multiples objets qui
composent ce soi. Comme l'œil de Dieu dans certaines
estampes,

cet

œil

humain

devenait

un

symbole.

L'important était de recueillir le peu qu'il filtrerait du
monde avant qu'il fît nuit, d'en contrôler le témoignage
et, s'il se pouvait, d'en rectifier les erreurs. En un
sens, l'œil contrebalançait l'abîme.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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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농은 이 경험에서 선입견의 오류를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모든 오류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는 어두운 좁은 길에서 빠져나온”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나’의 선
입견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도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
을 때 그의 여행은 끝에 이르게 된다. ‘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
를 구성하는 사물의 진리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작업은, 결국 ‘나’의 ‘눈’에서
온전히 해방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명상법은 주인공의 내면의 고통
을 온전히 치유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해탈(解脫)’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매개
체가 된다. 이처럼 『흑의 작업』에는 연금술사의 정신과 동양의 명상법이 조우
한다. 특히 동양사상은 유르스나르의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를 다른 작품
들과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작가가 노년기에
이르러 보다 두드러진다.

2-2.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치유

주느비에브 스펜서-노엘이 설명한 것처럼 “신비주의적인 연금술은 제농의
영적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260) 연금술은 서구의 오랜 지적
전통 중의 하나이지만, 제농의 연금술에서는 동양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응’과 ‘해탈’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제농은 연금술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제농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트라우마와
대면하고 근원적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261) 사실, 제농은 어머니를 다시 떠올릴 여지조차 없는 인물처럼 묘사된
259) ON, p. 705.
260) Geneviève Spencer-Noël, op. cit., pp. 36-37.
261) 제농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르스나르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상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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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늘 진리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연금술사로서, 또한 구호소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거의 무상으로 치료하는 이상적인 의사로서 제농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런데 제농은 우연히 몇몇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는데, 이들은 그의 내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
나 내면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농이 만난 인물 중에 작가가 역사적 사료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만들어
낸 인물인 시프리앙을 주목할 수 있다. 18세의 젊은 수도사 시프리앙은 수도
원에서 방향성 진통제를 훔쳐 해고된 자를 대신하여 제농의 간호사 수사로 일
하게 된 인물이다. 마티유 갈레와의 대담집에서 유르스나르는 제농이 구호소
에서 일하는 어느 날 시프리앙이 태어났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제농이 구호소
에서 일하는 시기, 즉 제농이 정신의 연금술을 시도하는 시기부터 시프리앙의
출현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프리앙이라
는 인물은 제농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신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시프리앙은 제농에게 이성에 대립하
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제농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비주의의 세계로
이끄는데, 시프리앙 때문에 제농은 교회에서 금기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제농은 수도원의 지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밤의 모임’에서 시프리앙이
귀족 처녀 이들레트와 수도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육체관계를 맺으며 향락을
즐기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제농은 시프리앙을 통해 이성에 따른 규율의
공간과는 정반대의 세계를 넘나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프리앙의 이야기
는 제농을 불안하게 하는 한편,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
제농은 벌거벗은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고 쾌락을 즐기는 이 문란한 의식에

볼 수 있다. 파스칼 도레Pascal Doré에 따르면, 유르스나르에게는 어머니의 사
망이 ‘트라우마적 사건’이다. 이 죄책감 때문에 유르스나르는 어머니를 강력하게
부정하며 억압된 상실감 때문에 신비롭고 이상화된 새로운 어머니상을 만들어냄
으로써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Pascal Doré, op. cit., pp. 87-8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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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비난하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자신이 오랫동
안 믿어온 객관적인 성찰과 이성에 의한 판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
작한다. 제농은 특히 남녀간의 사랑을 문제로 삼으며 이것을 가능한 한 해부
학자처럼 관찰하면서 파악하려고 한다. 객관적인 관점에 따르면, 사랑은 쾌락
을 위해 두 육체가 엉키는 결합이며, 그것은 제농에게 혐오스러움으로 각인되
었다. 이와 같은 육체관계에 대한 혐오 때문에 제농은 여자들을 거부했던 것
이다. 그렇다면 제농이 남녀의 사랑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자신을 사생아로 만든 생부에 대한 거부반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밤의 모임’ 사건을 계기로 제농은 객관적인 관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비가시적인 세계를 숙고하게 된다.
제농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제롬 보쉬Jérôme Bosch의 것으로 예상
되는 그림262)으로 인해 심화된다. 유르스나르는 회화, 음악 등 예술작품의 영
향을 받곤 했는데, 『흑의 작업』을 구상할 때에는 뒤러의 작품과 함께 보쉬와
브뢰겔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도입했다. 그녀는 작가 노트에서 “세상
의 혼란과 공포에 대한 보쉬와 브뢰겔 풍의 주제들이 이 작품에 넘쳐난다”263)
고 덧붙였다. 유르스나르가 보쉬의 그림에서 천착한 점은 당시의 신학 및 종
교 상황에 대한 비판적 상징으로, 거기서 “16세기 종교의 엄격한 교리 밑에
숨어있는 관능적인 고대 이단자들의 영원한 격정”을 읽어낸다. 보쉬의 그림
가운데 유르스나르가 직접 언급하는 작품은 『지상의 쾌락의 동산Jardin des

délices terrestres』264)이라는 제목이 붙은 3폭짜리 제단화로, 『흑의 작업』의
262) “On aura remarqué, de plus, que le dessin envoyé par dérision à
Zénon par le frère Florian n'est autre chose qu'une réplique à peu
près exacte de deux ou trois groupes de figures appartenant au Jardin
des délices terrestres de Jérôme Bosch.” (Marguerite Yourcenar, ‘Notes
de l'auteur’ de l'Œuvre au Noir, p. 850.)
263) Ibid., p. 838.
264) “보쉬의 『지상의 쾌락의 동산』은 3폭짜리 제단화로, 왼쪽 날개를 이루는 ‘천상
도’, 중앙 패널은 ‘지상도’, 오른쪽 날개는 ‘지옥도’로 구성되어있다. 왼쪽 날개에
는 온갖 동물들이 평화로이 노니는 가운데 아담과 이브로 추측되는 남녀가 유유
히 쉬고 있는 낙원의 모습이, 중앙화에는 수십 명의 벌거벗은 인간들이 관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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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4장에 해당하는 ‘육체의 타락Les désordres de la chair’에서 직･간
접적으로 환기된다.265) 여기에서 제농은 오랫동안 자신이 거부해온 세상의 모
든 요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시할 기회를 갖는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
가게 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일평생을 확대경에 의존하며 가장 객관적인 관찰과 연구에 몰두하고, 육체
관계의 덧없음을 끊임없이 되뇌며 종교사회의 부조리함과 문란함에 대하여 비
판해 왔던 제농은 벌거벗은 남녀가 문란하게 몸을 섞는 쾌락의 그림을 바라보
며 거대한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일어난 밤의 모임에 대해 알
고 난 후, 제농은 이성과 금욕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면서도 자신도 모
르게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과연 육욕의 쾌락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인간들의 사랑행위에 대해 제농은 끊임없이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고 해부학자
로서 생각하려고 한다. 그는 확대된 인간 세포들과 조직들의 움직임을 생각하
면서 신비로울 것도 매혹도 없다고 되뇌인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
습이며 사랑의 무질서한 이미지가 결코 아무런 의미도 작용도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제농은 그림을 찢어버리
지만 제농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바를 완전하게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찢는 행위가 이때까지 자신이 거부하고 억압해왔던 것을 찢어내는
행위, 다시 말해 자신의 베일을 벗겨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이성적
으로 단죄하고 있다고 믿었던 육체적 쾌락의 문제는 그의 원초적 존재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했던 문제인 것
이다. 밤의 모임과 보쉬의 그림으로 인해 제농은 점차 심경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급기야 “저속한 술집 안쪽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방탕한 행위가 천
유희에 빠져있는 장면이, 오른쪽 날개에는 해괴한 모습으로 희화화된 사물들에
의해 인간이 고통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이 그림은 성적 타락을
통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원죄에 대한 비판”으로 흔히 해석되어져 왔고, 일부
에서는 “대담한 관능의 축제”로서 새롭게 이해되기도 했다.” (오정숙, “르네상스
플랑드르 미술로 다시 읽는 유르스나르의 『흑의 단계』”, 『프랑스학 연구』제 36
집, p. 110을 참고)
265) ON, pp. 745-74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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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위선보다 더 낫다”266)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젊은 수도자들이 사랑놀이를 하는 증기탕은 이제 연금술의 증류소 불꽃
처럼 변형하는 ‘마술방’으로 바뀔 뿐이다. 여기에서 제농은 자신이 그토록 경
멸했던 남녀의 육체관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술에서 이루어지는 신비
로운 합일의 상태로 전환된다고 믿는다.267)
밤의 모임에서 만난 시프리앙과 이들레트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겁이 난
소녀는 스스로 갓난아이를 살해한다. 이를 지켜본 이들레트의 유모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 사람들에게 알린다. 젊은 성직자
와 유명한 사법관의 딸이 벌인 이 철없는 행동은 당시의 위선적이고 부조리한
종교인들의 세태와 모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인공과 관련하여 또 다른 차원
에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 제농은 시프리앙을 통해 ‘자신의 탄생’을 재경험하
게 되는 것이다. 시프리앙과 이들레트는 마치 제농의 부모인 알베리코와 일종
드가 그랬던 것처럼 규율을 위반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를 출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또 다른 제농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종드
가 제농을 출산한 후 아이를 돌보지 않고 거부하면서 아이에게 치유하기 어려
운 상처를 만들어버렸다면, 이들레트의 경우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에 갓 태어
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다. 시프리앙이 제농을 신비와 무의식의 세계로, 몽
환의 세계로 이끌었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레트가 살해한 아기는 제농 자신의
266) “La pire débauche au fond d'un bouge valait mieux que les momeries
des Anges”, (ON, p. 745.)
267) “Vainement, en anatomiste et non en amant, il essayait de se
représenter avec mépris les jeux de ces enfants charnels. Il se redit
que la bouche, où se distillent les baisers, n'est que la caverne des
mastications, et que la trace des lèvres qu'on vient de mordre rebute
au bord d'un verre. Vainement, il imagina de blanches chenilles
pressées l'une sur l'autre ou de pauvres mouches engluées dans le
miel. Quoi qu'on fît, Idelette et Cyprien, François de Bure et Matthieu
Aerts étaient beaux. L'étuve abandonnée était vraiment une chambre
magique ; la grande flamme sensuelle transmutait tout comme celle de
l'athanor alchimique et valait qu'on risquât celle des bûchers. La
blancheur des corps nus luisait comme ces phosphorescences qui
attestent les vertus cachées des pierres.” (ON, pp. 7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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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상태를
극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농은 두 젊은 남녀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마치 관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탄
생을 지켜보는 기이한 경험을 한 셈이다. 시프리앙은 이들레트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에 가득하여 이들레트를 천사라고 부르며, 제농이 걱정을 할 때에
도 ‘천사들은 임신하지 않는다’고 철없이 말했다. 시프리앙과 이들레트는 이미
이성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맹목적이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 이
른 것이다. 제농은 한낱 철부지들의 가벼운 사랑으로 생각하면서도 시프리앙
이 그토록 절박하게 사랑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이들레트와 마주치게 된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
프리앙의 마음과 그의 철없는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그녀의 작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난 후 제농은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되짚으며 누군가의 얼굴을
찾기 시작한다.

