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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마리아에게 고함』을 인간의 욕망과 악의 문제를 심으로

독해하려는 시도이다.『마리아에게 고함』은 클로델의 작품 에서 가

장 종교 인 작품이라고 평가된다.제목에서부터 표명된 소명이라는 주

제가 종교 인 구도 속에서 착실히 구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작품

이 종교 인 이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클로델은 무엇보다 인

간 실에 심을 갖고 욕망과 악으로 철된 인간의 삶을 작품 안에 구

체 으로 담아내려 했다.

클로델은 『마리아에게 고함』을 자신의 심 작품이라고 말한다.그의

말처럼,완성하기까지 반세기가 넘게 걸린 이 작품은 은 분량과 단순

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클로델을 클로델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요소들은 유기 으로 얽 작품을 보다 심오하고 풍부하게

만든다.뿐만 아니라 여러 상징과 극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 겹겹의

쓰기는 주의 깊은 독서와 탐색의 과정을 요구한다.이 과정을 통해 우리

는 욕망과 악의 문제가 등장인물의 삶에서 어떻게 개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1부에서는 『마리아에게 고함』에 구 된 악의 특징을 고찰한다.작품

에 구 된 클로델의 악 개념은 그리스도교 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그

에 따르면 악은 물리 악과 윤리 악으로 구분된다.물리 악은 인간

이 받는 벌이고 윤리 악은 인간이 범하는 죄이다.이 둘은 모두 궁극

인 선의 실 에 기여한다.이러한 악 개념은 작품의 종교 구도를 형

성하고 있다.작품에서 물리 악은 비올 과 피에르 드 크라옹의 나병

으로 나타나고 윤리 악은 마라의 폭력과 범죄로 구체화된다.

2부에서는 욕망의 차원에서 등장인물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등장인물은

모두 어떤 상을 욕망한다.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처음부터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다.그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



면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 필사 으로 매달린

다.여기에 물리 악이 작용해서 선을 이끌어낸다.나병은 비올 과 피

에르의 욕망을 좌 시키고 그들을 소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그러나

마라의 좌 된 욕망은 폭력과 범죄라는 윤리 악으로 이어진다.

3부에서 우리는 마라를 통해 개되는 욕망의 드라마를 살펴본다.작품

에서 권 의 부재는 좌 된 욕망이 폭력과 범죄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된다.아버지의 부재를 계기로 마라는 폭력 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 한 후 곧 처음과 같은 좌 의 상황에 처한다.그녀는 다시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내지만 결국 그녀의 욕망은 완

히 좌 된다.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좌 앞에서 마라는 더욱 난폭해지

고 기야 살인까지 지른다.그러나 마라의 윤리 악 역시 선의 실

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한다.마라의 폭력과 범죄를 통해 비올 이 기

을 행하게 되고 가족이 화해를 이루기 때문이다.

선과 악의 립과 선의 종국 인 승리라는 서사구조는 성모와 사탄이

등장하는 세 종교극과 유사하다.이 때문에 처음에 이 작품은 진부한

종교극이라는 비 을 받았다.그러나 이 작품에서 악은 선과 립하지

않는다.선과 긴 히 결합된 악은 더 이상 단죄의 상이 아니라 궁극

인 선의 실 에 기여한다.이러한 념은 다른 종교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악이 선의 실 에 기여한다는 념은 모든 것이 선으로

귀결된다는 낙 인 결말에 이르게 한다.그러나 그러한 결말은 자칫

욕망과 죄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가릴 수 있다.이러한 험은 마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극복된다.마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화

해에 능동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그녀는 끝까지 욕망의 존재로 남아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을 변한다.그녀를 통해 인간 실은 작품의

종교 구도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온다.

주제어:폴 클로델,종교극,선,악,욕망,폭력.

학번:2009-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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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세기말은 유물론 합리주의가 정에 달했던 시 이다.클로델은 당

시를 물질의 속박이 극에 다다른 암울한 시기로 회상한다.모든 것이 기

계 인 법칙과 인과 계라는 결정론에 속되어 버린 정신의 암흑시

속에서 그는 깊은 망을 경험한다.그런 그를 구원한 것은 시와 종교

다.1886년 랭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가시 인 세계를 넘어서는 보

다 본질 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같은 해 성탄 야

에 노트르담 성당에 들어섰을 때 울려나온 성모찬가magnificat는 그의

혼을 일깨웠고,그 이후 클로델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회

심하게 되었다.그는 회심이라는 결정 인 경험을 통해 랭보의 작품에서

발견한 월 인 세계가 신의 세계라고 확신했다.그리하여 클로델은 억

를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혼구원에 한 강렬한 기 를 가지

고 시 분 기와는 무 하게 자신의 독자 인 역을 구축해 나갔다.

회심 이후 클로델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문학을 통해 자신의 종교

확신을 설득력 있게 하고자 했다.1)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샤를 페

기CharlesPéguy와 더불어 20세기 그리스도교 문학의 가장 뛰어난

변자’2)로 평가한다.그리스도교는 클로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요한 열쇠이다.그리스도교 교리가 충실히 반 되어있는 그의 작품에서

곳곳에 나타나는 종교 인 상징과 비유들은 주제를 구 하는데 필수

인 요소로 작용한다.특히 그의 극작품에서 그리스도교는 배경과 등장인

1)클로델은 1886년 노트르담 성당에서 합창단의 성모찬가를 들었을 때 경험

한 내 변화가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으며,그 사건 이후로 어떤 책이나 이

론도,인생의 어떤 우연도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Paul-AndréLesort,PaulClaudelparlui-même,ÉditionduSeuil,1963,p.

26.

2)이환,『 랑스 문학노트』,한불문화출 ,1990,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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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구도와 극 장치 등,극 반에 스며들어 종교 인 분 기를

연출한다.그 에서『마리아에게 고함』은 종교 인 색채가 가장 강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부분의 비평가들은 클로델의 작품 활동 시기를 청년기,성숙기,완

성기로 나 고 『황 머리Têted'or』,『정오의 분할Partagedemid

i』,『비단신Lesoulierdesatin』을 각 시기를 표하는 작품으로 본

다.『마리아에게 고함』은 이 모든 시기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클로델의

문제의식과 세계 ,종교 의 변화를 보여주는 요한 작품이다.다른

작품들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상연보다는 독서를 한 작품으로 여겨지

는 반면 쉽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마리아에게 고함』은 으로도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클로델은 거듭된 개작을 거쳐 완성되기까

지 반세기가 넘게 걸린 이 작품3)에 커다란 애착을 가지고 작가로서 자

신의 삶에 심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했다.4)『마리아에게 고함』이 이

처럼 요한 작품으로 여겨지는 까닭은,단순한 구조와 거리에도 불구

하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풍부함과 즉각 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심오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5)

작품이 발표된 19세기 후반은 그리스도교가 유럽에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했던 시기 다.그리스도교의 부흥은 곧 교화문학의 유행으로 이어

졌다.그러나 교화문학은 순응주의로 여겨져 작가들 내부에서부터 비

3)클로델은 그가 스물네 살이던 1892년 처음으로 『처녀 비올 』를 집필하

고 7년 후인 1899년에 이를 수정하여 주요 인물들이 바 수정 을 낸다.

『처녀 비올 』 수정 은 1911년 다시 개작되어 『마리아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출 되었다.이후 클로델은 1938년 연극 상연을 해 작품의 4막을

다시 수정하고 1948년 80세가 되어서야 공연 을 완성한다.작품의 기본 구

도와 등장인물은 『처녀 비올 』 수정 에서 이미 골격이 이루어져 있는 상

태로 특히『마리아에게 고함』에서는 수정 과 공연 사이에 그다지 큰 차

이가 없다.따라서 어느 본을 선택해도 별다른 문제 이 없지만,본 논문에

서는 작가의식의 최종 완성본이라는 에서 공연 을 연구 상으로 한다.

4)Jacques Mettra,L'Annonce faite à Marie de PaulClaudel,Libraire

Hachette,1976,p.13.

5)Jean-NoëlSagrestaa,L'AnnoncefaiteàMarie,Hatier,1973,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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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 되었다.이는 교화문학이 종교의 본질을 외형 인 율법이나

사회 습을 수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비평가들 역시

종교 인 작품에 해 의구심을 가졌고 세 종교극 인 구도를 가진

『마리아에게 고함』은 교화 인 작품이라는 비 을 피할 수 없었다.이

러한 비 은 종교문학이 곧 교화 인 문학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문학은 삶의 실을 포

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기에 ‘사실주의 ’인 성격을 지녀야한다.

내가 구 한 극작품은 오히려 사실주의 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

다.만일 그것이 상징 이라면,그것은 삶 자체가 배우들의 역량을 넘어서

는 가르침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배우들에게는 잠정 인 역

할이 주어지는 겁니다.삶에서 모든 것은 상징 이거나 아니면 우화 입니

다. 요한 것은 거기에서 함과 분리할 수 없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

입니다.

Lethéâtredontj'aiadoptélaforme,auraitplutôtuncaractèreréaliste.

S'ilétaitsymbolique,c'estcomme la vie elle-même comporte,en

elle-même,desenseignementsetunsensquidépassentlaportéedes

acteurs;ilssontchargésd'unroleprovisoire.Tout,danslavie,est

symboliqueou,sivousvoulez,parabolique.Ils'agitd'endégagerle

sensquiestinséparabledelagrandeur.6)

인용문은 클로델 작품세계의 반 인 성격을 요약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클로델이 무엇보다 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의 구체 인 삶을

작품에 구 하는 것이었다.클로델은 종교 인 이상만을 추구하는 작가

가 아니었다.그는 구보다 인간의 구원을 갈망하고 추구했던 작가 지

만 결코 인간 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그의 작품은 무엇보다 구원에

6)Mémoiresimprovisés,texteétabliparLouisFournier,Gallimard,1969,p.

279.이후부터는 MI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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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를 구체 으로 형상화

시켜 보여 다.그 기 때문에 종교 인 거룩함만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다.

클로델 작품의 사실주의 성격은 『마리아에게 고함』에 그 로 드러

난다.이 작품이 종교 인 문제의식과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제목에서부터 직 으로 표명된 클로델의 종교 인 의도는

작품의 구도에 충실히 반 되어 있다.그러나 클로델은 『마리아에게 고

함』을 “삶이 빈번하게 보여주는 ”7)라고 말한다.그의 말 로 작품에

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인간의 실을 변하고 있으며 욕망과 악의 문

제를 사실 으로 드러낸다.작품에서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

재로 등장하고 우리가 매순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죄와 고통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마리아에게 고함』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모두 욕망의 존재이다.그러

나 그들의 욕망에는 처음부터 불가능이 내포되어 있다.등장인물은 욕망

을 만족시키기 해 노력하지만 결국 좌 에 직면한다.악은 그 과정에

서 발 한다.작품에서 악은 고통과 죄라는 두 양상으로 발 하는데 이

둘 모두 선의 실 에 기여한다.비 인 종교 이 주류를 이루는 랑

스 문학의 통에서 봤을 때 『마리아에게 고함』은 모든 것이 선으로

귀결된다는 낙 인 종교 을 피력하는 이질 인 작품일 수 있다.그러

나 그리스도교에서 악이 선의 실 에 기여한다는 낙 인 종교 은 결

코 낯선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문학에 있어서 그런 념은 치명 인 약

을 내포한다.지나치게 낙 인 결말로 인간 실이 쉽게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리아에게 고함』은 인간의 욕망과 악에 한 진지한

시선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극복한다.

『마리아에게 고함』에 한 지 까지의 연구는 크게 극의 시간 ·공

7)“Lavieenfournitdefréquentsexemples”,PaulClaudel,ThéâtreII,édité

parJacquesPetitetJacquesMadaule,Gallimard,1965,p.1392.이후부터는

ThéâtreII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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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구조와 극작법에 한 연구8),개작과정과 개작된 작품들의 비교연

구9),극의 주제에 한 연구10)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개되어 왔다.특

히 극의 주제에 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은 소명,희생과 같은

종교 인 주제 고,작품의 종교성은 연구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욕

망과 폭력의 양상과 발 메커니즘을 연구 상으로 삼은 논문11)과 연

구서12)가 있긴 하지만, 체로 클로델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욕망과 악이라는 인간 실은 종교 인 주제에 가려 지 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간과되어 왔다.

이는 작품에 한 연구가 주인공을 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독서와 해석이 주인공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

운 상이라 할 수 있지만,『마리아에게 고함』의 연구에 있어서 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분의 연구자들은 주인공 비올 이라는

인물을 강조한다.그들은 작품의 주제를 소명으로 보고 희생과 순종을

통해 소명이 실 되어가는 과정에 심을 기울 다.여러 비평가들이

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비올 과 비되는 인물 마라는 연구에

있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클로델 역시 일 부터 마라의 요

성을 강조했다.개작과정에서 클로델은 마라라는 인물에 많은 공을 들

8)MichelLioure,L'esthétiquedramatiquedePaulClaudel,LibraireArmand

Colin,1971.

Jean Rousset,Forme et Signification : Essais sur les structures

littérairesdeCorneilleàClaudel,LibrairieJoséCorti,1962.

9)JacquesMettra,Op.cit.

AnwenTones,“PaulClaudel'sL'AnnoncefaiteàMarie:A processof

VisionaryRevision",TheModernLanguageReview,vol.96,no.2,2011,

pp.347-360.

10)AiméBecker,Claudeletl'Interlocuteurinvisible,Ledramedel'appel,

A.G.NIZET,1974.

AndréEspiaudelaMaëstre,“L'AnnoncefaiteàMarie”,LesLettres

Romanes,1962,pp.3-26.

11)서석돌,「뽈 끌로델의 삶과 희곡 작품에 나타난 욕망의 이미지」,『세계문

학비교연구』,vol.9,no.-,2003,pp.187-216.

12)JacquesPetit,ClaudeletL'Usurpateur,DescléeDeBrouwer,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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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하여 마라는 차 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결국 주인공인 비올

과 거의 같은 비 을 차지한다.이는 클로델이 『마리아에게 고함』에

서 선을 부각시키기보다 악을 사실 으로 그리는데 주력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연구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욕망과 악의 문제

에 심을 갖고 주인공 비올 과 척 에 있는 인물들,특히 마라를

심으로 작품을 새롭게 읽어내려고 시도하 다.수태고지를 연상시키는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명이라는 주제는 이미 확정되

어 있는 것이다.작품은 종교 인 구도 안에서 여러 극 장치와 종교

인 상징을 통해 이 주제를 구 해간다.하지만 등장인물의 차원에서 실

제로 펼쳐지는 것은 구체 인 인간 실이며 욕망과 악의 문제는 그

심에 치한다.본 논문의 목 은 소명이라는 주제가 종교 인 구도를

통해 어떻게 구 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구도 안에서 욕망과 악의 문제

가 인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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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극

1.1. 세 종교극13)의 형으로부터의 탈피

선과 악 는 빛과 어두움 사이의 긴장과 결은 클로델 희곡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보편 인 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클로델의 인물에게 그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그

들은 갈등 속에서 힘겹게 구원을 추구한다.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고통

스러운 선택이고 완 한 희생과 포기를 요구한다.『마리아에게 고함』

은 비올 과 마라라는 인물을 통해 이러한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이다.14)작품은 비교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소수의 등장인물에 의해 이야기가 개된다.작품에서 선과 악은 덕

이 있는 언니 비올 과 사악한 동생 마라를 통해서 구 된다.15)겉보기

에 극은 선과 악의 립이라는 이분법 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그러

한 구도 속에서 극은 나쁜 동생 마라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착한

언니 비올 이 자신을 희생시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개된다.비평가들은 이런 서사구조가 동화 이라고 비 했을

뿐만 아니라16)작품이 지닌 종교성을 들어 『마리아에게 고함』을 교화

13)본 논문에서 세 종교극은 종교극의 여러 유형 에서 성모와 사탄이 등

장하는 세 기 극을 가리킨다.

14) Nina Tucci,“Violaine,Mara,Aubaine:shadow and coniunctio in

Claudel'sL'AnnoncefaiteàMarie",ClaudelStudies,v.16,no.1-2,1989

p.94

15)“thedichonomyofGoodandEvilissharplyembodiedinthecharacters

ofthevirtuousViolaineontheonehandandwickedsister...Maraon

theother."MichelGillespie,“SomeReflectionsontheNatureofEviland

thePowerofGod in La jeune fille Violaine and L'Annonce faite à

Marie",ClaudelStudies,v.10,no.2,1983,p.46.

16)“LouisGilletdisaitqueL'Annonces,c'estunpeulecontedesdeux

soeurs,labonneetlajalousie,commedansPeaud'AneouCendrillon.”

ThéâtreII,p.1392.



-8-

인 작품으로 간주했다.

사실 작품이 보여주는 선악의 립과 선의 종국 인 승리라는 도식은

성모와 사탄의 결,악에 한 성모의 승리라는 세 종교극의 도식과

매우 유사하다.이러한 도식은 들을 교화시키려는 목 과 뗄 수 없

는 계를 맺고 있다.그리하여 세 종교극에서 등장하는 성모와 사탄

은 선과 악을 표상하는 형 인 인물로 분명한 정체성과 일 인 특

징을 가진다.17)

『마리아에게 고함』에서는 교화 인 목 을 가진 세 종교극의 형

인 특징18)이 그 로 나타난다.먼 선을 표하는 비올 은 모든 사

람들에게 사랑 받는 아름답고 덕성스런 처녀이다.모든 덕을 겸비한 그

녀는 어떤 악19)도 지르지 않는 인물이다.그에 반해 동생 마라는 소유

욕이 강한 인물로 묘사된다.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이다.그녀는 콩베르농과 자크

를 차지하기 해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도 불사한다.잠시 동안은 원하

17) Moshé Lazar,“Satan and Notre Dame:Characters in a Popular

Scenario”, A Medieval French Miscellany (University of Kansas

HumanisticStudies),p.1.

18) 세 종교극의 몇 가지 형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성모나 성인

같은 선한 등장인물은 모든 덕을 겸비한 인물이다.그들은 흠이 없는 인물로

당시 들의 종교 심성에 호소하여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둘째로

결국 선한 인물에게 패배하게 되는 악한 인물은 타락한 존재이다.비열하고

교활하고 강력한 그들은 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오감을 주었다.

셋째로 악한 인물이 강력하고 교활할수록 그들은 어리석게 패배한다.넷째로

선한 인물의 승리는 들의 뇌리에 하나의 가르침,즉 악에 사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을 다고 해도 일시 일 뿐이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극의 교화 목 에 이바지 한다.Ibid.,pp.1-2.

19)여기서 악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윤리 악’의 개념임을 밝 둔다.윤리

악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비올 이 어떤 악도 지르

지 않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폴 리쾨르PaulRicoeur에 따르면

악에는 흠(souillure),죄(péché),허물(culpabilité)의 세 차원이 있다.흠은

기와 터부로 이루어진 원시종교의 악 체험이고 죄는 신과의 인격 계의

단 의 체험이며 허물은 죄가 내면화 세분화되어 지르는 악을 말한다.(폴

리쾨르,『악의 상징』,양명수 옮김,문학과지성사,pp.37-41,pp.57-63,pp.

