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학 논문

셀린Céline의 『밤 끝으로의 여행Voyageaubout

delanuit』연구 :죽음의 언어와 주체성의 탐색

L'étudesurVoyageauboutdelanuitdeCéline:

lalanguemortelleetlarecherchedelasubjectivité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 공

이  주  환



셀린Céline의 『밤 끝으로의 여행Voyageaubout

delanuit』연구 :죽음의 언어와 주체성의 탐색

L'étudesurVoyageauboutdelanuitdeCéline:

lalanguemortelleetlarecherchedelasubjectivité

지도교수  유  호  식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 공

이  주  환

이주환의 석사학 논문을 인 함

2013년 6월

  원  장 정       (인)

부  원 장 유 호 식     (인)

       원 김  령  (인)



- i -

국문 록

이 논문은 루이-페르디낭 셀린의 『밤 끝으로의 여행』을 ‘죽

음의 언어’가 범람하는 간기 실 속에서의 주체성 탐색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언어와의 불화는 주인공-화

자 바르다뮈의 여정을 설명하는 핵심이며,바르다뮈 스스로가 말

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 그의 “여행”은 단 된다.이러한 경향성을

이해하기 한 틀로 오이디푸스 콤 스를 비롯한 정신분석의 개

념들이 요청된다.이에 따르면 “여행”은 언어에 한 거부와 2자

계의 지향으로 특징지워지는 험한 기도로 악되며,여행의

지는 그 안에 정주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발견과,3자의 수

용으로 악된다.

1장에서는 1차세계 의 장과 랑스령 아 리카를 배경으로

드러나는 ‘죽음의 언어’의 실체를 살피고,“밤 끝으로의 여행”의 도

피 성격을 밝힌다.‘죽음의 언어’란 장군,특무상사,시장,군의

등으로 형상화되는 ‘아버지’의 언어로,문명세계의 유지라는 기능을

상실하고 셀린의 표 에 따르면 “죽고 죽이기”의 지옥을 불러오는

치명 인 언어이다.바르다뮈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을 하는

‘죽음의 언어’앞에서,새로운 언어의 추구 는 언어 이 을 향한

도피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만,결국 언어라는 제3자가

개입하기 이 을 향하는 “밤 끝으로의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2장에서는 바르다뮈가 추구하는 “밤”이 곧 침묵하는 세계이며,

‘어머니’의 육체와 계됨을 살펴본다.바르다뮈는 반 인 서술의

흐름과는 무 하게 특정한 여성 을 강박 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말 없는 여성의 육체에 한 집착과 말하는 여성에 한

오감이다.앙루이유 노 에 한 로뱅송의 오이디푸스 살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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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닥치세요”를 외치는 매맞는 여자 아이에 한 바르다뮈의

감정이입은 이들 여성의 문제가 곧 ‘어머니’에 한 바르다뮈의 이

상에 계됨을 증거한다.문학 비평가 장-피에르 리샤르에 따르면

셀린의 “밤”은 “존재 용해”의 공간인데,낙태후유증을 앓는 처녀

에피소드에서 바르다뮈는 이 “밤”을 여성의 음부와 연결짓는다.밤

끝으로의 여행이란 모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이자 언어로부터

의 도피의 연장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죽음을 피해간

다는 그의 의식 동기와는 달리,존재 용해를 향한 여정은 죽음

을 향해가는 다른 길일 뿐이다.

3장에서는 바르다뮈의 동반자 로뱅송 옹의 죽음을 통하여 바

르다뮈가 말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살펴본다.로뱅송은 “고가

구처럼 반들거리는”부르주아의 언어,곧 기존 죽음의 언어와는 다

른 새로운 언어의 모델이자,바르다뮈가 받아들이게 되는 죄의식

의 상이 된다.여행 의 바르다뮈에게 로뱅송은 그의 분신으로

기능한다.그는 바르다뮈가 차마 행할 수 없는 반을 행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신 받는다.로뱅송이 분신의 상에서 벗어나

독립 인 성격을 얻게 되는 것은 바르다뮈와 로뱅송 사이의 제3자

로서 마들롱이 개입하면서부터이다.용기있는 진실의 언어를 구사

하고 마들롱에게 살해당함으로써,로뱅송은 바르다뮈에 의해 이상

화되며, 한 바르다뮈의 죄의식의 근원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새로

운 ‘아버지’의 상을 차지하게 된다.바르다뮈는 로뱅송의 죽음을

통해 그의 ‘고발의 언어’를 하는 ‘말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셀린의 『밤 끝으로의 여행』은 언어로부터 등을 돌리는 도피의