이들레트의 작은 얼굴 주위로 또 다른 추억들이 맴돌았다. 뭔
가 거만하고 반항기 있는 모습의 루스 아가씨는 잊고 있었던
루벵의 대학생들의 애인, 자네트 포코니에, 그가 처음으로 정복
한 여자를 떠오르게 했다. 시프리앙의 자만심이 그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유치하지도 헛되지도 않아보였다. 그의 기억은 훨
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려고 팽팽하게 긴장되었으나 그 실은
곧 끊어졌다.
Mais

d'autres

souvenirs

tourbillonnaient

autour

du

petit visage d'Idelette : quelque chose d'audacieux et de
mutin chez la demoiselle de Loos ramenait hors de
l'oubli

cette

étudiants

de

Jeannette
Louvain,

Fauconnier,
qui

av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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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nonne

été

sa

des

première

conquête d'homme ; la fierté de Cyprien ne lui semblait
plus si puérile ni si vaine. Sa mémoire se tendit pour
remonter plus loin encore ; mais le fil se cassa.268)

제농은 시프리앙와 이들레트를 통해 오랫동안 거부했던 부모와 자기 자신과
의 대면을 실현한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존재를 보면서 그는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연민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아
기의 죽음으로 인해, 제농은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속 깊은 두려움을
떨쳐낸다. 그는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이라는 존재,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준비를 마친다. 이러한 점에서 제농이 시프리앙을 쉽게 멀리
하지도 함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배회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제농은 과
거 속 자신의 탄생의 과정을 재경험하고 치유를 위한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있
었던 것이다. 제농은 시프리앙을 마주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처럼 시프리앙과 이들레트, 그리고 살해된 아기의 에피
소드는 극중극의 장치로서 기능한다. 갓 태어난 아기의 죽음은 제농이 부모와
의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아이의 죽음을 통해
제농은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거부했던 부모와의 화해를 하게 된다.
특히 시프리앙과 이들레트의 관계를 보면서 제농은 자신의 부모가 오직 쾌
락으로 관계를 맺었다하더라도 그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은 아니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제농은 육체라는 덫에 빠진 청춘남녀를 측은한 마
음으로 대한다. 심지어 그는 현실적 육체적 쾌락을 좇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
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던 마지
막 선입견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농은 물질계에 관한 연구를 하
고 종교사회의 규율에 맞서 왔지만, 정작 자신을 둘러싼 운명 자체의 굴레를
벗어날 용기는 없었고 무엇보다 잠재되어 있는 죄의식을 부인할 수 없었다.

268) ON, p.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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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쾌락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괴로워하며 오열하는 시
프리앙을 보면서 그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시프리앙에 공감하고, 무한한 연민
을 갖게 된다.269) 철없는 사랑으로 인해 태어났지만 그 탄생이 악한 행위 때
문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의 결과였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비록 오랜 시간
이 걸렸지만 제농은 부모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싸 안으면서 완전한 마
음의 안식을 갖게 된다.
제농이 스스로 과거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모래 언덕의 산
책’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르들리에 수도원장의 장례식 이후 제농은 브
뤼주를 떠나 영국으로 밀항하기로 결심한다. 이때 그는 우드브뤼주라고 불리
는 농가를 지나면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어렴풋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 장면은 제농이 회상 속에서 새로운 나를 체험하는 길을, 현실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단편적인 장면이지만 여기에는 어머니 일
종드와 의붓아버지 시몽 아드리안센과 함께 어린 제농이 있다. 이것은 거의
처음으로 제농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고 돌아보는 중요한 순간이다. 제농은 완
전히 해체된 기억의 끝에서 어머니를 찾아내고, 그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
습까지 이끌어낸다.

오십 년 전, 아직 약혼식을 치르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시몬
아드리안센은 앙리 쥐스트를 위해 작은 땅의 소작료를 받으러
갔었다. 그 산책은 소풍 같은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신을 벗
고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운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발은 훨씬 하얀 것처럼 보였다. 시몽은 회색빛 수염에 빵조각
을 묻히며 빵을 뜯어먹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아이에게 삶은
계란을 까서 소중한 껍질을 주었다.
Cinquante ans plus tôt, sa mère et Simon Adriansen,

269) ON, pp. 776-777.

- 154 -

peu avant leurs noces, étaient allés recueillir pour
Henri-Juste la rente de la petite terre ; cette visite avait
été une partie de plaisir. Sa mère s'était assise au bord
du canal, laissant pendre dans l'eau ses pieds qu'elle
avait déchaussés et qui, vus de la sorte, paraissaient
encore plus blancs. Simon en mangeant répandait des
miettes sur sa barbe grise. La jeune femme avait
décortiqué pour l'enfant un œuf dur et lui avait donné
la précieuse coquille.270)

제농이 찾아낸 어머니 일종드의 모습은 시몽과 결혼하기 전의 상태였다. 그
들은 우드브뤼주 농가에 소작료를 받으러 왔지만 정작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
며 기분전환을 하는 중이었다. 제농의 관심은 주로 일종드에게 향하고 있는
데, 어머니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어서 여러 개의 반지들이 끼어 있지 않은 상
태로 등장한다. 제농이 더 이상 자신의 트라우마에, 어머니가 준 상처에 시달
리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가 인생의 말년에 복원해낸 어머니
는 신을 벗고 물속에 흰 두 발을 담근 채 강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
어 있는데, 이 묘사는 사생아로 태어난 자신에게 “흘끗 눈길 한번 던지”271)고
말았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순수한 모습을 회복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에서 치유되었음
을,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초월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려준다. 완전한 자유 속에 해체되고 재구성한 어머니의 기억으로 그는 한
번도 표현한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승화시켜나간다.
제농은 자신의 생의 전부가 망각 속에 묻어 둔 어머니의 존재를 끌어내고,
270) ON, p. 755.
271) “Elle[Hilzodne] ne jetait qu’un coup d’œil à son fils tétant goulûment
une servante.” (ON, p.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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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길찾기’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272) 기피
하고 있었던 과거의 나 자신과 대적한 것이다. 그 결과 혈연에 얽매인 과거의
‘나’에서 벗어남으로써, 제농은 비로소 정신의 해방의 단계로 한 걸음 진전한
다. 50여 년 전 자신을 외가에 맡긴 채 떠난 냉정한 어머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따뜻한 어머니를 되찾는 작업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반지로 긁힌
상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음은 모두 처음부터 제농 자신이 만들어낸 부정적
인 선입견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는 따뜻한 어머니, 이상적인 어
머니를 만난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한 제농의
얼굴 위로 작가 유르스나르의 모습이 중첩된다. 유작에서 그녀는 “추억이란
우리 자신도 무엇인지 모를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쌓아둔 자료의 더미가
아니다. 추억은 살아있으며 변모한다. 그것은 한번 불을 피우기 위해 죽은 나
무 조각들을 결합시키는 것”273)이라고 쓰고 있다.
연금술의 정신으로 제농이 새로운 ‘나’의 존재를 회복하는 순간, 그에게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형상도 함께 완성된다. 아버지의 자리에 생부 알베리코 데
누미가 아니라 시몽 아드리안센를 위치시킴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유대관계가 진정한 관계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시몽은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처럼 모두를 구원할 ‘이상적인 아
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리스 델크루와는 뮌스터에서 새로운 노아의 방
주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잠시 여행을 떠나는

272) “Le jeu consistait à courir dans les sens du vent sur les dunes toutes
proches, en tenant sur la paume cet objet léger qui s'échappait pour
voleter devant vous, puis se posait un instant, comme un oiseau, de
sorte qu'il faillait perpétuellement tenter de s'en ressaisir, et que la
course se compliquait d'une série de courbes interrompues et de
droites brisées. Il lui semblait parfois avoir joué ce jeu toute sa vie.”
(ON, p. 755.)
273) “La mémoire n'est pas une collection de document déposé en bon
ordre au fond d'on ne sait que nous-même ; elle vit et change ; elle
rapproche les bouts de bois mort pour en faire de nouveau de la
flamme.” (Quoi? L’éternité, p.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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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몽을 마지막 길을 걷는 예수와 닮았다고 설명하고 있다.274)
약 5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 추억해낸 그 장면에서 제농이 새로운 가족 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농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생아로 고통 받았던 시간을 무화시키고 시몽 아드리안센을 아버지로, 어머
니의 손에 반지가 없는 하얀 손으로 돌려놓으면서 그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농은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나’를
재구성한 것이다.
사실, 시몽은 일종드가 지니고 있던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낳은 사생아까지 맡으려 했던
인물이다. 비록 텍스트에서 약 2개의 장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떨
어질지 몰라도, 그는 매번 자애로운 남자, 모든 인류에 대한 이상적인 아버지
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는 막대한 부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
것도 장식되지 않은 꼭대기 층의 작은 방”275)에 기거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 자선을 아끼지 않은 ‘살아있는 구원자’의 모습 자체이다. 그의 집
은 저택이 아니라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은 구호소이며, 모든
재물을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금으로만 사용하는 점에서, 시몽은 물질적
인 세계에 결코 얽매여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시몽
은 도와줄 대상을 고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외부에 나타나는 불완
전함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결점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선
택한 인간들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붙들려고 했다. 시몽은 사람을 온전히 신
뢰하며 설령 배신과 기만을 당했을지라도 모두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알았다.
274) Maurice Delcroix, “Les derniers voyages de Simon Adriensen,”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mélanges
coordonnés par C. Biondi et C. Rosso, «Histoire et Critique des idées
sous la direction de Corrado Rosso» 12, Editrice Libereria Goliardica,
1988, p. 89.
275) “Simon et sa femme, retranchés de cette splendeur, vivaient au dernier
étage dans une petite chambre nue comme la cabine d’un navire, et
tout ce luxe ne servait qu’à la consolation des pauvres.” (ON, p.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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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몽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돌려줘야 할 채권 대신 그를
문전박대하고, 결국 기금을 얻지 못하고 뮌스터로 돌아온 후 일종드가 더 이
상 자신의 정숙한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시몽은 모두가 비
난하는 일종드를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276)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일종드를 타락하게 만든 한스 복크홀트까지 이해하려고 했다. 시몽은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277) 한스를 이해
한다. 그러므로 시몽이 보여준 자애로움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
적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는 퓌게가로 시집간 누이 살로메에게 어린 딸을
맡기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는다. 고통에 처한 시몽이 마지막까지 딸에 대한
부성애를 보여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몽은 전적으
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바쳐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감내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다. 그를 이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
이면서 제농은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기에 이른다.

