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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거울이라는 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보들레르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보들레르에게 거울이 포괄하는 의미영역은 광범위하고

다면적이다. 본고는 보들레르의 작품에서 거울이 때로는 호수나 바다, 애

인의 눈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로, 때로는 비유나 상징을 통해 나타나며,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그 결과 보들레르에게 거울이 단지 일부 작품의 시적 제재나 주제

또는 수사적 장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 문제의식의 본질을 반

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들레르가 표현하는 이상화된 세계 속에서

자주 강조되는 거울의 이미지는, 그가 우울한 현실의 공간 속에서 마주

하는 거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 거울의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은

시인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들레르는 만물이 상호 교

감하는 상응의 세계를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1부에서는 『인공낙원』을 중심으로 이상적 세계 속에서 다루어지는

나르시스적 도취의 거울에 대해 살펴본다. 인공낙원 속에서 유동성과 결

정성을 동시에 띠는 거울 이미지는, 몽상에 대한 반자연적 제어를 통해

인공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들레르의 의도를 반영한다. 외부 세계

의 감각 대상들에 대한 이상화를 표현하는 거울은, 시인을 창조적 상상

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지니게 되는 자아 이상화로 인도하는데, 특히

시 「아름다움」을 비롯하여 『악의 꽃』에 자주 등장하는 눈-거울의

이미지는 이와 같은 이중의 이상화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도취의 거울

은 거시적으로, 거울 이미지의 기만성이 문제가 되는 ‘속이는 거울’의 전

통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들레르의 작품세계에서 인공적 이상을 반

영하는 아름다움이 이중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도취의 거울이 가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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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이중의 층위가 중첩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결국 보들레르가

추구한 나르시스적 도취의 거울의 기만성은, 진정한 꿈, 인간을 진정으로

깨어있는 정신의 고양된 상태로 초대하는 거울의 마술로 해석할 수 있

다.

2부에서는 보들레르의 거울이 내포하는 반성성의 측면을 다룬다. 거울

에 비친 자신의 이타성異他性을 의식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댄디에게

거울은 반성적 의식의 첫 번째 국면을 의미한다. 『파리의 우울』의 산

문시 「거울」은 “인간 속에서 진리를 찾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댄

디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들레르가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지상에 유폐된 자신의 실존적 상황으로 시선을 돌릴 때, 존재의

허무를 폭로하는 ‘진실의 거울’에는 멜랑콜리의 이미지가 드리워진다. 우

울에 빠져 자아의 상실을 체험하는 화자의 반-나르시스적인 시선은

『악의 꽃』에 자주 등장한다. 이것이 반성적 의식의 두 번째 양상이라

고 한다면, 세 번째 양상은 스스로를 조화 속의 “불협화음”으로 느끼는

분열적 자아의 고통스러운 거울 보기로 나타난다. 「스스로를 벌하는

자」에서 거울을 보는 심술궂은 여자의 이미지로 나타난 “게걸스러운 아

이러니”는 반성적 의식으로서의 아이러니를 표상한다. 예술가적 의식으

로서의 아이러니는, 보들레르에게 고통을 주는 신의 영벌이면서도, “유일

한 희망이자 영광”인 “지옥의 등대”이다. 그러나 “절망의 거대한 거울인

가없는 심연” 자체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다.

3부에서는 1부와 2부의 이원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거울을 고찰한다.

한 존재와 다른 존재, 대상과 대상이 서로를 향해 비추는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는, 무한을 향해 열린 새로운 시공간을 만든다. 예를 들어 하늘이

나 바다와 같은 자연적 대상들은 그것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거

울의 이미지로 표현되며, 만물이 상호 교감하는 상응의 세계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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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인들의 죽음」에 나타나듯, 일원성이 된 이원성으로서 상호적 교

감의 신비를 내포하는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는, 상응의 세계에서 “향기,

색채, 소리들이 서로 화답”하듯, 그 자체로 새로움을 찾아 무한을 향해

열린 초월적 상응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들레르는 시를 거울로 만듦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자기 쓰기 작업을 수

행한다. 이는 거울-시를 통해 세계를 비춰냄으로써 시 쓰기를 통해 가능

해지는 또 다른 세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일이다. 보들레르는 거울을 통

해 일차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시인 자신의 이중적 비전을 보여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상징을 탐구한 시인으로서 시적 글쓰기의 의미를 끊임없이

자문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거울, 인공낙원, 나르시시즘, 멜랑콜리, 아이러니, 상징

학 번: 2009-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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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의 후계자로 중요하게 손꼽히는 시

인인 이브 본느프와Yves Bonnefoy는, 2011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보들레르의 성좌星座 아래Sous le signe de Baudelaire』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보들레르 이후 시대의 다른 수많은 시인들처럼, 나

는 무엇보다도 보들레르로 인하여 시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1)

사실 보들레르가 현대시의 근원을 이루는 시인으로 문학사에 자리매김한

이후2), 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스스로 단정할 수 있는 시

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보들레르는 비단 문학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는 시인이 되었다. 그에 대한 연구는 미술, 음악, 사회학, 철

학 등 여러 예술 및 학문 분야에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때로는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도 하는

보들레르의 수많은 면모들이 여전히 발굴되고 조명된다.3) “왜 보들레르

1) “Comme des milliers d’autres dans le siècle qui l’a suivi je lui dois, en tout

premier lieu, d’avoir pu garder foi en la poésie” Yves Bonnefoy, Sous le signe de

Baudelaire, Paris: Gallimard, 2011, p. 7. 이 책은 이브 본느프와가 지난 50여 년간 보

들레르에 관하여 쓴 글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는 보들레르를 별자리에 비유하고 있

는 제목이 암시하듯, 이브 본느프와가 보들레르에게 바치는 오마주로서 의미를 갖는다.

2) 보들레르를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원류이자 현대시의 비조로 자리매김하도록 한 최

초의 인물들 중 하나가 바로 발레리Paul Valéry이다. 그는 프랑스 시가 비로소 국경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보들레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Paul

Valéry, “Situation de Baudelaire”, Variété 1 et 2, Paris: Gallimard, 1978, pp. 230-231.

이러한 관점은 마르셀 레몽Marcel Raymond, 기 미쇼Guy Michaud 그리고 후고 프리

드리히Hugo Friedrich 등의 문학사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Cf. Antoine Compagnon,

Baudelaire devant l'innombrable, Presses Paris-Sorbonne, 2003, pp. 25-26.

3) 앙투완 콩파뇽Antoine Compagnon은 『셀 수 없는 것에 대면한 보들레르Baudelaire

devant l'innombrable』에서 『악의 꽃』 연구사를 되짚어 보면서 보들레르를 둘러싼

여러 수식어들을 차례로 재검토하고 있다. “Il y eut un Baudelaire réaliste, un

Baudelaire décadent, un symboliste, un satanique, un catholique, un athé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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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Pourquoi Baudelaire?”4)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새롭게 던져지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들레르 연구의 외연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데에는, 역

설적으로 그의 시세계 자체에 대한 문학적 평가가 이미 완수되었고, 논

의될 수 있는 문학적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수행되었다는 암묵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그가 ‘너무 많이’ 해석되어왔다고 한다면,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뛰어난 연구자들이 보들레르 연구에 매진해온 결

과이기도 하지만, 『악의 꽃Les Fleurs du Mal』과 『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로 대표되는 시인으로서의 보들레르가 그의 활동기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작품량을 남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탐구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으면서도 동시

에 여러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거

울’이다. 본 연구는 보들레르에게 거울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

다. 시인의 작품세계에서 거울이 포괄하는 의미영역은 광범위하고 다면

적이다. 보들레르는 거울에 시인의 내면 상태를 표상하는 역할을 맡기는

가 하면, 하늘이나 바다, 애인의 눈 등 다양한 대상에 투사하여 표현한

classique, un moderne, un réactionnaire, un révolutionnaire, un saint, aujourd'hui un

postmoderne, que sais-je encore?” Antoine Compagnon, op. cit., p. 9. 근래 보들레르

연구는 구조주의 비평, 테마비평, 정신분석학적 비평 등, 일정한 비평적 흐름을 형성하

던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 입각하여 더 넓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2012년 1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보들레르의 현대성과 반현대성Baudelaire moderne et antimoderne”을 주제로 콜

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진행된 앙투완 콩파뇽의 강의와 세미나 그리고

콜로퀴엄은, 보들레르 연구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 이 강의에서 앙투

완 콩파뇽은 지금까지의 보들레르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자신이 초청한 주요

보들레르 연구자들의 강연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이 강의와 세미나 그리고 콜로퀴엄은 콜레주 드 프랑스 홈페이지

http://www.college-de-france.fr에서 열람 가능).

4) 이브 본느프와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연 제목(201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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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거울 이미지 또는 거울의 대리물로 은유화되거나 거울의 의

미론적 장에 포함되는 대상들은, 그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빈도로 등장하여 일정한 주제군을 이루고 있다.

인간 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자 상징인 거울이 일상적 사물로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신비주의의 영역에 속해왔던

거울의 의미론적 장은 신화와 신학의 영역에서부터 자아 정체성의 탐구,

그리고 글쓰기 자체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사물로서의 거울로부터 거울

의 상징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신사적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5) 거

울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강한 인력으로 문화사의 여러 주제를 흡수하였

기 때문에, 그 메타포나 상징은 그 어떤 대상들보다도 풍부하게 의미의

수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6) 이렇게 거울의 의미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사

실은, 본고에서 시도하고 있는 연구의 난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들레르 작품세계에 나타난 거울의 다양한 의미적

결정면들facettes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유보하고 다른 측면들을 사상捨

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보들레르의 거울에 주목한 대표적인 비평가는 기 미쇼Guy Michaud이

다. 그는 「프랑스 상징주의에서의 거울 주제Le thème du miroir dans

le symbolisme français」에서, 거울이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에 있어서

5) Sabine Melchior-Bonnet, Histoire du miroir, Paris: Hachette, 1998.

6) 많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던 거울은, 다른 한편으로 예술 자

체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거울의 반영reflet에 대한 사유는 플라톤 이래로

예술에 있어서 모방mimesis과 재현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는 거울에 대한 고찰이 회화

를 둘러싼 담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은 『예

술과 원형들Beaux-arts et archétypes』에서, 예술의 세 가지 원형을 세 개의 거울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제욱시스의 거울miroir de Zeuxis, 피그말리온의 거울miroir

de Pygmalion, 나르시스의 거울miroir de Narcisse을, 각각 현실의 모방, 영감의 표현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과 관련짓는다. Gilbert Durand, Beaux-arts et archétypes,

Paris: PUF, 1989, pp. 29-61.



- 4 -

주요 테마 중 하나가 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상징주의 시인들이 거울

이라는 말의 무한한 반향의 매력에 기울인 관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지적한 바 있다.7) 그들은 거울을 예술적 주제로 관심 있게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예술적 교의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기 미쇼는 보

들레르를 그 출발점에 놓고 있다.8) 이후, 장 스타로뱅스키Jean

Starobinski와 제임스 히들스턴James Hiddleston, 마르틴느 베르코

Martine Bercot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보들레르의 작품을 가로지

르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거울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다소 의아한 점은 그 연구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에 비해, 보

들레르에게 있어서 거울의 의미와 양상을 전체적 관점에서 조망한 본격

적인 연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검토된 주요

선행연구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기 미쇼의 경우 보들레르를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

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보들레르 이후 전개된 상징주의 내에서의 논의에

7) “II y a d'abord les prestiges du mot. Mirer, miroir, mirage... Les poètes

symbolistes aimeront jouer avec cette riche famille de vocables, aux résonances

infinies, et s'abandonneront volontiers à leur miroitement (...) Il y a aussi tous les

mots que suscite le miroir, qui créent autour de lui comme une aura suggestive : le

reflet, l'eau luisante, son miroitement et même, comme ils disent, ses « moirures ».

Et bien d'autres encore. Par le jeu des métaphores en effet, le miroir semble jouer

pour les écrivains symbolistes le rôle d'un catalyseur, il devient peu à peu le centre

d'un réseau d'images et de thèmes qui, nous l'allons voir, favorise autour de lui la

constitution d'une véritable symbolique.” Guy Michaud, “Le thème du miroir dans le

symbolisme français”, in Cahiers de l'AIEF, Vol.11, N°11, 1959, pp. 200-201.

8) “Baudelaire est sans doute, dans notre poésie, le premier de ces magiciens du

verbe qui ait entrepris délibérément de réfléchir sur le langage poétique et de se

réfléchir dans le langage comme dans le monde qui l'entoure. Quoi d'étonnant, dès

lors, que le miroir soit un des mots de passe des Fleurs du Mal, un de ces mots

que le poète se plaît à placer à la rime ou à l'hémistiche en lui restituant une vertu

incantatoire? ibid., pp. 119-200.



- 5 -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스타로뱅스키는 『거울에 비친 멜랑콜리

Mélancolie au miroir』에서, 멜랑콜리적 계기의 세 국면을 거울과 연관

지어 논하면서, 보들레르의 시세계에 나타난 거울과 멜랑콜리 그리고 아

이러니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9) 그는 진실vérité과 결부된 내면적 거울

의 주제에 집중하여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보

들레르의 거울을 멜랑콜리에 수렴시킴으로써 보들레르가 그에 못지않게

주목하고 있는 거울 주제의 또 다른 절반을 사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 히들스턴의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간 면모를 보인

다. 그는 「거울에 비친 보들레르Baudelaire au miroir」라는 제목의 논

문에서, 멜랑콜리와 결부되지 않은 보들레르적 거울의 또 다른 측면으로

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히들스턴은 심연의 깊이가 강조되어온 보들

레르의 시세계에서 그것이 암시하는 반짝임과 반사광의 효과에 우선 주

목한다. 그래서 보들레르가 포Edgar Allan Poe의 시를 두고 “그것은 꿈

처럼 깊고 반짝이는 어떤 것, 수정처럼 신비롭게 완벽한 어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보들레르 자신의 시세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10)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의 유화 『십자군의 콘스

9) Jean Starobinski, Mélancolie au miroir - Trois lectures de Baudelaire, Paris:

Julliard, 1989.

10) “« C'est quelque chose de profond et de miroitant comme le rêve, de mystéux et

de parfait comme le cristal ». C'est ainsi que Baudelaire définit la poésie de Poe;

qui ne ressemble guère à « l'éffusion ardente de Byron » ou à « mélancolie molle,

harmonieuse, distinguée de Tennyson », mais correspond éminemment à celle de

Baudelaire lui-mê̂me. Ce passage indique aussi que pour notre poète le sentiment de

la profondeur est inséparable de l'effet de scintillement et de miroitement qu'il

connote: d'où le prestige des bijoux, des métaux et des surfaces dures et polies;

d'où les rubis, perles et sapirs parsemés par le poète dans la chevelure de sa maî̂

tresse, et l'or, acier, lumière et diamants d'« Avec ses ve ̂̂tements ondoyants et

nacrés... », où d'ailleurs il faut comprendre l'ondoiement des vê̂tements c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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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티노플 함락La Prise de Constantinople par les Croisés』에서 펄럭

이는 깃발의 반사광의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빛나는 표면

은 정신적 깊이, 몽상의 충동, 발견을 향한 여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11) 히들스턴은 이 점에 대한 고찰로 시작하여 보들레르적 거울을 상

당히 포괄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고 있지만,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파브리스 빌헬름Fabrice Wilhelm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보들레

르: 나르시시즘의 글쓰기Baudelaire: l'écriture du narcissisme』에서 보

들레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시도하고 있는데, “속이는 거울

miroirs menteurs”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스타로뱅스키의 연구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본고에서 ‘도취의 거울’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재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12) 피터 브룸Peter Broome은

『보들레르의 시적 패턴Baudelaire's poetic patterns』에서 보들레르 시

편들의 “시적 패턴poetic patterns”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들레르가 주제

와 형식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그 중

몇몇 시편들에서 발견되는 거울 구조와 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13)

마르틴느 베르코가 「보들레르의 거울Miroirs baudelairiens」을 통해

l'équivalent matériel du miroitement de la lumière, de mê̂me que dans « Le serpent

qui danse» la peau de la femme miroite comme «une étoffe vacillante ». James A.

Hiddleston, “Baudelaire au miroir”, in Lire les fleurs du mal, Cahiers Textuel, N°

25, Paris: Université Paris7 – Denis Diderot, 2002, p. 175.

11) “C'est parce que toute surface lumineuse est pour lui une profondeur morale, un

appel à la rêverie, un voyage de découverte, l'initiation à quelque arcane dérobé au

regard du vulgaire.” ibid.
12) Fabrice Wilhelm, Baudelaire: L'écriture du narcissisme, Paris: L'Harmattant,

1999.

13) Peter Broome, Baudelaire's poetic patterns, Amsterdam: Rodop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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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는 거울은 『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소산문시집Petits

Poèmes en prose)』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14) 그는 『악

의 꽃』과 『파리의 우울』이 각각 반영하는 미학을 대립시키면서, 『파

리의 우울』을 『악의 꽃』의 이상주의적 세계가 “변형 거울miroir

déformant”을 통해 재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5) 이를 통해 근대

미학의 쟁점 중 하나인 재현과 변형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운문시의 전

통에 대한 산문시의 파격을 강조한다. 보들레르의 운문시집과 산문시집

사이에 거울 관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관점은, 현대시의 새로운 형식으로

서 산문시의 위상과 성격 그리고 그 의의를 명료하게 드러내준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을 각각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에 가두게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처럼 거울을 통해 보들레르에 접근하게 될 때 다루어질 수 있는 구

14) Martine Bercot, “Miroirs baudelairiens”, in Dix études sur Baudelaire, Paris:

Honoré Champion, 1993, pp. 113-136.

15) “Le Joueur généreux, plus tardif, peut aussi illustrer le miroir déformant que le

poète des Fleurs du mal tend à la poésie et à l'idéalisme dont il s'est d'abord fait

le champion. (...) Le Joueur généreux éclaire donc une source des Petits Poèmes

en prose: la critique de l'idéalisme qui caractérise l'esthétique des Fleurs du mal;

(...) Le Joueur généreux confirme que l'intention de Baudelaire, lorsqu'il réemploie

des thèmes ou des motifs des Fleurs du mal, signalant parfois de surcroît cette

reprise par celle du titre, n'est pas de redire en prose ce qu'il a dit en vers, mais

de tendre à certains de ses poèmes en vers, ou à quelque thème ou quelque

tournure particulièrement caractéristiques de sa première poésie, le miroir déformant

et démystificateur de leur reprise, ironique, parodique, ou simplement méditative et

interrogatrice. (...) Tandis que Les Fleurs du mal illustrent l'apothéose d'une

spiritualité idéaliste et romantique déclinante, les Petits Poèmes en prose jettent les

premières lueurs d'un regard sur le réel qui anime la quête poétique jusqu'à

l'époque contemporaine.” Martine Bercot, op. cit., p. 117, 121, et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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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며 흥미로운 사례들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어 왔음에도, 그

동안 보들레르의 작품세계에 나타나는 거울이 총체적 관점 하에서 조망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들레르에게 거울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내

포하는 이미지로 나타나며, 때로는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인 주제를 표상

하기 때문에 세부 테마별로 따로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

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연구과정에서 검

토하면서, 보들레르가 거울이라는 문학적 주제를 자신의 작품세계 안에

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보들레르는 시 「축복Bénédiction」에서 신과 인간의 이원적 비전을

반영하는 전통적 거울의 주제를 차용하며 『악의 꽃』을 시작하고 있

다.16) 그러나 그는 곧 이 문제를 신학적 영역보다, 미학적 내지는 인간

의식의 영역에서 다루면서 거울의 주제를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발전시

키고 있다. 보들레르가 인공낙원의 환각이나 몽환경과 유한한 현실의 비

전을 대비시킬 때, 거울의 이미지와 메타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한 하다. 그런데 보들레르에게 거울은 단지 시적 제재나 문

채figure 효과를 위한 수사적 장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보들레르는

현실세계와 정신세계, 자연과 초자연, 우울과 이상의 대비를 거울에 비유

하여 자신의 미학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이중적

비전을 구체화한다.

본고에서는 거울이 포괄하는 다면적 측면을 보들레르의 작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에 나타난 거울 이미지와 메타포의 특성과 그 표

현 양상에 우선 주목함으로써, 보들레르에게 거울이 내포하는 의미를 탐

16) Charles Baudelaire, “Bénédiction”, Les Fleurs du mal(이하 FM), in Œuvres

Complètes(이하 OC), t. I, éd. Claude Pichois, Paris: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7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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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거시적으로는 외적 세계와 결부된 거울을 먼

저 다룬 후, 내적 거울에 대한 논의로 전개된다. 전자가 반사refléter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반성réfléchir의 층위로 볼 수 있다.

우선 1장에서는 반영reflet의 세계인 인공적 이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울의 이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보들레르에게 나르시스

적 ‘도취의 거울’이 내포하는 이중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 함의

는 “속이는 거울”의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드러난다. 2장에서는 내

적 거울이 야기하는 반성성에 대한 의식을 통해, 반-나르시스적 “진실의

거울”이 보들레르의 거울 주제에서 가지게 되는 의미를 살펴본다. 내적

거울에 대한 시인의 일방적 응시는 불안과 고독을 가져온다. 3장에서는

상호 교감의 신비를 불러일으키는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에 주목하는 한

편, 보들레르에게 이것이 상징 자체에 대한 사유와 관계 맺고 있음을 밝

힌다. 이는 보들레르에게 일종의 거울-시 쓰기가 가지는 의미를 모색하

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문에서 차례로 다루게 될 세 가지 측면 사이에 논리적 관계는 각 장

들 사이의 내적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보들레르의 미학적

여정을 단계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연구의 선험적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시집 『악의 꽃』과 산문시집 『파

리의 우울』 그리고 산문집으로서는 『인공낙원Les Paradis artificiels』

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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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I. 거울을 통한 이상화와 나르시스적 거울 보기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두드러지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지상에 유폐된

채 이상을 갈구하는 존재의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우울과 이상”이라는

표현은 지상과 천상, 현재와 과거, 자연과 초자연 등 여러 층위에서 드러

나는 그의 이중적 비전을 잘 보여준다. 시인에게 있어서 현실로부터 이

상화된 세계로의 초월과 도피 또는 여행은 전락한 존재가 품게 되는 소

망이자, 저주받은 시인으로서의 소명이다.

보들레르가 묘사하는 이상화된 세계 속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울 이미지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보들레르의 이상주의와 거울 사이의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 있

는 산문집인 『인공낙원』17)을 중심으로 보들레르의 이상 세계 속에 편

17) 우리가 『인공낙원』에 우선 주목하는 것은, 이 산문집이 『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에 나타난 보들레르의 미학에 영향을 큰 끼쳤으며, 또한 산문시의 탄생 자체와

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1부 「하시시의 시Le poème du hachisch」와 2부 「아편중독

자Un mangeur d'Opium」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도취제의 환각 효과에 대해 주로 다

루고 있는 이 책은, 보들레르에게 자주 나타나는 도취의 테마와 관련될 뿐 아니라, 시

적 도취를 통한 무한에 대한 추구, 초자연주의라는 개념, 이미지의 힘을 통해 가능해지

는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믿음 등 보들레르 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1860년에 출간되어 보들레르의 후기 저작에 속하는 『인공낙원』이, 보들레르 미학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이 술과 하시시에 대한 1851년

의 에세이에서 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증보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낙원』을 1860년 판본에 한정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다. 사실 도취제에 대한 보

들레르의 관심은 매우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들레르가 아직 학생이던 시

절, 급우였던 루이 메나르Louis Ménard의 집에서 하시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후

피모당 호텔hôtel Pimodan에 모인 ‘하시시 클럽Club des Hachichins’의 일원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인공낙원』의 의의에 대해 마르셀 뤼프Marc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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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거울 이미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1. 인공적 이상의 추구와 거울 이미지

보들레르의 작품에서 거울 이미지나 거울에 대한 비유는 “인공적 이상

Idéal artificiel”을 묘사할 때에 가장 두드러진다. 보들레르는 『인공낙

원』에서 도취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환각을 설명하면서 ‘인공적 이상’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18) 그런데 인공적 이상은 도취제에 의한 환

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공성에 대한 추구는 보들레르의 미학을 이해

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예술에의 탐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을 포

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Ruff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On pourrait dire des Paradis artificiels qu'ils

contiennent la « philosophie » des Fleurs du Mal », écrivait un contemporain. C'est

peut-être aller trop loin, mais ce jugement a du moins l'intéret d'éclairer le

véritable caractère des Paradis artificiels. Cet ouvrage n'a pas le caractère d'une

fantaisie, en marge des préoccupations dominantes de Baudelaire. Il se relie

directement à sa pensée profonde et projette sur elle un éclairage précieux.” Marcel

A. Ruff, Baudelaire, Paris: Hatier, 1957, p. 139. 『인공낙원』의 탄생과정과 그 의의

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기현, 「프랑스 현대시의 이미지와 회화이론」, 『프랑스문

화예술연구』, 제7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2., Claude Pichois, Notice, in OC, t. I,

pp. 1358-1364.