106-113.)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나병환자와 입맞춤한 비올 에게는 죄와 허

물은 없지만 기를 어기고 부정을 탔기 때문에 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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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모두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된

다.반면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올 은 고통

을 감내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결국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성화된

비올 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모두에게 구원과 화해를 가져

온다.그 다면 『마리아에게 고함』이 세 종교극의 기본 구도를 취한

교화 인 작품에 불과하다는 비 은 타당한 것인가?

20세기 · 반에 활동했던 가톨릭 계열의 작가들은 부분 ‘가톨릭

작가romanciercatholique’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들은

교화문학20)에 한 반감을 가지고 신앙과 문학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

려고 했다.그런 그들에게 교화문학의 함의를 지닌 가톨릭 작가라는 명

칭은 도 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특히 리엥 그린JulienGreen은

1972년 아카데미 랑세즈 회원 수락연설에서 신앙과 문학의 세계가 구

별된다고 말함으로써 가톨릭 작가라는 명칭에 한 거부감을 표명하

다.21)게다가 20세기에 들어 가톨릭 계열의 작가들은 종교를 얘기할수록

과 멀어지는 상황에 처했다.이로 인해 작가들 내부에서부터 교화문

학에 한 비 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이제 그들에게는 쓰기

에 있어 새로운 략이 필요해졌다.에르베 세리HervéSerry는 20세기

반 가톨릭 계열의 문학이 문학의 장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해서는

교화문학의 역을 탈피하여 그것의 고유한 미 양식을 획득해야 했다

고 말하고 있다.22)

20)교화문학은 문학 사조가 아니라 교화 인 목 과 성격을 가진 랑스 종교

문학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21)“Quantàmoi,jefaisaislesplusexpressesréservéssurcetitrede

romanciercatholiquedonts'accompagnaittoujourslenom deFrançois

Mauriac.Dansmonesprit,lareligionétaitunechoseetleromanune

autre....”JulienGreen,OeuvresComplètes,t.III,Gallimard,1972,p.1483.

22)“Conquérir une légitimité auprès des instances du champ littéraire

implique,pourles écrivains catholiques,de dépasserle cercle de la

littérature édifiante,et donc de construire les modalités ésthétiques

spécifiques d'une littérature catholiques." Hervé Serry,“Les écrivains

catholiques dans les années 20”,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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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 인 분 기 속에서 클로델은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작품에 보편 인 설득력을 부여하는데 주력한다.종교 성격이

강하고 세 종교극과 유사한 구도를 취하는 『마리아에게 고함』에서

도 그가 작품의 심에 둔 것은 삶과 유리된 이상 인 선이 아니라 실

질 인 악의 문제와 인 모험이다.클로델은 무엇보다 험을 무릅쓰

고 운명에 몸을 던지는 담한 혼,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

을 감행하여 마침내 월 세상과 마주치는 혼을 작품 속에 그려낸

다.그의 작품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한 윤리 교훈으로 환원해버리고 신

앙생활을 몇몇 외 계율에 복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종교의

본래 역,즉 모험의 역을 차단시켜버리는 교화문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 모험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악의 체험이다.불륜과 자살시도

라는 극단 인 악을 체험했던 클로델은 종교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실

질 인 악의 문제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악의 문제는 클로델을 길고

고통스러운 묵상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다.그는 악에 한 자신의 성찰을

작품에 그 로 반 했다.『마리아에게 고함』은 이를 단 으로 보여주

는 작품이다.작품에서 클로델은 삶에 만연한 악을 사실 으로 그려내는

데 주력한다.23)50년에 걸친 개작과정에서 클로델이 심 을 기울 던 것

은 선인 비올 이 아니라 악인 마라 다.24)끊임없는 욕망으로 악행을

지르는 마라는 클로델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 다면 구체 으로 『마리아에게 고함』은 세 종교극과 어떻게 다

른가?먼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형성의 탈피를 들 수 있다.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세 종교극에서 등장하는 사탄과 성모는 선과 악을

표상하는 형 인 인물로 독자나 객들에게 각인되었다.하지만 『마

리아에게 고함』에서는 클로델의 인물 가장 형 인 인물로 평가되

sociales,1998,p.82.

23)Jean-NoëlSegrestaa,Op.cit.,p.72.

24)MI,p.270,ThéâtreII,p.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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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올 마 도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그 로 첩되지 않는다.특히

나병에 걸린 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받아들이기 까지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다분히 인간 이다. 롤로그에서 그녀는 순진

무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피에르를 놀리는 장면에서 그녀는 장난기 많

고 잘 웃는 시골처녀이다.25)아버지 안느 베르코르와 이별하는 장면에서

는 그녀 안에 일어나는 혼란과 동요를 감지할 수 있다.26) 롤로그에서

밝고 정 이었던 비올 은 2막에 가면 두려움과 근심에 싸이게 된

다.27)그녀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가족을 원망

한다.28)비올 은 성모 마리아처럼 곧바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

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무엇보다 비올 은 세속

행복에 한 욕망을 지닌 사람이다.그녀는 나병에 걸린 후에도 약혼

자 자크에 한 미련과 기 를 버리지 못한다.작품 제목에서부터 비올

은 성모 마리아에 비유된다.그러나 본격 인 희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이 에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형성의 탈피는 마라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작품에서 마라는 악인으

로 등장하지만 세 종교극의 악마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악마는

기독교 역사의 처음 천년 동안에는 별로 에 띄지 않았다.특히 술가

들은 악마에게 심을 표하지 않았다.29) 세 까지 악마는 학문

심의 상에 불과했고 이론 인 논쟁의 요소로서 수도승이나 은수

자들의 명상의 소재일 뿐이었다.30)그러나 세에 이르러 악마에 한

신학 근이 이루어지고 악마를 형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와 더불어 악마는 차 구체 인 인격을 갖추고 실체화되어 문학작품

속에 등장한다. 세 종교극에서 악마는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

25)ThéâtreII,p.134,p.141.

26)Ibid.,p.162.

27)Ibid.,p.170.

28)Ibid.,p.170.

29)로베르 뮈샹블 ,『악마 천년의 역사』,노 란 옮김,박 률출 사,2006,

p.20.

30)Ibid.,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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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혹자 내지는 하느님의 자로 등장한다.이는 객들에게 공포를

일으켜 죄를 멀리하고 선행에 힘쓰도록 하려는 교화 인 목 을 가진

것으로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고 어디에서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과장되어 나타난다.그 결과 악마는 민 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자연 이고 우월한 힘을 가진 존재에 한 두려움을 심어놓는다.민

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 내기 해서 악마를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세 문학에서는 이 게 민 의 조롱거리로 락

한 악마가 자주 등장한다.모쉐 라자르MoschéLazar는 세 종교극이

가진 특징의 하나로 속이려는 자가 속임을 당한다는 을 들고 있다.31)

악한 등장인물이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작품의 교화 인 목

에 부합한다.

그 다면 마라의 경우는 어떠한가?마라 역시 한동안 자신이 원하던

재산과 사랑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

게 된다.그 지만 이것이 오로지 교화 인 목 을 한 것이라고 할 수

는 없다.마라가 악을 표상하는 인물이라 해도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따

라 움직이는 인간일 뿐이다. 세 종교극에 등장하는 악마와 달리 그녀

의 행동에는 결핍된 욕망의 충족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공

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마라는 그 지탄의 상,조롱하고 희화화

될 수 있는 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그녀는 실상 18세기 이후 보편

화될 ‘내면화된 악’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인물이다.

클로델은 선악의 립이라는 형이상학 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세 종교극과는 달리 성모 마리아나 악마를 직 등장시키지 않는다.작

품은 월 인 존재들을 배제한 인간의 드라마로 그려지고,선악의 투쟁

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선과 악의 립을 놓고 봤을 때,클

로델의 작품 에서 『마리아에게 고함』만큼 이 문제를 극명하게 다루

고 있는 작품은 없다.작품에서 선악의 립이 각기 선과 악을 표하는

비올 과 마라 사이에서 개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31)MoshéLazar,Op.ci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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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실제로 립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은 마라의 내면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3막과 4막에서 흔들리는 마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는 시종일 이기 이고 폭력 인 그녀의 내면에서도 선과 악의 투쟁이

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그 투쟁에서 선이 승리한 것처럼 보

이지만 그것은 일시 일 뿐이다.마라는 악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

으며 선과 악의 투쟁이 일회 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

세 종교극에서 악마는 오직 하느님과 사람을 갈라놓기 해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킨다.권선징악을 표방하는 세 종교극에서 악은 단죄

의 상일 뿐,악에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그러나 『마리

아에게 고함』에서 악은 궁극 인 선의 실 이라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섭리의 차원에서 선의 실 에 이바지 하는 악은 단죄의 상에 그치지

않는다.클로델은 이기 이고 폭력 이지만 굳건한 믿음에 의해 마라의

악은 정당화된다고 이야기한다.32)이러한 클로델의 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선의 실 에 기여하는 악’이라는 클로

델의 기본 구상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통 입장을 충실히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마리아에게 고함』에서 구 된 악 개념을 이해하

기 해,다음에서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근거한 클로델의 악 개념을 검

토하고 그것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선의 실 에 기여하는 악

선악의 문제는 인간이 무리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고 앞으로도 원히 제기될 문제임이 틀림없다.어떠한 인간 사

회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법과 윤

32)클로델은 어도 자신의 에서 마라는 이기 이고 폭력 인 믿음이라

하더라도,하느님이 자신을 해 선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정

당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다.MI,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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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습과 규범은 결국 이 문제를 실 으로 해결하기 한 일종의 장

치라고 할 수 있다.악은 철학과 신학에서 가장 기본 이고 포 인 개

념 하나로,악의 본성과 기원에 한 문제는 철학과 신학에서 끊임없

이 제기되어 왔다.한국어나 불어에서 ‘악 lemal’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

의 악을 지칭하는 포 인 의미로 사용된다.일상 으로 악은 ‘물리

도덕 으로 한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도덕 으로는 죄,오류,잔인성,폭력 등과 같이 인간이 맞서 싸워야 하

는 비난받는 모든 상을 의미한다.33)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악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해서 그러한 의미로 악의 본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악은 개 선의 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선과 악을 이분법

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은 마녀사냥과 같은 역사 사건이나 오늘날

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의성을 내포할 수 있다.그러

나 이런 험성에도 불구하고 악을 어떤 기 에 의해서 개념 짓는 것은

악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클로델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

은 바로 그리스도교 신학이었다.

아우구스티 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표되는 통 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악을 결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악은 주

체에게 있어야 할 본성의 결여이자,주체가 갖추어야할 선의 결여이

다.34)

‘악’은 존재의 목 에 반하는 모든 것이다.‘존재의 목 ’,그것은 그 존재

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그러므로 나쁜 칼은 잘 들지 않는다.나쁜 말은 잘 달리지 못하는 말이다.

Mal,toutcequiestcontrela fin d'un être.Fin d'un être,cela

pourquoiilestfait.

33)엘리자베스 클 망 ·샹탈 드몽크 ·로 스 한젠-뢰 ·피에르칸,『철학사

』,이정우 옮김,동녘,2006,p.197.

34) 오 데일리,『어거스틴 입문』,박일민 옮김,성 문화사,1990,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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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iunmauvaiscouteaunecoupepascommeilfaut.Unmauvais

chevalestceluiquicourtmal.35)

‘존재의 목 에 반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보는 클로델의 입장은 그리

스도교의 결여로서의 악 개념과 동일하다.존재의 목 에 반한다는 것은

존재가 본성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성의 결여 혹은 선의 결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클로델의 이러한 악 개념은 『마리아에게 고함』의

마라에게서 잘 드러난다.클로델은 마라를 통해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악의 특성을 혼의 부재 혹은 선한 의지의 부재로 표

한다.마라의 내면에는 욕망만이 존재한다.욕망을 제어할 선한 의지가

결여된 마라는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마라는 선한 의지가 결여

되어 악을 지르는 인물이다.

우리가 물리 이라고 부르게 될 악에서는 주체가 고유 작용에 생기는 결

함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윤리 이라고 부르게 될 악에서는 다소간 주체가 고유 작용에 생

기는 결함의 원인이다.자신의 목 에 한 불완 한 통찰 혹은 힘의 결핍

혹은 타락한 의지가 이러한 결함을 래한다.

Dansl'acception(dumal)quenousappelleronsphysique,l'agentn'est

paslacausedudéfautdesapropreopération.

Dansl'acception que nousappellerons morale,l'agentestplus ou

moinslacausedudéfautdesonopération,soitparvueincomplètede

safin,soitpardéfautdeforces,soitparvolontéperverse.36)

클로델은 ‘고유 작용의 결함(ledéfautdesapropreopération)’을 악

으로 규정한다.‘고유 작용의 결함’은 존재 목 에 반하는 상태이기 때문

35)PaulClaudel,LeMalestparmiNous,LibrairePlon,1948,p.267.

36)Ibid.,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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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클로델은 원인이 주체가 아닌 악을 물리 악이라 하고 원인이 주

체인 악을 윤리 악이라고 정의한다.이 경우 물리 악은 자연재해,

질병과 같이 ‘당하는 악’을 뜻하고 윤리 악은 악행이나 범죄 같이 ‘행

하는 악’을 의미한다.따라서 클로델이 말한 물리 악과 윤리 악은

아우구스티 스가 말하고 있는 물리 악,윤리 악과 본질 으로 동일

하다.아우구스티 스는 악을 인간이 행하는 악인 ‘윤리 악’과 인간이

당하는 악인 ‘물리 악’으로 구분했다.이것은 통 인 그리스도교 신

학에서 말하는 ‘죄의 악malum culpae’,‘벌의 악malum poenae’과 동일한

것으로 ‘죄의 악’은 윤리 악,곧 주체가 지르는 ‘죄’를 뜻하고 ‘벌의

악’은 물리 악,곧 ‘죄의 벌’로서 주체가 당하는 고통을 뜻한다.37)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악한 행동 안에서도 하느님의 선이 작용하며

능한 하느님은 악까지도 선하게 이용해서 궁극 인 선을 이끌어낸다

고38)이야기함으로써 윤리 악을 섭리와 연결시키고,물리 악에 해

서는 그것이 죄에 한 벌이라 할지라도 궁극 으로 인간의 구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설명한다.39)그런데 실에서는

죄 없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한다.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죄에 한

벌로 설명할 수 없다.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죄 없는 이들 한 원죄로

인해 인류 체와 공동 운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해

석한다.이러한 시각에서 죄 없는 이들의 고통은 그것을 통해 궁극 으

로 인류 체에 더 큰 선을 가져오도록 한 하느님의 섭리에 기여한다.40)

악을 결여로 이해하고 악의 양상을 물리 악과 윤리 악으로 구분해

서 더 큰 선의 실 이라는 하느님의 섭리에 연결시키는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클로델의 『마리아에게 고함』에 충실히 반 되어 있다.우리는

37)한국가톨릭 사 편찬 원회,『한국가톨릭 사 』,한국교회사연구소,vol.

80,p.5766.이후부터는 제목,권,쪽만 표기한다.

38)토마스 아퀴나스,『신학 』,정의채 옮김,성바로오출 사,1985,I,q.

48,a.2ad3.

39)아우구스티 스,『신국론』,성염 옮김,분도출 사,2004,IV,1.

40)Ibid.,I,8.



-17-

클로델이 마라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악의

특성을 결여 는 부재로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선이 부재

하는 마라의 내면을 령한 악은 마라를 욕망의 노 로 만들고 욕망이

휘두르는 로 끌려가게 만든다.그러나 욕망으로 인하여 마라가 지르

는 윤리 악과 피에르와 비올 이 걸리게 되는 나병이라는 물리 악

은 소명 실 과정에 개입해서 기 과 화해라는 궁극 인 선의 실 에

이바지한다.그리하여 작품은 잘 짜인 구도를 갖춘 종교극으로 완성되고

작가의 종교 인 의도는 그 구도 안에서 충실히 구 된다.

1.3.종교 구도

악이 선의 실 에 기여한다는 종교 구도의 토 를 이루는 것은 피에

르와 비올 의 나병이다.둘의 나병에는 각각 ‘하느님의 징벌’과 ‘무죄한

자의 고통’이라는 종교 인 의미가 부여된다.피에르는 이미 자크와 약

혼한 비올 을 범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직후에 나병에 걸리게 된다.클

로델은 피에르가 나병에 걸린 시기를 그 사건 직후로 설정하고 나병을

성경과 결부시켜 죄의 결과로 묘사한다.

피에르 드 크라옹.-아가씨,당신은 구신가요?마치 하느님이 계신 성

소의 비 에 다가간 육체처럼,

욕정 때문에 당신을 건드린 손 그리고 살 한 이 게 시들도록,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마련해 놓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비올 .-일 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피에르 드 크라옹.-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날 다음날...

········································································

피에르 드 크라옹.-나는 구리에 끔 한 병이 생긴 걸 알았어요.

PIERRE DE CRAON.-Quiêtes-vous,jeunefille,etquelleestdonc

cettepartqueDieuenvouss'estréservée,

Pourquelamainquivoustoucheavecdésiretlachairmêmes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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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i

Flétrie,commesielleavaitapprochélemystèredesarésidence?

VIOLAINE.-Quevousest-ilarrivédepuisunan?

PIERRE DE CRAON.- Lelendemain mêmedecejourquevous

savez...

·························································································

PIERREDECRAON.-...J'aireconnuàmonflanclemalaffreux.41)

클로델은 여러 장치를 사용해서 죄의 결과인 나병이 고통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명의 비’라는 역할을 나병에 부여

한다.나병에 걸린 피에르는 비올 에게 소명을 알림으로써 그녀를 비

시킨다.클로델은 희곡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특징을 이용해서 피에르의

역할을 부각시킨다.그리하여 독자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극 장치를

통해서 암시 으로 드러나는 피에르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먼 피에르가 하는 일은 작품의 체 인 구도 속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석공maçon42)인 피에르의 일차 인 역할은 좋은 재목을 찾아내

는 일이다.

피에르 드 크라옹.-언젠가 피즘 숲을 지나다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두

그루의 훌륭한 참나무를 보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양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 한 그루는 뱃머리가 되어 망망 해에서 투르크 병사들과

쟁을 벌이고 있고,

내가 정성껏 마름질한 다른 한 그루는 라옹 종탑의 서까래가 되어 소리가

10리까지 퍼지는 좋은 종 제안느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비올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보는 이 있지요.나는 노간주나

무 아래에 있는 훌륭한 돌을 알아보고,노련한 딱따구리처럼 좋은 나무를

41)ThéâtreII,p.135.

42) 랑스어에서 석공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다.LePetitRobert,DictionairedelaLangueFrançaise,Dictionaires

leRobert,2000,p.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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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낼 수 있어요.

PIERRE DE CRAON.- JadispassantdansleforêtdeFismej'ai

entendudeuxbeauxchênes,quiparlententreeux.

LouantDieuquilesavaitfaitinébranlablesàlaplaceoùilsétaient

nés.

Mantenantàlaproued'unedrome,l'unfaitlaguerreauxTurcssur

lamerOcéan,

L'autre,coupéparmessoins,autraversdelaTourdeLaon,

SoutientJehannelabonneclochedontlavoixs'etendàdixlieues.