2-3. 죽음을 통한 정신의 해방

『흑의 작업』에서 주인공 제농에게 바다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
어내는 원초적인 공간이다. 제농은 히스트 바닷가에서 영국으로 도피하기 위
해 밀항을 준비하러 왔다가 오히려 반대로 감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것은 제농이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실제로 죽음
을 통해 새로운 재탄생이 이루어진다는 순환론적인 시간에 들어서 있음을 의
미한다. 히스트 바닷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제농의 모습은

276) “Simon étouffant dans la nuit tiède pensait à Hilzonde comme à une
fille qu'il aurait perdue.” (ON, p. 616.)
277) “Hans pour Simon restait un Christ, au sens où chaque homme
pourrait être un Christ.” (ON, p.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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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징적
인 이미지이다.

그는 하품을 했다. 번갈아 일어난 난제들에 대해 더 이상 흥미
가 없었다. 그는 모래가 들어가 무거워진 구두를 벗고서 흐뭇
한 기분으로 뜨뜻하고 부드러운 모래 구덩이 속에 발을 파묻고
아래쪽에서 신선한 바다의 기운을 찾아냈다. 옷을 벗고 그 위
에 짐과 무거운 구두를 조심스레 놓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바닷물이 어느 새 빠지고 있었다. 물이 무릎 중간까지 오는데
서, 그는 거울처럼 번쩍이는 물구덩이 속을 가로지르며 파도의
물결에 자신을 내맡겼다.
Il baîlla. Ces alternatives ne l'intéressaient plus. Il
enleva ses souliers alourdis par le sable, enfonçant
avec satisfaction ses pieds dans la couche chaude et
fluide, cherchant et trouvant plus bas la fraîcher
marine. Il ôta ses habits, plaça précautionneusement
sur eux son bagage et ses pesantes chaussures, et
s'avança vers la mer. La mer baissait déjà : de l'eau
jusqu'à mi-jambe, il traversa des flaques miroitantes, et
s'exposa au mouvement des vagues.278)

속세의 허물을 벗어버리듯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으면서 제농은 인간과 문
명을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우주의 흐름을 은유하는 모
래와 물 그리고 바다로 된 세계와 마주한다. “제농에게 이상적인 죽음의 장소
는 헤이스트 바닷가가 될 수 있다.”279)라고 엘레나 페시니는 지적하는데, 그
278) ON, p. 766.
279) Elena Pessini, “L'écriture de la mort”, Marguerite Yourcen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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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제농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는 무
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기본요소와의 만남은 지배의 상실, 권력의
붕괴”280)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선입견과 편견은 해체된다.
제농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며, 그 자신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281)
제농이 파리에서 브뤼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던 순간 거울 속의 그의 모습이
모두 뒤돌아서서 가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믿는다. 바다는 모든 것이 빠져나오고 돌아가게 될
탄생의 공간, 어머니의 공간이기 때문이다.282)

벌거벗은 채 홀로 있게 되자,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마치 그에
게서 옷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나갔다. 그는 사물들의 중심
에 있는, 연금술 철학자들의 아담 카드몬이 되었다. 아담 카드
몬에게서 도처에 타고난 발음되지 않은 것이 설명되고 말해졌
다. 이 광대함 속에는 그 어느 것에도 이름이 없었다.
Nu et seul, les circonstances tombaient de lui comme
l’avaient fait ses vêtements. Il redevenait cet Adam
Cadmon des philosophes hermétiques, placé au cœur
des choses, en qui s’élucide et se profère ce qui
Écriture, réécriture, traduction.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e
Tours (20-22 novembre 1997), textes réunis par Rémy Poignault et
Jean-Pierre Castellani, S.I.E.Y, Tours avril 2000, p. 171.
280) “la rencontre avec les éléments est une perte de maîtrise, la ruine
d'un pouvoir”, (Franc Schuerewegen, “Du savoir qui vient directement
des choses Yourcenar vs Simon” in S.I.E.Y., n° 5 (numéro spécial),
novembre 1989, p. 149.)
281) “Tout ce qui l'entoure est passager, et lui-même plus passager encore
que toutes les choses.” (Patrick de Rosbo, op. cit., pp. 119-120.)
282) Jean Chevalier, Alain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 v.3,
Seghers, 1974, pp.202-204을 참고. “Tout sort de la
mer et tout y
retourne lieu des naissances, des transformations et des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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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out ailleurs est infus et imprononcé. Rien dans
cette immensité n’avait de nom. [...]

283)

헤이스트의 바닷가에서 제농은 현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과 우주와 합
일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주적 존재로 재탄생한다. 특히 오랫동안 부정했던 어
머니를 되찾으면서 제농은 모든 울분을 흘려버리고 소멸시킨다. 이러한 점에
서

카르미넬라 비옹디는 “헤이스트 바다는 그(제농)를 정화하여 운명에 대해

갖는 나약함을 불식시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제농이 완전
히 다른 인간으로 거듭난다”284)고 설명하고 있다. 바다에서 제농은 이전에 가
진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부활한다. 달리 말하
자면 제농은 우주의 어머니 품에서 상징적인 재탄생을 경험한다.
유르스나르의 주인공들이 자연과의 완전한 융화를 시도하고 ‘나’의 자아를
우주의 차원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물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인간의 존재를 무형질의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엘레나
레알에 따르면, “최초의 물, 근원과 토대, 존재의 모든 가능성의 보고(寶庫),
그 품에서 이전 존재의 미분화된 세계로 복귀하려는 인물들의 열망이 완성되
는 것이다.”285) ‘나’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근원의 바다로 돌아가, 모든
사물들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장면
은 『암흑의 남자』에서 나타나엘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킨다. 여기에서 제농

283) ON p. 766.
284) Carminella Biondi, “Zénon et l'Alchimie. voyage au bout de la
connaissance.”, Voyage et connaissanc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mélanges coordonnés par C. Biondi et C. Rosso, «Histoire
et Critique des idées sous la direction de Corrado Rosso» 12, Editrice
Libereria Goliardica, 1988, p. 26.
285) “Eau primordiale, fons et origo, réservoir de toutes les possibilités de
l'existence, au sein de laquelle s'accomplit l'aspiration des personnages
de se réintégrer dans le monde indifférencié de la préexistence.” (Elena
Real, “Mer mythologique, mer mythique, mer mystique”, Marguerite
Yourcenar, É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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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하게 된 인간 조건의 진실은 우주의 규모에 비하여 아주 미세한 개인
이라는 것이다.286) 제농이 삶에 초연해질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바
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헤이스트 바다는 물리적인 시간의식에 얽매인 제농을
해방시키고, 자기 존재의 본질로 향하도록 이끌며 그를 초월의 삶으로 나아가
게 만든다. 자연은 종종 인간을 물리적인 시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신
성한 만남의 장이 되곤 한다.287) 그런 점에서 유르스나르의 소설에서 자연이
인간을 본질적 근원으로 되돌리는 신성한 공간으로, 시간에 얽매여 계기성에
구속받는 인간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방시키는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특징적이다. 『흑의 작업』에서 제농은 바다에서 빠져나온 후,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온갖 피로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낀다.

그는 옷을 벗어놓은 곳을 향해 다시 돌아왔다. 어느새 모래에
좀 묻혀 있어 찾느라고 꽤 애를 먹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서 거리감이 좀 바뀌었다. 축축한 모래톱 위에 찍힌 그의 발자
국은 물결이 곧 휩쓸어 가버렸고, 마른 모래 위의 모든 흔적은
바람이 쓸어갔다. 바닷물에 씻긴 그의 몸은 피로를 잊어버렸다.
Il revint vers ses vêtements, qu'il eut quelque peine à
retrouver, recouverts comme ils l'étaient déjà par une
légère couche de sable. Le recul de la mer avait en
peu de temps changé les distances. La trace de ses pas
sur la grève humide avait été immédiatement bue par
l'onde ; sur le sable sec, le vent effaçait toutes les
marques. Son corps lavé avait oublié la fatigue.288)
286) Henri Verniolle de Chantal, op. cit., pp. 274-275.
287) 인간은 바다와 같은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본체,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과의 만남은 신성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그로 인해서 합
리주의적인 현대인의 삶으로부터 일탈하여 초월주의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cf. 유한근, 『현대불교문학의 이해』, p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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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그에게서 세속적인 것을 소멸시키고 그에게 바다와 자연 속에서 하
나가 되었을 때 영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바다
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제농이 다시 옷을 입는 순간, 그는 그저 “무덤덤하게
인간의 껍질을 다시 걸쳤다”고 느낄 뿐, 어떠한 미련이나 후회, 두려움 같은
감정조차 갖지 않는다.289) 제농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의 전진을 이룬
초월의 삶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헤이스트 바다 장면
은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에서 살펴본 아리아누스의 편지, 아킬레우스 섬
일화를 상기시킨다. 대자연과 우주 안에서 인간존재의 진실을 깨달으며 ‘초월
적인’ 경지에 다다른 제농은 이제 더 이상 은폐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회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농은 자신을 우주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초월적인 경지에 다다른 이상, 제농에게 이름이란 자
신의 존재를 현실세계에서 지칭하는 보잘 것 없는 껍질의 하나일 뿐이다. ‘제
농’이든 ‘세바스티앙 테위스’든 이름이 우주적 존재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이르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농은 어떠한 이름에도
구속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낀다. 제농이라는 이름으로 상기되는 부
모로 인한 죄의식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이상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다. 제농이 파리에서 브뤼주로 처음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잔재하는 상태였다면, 그리하여 세바스티앙 테위스라는 가면을 쓰고
서야 살아갈 수 있었다면, 헤이스트 바다에서 빠져나온 제농은 과거에 묶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모두 해방된 상태로 진전해
있는 것이다. 삶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초연한 경지에 이른 제농은
이제 자신이 두려워했던 대상을 마주 대할 용기를 갖게 된다.
‘제농’과 ‘세바스티앙 테위스’를 모두 버린 제농은 생의 반평생을 도망쳐온
288) ON, p. 767.
289) “Il remit sans plaisir sa carapace humaine.” (ON, p.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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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찾는다. 감옥에 갇힌
다는 두려움, 화형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 영국으로 도피하는 무리
들과 반대의 경로를 찾는다. 이러한 점에서 제농이 두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
가는 길은, 완전한 정신의 해방에 대한 상징적인 지표가 된다.
제농이 브뤼주로 돌아오는 길에 산 토끼는 제농에 대한 상징적인 기호이다.
제농은 바구니 뚜껑을 열어 “항상 위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면서도
열심히 미로를 만들어가는 수줍음 많은 동물”을 풀어준 후, 작은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토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똑같이 즐긴다.290) 토끼
들의 자유는 제농 자신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제농이 비록 현실에서 감
옥에 갇히더라도 그의 정신이 다시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
다. 평생에 걸쳐 자신이 묶여있던 문제에서 해방된 제농은 한 걸음 더 정신의
진전을 이룬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자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그에겐 흥미가 없게 된다.291) 이전에 브뤼주로 돌아갔을 때 느꼈던 익숙
함과 달리 제농은 이제 브뤼주를 전혀 다른 세계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
은,292) 비로소 제농이 완전한 다른 존재인 ‘hic Zeno’를 만나게 되었음을 의