18) “Parmi les drogues les plus propres à créer ce que je nomme l'Idéal artificiel,

laissant de côté les liqueurs, qui poussent vite à la fureur matérielle et terrassent la

force spirituelle, et les parfums dont l'usage excessif, tout en rendant l'imagination

de l'homme plus subtile, épuise graduellement ses forces physiques, les deux plus

énergiques substances, celles dont l'emploi est le plus commode et le plus sous la

main, sont le hachisch et l'opium.” “Le poème du hachisch”, Les Paradis artificiels

(이하 PA), in OC, t. I, p. 403.

19) 보들레르의 인공성의 추구는 다음의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게 인공성의 미학

은 반자연주의적 태도와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e crime, dont l’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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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의 거울이 인공적 이상 세계 속에서 나타날 때의 특징은, 그

것이 유동성과 결정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두 특질은 일견

상반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적 이상 세계에 편재하

는 거울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유동성과 결정성의 역동적 결합 가

능성을 보여준다. 이 상반항 사이의 모순적 결합을 우리는 ‘결정화된 유

동성’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액체에서 고체로의 진행, 즉 액

상 거울의 결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들레르의 이상 세계에서

시공간의 환각적 변형을 일으키는 액상 거울의 이미지는 광물 또는 결정

이미지를 포함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광물질적 이미지 속에는 심연에 묻

힌 보석의 반짝이는 결정면들이 마치 감추어진 신비를 암시하듯 액체나

기체처럼 확산하는 이미지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양 방향의 해석이 가

능하다는 것은 그 모순적 결합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

다.20) 거울 이미지의 이러한 특성은 인공적 미학을 추구하는 보들레르의

미적 지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정화된 유동성의 효과로 채색

되어 있는 인공낙원이 거울방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은 “거울이 없으면

어떠한 인위도 성공할 수 없고 제대로 다룰 수 없”21)기 때문이다.

humain a puisé le goût dans le ventre de sa mère, est originellement naturel. La

vertu, au contraire, est artificielle, surnaturelle, puisqu’il a fallu, dans tous les temps

et chez toutes les nations, des dieux et des prophètes pour l’enseigner à l’humanité

animalisée, et que l’homme, seul, eût été impuissant à la découvrir. Le mal se fait

sans effort, naturellement, par fatalité; le bien est toujours le produit d’un art.”

“Éloge du maquillag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C, t. II, p. 715.

20) 이러한 본고의 관점에 대해, 보들레르의 미학에 대한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리샤르Jean-Pierre Richard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보들레르의 인공성의

추구를 반자연주의, 여성의 냉정성에 대한 숭배, 당디즘과 관련된 맥락 속에서 논의하

면서, 그 광물화와 고체화의 경향을 지적한다. Jean-Paul Sartre, Baudelaire, Paris:

Gallimard, 1967. 이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리샤르는 심연에 감추어진 금속과 보석이

용해 또는 액화liquéfaction du métal ou de la pierre되는 양상을 지적한다. Jean-Pierre

Richard, Poésie et profondeur, Paris: Seui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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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들레르에게 이상화된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거울 이미지의

결정화된 유동성은 어떤 방식으로 체험되는가? 인공적 이상 세계에서 두

드러지는 것은, 환각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거울에 대한 묘사라는

점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울 이미지는 『인공낙원』에서 술과

하시시, 아편 등이 일으키는 인공적 도취에 의한 내적 풍경의 묘사에 풍

부하게 나타난다. 파브리스 빌헬름은 “도취에 대한 묘사에서, 거울의 이

미지가 자주 출몰하며, 환각이 거울을 솟아나게 만든다”는 점을 제시하

면서 아울러 “거울이 환각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하였다.22) 「하시시의

시」에서 도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벽에 거울

들이 늘어서 있는 거울방이 만들어내는 환각의 효과이다. 그 중 보들레

르가 하시시를 체험한 한 여인의 진술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도취경 속

에는 거울이 불러일으키는 환각적 효과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아볼 수 있

다.

그 규방은 매우 작고, 매우 좁았습니다. (...) 벽은 폭이 좁고 긴 거울들

로 뒤덮여있었고, 그 거울들 사이를 분방한 필치로 그린 장식용 풍경화들

이 채우고 있었지요. (...) 밤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맑았는데, 달이 매우

밝아 촛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식들이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는 것도 덧붙여야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듯 그것들은 내 정신의 눈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밤으로 인해 빛나고 있었고, 밤의 미광

들은 황금과 거울들과 다채로운 색들로 온통 수놓인 배경에 걸려 있었습

니다.

21) “Il n'y a pas d'artifice réussi ou maîtrisé sans miroir.” Sabin Melchior-Bonnet,

op. cit., p. 178.

22) “Dans les descriptions de l'ivresse, l'image du miroir est récurrente. Les

hallucinations font surgir des miroirs: « rivières limplides et [...] paysages

verdoyants se mirant dans les eaux tranquilles », et les miroirs réels provoquent à

leur tour des hallucinations” Fabrice Wilhelm, op. cit.,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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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선 내 앞에, 또 옆에, 그리고 사방에 펼쳐진 광활한 공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것은 잔잔한 물에 비친 맑은 강과 녹음이 우거진 풍

경들이었습니다. 당신도 이것이 패널들이 거울들에 비쳐 만들어진 효과라

는 점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 Ce boudoir est très petit, très étroit. (...) les murs sont recouverts

de glaces étroites et allongées, séparées par des panneaux où sont

peints des paysages dans le style lâché des décors. (...) Je dois ajouter

que la nuit était très belle, très transparente, la lune très vive, à ce

point que, même après que j'eus éteint la bougie, toute cette

décoration resta visible, non illuminée par l'oeil de mon esprit, comme

vous pourriez le croire, mais éclairée par cette belle nuit, dont les

lueurs s'accrochaient à toute cette broderie d'or, de miroirs et de

couleurs bariolées.

« Je fus d'abord très étonnée de voir de grands espaces s'étendre

devant moi, à côté de moi, de tous côtés ; c'étaient des rivières

limpides et des paysages verdoyants se mirant dans des eaux

tranquilles. Vous devinez ici l'effet des panneaux répercutés par les

miroirs.23)

실제로는 매우 작고 좁으며, “낡고 황폐한 일종의 규방une espèce de

boudoir un peu fané et décrépit”24)인 이 방에서 우선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과 변형25)이다. 이는 거울의 반사효과가 유발

하는 환각적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 「파리의 꿈Rêve parisien」의 몽환

경이나, 몽상을 닮은 “진정으로 정신적인 방”26)의 경우와 같이 ‘이중의

방 테마’와 자주 결부된다. 위 인용문에서, 풍경화들이 거울들에 비쳐서

23) “Le Poème du hachisch”, PA, in OC, t. I, pp. 422-423.

24) Ibid., p. 422.

25) “La notion du temps ou plutôt la mesure du temps étant abolie, la nuit entière

n'était mesurable pour moi que par la multitude de mes pensées.” ibid., p. 424.

26) “Une chambre qui ressemble à une rêverie, une chambre véritablement

spirituelle” “La Chambre double”, Le Spleen de Paris(이하 SP), in OC, t. I,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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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효과인 공간의 확장이 화자에게 놀라운 물거울의 광경으로 지각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공낙원에서 확인되는 이상화의 특징은

‘현실세계를 액상 거울로 대체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27) 이에 대해

보들레르는 도취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물에 대한 정신의 애착을 지적하

면서, “거울이 몽상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다 분명하게 제

시한다.

내면의 눈이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모든 것에 부족한 아름다움을 보충

하여 정말로 마음에 들 만하도록 해준다. 이 국면이 바로, 흐르든 고여 있

든 맑은 물에 대한 애정과 결부된 본질적으로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단계

이기도 하다. 물에 대한 이 애정은 몇몇 예술가들의 정신적 도취 속에서

놀라우리만큼 펼쳐진다. 거울들은, 내가 앞서 언급했듯이, 목마르게 하는

육체적 갈증과 더불어, 정신적 갈증과 유사한 이 몽상의 계기가 된다. 달

아나는 물, 물의 유희, 조화로운 폭포, 바다의 푸른 광활함이 구르고, 노래

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잠든다. 물은 진정한 마법사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L’œil intérieur transforme tout et donne à chaque chose le

complément de beauté qui lui manque pour qu’elle soit vraiment digne

de plaire. C’est aussi à cette phase essentiellement voluptueuse et

sensuelle qu’il faut rapporter l’amour des eaux limpides, courantes ou

stagnantes, qui se développe si étonnamment dans l’ivresse cérébrale

de quelques artistes. Les miroirs deviennent un prétexte à cette rêverie

qui ressemble à une soif spirituelle, conjointe à la soif physique qui

dessèche le gosier, et dont j’ai parlé précédemment ; les eaux

fuyantes, les jeux d’eau, les cascades harmonieuses, l’immensité bleue

de la mer, roulent, chantent, dorment avec un charme inexprimable.

L’eau s’étale comme une véritable enchanteresse.28)

27) Fabrice Wilhelm, op. cit. p. 62.

28) “Le Poème du hachisch”, PA, in OC, t. I,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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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언급은, 『인공낙원』의 2부인 「아편중독자」의 한 대목

에서도 발견된다. 하시시에 의한 도취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편의 경

우에도 “거울처럼 빛나는” “물은 강박적인 요소가 된다”.29) 유동하는 거

울의 이미지는, 호수와 바다, 강물 등 원초적 물거울의 이미지를 위시하

여 인공적 이상 세계의 풍경에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반영의 세계’30)라고

말할 수 있을 거울방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보들레르가 물거울의 반영과

반사광들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정신적 효과에 기울인 관심은, 『1846

년 살롱Salon de 1846』 중 「색채에 대하여De la couleur」의 한 대목

에 잘 드러나 있다.31) 이 미술비평에서 보들레르는 태양이 기울어감에

29) 「아편중독자」는 토머스 드 퀸시Thomas De Quincey의 자전적 저작인 『어느 영

국인 아편중독자의 고백Confessions of an English Opium-Eater』을 보들레르가 번안

한 것이다. “L'eau devint l'élément obsédant. Nous avons déjà noté, dans notre

travail sur le hachisch, cette étonnante prédilection du cerveau pour l'élément liquide

et pour ses mystérieuses séductions. (...) Les eaux changèrent bientôt de caractère,

et les lacs transparents, brillants comme des miroirs, devinrent des mers et des

océans. Et puis une métamorphose nouvelle fit de ces eaux magnifiques,

inquiétantes seulement par leur fréquence et par leur étendue, un affreux tourment.”

“Un mageur d'opium”, PA, in OC, t. I, p. 483.

30) 보들레르의 세계에서 빛을 거울 테마와 연관 지을 때, 보들레르적 행복의 순간에

주조를 이루는 빛은 반사 혹은 난반사된 빛인 반사광이다. 어른거리는 광택이나 반영

reflet은 보들레르의 정신적인 거울방을 채운다. 보들레르는 실제 풍경이나 회화 속 풍

경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반영이나 반사광에 두드러진 관심을 보인다. Cf. 박기현,

「Etude sur le paysage pictural du peintre Baudelaire」, 『프랑스학연구』, 제35호,

프랑스학회, 2006, pp. 161-195.

31) “La sève monte et, mélange de principes, elle s’épanouit en tons mélangés; les

arbres, les rochers, les granits se mirent dans les eaux et y déposent leurs reflets;

tous les objets transparents accrochent au passage lumières et couleurs voisines et

lointaines. A mesure que l’astre du jour se dérange, les tons changent de valeur,

mais, respectant toujours leurs sympathies et leurs haines naturelles, continuent à

vivre en harmonie par des concessions réciproques. Les ombres se déplacent

lentement, et font fuir devant elles ou éteignent les tons à mesure que la lumière,

déplacée elle-même, en veut faire résonner de nouveau. Ceux-ci se renvoient leurs

reflets, et, modifiant leurs qualités en les glaçant de qualités transparentes et



- 17 -

따른 미세한 풍경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리샤르는 이 풍경 묘사에서 두

드러지는 공간의 투명성과 그 감각적 통일성을 보들레르적 신비의 근원

으로 보았다. 그는 이를 마약에의 도취와 시적 도취와 같은 “모든 보들

레르적 도취의 기원에 도사리고 있는 은총”이라고 말한다.32) 여기서 주

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은총”이 풍부한 물거울의 효과로 표현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인공낙원적 도취의 상태에 대한 보들레르의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인공낙원적 액상 거울은 대개 결정성에 대한 암시를 불러일으

킨다. 「세상 밖이라면 어디든지Anywhere out of the world」에서, 시적

화자는 “마음에 드는 풍경” 중 하나로 리스본을 들고 있다. 물가에 “대

리석으로 세워진” 이 도시는 “빛과 광물질 그리고 그것들을 비추기 위한

액체로 이루어진 풍경”33)으로 표현된다. 이 물거울은 광물질적 이미지를

반영함으로써 결정성을 내포하는 액상 거울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바다는 하늘을 비추어 무한을 약속하는 거대한 액상 거울의 이미지

empruntées, multiplient à l’infini leurs mariages mélodieux et les rendent plus

faciles.” “De la couleur”, Salon de 1846, in OC, t. II, p. 423.

32) “Ainsi se crée peu à peu, selon les mouvements d'offre et d'écho d'une

réciprocité toute terrestre, cette unité sensible vers laquelle tend la mystique

baudelairienne. (...) Voyons donc dans la trasparence comme une grâce de l'univers

sensible: une grâce chargée d'ouvrir la totalité des choses à l'accueil et au don

d'elle-même. Cette grâce va se retrouver à l'origine de toutes les extases

baudelairiennes: extase de la drogue « qui étend sur toute la vie comme un vernis

magique », qui « la colore en solennité et en éclaire toute la profondeur »; extase

de la poésie surtout qui découvre « dans l'universalité des êtres » un intérêt, « une

gloire nouvelle non soupçonnée jusqu'alors ».” Jean-Pierre Richard, op. cit., pp.

138-140.

33) “Cette ville est au bord de l’eau ; on dit qu’elle est bâtie en marbre, et que le

peuple y a une telle haine du végétal, qu’il arrache tous les arbres. Voilà un

paysage selon ton goût ; un paysage fait avec la lumière et le minéral, et le liquide

pour les réfléchir!” “Anywhere out of the world”, SP , in OC, t. I,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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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한다. 이처럼 「인간과 바다L'homme et la mer」34) 에서 그러

하듯, 인간의 거울인 바다가 “정신의 가장 훌륭한 영상”인 이유는 그것

이 “유동하는 광물질”이기 때문이다.35)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은 인공낙원의 정신적 도취

경이 묘사된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파리의 꿈」36)이다. 여기에서 “몽

환경의 건축가Architecte de mes féeries”인 시적 화자의 몽상은 결정성

과 결부된 액상 거울의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다.37) 이 시에서 몽환경의

배경을 이루는 물거울의 유동적 이미지들은 공통적으로 광물질적 결정성

을 띠고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물거울의 도취효과가 두드러진 이 몽환

34) “La mer est ton miroir ; tu contemples ton âme / Dans le déroulement infini de

sa lame,” “L'Homme et la mer”, FM, in OC, t. I, p. 19.

35) “S'il a cette tendresse pour la mer, c'est que c'est un minéral mobile. Brillante,

inaccessible et froide, avec ce mouvement pur et comme immatériel, ces formes qui

se succèdent, ce changement sans rien qui change et, parfois, cette trasparence, elle

offre la meilleure image de l'esprit, c'est l'esprit. Ainsi, par haine de la vie,

Baudelaire est amené à choisir dans la matérialisation pure des symboles de

l'immatériel.” Sartre, op. cit., pp. 136-137.

36) “Et, peintre fier de mon génie, / Je savourais dans mon tableau / L'enivrante

monotonie / Du métal, du marbre et de l'eau. // Babel d'escaliers et d'arcades, /

C'était un palais infini / Plein de bassins et de cascades / Tombant dans l'or mat

ou bruni; // Et des cataractes pesantes, / Comme des rideaux de cristal / Se

suspendaient, éblouissantes, / À des murailles de métal. // Non d'arbres, mais de

colonnades / Les étangs dormants s'entouraient / Où de gigantesques naïades, /

Comme des femmes, se miraient. // Des nappes d'eau s'épanchaient, bleues, / Entre

des quais roses et verts, / Pendant des millions de lieues, / Vers les confins de

l'univers: // C'étaient des pierres inouïes / Et des flots magiques, c'étaient /

D'immenses glaces éblouies / Par tout ce qu'elles reflétaient!” “Rêve parisien”, FM,

in OC, t. I, pp. 101-102.

37) 앙리 르메트르Henri Lemaitre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세상 밖이라면 어디든

지」의 리스본에 대한 묘사와 「파리의 꿈」의 몽환경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

Charles Baudelaire, Petits Poèmes en Prose: Le Spleen de Paris, éd. Henri

Lemaitre, Paris: Garnier frères, 1985,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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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금속과 대리석 그리고 물의 도취시키는 단조로움”이라는 말로 요

약하고 있다. 통제된 자연인 인공적 연못에서 “거대한 물의 요정들은 여

자들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본다. 이윽고 “전대미문의 보석들”이며,

“마술적인 물결”인 이 물거울의 이미지는 무한하게 확장되어 “자신이 반

사했던 모든 것으로 빛나는 거대한 거울”인 것으로 드러난다. 나아가 시

적 화자는 별빛이 찬란한 밤하늘과 이를 비추는 광활한 수면의 이미지를

묘사한다. 이 과정에서 보들레르는 “액체가 제 영광을 결정화된 빛 속에

새겨 넣고 있었다”38)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물거울 이미지가 가진 유동성

과 결정성의 역동적 결합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다.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거울 이미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동성과 결

정성의 결합 양상은 단일한 거울 이미지 자체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작품의 구성원리가 되기도 한다. 「물결치는 진주빛깔 옷을 입어Avec

ses vêtements ondoyants et nacrés」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4행으로

된 1, 2연은 유동성에, 3행으로 이루어진 3, 4연은 결정성의 표현에 할당

되어 있는 이 시에서,39) 보들레르의 거울 이미지가 가진 유동성과 결정

성의 역동적 결합은 ‘보석-눈-거울’이라는 이미지를 탄생시키고 있다.

물결치는 진주빛깔 옷을 입어,

걸을 때도 그 여자는 춤을 추는 듯,

신성한 재주꾼들이 막대기 끝에서

장단 맞추어 흔드는 긴 뱀들처럼.

38) “Le liquide enchâssait sa gloire / Dans le rayon cristallisé.” “Rêve parisien”,

FM, in OC, t. I, p. 102.

39) 이에 대해 클로드 피슈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Les deux quatrains sont

consacrés à l'ondulation; les deux tercets à la minéralisation et donc à

l'immobilisation.” OC, t. I, p.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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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에는 모두 무심한,

사막의 단조로운 모래와 창공처럼,

바다 너울의 긴 물살들처럼,

그 여자는 초연하게 몸을 뻗는다.

윤기 있는 그 눈은 매력적인 광석들로 되어 있어,

그 기이하고 상징적인 천성 속에는

순결한 천사가 고대 스핑크스와 뒤섞이고,

온통 금과 강철과 빛과 금강석들뿐인 그 곳에서,

불모의 별처럼 눈부시게 영원히 빛나는,

애 배지 못하는 여자의 냉엄한 위엄.

Avec ses vêtements ondoyants et nacrés,

Même quand elle marche on croirait qu'elle danse,

Comme ces longs serpents que les jongleurs sacrés

Au bout de leurs bâtons agitent en cadence.

Comme le sable morne et l'azur des déserts,

Insensibles tous deux à l'humaine souffrance

Comme les longs réseaux de la houle des mers

Elle se développe avec indifférence.

Ses yeux polis sont faits de minéraux charmants,

Et dans cette nature étrange et symbolique

Où l'ange inviolé se mêle au sphinx antique,

Où tout n'est qu'or, acier, lumière et diamants,

Resplendit à jamais, comme un astre inutile,

La froide majesté de la femme stérile.40)

이 시에 나타난 여인의 매력에 대한 묘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1연과 2

40) “Avec ses vêtements ondoyants et nacrés...”, FM, in OC, t. I,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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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주조를 이루는 유동적 요소와 3연과 4연의 광물질적 요소 사이의

대비이다. 이 두 요소들 사이의 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력적인 광

석들로 만들어진 윤기 나는 눈들’이다. “애 배지 못하는 여자의 냉엄한

위엄”이 빛나는 그 눈들은, 시 「아름다움La Beauté」에서 “선들을 옮겨

놓는 움직임을 싫어하며, / 전혀 울지도 웃지도 않는”, 절대적 아름다움

을 표상하는 미Beauté의 눈-거울 이미지와 동질적이다.41) 일견 상반되는

여인의 매력을 수식하는 두 특성은 ‘눈-거울’의 “기이하고 상징적인 천

성” 속에서 집약된다. ‘매력적인 광석들로 만들어진 윤기 나는 눈들’의

이미지는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자주 목격된다. 보들레르에게 애인의

눈은 흔히 눈물을 머금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이미지로 표현되며, 공통적

으로 액성과 결정성을 동시에 띠면서 ‘보석-눈-거울’이라는 이미지를 형

상화한다. 시 「고양이Le Chat(34번)」의 화자가 “금속과 마노 뒤섞여든

네 아름다운 두 눈에, / 나 그저 푹 잠기게 해다오. Et laisse-moi

plonger dans tes beaux yeux, / Mêlé de métal et d'agate.”42)라고 말할

때, 고양이와 애인 그리고 화자의 시선을 매개하는 눈-거울은 보석을 품

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잠길 수 있는 액성을 띤 심연인 것이다.

이렇게 액성과 결정성을 동시에 띠는 보석-눈-거울의 이미지는 보들레

르가 묘사하는 매력적인 눈 이미지의 정형을 이룬다.4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들레르의 몽환적 세계에서는 액상 거울의

유동성이 주조를 이루는 동시에, 이미지들의 결정화와 광물화 양상44)이

41) “Je hais le mouvement qui déplace les lignes, / Et jamais je ne pleure et jamais

je ne ris.” “La Beauté”, FM, in OC, t. I, p. 21.

42) “Le Chat", FM, in OC, t. I, p. 35.

43) Cf. 최민, 『상징주의 시에 나타나는 보석의 이미지』,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4.

44) “la cristallisation, la minéralisation de ce monde onirique” OC, t. I, p.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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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보들레르에게 결정화된 유동성을 띠는 거울의 이미지는, ‘꿈을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클로드 피슈아Claude Pichois가 지적

하듯이, “보들레르는 꿈을 고정시키면서도 이를 엉겨 붙게 하지 않으며,

꿈이 가진 특성들을 잃어버리게 하지도 않는다. 꿈을 특징짓는 성질들은

보존되거나 암시된다”.45) 빛의 확산, 물질들의 유동적 특성 등 꿈의 요소

들이 결정성을 띤 표면에 새겨지는 것이다.

요컨대, 인공적 이상 세계 속에서 거울 이미지가 내포하는 결정화된

유동성은 보들레르의 반자연주의적 태도, 즉 인공성을 추구하는 미적 지

향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매혹적인 액체 거울이지만 동시에 익사할 위

험이 도사리고 있는 수렁이기도 한 나르시스의 “빛나는 심연gouffre

lumineux”46)에 결정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

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형적이고 불규칙적인 흐름 속에 내맡

겨져 있는 자연을 혐오하는 시인은 자연을 통제하고 그것에 자신만의 미

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 결정화된 유동성은 이를 시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특성인 것이다.

1.2. 눈-거울: 외부 세계 이상화에서 자아 이상화로

앞서 보들레르의 이상화된 세계 속에서 거울 이미지들이 풍부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보들레르는 거울을 여러 형태의 이미지들로 형상

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상화의 과정을, 거울을 비유로 삼아 설명한

45) “En fixant le rêve, Baudelaire ne le fige pas, ne lui fait pas perdre ses qualités.

Les traits qui caractérisent le rêve sont conservés ou suggérés.” ibid.
46) PA, in OC, t. I,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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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과정에서 눈-거울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들레르가 추구하는 이상적 시공간들은 세부적인 묘사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공통적으로 무한에 대한 동경을 내포하고 있다. “시간에 학대당

하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든 언제나 취하고자 하고,47)

“이 세상 밖이라면 어디로든” 떠나고자 하는 도취와 도피의 테마는 인공

낙원의 풍경이나 정신적인 방의 광경으로 묘사되며, 공통적으로 실존적

한계를 초월하여 무한성을 지향한다. 시인의 무한에 대한 취향과 동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하시시의 시」의 첫 장章인 <무한의

취향Le Goût de l'infini>의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이 혈기왕성하고 힘찬 기운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날들이 있다. 눈꺼

풀들을 붙들고 있던 잠을 떨쳐내자마자, 외부 세계는 강렬한 입체감, 뚜렷

한 윤곽, 찬탄할만한 색채의 풍요로움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정신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명료함으로 그 광대한 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지복의

은총을 받은 인간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드물고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

만, 훨씬 예술적인 동시에 더 정당하고, 한 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 더 고

귀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Il est des jours où l’homme s’éveille avec un génie jeune et

vigoureux. Ses paupières à peine déchargées du sommeil qui les

scellait, le monde extérieur s’offre à lui avec un relief puissant, une

netteté de contours, une richesse de couleurs admirables. Le monde

moral ouvre ses vastes perspectives, pleines de clartés nouvelles.