여행으로 시작하여 그러한 여행이 단되고,새로운 고발의 언어

가 정립되는 것으로 끝난다.오이디푸스 콤 스의 에서 보

자면 아버지에 한 거부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아버지의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다.이는 시 강제로 인해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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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긴 여정을 통해 벌이는 주체성 탐색의 드라마로 볼 수 있

다.여행의 갑작스러운 단, 는 여행의 지속에 한 체념은 그

러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정 의미를 부여받는다.폴 니

장이 지 했던 것처럼,본 작품은 1930년 에 유행하던 이데올로

기 소설의 범주를 벗어나,불안한 한 개인의 주체성 탐색을 그리

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주제어 :셀린,주체성,오이디푸스 콤 스,언어,삼자 계,분신

학 번 :2011-20034



목 차

Ⅰ.서론 ························································································1

Ⅱ.본론 ························································································5

1.죽음을 부르는 말에 한 공포·····································5

1.1.아버지의 언어 :세계 과 폭력의 언어···················11

1.2.수동 타 :거짓말과 증의 역설···························17

1.3.언어로부터의 도피 :

‘다른 세계Autremonde’로의 여행································23

2.침묵하는 세계의 추구·····················································32

2.1.‘밤’으로서의 어머니와 말의 소멸··································39

2.2.말하는 ‘나쁜 어머니’························································47

3.로뱅송의 죽음과 말하는 주체의 탄생 ························62

3.1.욕망의 리자 :분신으로서의 로뱅송·························66

3.2.환상의 방해자 :마들롱의 개입과 로뱅송의 변모·····74

3.3.말하는 사람의 탄생 :결핍의 수용과 언어 갱신·······81

Ⅲ.결론························································································86

참고문헌·······················································································91

Résumé·························································································94



- 1 -

Ⅰ.서론

루이-페르디낭 셀린Louis-FerdinandCéline의 1932년 작 『밤 끝으로

의 여행Voyageauboutdelanuit』(이하 『밤 끝』으로 약칭)의 주된

특징은 1인칭 화자 페르디낭 바르다뮈FerdinandBardamu의 진술이 보

여주는 불친 함과 비일 성에 있다. 를 들면 본 작품의 첫 에피소드

에서 바르다뮈는 명백한 반 주의의 입장을 피력하던 충동 인 자원

입 를 하지만,그를 자원입 라는 “그 불행한 결정으로 몰고 간 충동”

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언 되고 있지 않으며1), 옹 로뱅송Léon

Robinson에 한 바르다뮈의 태도 역시,에피소드에 따라,심리 변화에

한 어떤 묘사도 없이,극단 인 변화를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개별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일,그럼

으로써 피상 비일 성 아래의 일 성을 찾는 일이야말로 본 작품을 이

해하기 한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우리는 1인칭 화자의 회상 형식을

갖춘 소설이라는 본 작품의 기본 인 형식을 고려하여,다른 여러 모순

들이 ‘말하기’에 한 바르다뮈의 이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자 한다.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지만,그 에서도 자신

에게 닥친 불행을 ‘말’과 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

다.

Aveclesmotsonneseméfiejamaissuffisamment,ilsontl'airderien

1)이 에 해서는 뤼비노Rubino가 히 지 하고 있다.화자에 의해 생략된 ‘충동’이

무엇인지를 밝 내는 것은 오롯이 연구자의 몫으로 남는다.

"Lenarrateurometparfoisladescriptiondesprocessusmentauxoudesdonnées

caractériellesquiexpliqueraientcertainscomportementsdeFerdinand.Quandil

nousrelatel'engagementdecelui-ci,ilsegardebiendedétaillerlesmécanismes

del'impulsion quilepousseàcechoix malheureux.Ilseborneàrappeler

rétrospectivementl'ignoranceetlemanqued'imaginationquiontfavoriséunetelle

sottise."

GianfrancoRubino,"Lehasard,laquête,letempsdansleparcoursdumoi",

Roman20/50,n.17,1994,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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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mots,pasl'airdedangersbiensûr,plutôtdepetitsvents,depetits

sonsdebouche,nichauds,nifroids,etfacilementreprisdèsqu'ils

arriventparl'oreilleparl'énormeennuigrismouducerveau.Onnese

méfiepasd'euxdesmotsetlemalheurarrive.(...)Donc,onneseméfie

jamaisassezdesmots,c'estmaconclusion.