290) “Les lapereaux pas même craintifs continuaient à manger ; il[Zénon] se
demandait quelle vision du monde et de lui-même se mirait dans leurs
gros yeux vifs. Il leva le couvercle et les laissa prendre les champs.
Jouissant de leur liberté, il regarda disparaître dans les broussailles les
connils lascifs et voraces, les architectes de labyrinthes souterrains, les
créatures timides, et qui pourtant jouent avec le danger, désarmées,
sauf pour la force et l'agilité de leurs reins, indestructible seulement
de par leur inépuisable fécondité.” (ON, p. 773.)
291) ON, pp. 755-756.
292) “Bruges, une lieue derrière lui, aurait pu être située dans un autre
siècle ou dans une autre sphère. Il s'étonnait d'avoir consenti à
s'emprisonner pendant près de six années dans l'hospice de
Saint-Cosme, enlisé dans une routine conventuelle pire que l'état
d'homme d'Église qui faisait horreur à vingt ans, s'exagérant
l'importance des petites intrigues et des petits esclandres inévitables en
huis clos.” (ON, p.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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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제농의 마지막 연금술적 변형 작업, 현실에서의 죽음은 ‘감옥’의 장에서 일
어난다. 제농은 모략에 의해 화형을 선고받은 후 목숨을 구할 기회를 제의받
지만 오히려 자살을 감행한다. 여기에서 ‘감옥’은 제농이 자의로 선택한 만큼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폐된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자살을 선택
하는 것은 화형당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의 시도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를 향해 적극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옥은 보이
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로지르는, 초입에 다다르는 공간이다. 제
농은 여기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영혼의 세계로
이행하는 작업을 성스럽게 완수할 작정이다. 망설임보다는 긴장감을 갖게 하
는 이 마지막 실험대에 제농은 자기 자신을 올린다. 그러므로 ‘감옥’은 제농과
혼연일체의 공간이 된다.
감옥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앞둔 제농에게 바르톨로메 캉파뉘스 참사원은
목숨을 담보로 한, 부정한 거래를 제안한다. 참사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
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의 영혼을 구속하
려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제농은 자신의 사상적 오류를 인정하고 영
영 사회에서 고립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제농은 부조리한 세계와
타협하는 것은 그저 현실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연명하는 것 외에 아무
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타인들이 정해놓은 삶을 살면서 평생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사는 비열한 인간을 선택할 수 없다고 결심한다. 잠시
주저하기는 했지만 제농은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며 그것이 바로 명상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신
이 생을 바쳐온 연금술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의 자살이 정신의 평안
함과 완전한 해방을 찾는 노력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흑의 작업』에서 제농의 죽음은 유르스나르가 처음 선택한 신화, 이카로스
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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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농은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유지
하기로 한다. 제농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연금
술의 대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열의 속에서 죽음을 감행한다. 그러므로 그가 선
택한 죽음은 화형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농은 중세의 억압적인 폐쇄성 속에 갇혀 학자로서의 믿음이나 신의가 무시
되고 오로지 주어진 사고와 행동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제농이 선택한 죽음은 연금술사 자신이 스스로 대상이 되어 대작업
의 마지막 단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제농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동시
에 모든 대립항들이 서로 만나는 최고의 순간, 영원에 도달할 것이다.293)
인간적인 존재를 지배해온 육체를 미련 없이 버리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을 상상하는 동안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이
라는 시간 속에서 그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주
인공은 죽음이야말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이루기 위해 자신 안에 통합되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숭고한 형식임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그 숭고한
작업을 거행하기 위해, 가능한 천천히 그 시간을 경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요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서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용
기나 희생의 숭고한 표시에서가 아니라,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우둔한 형태의 거부 속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 그 거부가 그를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외부의 영향력과 거의 감각 그 자체
에 봉쇄하는 것 같았다. 생의 마지막 끝에 서 있는 그는 이미
영원 속에 있는 제농이었다.
Tout

fluctuait

:

tout

fluctuerait

jusqu'au

dernier

souffle. Et cependant, sa décision était prise : il le

293) Patrick de Rosbo, op. cit.,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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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naissait moins aux signes sublimes du courage et
du sacrifice qu'à on ne sait quelle obtuse forme de
refus qui semblait le fermer comme un bloc aux
influences

du

dehors,

et

presque

à

la

sensation

elle-même. Installé dans sa propre fin, il était déjà
Zénon in aeternum.294)

끊임없이 두려움이 몰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을 감행하기로 결심함으로
써 제농은 이미 영원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제농이 ‘제농’이라
는 이름에 싸여 있는 한 남자의 육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농은 의사이자 연금술사, 철학자로서 생의 마지막 과제를 이행하기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수행해온 인간의
존재와 사후 영원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는 방식이 된다. 제농이 동맥을 절단
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 현실과 죽음 너
머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에 관한 연구가 실행된다. 육체가 파괴되면서 거
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듯 제농은 격렬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는 경련과 불안
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는 현실세계와 죽음 너머의 세계에 정
확히 한 걸음씩 걸친 상태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지와 무관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에 이르게 된 제농은 점차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 놓인다. 그가 도달한 곳은
심연 위의 심연, 어둠의 층 위에 있는 어둠의 층이었다.295) 유르스나르는 제
농이 ‘흑의 단계’를 거쳐 이미 ‘백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한다.296) 제농은
294) ON, p. 827.
295) ON. pp. 832-833.
296) “- Zénon a-t-il atteint à l'œuvre au rouge?
- Je crois qu'il(Zénon) est arrivé à l'œuvre au blanc et à l'œuvre au
rouge sans s'en apercevoir. Il s'est dit qu'il ne dépasserait pas l'œuvre
au noir, la plus difficile de toutes parce que le plus difficile est de
briser nos concepts et de nous séparer de nos illusions et que c'ét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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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현실세계에서의 모든 번민을 끊어내고, 정화된 의식으로 온전히 자유
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밖의 소리가 아직도 그에게
도달하고 있었다. 예전에 성 코스마에서처럼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제 막 땅 위에 검
붉은 핏자국을 발견한 열쇠 책임자의 발소리였다. 만약 조금
전이었더라면, 이 자살 소동이 발각되어 몇 시간 더 억지로 살
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에 임종에 들어선
제농은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불안이 이
미 그쳐 있었다. 그는 자유로왔다. 그에게 온 이 남자는 이제는
단지 친구일 뿐이었다. 제농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반대로 자
기가 구원의 손길을 뻗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어서 보
려했거나 혹은 그런다고 생각했다. 열쇠를 끼워 돌리는 거친
삐걱 소리, 자물쇠가 벗겨지는 소리가 이제 그에게는 오직 저
절로 열려지는 문의 날카로운 삐걱거림으로 들릴 뿐이다. 그리
고 그것이 제농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이다.
Il

ne

voyait

plus,

mais

les

bruits

extérieurs

l'atteignaient encore. Comme naguère à Saint-Cosme,
des pas précipités résonnèrent le long du couloir :
c'était le porte-clef qui venait de remarquer sur le sol
une flaque noirâtre.

Un moment plus tôt, une terreur

eût saisi l'agonisant à l'idée d'être repris et forcé à
déjà un triomphe suffisant pour une vie. Mais à l'époque où il se dit
cela, il est déjà dans cette période de purification et de service qui
constitue l'œuvre au blanc. (Patrick de Rosbo, op. cit.,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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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re et à mourir quelques heures de plus. Mais toute
angoisse avait cessé : il était libre ; cet homme qui
venait à lui ne pouvait être qu'un ami. Il fit ou crut
faire un effort pour se lever, sans bien savoir s'il était
secouru ou si au contraire il portait secours. Le
grincement des clefs tournées et des verrous repoussés
ne fut plus pour lui qu'un bruit suraigu de porte qui
s'ouvre. Et

c'est

aussi loin qu'on

peut aller dans la

fin de Zénon.297)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어렴풋한 의식 속에 제농이 듣는 소리가 정확히 무엇
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복도
를 걸어오는 감시원이 지닌 감옥의 열쇠소리일 수 있다. 유르스나르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문’이라고 표현한다. 형이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영원을 향한 열림을 의미하며 제농의 개인적인 ‘나’를 넘어
서 우주적인 ‘나’로 향하는 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작가의 말을 인용하자
면, 이것은 “제농이 더 이상 꼭 제농이 되지 않을 세계를 향해 열린 문, 즉
보편성으로 돌아가는 ‘쉽지 않은 통로’”298)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흑의 작업』의 마지막 연금술사의 작업, 제농의 자살을 통해 유르스나르가 보
여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영원한 불변의 존재로 회복한다는 정신을 바탕으
로, 시간성에서 완전히 탈피한 존재가 되어 정신의 해방을 구하는 길, 즉 보
편성으로의 회귀이다.

297) ON, p. 833.
298) “C'est une porte qui s'ouvre, mais nous ne savons pas sur quoi.
Peut-être sur un monde où Zénon ne serait peut-être plus
nécessairement Zénon, et où il ne se souviendrait même plus - ou du
moins plus longtemps - de l'avoir été. Un retour à l'universel. Disons
plutôt un passage, qui n'est pas facile.” (YO,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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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과의 합일에서 우주적 존재로 : 『암흑의 남자』

미셸 베르제Michèle Berger299)는 『렘브란트에 따르면』에 나타난 나타나엘
의 모습을 보면서 두 인물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했는데, 이 초기작에서 나타
나엘은 언어활동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들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300) 반면에 『암흑의 남자』에서 주인공은 눈에 띌 정도로 불편한 육
체적인 장애는 없지만, 그 역시 진정한 대화 상대자를 찾지 못한다. 두 작품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의 성향은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동
시에 ‘알 길 없는’ 주인공의 성격은 ‘obscur’라는 단어를 통해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301) 특히 『암흑의 남자』의 경우, 주인공이 ‘현재-여기’로 대변되는 문
명세계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자연에서 편안함과 친숙함을 찾는 인물로 묘사되
는 점, 홀로 ‘잃어버린 섬’에 살아남았다가 되돌아온 점, 아무도 주목하지 않
은 그의 사망 소식은 ‘obscur’가 가진 다양한 의미로 주인공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나타나엘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이
다. 여기에서 ‘자연’은 크게 ‘잃어버린 섬’과 ‘프리존느 섬’ 두 공간으로 나타
난다. 이 두 장소는 자연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의 것이지만, 입문의례 차원에
서 볼 때 완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섬’은 시작의 공간이고
배움의 공간이며 인식 전환의 공간이다. ‘프리존느 섬’은 마지막 단계의 공간
으로서, 나타나엘이 수행해야 할 시련의 공간인 동시에 영원에 진입하는 수행
299) Michel Berger, “Nathanaël et Valentine : la verticalité”,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Acte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erife (Espagne) novembre 1993, textes édités par María José
Vázquez de Parga et Rémy Poignault, S.I.E.Y., Tours, 1994, pp.
167-168.
300) 주인공 나타나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자는 오직 한 사람, 프랑쿠스 루위
Francus Leuwee 교수로, 차후 레오 벨몽트의 전신격이라고 할 만한 인물뿐이
다.
301) 형용사 ‘obscur’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어둠의’라는 뜻 외에 ‘난해한’, ‘수수께끼
의’ 혹은 ‘익명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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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이다. 우리는 각각의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엘이 자연을 통해 변화하
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잃어버린 섬’ : 문명에서 벗어난 자연의 시간

『암흑의 남자』가 이전의 작품에 비하여 독특한 점은 ‘무시간성’이다.