Jeunefille,dansmonmétier,onn'apaslesyeuxdanssapoche.Je

reconnaislabonnepierresouslesgenévriersetlebonboiscommeun

maître-pivert:43)

클로델은 비올 을 좋은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피에르의 사명을 상징

으로 제시한다.훌륭한 재목으로 쓰일 좋은 나무를 찾아내는 것이 석공

이 해야 할 일이듯,하느님의 일에 쓰일 비올 을 알아보는 것은 피에르

의 역할이다.

그런데 석공 피에르가 콩베르농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입회자를 해

몽상비에르주 수녀원의 벽을 가르고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내는 일이다.

문의 이미지는 피에르를 ‘문을 내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비올 에 의해

서 강조된다.44)문은 상징 으로 몰랐던 세계를 보여 뿐만 아니라 그

세계로 우리를 한다는 의미도 가진다.45)문은 세속의 세계에서 신성

43)ThéâtreII,pp.140-141.

44)Ibid.,p.136.

45)“Laportesymboliselepassageentredeuxétats,entredeuxmondes,

entreleconnuetl'inconnu,lalumièreetlesténèbres,letrésoretle

dénuement.La porte ouvresurun mystère.Mais elle a unevaleur

dynamique,psychologique;carnon seulmentelleindiqueun passage,

maiselleinviteàfranchir.....Lepassageauquelelleinviteest,leplus

souvent,dansl'acception symbolique,du domaineprofaneau domaine

sacré.” Jean Chevalier,Alain Gheerbrant,Dictionnaire des symboles,

RobertLaffont/Jupiter,1982,p.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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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로 넘어오라는 일종의 손짓으로,비올 을 월 인 세계로 이끄

는 피에르의 역할을 암시한다.석공과 문을 통해 상징 으로 제시되는

피에르의 역할은 나병을 통해 구체화된다.

피에르의 나병은 입맞춤을 통해 비올 에게 옮겨지면서 그녀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여기에는 마라의 윤리 악이 함께 개입하는데

아버지 안느의 성지 순례를 계기로 마라는 비올 을 콩베르농에서 몰아

내고 비올 의 약혼자 자크와 콩베르농을 차지한다.비올 은 나병환자

들이 사는 외진 곳으로 가서 홀로 나병의 고통을 겪는다.비올 이 나병

으로 겪는 고통에는 ‘주님의 종’46)이라는 비유를 통해 ‘무죄한 사람의 고

통’이라는 종교 의미가 부여된다.

비올 .-분명 이 시 의 불행은 단하단다.

그들에겐 아버지가 없어.그들은 지켜보긴 하지만 왕과 교황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 때문에 와해된 그리스도교 세계를 신해서 바로 내 몸이 일하고 있는

거야.

고통이 죄만큼 자발 일 때 그 고통은 강력해!

VIOLAINE.-Etcerteslemalheurdecetempsestgrand.

Ilsn'ontpointdepère.IlsregardentetnesaventplusoùestleRoiet

lePape.

C'estpourquoivoicimoncorpsentravailàlapalcedelachretienté

quisedissout.

Puissanteestlasouffrancequandelleestaussivolontairequelepéché!47)

무죄한 비올 의 희생은 시 의 죄악을 해 ‘주님의 종’으로 선택된

자가 치르는 희생이다.그 희생의 성격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

의 노래48)에서 잘 드러난다.주님의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46)ThéâtreII,p.138,p.208.

47)Ibid.,p.193.

48)“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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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징을 통해 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어린양은 이스라엘에서 과

월 49)희생제사에서 속죄를 한 희생제물로 쓰인다.그리스도교는 그

러한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의 속죄를 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사로 설명한다.50)희생제

사는 어느 문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종교행 이기 때문에 제의

의 구성은 보편성을 갖는다.보편성은 제사의식의 구성에서 잘 드러나는

데 희생제사의 제의는 공통 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제사의 상인

신 존재,희생제물로 구성되어 있다.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신과의

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다.희생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신해서

피를 흘린다.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는 그 피를 통해 씻어지게 된다.

죄가 씻어지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신과의 계를 회복한다.

비올 .-남자들은 사제가 되지.그러나 여자도 희생제물은 될 수 있어.

하느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일단 불이 붙으면,

조 의 불순함도 없이 다 타버리게 하신다.

VIOLAINE.- Lemâleestprêtre,maisiln'estpasdéfendu àla

femmed'êtrevictime.

Dieuestavareetnepermetqu'aucunecréaturesoitallumée,

Sansqu'unpeud'impuretés'yconsume.51)

인용문에는 희생제사의 구조가 그 로 반 되어 있다.남자인 사제

죄악 때문이다.우리의 평화를 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

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 받고 천 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도살장에 끌려가는 어

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성경』,한국 천주교 주교회의,2005,이사야서,53,3-5.이

후부터 권,장, 만 표기한다.

49)유 인들이 이집트 왕국의 노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50)『한국가톨릭 사 』,vol.10,p.7633.

51)ThéâtreII,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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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을 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의 상인 신 존재

는 하느님이며 제물은 비올 이 된다.그런데 희생제사에 있어서 무엇보

다 요한 것은 희생제물이다.죄를 씻기 한 제물은 죄를 지른 사람

과 근본 으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즉 희생제사가 제물의 헌을 통하

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도덕 ,인격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

교 행 52)라면 제물은 당연히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53)그

러므로 작품에서 죄 없는 비올 이 희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희생제물의 속(代贖)은 희생제사의 목 이다.흠 없는 희생제물은 죄

지은 사람들을 신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사람과

하느님의 계를 회복시킨다.이 게 속의 의미가 부여된 희생은 하나

의 소명이 되며 성화(聖化)라는 열매를 맺는다.

비올 의 성화를 구체 으로 보여주는 것은 비올 의 멂이다.비올

은 작품에서 불에 비유되는 나병54)으로 이 멀게 된다.불이 통

으로 정화와 재생을 상징하고,불의 괴 인 힘은 지 보다 높은 차원

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는 을 고려할 때,55)비올

이 나병으로 이 먼 것은 육신의 이 먼 신 혼의 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혼의 으로 세상을 보게 된

비올 은 이제 세속 인 행복을 버리고 비로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

로써 죽은 마라의 딸 오벤을 살리는 기 을 행하게 되고 자신의 소명을

완 히 깨닫게 된다.이 소명은 마라의 윤리 악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다시 살아난 오벤의 이 비올 과 같은 란색으로 바 것을 본 마

52)『한국가톨릭 사 』,vol.10,p.7628.

53)“어떤 결함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주 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신명기 17,1.

54)ThéâtreII,p.174.

55)TheHerderDictionaryofSymbols:symbolsfrom art,archaeology,

mythology,literature,andreligion,ChironPublications,1993,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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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국 비올 을 모래구덩이에 어 넣는다.성지순례에서 돌아오던

아버지 안느가 죽어가는 비올 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다.안느는 비

올 의 희생과 마라의 악행에 종교 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해

소하고 극의 결말을 화해와 통합으로 이끈다.

L'Annonce의 4막은 오늘날 상징 인 몸동작으로 끝을 맺는다.아버지는

몽상비에르주의 종이 울리는 동안 ....자신을 희생한 나병환자의 몸 로

화해한 부부의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린다.왜냐하면 그가 화해는 들어 올림

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LequatrièmeactedeL'Annoncesetermineaujourd'huiparungeste

symbolique.Au-dessus de corps de la lépreuse sacrifiée,le Père,

pendantquelesclochedeMonsanviergescandent....,élèveentredeux

mainslesmainsdesépoux réconciliés.Carilaapprisquecen'est

qu'enélevantquel'onréconcilie.56)

극의 단원에서 소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삼종기도의 종소리는 목소

리로 체된다.57)그에 따라 모두의 화해와 구원을 의미하는 PAX(평화)

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된다.

이처럼 작품은 물리 악과 윤리 악이 궁극 인 선에 기여한다는 클

로델의 확신을 직 으로 표명한다.그러나 겹겹의 쓰기가 이루어지

는 희곡의 특징은 『마리아에게 고함』을 종교 인 동시에 인간 인 드

라마로 만들었다.제목은 수태고지58)를 연상시키지만 작품은 욕망으로

고통 받고 죄를 지르는 인간들에 의해서 개된다.비올 에게 소명을

알리는 피에르는 수태고지의 가 리엘 천사에 비견되는 인물이지만

56)ThéâtreII,pp.1395-1396.

57)Ibid.,p.215.

58)수태고지란 하느님의 사자인 가 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

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다.루카 복음서 1,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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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하게 욕망의 존재로 그려진다.비올 은 마리아에 비유되지만 세속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그녀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소명을 즉각 으로

받아들이는 신 욕망의 좌 에 망하고 괴로워한다.마라는 요셉의 꿈

에 나타나 요셉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천사와 달리 오히려 욕망의 실

을 해 자크의 의심을 북돋운다.클로델은 작품을 통해 종교 신념과

주제의식을 확고하게 표방하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이 엮어내는 드라마

속에는 인간 인 욕망과 악의 문제가 나라하게 개되고 있다.우리는

이제 작품의 종교 구도 이면에 드러나는 욕망과 악의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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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망의 드라마

2.1.정욕 :피에르 드 크라옹

클로델은 1910년 자크 리비에르JacquesRivière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

상 불만족스러웠던 작품 『처녀 비올 LajeunefilleViolaine』59)을 개

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60)1910년 라하에서 『처녀 비올 』의

개작에 착수할 당시 클로델은 그 어느 때보다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그

는 혼자서 매일 새벽 성 베네딕도회 엠마우스 수도원 미사에 참석하고

수도사들과 성무일도를 함께 바쳤다.깊어진 신앙심은 작품의 개작에

반 으로 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클로델은 작품의 제목을 『처녀 비

올 』에서 『마리아에게 고함』으로 바꾸고 종교 인 상징들을 곳곳에

배치시켜 반 으로 종교 인 색채가 강한 작품으로 변모시킨다.이를

통해 클로델은 자신의 종교 인 확신을 더 구체 으로 표출한다.

이와 더불어 욕망과 죄라는 인간 실도 강조된다. 작보다 훨씬 복잡

한 층 를 갖게 된 등장인물은 더 이상 종교 인 이상만을 변하지 않

는다.‘마리아에게 고함AnnoncefaiteàMarie’이라는 제목은 작품이 어

떤 식으로든 성경의 수태고지와 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작품은

수태고지의 기본 인 구도를 따르고 있으며 등장인물은 수태고지에 나

오는 인물에 비유된다.구도와 등장인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

59)클로델은 『처녀 비올 』를 자기 희곡 작품 가운데서 시의 침투가 가장

심하고 불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Detoutesmespièces,La

jeunefilleViolaineestcellequejeconsidèreenmêmetempscommela

pluspénétréedepoésieetlaplusimparfaite.”Correspondance,1899-1926

: PaulClaudeletAndréGide,Gallimard,1949,p.98.

60)“JeremanieLajeunefilleViolaine,J'aitoujoursétémécontantdece

drame.Ilmesemblaityavoirmisquelquechosedemeilleurquedansles

autres:maisenmêmetempsjelesentaisincohérnt,malcomposé.Jele

recommenceentièrement.”Correspondance,PaulClaudel-JacquesRivière

1907-1924,Gallimard,1984,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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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근본 인 차이 이 존재한다.성경에서 수태고지는 하느님의 부름

과 마리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성령으로 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계시에 마리아는 즉각 으로 응답한다.이는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그러나 클로델은 이 신비를

철 하게 인간화시켰다.하느님의 계시는 신 인 존재에 의해서 더 이상

구체 이고 의식 으로 달되지 않는다.지상에 매어있는 인간은 계시

를 이해하지 못하고 즉각 으로 순종하지도 않는다.『마리아에게

고함』에서 하느님의 계시는 불완 한 인간에 의해서 불완 하게 달

될 뿐만 아니라 계시에 한 인간의 응답 역시 불완 하게 이루어진다.

클로델이 작품의 제목을 수태고지Annonciation가 아니라 단순히 고지

annonce라고 한 것은 등장인물에서 나타나는 인간 측면을 강조하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피에르는 이런 클로델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에게 고함』의 배경이 되는 시 는 백년 쟁과 왕권다툼 그리

고 종교의 분열이 일어나던 시기이다.클로델은 당시의 상황을 비올 과

마라의 아버지 안느 베르코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안느 베르코르.-왕의 자리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지.

하나는 국 아이인데,자기 섬에 있고

무 어려서 보이지도 않는 다른 하나는 르와르 강의 갈 숲에 있어.

ANNEVERCORS.-AlaplaceduRoinousavonsdeuxenfants.

L'un,l'Anglais,danssonîle.

Etl'autre,sipetitqu'onnelevoitplus,entrelesroseauxdelaLoire.61)

왕의 자리에 두 아이가 있다는 것은 1422년 랑스의 왕 샤를 6세와

국의 헨리 5세가 사망한 후,헨리 5세의 아들인 헨리 6세와 트루아조

약에서 상속권을 박탈당한 샤를 7세 사이의 왕권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

61)ThéâtreII,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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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클로델은 작품에서 샤를 7세의 어머니가

추방된 아들을 해 안느 베르코르가 후원하는 콩베르농의 몽상비에르

주 수녀원에 입회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몽상비에르주 수도원은 출입문

이 없는 쇄수녀원으로 새로운 수녀가 입회할 때는 수녀원의 벽을 허

물어야 한다.이를 해 콩베르농으로 온 석공이 바로 피에르이다.

피에르 드 크라옹은 하느님의 사입니다.아시다시피 에 왕들은 사

들을 통하여 정혼했습니다.여기서 하느님은 나병환자를 사로 선택했습니

다.

PierredeCraonestl'ambassadeurdeDieu.Voussavezqu'autrefoisles

rois contractaientmariage parambassadeur.IciDieu a choisipour

ambassadeurunlépreux.62)

클로델은 피에르를 ‘하느님의 사’로 칭한다.피에르는 수태고지의 가

리엘 천사처럼 비올 에게 소명을 알리고 그녀를 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이다.이런 피에르의 역할은 그의 이름에서부터 암시되고

있다.성경에서 베드로는 수의 제자 가운데에 첫째가는 제자이다. 수

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스어로 돌(Πέτρος,페트

로스)이라는 이름을 다.63)그 이름 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로서 교회의 기 를 세운다.마찬가지로 클로델은 랑스어로 돌(pierre)

이라는 단어를 피에르의 이름으로 설정함으로서 피에르에게 소명의 기

를 다지는 역할을 부여했다.그러나 피에르는 가 리엘 천사와 같은 신

인 존재도 베드로와 같은 성인도 아니다.그는 욕망에 의해 죄를 지

른 인간일 뿐이다.베드로 역시 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질

다.64)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한평생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헌신한다.그러나 피에르의 경우 나병에 걸린 이후에도 분명

한 회심의 표지를 보이지 않는다.요컨 피에르는 비올 에게 소명을

62)ThéâtreI,p.1402.

63)마태오 복음서 16,18.

64)마태오 복음서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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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으로써 그녀를 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하느님의 사자’이지만

불완 한 인간이다.‘하느님의 사자’로서 그의 역할이 의식 으로 수행되

는 것도 아니다.피에르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올 의 소명에 한 그의 인식 역시 모호한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

다.

피에르는 비올 을 범하려다 실패한 직후에 나병에 걸린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클로델은 피에르의 나병에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종교 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병을 하느님의 섭리에 연결시킨다.그리하여 나

병은 비올 의 소명 실 에 있어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죄의 벌

로서 피에르가 얻은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비올 에게 소명의 문을

열어주는 하느님의 섭리이다.그러나 피에르는 나병을 통해 드러나는 하

느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그에게 나병은 고통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피에르 드 크라옹.- 문둥이가 되는 것,더러운 상처를 몸에 지니는 것,

병에 손을 쓸 수 없고,아무도 병이 낫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괴로운 일이오.

병이 날마다 살을 고 들어가 육신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나병

으로 인해 홀로 된다는 것,자신의 독을 견디어야 한다는 것,완 히 산 채

로 썩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

수없이 죽음을 맛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무덤의 끔 한 연 술을 온 히

맛보아야 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오.

PIERREDECRAON.-Ilestdurd'êtreunlépreuxetdeporteravec

soilaplaieinfâmeetdesavoirquel'onneguérirapasetquerienn'y

fait,

Maisquechaquejourellegagneetpénètre,etd'êtreseuletde

supportersonproprepoison,etdesentirtoutvivantcorrompre!

Etnonpoint,lamort,seulementunefoisetdixfoislasavourer,mais

enrienperdrejusqu'auboutl'affreusealchimiedelatombe.65)

65)ThéâtreII,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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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의 인간 인 면모는 작인 『처녀 비올 』과 비교해 볼 때 더

욱 명백히 드러난다.여기서 흥미로운 은 애 에 피에르라는 인물을

없애려고 마음먹었던 클로델이 『처녀 비올 』 두 번째 본의 개작과

정에서 피에르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66)이러한 구상에 따라『처녀 비올 』에서 정신 으로나 육

체 으로 건강한 인물이었던 피에르가 『마리아에게 고함』에서는 육체

욕망 때문에 범죄를 지르고 그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인물로 등장

한다.

『처녀 비올 』에서도 비올 을 연모하고 있었던 피에르는,비올 이

이미 자크와 약혼한 상태에서,불가능한 사랑을 쟁취하려 하기보다는 세

속 인 행복을 포기하고 신에 귀의했다.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피에르

는 비올 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자기 신을 끝까지 지켰으며

결국 그녀에 한 사랑을 형제애로 승화시켰다. 한 그는 비올 에게

지상의 행복과 다른 행복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그녀를 서서히 천상으로

인도했다.이 게 『처녀 비올 』에서 천상을 향하던 피에르는 『마리

아에게 고함』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온다. 마리안 메르시에-캉피슈

MarianneMercier-Campiche가 지 하고 있듯이『처녀 비올 』에서 그

는 욕망으로부터 차단된 인물이었다.67)그러나 『마리아에게 고함』의

피에르는 오히려 욕망이 가지는 괴 인 힘에 의해 범죄를 지름으로

써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인물이다.

롤로그에서 비올 은 콩베르농을 몰래 떠나려는 피에르를 기다려서

그와 면한다.그녀가 그를 기다린 것은 용서하기 해서이다.그는 비

올 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미 약혼한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그는 그녀

66)“LerôledePierredeCraondeviendratrèsimportant,etletoutaura,je

crois,uncaractèreassezgrandiosequiluimanquait.”Correspondance,

1897-1938 : Paul Claudel - Francis Jammes, Gabriel Frizeau,

Gallimard,1952,p.151.

67)MarianneMercier-Campiche,LeThéatredeClaudeloulapuissancedu

griefetdelapassion,Pauvert,1968,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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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하려고 칼로 하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다.비올 은 그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비올 .-....가엾은 피에르님!당신은 를 죽이지도 못하셨죠.

당신의 나쁜 칼로 말이에요.제 팔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상처

밖에 나지 않았어요.

VIOLAINE.-....PauvrePierre!vousn'avezmêmepasréussiàme

tuer.