우리는 로 충분히 말을 경계하지 않는다,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

고, 험스러워 보이지 않으며,되려 미풍 혹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

은 약한 입소리처럼 보인다. 한 말들은 뇌의 물 하고 칙칙한,거 한 지

겨움을 통해서 귀에 도착했을 때 쉽사리 되울릴 수 있을 것 같다.사람들은

말을 경계하지 않으며,그 때 불행이 우리를 덮친다.(...)따라서 우리가 아무

리 말을 경계해도 충분치 못하다.그것이 나의 결론이다.2)

그런데,“말을 경계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론conclusion과는 조 으

로,바르다뮈는 끊임없는 장 설을 쏟아내고 있는 화자다.우리는 그러한

모순을 이해하기 한 시도로서 오이디푸스 콤 스라는 정신분석학

개념을 경유하고자 한다.주체의 오이디푸스 콤 스에 한 반응은 그

가 ‘말하는 주체sujetparlant’로서 사회에 통합될 것인지 혹은 말을 거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망상 속에 고립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의 도식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삶을 하는데 필수 인 ‘결

핍’을 받아들인 인간이며 말을 거부한 인간이란 어머니와의 이자 계에

서 하 던 것으로 간주되는 완 한 충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핍을

거부하는 인간이다.3)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끊임없이 이자

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반응이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받

2)Louis-FerdinandCéline,Voyageauboutdelanuit,Gallimard,1984,p.611,이하 V.

로 약칭.

3)“아버지의 이름이 배척당함으로써 ‘언어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삶의 기반이 된다.

정신병자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정신병자를 소유하고 있다.신경

증 환자들이 꿈꾸는 이 ‘육체 존재’,결핍 없는 이 육체는 상징계의 차원을 무력화

시키는 충동에게 지배권을 부여한다.(...)완 한 정체성을 가진 상(像)이 한다.

(...)이러한 완벽한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정신병자는 타자 속의 결핍을 제거할 수 있

고,아무 부족 없는 직 성의 세계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페터 비트머,홍 기ㆍ이승미 역,『욕망의 복』,한울아카데미,1998,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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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말을 매개로 한’삼자 계를 정립하는 반응이 있다. 자는 근

친상간 기도와 결부되며 후자는 근친상간 지의 내면화로,곧 모든

문명 질서의 시발 이 되는 기본법의 내면화이며,오이디푸스 콤 스

의 극복과 결부된다.

본 논문은 바르다뮈의 “여행voyage”이 언어에서 언어 아닌 것으로,아

버지에서 어머니로, 계에서 고독으로 향하는 강한 경향성을 갖고 있으

며,서술자 바르다뮈가 발화하는 시 은 그러한 “여행”을 포기하게 된

이후라는 에 주목하 다.우리는 그러한 경향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해,앞서 기술한 것처럼,주체와 언어의 계를 오이디푸스 콤 스와

연 짓는 정신분석 을 경유할 것이며,그로써 본 작품이 지닌 의

미의 공백지 를 메우고,표면 비일 성 아래 숨겨져 있는 일 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작품이 결말로 어드는 기 은 ‘여행’의 동반자로 그려지는 인물이

자『밤 끝』에서 바르다뮈에 버 가는 요성을 가진 인물인 옹 로뱅

송LéonRobinson의 죽음이다.그런데 그의 죽음이 그려지기 이 까지,

바르다뮈가 그려내고 있는 세계는 요컨 ‘아버지’에 한 거부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아버지에 한 오는 바르다뮈에게 곧 ‘말’에 한 원

인 오로 드러난다.주체에게 아버지는 제3자이며,언어로 표상되는

상징계 존재라고 할 때,이와 같은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그러나

로뱅송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바르다뮈에게 결정 인 태도 변화가 일어

났다고 가정하지 않으면,우리는 이 이야기의 성립 자체를 이해할 수 없

게 되어버린다.만약 바르다뮈가 계속해서 말을 거부하는 인물로 남는다

면,바르다뮈의 사후서술narrationultérieure로 주어진 이 소설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르다뮈가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 스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여행을 시도하며,여행의 종착 으로 상정되어 있는 ‘밤 끝’은 곧 근친상

간 공간이며,완 하다고 상상되는 충족의 공간이고,제3자의 개입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한,우리는 바르다뮈가 결

국 로뱅송을 새로운 ‘아버지’로 승인함으로써 자신의 험한 여행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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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시 상징계로 편입된다고 생각한다.바르다뮈는 로뱅송의 언어를

토 로 낡은 언어를 갱신하며,말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자’의 불안한

상에서 벗어나 기만 인 당 의 ‘말’에 맞서는 ‘고발자’의 정체성을 획득

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볼 때,우리는 그가 말을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되는 이유를 로뱅송의 죽음에 한 죄책감으