『흑의

작업』에서 제농이 ‘심연’으로, 더 깊은 어둠을 향하며 존재의 본질을 찾으려
했다면, 『암흑의 남자』에서 우연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나타나엘의 여행은 처
음부터 주인공을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되돌리는 근원의 세계로 향하게 한다.
본고에서 작품 제목인 ‘Un homme obscur’을 ‘암흑의 남자’로 해석한 배경
또한 나타나엘의 삶을 제농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흐름에서
정하게 되었다.302) 즉 여기에서 두 작품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검은’,
어둠의 색이다. 검은 색은 연금술과 관련하여 모든 물질들을 원초적인 상태로
환원하는 부패, 분리, 용해의 작업인 바, 어둠은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을 무화
시키고 모든 것을 자연 본연의 힘으로 이끄는 기적 같은 힘과 연관이 있다.
『암흑의 남자』에서 이러한 특성은 ‘잃어버린 섬’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잃
어버린 섬’은 문명사회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끼는 이상적인 공간
이다. 시간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하드리아누스와 제농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302) 앞에서, 유르스나르가 이 작품의 제목을 ‘Nathanaël’에서 ‘Un homme obscur’
로 변경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형용사 ‘obscur’의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
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암흑의 남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주인공 나타나엘의 성향만을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나
‘겸허한’, 혹은 ‘알 길 없는’, ‘수수께끼처럼 난해한’의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obscur’의 일차적인 의미가 불투명한 ‘어둠’을 바탕
으로 하는 만큼, 어둠을 강조하는 색의 형용사가 나타나엘의 삶과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암흑의’라는 표현을 선택
하게 되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이 작품은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작품
제목의 경우 “수수께끼 사나이”, “은자(隱者)”라고 해석된 경우를 찾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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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와 같은 무시간적인 공간에 도달하는 것과 달리, 나
타나엘은 우발적인 사건과 우연에 의해 이러한 공간에 도달한다. 작품 속에서
‘잃어버린 섬’이 차지하는 상징성은 상당하다. 비록 주인공이 의도적으로 계획
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잃어버린 섬’에 가는 것이 주인공의 임무인 것처럼,
‘잃어버린 섬’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구별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잃어버린 섬’은 주인공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며 작품구성상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섬’의 상징적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문명의 세계’에서
벗어난 공간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섬의 묘사를 살펴보면,
“그곳은 최근에야 지도에 표기된 곳”303)으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공간
이면서 모두가 탐을 내는 신비한 장소로 소개된다.304) 비록 우연히 이곳에 도
착하게 되었지만, 이처럼 ‘문명에서 벗어난’ 공간에 다다르는 것은 결국 나타
나엘이 물리적인 시간의식이 지배하는 현실로부터 이탈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섬’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연과
우주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잃어버린 섬’은 문명의 세계, 특
히 역사적인 시간의식과 대립되는 동시에, 고정된 시간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초-시간’ 혹은 ‘무시간성’의 특징을 강조하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이처럼 ‘잃
어버린 섬’은 문명에 길들여진 모든 것을 거부하는 공간, “위험한 섬”으로 나
타난다.305) 영국 군함은 풍랑 속에서 난파하고 오직 나타나엘만이 섬에 받아

303) “L’île dont il s’agissait n’était marquée que depuis peu sur les cartes.”
(HO, p. 951.)
304) HO, p. 955.
305) “Pendant plusieurs jours, il fit gros temps ; le capitaine craignait les
marées énormes qui déferlent sur cette côte durant l’équinoxe. Il
venait de donner ordre de faire demi-tour, quand une saute de vent
les jeta sur l’île dangereuse qu’ils cherchaient. Le vaisseau coincé
entre des rocs n’avait pas souffert de grandes avaries, mais la
bourrasque redoubla à marée montante ; de fortes lames soulevèrent
la coque et la laissèrent en porte à faux. Les vertèbres de bois
craquaient.” (HO, p.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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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왕포는 어떻게 구원
되었는가』에서의 한 장면을 상기시킨다.306) 황제의 강요에 따라 왕포가 미완
성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그림을 물로 가득 채우자 황제와 신하들은 실제
상황처럼 모두 물에 잠기고, 왕포와 링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작
품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의식이 지배하는 현실세계가
전복됨과 동시에 삶과 죽음의 의미가 교차된다는 점이다.307) 다시 말해서 ‘잃
어버린 섬’은 삶과 죽음의 교차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나타나엘은 거의 마른 바위에 기어오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갔다. 그는 판자 끝을 움켜잡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후에, 되밀려온 파도가 기절한 그를 작은 모
래 포 깊이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짚을 넣은 매트 위에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데워서 그 옆에
갖다 놓은 두 세 개의 큰 돌 사이에서 그는 정신이 들었다.
(…) 그는 선원들 가운데 자신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
을 곧 알게 되었다.
Nathanaël réussit à escalader une roche à peu près à
sec,

mais

une

vague

plus

haute

l’emporta.

Il

se

souvenait d’avoir agrippé un bout de planche. Plus
tard, il sut que le ressac l’avait déposé évanoui au
fond d’une petite crique de sable.
Il revint à soi sur une paillasse, entre deux ou trois
grosses pierres qu’on avait fait chauffer et mises près
de lui pour qu’elles lui communiquassent leur chaleur.
306) Marguerite Yourcenar, Comment Wang-Fô fut sauvé, p. 1180.
307) 특히 죽었던 링이 목에 붉은 스카프를 매고 다시 살아 돌아온 점은 이 작품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가 교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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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sut

bientôt

qu’il

était

seul

survivant

de

l’équipage.308)

나타나엘이 풍랑에서 “홀로 살아남아” ‘잃어버린 섬’에 떠밀려가는 장면은
그가 일종의 입문의식을 거쳐 무시간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
는 ‘잃어버린 섬’에 있는 돌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깨어나는데, 이 장면은 마
치 문명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던 나타나엘이 다시 자연의 세계로, 본연의 존
재로 돌아온 것 같은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잃어버린
섬’에서 깨어난 혹은 되살아난 나타나엘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공포스
러웠던 당시의 기억도 쉽게 털어내며 새로운 공간에 쉽게 적응한다.309) 그는
처음 만난 그 공간의 작은 돌 하나, 식물, 동물, 숲을 이루는 자연의 모든 것
들을 친구처럼 여긴다. 그는 처음부터 자연을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앞선 두 작품의 여행자 주인공들과는 차
별화된 나타나엘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파악된다. 앞선 두 주인공들, 특히
제농의 경우,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시련을 거쳐야 했다면,
나타나엘은 천성적으로 모든 타자를 대등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타자의 범주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까지 나아간
만큼, 나타나엘은 인간들의 사회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
이다.
한편으로 ‘잃어버린 섬’은 나타나엘이 그린비치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 섬은 나타나엘에게 자연의 순환적인 리
듬을 알려주고 영원성을 되찾게 하는 이상화된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반영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엘의 여행은 하드리아누스와 제

308) HO, p. 954.
309) “Il était si las qu’il se rendormit. Mais sa constitution était bonne. Au
bout de quelques jours, ils ne se ressentait presque plus de sa
mésaventure.” (HO, p. 954.)

- 174 -

농의 경우와는 다르다. 존재의 초월성과 지향성의 대상이 주인공의 경험에 앞
서 미리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인공이 죽
음을 수용하고 동시에 죽음을 지향하는 성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에 앞서 먼저, ‘잃어버린 섬’에서 나타나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일깨우
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우선 ‘숲’에 주목할 수 있다. 숲은 그에게 평
화로운 치유의 공간이자 성스러운 공간으로 나타난다. 미셸 베르제가 지적했
던 것처럼 나타나엘에게 실질적인 대화 상대자가 없다고 할 때, 그가 유일하
게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잃어버린 섬’의 숲이다. 마리아 조제 바즈
케 드 파르가가 지적한 것처럼 잃어버린 섬에서 나타나엘은 “대지를 보고, 느
끼고, 대지가 그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310) 그는 우연히 도달하게 된 섬
에서 대지와의 접촉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고 소박한 섬 생활에 합류한다. 특
히 그는 숲에서 동물들과 일종의 유대관계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나타나엘과 동물들과의 관계는 마치 비밀 약속과 같은 것으로 소개된
다.

마치 동물과 그 사이에 조약이 있었던 것처럼 그(나타나엘)는
이 만남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숲 속의 빈 터
에서 만난 여우에 대해도 말하지 않았다. 여우는 마치 개처럼
귀를 세우고서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친구처럼 호기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뱀을 보았지만, 노인이 ‘해충같은 것’이
라고 부르는 것을 죽이려고 할까 봐 숲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지켰다. 소년은 마찬가지로 나무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나무가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방어하거나 도망칠 수도 없
고, 보잘 것 없는 나무꾼의 도끼에 내맡겨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가 이러한 감정을 털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10) “Il[Nathanaël] vit la terre, il ressent la terre, il accepte ce que la terre
lui donne.” (Mariá José Vázquez de Parga, op. cit.,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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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푸와에게조차.
Il ne parla à personne de cette rencontre, comme s'il
y avait eu entre l'animal et lui un pacte. Il ne parla
pas

non

clairière,

plus
qui

amicale, sans

du
le

renardeau

regarda

bouger, les

avec

rencontré
une

oreilles

dans

curiosité

une
quasi

dressées comme

celles d'un chien. Il garda le secret de la partie du bois
où il avait vu des couleuvres, de peur que le vieux
s'avisât de tuer ce qu'il appelait «cette varmine». Le
garçon chérissait de même les arbres ; il les plaignait,
si

grands

et

si

majestueux

qu'ils

fussent,

d'être

incapables de fuir ou de se défendre, livrés à la hache
du plus chétif bûcheron. Il n'avait personne à qui
confier ces sentiments-là, pas même Foy.311)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타나엘이 관심을 기울이는 타자의 범주,
타자의 의미이다. 나타나엘에게 ‘타자’는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 자연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르스나르는 나타나엘을 통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나타나엘은 단지 연약한 소년이 아니라 예민한
감성을 가진 순수한 인물이며, 자연과 생명체들이 던지는 우주의 메시지를 수
신하고 이해하는 인물이다. 나타나엘의 ‘연약함’은 그가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감성’으로 인해 ‘직관에 따른
이해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배경을 설명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숲은 나타나엘이 타자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공

311) HO, p.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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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도 하다. 마리아 조제 바즈게 드 파르가는 나타나엘이 “타인의 고통을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랑”312)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가 숲에서 자연의 생명체들과 맺
은 일종의 유대관계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하드리아누스나 제농에게서
는 찾아보기 어려운, 나타나엘만의 독특한 성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주인공들 역시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을 자연과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
해가지만, 나타나엘처럼 처음부터 소통의 대상을 자연에서 찾지는 않기 때문
이다.
숲과 더불어 나타나엘에게 깨우침을 주는 인물은 그의 아내 푸와Foy이다.
푸와는 말이 거의 없고, 몸이 아파도 들에 나가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로 묘
사된다. 그녀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이 아니라 자연에 귀속된 인물인 것이
다. 실제로 그가 푸와와 결혼한 데에는 성적(性的)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그는 섬에 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망인인 푸와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네트와의 사랑이 어느 정도 목가적이었다면, 푸와와의 결혼은 마
치 ‘잃어버린 섬’에 입문하는 방법처럼 보인다. 푸와는 나타나엘과 결혼한 후
어린 남편에게 곡식짚단을 묶는 법이며 건초더미를 만드는 법, 경작을 하는
법, 대지와 풀들 사이에서 일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어머니 같은 아내
다.