Avecvotremauvaiscouteau!Rienqu'unepetitecoupureaubrasdont

personnes'estapercu.68)

여기서 반항하는 여자를 하는 흉기인 칼은 남근의 상징으로서 피

에르가 품은 억 를 수 없는 육체 인 욕망을 드러낸다.69)클로델이 개

작 의 작품 『처녀 비올 』의 두 번째 에서 피에르라는 인물을 처

음 등장시켰을 때,피에르는 비올 에게 심오한 종교의 교리를 설교하듯

늘어놓는 다소 거만한 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그러나 개작 후

『마리아에게 고함』에서 피에르는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으로 나타난다.

장-노엘 세그 스타Jean-NoëlSegrestaa는 새롭게 변한 피에르라는 인

물 안에 클로델의 개인 인 면모가 아주 많이 투 되어 있다고 말한

다.70)

행복하여라,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만

이 아니라 결코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도 그러하다.그것은 꺼지

지 않는 욕구이다.나를 먹는 사람은 여 히 배고 것이고 나를 마시는 사

람은 여 히 목마를 것이다.

68)ThéâtreII,p.134.

69)GisèleFeal,“LasignificationdelalèpredansL'AnnoncefaiteàMarie",

ClaudelStudies,vol,2no.1,1975,p.16.

70)Jean-NoëlSegrestaa,Op.cit.,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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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reuxceuxquiontfaim etsoifdejustice,nonpasseulmentparce

qu'ilsserontrassasiésmaisparcequ'ilsneserontjamaisrassasiés.

C'estunbesoininextinguible.Celuiquimemangeauraencorefaim,et

celuiquimeboitencoresoif71)

클로델은 성경에 나오는 산상 설교의 행복선언을 역으로 변용하여 자

신의 욕망을 설명한다.그의 본능 욕망은 신앙에 의해 억제되고 다듬

어져 왔지만 본질 으로 그것은 멈추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이 욕망은

자신과 세상과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이성 인 욕망으로 순화된다.72)그

러나 그 본능 인 요소는 그의 작품 어느 곳에서든 나타나고 있다.클로

델은 등장인물을 통해 땅이나 여자와 같이 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

이 정복하려고 한다.그러나 정복욕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욕

망이다.그럼에도 등장인물은 끊임없이 상을 갈망하고 욕망을 채우기

해서 무모하게 자신을 내던진다.그러기에 그들은 오만하고 난폭한 모

습을 보이는 것이다.

피에르 드 크라옹.-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나의 잘못인가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

어 하지 않겠어요?

비올 .-그 때문에 당신은 를 해치려 하셨나요?

PIERREDECRAON.-Est-cemafautesilefruittientàlabranche?

Etquelestceluiquiaimequineveutavoirtoutdecequ'ilaime?

VIOLAINE.-Etc'estpourquoivousavezessayédemedétruire?73)

일반 으로 클로델 작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욕망의 충족에 자

신의 모든 것을 건다.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들이 지닌 욕구

71)MI,p.70.

72)Ibid.,p.89.

73)ThéâtreII,p.143.



-32-

는 비이성 인 방식으로 폭발한다.이제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혹은 충

족될 수 없는 소유욕을 이기 이고 폭력 인 방식으로 실 하려 하며

그것은 자신이나 상 방의 멸을 래한다.피에르는 이런 클로델 인물

의 특성을 그 로 보여주고 있다.클로델은 경험에서 얻어진 통찰을 바

탕으로 피에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실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

는 평을 듣지만74)한순간 욕망에 몸을 던져 멸을 래하는 인물로 그

리고 있다.

비올 .-자크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그는 와 결혼할 거니까요.

피에르 드 크라옹.-아니,용서 못해요.

비올 .-증오는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를 슬 게 한답니다.

··············································································

피에르 드 크라옹.-다른 사람이 내게서 비올 을 빼앗아가고 신 병든

육신과 괴로운 혼을 남겨놓았어!

VIOLAINE.-Etdites-moiquevouspardonnezàJacquesparcequ'il

vam'épouser.

PIERREDECRAON.-Non,jenepardonnepas.

VIOLAINE.-Lahainenevousfaitpasdebien,Pierre,etellemefait

duchagrin.

·························································································

PIERREDECRAON.-UnautremeprendViolaineetmelaissecette

chairatteinteetcetespritdévoré.75)

피에르는 나병을 통해 자신이 죄를 질 다는 것을 깨닫고,비올 에

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범죄행 에 해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4)Ibid.,p.134.

75)Ibid.,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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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자신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을 비올 의 약

혼자 자크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런 피에르는 인간 인 욕망과 석공의 사명 사이에서 갈등한다.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석공이다.그는

사람들과 떨어져 오직 성당 짓는 일에 헌신했다.그 때문에 사람들로부

터 좋은 평 을 받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성당의 기 를 놓기 해 지하에서 지내고,종

루를 만들기 해 하늘에서 지내온 그는 평범한 남자의 삶을 리지 못

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간 히 원한다.

피에르 드 크라옹.-훌륭한 첨탑들을 그 게 많이 만들었건만!숲 속 내

작은 집,지붕 꼭 기를 나는 결코 보지 못한단 말인가?

그림자로 도시 체에 시간을 알려주는 종루를 그 게 많이 만들었건만!

화덕과 아이들 방의 도면을 내가 결코 그릴 수 없단 말인가?

PIERREDECRAON.-Tantdefaîtessublimes!Neverrai-jejamais

celuidemapetitemaisondanslesarbres?

Tantdeclochesdontl'ombreentournantécritl'heuresurtouteune

ville!Neferaijamaisledessind'unfouretdelachambredesenfants?76)

의 인용문은 피에르가 성 을 짓는 사명을 훌륭히 완수하고 있으면서

도 여 히 인간 욕망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 다.나병에 걸리고 난

후에도 피에르는 욕망과 사명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다.그런 후에

야 피에르는 비로소 자신 앞에 놓인 삶을 체념하듯 받아들인다.나병으

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한 피에르에게 석공의 삶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그리하여 피에르는 오로지 성당 건

축에 념하게 될 것이다.이제 그에게 배우자는 비올 이 아니라 자신

이 짓고 있는 성당이다.

76)Ibid.,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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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드 크라옹.-고통의 잠에 빠져있을 때 내 구리에서 나온 이 성

당만이,돌로 된 이 처럼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

이제 다시는 내려가지 않으리!

피에르 드 크라옹.-Cetteégliseseuleseramafemmequivaêtretirée

demoncôtécommeuneÈvedepierre,danslesommeildeladouleur.

························································································

Jenedescendraiplus!77)

성당은 하느님의 거처인 동시에 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석공에게

성당을 짓는 것은 다른 건물을 짓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

다.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성당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나병에 걸린 피에르는 이것을 깨닫는다.피에르

는 자신의 배우자를 성당에 비유함으로써 피에르와 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암시한다.그것은 욕망의 완 한 포기 내지 좌 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피에르는 그것을 고통의 잠으로 표 한다.앞으로 그는 세

상과 이별하고 수도자나 성직자처럼 하느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비올 .-그곳에선 가 당신을 돌보나요?

피에르 드 크라옹.-나는 항상 일꾼처럼 살았습니다.두 개의 돌 사이에

깔 짚 한 단이면 충분하고 가죽옷 한 벌과 빵에 바를 약간의 돼지기름이

면 족하지요.

VIOLAINE.-Quiprendsoindevouslà-bas?

PIERRE DE CRAON.-J'aitoujoursvécucommeunouvrier;une

bottedepaillemesuffitentredeuxpierres,unhabitdecuir,unpeude

lardsurdupain.78)

77)Ibid.,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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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의 사는 수가 열 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

유하는 사명을 부여한 후 그들을 견하면서 몸에 최소한의 것만을 지니

도록 지시하는 성경구 을 연상시킨다.79)따라서 인용문은 피에르가

성당건축이라는 하느님이 부여한 사명을 수행할 비가 모두 끝났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신 사명을 부여

받은 피에르의 비장함이 아니라 철 히 고독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

린 피에르의 처지이다.비올 의 사가 피에르가 군가의 보살핌을 받

아야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에게 고함』의 피에르는 클로델의 인물 가장 극 인 변화

를 보인다.존경받는 인물에서 한순간 욕망의 노 로 락하는 피에르라

는 인물은 선과 악의 경계에서 모험을 감행하는 클로델 인 인물로

교화 인 성격을 지닌 종교극에 등장하는 악인과는 성격을 달리한다.클

로델은 피에르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던 기존의 종교문학

과의 차이 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인공 비올 에게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지 까지 비

올 은 클로델의 종교 인 이상을 변하는 형 인 선인으로 간주되

어 인간 인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그러나 클로델은 비

올 마 도 이상 인 인물로 그리지 않았다.작품에서 비올 은 선을

표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피에르와 마찬가지로 욕망으로 인해 괴로워

하는 인간이기도 하다.우리는 여기서 비올 의 세속 행복에 한 욕

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2.세속 행복에 한 욕망 :비올

클로델의 다른 희곡에서는 선과 악을 향한 충동이 한 인물 안에서 복

78)Ibid.,p.144.

79)“ 에 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마태오 복음서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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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으로 나타난다.80)클로델은 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삶 속에 뛰어드

는 담한 혼을 작품 안에 그려낸다.그들은 스스로 뛰어든 삶의 격랑

속에서 악 고투하며 때로는 정도에서 벗어나 악에 오염되기도 한다.혼

란과 죄악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과 세계의 월

인 운명에 맞닥뜨리게 되는 클로델의 인물들이 의인이나 성인이 아니

라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클로델의 인물들 가운데 단 하나의 외가 있

다면 그것은 비올 일 것이다.81)작품에서 악에 물들지 않은 비올 은

그야말로 선을 표하는 인물이다.클로델은 등장인물에 실제로 있을 법

한 이름을 부여하기보다 자신의 직 에 따라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부여했다.82)클로델은 비올 의 이름이 바이올린

viole과 제비꽃violette을 상기시킨다고 말한다.83)음악과 꽃을 떠올리게

하는 비올 Violaine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인물임

을 암시한다.그러나 작품에서 비올 이 마냥 성스러운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84)

클로델은 비올 에게서 인간 인 측면을 배제하지 않았다.그는 비올

의 욕망을 부각시킨다.이는 비올 이 피에르에게 하는 입맞춤을 통해서

상징 으로 제시되고 있다. 롤로그의 마지막에서 비올 은 콩베르농을

떠나는 피에르에게 입맞춤을 한다.클로델은 그녀의 입맞춤을 “ 으

로 충동 인 행 ”라고 말한다.85)클로델이 말하고 있는 ‘ 인 충동’

은 비올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강한 내 충동이다. 부분의 비

평가들은 입맞춤을 웅 인 행 나 용서의 표시 는 연민에 의한 행

80)MichelGillespie,Op.cit.,p.46.

81)이환,Op.cit.,p.233.

82)JacquesMettra,Op.cit.,,p.30.

83)“Violaine,mélangedeYolandeetGhislaine,évoquelavioleetviolette,la

musiqueetlafleur.”ThéâtreII,p.1392.

84)『처녀 비올 』에서 비올 을 성스러움이 강조되어서 감정의 변화가 없고

다소 굳어진 인물로 그렸다면,개작을 거듭할수록 클로델은 비올 라는 인물

에 보다 인간 인 모습을 부여한다.

85)“C'estunegesteabsolumentimpulsif.”CorrespondanceavecLugné-Poe

1910-1928,Gallimard,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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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한다.86)그런데 클로델은 이 입맞춤에 다음과 같은 지문을 덧

붙임으로써 입맞춤이 종교 인 행 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입맞춤은 아주 엄숙하게 거행되어야 한다.비올 은 두 손으로 피

에르의 머리를 아래에서 로 잡고,그에게 혼을 불어 넣는다.

Icilebaiser,quidoitêtreadministréavecbeaucoup desolennité.

ViolainedebasenhautprendlatêtedePierreentresesmainsetlui

aspirel'âme.87)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은 ‘administrer’라는 단어이다.‘administrer’는 ‘성

사를 집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단순한 입맞춤을 묘사하기에는

하지 않다.그러므로 클로델이 'donner'라는 동사 신 'administrer'를

쓴 것은 비올 이 피에르에게 한 입맞춤이 엄숙하게 거행되는 성사 인

행 임을 암시하기 한 의도 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굳이 입맞춤이란 행 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욕망의 행 로서 입맞춤이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에는 입맞춤의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사나 상황이 존재하지 않

는다.입맞춤은 후 맥락 없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작품

의 종교 인 구도에 맞춰 입맞춤의 의미를 규정한 지문이 아니라면 충

동 인 입맞춤은 비올 의 인간 인 욕망의 표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그녀가 자신에게 정되어 있던 세속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은 이 입맞춤이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 한 욕망의 표 이자 부정

한 행 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더욱이 롤로그에서 비올 은 종교

인 인물이라기보다 세속 인 인물에 가깝다.

86)“lebaisierdeViolaineaulépreux,dansL'Annonce,seral'imagenon

d'unevolontéd'ascétismemaisd'unconsentementdetoutl'êtreàl'appel

bouleversantd'uneprésence.”Paul-AndréLesort,Op.cit.,p.38.

87)ThéâtreII,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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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그에서 비올 은 클로델이 극의 배경으로 삼은 세 샹 뉴지역

의 시골소녀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등장한다.88)

제 자리를 곧바로 마련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는 더 이상 제 자

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는 하느님께 다른 걸 요구하지도 않

습니다.

는 18살 비올 이에요.아버지는 안느 베르코르이고,어머니는 엘리자벳

이에요,

동생은 마라이고,약혼자는 자크이죠.보세요,이게 부입니다.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명백합니다.이미 정해져 있어요. 는 아주 만족합니다.

LouédoncsoitDieuquim'adonnélamiennetoutdesuiteetjen'ai

plusàlarechercher.Etjeneluidemandepointd'autre.

JesuisViolaine,dix-huitans,monpères'appelleAnneVercors,ma

Mères'appelleÉlisabeth,

Masoeurs'appelleMara,monfiancés'appelleJacques,Voilàc'estfini,

iln'yaplusrienàsavoir.

Toutestparfaitementclair,toutestrégléd'avanceetjesuistrès

contente.89)

결핍된 마라와 달리 비올 은 지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인물이다.그

녀는 재 자신이 리고 있는 행복에 만족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이라 확신한다.그런 그녀에게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그녀

88)“rideauvientdeseleversurleprologuedeL'Annonce......Ellenenous

apparaîtencoreque commeunepetitepaysanneparmibeaucoupdeses

semblables,enriendifférentedecentautresjeunefermières....quin'en

vécurentpasmoinsréellementauterroirchampenoisoùClaudelsitueson

présentdrame.”LouisBarjon,PaulClaudel,ÉditionUniversitaires,1958,

p.18.

89)ThéâtreII,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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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크와의 결혼을 통해 리게 될 다른 행복을 갈망한다.세속 인

행복에 한 비올 의 욕망은 피에르와 나 는 다음의 사에서도 드러

난다.피에르는 비올 을 건물의 기 로 쓰이는 주춧돌에 비유함으로써

그녀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을 암시한다.하지만 비올 은 자신을 활기차게 돌아가는 맷돌에 비유한

다.다른 돌과 짝을 이루어 곡식을 가는 활기찬 맷돌은 곧 결혼해서 행

복한 주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피에르 드 크라옹.-그러나 쥐스티스 성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돌이에요.

비올 ,웃으며.- 는 그 지 못하답니다.

피에르 드 크라옹.-기 를 놓는데 쓰는 돌은 용마루로 쓰는 돌과는 달

라요.

비올 .-돌이라,제가 돌이라면 다른 돌과 짝을 이루어 곡식을 가는 활

기찬 맷돌이면 좋겠군요.

PIERREDECRAON.-MaisJusticeestunegrandepierreelle-même.

VIOLAINE,riant.-Jenesuispasdelamêmecarrière.

PIERREDECRAON.-Cellequ'ilfautàlabasen'estpointcellequ'il

fautpourlefaîte.

VIOLAINE.-Unepierre,sij'ensuisune,quecesoitcettepierre

activequimoudlegrainaccoupléeàlameulejumelle.90)

비올 의 인간 인 모습은 나병에 걸리고 난 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다.피에르에 한 입맞춤은 비올 의 모든 계획을 괴하고 그녀의 삶

을 상했던 것과 정반 로 이끌게 되었다.그러나 나병은 비올 의 인

간 행복을 빼앗은 신에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다.

비올 은 나병에 걸림으로써 하느님의 섭리를 완성하기 한 도구가 되

90)Ibid.,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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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그러나 피에르와 마찬가지로 비올 은 나병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악하지 못한다.

피에르 드 크라옹.-유스티시아 한 엄마 곁에 머물던 평범한 소녀에 불

과했습니다.하느님이 그녀를 불러 신앙고백을 하게 하기까지는 말이에요.

비올 .-하지만 그 구도 제가 고통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요!제가

사라센 사람들에게 복음을 해야 할까요?

피에르 드 크라옹.-자리를 고르는 것은 돌이 아니라 작품의 주인입니다.

PIERREDECRAON.-EtJustitiaaussin'étaitqu'unehumblepetite

filleprèsdesamère

Jusqu'àl'instantqueDieul'appelaàconfession.

VIOLAINE.-Maispersonnenemeveutaucunmal!Faut-ilquej'aille

prêcherl'EvangilechezlesSarrasins?

PIERRE DE CRAON.-Cen'estpointlapierredechoisirsaplace,

maisauMaîtredel'oeuvrequil'achoisie.91)

피에르의 사에서 비올 은 유스티시아 성녀에 비유되고 있다.이는

비올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암시이다.그러나 그녀는 자신

의 고통 없는 행복한 삶에 만족하고 그러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

다.그런 그녀에게 나병은 갑작스럽게 닥친 망과 고통에 불과하다.확

실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행복이 사라진 후 비올 은 좌 한다.더욱이

마라는 본격 으로 비올 을 몰아내고 자크와 콩베르농을 차지하기

한 계획을 행동에 옮긴다.마라에게 조하는 어머니도 비올 의 편이

아니다.좌 한 비올 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슬 고 참담한 심정을 자

크에게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비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요.

91)Ibid.,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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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동생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나는 그들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한 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VIOLAINE.-Monpèrem'aabandonée.

···················································

Nimamèrenem'aime,nimasoeur,bienquejeneleuraiefait

aucunmal.92)

이제 비올 에게 남은 것은 자크뿐이다.비올 의 약혼자 자크는 수태

고지의 요셉에 비유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성경에서 요셉은 하느님

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다.그는 꿈에 나타난 천사의 명령 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93)그러나 『마리아에게 고함』의 자크는 매

우 실 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땅에 한 욕망을 가진 인물이다.그는

자신이 땅에 속한 자임을 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작품에서 그의 존재

는 땅과 분리될 수 없다.그의 사랑과 결혼 역시 땅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는 자신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알려고 하거나 여

하려고 하지 않는다.그런 자크가 피에르에게 입맞춤한 비올 을 이해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올 은 자크와의 결혼을

통해 얻게 될 세속 행복에 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그녀는 수

차례에 걸쳐 자크의 사랑을 확인한다.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자

크에게 매달리는 비올 의 모습은 비극 이다.