L’homme gratifié de cette béatitude, malheureusement rare et

passagère, se sent à la fois plus artiste et plus juste, plus noble, pour

tout dire en un mot.48)

47) “Il est l'heure de s'enivrer! Pour n'être pas les esclaves martyrisés du Temps,

enivrez-vous; enivrer-vous sans cesse! De vin, de poésie ou de vertu, à votre

guise.” “Enivrer-vous”, SP , in OC, t. I, p. 337.

48) “Le Poème du Hachisch”, PA, in OC, t. I, p. 401.



- 24 -

보들레르는 이 정신적 고양의 순간을, “정신과 감각들의 예외적인 상

태, 과장할 필요도 없이 천상의 상태라고 부를 만한 상태”49)라고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의 지각에 있어서 이상화50)가 진

행된다. 그런데 이때 우선적으로 이상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아 자신

이 아니라 외부 세계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정신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각성의 순간에 가장 먼저 지각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새

로운 매력을 띠고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이상화되는

것에 이어, 즉각적으로 정신적 능력이 극대화된 인간이 스스로를 더 고

귀한 존재로 느끼는 자아 이상화의 양상이 뒤따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화의 계기이자 그러한 상태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 바로 거울이다. 보들레르는 이중의 이상화가 이루어지는 이 “정신

49) “cet état exceptionnel de l’esprit et des sens, que je puis sans exagération

appeler paradisiaque” ibid.
50) ‘이상화’에 대한 보들레르의 언급은 『현대적 삶의 화가Le Peintre de la vie

moderne』의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Et les choses renaissent sur le papier,

naturelles et plus que naturelles, belles et plus que belles, singulières et douées

d'une vie enthousiaste comme l'âme de l'auteur. La fantasmagorie a été extraite de

la nature. Tous les matériaux dont la mémoire s'est encombrée se classent, se

rangent, s'harmonisent et subissent cette idéalisation forcée qui est le résultat d'une

perception enfantine, c'est-à-dire d'une perception aiguë, magique à force

d'ingénuité!” “L'Artiste, homme du monde, homme des foules et enfant", Le Peintre

de la vie modern”, in OC, t. II, pp. 693-694. 여기에서 보들레르는 이상화를 자연을

미화하고 가공하여 환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연

구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 “G씨처럼 보들레르도 “대도시 생활의 영

원한 아름다움과 놀라운 하모니에 감탄”하며, ‘파리 풍경’과 파리의 우울을 완성했다.

그런데 이 작업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단순한 묘사를 통해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

는다. 외부세계는 “자연적인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자

연으로부터 환상이 추출”되는 과정, 즉, ‘이상화(l'idéalisation)’를 거친다.” 도윤정, 「철

학자 보들레르의 반(反)개념적 글쓰기 : 미술비평문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27

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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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아름답게 비춰보도

록 하는 마술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정신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정한 은총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아름답게 비춰보도록 하는 하나의 마술 거울로 간주하고

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그래야만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일종의 천상의 열락, 찬탄할만한 상태로의 복귀이다.

C'est pourquoi je préfère considérer cette condition anormale de

l'esprit comme une véritable grâce, comme un miroir magique où

l'homme est invité à se voir en beau, c'est-à-dire tel qu'il devrait et

pourrait être; une espèce d'excitation angélique, un rappel à l'ordre

sous une forme complimenteuse.51)

그렇다면 이 이중의 이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보들레르에게 있어서 현실 세계를 광물질적인 액체 거

울로 대체시키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상화가 자아 이

상화를 위한 선행 단계처럼 보인다는 점이다.52) 두 편의 「여행으로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와 「파리의 꿈」 등 정신적인 방이나 몽

환경에 대한 묘사 속에서, 보들레르가 일차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를 반영

하는 거울의 이미지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이상화가 강조될 때에, 거울

은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도록 하는 내성의 도구로서 보다는 하나의 반

영으로 또는 거울이라는 하나의 외적 대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낙원 속에는 마치 인공적 이상의 표지처럼 장식적 오브제로

거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시시를 통해 도취경을 경험한

51) “Le Poème du Hachisch”, PA, in OC, t. I, p. 402.

52) Cf. Fabrice Whilhelm, op. cit.,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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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여인의 고백이 벽에 거울들이 늘어서 있는 방에 대한 묘사로 채

색되어 있었듯이, 운문시 「여행으로의 초대」에서 “세월에 닦여 반짝이

는 가구들”로 장식된 이상화된 방에 신비와 깊이를 더하는 것은 “그윽한

거울들”이다.53) 또한, “호사가 질서 속에 제 모습 비춰보기를 즐기”고,

“모든 것이 당신을 닮은” “풍요의 낙원”을 묘사한 동명의 산문시에서,54)

이상화된 풍경을 채우는 오브제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물은 물론

몽상에 빠질 수 없는 거울들이다. “거울들, 금속들, 직물들, 금은세공품,

도자기, 그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는 이의 눈에 소리 없는 신비의 심포

니를 연주한다.”55)

보들레르가 『인공낙원』에서 묘사하는 도취의 세 단계를 살펴보면,

도취의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부 세계의 이상화가

극대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세계를 포착하는 시각, 청

각, 촉각 등 온갖 감각들은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감각에 있어서 과장이

나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무한한 매력을 지닌 존재처럼 이상화된다.56) 아울러 시간이 늘어지고 공

53) “Des meubles luisants, / Polis par les ans, / Décoreraient notre chambre; / Les

plus rares fleurs / Mêlant leurs odeurs / Aux vagues senteurs de l'ambre, / Les

riches plafonds, / Les miroirs profonds, / La splendeur orientale, / Tout y parlerait

/ À l'âme en secret / Sa douce langue natale.” “L'invitation au voyage”, FM, in

OC, t. I, p. 53.

54) “Un vrai pays de Cocagne, où tout est beau, riche, tranquille, honnête; où le

luxe a plaisir à se mirer dans l'ordre; (...) où tout vous ressemble, mon cher ange.”

“L'invitation au voyage”, SP , in OC, t. I, p. 301.

55) “Les miroirs, les métaux, les étoffes, l’orfèrerie et la faïence y jouent pour les

yeux une symphonie muette et mystérieuse” ibid., p. 302.

56) Délicates, médiocres, ou même mauvaises, les peintures des plafonds revêtiront

une vie effrayante ; les plus grossiers papiers peints qui tapissent les murs des

auberges se creuseront comme de splendides dioramas. Les nymphes aux chairs

éclatantes vous regardent avec de grands yeux plus profonds et plus limpides que

le ciel et l’eau; “Le Poème du Hachisch”, PA, in OC, t. I,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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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확대되는 것 같은 지각상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환각은 외부 세계의 사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이때 “정신은 주

변 환경을 반사시켜 극단적인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거울일 뿐이다”57)

거울을 매개로 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상화는 자아 이상화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 이중의 이상화 과정에서 전환의 축이 되는 이미지는 시인

화자를 매혹시키는 눈-거울의 이미지이다.58) 보들레르의 화자에게 매력

적인 “애인의 눈은 빈번하게 거울의 기능을 한다”.59) 보들레르의 시세계

에 등장하는 거울을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하면서 ‘눈-거울’을 이들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고 있는 파브리스 빌헬름은, “눈-거울이 이상화

를 자아 쪽으로 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60) 시 「아름다움」은, 외부 세

계를 미화하던 거울이 그 거울을 바라보는 자아까지도 이상화시키게 되

는 과정을 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61) 이 시에서 아름다움의 영

57) “Mais, avant tout, remarquons que dans le récit de cette dame (c’est dans ce

but que je l’ai transcrit), l’hallucination est d’un genre bâtard, et tire sa raison d’être

du spectacle extérieur ; l’esprit n’est qu’un miroir où le milieu environnant se reflète

transformé d’une manière outrée.” ibid., p. 425.

58) 눈-거울, 특히 애인의 눈을 거울로 삼는 것은 오래전부터 문학의 전통적 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고루해지기 쉬운 진부한 메타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보들레르는 이

것에 자신만의 색채를 부여한다. 눈-거울은 르네상스 연애시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모리스 세브Maurice Scève의 주된 테마 중 하나이다. Sabine Melchior-Bonnet, op.

cit., p. 227.

59) 보들레르에게 눈-거울의 이미지는 애인의 눈, 지나가는 여인의 눈, 고양이들의 눈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화자를 매혹시킨다. “Les yeux de l'amante ont

fréquemment la fonction d'un miroir (...) Qu'ils[les yeux / miroirs] apparaissent

comme les yeux de l'amante, de la mère, de la passante ou comme les yeux

mystiques des chats, ils fascinent en offrant la promesse de l'infini, promesse

mensongère d'une réactualisation de la fusion primitive dont la conclusion de

«Bénédiction» offre l'allégorie mystique” Fabrice Wilhelm, op. cit., p. 65. Cf. 이승엽,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눈(l'œil)의 이미지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60) “Les yeux / miroirs font refluer l'idéalisation sur le moi” Fabrice Wilhelm,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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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과 절대성은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미를 따르는 “유

순한 애인들”인 시인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거울인 절대적 미의 눈이다. 이 눈은 “대기를 이상으로 가득 채

웠던” 베네딕타가 “위대함과 아름다움, 영광 그리고 불멸을 믿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을 발산”62)했던 눈과 다르지 않다. 절대적 미의 눈-

거울 앞에서 인간들은 “저마다 차례로 상처받고 돌아”가며, 시인들은

“준엄한 연구로 세월을 탕진한다”. 미의 눈-거울과 달리 필멸의 존재로

서 인간의 눈은, 시「축복」의 마지막 연에서 언급되었듯이, ‘제 아무리

빛난들 순수한 빛을 흐리고 애처롭게 밖에는 비출 수 없는 거울’에 지나

지 않는다.63)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조건이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이

61) “Je suis belle, ô mortels! comme un rêve de pierre, / Et mon sein, où chacun

s'est meurtri tour à tour, / Est fait pour inspirer au poète un amour / Eternel et

muet ainsi que la matière. // Je trône dans l'azur comme un sphinx incompris; /

J'unis un coeur de neige à la blancheur des cygnes; / Je hais le mouvement qui

déplace les lignes, / Et jamais je ne pleure et jamais je ne ris. // Les poètes,

devant mes grandes attitudes, / Que j'ai l'air d'emprunter aux plus fiers

monuments, / Consumeront leurs jours en d'austères études; // Car j'ai, pour

fasciner ces dociles amants, / De purs miroirs qui font toutes choses plus belles: /

Mes yeux, mes larges yeux aux clartés éternelles!” “La Beauté”, FM, in OC, t. I, p.

21.

62) “J'ai connu une certaine Bénédicta, qui remplissait l'atmosphère d'idéal, et dont

les yeux répandaient le désir de la grandeur, de la beauté, de la gloire et de tout ce

qui fait croire à l'immortalité.” “Laquelle est la vraie?”, SP , in OC, t. I, p. 342.

63) “Mais les bijoux perdus de l'antique Palmyre, / Les métaux inconnus, les perles

de la mer, / Par votre main montés, ne pourraient pas suffire / À ce beau diadème

éblouissant et clair; // Car il ne sera fait que de pure lumière, / Puisée au foyer

saint des rayons primitifs, / Et dont les yeux mortels, dans leur splendeur entière, /

Ne sont que des miroirs obscurcis et plaintifs!” “Bénédiction”, FM, in OC, t. I, p. 9.

시 「축복」에서 흐린 거울의 비유는 사도 바울의 거울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 의식의

근원적 한계를 원죄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현실의 인간의 인

식능력은 신적 진리를 불완전하게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

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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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끈질긴 추구를 통해서이

다. 절대적 미의 눈인 순수한 거울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

눈-거울을 통해 시인들은 스스로를 이상화하게 된다.

시「아름다움」이 외부 세계 이상화를 자아 이상화로 전환시키는 대표

적인 이미지로서 눈-거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중의 방」의

다음 구절은 보들레르가 눈과 거울 이미지의 결합에 기울인 세심하면서

도 의도적인 관심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바로 그 눈, 그 불꽃이 어스름을 꿰뚫는 바로 그 눈, 거기서 내가 엄청난

악의를 알아보는 미묘하면서 무시무시한 그 눈깔! 그것은 자기를 바라보

는 경솔한 자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사로잡고, 집어삼킨다. 나는 그것들을

종종 주의 깊게 바라보곤 했다. 호기심과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검은

별들을.

Voilà bien ces yeux dont la flamme traverse le crépuscule; ces

subtiles et terribles mirettes, que je reconnais à leur effrayante malice!

Elles attirent, elles subjuguent, elles dévorent le regard de l'imprudent

qui les contemple. Je les ai souvent étudiées, ces étoiles noires qui

commandent la curiosité et l'admiration.64)

위 대목은 보들레르가 「이중의 방」에서 몽환경에 출현한 “우상, 꿈

의 여왕I'Idole, la souveraine des rêves”65)의 눈을 묘사한 부분이다. 보

들레르는 바라보는 자를 꿈의 세계로 이끄는 매혹적인 눈-거울의 이미

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눈과 거울의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낸다. 여기에서 보들레르가 이탤릭체로 강조하고 있는 “눈깔

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64) “La Chambre double”, SP , in OC, t. I, p. 280.

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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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ttes”66)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사 “mirette”는 복수형

으로 쓰일 때 눈œil의 속어이지만, 이는 단지 ‘꿈의 여왕’의 눈을 가리키

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의도된 눈과 거울 이

미지의 중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 어휘의 의미장 자체가 거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다. 동사 “mirer”에서 파생된 어휘인 “mirette”는 북부 노르망디 지방어

로 작은 손거울을 의미한다.67) 또한 이 명사는 캄파눌라라는 꽃의 일종

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흔히 ‘비너스의 거울miroir de Vénus’라고도 불린

다.68) 또한 “바라보는 경솔한 자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사로잡고, 집어

삼”키는 “꿈의 여왕”의 “눈깔”이 「아름다움」에서 묘사된 눈-거울의 이

미지를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한다는 점은, 보들레르가 이상화하는 거울

의 이미지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눈의 이미지를 특히 강조한 것이라고 짐

작할 수 있다.69)

그리고 우리는 「우울과 이상」 시편의 정중앙에서 시 「아름다움」에

등장하는 “영원한 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눈-거울의 불꽃을 다시 발견한

66) 인용문에서 “mirettes”를 “눈깔”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것이 눈에 대한 속어 표현으

로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불어에서도 시어로는 위화감을 주는 것임을 고려한 김붕구

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황현산, 「「이중의 방」에 나오는 “mirette”의 번역에 대해」,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8집, 2012, pp. 387-403. 참조.

67) “Mirette, s. f., et Mireux, s. m.; petit miroir.” Louis-François Vasnier, Petit

dictionnaire du patois normand en usage dans l'arrondissement de Pont-Audemer,

Rouen: A. Lebrument, 1862, p. 46.

68) “Espèce de campanule, campanula speculum, Linné, dite aussi miroir de Vénus”

Émile Littré,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t. 5, Gallimard-Hachette, 1962, t. 5,

p. 278.

69) 황현산은 ‘비너스의 거울’이 상기시키는 시 「아름다움」이, “꿈의 여왕”에 대한 묘

사와 상당한 미학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과 그 시어 선택의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mirettes”에 대한 번역어로 “‘눈’과 ‘거울’의 뜻을 두루 갖춘 합성어 ‘거울

눈(œil-miroir)’을 제안한다”. 황현산, op. cit.,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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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살아있는 불꽃Le flambeau vivant」70)은 시가 수록된 「우울과

이상」을 양분하고 있으면서, 시인을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는 상징화된

눈의 힘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다. “아주 박식한 천사가 자화시킨” 매력

적인 두 눈이 내뿜는 “신비로운 광채”는 완벽한 미의 이상으로부터 나오

는 빛을 형상화한 것이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엿보이는 이 시에서,

시인이 미의 이상을 따르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존

재가 되는 것은, 매력적인 눈을 통해서 시인 자신도 미의 빛을 되비쳐내

는 눈-거울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살

아있는 불꽃”인 매력적인 눈이, 시인의 “눈에 금강석의 불꽃을 흔들면

서”, 그리고 “영혼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시인을 “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 이어 자아가 이상화되는 과정에서 축 역

할을 하는 눈-거울의 이미지는 보들레르의 시 세계 전체에 걸쳐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71)

외부 세계를 미화시키는 눈-거울 앞에서, 거기에 매혹된 자가 스스로

70) “Ils marchent devant moi, ces Yeux pleins de lumières, / Qu'un Ange très

savant a sans doute aimantés / Ils marchent, ces divins frères qui sont mes frères,

/ Secouant dans mes yeux leurs feux diamantés. // Me sauvant de tout piège et de

tout péché grave, / Ils conduisent mes pas dans la route du Beau / Ils sont mes

serviteurs et je suis leur esclave / Tout mon être obéit à ce vivant flambeau. //

Charmants Yeux, vous brillez de la clarté mystique / Qu'ont les cierges brûlant en

plein jour; le soleil / Rougit, mais n'éteint pas leur flamme fantastique; // Ils

célèbrent la Mort, vous chantez le Réveil / Vous marchez en chantant le réveil de

mon âme, / Astres dont nul soleil ne peut flétrir la flamme!” “Le flambeau vivant”,

FM, in OC, t. I, p. 43.

71) “La beauté”, “Le chat (LI)”, “L'amour du mensonge”, “Madrigal triste”, “Les

petites vieilles”, “Sonnet d'automne” 등. 매혹시키는 눈의 이미지는 거울 이미지와 직

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매력에 사로잡힌 자를 이상적 세계로 이끄는 거

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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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상화하게 되는 ‘이중의 이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시시의

시」의 4장인 <인간-신L'homme-Dieu> 편은 도취의 최종 단계라고 할

이 나르시시즘적 과정을 잘 보여준다.72) 보들레르는, <인간-신> 편의

묘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신의 소유물이었던 거울(「축복」), 그리고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거울(「아름다움」)을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손에 옮겨놓는다. 보들레르의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행

위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울을 시인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인의 자기 이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몽상이 극대화됨에

따라 도취된 인간이 겪는 자기 이상화를 보들레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그는 꿈과 행동을 완전히 혼동한다. 그리고 그의 상상력은 수정되고 이

상화된 제 본성의 매력적인 광경 앞에서 점차 더욱 고조되면서, 그토록

의지박약하고 허영에 찬 현실의 자신을 매혹적인 스스로의 이미지로 바꾼

다. 마침내 그는 혐오스러운 쾌락으로 점철된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말로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찬양한다. “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고결한

자로다!”

Il confond complètement le rêve avec l'action, et son imagination

s'échauffant de plus en plus devant le spectacle enchanteur de sa

propre nature corrigée et idéalisée, substituant cette image fascinatrice

de lui-même à son réel individu, si pauvre en volonté, si riche en

72) 파브리스 빌헬름은 <인간-신> 편의 나르시스적 위상position narcissique을 규명한

바 있다. 그는 스스로를 전락한 존재로 여기는 보들레르의 화자에게, “외부 세계 이상

화에서 자아 이상화에 이르는 이 이중의 움직임”은 인간을 스스로 신격화하는 것이며,

이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상상력의 전능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지

적한다. 인공적 이상 세계 속에서 체험된 무한성은 유한한 현실의 갑작스럽고 흉폭한

침입으로 표현되는 우울 상태에 대한 지각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이렇게 도취를 통

한 나르시스적 이상화는 우울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Fabrice Wilhelm, op. cit.,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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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té, il finit par décréter son apothéose en ces termes nets et

simples, qui contiennent pour lui tout un monde d'abominables

jouissances: « Je suis le plus vertueux de tous les hommes ! »73)

도취경에 매혹된 인간은, 이제 이러한 환상을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된다. 보들레르는 이렇게 인간의 극대

화된 상상력이, 이상화된 세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기에 이른다

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자신이 신성을 지녔다고 믿는”74) 단계까지 이

르게 되면, 상상 세계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여긴

다.75) 그래서 보들레르는, 마침내 인간이 “나는 신이 되었다!”라고 야만

적이고 격렬하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76) 진정

한 시인은 신의 세계 창조과정을 반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은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보들레르의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77)

보들레르에 의해 인간의 편으로 오게 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울은 마

술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환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이

73) “Le Poème du hachisch”, PA, in OC, t. I, p. 436.

74) “Suivons cette procession de l'imagination humaine jusque sous son dernier et

plus splendide reposoir, jusqu'à la croyance de l'individu en sa propre divinité.”

ibid., p. 430.

75) “toutes ces choses ont été crées pour moi, pour moi, pour moi!” ibid., p. 437.

76) “Personne ne s’étonnera qu’une pensée finale, suprême, jaillisse du cerveau du

rêveur: “Je suis devenu Dieu!”, qu’un cri sauvage, ardent, s’élance de sa poitrine

avec une énergie telle, une telle puissance de projection, que, si les volontés et les

croyances d’un homme ivre avaient une vertu efficace, ce cri culbuterait les anges

disséminés dans les chemins du ciel : “Je suis un Dieu!” ibid.
77) 보들레르는 『1859년 살롱Salon de 1859』에서 상상력을 “모든 능력들 중의 여왕

Mystérieuse faculté que cette reine des facultés!”이라고 치켜세운다. “La reine des

facultés”, Salon de 1859, in OC, t. II, p. 620. 또한 이러한 생각은 신비주의적 세계관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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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 거울이란, 우울 상태에서의 도피를 위해 필요한 하시시와 같은 수

단일 뿐인가? 하시시의 매력과 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고, 또 영원히 몽상가에 머물기만을 원치 않았으며, 누구보다도 예술

가로서 시적 윤리를 사유한 시인은, 이상화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으로 보

이는 인공적 이상 세계의 거울을 애써 서로 구분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마술 거울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1.3. 도취의 거울: 초자연적 도취의 미학

거울 이미지와 그것이 야기하는 환각은 보들레르가 인공적 이상 세계

를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보들레르에게 도취의 계기가 되는

이상화의 매개로서 거울은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순수한 거

울”이나 “인간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비춰보도록 하는 마술 거울”에 비유

된다. 이는 때때로 “삶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마술 유리vitres

magiques”78)이나, 좀 더 미묘하게는 “마술 유약vernis magique”79)이라

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보들레르에게 인공적 도취의 수단이자 대상

이 되는 것들은 다양하다. 도취에 빠지는 것 자체가 목적인 이상, 보들레

78) “Comment? vous n'avez pas de verres de couleurs? des verres roses, rouges,

bleus, des vitres magiques, des vitres de paradis? Imprudent que vous êtes! vous

osez vous promener dans des quartiers pauvres, et vous n'avez pas même de vitres

qui fassent voir la vie en beau!” “Le Mauvais vitrier”, SP , in OC, t. I, p. 287.

79) “Le hachisch s'étend alors sur toute la vie comme un vernis magique; il colore

en solennité et en éclaire toute la profondeur.” PA, in OC, t. I, p. 430. “Tous les

objets environnants sont autant de suggestions qui agitent en lui un monde de

pensées, toutes plus colorées, plus vivantes, plus subtiles que jamais, et revêtues

d'un vernis magique.”, PA, in OC, t. I, 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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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도취의 대상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

다. 도취의 테마를 잘 보여주는 작품인 「취하라!Enivrez-vous!」에서,

그는 “술이든 시든 덕이든 당신 마음대로De vin, de poésie ou de vertu,

à votre guise”, “끊임없이 취하라enivrez-vous sans cesse”고 말한다.80)

『파리의 우울』에서 종종 드러나는 발작적인 광기도 도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들레르에게 인공적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다양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시인을 현실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환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비전을 공유한다.

그런데 인공적 이상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울 이미지를 ‘도

취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편으로 ‘속이는 거울miroir menteur’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미학적

추구는 본질적으로 현상에 대한 반자연적 기만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미혹시키는 거울이라는 테마는 오랜 전통을 통해 속화를 거쳐 온

주제로 중세 기독교의 도덕체계에서 특히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보들

레르에게 속이는 거울은 그 기만성에 대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단죄를

행하는 기독교적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

한 현실은 꿈속에만 있을 뿐”81)이기 때문이다. 그 꿈을 위해, 보들레르는

인공적인 장식으로서 가면을 쓴다. 「거짓에 대한 사랑L'Amour du

mensonge」의 마지막 연은 그 기만적 외관apparence을 바라보는 보들

레르 자신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82) 자연을 혐오하고 인공성을 추구하는

시인은, 비록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지라도 정신을 해방시켜 진정한

80) “Enivrez-vous”, SP , in OC, t. I, p. 337.