그녀(푸와)는 어린 남편에게 어떻게 짚단을 엮는지 그리고 맷
돌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여기
저기 땅에 박혀서 경작에 방해가 되는 큰 돌들을 뽑았다.
Elle[Foy] montra à son jeune mari comment lier les
javelles et construire les meules ; elle arrachait avec
lui du sol les grosses pierres qui pointaient partout,

312) Mariá José Vázquez de Parga, op. cit.,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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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ênant la culture.313)

푸와가 나타나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한 배움은 자연에서 태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보고 익숙해
지는 것, 생사를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된
다. 그녀가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반복하는 노동은 그녀에게 그녀의 이
름만큼이나 믿음과 성실의 이미지를 부여한다.314)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 역시 자연에 귀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녀는 시월 초에 아주 빨리, 거의 고통 없이 떠났다. 여름에
그을린 숲이 붉은빛, 보랏빛, 혹은 금처럼 노란 덩어리를 이루
는 시기였다. 나타나엘은 런던 교회에서 휘장을 늘어뜨린 여왕
들의 장례도 그녀의 장례보다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
인은 땅을 파면서 슬픔에 잠긴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일하던
중에, 땅속의 굴에 있다가 방해받은 두더지 한 마리를 보고는
그는 잔인하게 삽으로 두 동강을 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
만 나타나엘에게는 푸와의 기억과 죽은 작은 짐승의 기억이 영
원히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Elle passa pourtant très vite et presque sans peine au
début d'octobre. C'était le moment où les forêts grillées
par l'été formaient des masses rouges, violacées, ou
jaunes comme l'or. Nathanaël se disait que les reines
pour lesquelles on drape dans les églises de Londres
avaient des obsèques moins belles que celles-là. Le
vieux s'était distrait de son chagrin en creusant la
313) HO, p. 958.
314) 그녀의 이름이 발음상 ‘믿음foi’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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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e : au cours de son travail, il aperçut une taupe
dérangée

dans

son

gîte

souterrain

et

la

coupa

sauvagement en deux d'un coup de pelle. Sans que
Nathanaël sût pourquoi, la mémoire de Foy et celle de
cette bestiole assassinée restèrent à jamais liées l'une à
l'autre.315)

이 에피소드는 푸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 ‘연결’된 죽음임
을 알려주는 상징성을 갖는다. 두더지와 푸와의 기억이 연결된 것은, 그가 푸
와의 죽음을 직선적인 시간의식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
타나엘은 푸와의 죽음을 통해 현실적인 시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순환하는 시
간의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푸와의 죽음을 통해 그는 인간의 죽음
이 대지로 돌아가 다른 존재로, 자연으로, 우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푸와가 죽은 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 세상이 붉은빛, 보랏빛, 그
리고 특히 ‘금빛처럼 노란’ 색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와의 죽음은 이와 같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채롭게 변화하고 생성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푸와 덕분에 나타나엘은 자연의 성스러움과 우주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푸와는 나타나엘을 품은 어머니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푸와가 가진 여성적 요소를 통하여, 즉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나타
나엘은 자신의 부분성을 전체에로 확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푸와의 죽음을 통
해 나타나엘이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에서 푸와의 여성적 요소는 나타나엘
이 전체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그녀
의 병이 옮은 것처럼, 나타나엘은 ‘잃어버린 섬’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간
후 기침을 시작하고, 이후 폐병이 심해져 사람들과 격리된 곳으로 요양을 가

315) HO, p.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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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푸와는 나타나엘에게 우주적 어머니의 의미를,
죽음에서 탄생을, 존재들의 연결을 알려주는 레미니선스라고 볼 수 있다.

3-2. 프리존느 섬 : 소멸의 공간

『암흑의 남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은 ‘프리존느 섬’이다. 이곳은 나타
나엘이 생의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공간이자 작품의 모두(冒頭)를 여는 공간이
다. 두 공간 모두 문명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잃어버
린 섬’과 ‘프리존느 섬’은 한편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
리존느 섬은 자연의 변화가 다채로운 공간이 아니며 자연의 이치와 행복을 알
려주는 공간도 아니다. 그곳은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홀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공간이다. ‘잃어버린 섬’이 자연의 순환하는 원리를 풍요로운
생명력과 연계하는 공간이며, 모든 존재들의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죽음으로부터 다른 존재로의 부활을 일깨웠다면, 프리존느 섬은 존재의 의미
를 ‘혼자’가 되는 것에서 찾게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주인공이 이동
한 장소 중 가장 외롭고 텅 빈 쓸쓸한 공간,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나타
나엘이 끊임없이 껴안기와 버리기의 작업을 하며 타인들의 세계에 속하려고
했던 만큼, 그가 프리존느 섬에 동화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리아 조제 바즈케 드 파르가가 지적한 것처럼 나타나
엘의 병을 연금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연금술의 관점에서 볼 때, 병은 죽음으로 이끌어 부활하고 새
로운 삶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서 ‘초인간’으
로 변환되기 위해 그가 경험한 것이다. 나타나엘은 세상과 멀
어지는 것을 사회에서의 격리, 섬에서 겪는 고립의 증거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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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신참자나 샤만이 통과하는 시련의 기
간을 그는 재생되어 다시 통과한다. 나타나엘의 불행은 병든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더불어 입문의례에서 겪는 고통이다.
Du point de vue de l'alchimie, la maladie la conduit à
la mort pour atteindre la résurrection et la nouvelle
vie. C'est son expérience pour renaître et se convertir
en

‘surhomme’.

Nathanaël

souffre,

avec

son

éloignement du monde, la preuve de la ‘ségrégation’ de
la communauté, de l'isolement sur l'île. C'est la période
d'épreuve du néophyte ou du chaman, d'où il ressort
regénéré.

Les

malheurs

de

Nathanaël,

avec

les

tourments de son corps malade, sont les tortures de
l'initiation.316)

그녀는 “나타나엘의 몸을 수척하게 만드는 병이 그가 섬에서 대지와 사물의
일부가 되도록 밀어낸다”고 설명하면서 “병은 나타나엘의 흑의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과 이별한 후 느끼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
나 ‘혼자’가 되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마지막 작업에 비교할 만하다. 특히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새들의 흔적만 있는, 황량한 고독의 공간에서 죽음을 맞는 나타나엘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처음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난 프랑스 사제의 죽음을 연상
하게 한다. 오랫동안 그의 꿈에서 자신의 얼굴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사제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엘의 마지막 상황과 맞물리게 되는 것은 나타나엘의 여
행이 결코 우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필연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
이기도 하다.

316) Mariá José Vázquez de Parga, op. cit.,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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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느 섬에서 주인공은 현실적인 시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현실과 환상
의 경계에 위치하게 된다. 나타나엘은 마지막 순간이 오자, 프리존느 섬에서
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섬의 내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공기에, 밤
에, 우주에, 그가 풀과 축축한 대지에 틀어박힌 것처럼 몸을 섞기 위해 옷을
벗는다. 이것은 나타나엘이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선박으로 숨어들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엘은 여행의 종착지로 자연의 품,
보다 구체적으로는 풀을 제시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풀은 바람에 날려 어디든
떨어져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유동성 그리고 수동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풀과 하나가 되는 나타나엘의 마지막 모습은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서 끝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입문처럼 묘사된다.317)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지우면서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318) 우리들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시간의 개
념에 비추어볼 때 각각의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고 짧은 시간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시간은 영원의 일부를 이룰 뿐이다. 세
르주 메팅제는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나타나엘의 죽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최상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평가한다.

나타나엘의 죽음은 세상과의 “생태학적”인 일치이다. 그것은
결코 상실이 아닌 저버림의 최후의 단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죽음 속에서 경계를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
든 것이 동일한 흐름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인간은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연과 동일하다. ‘나’라고 불
리는 것은 옆에서 혹은 아주 먼 다른 곳에서 절대적인 동시에
일시적인 다른 개체들을 낳기 위해, 모래위의 형상처럼 지워진
317) “Il reposa la tête sur un bourrelet herbu et se cala comme pour
dormir.” (HO, p. 1042.)
318) HO, p.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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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나는 곧 자연(곧 신?).
Sa mort(La mort de Nathanaël) est une communion
"écologique" avec le monde. Elle représente le stade
ultime de son délaissement qui ne fut jamais une
dépossession : au cœur de cette mort l'on ne saurait
arrêter de frontière car tout semble pris dans le même
flux, l'homme qui meurt est de plain avec la nature qui
vit, meurt et renaît. Ce qui fut appelé Moi s'efface
comme une figure sur le sable pour donner naissance,
tout à côté ou bien très loin ailleurs, à d'autres
individus à la fois absolus et précaires : Ego sive
Natura (sive Deus?).319)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소멸하는 자연 현상처럼, 인간의 삶도 우주의 차원에
서 보았을 때 끊임없이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무한한 재탄생 과정을 겪는
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드리아누스의 명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20) 시간의
개념을 영원의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작가는 인간 존재의 삶을 개인에서 ‘우
리’의 삶으로 확장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거대한 하나의 우주에서 통합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영원을 믿기에 죽음과 친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사
상은 미시마의 사상과 닮아 있다.321)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된 일체의 세계
를 이룬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작가는 이러한 믿음의 토대를 윤회론을 비롯
한 동양사상에서 빚지고 있는 것이다.