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차례 로 바르다뮈가 ‘아버지’를 거부하게 되는 경 ,‘어머니’를

향한 험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 ,마지막으로 로뱅송을 새로운 아

버지로 인가하고 여행을 단하게 되는 경 를 살펴보면서,우리의 가설

을 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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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죽음을 부르는 말에 한 공포

먼 본 작품 반부의 시 배경을 이루고 있는 1차 세계 에

한 묘사들을 살펴보자.1차 세계 이 『밤 끝』의 화자에게 지워질

수 없는 흔 을 남겼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바르다뮈가 후의 삶을 어

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몇 가지 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그는 뉴

욕의 지하철을 바라보며 “고기들viandes”로 가득 찬 포탄obus을 떠올리

고 있으며4),낙태시술의 부작용으로 사타구니에서 피를 쏟아내고 있는

환자를 바라볼 때에는 쟁터에서 목격했던 연 장의 잘린 목에서 흘러

나오는 피를 연상하기도 한다.5)지하철을 포탄에 빗 다거나 사타구니의

출 을 잘린 목에서의 출 에 빗 는 것이 일반 으로 통용되는 비유가

아니라는 에서, 의 들은 후의 바르다뮈가 자신의 쟁경험을 모

든 단의 시 석pierredetouche으로 삼고 있다는 앙리 고다르의 지

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6)

1차 세계 이 동시 인들에게 갖는 함의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

하여, 로이트의 「 쟁과 죽음에 한 고찰」을 인용해보자.7)1915년

에 발표된「 쟁과 죽음에 한 고찰」은 세계 을 직 으로 경험

한 이들의 당혹감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역력히 드러나 있는 논문이

4)V.,p.255.

5)V.,p.330.

6)"Célineaétéàcepointtraumatiséparl'enthousiasmeaveclequeldesmillions

d'hommesdestinésàymourirsontentrésdanslaguerreenaoût1914,que

l'événementestdevenupourluilapierredetouchedetoutjugement."

HenriGodard,Voyageauboutdelanuit,Gallimard,1991,p.31.

7) 빌롱Bilon에 따르면 셀린의 표 인 인간들의 “죽이고 죽고자하는 욕망”이 직

으로 참고한 것은 로이트의 「 쟁과 죽음에 한 고찰」이다.

"<<Désirdetueretd'êtretué>>,résuméd'undéveloppementdeFreud,issu

desConsidérationsactuellessurlaguerreetsurlamort."

MarcelleBilon,ÉtudesurVoyageauboutdelanuit,ellipses,2007,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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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이트에 따르면,세계 은 인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낯선 진

실 앞에 노출되게 했다.첫 번째는 우리의 문명이 우리가 공식 으로 표

방하는 것만큼 높은 도덕 수 에 이른 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분노와 환멸은 우리가 사로잡 있던 환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

다.우리의 동포 시민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우려한 만큼 타락하지 않았

다.그들은 애당 우리가 생각한 만큼 높은 수 까지 올라간 도 없었

기 때문이다.”8)두 번째는 ‘애국심’등의 표 으로 구체화되는 쟁의 모

랄이 평화로운 시기의 습 믿음과는 철 하게 반反한다는 사실이다.

“ 쟁은 우리에게 다시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웅이 될 것을 강

요한다.9) 쟁은 낯선 사람을 으로 낙인 고,우리는 그 을 죽이거

나 의 죽음을 바래야 한다. 쟁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무시하라

고 가르친다.”10) 로이트의 논의에 제 되어 있는 것은,인간에게는 의

식 으로 억 러야 할 필요가 있는 동족 살해 본능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셀린Céline은 스스로의 참 경험에 한 분석을 통하여 이

논의를 매우 극 으로 수용하 다.11)그리고 이를 반 하듯,바르다뮈

8)지그문트 로이트,『문명 속의 불만』,김석희 역,열린책들,2003,p.50.

9)연 장colonel의 죽음에 한 묘사는 웅주의에 사로잡힌 형 인 인간 유형의 죽

음에 한 묘사이기도 하다.연 장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것처럼,쏟아

지는 총탄 세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우뚝 서 있다가,어디선가 날아온 포탄 한 발

에 죽어버린다.바르다뮈는 훗날 장에 부러져 있던 시체들을 떠올리며 이 게 밝

히고 있다.