81) “la vraie réalité n’est que dans les rêves.” PA, in OC, t. I, p. 399.

82) “Mais ne suffit-il pas que tu sois l'apparence, / Pour réjouir un cœur qui fuit la

vérité? / Qu'importe ta bêtise ou ton indifférence? / Masque ou décor, salut!

J'adore ta beauté.” “L'Amour du mensonge”, FM, in OC, t. I,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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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에 이르게 한다면 미학적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에서, 시인이 도취하고자 하는 “거짓

mensonge”과 각운을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꿈beau songe"이다.83)

보들레르는 도취의 거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초자연적

상태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도취제에 의한 환각을 가리킨다. 보들레르

는 후자의 경우를 “확대경이기는 하지만, 그저 단순한 거울”84)에 비유하

는 반면, 전자를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아름답게 비춰보도록 하는

마술 거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옹호한다. 보들레르에게 도취의 거울

이 가지는 이중의 함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인공낙원』에서 도취

상태의 환각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층위로 나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내가 환각에 대해 말할 때, 이 말을 협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

기에는 아주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종종 의사들이 연구하는 순

수한 환각이 있고, 하시시로 유발된 환각 내지는 정신 상태가 드러내는

감각의 착각이 있다. 전자의 경우, 환각은 갑작스럽고 완벽하며 치명적이

다. 게다가 이 경우의 환각은 외부 대상 세계에서 어떠한 구실이나 변명

도 찾지 않는다. 환자는 아무 것도 없어도 하나의 형체를 보고, 소리를 듣

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환각은 점진적이고 거의 자의적이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서만 무르익을 뿐이다.

결국 구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소리가 말을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도 소리가 있어야 한다. 하시시에 도취된 인간의 눈은 기이한

형상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기이하고 기괴해지기 전에, 그 형상들은 단순

83) “Laissez mon coeur s'enivrer d'un mensonge / Plonger dans beaux yeux comme

dans un beau songe, / Et sommeiller longtemps à l'ombre de vos cils” “Semper

eadem”, FM, in OC, t. I, p. 41.

84) “L’homme n’échappera pas à la fatalité de son tempérament physique et moral :

le hachisch sera, pour les impressions et les pensées familières de l’homme, un

miroir grossissant, mais un pur miroir." “Le Poème du hachschi”, PA, in OC, t. I,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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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연적이었던 것이다. 도취 속에서 나타나는 환각이 아무리 강렬하

고 생생하다고 해도, 이 근원적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 후자가 주변 환경

과 현재에 뿌리는 내리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Quand je parle d’hallucinations, il ne faut pas prendre le mot dans

son sens le plus strict. Une nuance très importante distingue

l’hallucination pure, telle que les médecins ont souvent occasion de

l’étudier, de l’hallucination ou plutôt de la méprise des sens dans l’état

mental occasionné par le haschisch. Dans le premier cas, l’hallucination

est soudaine, parfaite et fatale ; de plus, elle ne trouve pas de prétexte

ni d’excuse dans le monde des objets extérieurs. Le malade voit une

forme, entend des sons où il n’y en a pas. Dans le second cas,

l’hallucination est progressive, presque volontaire, et elle ne devient

parfaite, elle ne se mûrit que par l’action de l’imagination. Enfin elle a

un prétexte. Le son parlera, dira des choses distinctes, mais il y avait

un son. L’œil ivre de l’homme pris de haschisch verra des formes

étranges ; mais, avant d’être étranges ou monstrueuses, ces formes

étaient simples et naturelles. L’énergie, la vivacité vraiment parlante de

l’hallucination dans l’ivresse n’infirme en rien cette différence originelle.

Celle-là a une racine dans le milieu ambiant et dans le temps présent,

celle-ci n’en a pas.85)

하나는 「무한에의 취향」에서 언급된 바 있는 “정신과 감각의 예외적

이고 특수한 상태”로서 영혼의 초자연적인 상태인데, 이는 「상승

Élévation」에서처럼 『악의 꽃』에서도 드물게 펼쳐지는 무한한 정신적

고양의 순간이다. 다른 하나는 도취제에 의한 환각의 상태로 인간의 상

상력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상태이다. 이렇게 구분된 두 가지 환각은 인

공적 이상의 구분되는 두 층위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로는 감각적 이상

의 가짜 창조이며, 두 번째로 상상적 이상의 실제적 창조가 바로 그것이

다. 여기에 보들레르가 구분한 꿈의 두 가지 종류가 각각 상응한다. 하나

85) Ibid.,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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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적인 꿈”이며, 다른 하나는 “상형문자적인 초자연적인 꿈”이

다.86) 이 두 가지 꿈을 거울에 비유할 때, 전자는 주어진 환경을 변형시

키고 왜곡시킬 뿐인 ‘자연적 거울’에, 후자는 ‘초자연적 거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태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예술이나 도취제나

인공적 이상의 창조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감각적 차원에서는 구분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닮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예술

가들은 예술창작의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단숨에 천국을 쟁

취하기 위해”87) 전자의 효과에 기대곤 한다는 점을 보들레르는 지적한

다.88) 하시시에 의한 환각이 야기하는 몽환경 속에는 초자연적인 꿈과

유사한 것이 전혀 없으며 “자연적인 꿈”만 다룰 것이라는 보들레르의 단

언에도 불구하고,89) 현상을 왜곡시킬 뿐인 확대경인 ‘자연적 꿈의 거울’

과 ‘초자연적 마술 거울’을 통한 비전은 매우 유사하다.

하시시에 의한 환각의 상태에서는, “내면의 눈이 모든 것을 변형시키

86) “Les rêves de l’homme sont de deux classes. Les uns, pleins de sa vie ordinaire,

de ses préoccupations, de ses désirs, de ses vices, se combinent d’une façon plus ou

moins bizarre avec les objets entrevus dans la journée, qui se sont indiscrètement

fixés sur la vaste toile de sa mémoire. Voilà le rêve naturel ; il est l’homme

lui-même. Mais l’autre espèce de rêve ! Le rêve absurde, imprévu, sans rapport ni

connexion avec le caractère, la vie et les passions du dormeur ! ce rêve, que

j’appellerai hiéroglyphique, représente évidemment le côté surnaturel de la vie, et

c’est justement parce qu’il est absurde que les anciens l’ont cru divin.” ibid., p. 408.

87) “d'emporter le paradis d'un seul coup” ibid., p. 402.

88) “On dit que l’enthousiasme des poètes et des créateurs ressemble à ce que j’ai

éprouvé, bien que je me sois toujours figuré que les gens chargés de nous

émouvoir dussent être doués d’un tempérament très calme ; mais si le délire

poétique ressemble à celui que m’a procuré une petite cuillerée de confiture, je

pense que les plaisirs du public coûtent bien cher aux poète;” ibid., p. 424.

89) “Dans l'ivresse du hachisch, rien de semblable. Nous ne sortirons pas du rêve

naturel.” ibid.,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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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사물들에 부족한 아름다움을 메워주어 진정으로 마음에 들게 한

다”.90) 이때 모든 감각들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무한에까지 미치게 되며,

“소리가 색채를 띠고, 색채가 음악을 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환각상태에서는 “이 신비스러운 동시에

순간적인 정신의 상태가 펼쳐지고,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삶의

깊이가 아무리 꾸밈없고 범속한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눈앞에 모

습을 드러낸다.”91)

그런데 보들레르는 이 도취가 시적인 정신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정상

적인 상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한다.92) 도취제에 의한

환각의 묘사와 유사한 표현들은 초자연적 상태나 상징의 세계를 표현할

때에도 나타난다. 특히 보들레르가 『폭죽불꽃Fusées』에서 말하는 초

자연적인 도취, 즉 “시간과 공간이 더욱 깊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삶의 순간들”,93) 또는 “비록 평범한 광경일지

라도 삶의 깊이가 완전히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영혼의 거의 초자

연적인 어떤 상태들”94)은, 앞 문단에서 인용한 바 있는 하시시에 의한

도취 상태에 대한 묘사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도취상태의 환각이 아

90) “L'œil intérieur transforme tout et donne à chaque chose le complément de

beauté qui lui manque pour qu'elle soit vraiment digne de plaire.” ibid., p. 431.

91) “Cependant se développe cet état mystérieux et temporaire de l'esprit, où la

profondeur de la vie, hérissée de ses problèmes multiples, se révèle tout entière

dans le spectacle, si naturel et si trivial qu'il soit, qu'on a sous les yeux, - où le

premier objet venu devient symbole parlant.” ibid., p. 430.

92) “Les sons se revêtent de couleurs, et les couleurs contiennent une musique. Cela,

dira-t-on, n'a rien que de fort naturel, et tout cerveau poétique, dans son état sain

et normal, conçoit facilement ces analogies” ibid., p. 419.

93) “Il y a des moments de l'existence où le temps et l'étendue sont plus profonds,

et le sentiment de l'existence immensément augmenté.” Fusées, in OC, t. I, p. 658.

94) “Dans certains états de l’âme presque surnaturels, la profondeur de la vie se

révèle tout entière dans le spectacle, si ordinaire qu’il soit, qu’on a sous les yeux. Il

en devient le Symbole.” ibid., p.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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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생생하더라도 초자연적인 “순수한 환각”과의 근원적 차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혐오하는 시인은 자연의 연장에 해당하는

감각적 이상의 가짜 창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자연은 자

연의 변용이나 연장 또는 반자연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이면 또는 자연의

감추어진 신비 속으로의 내재적 침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시시의 모랄la morale du hachisch”95)에 대한 보들레르의 도덕적 단

죄를 두고 그것이 도취제로 인한 환각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미학을 삶의 태도 내지는 존

재론적 양식으로 여기고자 하는 시적 윤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속이는

거울의 시적 윤리, 즉 도취의 거울이라는 장치를 통해 보들레르가 추구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들레르의 『인공낙원』이 제기하는 모랄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그의 미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보들레르에게 아름다움이란 언제나 이상과 우울, 관능과 고통,

선과 악, 명백함과 신비가 뒤섞여 있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이중적이고

모호한 것일 수밖에 없다. 보들레르가 아름다움의 본질적 기만성을 예찬

하고 그것을 도취의 거울이라는 이미지나 메타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는 점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들레르는 도취의 거울이 제기하는 모랄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도덕의

영역에서 미학적 영역으로 옮겨오고 있다. 즉 본고의 논의 속에서 도취

의 거울이 내포하는 기만성에 대한 단죄는 도덕적․종교적 교훈의 차원

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학적 층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인공적 이상의 두 측면에 대해, 클로드 피슈아는

95) PA, in OC, t. I,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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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의 균형감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공낙원』은 두 불균

형 사이의 균형점을 나타낸다. 하나는 절제로 인해, 불모의 위생법에 이

르게 될 불균형이며, 다른 하나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단지 꿈속에만 있

을 뿐인 알려지지 않은 걸작에 이르게 될 불균형이다.”96) 그에 따르면,

“도취제는 보조제L'excitant est un adjuvant”이며, 인공낙원의 모랄은

“미학적 위생법Hygiène esthétique”으로 받아들여야 한다.97) 보들레르는

이 ‘미학적 위생법’을 통해서 미에 대한 현대적 개념에 다가가게 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세계의 한 경향을 대변하는 도취나 도피의 테마 속에서

‘거짓에 대한 사랑’이 강조될 때에, 자연적 환상이 가진 기만적 측면을

완전히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인공낙원』

의 도덕적 단죄를 환각에 대한 전적인 거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

다. 보들레르의 인공적 이상이 지닌 ‘속이는 거울’로서의 기만적 측면은,

초자연적 도취를 위해 내재적으로 초월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98)

요컨대 도취의 거울을 통해 살펴본 인공적 이상의 두 층위는 인간의

숙명적 조건이자 현대적 미학의 창조를 표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보들레르의 인공적 이상 세계에 거울 이미지의 환각적 효과와 거울의 비

유가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가 도취의 거울을 예술가로서 오로

지 유의미한 진정한 현실로서의 ‘속이는 거울’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96) “Les Paradis artificiels marquent le point d'équilibre entre deux déséquilibres:

l'un qui, par l'abstention, conduirait à une hygiène stérile; l'autre qui, par l'abandon

à la drogue, conduirait au chef-d'œuvre inconnue, seulement rêvé.” OC, t. I, p. 1365.

97) Ibid.
98) 보들레르가 “도취제의 환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시키는 동시에 넘

어서Or le poète ne rejette pas les visions fantasques de la drogue; il les intègre et

les dépasse.”고자 하는 것이라는 미셸 잔느레Michel Jeanneret의 지적은, 도취의 거울

이 가진 두 측면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Michel Jeanneret, “Baudelaire et le théatre

d'ombres”, in Le Lieu et la Formule, Neuchâtel: A la Baconnière, 1978,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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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이는 기만적 진짜, 진정한 꿈, 또는 진정한 거짓을 만드는 일

이다. 결국 보들레르가 말하는 거울의 기만성은 초자연적 거울이 부리는

예술가적 주술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공낙원은 비로소 “진정한 미

의 정원”99)이 될 수 있다. 보들레르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확고

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진정한 시인은 영혼을 저당 잡히지 않고도 초

자연적인 시적 도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들레르에게 도취의 거울이 시를 통한 긍정적 초월의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스스로

도취되기에 이르는 나르시스적 도취의 위상은 동일한 반사상에 대한 관

심을 나타내는 자기동일성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보들레르는 이 나르

시스적 거울의 이면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고심했던 시인이기도 하다. 이

는 존재의 근원적 이타성異他性에 대해 사유하는 반성성의 차원이다. 보

들레르가 거울을 반성적 사유의 매개물로 다루는 것은 자신의 반사상이

가지는 이타성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이다.

99) “un jardin de vraie beauté” PA, in OC, t. I, p.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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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반성성의 도입과 반-나르시스적 거울 보기

나르시스적 도취의 거울은 반성성의 도입과 더불어 역전된다. 그리고

이 역전은 속이는 거울의 이면을 돌아보게 만든다. 나르시스의 거울은

댄디를 경유해서 진정으로 내적인 영역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진실의

거울이라는 범주를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댄디로서의 보들레르가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자 하는 거울에 비친 진실이란 무엇일까? 이 장에

서는 자신을 미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나르시스이며, 이상화된 자신의 반

영에 결코 매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반-나르시스적인 댄디의 거울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하여, 앞선 논의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보들레르의

또 다른 거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들레르가 댄디

의 가면 뒤에 드리워진 진실과 마주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2.1. 댄디의 거울: 반사에서 반성으로

‘레스보스의 여인들’100)이 제 모습에 반해 들여다보는 나르시스적 거울

이 반성의 의미로 형상화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댄디의 거울과 함께인 것

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이상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반사상으로부터 거리

를 두는 댄디의 거울은 반성적 의식의 첫 번째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

한다. 주지하다시피 보들레르의 댄디즘은 “정신주의와 금욕주의”101)로

100) “Lesbos, terre des nuits chaudes et langoureuses, / Qui font qu'à leurs miroirs,

stérile volupté! / Les filles aux yeux creux, de leur corps amoureuses, / Caressent

les fruits mûrs de leur nubilité; / Lesbos, terre des nuits chaudes et langoureuses,”

“Lesbos", Les Épaves, in OC, t. I, p. 150. ‘레스보스의 여인들Les Lesbiennes’은 나중

에 『악의 꽃』이 될 시집에 처음 붙여진 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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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미학적이면서도 정치

적인 선언인 동시에, 반자연주의와 인공적인 것에 대한 추구, 탐미주의적

경향 등 보들레르 미학의 전반을 관통하는 정신적 태도를 육화시킨 것이

다. 보들레르는 『현대적 삶의 화가』의 한 장章을 댄디를 위해 할애하

여 댄디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거

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댄디의 존재양태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

는 것은 『벌거벗은 내 마음』의 다음 구절이다.

댄디는 끊임없이 숭고하기를 열망해야 한다. 그는 거울 앞에서 살고, 거

울 앞에서 자야 한다.

Le Dandy doit aspirer à être sublime, sans interruption. Il doit vivre

et dormir devant un miroir.102)

유한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무한함을 추구하기 위해 정

신주의를 표방하는 보들레르의 댄디는 항상 거울을 보아야 한다. 댄디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이상화시킨다. 그런데

나르시스가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과 달리, 댄디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외관을 치장한다. 양자는 거울에서 이상화된

자신의 이미지를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댄디가 나르시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결코 자신의 반영에 매혹되거나 사랑에 빠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나르시스가 자신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실제로 진짜

라고 믿을 때, 댄디는 그것이 가면임을 잘 알고 있다. 댄디에게 거울은

스스로 세공한 가면이며, 그가 가면을 쓰는 것은 자기 내면의 균열을 인

101) “On voit que, par de certains côtés, le dandysme confine au spiritualisme et au

stoïcism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C, t. II, p. 710.

102) Mon cœur mis à nu, in OC, t. I, p.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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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기 때문이다. 나르시스의 거울이 균질적인 표면이라면, 댄디의 그

것은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다. 댄디의 이러한 태도는 이타적 자

아와의 대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 연구자가 댄디로서의 보들레

르를 가리켜, “안과 밖의 어쩔 수 없는 거리, 그것들의 연결과 투쟁을 자

기의식의 조건 자체로 삼은 자”103)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댄디는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균형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자이다.

댄디의 이러한 자기 극복의 의지는 댄디즘의 미학이 내포하는 무관심

insensibilité, 무용성, 무례함 또 그 감정에 있어서의 냉정성을 통해 표출

된다.104) 이 냉정성은 발작적이고 일시적인 환상에 영원성을 부여하려는

의지의 표명과도 같다. 환영은 그 특유의 유동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확

산의 움직임을 띄고 시적 화자를 도취로 이끈다. 댄디는 이러한 ‘자아의

증발’에 ‘집중’을 통해 영원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행동이 꿈의 누이가

아닌 세상”105)에 만족할 수 없는 댄디에게 “시간과 돈”을 들이는 자기

제어의 노력이 없다면, “환상은 일시적 몽상의 상태로 축소”되고, “행동

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106) 보들레르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나 미

103) “De la distance irréductible du dehors et du dedans, de leur connexion et de

leur combat, Baudelaire fait la condition même de la conscience de soi: «Vivre et

dormir devant un miroir», tel est le vœu qu'exprime le dandy, comme une sorte

d'idéal esthétique et moral par lequel le sujet ne cesse d'avoir conscience,

douloureusement, de son dédoublement et de sa mis en scène.” Sabine

Melchior-Bonnet, op. cit., p. 179.

104) “Le caractère de beauté du dandy consiste surtout dans l’air froid qui vient de

l’inébranlable résolution de ne pas être ému.” “Le Dandy”,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C, t. II, p. 712.

105) “D'un monde où l'action n'est pas la soeur du rêve” “Le Reniement de Saint

Pierre”, FM, in OC, t. I, p. 122.

106) “Ils possèdent ainsi, à leur gré et dans une vaste mesure, le temps et l’argent,

sans lesquels la fantaisie, réduite à l’état de rêverie passagère, ne peut guère se

traduire en action.” “Le Dandy”,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C, t. II, 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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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측면에 있어서 꿈을 행동과 일치시키기 위해 댄디를 규범이 되는

인간상으로 삼은 것이다.107)

보들레르 시세계에서 자주 출몰하는 이상화하는 거울의 이미지는, 댄

디에게 치장을 위한 오브제로서의 거울이 되었다가 반성적 의식의 도입

을 의미하는 내적 거울로 전회하게 된다. 그에게 거울은 외면의 환상을

제시하는 대상인 것이 아니라, 미학적 정신적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내면의 의식, 타자로서의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는 의식인 내면의 거울이

다. 거울상이 만들어내는 환영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조절하고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댄디의 노력은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타인처럼 바라

보는 것, 즉 타자의 시선에 대한 내면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

어 있다. 이러한 댄디의 위상은 역설을 포함한다. “항상 주체로 있으면서

대상objet이 되는 주체sujet, 타인들의 탄복하는 또는 시샘어린 시선으로

대상화[사물화]된 주체인 그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을 매료시키

고 그리하여 주체로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한다.”108) 즉, 댄디는 대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거울보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댄디의 위상이 역설적인 것은 거울을 보는 주체가 반사상과

맺는 관계, 즉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거울상과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

이다.109) 그런데 댄디가 항상 타인의 시선에 내맡겨지면서도 사물화되지

107) 보들레르의 시적 창조의 비밀을 낭만주의의 영감과 고전주의의 의지 사이에서 찾

고 있는 클로드 피슈아의 견지에 비추어 볼 때, 댄디는 일종의 “낭만주의의 고전주의자

classique du romantisme”로 여겨질 수 있다. Cf. 『인공낙원』에 대한 클로드 피슈아

의 해설 중, “La drogue ou le romantisme; la volonté d'œuvrer et de conserver: le

classicisme. Tel est le sens de ce classique du romantisme qui touche aux plus

profonds secrets de la création poétique.” in OC, t. I, p. 1365.

108) 고봉만, 「조지 브러멀과 댄디즘에 대하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1집, 프

랑스문화예술학회, 2010, p. 5.

109) 일반적으로 이미지image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플라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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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로지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기대상화를 실행

하면서 타인에 스스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110) 이렇게 내면적

거울을 통한 정신주의의 추구가 목적인 이상, 사실 보이기 위한 치장과

이를 위한 도구로서의 거울은 댄디에게 단지 일차적인 것으로 구실에 지

나지 않는 것이 된다. 바르베 도르비이의 표현처럼, “댄디는 얼마든지 열

시간을 매달려 치장할 수 있지만, 일단 꾸미고 나면 잊어버리는데”111)

이는 내적 응시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댄디에게 거울의 반성성은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과 자기의

식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지,

분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내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타異他적 분신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통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단계

는 아니다.112) 댄디의 거울을 반성적 거울로 진입하는 첫 번째 국면에

머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댄디가 내면으로의 침잠을 거부하고

자신과 타자의 시선 사이에서 ‘정신적 귀족주의’의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

력하기 때문이다.

산문시 「거울Le miroir」은 인간의 자기 성찰 욕망과 그것을 바라보

는 댄디의 시각을 반영한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관사

로 지칭된 이 상징적 거울을 바라보는 인물이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자

가 아니라 “끔찍한 몰골을 한 자Un homme épouvantable”라는 점이다.

격적으로 시작된 이미지론이 거울 이미지, 즉 반사상에 대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기 때

문이다. “이미지의 배반La trahison des images”이라는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회화 작품은 이미지의 역설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110) Cf. 고봉만, op. cit., p. 6.

111) “Un dandy peut mettre s'il veut dix heures à sa toilette, mais une fois faite, il

l'oublie.” Jules Barbey d'Aurevilly, Du dandysme et de George Brummell, Coll.

dirigée par Nicole Bon et Daniel Arsand, Balland, 1986, p. 64.

112) 내면으로의 침잠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시 「스스로를 벌하는 자

L'héautontimoruménos」와 「돌이킬 수 없는 것L'irrémédiab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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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몰골을 한 자가 들어오더니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본다.

“— 뭐 하러 거울을 들여다보시오? 그래봤자 불쾌하기 밖에 더 하겠소?

그 끔찍한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이봐요. 89년에 제정된 만고불변

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오. 그러니까 내게도 나를

비춰볼 권리가 있는 거요. 유쾌하든 불쾌하든, 그건 내 의식에 달린 문제

일 뿐이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내가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Un homme épouvantable entre et se regarde dans la glace.

“— Pourquoi vous regardez-vous au miroir, puisque vous ne pouvez

vous y voir qu'avec déplaisir?”

L'homme épouvantable me répond : “— Monsieur, d'après les

immortels principes de 89, tous les hommes sont égaux en droits ;

donc je possède le droit de me mirer ; avec plaisir ou déplaisir, cela

ne regarde que ma conscience.”

Au nom du bon sens, j'avais sans doute raison ; mais, au point de

vue de la loi, il n'avait pas tort.113)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유쾌하든 불쾌하든” 스스로

를 바라볼 인간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울, 즉 “법의 관점”에 시적 화자가

내세우는 “상식”의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거울은 더 이상 아름다운 얼굴만을 비추지 않는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적 삶의 공간에서 현대적인 것에 매혹되는 동시에 불편함 내지는 혐

오감을 느끼는 보들레르는,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끔찍하고 혐오스

러운 것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보들레르에게 인간의 얼

굴은 “인간 타락의 가장 끔찍한 징조들les signes de la perversité

humaine la plus épouvantable”114)이 빼곡하게 들어찬 신문과 더불어 죄

113) SP , in OC, t. I,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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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발산한다.115) 앙투완 콩파뇽에 의하면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 “끔찍한 몰골을 한 자”는 “인간 속에서 진리를 찾는 인간”116)이다. 흉

측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아 탐구 의지를 표명하는 자에 대한

화자의 은밀한 조롱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세련된 외양을 유지하고자

하는 댄디의 태도에 기인한다. 이 시의 화자로서의 댄디는 외양의 가치

를 폄하하고 내면에 천착하는 흉측한 자의 자기 반성적 태도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 결국 이 시의 거울은, 한편으로 인간 존재의 규명을 위해

스스로의 의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정신적 귀족주의’117), 즉 댄디즘의 정신에 대한

옹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끔찍한 몰골을 한 자”가 바라보는 이 거울은, 넓게 보면 중세

교부들과 모랄리스트들에게 자성自省의 알레고리로서 널리 쓰인 ‘진실의

거울’의 전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18) 그러나 이는 결코 보들레르가

114) “Il est impossible de parcourir une gazette quelconque, de n'importe quel jour,

ou quel mois, ou quelle année, sans y trouver, à chaque ligne, les signes de la

perversité humaine la plus épouvantable” Mon cœur mis à nu, in OC, t. I, p. 705.