자크 리.-나와 결혼하겠다는 것이 진심이오?

비올 .-네,진심이에요.내 사랑!

···········································

비올 .- 는 당신의 것이 될 거에요, 원히.

92)Ibid.,p.170.

93)마태오 복음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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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 .- 를 붙잡아 주세요.보내지 말아 주세요.

아 사람들이 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도

록, 를 당신 곁에 붙들어 주세요.

JACQUESHURY.-Est-ilvraiquevousacceptezd'êtreàmoi?

VIOLAINE.-Oui,c'estvrai,bonjour,monbien-aimé!94)

····································································

VIOLAINE.-A jamaiscequiestàmoicelanecesserapasd'être

votre.95)

·························································································

VIOLAINE.-Prend-laetnelalaisseraller.

Ahprenezvousvotrepetiteavecvousqu'onretrouveplusetqu'onne

luifasseaucunmal!96)

비올 은 마리아처럼 즉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 앞에 놓인 삶을 받아들이기 까지 그녀는 인간 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자크와 만나 나병에 걸린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

에서 비올 이 입고 나온 몽상비에르주 수녀원의 수도복은 욕망과 순종

의 갈림길에 서 있는 비올 의 심리상태를 암시한다.수도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수련기를 마치고 첫 서원97)을 할 때 수도원장으로부터 수도복

을 받는다.수도복에는 결혼과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수도복을

받는 것은 정식 수도자가 되었다는 것,즉 세상에 해서 죽고 하느님과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수도복에 담긴 결혼과 죽음이라는

의미 때문에 세 여인들은 수도복을 결혼 복과 수의로 사용했다.작품

94)Ibid.,p.168.

95)Ibid.,p.169.

96)Ibid.,p.169.

97)수도생활 지망자가 정결·청빈·순명의 세 가지 복음 권고를 소속 수도회의

회헌과 회칙에 따라 지킬 것을 공식 으로 하느님과 교회와 동료 수도사들에

게 약속하는 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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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콩베르농의 여인들이 일생에 두 번,약혼식과 장례식에 수도복을

입는 것은 바로 그런 습이 반 된 것이다.

자크 리.-이 훌륭한 옷은 무슨 옷이죠?

비올 .-당신을 해 입었어요.말 드렸잖아요.기억 안 나세요?

몽상비에르주 수녀원의 수도복이에요.....수녀들이 가 (歌臺)98)에서 입는

옷이랍니다.

콩베르농의 여인들은 이 옷을 두 번 입을 권리가 있답니다.

한번은 약혼 날,

한 번은 죽는 날이지요.

JACQUESHURY.-Quelestcecostumemerveilleux?

VIOLAINE.-Jel'aimispourvous.Jevousenavezparlé.Nele

reconaissez-vouspas?

C'estlecostumedesmonialesdeMonsanvierge,....lecostumequ'elles

portentauchoeur,....

EtquelesfemmesdeCombernonontledroitderevêtirdeuxfois.

Premièrementlejourdeleursfiançailles.

Secondementdeleurmort.99)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비올 이 입은 수도복은 결혼과 죽음이라는

의 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나병에 걸린 사실을 자크에게 말했을 때 그

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비올 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수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결혼 복으로서 수도복은 세속 인 행복에 한

비올 의 욕망을 표 한다.비올 은 결혼 복으로 수도복을 입고 자크

앞에 나섰지만 결국 자크의 배신으로 비올 의 욕망은 좌 되고 수도복

은 수의가 되어버린다.

98)수도자들의 기도석

99)ThéâtreII,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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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델은 이미 비올 이 피에르에게 반지를 건네는 장면을 통해 비올

의 욕망이 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피에르에게 유스티시아

성녀의 이야기를 들은 비올 은 그 성인의 이름을 딴 성당 건축을 해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그에게 건넨다.100)이것은 신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헌행 이지만 반지를 빼는 행동은 단히 상징 인 의미를 지

닌다.왜냐하면 그 반지가 자크에게 받은 약혼반지이기 때문이다.반지

는 결합과 구속을 의미한다.101)그 게 본다면 자크가 비올 에게 반

지는 비올 과 자크를 결합시키는 반지이자 비올 이 자크에게 속해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지이다.102)그 반지를 손에서 빼내어 성 건축의

헌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크와의 결혼이 상징하는 세속과의 결별을 의

미하는 것이다.비올 은 반지를 헌함으로써 자크의 약혼자에서 하느

님의 신부,다시 말해 으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이로써 그

녀가 바라던 결혼과 세속 인 행복을 포기하고 세상과 이별하게 될 것

이다.이러한 암시는 자크의 배신을 통해 구체화된다.

자크 리.-더러운 계집,하느님께 버림받은 계집,

혼도 육체도 버림받은 계집!

비올 .-그 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와 결혼할 마음이 없군요,자크?

자크 리.-농담 마시오.마귀의 딸 같으니!

비올 .-이것이 나에게 가졌던 크나큰 사랑인가요?

································································

비올 .-아! 가 우리를 떼어 놓을까?당신을 사랑해요,자크.당신은

나를 지켜 거 요.당신의 품안이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자크.-그런 역겨운 말로 나를 농락하지 마시오!

JACSQUESHURY.-Infâme,réprouvée,

100)Ibid.,p.138.

101)JeanChevalier,AlainGheerbrant,Op.cit.,pp.49-50.

102)JacquesMadaule,LeDramedePaulClaudel,DescléedeBrouwer,

1964,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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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prouvéedanstonâmeetdanstachair!

VIOLAINE.-Ainsi,nedemandezplusàm'épouser,Jacques?

JACQUESHURY.-Netemoquepoint,filledudiable!

VIOLAINE.-Telestcegrandamourquevousaviezpourmoi?

·················································································

VIOLAINE.- Ah,quinous arrachera l'un à l'autre? Je t'aime,

Jacques,ettumedefendras,etjesaisquejen'airienàcraindreentre

tesbras.

JACQUES.-Netemoquepointavecsesparolesaffreuses!

자크는 나병에 걸린 비올 을 부정한 여자로 간주하고 험한 말을 내뱉

는다.그러나 이런 자크의 태도를 보고도 비올 은 여 히 미련을 버리

지 못한다.이와 달리 『처녀 비올 』에서 비올 은 나병과 같은 극단

인 상황에 처하지 않고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꺼이 자크를 동생인

비비안Bibiane103)에게 양보하고 콩베르농을 떠나버린다.『처녀 비올

』과 비교해볼 때 『마리아에게 고함』의 비올 에게서 부각되는 것

은 욕망으로 인한 내 갈등이다.수도복은 비올 의 내 갈등을 나타내

기 해 의도 으로 선택된 소재라 할 수 있다.클로델은 일반 으로

욕을 연상시키는 수도복을 오히려 욕망과 련지음으로써 비올 의 내

갈등을 보다 극 으로 표 하고 있다.

끝까지 세속 행복에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비올 은 피에르와

마찬가지로 욕망의 좌 을 통해 자신 앞에 놓인 소명을 받아들인다.비

올 의 소명의 수락 역시 피에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능동 이고 의지

인 수락이 아니라 체념 수락이다.그녀의 소명은 하느님에게 선택받

은 자로서 고통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시작은 자발 인 것

이 아니었다.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여러 언자들이 고통과

죽음을 겪는 것처럼,하느님께 선택받은 그녀 역시 죄 없이 고통과 죽음

103)클로델은 개작 과정에서 비올 의 동생 이름을 비비안에서 마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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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게 된다.성경에서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그 사람이 하느

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이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병고에 익숙한 이 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그런

데 우리는 그를 벌 받은 자,하느님께 매 맞은 자,천 받은 자로 여겼

다.104)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네 번째 노래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나병으로 고

통 받는 비올 의 이미지와 첩된다.고통의 사람,병고에 익숙한 사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멸시를 받은 사람,벌 받은 사람

이라고 여겨지는 주님의 종의 처지는 나병에 걸린 비올 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

비올 이 이처럼 고통과 희생이라는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병으로 인한 욕망의 좌 때문이었다.하지만 마라의 경우에 있어 욕

망의 좌 은 오히려 욕망이 지닌 폭력성을 배가시킨다.마라는 피에르와

비올 처럼 마라 역시 욕망을 가진 인간이다.마라의 욕망은 비올 과의

계에서 그녀가 느끼는 결핍에서 생겨난 것이다.피에르와 비올 의 경

우 욕망은 나병으로 인해 좌 되고 이후 두 인물은 작가의 종교 인 의

도와 구상에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그러나 결핍을 충족시키

기 한 마라의 행동은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다음에서는 결핍된 존

재로서 욕망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마라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2.3.소유욕 :마라

104)이사야서 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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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델의 희곡에는 찬탈자와 희생자 사이의 경쟁구도와 그 구도에서

발생하는 찬탈자의 폭력과 범죄,그리고 폭력과 범죄의 정당화라는 반복

인 서사구조가 존재한다.105)자크 티JacquesPetit는 그러한 클로델

의 작품 세계를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106)로 표 했다.폭력은 언제나

찬탈자의 결핍,다시 말해 찬탈자가 원하는 상을 희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찬탈자는 상을 욕망하지만 그 욕망에는 항상

어떤 불가능이 내포되어있다.

자크 라캉JacquesLacan은 인간의 욕망을 은유와 환유의 구조로 설명

한다.107)인간은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상을 추구하지만(은

유), 상은 잡는 순간 신기루처럼 만큼 물러난다. 상은 욕망을 충

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다음 상을 향해 가고 간다(환유).따라서

욕망의 구조상 인간은 욕망의 상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108)그럼에

도 클로델의 인물들은 그 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그 상이 그들의 앞에 있어 손을 뻗으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돈

과 사랑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욕망에 자신을 내던지며 상을 정복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망 속에서 멸을 맞이할 때까지,타인의 희생과 고

통을 래하기까지 욕망은 꺼지지 않는다.109)비올 의 동생 마라는 이

런 클로델 인물의 형을 보여 다.마라는 무엇보다 꺼지지 않는 욕

망을 가진 인물이다.그녀의 욕망은 불가능에 직면해서도 멈출 모른

다.오히려 강하고 집요해질 뿐이다.

‘마라’는 히 리어로 ‘쓰다’라는 뜻이다.이는 마라라는 등장인물의 성격

105) Christopher G.Flood,“Collective violence,sacrifice,and conflict

resolutionintheworksofPaulClaudel”,Contagion:JournalofViolence,

Mimesis,andCulture,vol.1,1994,p.159.

106)“Lepersonnagedel'usurpateurnepermetpasseulementdedécelerune

structuredramatique,ilfautmieux comprendrel'universclaudélien,où

règnela violence.”JacquesPetit,Claudeletl'usurpateur,Descléede

Brower,1971,p.79.
107)자크 라캉,『욕망이론』,문 출 사,p.19

108)Ibid.,p.166

109)서석돌,Op.cit.,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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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을 직 으로 드러내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이 이름

은 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마라’는

이름이 구약성경 탈출기(출애굽기)의 일화110)와 한 련을 맺고 있

다는 사실이다.이 일화는 하느님이 시련을 통해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

고 자신의 함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그러나 순 히

인간 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일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결핍의 상태

와 그들의 긴박한 요구를 드러낸다.마라라는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내포

한 이름이다.작품에서 비올 이 모든 것을 소유한 반면 마라의 삶은 결

핍 그 자체이다.마라는 그런 결핍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하는 인물로 성

장한다.먼 어린 시 의 마라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성지를 향하여 순례를 떠나려는 결심을 부인인 엘리자베스에게 알리는

장면에서,아버지 안느 베르코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느 베르코르.-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지

감미로운 수선화 같이 올바른 비올 .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오.

못된 마라 말이오.사내아이가 아니라 딸이었지.

ANNEVERCORS.-Etvoicientrenousl'enfantetl'honnêteté

Decedouxnarcisse,Violaine.

Etpuis,lasecondenousnaît

Maralanoire.Uneautrefilleetcen'étaitpasungarçon.111)

어린 시 에 마라의 결핍을 이해하는 단 가 되는 이 요한 구 은

먼 안느가 둘째로 아들을 바랐다는 것을 보여 다.아들을 원하는 안

110)“모세가 이스라엘을 갈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그들이 수르 야로 나아

갔다. 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 다.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 다.”탈출기 15,22-26.

111)ThéâtreII,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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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의 심정은 그가 자크를 맡아 돌보고 길 던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에

서도 잘 드러난다.112)아들이 없는 안느는 자크를 친아들처럼 길 다.

안느는 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맏딸을 그에게

으로써 아들 노릇을 하게 만든다.마라는 안느에게 실망감을 안겨 둘

째 딸이었다.우리는 안느의 사에서 마라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

어나면서부터 환 받지 못했고 후에는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해 거

부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사에서 ‘감미로운 수선화doux

narcisse’와 ‘못된 마라Maralanoire’는 강한 조를 이루면서 비올 에

한 안느의 일방 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어머니.-못된 것,그 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

아무도 한테 해가 될 짓은 하지 않았잖아!

어렸을 때 항상 심술쟁이 어.

때려도 울지 않았지.

LAMÈRE.-Mauvaise,tusaisbienquecen'estpasvrai!

Tusaisbienqu'onnetefaitpastortderien!

Maisc'esttoiquiasététoujoursméchante!Quandtuétaispetite.

Tunecriaispasquandontebattait.113)

의 인용문은 마라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도 사랑받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 다.어머니가 마라에 해서 하는 말은 거의 다 부정

이다.어머니 엘리자벳은 마라를 지칭할 때,‘나쁜 것méchante’혹은

‘못된 것mauvaise’라는 단어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안느와 엘

리자벳이 비올 의 결혼 문제로 화하는 목에서 엘리자벳은 안느에

게 마라가 고집이 세고 강철같이 단단한 성격을 지녔다고 말한다.114)마

112)Ibid.,p.147.

113)Ibid.,,p.154.

114)ThéâtreII,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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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한 안느의 태도 역시 엘리자벳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성지순례

를 떠나는 안느가 가족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비올 과 마라를 하는

그의 태도는 아주 조 이다.

안느 베르코르,더 낮은 소리로.-안녕,엘리자벳.

(그는 마라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녀를 오랫동안

근엄하게 바라본다.그런 다음 그는 마라에게 손

을 뻗는다.)

안녕,마라!착하게 굴거라.

마라,안느의 손에 입을 맞추며.-안녕히 가세요,아버지!

침묵,안느 베르코르는 비올 을 보지 못한 것처

럼 정면을 응시한 채 서 있는다..... 결국 그는

비올 쪽으로 몸을 약간 돌리고 비올 은 흐느

껴 울면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을 끌어안

는다.

··············

비올 .-아아!아버지!아아!

안느는 비올 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낸다.

ANNEVERCORS,plusbas.-Adieu,Élisabeth.

(Il se tourne vers Mara et la regarde

longuementetgravement,puisilluitendla

main.)

Adieu,Mara!soisbonne.

MARA,luibaisantlamain.-Adieu,père!

Silence,Anne Vercors estdebout,regardant

devantlui,commes'ilnevoyaitpas......A la

fin ilsetourneunpeu verselleetellelui

passelesbrasautourducou,lafigurecontre

sapoitrine,sanglo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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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AINE.-Hélas!Père!Hélas!115)

Illuidéfaitdoucementlesmains.116)

마라와 안느의 작별은 형식 인 입맞춤으로 끝난다.아버지와 딸의 작

별치고는 매우 무미건조하다.그리고 마라를 근엄하게 바라보는 안느의

모습에서는 자식을 야단치는 엄한 아버지가 연상된다.반면 비올 과 안

느의 작별에서는 이별의 아픔이 묻어난다.클로델은 이별의 아픔을 사

가 아닌 동작으로 표 하게 함으로써 극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비

올 에게 안느는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이다.작품에서 안느는 구약성

경의 성조(patriarche)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117)그러나 비올 을

할 때만큼은 정의롭게 땅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콩베르농의 주인의 권

나 엄이 느껴지지 않는다.이 게 자애롭고 부드러운 안느의 모습은

그의 이름과 한 련이 있다.작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안느인 것

은 아주 상징 이다.안느는 여성의 이름이고,무엇보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다.작품에서 비올 이 마리아에 비유되는 것을 고려하면,

안느는 비올 에 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와 같이 마라가 겪은 사랑의 결핍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화에 잠깐

언 되어 있는 마라의 모습과 마라에 한 그들의 태도에서 충분히 드

러난다.하지만 작품의 은 마라와 비올 의 성장과정에 맞추어져 있

지 않다.작품에서 마라와 비올 은 이미 성장한 처녀로 등장한다.결핍

으로 인한 마라의 욕망이 본격 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비올

의 결혼이 임박한 시 이다.비올 과의 계에서 마라는 다시 결핍

115)Ibid.,p.162.

116)Ibid.,p.163.

117)“Ilestconformeàunecertaineimagedu«patriarche»quiétaitencore

vivante dans les campagnes etdontla Bible offraità Claudeldes

archétypes.”Jean-NoëlSegrestaa,Op.cit.,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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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는다.마라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 자크는 이미 비올 과 약혼

한 상태이고 마라에게는 결혼할 남자가 없다.결혼과 더불어 비올 은

콩베르농을 상속받게 되지만,마라는 좁고 척박한 고지 의 땅을 상속받

을 뿐이다.이제 마라와 비올 은 본격 인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고,비

올 은 마라에게 경쟁 상으로 떠오른다.마라에게 있어서 비올 은 자

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마라.-거 ,언니는 나에게서 자크를 빼앗으려 하잖아!

바로 지 언니는 나에게서 자크를 빼앗으려 해!

자크의 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바로 나 다고.

·············································································

이제 언니는 콩베르농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멍청이가 아는 게 뭐야?우리 둘 에 수 를 끌 아는 게 구지?

MARA.-Voilàencoreellevientmeleprendre!

Voilàqu'ellevientmeleprendreàcetteheure!C'estmoi

Quidevaistoujoursêtresafemme,etnonpaselle.118)

································································

Voilàqu'ellevaavoirCombernonàcetteheure!

Qu'estcequ'ellesaitfaire,lagnolle?quiest-cedenousdeuxquifait

marcherlacharrette?119)

남자와 재산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더 명확하고 구체 인

상이다.그것은 마라에게 부모의 사랑처럼 멀리 있는 상이 아니라 오

히려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상이다.그 기 때문에 마라가 느끼는

결핍의 정도는 더욱 강해진다.이런 상황에서 마라의 유일한 목표는 경

쟁자인 비올 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마라는 비올 을 제거하기 해서

118)ThéâtreII,p.153.

119)Ibid.,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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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인 방법도 불사한다.

폭력은 마라가 욕망하는 상인 사랑과 재산을 비올 이 소유하고 있

다는 사실에 기인한다.작품 역시 앞서 언 한 클로델 희곡의 형 인

서사구도를 따르고 있는데 찬탈자와 희생자 그리고 욕망의 상으로 이

루어지는 구도는 르네 지라르RenéGirard가 설명한 욕망의 구도와 유사

하다.120)마라의 욕망은 자연발생 이라기보다는 비올 과의 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작품에서 비올 은 욕망의 모델로서 마라가

가진 욕망의 매개자가 된다.즉 마라는 욕망의 상과 직 인 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올 을 통해 간 으로 계를 맺고 있으며,

마라의 욕망은 자발 인 것이 아니라 비올 에 의해 발된 것이다.