319) Serge Meitinger, op. cit., pp. 166-167.
320) MH, p. 384.
321) Marguerite Yourcenar, Mishima ou la vision du Vide, p. 261,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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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의 비전과 초월

『암흑의 남자』는 우연과 수동성으로 시작한 주인공의 여행이 결국 필연으로
귀결되면서 동양의 윤회론을 끌어오고 있다. 유르스나르가 에세이에서 정리한
것을 따르자면, 윤회론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먼저 힌두
교에서는 개인의 한 가운데에 존재의 실체가 있으며,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개인성’은 마치 옷처럼 해어지고 벗겨질 수 있다고 한다.322) 불교
에서는 존재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이행하는 환생의 개념이 보다 정련되어 있다. 이러한 환생은 개인을 관통하여
이행하면서 일시적으로만 머물러 있지만, 항구적인 실체의 에네르기가 완전히
‘무화되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323) 즉 영원불
변한 실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삶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곧 존재간의 이행으
로 이어지며, 이러한 이행의 끝은 완전한 ‘무(無)’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현실세계에서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은 결국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시적이고 덧없는 개인의 삶을 벗고 완전한 공에 이르는
것이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길임을 알려준다.
『암흑의 남자』에서는 삶의 유동성과 반복적인 순환의 흐름,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과의 만남과 죽음의 이미지가 윤회론과 맞물려 작가의 평생의 관심사인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322) “Même l’hindouisme, qui place pourtant au centre de chaque individu
la réalité de l’Être, insiste sur la formule : « Le Seigneur seul
transmigre », et du même coup l’individualité à laquelle nous tenons
tant s’éraille comme un vêtement.” (Marguerite Yourcenar, Mishima ou
la vision du Vide, p. 229.)
323) “Avec le bouddhisme, qui nie ou ignore l’être, et ne constate que le
passage, la notion de réincarnation se subtilise plus encore. Si tout est
passage, les éléments transitoirement subsistants ne sont plus guère
que des forces ayant, pour ainsi dire, traversé l’individu, et qui, par
une loi semblable en gros à celle de la conservation de l’énergie,
subsistent, au moins jusqu’à ce que l’énergie elle-même se soit
néantisé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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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엘의 삶에는 하드리아누스나 제농의 삶에서보다 동양사상이 더 심화되
어 나타나 있다. 실제로 유르스나르는 노년에 이르면서 점차 일본문학과 인도
문학 그리고 불교 및 도교, 노장 사상에 심취했는데, 그녀가 수정을 가하여
1982년에 완성한 『암흑의 남자』에서는 동양사상이 더욱 부각되어 있다. 특히
나타나엘의 생에 나타난 공(空)의 이미지는 유르스나르가 미시마 유키오324)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불교의 공과 유사하다. 마누엘라 레데스마
Manuela Ledesma325)는 유르스나르의 에세이 『미시마 혹은 공의 비전』이
『암흑의 남자』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라고 단언하는데, 이 에세이에서
유르스나르는 미시마의 작품에 나타난 윤회의 개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녀는 『가면의 고백』과 『풍요의 바다』326)와 같은 초기작품들 사이에 삽입된 특
324) 미시마 유키오(1925 -1970)는 일본의 우익작가이자 극작가로서 히라오카 기미타
케가 본명이다. 미시마는 중학교 시절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교내외 잡지
에 단편소설과 시를 발표했지만 정식으로 일본문단에 데뷔한 것은 1946년, 스물
한 살의 나이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추천을 받아 『담배』를 발표하면서였다.
1949년 9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 및 이상성욕을 노골적으로 다룬 『가면의 고
백』을 발표하여 작가로서 이름을 얻었다. 그 후 『사랑의 목마름』, 『푸른 시절』,
『금색』 등을 발표하며 20대 중반의 나이에 인기작가로서 일본 문단에 확고한 지
위를 구축했다. 30대에 접어든 미시마는 1956년 1월부터 10월까지 종합문예지
『신초』에 『금각사』를 연재, 스타 작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허호,
“美를 질투한 남자들 : 『금각사』와 『하얀 사람』”, 『외국문학연구』 제30호, 2008,
pp. 133-160을 참고.)
325) 1980년 무렵, 유르스나르는 나타나엘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으며, 일본작
가에 대한 에세이 『미시마 혹은 공의 비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Manuela
Ledesma, “Quelques images du vide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Marguerite Yourcenar ： Écriture, réécriture, traduction.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e Tours (20-22 novembre 1997), textes
réunis par Rémy Poignault et Jean-Pierre Castellani, Tours, S.I.E.Y.,
avril 2000., pp. 173-174을 참고.)
326) cf. 미시마의 문학사적 도정에 있어서 불교적 색채가 드러난 작품으로는 1947년
『가루왕자와 소토리공주』, 1956년 『금각사』와 『풍요의 바다』를 들 수 있다. 『가
루왕자와 소토리 공주』는 불교의 윤회를, 중기 작품인 『금각사』에서는 남천참묘
라는 공안(公案)으로 대표되는 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풍요의 바다』는 『하마
마쓰추나곤모노가타리』를 근거로 한 꿈과 윤회의 이야기로, 그 제목은 달에 있는
바다의 하나인 라틴명 Mare Foecunditatis의 일본어역이라고 한다. 『풍요의 바
다』는 불교의 윤회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권마다 주인공이 바뀐다. 주인
공들은 제 1권 『봄눈』은 마쓰가에 후작의 아들 기요아키, 제2권 『분마』는 이누
마 이사오, 제 3권 『새벽 절』은 태국의 공주 진장, 제 4권 『천인오쇠』는 고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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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들을 다루면서, 특히 『풍요의 바다』 작품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윤회의 개
념을 작품의 매력적인 미덕이라고 평가했다.327) 특히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시마의 “죽음에 관한 감식안”328)은 유르스나르가 지향하는 ‘공’에 이르
는 길을 풍요롭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
유르스나르가 미시마의 작품에서 수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윤회론과 완전한
‘무’에 이르는 길을 주목했다면, 유르스나르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보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존재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인연을 반복한다. 늘 타인
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것처럼, 나타나엘은 자신이 만난 수많은 존재들의
삶과 고통을 모두 감내하면서 축적한다. 그들의 기억은 그의 몸에 겹겹이 축
적되고 육화되어 그와 총체를 이루는 것이다. 나타나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서 예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타나엘이 성서의 그리스도를 그
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범한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며 타고난
선의로 인류애를 실천하는 ‘초인간’임에 틀림없다. 특히 프리존느 섬으로 이동
하면서 사라이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나타나엘의 모습은 타인
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구원하려는 의지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스나가 도루로서 모두 환생한 인물들이다. 『풍요의 바다』는 미시마의 불교적 색
채가 드러난 작품 중 하나로, 윤회와 선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승불교의 유식론
(唯識論)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식론은 마음의 본체인 식
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實在)도 없음을 이르는 철학적 개념이다. 유식론은 식
(識)vijñapti 이외의 존재를 부정하는 식일원론 내지 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유심론이다. 특히 불교에서는 ‘식’이 ‘의식에 의해 파악된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로 일찍부터 사용되었으며, 미륵의 여러 논서에서도 표상 일반을 가리킨다.
식은 아뢰야식의 연기 내지 전변에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표상활동을 나타낸다.
유가행파에서는 식의 진정한 존재방식을 궁극적으로 “無의 有”라고 규정한다.
(허호, “美를 질투한 남자들 : 『금각사』와『하얀 사람』”, 『외국문학연구』제30호,
2008, pp.133-160. ; 심재민, “미시마 유키오의『봄눈』론-주제와 유식론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제 23권, 2007. pp. 419-437. ; 배의용, “유
식론과 현상학에서의 식의 존재 문제”, 『철학․사상․문화』 Vol. 6. 동국대학교 동
서사상 연구소, 2008을 참고.)
327) Marguerite Yourcenar, Mishima ou la vision du vide, p. 228.
328) “goût de la mort”, (Ibid.,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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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엘이 완전히 정화되는 길은, 그가 죽음을 통해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것이다. ‘완전한 소멸’, 이것은 나타나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유르스나르가 그려낸 대부분의 인물들이 죽음을 통해 깊
은 평온함을 찾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면, 나타나엘
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무’의 세계에 젖어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나타나엘이 홀로, 죽음의 사슬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보편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마리아 조제 바즈케 드 파르
가의 견해와도 부합된다.329) 달리 말하면, 『암흑의 남자』에서 죽음은 처음부
터 주인공의 생을 이끌고 결국에는 삶에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
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엘을 ‘거의 불모지와 같은’ 황폐한 프리존느
섬으로 연결해 준 마지막 사람이 죽음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메브루 클라라
Mévrouw Clara330)인 사실은 흥미로운 연결고리이다.