115) “Tout, en ce monde, sue le crime: le journal, la muraille et le visage de

l'homme." ibid., p .706.

116) “C'est homme cherchant la vérité dans l'homme”, 「Baudelaire moderne et

antimoderne」를 주제로 2012년 1월 3일에 시작된 앙투완 콩파뇽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내용 중 인용. 앙투완 콩파뇽은 「거울」에 나타난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거울에

세 개의 거울을 대응시킨다. 보통선거le suffrage universel, 신문le journal, 사진la

photographie은, 보들레르에게 인간과 사회의 현대성과 반현대성을 폭로하는 거울이다.

본 강의는 콜레주 드 프랑스 홈페이지(http://www.college-de-france.fr/)에서 열람 가능.

117) 군중 속에서 영웅적 개인의 고고한 태도를 견지하는 댄디 보들레르는 현대성의 가

치를 발견한 시인이면서도, 평등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그리고 빠

르게 변화하는 근대사회에 대한 염세적인 세계관 등 반현대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인이다. 민주주의 사상과 진보의 이념에 대한 보들레르의 반감은 『폭죽불꽃』

과 『벌거벗은 내 마음』에 편재되어 있다. Cf. Antoine Compagnon, “Baudelaire

antimoderne”, in Magazine littéraire, n°418, 2003, pp. 57-58.

118) “René Jasinski에 의하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예증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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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거울’을 영적 신앙이나 도덕적 생활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에 대한 사랑」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

다.119) 보들레르는 시의 말미에서 가면이든 겉치레든 아름답기만 하다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

이는 외면의 형태, 즉 이미지의 기만성만을 좇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진실을 회피하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Pour réjouir un cœur

qui fuit la vérité” 거짓을 찬양하는 보들레르는, 다른 한편으로 “더 없이

우울한des plus mélancoliques" 눈들이 있음을 안다. “보석 없는 보석함,

유물 없는 유물함”인 그 텅 빈 눈들 속에는 어떠한 소중한 비밀도 없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항상 피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보들레르는 “하나의 가면, 유혹적인 겉치레일 뿐”인 매력적인 얼굴의 이

면에서, ‘자신을 도취하게 하는 그 거짓’ 뒤에서,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다.120) 그는 내면의 거울에서 가면 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조화를

할을 했던 거울은 특히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주의를 끌었으며, 현자들은 그것에서 지

혜의 교훈을 발견했다. 내성(內省)의 알레고리로서 교회의 설교자들과 모랄리스트들로

부터 그 권위를 재차 인정받게 되는 거울은 도덕적 저작들의 제목 내지 부제로 흔히

사용되어왔으며, 따라서 보들레르의 독설시(毒舌詩) 「Le Miroir」는 바로 <진실의 거

울>이라는 저 전통의 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창수, 「보들레르의

이로니 (Ⅱ) - 『빠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의 「거울Le Miroir」에 대한 한 疑

問에서 시작된 讀書의 두 번째 報告 -」,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0집, 2005, p. 198.

Cf. René Jasinski, A Travers le XIXe siècle, Minard, 1975, pp. 359-362.

119) “Je sais qu'il est des yeux, des plus mélancoliques, / Qui ne recèlent point de secrets

précieux; / Beaux écrins sans joyaux, médaillons sans reliques, / Plus vides, plus profonds

que vous-mêmes, ô Cieux! // Mais ne suffit-il pas que tu sois l'apparence, / Pour réjouir un

cœur qui fuit la vérité? / Qu'importe ta bêtise ou ton indifférence? / Masque ou décor, salut!

J'adore ta beauté.” “L'Amour du mensonge”, FM, in OC, t. I, p. 99.

120) “— Mais non! ce n'est qu'un masque, un décor suborneur, / Ce visage éclairé

d'une exquise grimace, / Et, regarde, voici, crispée atrocement, / La véritable tête,

et la sincère face / Renversée à l'abri de la face qui ment / (...) Ton mensonge

m'enivre, et mon âme s'abreuve / Aux flots que la Douleur fait jaillir de tes y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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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뜨리는 낯선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보들레르에게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성적

거울의 두 번째 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을 폭로하는 멜랑콜리의 거울과 함께 시작되어 반성

적 의식의 본질적 분열이 내포하는 아이러니의 문제로 이어진다. 보들레

르는 이를 거울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

들레르의 멜랑콜리와 거울 그리고 아이러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2.2. “진실의 거울”: 내면으로의 침잠

이 장에서는 보들레르가 반성적 거울과 마주함으로써 겪게 되는 내면

의 고통을 멜랑콜리mélancolie121) 그리고 아이러니와의 관계 하에 폭넓

“Le Masque”, FM, in OC, t. I, p. 24.

121) “mélancolie”는 흔히 우울 또는 우울감, 우수 등으로 번역된다. 본고에서는, 멜랑콜

리를, 의학적 표현인 “우울증dépression”이나, 비애의 감정을 포괄하는 여타 정감적 표

현들과 구분하고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기 위해서 “멜랑콜리”로 적고자 한다. 우울

한 감정 상태 또는 우울한 기질 자체를 가리키는 멜랑콜리mélancolie라는 말은 ‘검은

담즙bile noire’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흑담즙은 고대 서구 의학에서 오랫

동안 정설로 여겨진 4체액설 중 하나의 체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간의 우울한 기질에

영향을 주며 토성과 관계된 것으로도 여겨졌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치료받

아야 할 질병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술가적 천재성의 징후로도 받아들여져 온 멜랑콜

리는, 인문주의적 사고가 피어나기 시작한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사색에

깊이 빠져 고뇌하는 천재적 예술가의 우울한 내면을 표상하게 된다. 멜랑콜리가 사색

하는 인간의 내적 성찰과 관련되면서, 거울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미지가

멜랑콜리의 표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바로크 시대에 그것은 거울, 해골, 모래시계 등

헛됨vanité이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모티프와 함께 다루어졌으며, 황량하고 무

상한 폐허에 대한 취향과도 결부된다. 이어 나타난 낭만주의의 ‘세기병mal du siècl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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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1부에서 보았던 나르시스적 이상

화의 역전된 형태로서, 자기 분열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반-나르시스적

응시의 문제와 관련된다.122)

2.2.1. 멜랑콜리: 자기 분열과 상실의 고통

보들레르의 시세계에 나타난 거울의 주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헛됨vanité”의 알레고리 또는 멜랑콜리의 표상으로서의 거울

이다. 특히 『악의 꽃』의 화자에게 여인 앞의 거울은 존재의 허무와 시

간의 비가역성을 계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울의 대리물들이 멜랑콜

리의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들레르에게 되찾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상실의 감정을 나타내는 멜

랑콜리는, 이를테면, 「분수Le jet d'eau」에서처럼 매우 완화된 감정(고

통의 완화 또는 해소)이나 은밀한 쾌락처럼 표현되기도 한다.123)

달, 물소리, 축복받은 밤,

멜랑콜리가 시대적인 징후로 나타난 경우로 볼 수 있다. 보들레르에게 이는 대개 “우울

spleen”로 표현된다. Jean Starobinski, Mélancolie au miroir - Trois lectures de

Baudelaire, Paris: Julliard, 1989. 이경진, 『제발트 문학에 나타난 멜랑콜리 연구- 발

터 벤야민의 멜랑콜리적 역사철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122) 유진현은 위스망스 소설에서 거울은 나르시스적 자기 체험의 도구가 아니라, 외관

과 내면의 불일치를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형벌의 도구이며, 거울의 체험은 위스망스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단일성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게 하고, 결국 자아 복합

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거울 체험이 반-나르시스적

인 것이라고 말한다. Ryu Jin-Hyun, 「Le rôle du miroir dans le roman de J.-K.

Huysmans」, 『불어문화권연구』, 제11집,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 2001, pp.

90-111.

123) “c'est un sentiment de détente ou de délivrance après la douleur(...)” L. Legras,

“L'ennui Baudelairien”, in Annales de Bretagne, t. 41, numéro 1-2, 1934,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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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떨리는 나무들이여,

그대들의 맑은 우수는

내 사랑의 거울이어라.

Lune, eau sonore, nuit bénie,

Arbres qui frissonnez autour,

Votre pure mélancolie

Est le miroir de mon amour.124)

그렇지만 베를렌Paul Verlaine의 나지막한 선율을 떠올리게 하는 “내

사랑의 거울”은 보들레르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대개는 명시되지 않은 채, 보다 심화된 우울spleen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거울을 바라보는 자에게 삶의 허무를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등대들Les Phares」에서 보들레르가 고야Francis Goya에 바친 연

strophe에 언급된 “거울을 보는 노파들 De vieilles au miroir”125)은, 고

야의 연작판화 『로스 카프리초스Los Capriccios』에 수록된 80점의 판

화들 중 거울 보는 분칠하는 노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55번 작품

인 「죽는 날까지Hasta la muerte」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야가 다룬 주제들 중 거울이 보여주는 허영과 허무의 모티프에 대한

보들레르의 관심은 주목할 만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이미지가 「모욕당

한 달La lune offensée」의 마지막 연에서 다시 엿보인다.

“이 피폐해진 세기의 아이야, 난 네 어미를 보고 있다.

무거운 세월의 더미를 거울 앞에 기울이고,

너를 젖먹인 가슴에 솜씨 있게 분칠하는 네 어미를!”

124) “Le Jet d’eau”, FM, in OC, t. I, p. 160.

125) “Goya, cauchemar plein de choses inconnues, / De fœtus qu'on fait cuire au

milieu des sabbats, / De vieilles au miroir et d'enfants toutes nues, / Pour tenter

les démons ajustant bien leurs bas;” “Les Phares”, FM, in OC, t. I,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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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vois ta mère, enfant de ce siècle appauvri,

Qui vers son miroir penche un lourd amas d'années,

Et plâtre artistement le sein qui t'a nourri!”126)

이 부분은 시인의 모욕에 대한 달의 대답이다. 여기에서 거울에 비치

는 것은 “무거운 세월의 더미”이다. 이때 거울은,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

도 인간의 유한성과 반영의 덧없음을 폭로하고야 마는 진실의 거울이

다.127) 이 우수의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흔적으로 인한 것인데,

이 시에서 멜랑콜리는 세 가지 층위로 중첩되어 있다. 인간적 차원, 예술

가적 차원, 시대적 차원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보들레르는 거울을 보는

노파의 이미지를 통해, 실존적 허무를 감추기 위한 치장의 덧없음을 표

면적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솜씨 있게artistement”라는 부사가

주는 뉘앙스를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그가 여기에 예술가로서 자신의

자화상을 덧씌우고 있음을 표현한다.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이상을 위해 ‘넋을 소진하는’ ‘영벌 받은 조각가들’의 자화상처럼 말이

다.128) 진실의 거울 앞에 선 예술가는 분칠을 하는 것으로 거짓을 행함

을 암시하는 것일까?129) 이와 함께 시대적 정조로서 근대적 멜랑콜리를

126) “La Lune offensée”, FM, in OC, t. I, p. 142.

127) “Lieu de l'éphémère, de l'impalpable, de la précarité, le reflet est une

contre-épreuve négative qui laisse toujours filtrer ce qu'il a pour mission de

conjurer, l'envers du narcissisme, la figure défigurée par la vanité (...) La vérité

débusquée est la vérité de la vanité, vérité du rien. (...) Le motif de la vanité

fonctionne lui-même comme un miroir dans lequel se reflète l'essence de l'homme.”

Sabine Melchior-Bonnet, op. cit., p. 169.

128) “Nous userons notre âme en de subtils complots, / Et nous démolirons mainte

lourde armature, / Avant de contempler la grande Créature / Dont l'infernal désir

nous remplit de sanglots! // Il en est qui jamais n'ont connu leur Idole, / Et ces

sculpteurs damnés et marqués d'un affront, / Qui vont se martelant la poitrine et le

front,” “La mort des artistes”, FM, in OC, t. I,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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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수 있다.130) “우리 선조들이 은연히 숭배했던 달Lune

qu'adoraient discrétement nos pères”, 즉 이전 시대의 미학을 조롱하면

서 현대적 시인의 입장을 취하는 화자에 대해, 위 인용문과 같이 답하는

달의 태도는 반현대적인 어조를 강하게 띤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크로

노스적인 근대의 시간, “이 피폐해진 세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또 사라져 버린다. 그 현대적 풍경 속에서, 시인 화자가 느끼는

정조가 바로 근대적 멜랑콜리인 것이며, 이는 보들레르에게 거울 보는

노파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노파의 공들인 치장에도 불구하고, 스타로뱅스키의 지적하듯이, “진실

의 거울 앞에서 치장은 무의미한 것, 소멸하기 쉬운 반영”이며, “덧없음

과 깊이의 부재, 절망적인 허무를 증명하는 거울 앞에서 생겨나는 멜랑

콜리보다 더 ‘깊은’ 멜랑콜리는 없다.”131) 그래서 보들레르가,

어찌하여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찌하여 너는

어느 거울에서나 네 매력이 시드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129) 이러한 독해는 부사 “artistement”을 “예술가는 거짓말을 한다artiste ment"로 분절

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긴다.

130) 19세기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인 근대화의 과정은, 당대

서구인들의 세계관 자체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통과 단절되고,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멜랑콜리는 근대적 주체가 겪는 정조이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보들

레르와 독일 바로크 비극에 대한 연구를 통해 멜랑콜리와 근대성의 관계의 문제에 천

착함으로써 모더니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를 남긴다. 김홍중은 이 근대적 멜랑

콜리를 ‘토성적 정조’라고 개념화한다.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회

학』, 문학동네, 2009, pp. 213-251. 김동훈, 「세계의 몰락과 영웅적 멜랑콜리: 독일 바

로크 비극, 보들레르, 그리고 발터 벤야민」, 『도시인문학연구』, 2권 1호, 서울시립대

학교도시인문학연구소, 2010, pp. 9-52.

131) “La coquetterie, au miroir de la vérité, est futilité, reflet périssable. Et il n'est

point de mélancolie plus «profonde» que celle qui s'élève, face au miroir, devant

l'évidence de la précarité, du manque de profondeur, et de la Vanité sans recours.”

Jean Starobinski, op. cit. p. 21.



- 56 -

Comment n'as-tu pas honte et comment n'as-tu pas

Devant tous les miroirs vu pâlir tes appas?132)

라고 토로할 때, “모든 거울들tous les miroirs”은 여인이 바라보는 것과

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여인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매력만을 바

라볼 줄 밖에 모르지만, 화자는 여인의 매력이 시드는 것을 본다. 현실이

라는 누옥을 헤어나갈 수 없는 진창으로의 전락으로 체험하고 있는 『악

의 꽃』의 시적 화자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는 모든 대상들은 존재의 허

무를 폭로할 뿐이다.133) 이중의 비전으로 구성된 「이중의 방」과 「파

리의 꿈」에는 그 초자연적 몽상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권태ennui와 우울

이 짓누르는 광폭한 현실로의 갑작스러운 복귀가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

가 잘 나타나 있다. 조르주 풀레Gerges Poulet는 “보들레르적 존재는, 본

질적으로 자신이 침잠해있는 심연의 체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134)”라고

말한다. 심연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언제나 다른 곳을 꿈꾸는 시인의

멜랑콜리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완전함에 대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너

무나 명백하게 실현된 어떤 불완전함에 대한 의식135)”이기 때문에, 우리

는 여기 없는 것(있을 수 있었던 것이거나 있었던 것 또는 있지 않았던

132) “Tu mettrais l'univers entier dans ta ruelle...” FM, in OC, t. I, p. 28.

133) 인간 존재를 본질적으로 전능함에 대한 욕망의 원죄를 가지고 천상으로부터 전락

한 존재, 그러나 완전무결한 지복의 상태를 누리던 천상의 기억을 간직한 존재이자, 그

노시스-낭만주의적 믿음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보들레르는 인간의 이중성(천상의 인간/지상의 인간, 창조적 자아/

일상적 자아)을 실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Cf. Georges Poulet, La

Poésie éclatée, PUF, 1980.

134) “L'être baudelairien, comme l'être hugorien, est essentiellement un être qui vit

l'expérience du gouffre où il plongé.” ibid., p. 12.

135) “La mélancolie est donc un état complexe de l'esprit: prise de conscience d'une

perfection irréalisable, en même temps que d'une imperfection trop évidemment

réalisée.” ibid.,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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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불가능한 애도 중에 있는 보들레

르의 모습을 본다. 애도 중인 보들레르에게, 내면의 거울은 거울의 대리

물들을 거울로 바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악의 꽃』에 편재되어 있는

깨지거나 흐린 거울 또는 거울 대리물들의 이미지는 시적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도취의 거울이 빚어내는 마술적

환영의 세계를 마음껏 유영했던 보들레르는, 이렇게 대상의 자리에 진실

의 거울을 위치시킴으로써 멜랑콜리와 애도 그리고 나르시스136)를 연결

시킨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애도 중인 보들레르에게 자아 상실의 이미지

는 거울과 관련하여 두루 나타난다. 이는 자신의 모습을 흐리게 밖에만

볼 수 있는, 흐려진 거울과 깨진 거울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금간 종

La cloche fêlée」에서 화자 내면의 거울 역할을 하는 금이 간 종은 깨진

거울처럼 읽힌다.137)

나는 어떤가, 내 넋은 금이 가서, 권태에 빠져있을 때

그 노래들 찬 밤공기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려해도,

그 쇠약해진 목소리는 번번이

136)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Trauer und Melancholie」에서, 멜랑콜리의 심리적

기제, 즉 우울증 환자의 상태를 나르시시즘적 퇴행으로 설명한다. 어떤 대상에 집중되

었으나 대상의 상실로 인해 철회된 리비도가, 다른 대상으로 향하지 못하고 다시 자아

에게로 향할 때, 자아는 멜랑콜리에 빠진다. 이때 자아는 상실한 대상과 스스로를 동일

시하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2, pp. 239-265. 그러나 멜랑콜리에 빠진 자의 내적 거울은 나르

시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나르시스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주체 내부에서 대상에 전이된 자아의 자기애적 퇴행은 명백하게 자기 분열의 위기

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37) 깨진 거울의 이미지는 20세기 예술에서 지배적인 거울의 이미지 중 하나이다. 이

는 해체된 주체와 복구할 수 없는 파편화된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19세기 작가

들에게 깨진 거울의 이미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주체성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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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호숫가, 산더미 같은 주검들 아래

버려져 아무리 애를 써도 속절없이 죽어가는

어느 부상병의 거친 헐떡임을 닮을 밖에는.

Moi, mon âme est fêlée, et lorsqu'en ses ennuis

Elle veut de ses chants peupler l'air froid des nuits,

II arrive souvent que sa voix affaiblie

Semble le râle épais d'un blessé qu'on oublie

Au bord d'un lac de sang, sous un grand tas de morts

Et qui meurt, sans bouger, dans d'immenses efforts.138)

깨진 거울인 화자의 넋은 또 하나의 거울, “피의 호수”에 반향을 일으

킨다. 이는 들라크루아의 거울인 “악천사들 출몰하는 피의 호수

Delacroix, lac de sang hanté des mauvais anges”139)를 연상케 한다. 이

러한 상태에서는 화자를 매혹시키던 눈-거울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

타난다. 이때 눈은 시 「병든 뮤즈La muse malade」에서처럼, 공포와

어둠, 끔찍한 생각들의 음영만이 드리운 음침한 거울로 보이게 된다.140)

2.2.2. 아이러니: “악 속의 의식”으로서의 거울

138) “La cloche fêlée”, FM, in OC, t. I, p. 71.

139) 레옹 셀리에Léon Cellier가 「등대들」에 대한 연구에서 다 빈치와 들라크루아를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지적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ais les anges

du médaillon nous obligent à comparer Delacroix à Léonard. Le lac correspond au

miroir; tandis que le miroir est profond et sombre, le lac est de sang, et ce lac est

hanté, non par des anges souriants, mais par de mauvais anges. Nous sommes donc

toujours en enfer.” Léon Cellier, “«Les Phares» de Baudelaire: Etude de structure”,

in Parcours initiatiques, Neuchâtel: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7, p. 208.

140) “Ma pauvre muse, hélas! qu'as-tu donc ce matin? / Tes yeux creux sont

peuplés de visions nocturnes, / Et je vois tour à tour réfléchis sur ton teint / La

folie et l'horreur, froides et taciturnes.” “La Muse malade”, FM, in OC, t. I,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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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는 멜랑콜리에 빠진 채 부동의 자세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멜

랑콜리에 빠진 자아가 파국적 세계 속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와 정신적 자기 분열은 아이러니를 낳는다. 이는 반성적 거울의 마지막

국면이다. 여기에서는 자기 분열을 바라보는 고통스러운 의식으로서의 아

이러니가 문제가 된다.

멜랑콜리에 빠진 자아의 알레고리로 가득 찬 시 「백조Le Cygne」141)

에서, 백조는 이제는 없는 “가련하고 슬픈 거울pauvre et triste miroir”142)

인 호수를 굽어보는 대신, 또 다른 거울인 “빈정거리는 하늘le ciel

ironique”을 향해 “오비디우스가 별빛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생

각한 인간의 이마”143)를 쳐들어 하늘을 비난하듯 고개를 뻗고 있다.144)

때로는 오비디우스의 인간처럼, 하늘을 향해,

잔인하리만큼 푸르고, 빈정거리는 하늘을 향해,

경련을 일으키는 목 위로 갈구하는 머리를 쳐들고,

마치 신에게 비난이라도 퍼붓는 듯이!

Vers le ciel quelquefois, comme l'homme d'Ovide,

Vers le ciel ironique et cruellement bleu,

141) 시 「고양이들Les Chats(66번)」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열광이 지나간 이후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파리풍경Tableaux

parisiens〉의 위상을 결정짓고 있는 시 「백조」이다. 이 시의 중요성은 「고양이들」

못지않게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타로뱅스키는

『거울에 비친 멜랑콜리』에서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알레고리는 그의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다. Jean Starobinski, op. cit.
142) “Ce petit fleuve, / Pauvre et triste miroir où jadis resplendit” “Le Cygne”, FM,

in OC, t. I, p. 85.

143) “le visage humain, qu'Ovide croyait façonné pour refléter les astres” Fusées, in

OC, t. I, p. 651.

144) “Le Cygne”, FM, in OC, t. I,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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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 son cou convulsif tendant sa tête avide

Comme s'il adressait des reproches à Dieu!

“이 가짜 시모이스강Ce Simoïs menteur”145)에 고개를 숙인 백조의 형

상은 턱을 괴고 사념思念에 잠긴 멜랑콜리에 빠진 자의 전형을 따른다.

그런 백조가 “때때로quelquefois” “갈구하는 머리”를 쳐들고 “빈정거리는

하늘”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는 표현의 함의는 무엇인가? 멜랑콜리에

빠진 백조가 취하는 하늘을 향한 공격적 몸짓과, 하늘을 수식하고 있는

“ironique”라는 형용사의 사용은 자기 분열적 상황을 바라보는 백조의 아

이러니를 암시한다. 이것의 의미는 아이러니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 「스스로를 벌하는 자L'Héautontimoruménos」와 「돌이킬 수 없

는 것L'Irrémédiable」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멜랑콜리의 심리적 기제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 「스스로를 벌

하는 자」는, 멜랑콜리를 인간 의식의 본질적인 구조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아이러니를 통해 이루어진다. 1연에서 3연에 이르기까지

묘사된 상대에 대한 공격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제목에 나타나있듯이, 5

연에 이르러서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으로 드러난다.146) 자기 비하

와 더불어 나타나는 자기 징벌에의 망상은 멜랑콜리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비

난인데, 그것이 [우울증] 환자 자신의 자아로 돌려진 것”147)과 다르지 않

145) Ibid., p. 85.

146) “Je te frapperai sans colère / Et sans haine, comme un boucher, / Comme

Moïse le rocher / Et je ferai de ta paupière, // (...) Je suis la plaie et le couteau! /

Je suis le soufflet et la joue! / Je suis les membres et la roue, / Et la victime et le

bourreau!” “L'Héautontimoruménos”, FM, in OC, t. I, pp. 78-79.