욕망의 주체와 욕망을 발시킨 매개자와의 거리121)는 갈등과 폭력으

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인 요소이다.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둘의 경쟁

계는 심화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원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원수형제

(frèresennemis)’라는 테마,특히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가장 가까운 연 계로 맺어진 원수형제의 테마에서 형제사이의

경쟁 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한 형제는 욕망 충족의 방해물인

다른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원수형제의 테마는 『마리아에게 고

함』에서 재 된다.비올 과 마라 사이에서 사랑과 재산을 두고 경쟁

계가 발생한다.비올 은 욕망충족의 방해자가 되고,마라는 그런 비올

을 제거하기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마리아에게 고함』에서 마라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애를 쓰지

120)지라르에 따르면 모든 욕망은 결코 자연발생 이지 않다.욕망은 근본 으

로 모방 이며 주체, 상,제3자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구조를 가진다.주체

는 상을 직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해서 상을 욕망하고

이때 매개자인 제3자는 욕망의 모델이 된다.지라르에게 있어 주체가 욕망의

모델인 제3자를 닮고자 하는 것,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

는 것은 인간 욕망의 가장 본질 인 성격이다.따라서 욕망은 항상 제3자와

의 계로 해석되어야 한다.르네 지라르,『낭만 거짓과 소설 진실』,김

치수 ·송의경 옮김,한길사,2011,pp.39-43.

121)여기서 거리는 물리 인 것이 아니라 정신 인 것이다.Ibid.,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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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녀의 욕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그러나 마라는 자기 욕

망을 실 하기 해 폭력 인 방법으로 비올 을 몰아낸다.그리하여 인

간 욕망의 드라마는 마라에 의해서 더욱 심도 있게 펼쳐진다.마라의 욕

망추구 과정과 악의 발 메커니즘은 극의 심을 종교에서 인간으로

옮겨놓게 될 것이다.다음 장에서는 마라의 욕망 실 과 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 하는 악에 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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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욕망과 악

3.1.욕망의 실

클로델의 희곡에서 폭력을 발하는 직 인 계기가 되는 것은 권

자의 부재이다.‘폭력의 세계’는 세 인 혹은 인 권 가 사라지거

나 약해질 때 그 문이 열린다.그 때까지 잠재 이었던 찬탈자와 희생자

의 경쟁구도는 이를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찬탈자가 가지는

폭력성이 폭발하듯 분출된다.어떤 경우에서건 클로델의 희곡 안에서 권

의 부재는 경쟁구도를 심화시켜 언어 ,육체 립과 갈등을 만들어

내고 기야 찬탈자가 원하는 상을 강탈하는 행 에 이르게 한다.

작품에서 아버지 안느는 콩베르농의 주인이자 가장으로 엄과 권 를

가진 인물이다.그의 엄과 권 는 의무에 충실하고 정의를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강압 이지는 않으나 견고한 느낌을 다.그에 더

하여 클로델은 안느 베르코르를 몽상비에르주 수도원의 후원자로 설정

함으로써 그에게 사회 이고 종교 인 품격까지 부여했다.122)성지순례

는 안느라는 인물의 종교성을 부각시키기 해 의도 으로 선택된 소재

로 볼 수 있다.123)클로델은 『마리아에게 고함』에서 안느가 성지순례

를 떠나는 이유도 혼란과 쟁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이

기 으로 향유하지 않기 해서라고 설명함으로써 가족을 떠나는 그의

결정이 『처녀 비올 』에서처럼 개인 인 충동이나 변덕 혹은 실

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122)JacquesMettra,Op.cit.,p.36.

123)『처녀 비올 』의 에서 안느 베르코르는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죽기 에 바다를 보아야겠다고 고집하면서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그리

고 『처녀 비올 』의 재 에서는 죽은 동생의 가족을 돌보기 해 미국으로

떠난다.『마리아에게 고함』에서 안느 베르코르가 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를 떠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에서는 다소 충동 인 모습이,재 에서는

실 인 모습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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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느 베르코르.-바로 그거요.우리는 지나치게 행복해.그런데 다른 사

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지.

····································

안느 베르코르.-하지만 당신은 어도 다들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고 흐

트러져 있다는 것을 알잖소.사람들은 마다 필사 으로 제 자리를 찾고

있지.

가끔씩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데,그것은 지푸라기를 태우

는 연기가 아니야.

그리고 사방에서 려드는 불 한 사람들의 거 한 무리.

언자가 언한 로124) 랑스에는 더 이상 왕이 없소.

ANNEVERCORS.-C'estcela,noussommestropheureux.

Etlesautrespasassez.

·····························

ANNE VERCORS.- Maistu voisau moinsquetoutestému et

derangédesaplace,etchacunrechercheéperdumentoùelleest.

Etcesfuméesquil'onvoitparfoisauloin,cen'estpaslavainepaille

quibrûle.

Etcesgrandesbandesdepauvresquinousarriventdetouslescôtés.

Iln'yaplusdeRoisurlaFrance,selonqu'ilaétépréditparle

Prophète.125)

안느는 콩베르농에서 주인과 가장으로서 세 권 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 권 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콩베르농의 실 인

124)원주:“자 보라,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루살렘과 유다에서 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장된 빵과 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용사와 사,재

과 언자, 쟁이와 원로,장교와 귀족,고문 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

버리시리라.그런 다음 나는 풋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이사야서 3,1-4.

125)ThéâtreII,pp.149-150.



-57-

지주인 동시에 정신 인 지주인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감

을 다.그의 부재와 더불어 사랑하는 딸 비올 을 지켜주던 보호막은

사라지고,콩베르농을 감싸고 있던 평화도 자취를 감춘다.더 이상 마라

에게 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어머니와 자크는 마라에게 아무런

향을 끼치지 못한다.마라의 강한 성격은 모든 향력을 상쇄시키고 더

나아가 상 방을 무력하게 만든다.그리하여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마라

에게 복종하거나 마라의 의지 로 움직이게 된다.언니 비올 에 한

질투와 증오는 아버지의 부재를 계기로 차 폭력으로 구체화된다.아버

지 안느 베르코르는 비올 과 자크를 정혼시킨 다음 기약 없는 성지순

례를 떠난다.이런 상황은 자크를 빼앗겠다는 마라의 욕망을 더욱 강화

시키고 마라는 마침내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먼 마라는 자살하겠

다며 어머니와 비올 을 한다.

마라.-가서 자크와 결혼하지 말라고 언니에게 말해요.그 게 말하지 않

으면 죽어버릴 거야.

어머니 -마라!

마라.-사람들이 고양이를 매달았던 그 곳간에,

목을 매달아 버릴 거야.

····························

마라.-언니에게 내가 말한 로만 말해요.내가 죽어버린다고.알겠어

요?

어머니.-아!

마라.-내가 못할 것 같아요?

MARA.-Va-t'enluidirequ'ellenel'épousepas,oujemeturai!

LAMÈRE.-Mara!

MARA.-Jemependraidanslebûcher,

Làoùl'onatrouvélechatpendu.126)

126)Ibid.,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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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 Répète-luiseulementcequej'aidit.Dis-luiquejeme

tuerai.Tum'asbienentendu?

LAMÈRE-Ha!

MARA.-Crois-tuquejeneleferaipas?127)

마라의 은 상당히 구체 이고 직설 이다.마라의 성격을 아는 어

머니는 마라의 을 그냥 넘기지 못한다.그리스도교 문화에서 자살은

불효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그리스도교에서 고의로 자신의 죽음

을 래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가 되며,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도 지되었다.작품의 시 배경인 세 시 에

자살은 죄 고 공개 인 추문이었다.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이 모두 지

옥에 간다고 믿고 있었고 자살은 입에 담는 것조차 기시 되었다.이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자살 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이며 마라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기 한 가장 빠르고 효과 인 방법이다.어

머니는 마라를 나무라지만 계속되는 마라의 자살 에 결국에는 비올

에게 마라의 말을 한다.128)

마라는 자크를 차지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더 구체화시켜간다.그

녀는 자크에게 비올 이 피에르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알릴뿐만 아니라

여행에서 돌아온 자크를 먼 만나서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자크 리.-....당신이 번에 내게 한 이야기는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

오.

마라.-무슨 얘기요?

자크 리.-그 석공 이야기 말이오.새벽녘에 벌어진 은 한 입맞춤 ....

마라.-그럴 수도 있죠.제가 잘못 봤어요.그런데 제 은 아주 좋답니다.

·······················································································

127)Ibid.,p.155.

128)Ibid.,p.155,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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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비올 을 말하는 거죠?나는 비올 얘기만 나오면 낯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게 혼,육체,심장,피부,안과 밖 그리고 근본을 다른 사람에게 맡

겨 버리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죠.

JACQUESHURY.-....Etjecroisquevousavezrêvécettehistoire

quevousm'avezracontéel'autrejour.

MARA.-Quellehistoire?

JACQUESHURY.-....Cettehistoiredumaçon,cebaiserclandestin

aupointdujour.

Mara.-C'estpossible.J'aimalvu.J'aidebonyeuxpourtant.

···············································································

MARA.-VouzparlezdeViolaine?Jerougisdecettepetitefille.

Ilesthonteuxdesedonnerainsi,

Ame,chair,coeur,peau,ledessus,lededansetlaracine.129)

비올 이 부정을 질 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한 마라의 략은

매우 치 하다.마라는 자크가 비올 을 만나서 자 지종을 듣기 에

먼 비올 이 부정을 지른 여자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한다.그 게

함으로써 마라는 입맞춤을 곧 부정으로 간주하도록 암암리에 자크를 설

득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태고지라는 큰 틀에서 자크는 마리아의 약혼

자 요셉에 비유되는 인물이지만 클로델은 그를 철 하게 지상 인 인물

로 그려낸다.

자크 리.-나를 넘어서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지는 마시오 ....

하늘의 것은 하늘에,땅의 것은 땅에.

혼자서는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농부가 필요하다오.

129)Ibid.,p.166.



-60-

자랑은 아니지만,내가 바로 그런 농부,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는 농부

라고 말할 수 있소.아마 당신의 아버지도 역시 가르칠 것이 없겠지.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고 융통성이 없는 분이니까.

제각기 제 자리가 있고 그것이 정의라오.

당신을 몽상비에르주와 함께 주실 때에 아버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

고 계셨고 그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

JACQUESHURY.-Iinefautpasdemanderdecomprendrecequiest

par-dessusmoi....

Auxcélestresleciel,etlaterreauxterrestres.

Carleblénepoussepastoutseuletilfautunbonlaboureuràcelui

d'ici.

Etcela,jepeuxdiresansmevanterquejelesuis,etpersonnene

m'apprendrarien,nivotrepèrelui-mêmepeut-être.

Carilétaitancienetattachéàsesidées.

Achacunsaplace,encelaestlajustice.

Etvotrepèreenvousdonnantàmoi

EnsembleavecMonsanvierge,asuqu'ilfaisaitetcelaétaitjuste.130)

자크는 정신 차원이나 차원의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실 인 인물이다.그런 그가 마라의 말만 믿고 비올 의 입

맞춤을 정욕과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입맞춤의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은 채 으로 마라의 이야기만 믿은 것이다.이 게 해서 자크는 자

신도 모르게 어머니에 이어 마라의 음모에 가담하게 된다.131)의도 으

로 마라와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 으로 그는 마라의 계획이 실 되

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수태고지에서 가 리엘

130)Ibid.,pp.171-172.

131)“Maraetsamèresontattachéesauxbiendelaterreetdisposéesàla

manigance.L'attitudedeMaradansladeuxièmescèneleconfirmeet

dans la troixième Jacques rejointce groupe.” Jean-Betrand Barrère,

Claudel,Ledestinetl'oeuvre,Sedes,1979,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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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의 의심을 불식시키지만 마라는 자크의

의심을 돋움으로써 결과 으로 비올 이 콩베르농을 떠나는 결정 인

계기를 마련한다.그리하여 비올 이 피에르에게 입맞춤한 사실과 나병

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크는 비올 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정

한 짓을 지른 여자라 단정해버린다.마라는 자크의 열등감도 자극한

다.마라는 자크를 피가 다른 소작농의 아들132)이라 부르며,비올 과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한다.당장에는 비올 과의 결혼이

자크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비올 과의 결혼이 불가

능해졌을 때,자크의 열등감은 분노로 폭발한다.

비올 은 자크에게 버림받고 나병환자들이 사는 곳을 향해 콩베르농을

떠나고 마라는 비올 을 신하여 콩베르농과 자크를 차지한다.비올

이 떠난 후 마라는 자크와 결혼해 오벤이라는 딸을 낳는다.이제 마라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곧이어 마라는

이 과 같은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오직 땅을 원했던 자크는 마라

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죽어버린 오벤은 마라의 욕망을 충족시켜

수 없다.우리가 다음에서 살펴볼 것은 욕망의 실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핍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한 것이다.

3.2.반복된 결핍

비올 이 떠난 후 마라는 자크와 결혼해서 오벤이라는 딸을 낳았으나

그 딸은 성탄 야에 갑자기 죽어버린다.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 듯

보 던 마라는 아이의 죽음으로 다시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마라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비올 을 찾아온다.그 게 해서 두 자매

는 다시 면한다.언니의 비참함을 보면서도 마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할 모른다.오히려 마라는 비올 의 나병이 하느님의 벌이라고 말하

132)ThéâtreII,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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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비올 의 상처를 자극하고 장님이 된 비올 을 조롱한다.8년 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마라는 그 나머지 것에는 철

하게 무 심하고 냉정하다.비올 은 마라를 로하지만 마라에게 그

로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입에 발린 말일 뿐이다.마라는

비올 의 로를 편 한 신앙인의 말로 치부해 버린다.마라가 원하는

것은 결코 그런 로가 아니다.마라는 비올 에게 막무가내로 오벤을

살려내라고 강요한다.

마라.-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돌려줘.

비올 .-나한테 시체를 주었을 뿐이잖아.

마라.-언니가 살려서 돌려줘.

·····································

비올 .-하느님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

는 거니?

마라.-그러면 언니는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

·························································

마라.-하지만 나는 말이야,귀머거리야.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돌려줘.

MARA.-Rends-moidoncmonenfantquejet'aidonné.

VIOLAINE.-Tum'asdonnéqu'uncadavre.

MARA.-Ettoi,rends-le-moivivant.

···············································

VIOLAINE.-Est-cequ'ilestenmonpouvoirderessuciterlesmorts

commeDieu?

MARA.-Aquoiest-cequetusersalors?

······················································

MARA.-Maismoi,jesuissourdeetjen'entendspas!....

Rends-moicetteenfantquejet'aidonné.133)

133)Ibid.,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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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는 여 히 강철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다.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바

를 얻기 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마

라의 요구는 집요하다.하지만 비올 에게 있어 그러한 강요는 최고의

유혹이자 혹독한 신앙의 시련이다.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느

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를 살

려내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비올 을 통해 하느님마 자기 의도 로

움직이려고 한다.비올 은 처음으로 마라를 나무라면서 이에 완강하게

맞선다.비올 과 마라의 실랑이는 밤새 계속된다.그러는 동안 멀리서

랭스로 향하는 왕의 행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동시에 성탄 자

정 미사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비올 은 마라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성무일도134)의 독서를 하게 한다.

마라.-언니,나는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없어.

언니,내가 무 몰인정했어.후회스러워.

MARA.-Violaine,jenesuispasdignedelirecelivre.

Violaine,jesaisquejesuistropdureetj'enairegret.135)

마라가 자신이 몰인정했다는 것을 인정하고,독서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장면에서 시종일 악한 모습을 보인 마라의 인간 인 측면이 나

타난다.선한 비올 이 성인이 아니라 욕망을 지닌 인간이듯,악인 마라

도 악마가 아니라 악을 지르지만 자신의 행동에 해 후회하고 뉘우

칠 아는 인간인 것이다.여기서 마라의 폭력성은 그러진 것처럼 보

134)성무일도는 밤기도(독서기도),아침기도,3시경,6시경,9시경, 녁기도,끝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공 인 시간기도이다.여기서 마라가 하는 독서는

밤기도의 독서를 말하는 것으로,밤기도에서는 성경과 교회 교부들의 을

읽고 묵상한다.

135)ThéâtreII,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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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하지만 클로델의 희곡에서 한 번 시작된 찬탈자의 폭력은 경쟁자

가 완 히 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136)마라의 폭력성은 잠시 감추

어져 있다가 비올 이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는데 걸림돌이 될 때 다시

한 번 폭발할 것이다.비올 은 오벤을 안고 자신의 거처로 들어가 마라

의 독서를 듣는다.마라가 독서를 하는 동안 죽었던 오벤이 다시 살아난

다.

클로델은 마라가 단 로 올라가 독서를 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기

에 있어서 마라의 역할을 강조한다.이러한 사실은 극의 구성에서 드

러나고 있다.『마리아에게 고함』 에서는 비올 이 단 로 올라가

서 기도드리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나 두 번째 부터는 단 로 올라가는

것은 마라이고 비올 은 단 에서 내려와 자신의 거처로 들어간다.여

기서 마라가 무 장치로 사용된 단 로 올라가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여기서 단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137)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 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38)기도와 은총의

통로인 단을 통해 기도가 하늘에 도달하게 되고 기도에 한 응답이 단

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단 로 올라가는 사람이 비올 에서 마라로

바 었다는 것은 오벤느의 소생에 있어서 주도 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올 에서 마라로 바 었다는 것을 상징 으로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기 에 있어서 주도 인 역할이 마라에게로 넘어가긴 했지만,그 다고

해서 비올 의 희생과 오벤느의 소생 사이의 연 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삶이 죽음을 이긴 기 은 분명 비올 의 자연 인 사랑

과 순수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비올 은 희생을 통하여 이미 성

화의 조건을 갖췄고 기 을 행할 비가 된 상태 다.그리고 때가 되었

을 때,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고자 하는 마라의 인 욕망이 비

올 을 기 으로 이끈 것이다.

136)ChristopherG.Flood,Op.cit.,p.169.

137)창세기 28,10-12.

138)박미리,『CLAUDEL희곡 작품의 主題와 演劇性』,이화여자 학교 학

원 박사학 청구논문,1994,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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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와 비올 사이에는 철 한 필연성이 존재한다.비올 은 반드시 성녀

가 되어야 했다.....마라의 난폭하고 사나운 믿음은 어떤 것에 이바지해야

했다.그 믿음은 성녀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했고,하느님을 꼼짝없이 만

드는데 말하자면 기 을 만들어 내는데 이바지해야 했다.

거기에『마리아에게 고함』의 모든 장 과 강 을 이루는 강력한 요소,

『마리아에게 고함』을 인간 인 동시에 월 인 드라마로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있다.