나타나엘의 죽음은 세상과 일체를 이룸과 동시에, 자기소멸을 통해 공의 깨
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가르침과 닮아있다. 프리존느 섬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
고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감응하며, 섬의 내부에서 풀잎에 머리를 박고 웅크
린 채 나타나엘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은 영원
에 이르기 위해 연금술을 수행하는 제농과는 다른 유형의 삶을 보여주고 있
다. 나타나엘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존
재의 실체가 ‘공vide’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들이 그 속에서 하나
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타나엘이 죽음을 통해 보여준
자기 소멸은 ‘무(無)의 유(有)’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보면, 나타나엘이 따르려고 하는 ‘공’의 이미지는 서양의 에크하르트, 니
329) Mariá José Vázquez de Parga, op. cit., p. 299.
330) 나타나엘은 메브루 클라라와 처음 마주하면서 ‘죽음’의 여신과 직접 대면한 듯한
상상을 한다. 그녀는 나타나엘을 반 헤르조그의 저택으로 인도하고, 다시 프리존
느의 섬으로 이동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하며, 마치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후면에서 그가 갈 길을 조정하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 (HO, p.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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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철학과 불교, 도교, 그리고 일본의 노Nô에서의 ‘공’사상에 빚지고 있다.
불교가 자아 성찰을 통한 깨달음과 이를 통한 자기 구제의 종교라 할 수 있
다면, 나타나엘의 죽음은 이러한 성찰을 실현한 경우에 속한다. 현실 문명의
세상으로부터 이탈하여 완전한 고독에 이르러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며, 수많은 우연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본
래 모습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나타나엘은 섬, 대지, 그리고 자연에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고 스스로 완전히 소멸에 이르는 동시에 영원히 세상에 연결
된다고 깨닫는다. 이처럼 프리존느 섬에서 그는 대지의 가장 깊은 속으로 들
어가는 동시에 위치를 전복시켜 스스로 자연과 하나를 이루는 거대한 존재로
거듭난다. 나타나엘은 소멸을 통해 어머니와의 완전한 결합을 성취하는 것이
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재하는 실체 그
대로를 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유르스나르는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작업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작
업을 동시에 제기하며 이것의 일체화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소우주
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세상 원리를 깨닫는다. 유르스나르
의 주인공들은 신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지만 인간이 고통받는 세상으
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찾는 것은 절대적인 신에 의해 주어지지 않으며 자신을
통해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인
나타나엘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그는 여행을 하면서 신과 구원에 대해 의
문을 갖기 시작하며 자신과 세상의 실체가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받
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카르마에서 비롯되는 윤회론과 유식론은 나타나엘의 삶에 나타난 헛된
꿈과 그것의 소멸에 잘 적용된다. 대승불교의 입문서에 해당하는 반야심경에
서는 인간을 망아, 소아, 가아에 끌려 진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 세상을 꿈
속에서 속아 살다 가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세계에서 타자와 관계하는 모
든 생활을 ‘헛된 꿈’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모든 인연을 단절하는 나타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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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나를 발견하는 붓다의 형상이다. 즉 나타나엘의 자기소멸은 붓다라는 현
자이자 지자(智者)에 도달하는 길이며, 스스로 구원하는 영적 상승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유르스나르가 말하고자 하는 ‘공’이란 현실의 나와 관련된
모든 인연을 버리면서 고통 받는 허무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르스나르의 공
이란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에 근거를 둔다. 그녀의 소설에서 ‘공’이 실현되는
주인공의 죽음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성스러움의 순간이며, 현실에서 영원
의 세계로 진입하는 초월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르스나르의 소설에 나타난 지향성을 중심으로 여행자 주
인공은 ‘나’의 인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세계와 ‘나’의 관계 회복, 더 나아
가 세계 지평의 이해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세계, 개인에서 보
편으로 이어지는 연대는 다시 말하자면 서로 무관한 관계이거나 서로 대립된
존재들이 온전히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수
용함으로써 개체들이 겪는 단절되고 허무한 죽음을 영원으로 구원하는 신적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르스나르는 소설에
서 범세계주의적인 동시에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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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유르스나르 연구가들은 대부분 ‘나’와 세계의 연대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유르스나르가 지향하는 지평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331) 여행
자 주인공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연대기적 시간에 얽
매이지 않고 ‘무시간성 혹은 초시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성이
획득된다는 것이다. 유르스나르에게 ‘보편성’이란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모든
억압적인 상태를 근원적으로 벗어나고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개념의 입문의례적 성향과 성장소설의 경
향을 넘어선다. 작가는 여행자 주인공들을 통해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찾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성찰하도록 유도한다. 작가는
이러한 특성을 ‘초월성’ 혹은 ‘내재성’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332) 간단히
요약하면, 유르스나르의 소설 속 여행자 주인공의 삶의 여정은 ‘나’와 ‘세계’
의 공존을 위한 탐색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하이데거적인 맥
락에서 존재의 의미를 연상케 한다. 현존재는 지향성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331) 유르스나르의 보편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1994년 S.I.E.Y.에서 출간한 논문집
L’Universalit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 기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참고했다. (cf.
Kaija Andersson, “M. Yourcenar ou le don de l’universalité”, Claude
Benoit, “Le personnage yourcenarien : de l’individu à l’universel”, C.
Frederick Farrell, Jr. et Edith R. Farrell, “l’Être et l’Univers”, Maurice
Delcroix, “M. Yourcenar et la tenataion de l’universel”, Michel Berger,
“Nathanaël et Valentine”, Wim Bots “Marguerite Yourcenar ou
l’universalité du renouvellement cyclique”.)
332) Lettre à Georges Frameries du 30 octobre 1977 (Fonds Marguerite
Yourcenar : Houghton Library, Université de Harvard, Boston, U.S.A.,
noté ci-après H.L) (Michèl Goslar, “Essai de définition du rapport de
Marguerite Yourcenar au sacré à travers son œuvre”, Le sacré dans
l’œuvre de Marguerite Yourcenar -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e
Bruxelles (26-28 mars 1992) tenu sous les auspices de la Fondation
Dialogues-Princesse de Mérode, textes réunis par Rémy Poignault,
Tours, S.I.E.Y., 1993, p. 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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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은 ‘세계-내-존재’로서만 의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르스나르의
여행자 주인공은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상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에 속해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향한 ‘지향성’은 현
존재를 시간성으로부터 이탈시키면서 자신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고 삭제해간
다. 이러한 ‘거리 좁히기’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일컬으며, 개인
성의 이야기가 모두 삭제된 상태가 ‘공’의 상태이다. 유르스나르의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드리아누스, 제농,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세 명의
여행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자기 성찰에서 보편성으로 이르는 과정을 고찰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다.
I부 “재구성된 ‘나’의 시간”에서 우리는 시간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중심으
로 순수한 본질을 찾는 길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유르스나르에게 있어 자기성
찰은 객관적이고 직선적인 시간의식을 전복시키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전제하고, 우리는 여행자 주인공의 성찰과 순환적인 시간의식이 조직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식의 전환을 우선 서술기법과 소설
구성에서 찾아보았다. 인물들은 연대기적 시간에 따르지 않고 역행하여 기억
을 해체하거나 시간을 와해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만들거나 나의 근
원을 부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순수하게 나의 존재 자체, 온전한 실체를 만나
기 위한 지향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여행자 주인공들이 따르고자 하는 순환적인 시간의식은 영원성의 문제를 제
기하며, 이는 존재간의 소통과 열림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여행자 주인공들
은 시간의식의 전환을 통해 ‘나’의 의미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기에 이른다. 순환의식 속에서 죽음은 새로운 부활의 시작점으
로 이해되면서, ‘나’의 의미가 타자들, 자연, 나아가 우주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된다. 순환적 시간성은 연대기적 삶을 서술하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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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순환적 시간의식을 따르는 유르스나르의 여행자 주인공들은 ‘나’의 존
재 자체를 초월하고 열림과 소통의 세계로 이행하게 된다.

II부 ‘열림과 소통의 세계 : 되찾은 영원의 존재’에서는 존재의 의미를 회복
하려는 주인공의 이행과정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여행자 주인공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죽음을 통해 영원과 만나며 새로운 탄생을 성
취하게 된다. 우리가 분석한 세 명의 주인공들은 죽음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드리아누스의 경우, 죽음을 인식하는 것
은 하나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을 벗어나 삶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인식
하고 수용한다. 제농은 연금술의 정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수많은
존재들의 본질을 찾으려 하며, 스스로 죽음을 실천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농의 자살은 하드리아
누스를 비롯하여 다른 인물들의 자살과 차이를 보인다. 반면 나타나엘은 처음
부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이 삶에 내재된 경우이다. 죽음으로 이끄는
사건들이 대부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나타나엘의 경우는 앞선 인물
들에 비하여 선경험된 ‘세상-내-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타나엘의 삶은 죽음이 순환하듯 삶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죽음은 존재를 자연과 연결시키면서 삶을 ‘공’으로 되
돌리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로 나타난다. 작품 구성상 처음부터 죽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나타나엘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동일한 가치를 통해 영원의 세
계를 제시한다.

유르스나르의 소설에 나타난 여행자들은 성찰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보편
성, 순환론적 시간의식을 바탕으로 한 ‘존재’의 탐색의 길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영원을 지향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한다. 유르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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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 글쓰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행복이 바로 이것이다. 유르스나르는 죽
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르스나르의 글쓰기가 작가 개인의 삶을 비롯하여 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탄생의 체험이 되는 것
은 글쓰기 자체가 이상적인 제 2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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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De la réflexion sur soi-même à l'universalité :
Mémoires d’Hadrien, L’Œuvre au Noir et
Un homme obscur de Marguerite Yourcenar

LEE DO KYONG
Département de la langue et la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Marguerite Yourcenar est un écrivain qui sillonnait les champs
génériques les plus variés – poésie, essais, récits brefs, amples
fictions historiques, légendes revisitées, chroniques familiales, récits
autobiographiques. Surtout dans les années 1950 ou 1960 – alors
que s’affirment les expériences du Nouveau Roman – c’est pour
Marguerite

Yourcenar

le

temps

des

fictions

historiques

de

la

maturité. On la considérait romancier-historien parce que Yourcenar
a écrit les romans fondé sur les éléments historiques, de l’Antiquité
au début de notre siècle, en passant par la Renaissance. Pourtant,
elle refuse cette épithète : Tout pour elle est histoire, puisque tout,
du moment où c’est passé, devient du passé. Elle précise ce point
de vue : «de notre temps, le roman historique, ou ce que, par
commodité, on consent à nommer tel, ne peut être que plongé 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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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temps retrouvé, prise de possession d’un monde intérieur.»
À travers cela, les œuvres romanesques de Marguerite Yourcenar,
diverses et variées, présentent certaines caractéristiques constantes
qui concernent le monde intérieur. Dans les œuvres romaneseques,
la

plupart

des

protagonistes

yourcenariens

sont

également

chercheurs, observateurs, quêteurs, voyageurs, aventuriers. Dans
cette étude, nous les appelons «homo viator», tendu vers Idéal.
Trois

des

principaux

personnages

de

l’œuvre

romanesque

yourcenarienne : Hadrien (dans les Mémoires d’Hadrien), Zénon
(dans L’Œuvre au Noir), Nathanaël (dans Un homme obscur) nous
semblent réaliser du point de vue du voyage intérieur.
Le but de cette étude est de réexaminer le voyage intérieur chez
les protagonistes «homo viator» dans ces trois romans de Yourcenar
par rapport à la temporalité de l’homme et d’éclaircir le passage de
l’individualité à l’universalité, soit de la particularité à la généralité.
Ce cheminement vers ce que l’on pourrait appeler le suratemporel
est déjà utilisé par Yourcenar dans une de ses première œuvres :
“Les Songes et les sorts”. Parmi les études plus spécialisées, nous
tenons

à

signaler

l’analyse

de

Geneviève

Spencer-Noël

fonctionnement du thème de l’alchimie dans l’Œuvre au Noir.
la

temoralité

de

l’homme,

nous

avons

mentonné

du
Pour

l’étude

de

Christiane Papadopoulos. Et pour l’universalité chez Yourcenar, nous
avons

également

mentionné

les

articles

d’Elena

Real,

Maurice

Delcroix, Rémy Poignault, Carminella Biondi, Serge Meitinger, et
Mariá José Vázquez de Parga, qui dirigent les colloques et publient
les bulletins de SIEY(Société Internationale d’Études Yourcenari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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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ord,
temoralité

nous
de

commençons

l’homme

et

la

notre

étude

conscience

en
sur

présentant
les

la

transitions

temporelles : le temps chronique et le temps récurrent. À partir de
cela, nous introduisons le concept de recomposition du temps.
Dans la première partie, nous abordons la narration et les
éléments de roman pour élucider le monde intérieur chez les
protagonistes “homo viator”.

À travers de ces trois œuvres, on voit

que les procédés narratifs introduisent la dissolution de l’espace et
du temps, nécessaire pour la réalisation du soi du protagoniste.
Dans la deuxième partie, En remarquant ‘la transcendance’, nous
élucidons la relaltion entre la mort et la vie afin d’établir l’éternité
de l’Être. D’après ces trois romans de Yourcenar, on voit que les
protagonistes abordent l’éternité à travers la mort et atteignent
l’Absolu : la quête des protagonistes yourcenarien a sensiblement
évolué vers un dépouillement progressif et vers une connaissance
plus intériorisée du monde et de soi.

En conclusion, La quête dont il est question ici, c’est la réalisation
intégrale

de

l’être,

l’appréhension

de

la

totalité

du

Soi.

En

remarquant ces deux aspects de trois romans, (l’universalité et
supratemporalité), nous élucidons la transcendance chez Yourcenar.
Pour arriver à l’universalité chez Yourcenar, il s’agit d’étreindre
l’univers dans les personnes et les êtres vivants, dans les pierres et
la nature. Et pour cet auteur, «l’écriture est également un moyen de
dépassement du moi par un constant effort de dépersonnalisation, et
un instrument pour entrer et mettre en contact avec l’Autre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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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rs la sympathie.»

Mots-clés : Yourcenar, universalité, temporalité, la mort, l’éternité,
homo viator, initiation, la vision du vide, transc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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