147) 지그문트 프로이트, op. cit., p. 251. 이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

랑의 대상, 즉 리비도가 집중되는 대상을 상실하게 될 때, 애도(다른 대상으로의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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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대상을 향한 공격성이 자신에게로 역전되는 국면에서 4연과

5연은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나를 흔들고 물어뜯는

게걸스러운 아이러니 덕분에,

나는 신성한 심포니 속에

끼어든 불협화음이 아닌가?

아이러니는 내 목소리 속 잔소리 하는 여자!

그것은 내 모든 피, 이 검은 독!

나는 심술궂은 여자가

제 모습 비춰보는 음침한 거울.

Ne suis-je pas un faux accord

Dans la divine symphonie,

Grâce à la vorace Ironie

Qui me secoue et qui me mord

Elle est dans ma voix, la criarde!

C'est tout mon sang, ce poison noir!

Je suis le sinistre miroir

Où la mégère se regarde.148)

보들레르가 스스로를 우주적 조화 속에 끼어든 불협화음으로 느끼는

것은 아이러니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호명되는 것은 세계

도 전이)가 불가능해지면, 자아(정확히 말해, 초자아)는 자아 자신을 리비도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때 상실한 대상과의 동일시 과정에서 자아는 스스로를 상실한 것 같은

자아 상실감을 느끼고, 자아와 대상 사이의 갈등은 자아 내적 갈등으로 변화한다. 자아

의 자기 징벌은 상실한 대상과 자아의 동일시 과정에서 사랑했던 대상에 우회적으로

복수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성향은 이렇게 대상을

향한 적개심이 자아로 되돌아오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148) “L'Héautontimoruménos”, FM, in OC, t. I,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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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적 질서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인간 조건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아이러니, 특히 반성적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낭만적 아이러니

ironie romantique 개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149) 위의 인용문에서

아이러니는 시인의 의식 안에서 “잔소리하는 여자la criarde”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시인이 세계 속의 불협화음인 것처럼, 불쑥 끼어들어 다

른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는 대상화된 이타적 자아로서의 반성적 의식

이다.150) “낭만적 아이러니 속에서 반성의 대상이 되는 타자는 반성하는

자아로 인식되며, 다시 이러한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151)된다.

이 시에서 자기 징벌은 “나를 흔들고 물어뜯는 / 게걸스러운 아니러니

덕분에” 일어나는데, 자기 징벌이 병리적인 것에서 정신현상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것은, 화자를 피처럼 채우고 있는 아이러니가 “검은 독poison

noir”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검은 독이 멜랑콜리를 유발하는 체액

인 “검은 담즙bile noir”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이러니가 “게걸스러운

149) 고전 수사학에서 반어법적 표현에 국한되었던 아이러니가 인간의 광범위한 정신활

동 전체를 포괄하는 철학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은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낭

만적 아이러니' 개념을 통해서이다.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Schlegel은 창작자이면

서 동시에 비평자여야 하는 예술가의 모순된 의식적 조건을 ‘자기창조Selbstschöpfung’

와 ‘자기파괴Selbstvernichtung’ 사이의 무한한 변증법적 반성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낭

만적 아이러니는,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끊임없이 비판대 위에 세워야 하는 미학적 의

식에 대한 사유에서 출발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반성적 의식 자체의 속성으로 여

겨지게 된다. 박현용, 「낭만적 아이러니 개념의 현재적 의미: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이

론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45권 4호(통권 제92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4. 참조.

Cf. 에른스트 벨러, 이강훈․신주철 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동문선, 2005.

150) “The dualité, the break in the harmony, is, we suspect, not so much the

creation of matter from spirit, but more the creation of spirit within matter and, in

particular,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 man. The "faux accord" is, on a general

level, the consciousness of man, and on a personal level, the poet's awareness of

the consequences of such consciousness.” Robert Wilcocks, “Towards a

Re-examination of L'Héautontimorouménos”, The French Review, vol. XLVIII, N°3,

1975, p. 571.

151) 박현용, op. cit.,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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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ace” 이유도 설명된다. 멜랑콜리적 자아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대상화

하여 집어삼키듯이, 탐식성의 아이러니는 의식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나를 흔들고, 물어뜯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심술궂은

여자가 / 제 모습 비춰보는 음침한 거울”이 된다. 이는 자아가 완전히

스스로 자기응시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152) 이렇게 보들레르는 멜랑콜

리를 아이러니로 대체함으로써 자기 상실의 고통을 자기 분열을 바라보

는 의식의 고통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153)

반성적 의식으로서의 아이러니에 대한 탐구는 시 「스스로를 벌하는

자」를 바로 뒤따르는 작품인 「돌이킬 수 없는 것」에서 더욱 심화된

다. 이 시의 2부에서 보들레르는 스스로의 마음을 거울로 만들어 오직

자신의 의식만을 의식하는 하나의 사고로만 존재하도록 스스로를 몰아넣

는다.

자신의 거울이 된 하나의 마음은

흐림과 맑음의 대담!

납빛 별 하나 떨고 있는,

밝고 어두운 진리의 우물,

지옥의 아이러니컬한 하나의 등대

악마의 은총으로 타는 횃불,

유일한 위안이자 영광,

— 악 속의 의식이여!

152) 스타로뱅스키는 나-거울이 멜랑콜리의 극단적 측면을 형상화한 것으로써 자아의

순수한 상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elle «se regarde», tandis que le Je-miroir est

figé dans son immobile et lisse solidité. Le Je-miroir figure un aspect extrême de la

mélancolie: il ne s'appartient pas, il est pur dépossession." Jean Starobinski, op. cit.,

p. 35.

153) Ibid.,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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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ête-à-tête sombre et limpide

Qu'un coeur devenu son miroir!

Puits de Vérité, clair et noir

Où tremble une étoile livide,

Un phare ironique, infernal

Flambeau des grâces sataniques,

Soulagement et gloire uniques,

— La conscience dans le Mal!154)

이 시의 1부에서 묘사된 지옥으로의 끝없는 하강의 여정을 거쳐서, 마

침내 분열적 자기의식의 집요한 대면을 통해 “진리의 우물”에서 길어 올

리는 것은, “악/고통le Mal155) 속 의식”으로서의 아이러니이다. 인간의

이중적 조건을 확인하는 것, 즉 아이러니의 수용으로부터 “지옥의 아이

러니컬한 하나의 등대”를 발견하는 일은 보들레르에게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 신을 향한 것과 악마를 향한 “동시적인 이

중의 청원”156)이, 사실은 상보적인 것이며, 이는 신성의 근원적 동일성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이다.157) 그러나 물론 이는 아이러니의 해소가 아니

며, 보들레르에게 아이러니가 그 자체로 해방적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

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분열의 조건 자체와 그 파괴력

에 대한 은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법이 지닌 난점은 산문

154) “L'Irrémédiable”, FM, in OC, t. I, pp. 79-80.

155) 불어의 “mal"은 “악(惡)”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통”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56) “Il y a dans tout homme, à toute heure, deux postulations simultanées, l'une

vers Dieu, l'autre vers Satan.” Mon cœur mis à nu, in OC, t. I, p. 682.

157) 이중화된 자아와 세계의 분열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들레르의 노력의 하나

로써 반대항의 공존으로부터 새로움을 도출하는 모순어법의 특징적 사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Léon Cellier, “D'une rhétorique profonde: Baudelaire et l'oxymoron”, in

Parcours initiatiques, Neuchâtel: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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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들의 초상화Portraits de maîtresses」의 일화를 통해 암시되

고 있다.

“진리의 우물”에서 의식을 길어 올리는 일, 즉 진실의 거울을 마주보

는 일은 극한의 고통을 수반한다. 「정부들의 초상화」는 거울과 멜랑콜

리 그리고 아이러니의 연결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나 있는 일화를 소개한

다. 이 산문시는 완벽한 정부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식이

자기 분신과 대면하여 자아에게 심리적 공포를 가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나의 사랑 이야기는 거울처럼 맑고 매끈한 표면 위를 가는 끝없는 여행

같았지. 나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나의 모든 감정들과 몸짓들을 조소하듯

정확하게 반사해주는 거울말이네. 그리하여 나는 도무지 뗄 수 없는 유령

의 무언의 비난을 즉시 알아채지 않고서는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

나 감정들을 품을 수도 없었어. 말하자면 내게 사랑은 감시였던 것이야.

(중략) 내가 얼마나 수없이 그 여자 목에 매달려 이렇게 소리 질렀던가.

“좀 불완전해봐, 이년아! 그래야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열도 내지 않고

널 사랑하지!” 몇 년 동안이나 나는 증오로 가득차서 그 여자를 흠모했다

네. 결국 죽은 건 내가 아니었지!

— 뭐? 그렇다면 그 여자가 죽은 게로군?

—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될 순 없었던 거야. 사랑은 나를 짓누르는 악

몽이 되었던 거야. (중략) 어느 날 저녁, 숲 속에서…… 숲 속 늪가에

서……, 우울한 산책 후, 그때 그 눈, 그 여자의 눈에는 하늘의 온화함이

비쳤었고, 내 마음은 지옥처럼 경련을 일으키는데……

L’histoire de mon amour ressemble à un interminable voyage sur une

surface pure et polie comme un miroir, vertigineusement monotone, qui

aurait réfléchi tous mes sentiments et mes gestes avec l’exactitude

ironique de ma propre conscience, de sorte que je ne pouvais pas me

permettre un geste ou un sentiment déraisonnable sans apercevoir

immédiatement le reproche muet de mon inséparable spectre. L’amour

m’apparaissait comme une tutelle. (...) Combien de fois ne me suis-je

pas retenu de lui sauter à la gorge, en lui criant: «Sois donc

imparfaite, misérable! afin que je puisse t’aimer sans malaise et 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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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ère!» Pendant plusieurs années, je l’ai admirée, le coeur plein de

haine. Enfin, ce n’est pas moi qui en suis mort!

— Ah! firent les autres, elle est donc morte?

— Oui! cela ne pouvait continuer ainsi. L’amour était devenu pour

moi un cauchemar accablant. (...) Un soir, dans un bois… au bord

d’une mare…, après une mélancolique promenade où ses yeux, à elle,

réfléchissaient la douceur du ciel, et où mon coeur, à moi, était crispé

comme l’enfer…158)

화자에게 애인의 완벽성은 “나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나의 모든 감정들

과 몸짓들을 조소하듯 정확하게 반사해주는tous mes sentiments et mes

gestes avec l’exactitude ironique de ma propre conscience” 거울과의

대면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에게 정확하게 분할된 의

식과도 같은 그녀와의 대면은 “짓누르는 악몽”과도 같다. 정부와 화자의

관계는 멜랑콜리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알레고리이기도 한데, 화자는 정

부와 거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녀를 향한 애증의 감정이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내게 사랑은 감시 같은 것이었다

L’amour m’apparaissait comme une tutelle”는 화자의 고백처럼 표면적

으로만 사랑 이야기르 내세운 이 일화는, 자기 감시, 즉 반성적 의식에

대한 의식의 문제를 다룬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에피소드는 시

「스스로를 벌하는 자」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이를 산문화

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정부가 드러내는 “도무지 뗄

수 없는 유령의 무언의 비난le reproche muet de mon inséparable

spectre”은 아이러니로 호명된 ‘내 목소리 속에서 잔소리 하는 여자’, ‘거

울 보는 심술궂은 여자’의 이미지159)와 일치한다.

158) “Portraits de maîtresses”, SP , in OC, t. I, pp. 348-349.

159) “Elle[Ironie] est dans ma voix, la criarde! / C'est tout mon sang, ce poison

noir! / Je suis le sinistre miroir / Où la mégère se reg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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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산문시의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이러니의

도입을 통한 반성적 의식의 견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드러낸다.

결국 그는 “우울한 산책mélancolique promenade” 끝에 자신의 정부를

죽이고 만다. 이는 고통을 가하는 진실의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는 일, 즉

반성 행위의 중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화자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160) 반

성적 의식의 죽음 이후에 두드러지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권태이다. 그

것은 “삶 속의 죽음la mort dans la vie”161)과 다름없다. 자신의 정부를

죽인 이 시의 화자는 “삶을 그토록 고되게 하는 시간을 죽이고, 그토록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가속”162)시켜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취하

고자 한다. 이는 진실의 거울에서 다시 도취의 거울로 눈을 돌리는 일에

다름 아니다.

보들레르의 거울보기가 ‘우울과 이상’ 사이의 내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

한 의식의 운동이라면, 도취의 거울과 진실의 거울 또는 초자연적 거울

과 아이러니의 거울처럼 이원적인 보들레르의 이중의 시선은 동일한 주

체가 품고 있는 내면적 거울의 양면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인

간 정신의 양화와 음화라고 할 수 있을 이 거울의 이원적 범주는 이원적

비전을 가진 보들레르의 의식을 반영한다.163) 나르시스적 ‘도취의 거울’

“L'Héautontimoruménos", FM, in OC, t. I, p. 78.

160) “Moi, j'ai survécu, comme vous voyez. (...) Enfin, ce n'est pas moi qui en suis

mort!” “Portraits de maîtresses”, op. cit., p. 348.

161) Léon Cellier, op. cit., p. 200.

162) “Ensuite on fit apporter de nouvelles bouteilles, pour tuer le Temps qui a la vie

si dure, et accélérer la Vie qui coule si lentement.” “Portraits de maîtresses”, op.

cit., p. 349.

163) 보들레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원적 존재로서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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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나르시스적 ‘진실의 거울’은 보들레르가 문학의 두 요소로 지목한

바 있는 초자연주의와 아이러니에 상응하는 것으로 역동적 이원성을 이

룬다고 볼 수 있다.164)

그런데 나르시스적 거울 보기가 근본적으로 자기동일적인 환상을 좇는

자의 일방적 시선이라고 한다면, 자기의식에 대한 반성적 사유만을 집요

하게 따라가는 반-나르시스적 거울 보기도 결국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던져진 일방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 보면, 이원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론적인 두 항의 거울로서 각기 서로 다른 길

로 다다르게 된 의식의 막다른 골목으로, 두 거울의 역동성은 이원적 의

식이라고 하는 진자에 매달린 추의 왕복운동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거울 중에는 앞의 두 경우와

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들레르는 상호적 거

울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상호 교감의 상징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인다.

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지만, 여러 잡문들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도 보들레르는, 샤를 아슬리노Charles Asselineau의 소설집

『이중생활La double vie』을 위해, 자신이 쓴 서문에서 “우리 중에서 이중인간이 아

닌 자는 누구인가?Qui parmi nous n'est pas un homo duplex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서, 인간이 언제나 이중적 존재임을 역설한다. OC, t. II, p. 87., Françoise Meltzer,

Seeing double: Baudelaire’s modern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 21.

164) “Deux qualités littéraires fondamentales : surnaturalisme et ironie.” Fusées, in

OC, t. I, p. 685. 초자연주의와 아이러니는 예술적 창조의 핵심요소로서 보들레르 미학

내에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 초자연주의가 예술을 통한 초월의 드문 순간들과 관

계되어 있다면, 아이러니는 초월의 근본적 어려움과 예술가로서의 투쟁을 가리킨다. 문

학의 이 두 가지 근본적 특성이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거울 주제 내에서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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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울 상징과 시인으로서의 거울 보기

내면의 거울을 탐구하는 고독한 자아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

시선과 마주한다. 그러나 그것이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험하는 전

능성을 획득한 것이든, 아니면 이타적 자아와의 고통스러운 대면을 드러

내는 것이든, 동일한 주체의 거울보기라는 점에서는 일방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 시선을 암시하는 내적 거울은 그 시

선에 사로잡힌 외적 세계의 대상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객

체화하고 사물화한다. 이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은 근대적 주체인 보들레

르에게 한편으로는 자발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소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시인인 보들레르에게는 앞서 살펴보았던

거울과는 또 다른 종류의 거울이 존재한다. 거울의 반사작용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은 모든 것들이 상호적인 교감을 나누는 무한을 향해 열린 공간

을 창출한다. 이 거울의 이미지는 고정된 대상을 반사하는 일차적 차원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교감, 즉 거울과 거울의 만남을 의미한

다. 일방적 시선에서 상호적 시선으로의 열림은 새로운 시공간을 열어준

다. 이 장에서는 “상호적 시선의 신비”165)를 암시하는 이러한 열림의 세

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들레르가 말하

165) 이 표현은 오생근에 따른 것이다. 그는 엘뤼아르를 연구한 학위논문에서 세계 속

에서의 인간적 고독의 문제, 그리고 시적 작업에 있어서 언어 소외의 문제를 시선의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시선과 거울의 현상학”이라는 제목의 장(章)에서, 그는

상호적 시선의 증식과 거울의 현상학 사이의 연관성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moi>와 <toi>가 융합된 時間外的 存在로서 Nous의 現實은 또다시 無限으로

(sans limites) 擴散된다. 그것은 새로운 Nous의 세계를 指向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의 논의에서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오생근, 『엘

뤼아르의 詩를 통해본 相互的 視線의 神秘』,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75,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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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구해 볼 것이다.

3.1. 상호적 거울의 신비와 상징으로서의 거울

1부에서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보들레르에게 이상화하는 거울의 이미

지가 현실과 대비되는 꿈의 세계나 정신적 방의 공간을 묘사할 때 흔히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는 보들레르의 인공적 이상의 세계를 특징짓는

것이다. 반짝이는 거울 이미지의 강렬한 매력은 보들레르의 화자를 단숨

에 사로잡아 초자연적 이상 세계 한복판으로 이끌고, 시인으로 하여금

마치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상상력의 전능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보들레르의 작품세계에서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결코

흔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의 순간들’이 있다. 이 순간들은 미

묘하게 독특한 뉘앙스를 띤다. 이는 『인공낙원』이나 「이중의 방」 등

에 등장하는 몽환경 속 환각에 대한 묘사와도 구분되는 것이다. 그 순간

들은 시인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 속에서 발견되는 행복이

거나, 또는 향수鄕愁를 불러일으키지만 결코 되돌아 갈 수는 없는 곳의

기억에 대한 기시감旣視感이기도 하다. 그것은 현실의 시적 대상이 지니

는 물질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면서도, 동시에 초월적 세

계를 향해 열려 있는 정신적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보들레르의 시적 화자가 정신적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는 대상 속에서

는 외적 세계의 조화로움과 그 세계 속에서 무한하게 생동하는 존재들의

이미지가 발견된다. 이는 보들레르에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추는 “상

호적 거울les miroir réciproques”166)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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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La Chevelure」에서, 하늘과 바다를 매개하는 애인의 머리카

락이라는 현실의 대상은, 단지 비유를 통한 묘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 영혼이 향기와, 소리와 색채를

흠씬 들이켤 수 있는 떠들썩한 항구

배들이 금빛 속을 물결 속을 미끄러져가며

영원한 열기로 떨리는 맑은 하늘의

영광을 껴안으려 넓은 팔을 벌리는 곳.

(...)

어둠의 장막 펼친 푸른 머리카락이여,

너희는 드넓고 둥근 하늘의 쪽빛을 내게 돌려주니,

네 꼬인 머릿단 솜털 다보록한 기슭에서

나는 야자유, 사향 그리고 역청이

뒤섞인 향기에 흠뻑 취한다.

Un port retentissant où mon âme peut boire

À grands flots le parfum, le son et la couleur

Où les vaisseaux, glissant dans l'or et dans la moire

Ouvrent leurs vastes bras pour embrasser la gloire

D'un ciel pur où frémit l'éternelle chaleur.

(...)

Cheveux bleus, pavillon de ténèbres tendues

Vous me rendez l'azur du ciel immense et rond;

Sur les bords duvetés de vos mèches tordues

Je m'enivre ardemment des senteurs confondues

De l'huile de coco, du musc et du goudron.167)

이 시에서 머리카락에 대한 화자의 몽상은, 우선 바다의 이미지들과

166) “상호적 거울”은 본래 시 「연인들의 죽음La mort des amants」에 언급된 “쌍둥

이 거울miroirs jumeaux"을 지칭하는 제임스 히들스턴의 표현이다. James A.

Hiddleston, op. cit., p. 182. 그러나 본고에서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서

로를 되비치는 거울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167) “La Chevelure”, FM, in OC, t. I,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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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바다는 하늘을 불러온다. 항구의 배들은 “영원한

열기로 떨리는 맑은 하늘의 영광을 껴안으려 넓은 팔을 벌리고”, 이윽고

바다-푸른 머리카락은 화자에게 “드넓고 둥근 하늘의 쪽빛을 돌려준다”.

애인의 머리카락, 즉 “또 다른 바다를 품고 있는 이 검은 대양ce noir

océan où l'autre est enfermé”168)에는 맑은 하늘이 비치고, 하늘은 다시

‘나’를 향한다. 하늘과 바다가 서로를 비추는 이미지는 머리카락이 매개

하는 연상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보들레르는 바다-

머리카락-하늘, 이 삼자 사이에 성립하는 유비analogie적인 상호 반영의

관계를, 실제로 거울의 반사작용을 암시하도록 이미지화한다. 이를 통해

머리카락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공간을 품은 하나의

세계 자체가 된다. 이런 연속된 과정 속에서 보들레르의 정신적 항해가

진행된다.

이렇게 하늘과 바다가 상응하거나 또는 서로를 향하여 역류하는 이미

지를 통해 나타나는 상호적 거울에 대한 암시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세계로의 이행 속에서 정신적 고양을 보증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는

보들레르에게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이미지인데, 시 「슬프고 방랑하

는Moesta et errabunda」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띠고 이러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연과 네 번째 연을 살펴보자.

말해주오, 아가트여, 네 마음 때로 날아오르는지,

더러운 도시라는 검은 대양에서 멀리 떠나,

동정녀처럼 푸르고 맑고 깊어,

광채 빛나는 또 다른 대양 향해 날아가는지?

말해주오, 아가트여, 네 마음 때로 날아오르는지.

168)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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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기도 하구나, 향기로운 천국이여,

맑은 창공 아래 모든 것이 사랑과 기쁨뿐인 곳,

모든 사랑받는 것들은 사랑받을 만한 것들인 곳,

순수한 관능 속에 마음이 잠겨드는 그 곳!

멀기도 하구나, 향기로운 천국이여!

Dis-moi ton coeur parfois s'envole-t-il, Agathe,

Loin du noir océan de l'immonde cité

Vers un autre océan où la splendeur éclate,

Bleu, clair, profond, ainsi que la virginité?

Dis-moi, ton coeur parfois s'envole-t-il, Agathe?

(...)

Comme vous êtes loin, paradis parfumé,

Où sous un clair azur tout n'est qu'amour et joie,

Où tout ce que l'on aime est digne d'être aimé,

Où dans la volupté pure le coeur se noie!

Comme vous êtes loin, paradis parfumé!169)

아가트가 1연에서 지저분한 도시인 “검은 대양”을 떠나 도달하고자 하

는 곳은 ‘푸르고 맑고 깊은’ “또 다른 대양”이다. 그곳은 4연에서 “맑은

창공”이 펼쳐진 “향기로운 천국”이다. 이 시에서도 「머리카락」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대양과 하늘 그리고 “더러운 도시” 사이의 연상 관계가

성립한다. 비록 이 시에서는 「머리카락」과 달리, 상호적 거울의 관계가

뚜렷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맑은 창공”은 “검은 대양”과

의 대조에 의해, 그리고 “또 다른 대양”과의 유비에 의해 모든 것들이

상호 교감을 나누는 새로운 시공간을 창출해낸다(“Où tout ce que l'on

aime est digne d'être aimé”).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과 기쁨뿐”이

다. 서로를 향해 비추는 상호적 거울이, 행복으로 채워진 정신화된 여행

169) “Moesta et errabunda”, FM, in OC, t. I,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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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회고적

rétrospectif 비전이 던져진 「전생La Vie antérieure」의 이미지도 주의

를 끈다.

바닷물결은 하늘의 모습을 굴리면서,

장중하고 신비로운 화풍으로

제 풍성한 음악의 전능한 화음들을

내 눈에 비친 석양빛에 섞어 넣곤 했다.

Les houles, en roulant les images des cieux,

Mêlaient d'une façon solennelle et mystique

Les tout-puissants accords de leur riche musique

Aux couleurs du couchant reflété par mes yeux.170)

보들레르에게 전생의 시공간은 하늘이 바다에 투영된 가운데, 파도소

리는 음악이 되어 화자의 눈에 비친 저녁노을과 어우러지는 풍경으로 그

려져 있다. 이 광경은 시의 화자에게 “잔잔한 쾌락volupté calme"을 만

들어낸다. 그리고 전생의 신비는 “바다의 햇빛이 수천의 불꽃들로 물들

여les soleils marins teignaient de mille feux,” 석양빛이 비치는, “창공

과 물결과 광휘의 한복판Au milieu de l'azur, des vagues, des

splendeurs”171)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가트에게 “향기로운 천국”은 멀기

만한 곳인 것처럼(「슬프고 방랑하는」),172) 이 행복의 한복판 속에 있는

「전생」의 화자에게도 “괴로운 비밀le secret douloureux”은 있다. 그것

170) “La Vie antérieur”, FM, in OC, t. I, p. 18. Cf. Carlo R. François, “La Vie

antérieure de Baudelaire”, Modern Language Notes, Vol. 73, N° 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8, pp. 194-200.