EntreMaraetViolaine,ilyaunenécessitéabsolumentimpitoyable:il

fautabsolumentqueViolainedevienneunesainte,....ilfautquelafoi

brutale,feroce,deMaraserveàquelquechose,qu'elleserveàfaireune

sainteetàobligerDieu,pourainsidireàunmiracle.

De là,nous avons l'élémentvéhémentquifaittoute la force et

l'intensitédeL'Annonce,quien faitun drameàlafoishumain et

surhumain.139)

마라의 욕망과 비올 의 기 사이의 연 성을 고찰해볼 때 우리는 비

올 과 마라가 서로를 으로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올

이 기 을 행하기 해서 비올 에게는 마라가 반드시 필요했고,오벤

을 살려내기 해서 마라에게는 비올 이 반드시 필요했다.이처럼 비올

의 성화와 마라의 욕망은 결국 인간 인 세상과 월 인 세상을 하나

로 묶어 다.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마라의 역할이다.

클로델은 기 을 마라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클로델의 에서는

오벤이 살아난 기 에 훨씬 더 인간 이고 훨씬 덜 순수한 요소가 작용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라의 믿음이다.마라의 믿음은 폭력 인 형

태로 오벤의 소생에 개입한다.클로델은 마라가 비올 이 기 을 행해야

하고 하느님이 자신에게 에 보이는 선을 행하셔야 한다는 믿음을 가

지고 있다고 말한다.140)그에 따르면 마라가 비올 에게 감히 성인이 되

139)MI,p.270.

140)“Elle(Mara)aunefoienragée.EllecroitqueDieupeutluifairedu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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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마라.-하지만 언니가 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고통을 겪으면서 하

느님께 간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

마라.-....아,내가 언니처럼 하느님께 다가설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내 아이를 그 게 쉽게 앗아갈 수 없을 텐데.

비올 .-나더러 하늘과 땅을 다시 만들어내라고 하려무나!

마라.-하지만 언니가 바람을 일으켜서 이 산을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있

다고 성경에 있어.

비올 .-내가 성녀라면 그 게 할 수 있겠지.

마라.-불 한 여자가 애원하면 성녀가 되어야 해.

MARA.-Maisàquoiest-cequ'ilsertdesouffriretsuppliersitune

merendspasmonenfant?

································

MARA.-....ah,sij'avaisaccèscommetoiàtonDieu,

Ilnem'arracheraitpasmespetitssifacilement!

VIOLAINE.-Demande-moiderecréerlecieletlaterre!

MARA.-Maisilestécritquetupeuxsoufflersurcettemontagneet

lajeterdanslamer.

VIOLAINE.-Jelepuis,sijesuisunesainte.

MARA.-Ilfautêtreunesaintequandunemisérabletesupplie.141)

분명 클로델의 종교 에 따르면 오벤을 소생시키기 해서 마라는 산

;cette conviction farouche tientà ses forces égoïstes naturelles.Elle

«oblige»Dieuàressuscitersafille,grâceàViolaine,quiafournil'ingrédient

dumiracle,lesacrifice.«LeRoyaumedeDieusouffreviolence».Cette

phrasedel'Evangilepourraitservird'exergueàmapiece.”ThéâtreII,p.

1396.

141)Ibid.,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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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했고 비올 은 성인이 되어야 했

다.142)그런데 그 믿음은 이기 인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폭력성을 지닌

다.클로델은 마라의 이러한 믿음을 ‘하느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

다.’143)라는 성경구 을 인용하여 설명한다.물론 클로델이 구상한 종교

구도 속에서,죽음의 경계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 오벤을 소생시

키기 해서는 월 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했다.그런데 여기서 우

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라의 믿음이 순 히 인

간 차원에서,다시 말해 오로지 자신의 딸을 되찾고자 하는 끔 한 이

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괴물 같은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 구도에서 작품을 해석할 때에도 오벤의 소생에서 강조되는 것

은 마라의 믿음이다.앙드 에스피오 들 라 마에스트르AndréEspiau

delaMaëstre는 비올 의 역할이 나병에 걸린 피에르에게 입맞춤하는

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완성되었고,비올 의 운명은 자연 으로

고정되어서 그 때 이미 성탄 야의 기 을 행할 비가 마쳐진 상태

다고 설명한다.144)그는 오벤의 소생이라는 기 에 있어서 비올 은 희

생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제공했을 뿐이며 근본 인 역할을 한 것은 마

라의 믿음이라고 보고 있다.145)클로델 역시 비올 의 희생보다는 마라

의 믿음을 더 강조한다.그는 마라의 믿음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표

하고146),“네 믿음이 를 구원하 다.147)”라는 복음서의 구 을 인용해

142)클로델은 가톨릭의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강조한다.‘모든 성인

의 통공’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이 서로 기도와 선행을 나 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성인의 통

공 교리에 따라 연옥에 있는 혼들을 해 기도하며 하늘의 성인들에게 기

도를 청한다. 통 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인

들에 한 신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인들이 신자들을 해 하느님께 바치

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다.이런 이유에서 마라는 비올 에게 성인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143)마태오 복음서 11,12.

144)AndréEspiaudelaMaëstre,Op.cit.,p.246.

145)Ibid.,p.245.

146)ThéâtreII,p.1391.

147)마르코 복음서 5,3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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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라의 믿음과 오벤의 소생 사이의 계를 설명하고 있다.148)그에

따르면 순수하지 못하고 인간 인 요소로 왜곡된 믿음이라 해도 그 믿

음이 확고하다면 기 은 일어난다는 것이다.여기서 무엇보다 요한 것

은 바로 믿음 그 자체이다.그는 비올 이 오벤을 소생시킬 것이라는 마

라의 확신과 하느님이 선한 일을 하셔야 한다는 마라의 믿음이 결국 하

느님의 개입을 래했다고 말한다.149)

앞선 인용문에서 ‘비참한 여인misérable’은 아이를 잃은 마라의 처지를

표 한 말이긴 하지만 ‘성녀sainte'와 ‘비참한 여인misérable’이 조 으

로 쓰인 것을 고려하면 그것은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말이

라고 할 수 있다.마라는 비올 에게 간청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신

없는 비참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이다.이런 간청

은 분명 믿음을 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 을 강요하는 마라의 행 가 순 히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마라의 행 는 종교 인 구도에서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보다 인간 인 차원에서 이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작품에서

마라라는 인물은 욕망과 분리해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작품에서

마라는 시종일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마라라는 인물을 특징짓는 가장 요한 요소는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다.마라의 모든 행 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그녀의 욕망은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더욱 강해져 결국 폭력

인 행 로 표출된다.그녀는 재산과 배우자에 한 욕망 때문에 결국 콩

베르농에서 비올 을 쫓아내버린다.특히 3막에서 아이를 잃은 마라는

이고 폭력 인 욕망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라고 비올 을 몰아붙

인다.결국 기 이 일어나 오벤은 살아나지만 그 후에도 마라는 욕망으

로 범죄를 지른다.이처럼 작품 체를 통해 드러나는 마라의 행동은

148)“L'Évangilenousdit:Tafoit'asauvé;ilfautquelafoibrutal,

féroce,deMaraserveàquelquechose,qu'elleserveàfaireunesainteet

àobligerDieu,pourainsidire,àunmiracle.”MI,p.270.

149)AndréEspiaudelaMaëstre,Op.cit.,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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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일 된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러

므로 비올 에게 기 을 강요하는 마라의 행 도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인 욕망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벤의 소생으로 마라의 거듭된 결핍은 일단 충족된 것처럼 보인다.그

러나 곧이어 온 히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자 했

던 마라의 욕망은 비올 으로 인해 완 히 좌 되고 마라는 인

결핍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다음에서는 마라가 겪는 욕망의 좌

과 그로 인해 지르게 되는 범죄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3.3욕망의 좌

마라는 어도 겉으로는 비올 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 다.그러나 4막에서 욕망이 완 히 좌 된

마라는 인 결핍의 상태에 직면한다.이는 클로델의 작품에 나타나

는 ‘원 으로 회귀’라는 순환 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클로델의 주인

공들은 욕망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채우기 해서 앞으로만 나아가지만

결국 출발의 상태로 되돌아온 듯한 실패의 상황 혹은 결핍의 상태에 다

다르게 된다.

비올 에 의해 소생한 오벤의 검은색 은 비올 과 같이 란색으로

변해버렸다.감각기 으로서 은 빛과 하게 련되어 있다.빛이

물리 인 빛에서 지 인 빛 그리고 인 빛으로 의미가 확 되어감에

따라 역시 신체기 으로서 이 아닌 내면의 혹은 혼의 이라

는 상징 의미를 가지게 된다.150)여기서 오벤의 은 혼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혼의 창으로서 은 정신과 혼의 표

이다.그러므로 이 랗게 변했다는 것은 오벤이 으로 다시 태어

150)JeanChevalier,AlainGheerbrant,Op.cit.,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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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음을 의미한다.마라는 오벤에게 육신을 주었지만,이제 비올 은 오

벤에게 혼을 주었다.

비올 .-마라가 제게 건넨 아이,제 품에서 태어난 아이 ;

아 하신 하느님,얼마나 좋았던지!아 얼마나 감미로웠던지!

·············································································

아버지!아버지!아 세상에 한 혼을 탄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지요!아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지요!

VIOLAINE.-Cetenfantqu'ellem'adonné,cetenfantquim'estné

entrelesbras;

AhgrandDieu,quec'etaitbon!ahquec'etaitdoux!

··································································

Père!père!ahc'estdoux,ahquecelaestterribledemettreuneâme

au monde!151)

오벤의 소생과 더불어 삼종기도 종소리가 울린다.수태고지와 육화의

신비를 내용으로 하는 삼종기도152)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는 요한

상징이다.작품에서 종은 특별히 요한 순간에 울리는데153),이 장면에서

151)ThéâtreII,p.214.

152)삼종기도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L’ange du Seigneur

apportal’annonceàMarie,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EtelleconçutduSaint-Esprit.

주님의 종이오니, VoicilaServanteduSeigneur,

그 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Qu’il me soit fait selon votre

parole.

이에 말 이 사람이 되시어, EtleVerbes’estfaitchair

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ilahabitéparminous.

153)"Onconnaîtsuffisammentlasignificationmystiquedesclochespourles

avoirentendues sisouventscanderles différentes étapes de la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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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는 종소리는 오벤의 소생과 수의 탄생이 지닌 연 성을 암시한다.

작품의 구도로 볼 때 오벤의 탄생은 수의 탄생에 비유된다.그러나 죄

없는 마리아154)에게서 태어난 수와 달리 오벤은 철 히 지상 인 인

물인 마라에게서 태어난다.따라서 마라를 지상에 묶어 놓은 끈은 오벤

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끈을 끊어버리기 해 오벤

은 죽어야 했고 성화된 비올 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했다.그러므로 오

벤의 소생은 부활이 아닌 새로운 탄생이다.비올 역시 아이가 ‘태어났

다’라고 말한다.오벤의 입술에 묻은 젖은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동시에155)비올 의 모성을 상징 으로 보여 다. 이 혼의 이라는

상징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여기서 생명의 탄생은 혼의 탄생을 뜻

한다.그러므로 오벤은 육 으로는 다시 살아난 것이지만 으로는 비

올 에게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비올 이 오벤의 새로운 어머니가 됨과

동시에 오벤의 소생과 더불어 아이를 온 히 소유하고자 했던 마라의

욕망은 결국 좌 된다.

비올 과의 계에서 지속 인 결핍을 경험한 마라에게 요한 것은

자신에게 결핍을 가져다 비올 을 제거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을 소

유하는 것이었다.그에 따라 마라는 콩베르농에서 비올 을 몰아내고 결

혼을 통해 자크를 차지하려했던 것이다.그러기에 마라에게 사랑은 처음

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설사 마라가 진정한 사랑을 원했다 할지라도

chrétienne,les grandes heures de l'anée liturgique.Les cloches de

L'AnnoncefaiteàMariesefontentendreauxtrèsgrandsmomentsde

l'Angélus."JosephBoly,L'AnnoncefaiteàMarie,Éditionsdel'École,

1957,p.100.

154)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원죄 없는 잉태Immaculataconceptio'라고 칭한다.

이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공로를 미

리 입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교리에서 나온 이름이다.이 교리는 가톨릭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교리 의 하나이다.

155)젖은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그 때문에 젖은 사람

의 본질을 이루는 가장 요한 요소로 생명과 직 인 련을 맺고 있다고

이해되어 왔다.EdwardF.Edinger,EgoandArchetype,PenguinBooks,

1972,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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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크라는 인물의 성격상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이었다.자크에

게 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 콩베르농을 상속받는 일이었다.그는 땅과

는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라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배

우자가 콩베르농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일 뿐이었다.상속권만

가지고 있다면 비올 이든 마라든 상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아무 망설

임 없이 마라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라.-비올 !자크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언니야!모두가 사랑한

사람은 바로 언니 어!

MARA.-Violaine!c'estelleseulequ'ilaime!C'estelleseulequ'ils

aimaienttous!156)

경쟁에서 패한 비올 은 마라에게 더 이상 방해자가 아니며 상속권이

없는 비올 은 자크가 생각하는 배우자도 아니다.이미 콩베르농을 떠난

비올 은 심 밖의 인물일 뿐이다.그러나 오벤의 소생한 후 마라는 비

올 을 자크와의 계를 하는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오벤은 서로의 이해 계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을 유지시키는 버 목

이자 자크와 마라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다.따라서 마라에게 오벤의

상실은 지 까지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이

랗게 변한 오벤을 보고 마라는 더 이상 자신이 오벤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마라에게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자크의 아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배우자로서 자크를 차지하고자 하는 처음의

욕망도 좌 되고 마라는 다시 과 같은 결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마라의 결핍은 비올 이 살아있는 한 결코 충족될 수 없다.

마라.-내게 속한 이 남자,나의 이 남자가 둘로 나뉘어야 했단 말이야?

반은 여기에 나머지 반은 슈보슈의 숲 속에?

156)ThéâtreII,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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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 아이가 둘로 나뉘어 두 명의 엄마를 가져야 했단 말이야?하나는

육신의 엄마로 다른 하나는 혼의 엄마로?

MARA.- Etfallait-ilquecethommequim'appartientetquiestà

moisoitcoupéen deux?unemoitiéicietl'autredansleboisde

Chevoche?

Etfallait-ilquecetenfantquiestàmoifûtcoupéendeuxetqu'ileut

deuxmère?L'unepourlecorpsetl'autrepoursonâme?157)

욕망의 좌 앞에서 마라가 비올 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극에 달한다.

결국 마라는 죽일 의도로 비올 을 모래구덩이 속에 어 넣는다.

클로델처럼 낙 인 종교 을 표방하는 종교문학에서 작품은 개 모

두의 화해와 치유 그리고 구원으로 끝을 맺는다.여기서 등장인물의 회

심은 갈등을 해소하고 작품의 결말을 이끌어내는 필수 인 요소이다.그

러나 『마리아에게 고함』은 이러한 구도를 그 로 따라가지 않는다.마

라의 폭력성은 범죄 후에 오히려 더 강화되고 마라는 난폭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마라는 삼종기도의 마지막 구 을 들어 자기 행 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오벤을 살려 낸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한다.삼종기도의

마지막 구 은 하느님이 마리아에게서 육을 취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육

화의 신비를 그 내용으로 한다.그런데 클로델은 육화의 신비를 욕망과

연결시킨다.마라는 말 이 마리아에게서 육을 취해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욕망도 비올 에게서 육을 취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마라.-삼종기도의 세 번째 타종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안느 마르코르.-«말 이 사람이 되어 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마라.-말 이 사람이 되시어 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마라의 외침,마라의 호소,마라의 울부짖음,그 한 육신이 되었지.공포

의 품에서, 의 품에서,이 망가진 사람의 품에서,이 끔 한 나병환자 품

157)Ibid.,p.212.



-74-

에서!

·················································································

....바로 하느님이야.하느님이 아이를 살려냈어!그래도 가장 강한 것은

나야!바로 마라야.아이를 살려낸 것은 바로 마라야.

MARA.-Qu'estcequ'ildit,letroisièmecoup.

ANNEVERCORS.-«EtleVerbes'estfaitchairetilahabitéparmi

nous.»

MARA.-EtleVerbes'estfaitchairetilahabitéparminous.

EtlecrideMara,etl'appeldeMara,etlerugissementdeMara,et

luiaussi,ils'estfaitchairauseindehorreur,auseindecetteennemie,

au sein de cette personne en ruine,au sein de cette abominable

lépreuse!158)

··························································································

....C'estDieuc'estDieuquiafaitcela!toutedemêmej'aiétélaplus

forte! c'estMara,c'estMaraquiafaitcela.159)

마라는 오벤의 소생이 하느님의 월 인 힘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받

아들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기 의 궁극 인 동인은 비올 이 아닌 자

기 자신이라 주장한다.인용문에서 비올 을 바라보는 마라의 시선은 기

후에도 여 히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자신이 강요한 로 비

올 은 성녀가 되어 오벤을 살려냈지만 마라에게 있어 비올 은 여 히

끔 한 나병환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 충족에 방해가 되는 으

로 제거해야 할 상일 뿐이다.

후에 마라는 비올 을 모래구덩이에 어 넣은 것이 자신이라고 시인

하지만 그것으로 마라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마

라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된 자크의 추궁 때문에

158)ThéâtreII,p.211.

159)Ibid.,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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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실토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크 리.-....비올 을 모래 구덩이까지 데려간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한 손으로는 그녀를 잡아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를 었던 게지.

마라.-자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빠져나갈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크 리.-내가 말한 게 진실이오,아니오?

·······················································

마라.-바로 나에요!내가 그랬어.

JACQUESHURY.-....Etjesaisaussiquec'esttoiquiasconduit

Violainejusqu'àcetroudesable,

Unemainparlamainquilatirait,l'autrequilapousse.

MARA.-Ilsaitcela!rienneluiéchappe.

JACQUESHURY.-Ai-jeditvraiounon?

·····················································

MARA.-C'estmoi!c'estmoiquiaifaitcela!160)

클로델은 아이를 살려낸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마라의 행 를 종

교 으로 해석한다.그에 따르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마라의 행동

역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161)이처럼 클로델은 마라라는 인물을 일

되게 믿음의 측면에서 악한다.그러나 욕망이 육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는 신성모독 인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마라는 자신

이 하느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다.종교 인 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교만이라는 죄에 해당한다.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되는 교만

은 죄의 뿌리이며 근본이다.그런데 이러한 교만 에 가장 사악한 것은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거나 하느님을 능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느님

160)Ibid.,p.212.

161)JacquelineBroillard,“LaRéhabilitationdeMara”,RevuedesLettres

modernes,no.s114-116,Minard,1965,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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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 를 부정하는 것이다.그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다.그

럼에도 클로델은 믿음 때문에 어도 자신의 에서는 마라가 정당화

된다고 이야기한다.162)이러한 에 따라 마라는 비올 에 의해 정당

화되고 지 까지 마라가 지른 행 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행 로

의미가 변한다.

비올 .-마라!아 마라가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아 마라가 얼마나 해야

할 일을 잘 해냈는지!