171) Ibid.
172) “Comme vous êtes loin, paradis parfumé,”, “Moesta et errabunda”, FM, in OC,

t. I,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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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생의 공간이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세계라는 점에 대한 화자의 회

한regret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가 때때로 회한을 내

포하는 것은, 그것이 매개하는 현실의 대상들이, 기쁨의 공간 속에서도

현재의 고통을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노을의 풍경이 독특한 어조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 시 「명상

Recueillement」은, 보들레르가 이 회한을 다루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내 고통아, 내게 손을 내밀어, 이리로 오라,

그들을 떠나서. 보아라 죽은 세월들이 해묵은 옷 입고,

하늘의 발코니들 위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회한이 미소 지으며 강물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Ma Douleur, donne-moi la main; viens par ici,

Loin d'eux. Vois se pencher les défuntes Années,

Sur les balcons du ciel, en robes surannées;

Surgir du fond des eaux le Regret souriant;173)

이 시에서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는 추상적 관념들의 형상화를 통해 간

접적이고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시의 화자는 ‘감미로운 밤이 다가오는 소

리가 들리는’174) 저녁 무렵에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 하늘을 물들이는 석

양과 그것이 강물에 비친 풍경은, 각각 의인화된 추상명사들의 대면을

통해서, 명상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시인은, 강물을

내려다보는 “죽은 세월들”의 시선과 강바닥에서 “미소 지으며 솟아오르

는” 회한의 시선 사이의 공간으로 자신의 고통을 초대함으로써 안정을

173) “Recueillement”, FM, in OC, t. I, p. 141.

174) “Entends, ma chère, entends la douce Nuit qui march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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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한다. 이렇게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내면과의 만남을 통해

자아를 되찾으려는 시적 화자의 명상은, 상호적 거울 이미지의 암시를

통해 고통의 완화와 진정에 이르게 된다.

히들스턴이 지적하듯, 이러한 상호적 거울의 힘을 가장 아름답게, 상징

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는, 「연인들의 죽음La Mort des amants」이

다.175) 앞서 「스스로를 벌하는 자」를 통해 본 바와 같이 한 인간의 내

적 거울의 응시가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과 달리,176) 이 시는 본래

일원적이었던 두 정신이 상응에 대한 상호 확인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갖게 되리라 은은한 향기 가득한 침대들과,

무덤들처럼 깊숙한 긴 의자들을,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하늘 아래 우리 위해 피어난,

선반들 위의 기묘한 꽃들을.

서로 앞 다투어 마지막 열기까지 소진시키는,

우리 둘의 심장은 거대한 두 개의 횃불이 되어,

우리 둘의 정신, 그 쌍둥이 거울에,

이중의 빛을 비추게 되리라.

장밋빛과 신비로운 푸름으로 빛나는 어느 저녁,

우리는 주고받겠지 단 하나의 섬광을,

작별의 뜻 가득 품은, 기인 흐느낌처럼;

175) “Mais aucun autre poème ne réussit comme celui-ci[La Mort des amants] à

développer la force suggestive des miroirs réciproques" James A. Hiddleston, op.

cit., p. 182.

176) Cf. “Si l'image des miroirs jumeaux est discrètement lumineuse dans « La

Mort des amants », le miroir où se contemple l'individu seul est autrement

inquiétant.” Pierre Brunel, “Baudelaire”, in Encyclopaedia Universal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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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충실하고 기쁨에 찬 한 천사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되살리러 들어오겠지,

흐려진 거울들과 사윈 불꽃들을.

Nous aurons des lits pleins d'odeurs légères,

Des divans profonds comme des tombeaux,

Et d'étranges fleurs sur des étagères,

Ecloses pour nous sous des cieux plus beaux.

Usant à l'envi leurs chaleurs dernières,

Nos deux coeurs seront deux vastes flambeaux,

Qui réfléchiront leurs doubles lumières

Dans nos deux esprits, ces miroirs jumeaux.

Un soir fait de rose et de bleu mystique,

Nous échangerons un éclair unique,

Comme un long sanglot, tout chargé d'adieux;

Et plus tard un Ange, entr'ouvrant les portes,

Viendra ranimer, fidèle et joyeux,

Les miroirs ternis et les flammes mortes.177)

이 시에서 두 연인 사이의 합일은 한편으로는 성애적이기도 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신비로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각들의

상호적 상응과 새로운 시공간의 탄생은 마주보는 “쌍둥이 거울miroirs

jumeaux"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 “이중의 빛double lumière”을 내는

“두 개의 거대한 횃불deux vastes flambeaux”인 두 쌍둥이 거울은, “단

하나의 섬광un éclair unique”으로 수렴한다. 서로를 향한 연인들의 등가

적인 시선의 교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분

177) “La Mort des amants”, FM, in OC, t. I,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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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된 현실과 달리 상징으로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초자연적 이상의 근본

적 단일성에 대한 확인에 다름 아니다. 이 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보들

레르의 다른 시들이 대개 과거로 시선을 던지는 것과는 달리, 미래 시제

로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래 시제의 사용은, 시인이 연인들

의 죽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인들의 신비

로운 죽음 이후로, ‘문이 방긋이 열리듯’ 초월적 경계가 열린다. 이는

「아름다움에의 찬가Hymne à la Beauté」의 “내가 좋아하고 결코 알지

못한 무한의 문”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178) 두 개의 “흐려진 거울들”

이 하나의 초월적 상응의 상징이 되는 것, 이러한 무한한 열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는 『악의 꽃』의 마지막 시 「여행Le Voyage」의 끝

에 언급된 바 있는 ‘미지의 밑바닥에 있는 새로운 어떤 것’179)과 다르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들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공

간을, 보들레르는 상징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호적 거울이 내포하

는 ‘상호성의 신비’는 상징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면 앞서 논의된 바 있는 상호 교감으로서의 거울 이미지와 상징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전락한 존재가 현실의 삶에서 겪는 온갖 우울spleen과 권태

ennui가 『악의 꽃』의 서시인 「독자에게Au lecteur」에서부터 보들레

르의 시세계 전체에 걸쳐 표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지상에 유폐된 자

178) “Si ton oeil, ton souris, ton pied, m'ouvrent la porte / D'un Infini que j'aime et

n'ai jamais connu?”, “Hymne à la Beauté”, FM, in OC, t. I, p. 24.

179) “Verse-nous ton poison pour qu'il nous réconforte! / Nous voulons, tant ce feu

nous brûle le cerveau, / Plonger au fond du gouffre, Enfer ou Ciel, qu'importe? /

Au fond de l'Inconnu pour trouver du nouveau!” “Le Voyage”, FM, in OC, t. I,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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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들레르는 이러한 현실인식으로부터 무한을 향한 초월, ‘지금 여기’

가 아닌 새로운 다른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위해 비상하는 자아

를 상정하고 그 가능성을 실제로 믿는다.

보들레르는 세계를 명백하게 이중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원적

인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시인에게 자연은 그것이 ‘자연적’ 숲이든,

파리라고 하는 거대한 인공적 도시 풍경이든, 그것들을 모두 “상징들의

숲des forêts de symboles”으로, 또 “어떤 거대한 유추의 저장고un

immense réservoir d'analogies”180)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중적 현실

너머의 상징의 세계는 만물이 상호 교감하는 ‘상응’의 세계이다.181) 「상

응Correspondances」의 세계관에서는, 유추의 모델에 따라 관념과 외관,

정신세계와 감각세계, 천상과 지상,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는 상응의 관계

가 성립한다. 그리고 “‘대자연’과 ‘신전’ 사이, 대우주(대자연과 신전)와

소우주(주체 자체와 감각적 경험) 사이에 거울 관계가 세워진다.”182) 거

울과 상징의 이러한 관계는, 물질계와 정신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정신계와 초자연계에도 성립됨을 상정한 조르주 바노르Georges Vanor의

180) Marcel Raymond, De Baudelairea Au Surréalisme, José Corti, 1969, p. 21.

181) ‘상응correspondances’은 본래 신비주의의 용어이다. 특히 정신계와 자연계 사이의

상응 관계를 설명한 스베덴보리Swedenborg의 상응 이론은 보들레르의 시 「상응」에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D'ailleurs Swedenborg, qui possédait une âme plus

grande, nous avait déja enseigné que le ciel est un très grand homme; que tout,

forme, mouvement, nombre, couleur, parfum, dans le spirituel comme dans le

naturel, est significatif, réciproque, converse, correspondant.” “Victor Hugo”, in OC,

t. II, p. 133.

182) “Le propre de ces conceptions est de considérer qu'entre l'univers visible et

l'univers invisible, qu'entre l'homme et Dieu, par le biais des analogies, des

correspondances, des similitudes, s'établit une relation de miroir: miroir entre la

«Nature» du sonnet «Corrspondances» et le monde céleste, le «Temple» du même

poème, miroir entre le macrocosme ― la Nature identifiée au Temple ― et le

microcosme ― le sujet lui-même et ses expériences sensorielles." Fabrice Wilhelm,

op. cit.,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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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된다. 그는 “거울은 상징주의의 상징 그 자체

이다. 창조는 거대한 거울 놀이이며, 거울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그리고 각 세계 내에서는 하나의 무대에서 다른 무대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응의 계시자이며 시인이 가진 최고의 도구”183)라고 말

한다.

이렇게 이원적 세계 사이의 상호 교감, 언어와 비언어 사이의 연결을

통해 사유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징’이다. 상징을 이해한

다는 것은, “꽃들과 말없는 사물들의 언어를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것”184)이다. 한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사

이에 상호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상징의 본질로 볼 때, 보들레르가

시 「상응」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상징이 상호적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보들레르의 세계에서 서로를 반영하여 상호 교감을 이루

는 상호성을 띠는 거울의 이미지들이 초월적 세계나 이상향에 대한 열망

과 행복을 표현할 때, 이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상응의 상

징이 된다.

3.2. 거울의 글쓰기: 시인의 자기 인식

183) “le miroir est le symbole même du symbolisme. La création est un immense

jeu de miroirs, et le miroir est ce qui permet le passage d'un monde à l'autre, et,

dans chaque monde, d'un plan à l'autre. Il est le révélateur des correspondances et,

à ce titre, l'instrument par excellence du poète.” Jean Frappier, “Variations sur le

thème du miroir, de Bernard de Vantadour à Maurice Scève”, in Cahiers de l'AIEF,

Vol.11, N°11, 1959, p. 135.에서 재인용.

184) “— Qui plane sur la vie, et comprend sans effort / Le langage des fleurs et

des choses muettes!” “Élévation", FM, in OC, t. I,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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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에게 상징이 가시계와 비가시계, 물질과 정신, 외면과 내면을

연결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현실로 불러내는 작용을 하는

것인 한, 반대로 “관념과 외관을 되비추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반사”시

켜 “상호적으로 외관을 통해 관념의 세계를 암시”185)하는 것인 한, 시인

에게 언어를 통한 시적 창조는 시를 거울처럼 다루는 것이 된다. 이러한

거울 놀이는 보들레르를 시 쓰기 자체에 대한 명상으로 이끈다.

보들레르는 시 「고양이Le Chat(51번)」186)를 통해서, 시인의 머릿속

에서 고양이가 내는 목소리로서의 시가, 시 쓰기 과정에 있는 시인의 내

적 응시를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의 “머릿속을 제 방인 듯이

돌아다니”는,187) 고양이는 보들레르의 시적 의식 자체를 상징한다. 시인

은 자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정령(l'esprit familier du lieu)인 고양이

를 “제 왕국 속의 모든 것을 / 판단하고, 주재하고, 부추”기는188) 존재로

묘사한다. 이를 통해 이 시의 고양이는, 고양이를 다룬 다른 시들과 달리

현실의 대상(이를 테면, 시인의 애인)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고, 오로

지 시인의 의식 속에서 추상적 관념으로 존재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는, 시적 의식이라고 하는 관념이 고양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알레고리

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5) “Du même coup le miroir devient le symbole-type, le symbole par excellence,

puisqu'il assure le passage de l'Idée à l'apparence, puisqu'il a pour rôle de les

réfléchir, de les répercuter l'une dans l'autre et, réciproquement, de suggérer par

l'apparence le monde des Idées. Plus encore : le poète devient à son tour un miroir,

qui réfléchit à sa manière la Beauté.” Guy Michaud, op. cit., p. 212.

186) “Le Chat”, FM, in OC, t. I, pp. 50-51.

187) “Dans ma cervelle se promène, / Ainsi qu'en son appartement, / Un beau chat,

fort, doux et charmant.” ibid., p. 50.

188) “C'est l'esprit familier du lieu; / Il juge, il préside, il inspire / Toutes choses

dans son empire;” ibid.,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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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지닌 시적 의식으로서의 함의는 특히 고양이의 목소리가 “운

율실린 시구”189)에 비유되고, 또 “완벽한 악기parfait instrument”인 화자

의 마음을 켜는 활에 비유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 시의 마지막 두 연

에서 마침내 시인 화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은, 화자가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상징적인 거울이 된다.190)

시 「음악La Musique」은 그 자체로 시 쓰기 과정에 대한 아름다운

명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grand miroir”이다. 보들레르에게 음악은

청각을 통해 감각적 심상을 전달하는 예술 장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초자연적 고양 상태에서 “소리는 색채를 띠고, 색채는 음악을 품는다

”.191) 그의 시세계에서 풍부하게 드러나는 공감각의 활용에서 두드러지

듯, 보들레르에게 음악은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며, “공

간에 대한 관념을 주는 것”192)으로 문학처럼 상상력을 통한 예술적 초월

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보들레르는 이 시에서 음

악을 바다의 심상과 긴밀하게 결합시키면서, 유비 관계를 어느 한 쪽에

종속시키지 않고 서로 불가분의 것으로 느껴지도록 표현한다.

189) “Cette voix, qui perle et qui filtre / Dans mon fonds le plus ténébreux, / Me

remplit comme un vers nombreux / Et me réjouit comme un philtre.” ibid., p. 50.

190) “Quand mes yeux, vers ce chat que j'aime / Tirés comme par un aimant, / Se

retournent docilement / Et que je regarde en moi-même, // Je vois avec étonnement

/ Le feu de ses prunelles pâles, / Clairs fanaux, vivantes opales / Qui me

contemplent fixement.” ibid., p. 51.

191) “Les sons se revêtent de couleurs, et les couleurs contiennent une musique.

Cela, dira-t-on, n’a rien que de fort naturel, et tout cerveau poétique, dans son état

sain et normal, conçoit facilement ces analogies.” PA, in OC, t. I, p. 419.

192) “La musique donne l’idée de l’espace. Tous les arts, plus ou moins ; puisqu’ils

sont nombre et que le nombre est une traduction de l’espace.” “Mon coeur mis à

nu”, in OC, t. I, p.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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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자주 나를 사로잡는다 마치 바다처럼!

창백한 별을 향해,

안개의 천장 아래나 광활한 대기 속에서,

나는 돛을 펼친다;

가슴을 내밀고 허파는 돛처럼

부풀어 오르니

나는 어둠이 덮어준 겹겹의

물결 위를 기어오른다;

몸살 겪는 한 척 배의 모든 격정이

내 안에서 떨림을 느끼니;

순풍과 태풍 그리고 그 격동이

가없는 심연 위에서

나를 달랜다. 어떤 날에는, 잔잔한 해면, 그것은

내 절망의 거대한 거울이니!

La musique souvent me prend comme une mer!

Vers ma pâle étoile,

Sous un plafond de brume ou dans un vaste éther,

Je mets à la voile;

La poitrine en avant et les poumons gonflés

Comme de la toile

J'escalade le dos des flots amoncelés

Que la nuit me voile;

Je sens vibrer en moi toutes les passions

D'un vaisseau qui souffre;

Le bon vent, la tempête et ses convulsions

Sur l'immense gouffre

Me bercent. D'autres fois, calme plat, grand mir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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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on désespoir!193)

‘하늘을 후벼 파는’194) 음악이, 1연에서처럼 바다와 하늘 사이에 광활

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하늘과 바다가 상호적인 반영을 이룰 때, 그 사

이에서 시적 화자는 한 척의 배가 된다. 시인은 표면적으로 우선 시적

화자인 ‘나Je’를 배에 비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

가 스스로를 호명하는 일종의 의인화 수법을 이용한 미묘한 중첩이 엿보

인다. 세 번째 연에서 그 배는 이번에는 화자의 의식 속을 흐르는 음악

처럼 떨림 속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으로 표현되며 음악의 메타포를 활

용한다. 여기에서 보들레르는 시의 음악성 내지는 음악으로서의 시에 대

한 명상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바다 위를 미끄러져가는 음악-

배의 움직임은 시적 움직임, 시 작업의 진행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피터 브룸의 표현을 빌자면, “시가 배를 움직

이고, 배가 시를 끌고 가는 것”195)이다. 그는 배와 시를 “하나의 이중 거

울”에 비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거울은 단지 비유에만 머물지 않는다.

음악-배가 한 편의 시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시인

을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대한 거울”인

바다는,196) 시인이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시이

193) “La Musique”, FM, in OC, t. I, p. 68.

194) “La Musique creuse le ciel” “Fusées”, in OC, t. I, p. 653.

195) “Boat and poem form a two-way mirror. Seen in one way, the boat is a mere

metaphor within the poem: an imaginative descriptive extension of the notion of the

musical journey, and therefore contained within it or subordinate to it. Seen in

another way, the boat is an all-ambracing, flexible 'figure' or ideal model of the

nature of poetry and of the poetic act, including the one which has produced this

particular sonnet, and therefore reaches beyond it and incorporates it. The poem

carries the boat. The boat carries the poem.” Peter Broome, op. cit., p. 303.

196) Cf. “Homme libre, toujours tu chériras la mer! / La mer est ton miroir; tu

contemples ton âme / Dans le déroulement infini de sa lame, / Et ton esprit 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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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거울-시를 쓴다는 것은 시를 거울처럼 만들고 또 그것을 바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울로서의 시 쓰기에 대한 보들레르의 명상은

산문시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의 자기반성에 대한 그의 관심은,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볼 권리”를 주장하는 한 남자의 초상을 다룬 산문시 「거

울」을 통해 표명된 바 있음을 앞서 지적하였다. 보들레르가 본격적으로

이를 시적 창조행위 자체에 대한 고찰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파리의

우울』의 또 다른 시 「창문들Les Fenêtres」이다.

열린 창문을 통해 밖에서 바라보는 자는, 결코 닫힌 창문을 바라보는 자

만큼 보지 못한다. 촛불로 밝혀진 창문보다 더 깊고, 더 신비롭고, 더 풍

요로우며, 더 어둡고, 더 찬란한 것은 없다. 대낮에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나 유리창 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흥미가 덜한 법이다. 어둡거나 밝은

이 구멍 속에서 삶이 살아가고, 삶이 꿈꾸며, 삶이 괴로워한다.

지붕들의 물결 너머로, 나는 벌써 주름살 있고 초라한, 언제나 무언가에

기대어 있으며 거의 외출하는 법이 없는, 한 원숙한 여인을 본다. 그 여자

의 얼굴, 옷, 몸짓 아니면 거의 아무 것 없이도 나는 저 여인의 역사를,

아니 전설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나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만일 그가 늙고 가련한 남자였다 해도, 나는 역시나 쉽게 그의 전설을

엮어낼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속에 살았고 괴로워했다는 사

실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자리에 눕는다.

어쩌면 당신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 전설이 진실이라

는 것이 확실한가?” 하지만 나 밖에 있는 현실이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나를 살도록 도와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나란 존재가 무엇인 것인지

를 느끼도록 해준다면야.

pas un gouffre moins amer. // Tu te plais à plonger au sein de ton image; / (...) //

Vous êtes tous les deux ténébreux et discrets: / Homme, nul n'a sondé le fond de

tes abîmes; / Ô mer, nul ne connaît tes richesses intimes, / Tant vous êtes jaloux

de garder vos secrets!” “L'Homme et la mer”, FM, in OC, t. I,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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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ui qui regarde au dehors à travers une fenêtre ouverte, ne voit

jamais autant de choses que celui qui regarde une fenêtre fermée. Il

n'est pas d'objet plus profond, plus mystérieux, plus fécond, plus

ténébreux, plus éblouissant qu'une fenêtre éclairée d'une chandelle. Ce

qu'on peut voir au soleil est toujours moins intéressant que ce qui se

passe derrière une vitre. Dans ce trou noir ou lumineux vit la vie,

rêve la vie, souffre la vie.

Par-delà des vagues de toits, j'aperçois une femme mûre, ridée déjà,

pauvre, toujours penchée sur quelque chose, et qui ne sort jamais.

Avec son visage, avec son vêtement, avec son geste, avec presque

rien, j'ai refait l'histoire de cette femme, ou plutôt sa légende, et

quelquefois je me la raconte à moi-même en pleurant.

Si c'eût été un pauvre vieux homme, j'aurais refait la sienne tout

aussi aisément.

Et je me couche, fier d'avoir vécu et souffert dans d'autres que

moi-même.

Peut-être me direz-vous: "Es-tu sûr que cette légende soit la vraie?"

Qu'importe ce que peut être la réalité placée hors de moi, si elle m'a

aidé à vivre, à sentir que je suis et ce que je suis?197)

이 시의 요체는 창문의 상징적 기능에 있다. 닫힌 창문을 통해 시인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설légende”인데, 시적 화자에게는 외부

의 현실이 어떤 식으로 놓여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점이 아니다. 화자

에게 닫힌 창문은 이야기가 전사轉寫되는 장소이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상이다. 전설은 열린 창문이 아니라 닫힌 창문을 통해서만 더욱

풍성해진다.

화자 자신이 짓고 있는 전설의 청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에게 자기 밖

의 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들레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197) “Les Fenêtres”, SP , in OC, t. I,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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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살았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

럽게 느끼”는 화자에게, 진실이든 아니든 전설 자체가 중요한 것은, 타인

들의 삶을 시인이 오로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공하여 그것을 통해 자신

의 존재 근거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읽혀질 가공의 어떤 것’으로서의 전설은 시인에게는 시 자체를 가리키게

된다. 결국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에 관한 이 시에서, 시인으로서의 자기성

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울로 기능하는 창문인 것이다.

스티브 머피Steve Murphy는 여기에 이 시의 실제 청자인 독자와의

관계를 덧붙이고 있다. 반성적 거울로서의 거울-시에 초대되는 것은 그

시를 읽는 중인 독자이기도 하다. 보들레르 자신이 타인의 삶을 통해 스

스로의 존재를 확인했듯이, 이번에는 시인이 만든 이야기에 독자가 스스

로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티브 머피는 이를 가리켜 시인

자신 그리고 독자 사이에 “반사 계약le contrat spéculaire” 관계가 성립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98) 보들레르가 「창문들」과 마찬가지로 「거

울」을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도 바로 이 ‘반사 계약’이라는 것이다.

반사 계약을 통해 반성성의 담론을 따르고 있는 이 시에서, 이야기된 것,

꿈꾸어진 것으로서의 현실, 자기 자신에 의해 쓰인 것으로서의 전설은

다름 아닌 자신이 쓰는 중에 있는 「창문들」이라는 시 자체를 가리킨

다. 이렇듯 창문은 상징적 거울로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 꿈과 현실, 자

아와 비자아를 연결시키고, 시인에게 시인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시인이 스스로에게 반사 계약을 부여하고 독자와의 사이에서 이것이

198) Steve Murphy, Logiques du dernier Baudelaire: Lectures du Spleen de Paris,

Paris: Honoré Champion, 2003,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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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때, 앞서 거울이 꿈의 매개가 되었던 것처럼, 창문, 액자, 그림틀

등은 시인 자신의 상상력을 작동시키고 또 그것을 담는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동질적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거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비친 자아의 모습이 흉한 것이든 아니든, 거울을 통

해 스스로에게 그려 보이는 ‘전설’의 내용이나 의미가 어떠한 것이든, 꿈

을 꾸도록 만드는 상징 기능 그 자체인 것이다.

그리하여,

제 아무리 칭찬받는 화가의 그림이라도,

가없는 자연에서 따로 떼어 내어,

아름다운 액자에 끼워 넣어야만,

뭔지 모를 기이함과 매력이 살아나듯이,

Comme un beau cadre ajoute à la peinture,

Bien qu'elle soit d'un pinceau très-vanté,

Je ne sais quoi d'étrange et d'enchanté

En l'isolant de l'immense nature,199)

「액자Le cadre」와 같은 것들은, 마치 “검은 아이라인이 시선을 더욱

깊고 독특하게 만들며, 눈이 무한을 향해 열린 창이라는 모양새를 분명

하게 갖추도록” 하듯,200) 인공적 틀을 통해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201) 거울은 유한하면서도 무한함의 인상을 주는 바다가 그

199) “Le cadre”(Un Fantôme), FM, in OC, t. I, p. 39.