VIOLAINE.-Mara!Ahcommeelleabienobéi,ahcommeelleabien

faittoutcequ'elleavaitàfaire!163)

클로델의 에 따르면 마라는 잘못을 질 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그것이 비록 폭력 이라 해도 마라는 그러한 믿음에 철

히 순종했고 오직 믿음에 따라 움직 다.설사 그것이 악행이라 하더

라도 마라는 해야 할 일에 충실했을 따름이다.이것은 종교 인 구도 안

에서 극의 결말을 이끌어 내기 한 의도 인 설정이라 할 수 있지만

마라를 통해 부각되는 것은 믿음에 충실한 하느님의 도구라기보다는 오

히려 끝까지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다.클로델은 마

라라는 인물을 통하는 하나의 특징을 믿음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작품에서 마주하게 되는 마라는 믿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다.실제로 마라가 끝까지 자기 행 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이와 남편에 한 소유욕 때문이다.

극의 의도 인 비약은 비올 뿐만 아니라 안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4막에서 안느의 등장은 극의 분 기를 갑작스럽게 변화시킨다.이 때 안

162)“Elleapusetromperdedifférentesmanières,maisilyaunechose

qu'ellen'admetpasetenquoielletrouvequ'elleaeuraison:c'estla

FoiestlacroyancequeDieupeutnousfairedubien.A cepointde

vue-là,elleestjustifiée,dumoinsàmonavis.”MI,p.275.

163)ThéâtreII,p.214.



-77-

느는 완 히 달라진 모습으로 극의 면에 등장해서 모든 갈등을 해소

시켜 나간다.안느의 귀환을 계기로 가족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고 비올

은 식탁 한 가운데 눕 진다.그 식탁은 바로 안느가 성지순례를 떠날

때 가족 모두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빵을 나 었던 식탁이다.최후의 만

찬을 연상시키는 식탁은 작품에서 본격 인 악의 발 과 련이 있다.

수의 최후의 만찬을 계기로 악이 본격 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아

버지의 마지막 만찬을 계기로 가족 질서가 해체되고 가족이 분열되기 시

작했다.그런 식탁에서 가족이 다시 모 다는 것은 해체된 질서의 재건

과 가족의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암시이다.비올 은 식탁에 눕 진다.최

후의 만찬에서 식탁은 악이 발 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느님

께 헌한 장소이다.곧 최후의 만찬에서 식탁은 수 그리스도가 하느

님께 바쳐지는 제단인 것이다.그 제단에서 비올 역시 가족들을 해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된다.

안느 베르코르.-비올 과 피에르 사이에는 아무 죄도 없었다네.

···············································································

안느 베르코르.-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커다란 고통,....

비올 은 그것을 보았지!그 때문에 비올 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면서 나병환자의 입에 입맞춤한 걸세.

자크 리.-한 순간!한 순간에 그녀가 그것을 결정했단 말입니까?

안느 베르코르.-“주님의 종이오니,”

ANNEVERCORS.-IlyapaseudepéchéentreViolaineetPierre.

······················································································

ANNE VERCORS.- Toutelagrandedouleurdecemondeautour

d'elle,....ellel'avue!Etc'estpourquoielleabaisécelépreux,surla

bouche,sachantcequ'ellefaisait.

JACQUESHURY.-Uneseconde!enunesecondeelleadécidéc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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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VERCORS.-"VoicilaservanteduSeigneur."164)

이로써 비올 이 피에르에게 한 입맞춤 그리고 모두의 구원을 해 그

녀가 자발 으로 받아들인 고통과 희생의 의미가 안느에 의해 밝 진다.

그에 따르면 비올 은 세상을 해 자발 으로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안느의 말처럼 비올 이 피에르에게 입맞춤할 당시에 그 의미와

결과를 완 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165)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작

품 안에서 입맞춤은 후 맥락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고,클로델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비올 의 입맞춤은 인 충동에 의한 것이며,그

것은 비올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내 인 충동이기 때문이다.그

러므로 입맞춤 할 당시에 비올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은 비올 에 의해 마라가 갑작스럽게 정당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극의

결말을 종교 인 구도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 인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안느는 마라와의 계에서 과 완 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이별장

면에서 엄한 아버지로 등장했던 안느는 이제 부녀지간의 사랑을 강조하

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마라를 극 으로 변호한다.

안느 베르코르.-아니다,마라야.네가 아니라 를 붙들고 있었던 다른

뭔가가 그런 거야.마라야,내 새끼!고통스러워하는구나. 를 로하고 싶

다!

네 아버지가 결국 돌아왔다. 에 를 사랑했던 이 아버지가 원히

네 곁에 있단다.

마라,비올 !오 내 딸들!오 내 품안에 있는 자식들!나는 희 둘 모두

를 사랑했고 희 마음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지.

ANNEVERCORS.-Non,Mara,cen'estpastoi,c'estunautrequite

164)Ibid.,p.208.

165)TrulsWinther,“PierredeCraonetl'esthétiqueclaudélienne",Cahierde

l'Associationinternationaledesétudesfrançaises,no.29,p.28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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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édait.Mara,monenfant!tusouffresetjevoudraisteconsoler!

Ilestrevenuàlafin,Ilestàtoipourtoujourscepèrejadisquetu

aimais!

Mara,Violaine!ômesdeuxpetitesfilles!ômesdeuxpetitsenfants

dansmesbras!Touteslesdeux,jevousaimaisetvoscoeursensemble

nefaisaientqu'unaveclemien.166)

이처럼 극을 화해와 통합으로 끝맺고자 한 클로델의 의도는 안느에 의

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느는 죽어가는 비올

을 가운데에 두고 마라와 자크의 손을 잡아 식탁 로 들어 올린다.1장

에서 우리는 이 장면과 련해서 종교 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클

로델의 해석을 살펴보았다.그에 따르면 등장인물의 모든 갈등은 해소되

고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진다.이것은 분명 마라의 회심을 제로 한 해

석이다.이는 클로델의 의도와 작품의 종교 인 구도에 충실한 해석이긴

하지만 마라는 우리에게 클로델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다.작품에서는 마라의 회심을 상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오히려 마라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화해에 능동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텍스트를 근거로 할 때,마라라는 인물은 결말에 이르

러서도 여 히 욕망의 존재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실을 선의 실 에 연결시키려는 비약은 극 자체의 논리에 의해

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 인 힘에 의해 갈등이 갑작스럽게 합되고 아

주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리는 극작법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ex

machina’와 유사하다.이는 낙 인 종교 을 구 하는 종교극으로서

『마리아에게 고함』이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약에 의

해서 오히려 인간 실을 변하는 마라라는 인물이 부각된다.결말에

이르러 안느는 모든 사정을 알고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는 신과 같이 등

장해서 극을 갑작스럽게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 간다.그러나 화해의 몸

166)Ibid.,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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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으로 그가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도 침묵으로 자신의 정

당성을 항변하는 마라에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해결이 어떤 설득

력이 있을 것인가?마라는 특성상 그런 비약을 거부하는 인물이다.끝까

지 욕망의 존재로 남아있는 마라를 통해 인간 실은 낙 인 결말로

포장되지 않는다.클로델이 작품에서 종교 인 구도 안에서 인간 실을

그리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인간 실은 작품의 종교 인

구도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도를 뚫고 나온 것이다.이것이 바로

클로델의 ‘심작품’『마리아에게 고함』이 지니는 생명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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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880년 에서 1950년 에 이르기까지 작가로서 클로델의 경력은 70년

에 달한다.그 기간 동안 집필한 많은 시와 희곡 에서 『마리아에게

고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었다.클로델은 특별한 애착을 가지

고 50년이 넘는 기간을 이 작품의 완성에 바쳤다.1892년 『처녀 비올

』이라는 제목으로 집필된 작품은 거듭된 개작과정을 거친 후 1948년

에 비로소 『마리아에게 고함』이라는 작품으로 완성된다.개작과정에서

클로델은 주 없이 자신의 경험과 반성(réflexion)을 작품에 반 했

다.167)그 결과 애 에 신비극의 요소가 강했던 이 작품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극의 이 성스러움과 거룩함에서 인간의 구체 인 실,즉

인간의 욕망과 삶에 만연한 악의 문제로 옮겨지게 된다.그러한 변화는

종교 인 이상주의자 던 클로델이 겪게 된 악의 체험과 한 련을

맺고 있다.불륜과 자살시도라는 극단 인 악의 체험은 인간의 욕망과

악의 문제에 한 길고 고통스러운 묵상의 한 가운데로 클로델을 이끌

었다.168)악에 한 숙고는 악을 단죄의 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 더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클로델을 인도했다.그 결과 그는 섭리

에 을 뜨게 되었다.클로델은 섭리의 차원에서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악의 문제를 정 인 신앙의 행 로 해결했다.『마리아에게 고함』에는

이런 클로델의 신앙 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마리아에게 고함』에 한 이해부족은 작품을 종교 인 구도에서만

바라볼 뿐 그 안에서 실제로 개되는 인간의 드라마를 제 로 보지 못

할 때 발생한다.이 경우 작품은 선악의 결이라는 구도와 선의 종국

인 승리라는 교화 인 종교극의 구도를 가진 진부한 작품이라고 여겨질

167)“Claudelnerésistepasdavantageàlatentationd'insérerdansdramele

fruitdesesexpériencesetdesesréflexionslesplusrécentes”Michel

Lioure,Op.cit.,p.262.

168)Jean-NoëlSagrestaa,Op.cit.,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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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 경우 선과 비되는 악은 단순히 피하고 단죄되어야할 상

에 머문다.이는 섭리를 통해 악을 바라보고 악에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부여한 클로델의 입장과는 어 나는 것이다.본 논문은 클로델의 악 개

념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종교 으로 구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욕망과

악의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작품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 다.

논문은 우선 『마리아에게 고함』을 통해 구 된 악의 특징에 주목하

다.작품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악의 특징은 악이 더 이상 단죄의

상이 아니라는 이다.오히려 악은 궁극 인 선의 실 에 이바지한

다.이러한 념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그리스

도교에서는 악의 본성을 결여로 이해하고 악을 물리 악(고통)과 윤리

악(죄)으로 나 는데 이 둘은 모두 선의 실 이라는 섭리에 기여한

다.악은 클로델의 작품에서 물리 악으로서의 나병과 윤리 악으로서

의 폭력과 범죄로 구 된다.이런 악을 통해서 궁극 인 선이 실 된다

는 것이 클로델의 종교 신념이자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주제는 종교 인 상징과 극 장치를 통해 구 되며 극의 종교 인 구

도를 형성한다.

작품은 이처럼 작가가 상정한 종교 인 구도에 따라 ‘악을 통한 궁극

인 선의 실 ’이라는 주제를 착실히 구 하고 있다.그리스도교에서 악

이 섭리에 기여한다는 클로델의 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그러나 그

러한 은 모랄리스트의 통이 강한 랑스 문학에서는 자주 도외시

되었다.종교 주제를 내건 작가들도 인간의 이성 사고와 도덕 행

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체로 종교는 도덕에 속되거나

사회 규범의 테두리 안에 갇히는 것이 통례 다.169)이 경우 선과 악

은 사회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단되고 악은 삼가고 피해야 할 상,무

조건 인 단죄의 상에 머물게 된다.19세기 후반에 유행한 교화문

학170)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교화문학은 그 본질에

169)이환,Op.cit.,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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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리스도교 정신과 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클로델은 결코 그리

스도교를 지켜야 할 계율의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았다.그는 작품을

통해 인간 차원에서 욕망과 악을 사실 으로 묘사하되,섭리의 차원에

서 악을 해석하고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험을 그림

으로써 종교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켰다.클로델을 통해 악은 선을 향해

움직이는 역동 인 모험이 되었다.그런데『마리아에게 고함』에서 이

모험은 철 하게 구체 인 인간 실 속에서 펼쳐진다.2장에서는 작품

에서 드러나는 욕망과 악의 문제에 주목하고 등장인물의 욕망에 해

살펴보았다.등장인물은 모두 어떤 상을 욕망하는 존재이다.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모두 처음부터 어떤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다.결국 그들

의 욕망은 좌 되고 그와 더불어 극은 두 축으로 발 한다.이제 소명의

드라마는 나병에 걸린 피에르와 비올 에 의해서,욕망의 드라마는 결핍

을 충족시키려는 마라에 의해서 본격 으로 개된다.

3장에서는 욕망의 측면에서 마라라는 인물을 분석하 다.결핍된 존재

로서 마라가 가지는 욕망은 폭력 인 방법으로 실 되지만 마라는 곧

처음과 같은 결핍의 상태에 처하고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그러나 비

올 에 의해 마라의 악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비올 의 죽음으로

모든 갈등은 해소된다.이러한 결말은 종교 인 구도 안에서 극을 끝맺

으려는 클로델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클로델의 해

석과 달리 텍스트에서 마라는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화해에

자발 이고 능동 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마라는 욕망의

존재로서 인간 실을 변하는 인물로 남는다.

클로델의 작품 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가장 많이 상연

되는 이 작품이 지니는 설득력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인 선만을 얘기하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듯 인간 실을 무

170)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한다.신자

들의 신앙심이 고양되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이에 발맞추어 교회는

신자들의 교화를 목 으로 성인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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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문학 역시 참된 문학이 아니다.클로델은 그 사실은 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작가 다.종교 인 주제를 표방하면서도 인간 실을 사실

으로 담아낸 『마리아에게 고함』은 진정한 그리스도교 문학의 변자

로서 클로델의 진면목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은 작품에 구 된 인간 실,즉 욕망과 악의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 다.그러나 『마리아에게 고함』은 선과 악,신 인 부분과 인

간 인 부분이 촘촘히 짜인 조직처럼 유기 으로 구성되어있는 작품이

다.이런 작품을 인 으로 어느 한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작

일 뿐만 아니라 작품이 지닌 의미를 한정시키는 험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델의 작품을 인간 인 측면에서 근하는 것은

이 작품이 지닌 수많은 의미들 가운데서 간과된 하나를 들춰내려는 시

도로서 의미를 가진다.『마리아에게 고함』은 여 히 밝 내야 할 풍부

한 의미들이 도사리고 있는 작품이며 보다 다양한 에서 연구될 필

요가 있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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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désiretlemal

dansL'AnnoncefaiteàMarie

dePaulClaudel

JANG,Young-Joo

DépartementdeLangueetLittératureFrançaises

UniversitéNationaledeSéoul

Cetteétudeapourbutd'analyserledésiretlemalhumainsdansla

structure religieuse de L'Annonce faite à Marie.P.Claudell'a

considérée comme son oeuvre centrale.Illuia fallu plus d'un

demi-sièclepourl'achever.Ainsi,malgrélabrièvetéetlasimplicité

delastructure,cetteoeuvreimpliquel'essencedustyleclaudelien.P.

Claudelnepoursuivaitpasseulementunidéalreligieux,maisvoulait

décrirelaviehumained'unemanièreconcrète.L'Annonce faite à

Marie estconsiderée comme la plus religieuse de ses oeuvres.

Pourtant,danscetteoeuvre,setrouveuneattentionréelleportéesur

laréalitéhumaine.Nousavonsobservélafaçondontsedéveloppent

lesproblèmesdudésiretdumaldanslaviequotidiennemenéepar

lespersonn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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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unepremièrepartie,pourdécouvrirlanotiondumalclaudelien,

nousanalysonslescaractéristiquesdumaldansL'Annoncefaiteà

Marie.Ilsemblequecetteoeuvreestpareilleauthéâtrereligieuxau

MoyenÂgeoùSatanetSainteMarieentrentenscène.Ladifférence

la plus importante entre les deux réside dans le faitque dans

L'AnnoncefaiteàMarie,lemalcontribueàlaréalisationdéfinitive

dubien.Cetteidéedumalestfondéesurlathéologiechrétienne.Le

malestunmanqueetilyadeuxsortesdemal,àsavoirlemal

physique etle malmoralselon la théologie chrétienne.Le mal

physiqueestceluiquiestinfligéàl'hommecommeunchâtimentet

lemalmoralestceluiquel'hommecommetcommeunpéché.Cette

notion dumalformelastructurereligieusedecetteoeuvre.Dans

cettestructure,parexemple,lemalphysiquedespersonnagesde

ViolaineetdePierredeCraonsemanifesteàtraverslalèpreetle

malmoraldupersonnagedeMaraàtraverslaviolenceetlecrime.

Ladeuxièmepartiedecetteétudeestconsacréeàl'analysedes

personnages sur le plan du désir.Les désirs de chacun des

personnagesimpliquentunenotiond'impossibilité.Pourtant,lesefforts

fournispourlessatisfairenes'arrêtentpasjusqu'à l'échecfinal.

AprèsavoirtentédeviolerViolainequiestlafiancéedeJacques

Hury,lepersonnagedePierreattrapelalèpre.Parlebaisersurla

bouchedePierredevenulépreux,Violainequirecherchelebonheurde

lavieconjugalecontractelamaladieàsontour.Lepersonnagede

Mara veutse marieravec Jacques pourhériterdu domaine de

CombernonmaiscedernierestdéjàfiancéavecViolaine.Violaineet

PierrecomprennentlavolontédeDieuparlalèpremaisMaraest

conduitedanslaviolenceetlecrimeparsondésirnonréalisé.

Dans une troisième partie,nous observons le développementdu

dramedudésirhumainparMara.Elleprofitedel'absenced'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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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cors,sonpère.EllechasseViolainehorsdeCombernonetépouse

Jacques.Maiselledoitfairefaceàunautredramequilajettedans

unéchecsimilaireàceluidudébutdel'oeuvre,parlamortdesa

fille,prénomméeAubaine.MaraforceViolaineàfaireun miracle.

Enfin,Violainefaitressuscitercettedernière,maissesyeux sont

devenusbleuscommeceuxdeViolaine.Maras'aperçoitqu'ellene

peutpasexclusivementpossédersafilleetessaiedetuerViolaine.À

cemoment-là,sonpèrerentreàCombernonetleurexpliquetoutce

quis'estpassé.Le conflitentre les personnages estrésolu,et

Violaine meurt en paix.Mais Mara persiste à clamer de son

innocencesansaucunremordspoursaconduite.

LastructurenarrativedeL'annoncefaiteàMarieestsimilaireà

celleduthéâtrereligieuxauMoyenÂgeausensoùellemaintientun

conflitentrelebienetlemalquis'achèveparunevictoiredefinitive

du bien.À causede la ressemblanceentre les deux,la critique

considère cette oeuvre comme typique du théâre religieux.Dans

L'AnnoncefaiteàMarie,néanmoins,lemaln'estplusopposéau

bien.Iln'estpascondamné,maisbien au contrairefontionneen

symbioseaveclebienetcontribueàlaréalisationdéfinitivedubien.

Cetteidée,on nelatouvepasfacilementdanslesautresthéâres

religieux.Or,ellealedéfautdecacherlarealitéhumaine,parsemée

dedésiretdemal.Danscetteoeuvre,lepersonnagedeMaraestun

êtrededésirjusqu'àlafin.Elleresteun porte-paroledelavie

humaine,pleindedésiretdemal.Parelle,laréalitéhumainen'est

pasenveloppéedu dénouementdebonheurmaisau contraireelle

percelastructurereligieuse.

Mots-clés:PaulClaudel,théâtrereligieux,bien,mal,désir,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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