200) “ce cadre noir rend le regard plus profond et plus singulier, donne à l’œil une

apparence plus décidée de fenêtre ouverte sur l’infini”, “L'Eloge du Maquillag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C, t. II, p. 717.

201) Cf. Sima Godfrey, "Baudelaire's Windows", in L'Esprit Createur 22, 4, 1982, pp.

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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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듯, 또한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면 그래야 하듯, “유한 속의 무한

l'infini dans le fini”202)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보들레르의 작업이 가진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거울-시 쓰기를 통한 ‘자기 쓰기’의 측면이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며, 이 상징적인 거울-시

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인간조건의 해방이라는 꿈을

제시하는 거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들레르가 『벌거벗

은 내 마음』을 기획하면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고백Les

Confessions』이 빛을 잃고야 말 거대한 책을 쓰겠다고 밝힌 것을 알고

있다.203) 비록 기획 자체는 미완으로 끝났지만, 이는 통상적인 고백적 글

쓰기와는 전혀 다른 것임에는 분명하다. 보들레르에게 ‘자신을 쓴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 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스스로를 시 쓰기 자체의 힘만으로 영속적인 탄생의 과정 속에 두는 것

을 의미한다. 시를 통해 무한의 문을 열고자 한 보들레르에게 유의미한

삶은 시를 거울로 만드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그는 현실 내에서 유일하

게 가능한 존재양태를 거울-시 쓰기에서 본 것이다. 『악의 꽃』의 여정

이 「죽음」편에서 새로운 탄생을 향한 여행으로 끝나고 있는 것처럼 말

이다.

202) Le Salon de 1859, in OC, t. II, p. 636.

203) 보들레르는 1861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Ah! si

jamis celui-là[Mon coeur mis à nu] voit le jour, les Confessions de

J(ean)-J(acques) paraîtront pâles.” 그리고 같은 해 7월 25일자 편지에서 “나 자신에

관한 한 권의 거대한 책, 나의 고백록un grand livre sur moi-même, mes

Confessions”을 다시 언급한다. Patrick Labarthe, Baudelaire et la tradition de

l'allégorie, Genève: Droz, 1999,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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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러한 거울-시 쓰기의 시도는 보들레르에게 자신이 만들

어낸 환상으로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창조를 의미한다. 보들레르는 『폭죽불꽃』에서, 자신의 머리가 혹시 “마

술에 걸린 거울”204)인 것은 아닌지를 자문하고 있다. 그는 불행malheur

을 포함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생각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는 그가 생

각하는 현대적 아름다움이란 항상 모든 것이 역전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임을, 또 이를 보들레르 스스로 의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술에 걸린 거울”인 보들레르는 시를 일종의 강신술로 받아들였

다.205) 그는 언어 자체에 혼을 불어넣어, 언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기를 바랐다. 시인은 시를 통해 하나의 독립적 세계를 만들어

내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던 보들레르에게, 시란, 나아가 예술이란, 현

실을 재현하는 거울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거울이 된다.

204) “mon cerveau serait-il un miroir ensorcelé?” Fusées, in OC, t. I, p. 658.

205) “De la langue et de l'écriture, prises comme opérations magiques, sorcellerie

évocatoir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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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거울-시 쓰기에서 거울의 시학으로

시적 체험이 열어주는 지복의 순간을 스스로 경험한 시인인 보들레르

는, 자신만의 정신이 담긴 시를 거울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문학사에 현대성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보들레르가 시를 통

해 현대를 열었다고 말하는 대신, 보들레르라고 하는 거대한 거울에 비

친 세계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평을 스스로 열어 보인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정신으로 사물들을 환히 비추어, 그 반영을 다른 사람들의 정신

에 투사하고 싶다.

Je veux illuminer les choses avec mon esprit et en projeter le reflet

sur les autres esprits.206)

보들레르가 『1859년 살롱』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그대로 모사하는 실증주의

자들의 세계관과 달리, 상상력의 예술가인 보들레르는 인간의 상상력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한다.207) 인간의 상상력이 시의 형태로

작품으로 승화되어 독자들과 대면할 때, 꽃피는 거울-시는 “새로움의 감

206) Le Salon de 1859, in OC, t. II, p. 627.

207) “C’est l’imagination qui a enseigné à l’homme le sens moral de la couleur, du

contour, du son et du parfum. Elle a créé, au commencement du monde, l’analogie

et la métaphore. Elle décompose toute la création, et, avec les matériaux amassés et

disposés suivant des règles dont on ne peut trouver l’origine que dans le plus

profond de l’âme, elle crée un monde nouveau, elle produit la sensation du neuf.

Comme elle a créé le monde (on peut bien dire cela, je crois, même dans un sens

religieux), il est juste qu’elle le gouverne.” ibid., p. 621.



- 92 -

각”을 세계에 투사하고, 시인과 독자는 마침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본다.

본고는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거울이 내포하는 의미를 여러 층위에서

살피며 보들레르에게 거울이 단지 하나의 수사학적 장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그의 시세계 전체를 통해 미학적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결

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들레르가 거울이라는 문학적 소재를

다루는 방식은 다양한 면모를 띤다. 그는 거울의 이미지가 가진 다채로

운 결정면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거울이 지닌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

미를 작품 속에 담아내기도 하는 한편, 거울 자체를 시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여기에는 일견 어떠한 체계나 구성의 의도가 발견되지 않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보들레르가 이렇게 산발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거울을 보는 방식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상화된 세계 속에서

반짝이는 거울의 이미지이다. 인공적 이상 세계의 환각과 몽상의 공간

속에서, 거울은 그 특유의 매력을 발산한다. 그것은 종종 매력적인 눈-

거울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이 이상화하는 거울의 이미지는 그것이 비추

는 대상을 미화한다는 점에서, 그것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인 화자 스스

로를 이상화한다는 점에서 나르시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르시스적

도취의 거울과 달리, 거울의 이미지 속에서 자신의 낯설고 험상궂은 얼

굴을 발견하는 보들레르는 진실의 거울에 반-나르시스적 시선을 던진다.

댄디로서, 우울에 빠진 자로서, 아이러니스트로서, 보들레르의 면면面面

은 자기 내면의 균열을 바라보는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의 3부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적 거울의 이미지는, 앞서 보들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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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과 우울을 대변하는 대립적인 거울들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

준다. 그것은 상호적 시선의 나눔을 통해 상응의 상징이 된다. 보들레르

에게 거울은 일차적으로는 시인 자신의 이중적 비전을 반영하며, 궁극적

으로는 상징을 탐구한 시인으로서 그것을 통해 시적 글쓰기의 문제를 제

기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본고의 서두에서 보들레르 시세계에서 거울의 성좌들을 엮어

나가고자 하면서, 보들레르의 시적 여정 자체를 따라가고자 한 것이 아

님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작위적 재구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 보들레르적 거울의 의미 탐색이 그의 주요

미학적 문제의식과 시적 궤적을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다는 점은, 보들

레르에게 거울이 그의 시세계 전체를 촘촘히 엮고 있는 의미망일 뿐만

아니라, 미학상의 시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할 수 있

는 것은 아닐까? 본 연구의 목적이 보들레르의 작품세계에서 거울의 주

제가 포괄하는 영역들을 탐사하고, 그것의 면면을 밝힘으로써 보들레르

의 거울이 포괄하는 현상적이거나 상징적인, 또는 의미론적 영역들에 대

한 탐색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보들레르가 거울-시

를 포괄하는 일종의 ‘거울 텍스트’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들레르에게서 텍스트208)가 거울처럼 직조texture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 상의 거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 텍스트의 형태나 의미 또는 주제에 있어서의 대칭이나 변

형의 반복, 도치, 이중화의 효과 등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보들레르의 인공미학에 대

208) 이때 텍스트의 범위는 개별 시편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작품군 또는 작품집 전체를

포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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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는 예술작품의 형식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보들

레르는 내용과 불가분인 형식에 의도를 부여하여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 시인이었으며, 그에게는 치밀한 인위적 구성이 부여된 것만

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터 브룸의

연구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거울의 모티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주제 구성

체에 내에서 단지 하나의 테마나 반복적인 메타포인 것만이 아니라, 통

사의 광범위한 패턴에서부터 음성학적 요소들과 운율, 압운에 이르기까

지, 형식, 구조, 표현의 측면에서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영향을 끼치

고 있”음을 언급한다.209) 다른 한편으로, 스타로뱅스키와 히들스턴을 비

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거울처럼 분절된 「백조」의 2부가 1부의 반영되

고 수정된 이미지처럼 읽힌다는 점을 언급하거나210), 같은 방식으로

『악의 꽃』의 각 시는 앞선 시들의 주제, 이미지, 리듬 등이 반사된 표

면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211)

본 연구에서 수행한 보들레르적 거울의 의미 탐구와 더불어 시인의 시

세계에 내재된 거울 형식, 거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개별 텍스트들 또

209) “The mirror is a haunting motif in Baudelaire's poetry. It is not only a theme

or recurrent metaphor, worked into the thematic texture, but an influence(sometimes

intuitive or subconscious) on aspects of form, structure and expression, from the

broadest patterns of syntax to the glimmers of phonetics, swirls of rhythm and

knots of rhyme.” Peter Broome, op. cit., p. 488.

210) “Cette imagination qu'on pourrait appeler spéculaire s'étend jusqu'à la forme

même des poèmes qui foncionnent parfois comme des miroirs. La deuxième partie

du "Cygne", par exemple, se lit comme l'image reflétée et corrigée de la première,

dont les phrases, quatrains, rythmes et syntaxe sont désaxés par une vision

chaotique et disloquée de la capitale.” J. A. Hiddleston, op. cit., p. 184.

211) “Il est en ainsi des Fleurs du Mal elle-même qui fonctionnent comme autant

de miroirs, car chaque poème se présente comme une surface qui réfléchit les

thèmes, images, locutions et rythmes des poèms précédent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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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 작품군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지만, 이를

보들레르의 시세계 전체 차원에서 확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거울 구조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작업은 자칫 분명하지

않은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곡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거울

을 보다 문학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이런 미시적 독해가 가진 위험으로

부터 거리를 두면서, 보들레르를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나 보르헤

스Jorge Luis Borges의 경우처럼 거울의 주제에 문학적 관심을 쏟은 다

른 작가들과의 연관 속에서 접근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들레르

가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는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96 -

참고문헌

1. 보들레르의 작품

Œuvres Complètes, t. I et II, éd. Claude Pichois, Paris: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76.

Les Fleurs du Mal, ed. Claude Pichois, folioclassique, Paris:

Gallimard, 2007.

Petits Poèmes en Prose, ed. H. Lemaitre, Classiques Garnier, 1985.

2. 연구서 및 논문

BACHELARD, Gaston, L'Eau et les Rêves, Paris: José Corti, 1942.

BARBEY D'AUREVILLY, Jules, Du dandysme et de George

Brummell, Coll. dirigée par Nicole Bon et Daniel Arsand, Paris:

Balland, 1986.

BERCOT, Martine, “Miroirs baudelairiens”, in Dix études sur

Baudelaire, Paris: Honoré Champion, 1993.

, “Des Fleurs du Mal au Spleen de Paris”, in

Magazine littéraire, janvier 2003.

BERNARD, Suzanne, Le poème en prose : de Baudelaire jusqu'à nos

jours, Paris: Nizet, 1994(1959).

BERSANI, Leo, Baudelaire et Freud, Paris: Seuil, 1977.

BONNEFOY, Yves, Sous le signe de Baudelaire, Paris: Gallimard,



- 97 -

2011.

BROOME, Peter, Baudelaire's poetic patterns, Amsterdam: Rodopi,

1999.

BRUNEL, Pierre, “Baudelaire”, in Encyclopaedia Universalis, 2012.

CELLIER, Léon, “Devant le miroir de Venise. Gautier et Mallarmé”,

in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caises,

N°11, 1959.

, “D'une rhétorique profonde: Baudelaire et

l'oxymoron”, in Parcours initiatiques, Neuchâtel: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7.

, “«Les Phares» de Baudelaire: Etude de structure”, in

Parcours initiatiques, Neuchâtel: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7.

COMPAGNON, Antoine, Les Cinq paradoxes de la modernité, Paris:

Seuil, 1990.

, Baudelaire devant l'innombrable, Presses

Paris-Sorbonne, 2003.

, “Baudelaire antimoderne”, in Magazine

littéraire, n°418, 2003.

COURTÈS, Huguette, “La symbolique du miroir et la tradition

platonnicienne”, Bulletin, n°38, Académie des sciences et lettres de

Montpellier, 2008.

DURAND, Gilbert, Beaux-arts et archétypes, Paris: PUF, 1989.

EGELDINGERE, Marc, “La symbolique solaire dans l’oeuvre critique

de Baudelaire”, Études françaises, vol. 3, n° 2, 1967.



FONDANDE, Benjamin, Baudelaire Et L'exprience Du Gouffre,

Complexe, 1999.

FRANÇOIS, Carlo R., “La Vie antérieure de Baudelaire”, Modern

Language Notes, Vol. 73, No. 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8.

FRAPPIER, Jean, “Variations sur le thème du miroir, de Bernard de

Vantadour à Maurice Scève”, in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caises, Vol.11, N°11, 1959.

FROIDEVAUX, Gerald, “Modernisme et modernité : Baudelaire face à

son époque”, in Littérature, N°63, 1986.

GALAND, René, Baudelaire: poétiques et poésie, Paris: Nizet, 1969.

GILL, Austin, “Le symbole du miroir dans l'œuvre de Mallarmé”, in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caises, N°11,

1959.

GODFREY, Sima, “Baudelaire's Windows”, in L'Esprit Createur, 22:

4,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GUIETTE, Robert, “Des Paradis artificiels aux Petits Poèmes en

prose”, in Etudes baudelairiennes, III, Neuchâtel: La Baconnière,

1973.

GUYAUX, André, Baudelaire: un demi-siècle de lecture des Fleurs

du mal, 1855-1905, Presses Paris-Sorbonne, 2007.

HIDDLESTON, James A., Baudelaire and <Le Spleen de Paris>,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Baudelaire au miroir”, in Cahiers Textuel:

Lire les fleurs du mal, N°25, Université Paris7 – Denis Diderot,



- 99 -

octobre 2002.

JASINSKI, René, A Travers le XIXe siècle, Minard, 1975.

JEANNERET, Michel, Baudelaire et le théatre d'ombres, in Le Lieu

et la Formule, Neuchâtel: A la Baconnière, 1978.

LABARTHE, Patrick, Baudelaire et la tradition de l'allégorie,

Genève: Droz, 1999.

LEGRAS, L., “L'ennui Baudelairien”, in Annales de Bretagne, t. 41,

numéro 1-2, 1934.

LLOYD, Rosemary(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Baudela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MAUREL, Anne, La Critique, Paris: Hachette, 1994.

MAURON, Charles, Le dernier Baudelaire, Paris: José Corti, 1986.

MELCHIOR-BONNET, Sabin, Histoire du Miroir, Paris: Imago, 1994.

MELTZER, Françoise, Seeing double: Baudelaire's modern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MICHAUD, Guy, Message Poétique du Symbolisme, Paris: Nizet,

1947.

, “Le thème du miroir dans le symbolisme français”,

in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caises,

Vol.11, N°11, 1959.

MORICE, Louis, “La vie antérieure”, in Études littéraires, vol. 1, n° 1,

Département des littératures de l'Université Laval, 1968.

MURPHY, Steve, Logiques du dernier Baudelaire, Paris: Honoré

Champion, 2007.

(ed.), Lectures de Baudelaire: Les fleurs du mal,



- 100 -

Rennes: PUR, 2002.

PICHOIS, Claude et al. ed., La jeunesse de Baudelaire vue par ses

amis: Buisson, Chennevières, Le Vavasseur, Prarond et autres

témoins : lettres à Eugène Crépet, W.T. Bandy Center for

Baudelaire Studies, Vanderbilt University, 1991.

POULET, Georges, La Poésie éclatée, Paris: PUF, 1980.

RAYMOND, Marcel,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Paris: José

Corti, 1989.

RICHARD, Jean-Pierre, Poésie et profondeur, Paris: Seuil, 1976.

RUFF, Marcel A., Baudelaire, Paris: Hatier, 1957.

SARTRE, Jean-Paul, Baudelaire, Paris: Gallimard, 1967.

SCHIFFER, Daniel Salvatore, Philosophie du dandysme, Paris: PUF,

coll. Intervention philosophique, 2008.

SCOTTE, Maria C., Baudelaire's Le Spleen De Paris: Shifting

Perspectives, Ashgate, 2005.

STAROBINSKI, Jean, La Mélancolie au miroir - Trois lectures de

Baudelaire, Paris: Julliard, 1989.

VALÉRY, Paul, “Situation de Baudelaire”, Variété 1 et 2, Paris:

Gallimard, 1978,

VATAN, Florence, “La Mélancolie sans miroir”, The French Review,

vol. 70, N°2, 1996.

WILCOCKS, Robert, “Towards a Re-examination of

L'Héautontimorouménos”, The French Review, vol. 48, N°3, 1975.

WILHELM, Fabrice, Baudelaire: L'écriture du narcissisme, Paris:

L'Harmattant, 1999.



- 101 -

고봉만, 「조지 브러멀과 댄디즘에 대하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1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0.

김동훈, 「세계의 몰락과 영웅적 멜랑콜리: 독일 바로크 비극, 보들레르,

그리고 발터 벤야민」, 『도시인문학연구』, 2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0.

김창수, 「보들레르의 『아시시의 詩』 硏究 (1): 연구의 현황」, 한국프

랑스학논집, 제38집, 2002.

, 보들레르의 <이로니> 연구 (Ⅰ) - 『Le Spleen de Paris』의

「Le Miroir」에 대한 疑問에서 시작된 讀書들의 첫 번째 報告 -, 한

국프랑스학논집, 제45집, 2004.

, 보들레르의 이로니 (Ⅱ) - 『빠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

의 「거울Le Miroir」에 대한 한 疑問에서 시작된 讀書의 두 번째 報

告 -,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0집, 2005.

, 「보들레르의 당디슴 연구(I)」,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4집,

한국프랑스학회, 2006.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도윤정, 「철학자 보들레르의 반(反)개념적 글쓰기 : 미술비평문을 중심

으로」, 『철학사상』, 제27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8.

박기현, 「Etude sur le paysage pictural du peintre Baudelaire」, 『프

랑스학연구』, 제35호, 프랑스학회, 2006.

, 「프랑스 현대시의 이미지와 회화이론」, 『프랑스문화예술연

구』, 제7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2.

박현용, 「낭만적 아이러니 개념의 현재적 의미: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이

론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45권 4호(통권 제92집), 한국독어독문

학회, 2004.



- 102 -

심재상, 『노장적 시각에서 본 보들레르의 시세계』, 살림, 1995.

에른스트 벨러, 이강훈․신주철 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동문

선, 2005.

오생근, 『엘뤼아르의 詩를 통해본 相互的 視線의 神秘』, 서울대학교석

사학위논문, 1975.

유진현, 「Le rôle du miroir dans le roman de J.-K. Huysmans」, 『불

어문화권연구』, 제11집,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 2001.

이경진, 『제발트 문학에 나타난 멜랑콜리 연구- 발터 벤야민의 멜랑콜

리적 역사철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이승엽,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눈(l'œil)의 이미지 연구』, 서울대

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장 벨맹-노엘, 최애영 역, 『문학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

린책들, 2012.

프로이트, 「나르시시즘 서론」,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2.

황현산, 「「이중의 방」에 나오는 “mirette”의 번역에 대해」, 『한국프

랑스학논집』, 제78집, 2012.

3. 인터넷 및 기타 자료(인터넷 최종확인일자: 2013년 7월 28일)

CHEVALIER, Jean. et GHEERBRANT, Alain, Dictionnaire des

Symboles, coll. bouquin, Laffont, 1982.

Encyclopaedia Universalis, http://www.universalis.fr/dictionnaire/



- 103 -

Encyclopédie Larousse en ligne, http://www.larousse.fr/encyclopedie

LITTRÉ, Émile,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Gallimard-Hachette, 1964.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 http://www.cnrtl.fr

VASNIER, Louis-François, Petit dictionnaire du patois normand en

usage dans l'arrondissement de Pont-Audemer, Rouen: A.

Lebrument, 1862.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콜레주 드 프랑스 인터넷 홈페이지(앙투완 콩파뇽 강연 영상자료)

http://www.college-de-france.fr/site/antoine-compagnon



- 104 -

Résumé

Étude sur le miroir dans l'œuvre de Baudelaire

SONG Hong Jin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te étude a pour but d'éclairer le sens du miroir dans l'œuvre de

Baudelaire en analysant divers aspects des miroirs baudelairiens, à

supposer que ceux-ci occupent une place essentielle dans l'univers de

cet auteur. Ce qui attire d'abord toute notre attention est le fait que

le miroir, dont les images ou les métaphores sont réccurentes chez

Baudelaire, apparaisse sous la figure de la surface de l'eau, du ciel,

des yeux de l'amant ou d'un chat, et représente d'ailleurs le poète

lui-même. En abordant le thème du miroir chez Baudelaire, nous

avons examiné sous trois points de vue : le miroir narcissique de

l'ivresse, le miroir anti-narcissique de la vérité, et enfin les miroirs

réciproques en tant que symboles de correspondances.

Dans la première partie de cette étude, nous avons traité le miroir

narcissique de l'ivresse lequel a rapport à la notion d' « idéal

artificiel », autour des Paradis artificiels. Ces images du miroir

resplendissent dans les descriptions de paysage d'hallucinatio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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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oir idéalisant dont l'image est chargé d'éléments liquides et

cristallins tout à la fois, reflète les intentions de Baudelaire, qui veut

réaliser l'idéal artificiel « en fixant le rêve », et qui signifient la

maîtrise anti-naturaliste d'un rêve. Le miroir du monde onirique,

idéalisant le monde sensible, invite notre poète à l'idéalisation du moi,

une situation où il a confiance en ses immences capacités

d'imagination créatrice. L'image des « yeux-miroir », qui apparaît

souvent dans Les Fleurs du mal, illustre bien cette double

idéalisation. Le miroir de l'ivresse appartient à la vieille catégorie des

« miroirs menteurs », qui nous enseigne qu'il faut se méfier du

trompe-l'oeil. Mais, à la condition que la dualité réside dans

l'esthétique de Baudelaire, on peut deviner que le miroir de l'ivresse

est aussi ambivalent. En fait, ce miroir de l'ivresse, c'est ce que

Baudelaire a tenté de poursuivre, comme le rêve surnaturel. C'est le

miroir de « la vraie réalité », autrement dit ue miroir magique.

Dans la deuxième partie, il s'agit d'une dimension de la réflexivité.

Pour le dandy, « vivre et dormir devant un miroir », c'est entrer

dans une première phase de la conscience réflexive, car ce dandy qui

est narcissique d'un côté et anti-narcissique de l'autre, s'aperçoit de

l'altérité de son image vis-à-vis du miroir et s'évertue à la contôler.

Un poème en prose dans Le Spleen de Paris, intitulé Le Miroir,

reflète l'attitude d'un dandy qui regarde « un homme épouvantable »

« cherchant la vérité dans l'homme ». Mais, à chaque fois que

Baudelaire retourne vers son spleen existentiel, le « miroir de la

vérité » fait surgir des images de la mélancolie. Ces image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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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sagrégation du moi, anti-narcissiques, hantent Les Fleurs du mal.

Si ce miroir de la mélancolie représente deuxième phase de la

conscience réflexive, la troisième est alliée au miroir ironique en tant

qu'état de conscience du dédoublement de conscience elle-même,

comme « la vorace ironie » dans le poème L'Héautontimorouménos.

L'ironie, cette conscience-même de l'artiste, c'est une malédiction

divine mais simultanément « soulagement et gloire uniques ― La

conscience dans le Mal » (L'irrémédiable).

Dans la troisième partie, nous considerons les images des miroirs

réciproques qui dépassent les deux dimensions précédentes du miroir

baudelairien. En se reflètant mutuellement, les êtres dans la nature

créent un tout autre espace-temps ouvert sur l'infini, « forêts de

symboles » de Correspondances. L'image des « miroirs jumeaux »

dans La mort des amants révèle le secrêt de l'unité dans la dualité.

C'est le miroir unique qui est devenu le symbole des

correspondances. et à travers ce symbole, Baudelaire a traité sa

poésie comme un miroir. En projettant le monde et lui-même sur ce

miroir-poésie, il attend, à tout moment, la naissance d'un monde

nouveau.

Par le biais des multiples facettes du miroir, Baudelaire, le poète au

miroir, a montré sa double vision du monde de manière explicite et

n'a eu de cesse de se demander quel était le sens de l'écriture

poé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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