"Lecoloneln'avaitjamaiseud'imaginationlui.Toutsonmalheuràcethomme

étaitvenudelà,lenôtresurtout.Étais-jedoncleseulàavoirl'imaginationdela

mortdanscerégiment?"

V.,p.30.

10)지그문트 로이트,op.cit.,p.69.

11)셀린은 1차 세계 첫 해인 1914년 기병으로 참 ,같은 해에 벨기에 선에서

오른 팔에 부상을 입고 제 하 다.

"CélineaétéparticulièrementfrappéparleshypothèsesdeFreudconcernantles

pulsionsdemortdanssesEssaisdepsychanalyse(1920).Ellessontconfortéespar

sapropreexpérienceducomportementdescuirassiersbretonsen1914:<<Jeles

aivusfoncerdanslamortsansciller[les800]commeunseulhomme...et

chevaux - une sorte d'attirance - pas une seule fois,dix!comme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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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이고 죽는tueretsetuer”것12)이야 말로 사람들이 은 하게 원하

는 바임을 단언하고 있다.

요컨 1차 세계 은 셀린으로 하여 ‘문명 사회’에 한 근본 인

회의를 갖게 하 다.그러한 회의는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사회 질서가

애써 감추고자하는 어두운 진실을 들추어내는 동력이면서도,다른 한편

으로는 셀린이 그의 악명 높은 반유태주의로 기우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되는 ‘끔 한 지 오류laterribleerreurintellectuelle’이기도 하다.

지우스토Giusto는 셀린의 원칙 인 문명 비 을 ‘정신착란aberration’으로

간주할 정도다.13)문명에 한 셀린의 회의를 살펴보기 한 자료로써,

『밤 끝』의 출간 다음해에 쓴 인 「졸라에 한 헌사Hommageà

Zola」를 참조해보자.이 은 1933년 메당Médan에서 발표된 것으로,셀

린이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행한 생애 유일의 연설이며,

이 연설문의 원고는 셀린의 차기작인『외상 죽음Mortàcrédit』에

한 자의 사 주석으로 간주되어,로베르 드노엘RobertDenoël에 의

해 발간된 소책자「‘외상 죽음’의 변호ApologiedeMortàcrédit」에

실리기도 한다.제목과는 달리,이 연설문은 졸라에게 바치는 헌사라기보

다는 셀린 자신의 세계 을 피력하는데 이 맞추어진 짤막한 자기변

론이기 때문이다.발표 시 의 인 성에 기 어,우리는 이 로부터 비

단 『외상 죽음』에 해서 뿐만이 아니라 『밤 끝』에 한 해석의 실

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문명 ‘삶’에 한 다음의 언 을 살펴

보면,셀린의 문명사회에 한 회의가 문명이 인간의 죽음욕동을 제어하

débarras.>>"

MarcelleBilon,op.cit.,p.11.

12)"Jesavaismoi,cequ'ilscherchaient,cequ'ilscachaientavecleursairsderien

lesgens.C'esttueretsetuerqu'ilsvoulaient,pasd'unseulcoupbiensûr,mais

petitàpetitcommeRobinsonavectoutcequ'ilstrouvaient,desvieuxchagrins,

desnouvellesmisères,deshainesencoresansnom quandçasepassealorsplus

viteencorequed'habitude."

V.,pp.343-344.

13)"Sortantdudomainedelacritiqueonpeutdénonceruneaberrationaucoeurdu

systèmecélinien:dénoncerlaculturecommemensonge."

Jean-PierreGiusto,“Louis-FerdinandCélineouledangereuxvoyage”,ROMAN

20/50,N.17,Pressesdel'UniversitéCharles-de-GaulleLilleⅢ,1994,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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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커녕 도리어 방조,나아가 조장하고 있다는 실 인식으로부터 온

것임이 드러난다.

Quand nous serons devenus moraux tout à fait au sens où nos

civilisationsl'entendentetledésirentetbientôtl'exigeront,jecroisque

nousfinironsparéclatertoutàfaitaussi,deméchanceté.Onnenous

auralaissépournousdistrairequel'instinctdedestruction.C'estlui

qu'oncultivedèsl'écoleetqu'onentretienttoutaulongdecequ'on

intituleencore:lavie.

우리가 우리들의 문명이 의도하는 바 로,그리고 우리들의 문명이 원하고,

곧이어 요구하는 바 로,완벽히 그런 의미에서 도덕 인 사람들이 될 때,

는 우리가 한,완벽하게 악의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람

들은 우리의 기분 환 거리로 괴 본능만을 남겨둘 것입니다. 괴 본능이

야말로 우리가 학창시 부터 가꿔온 것이며, 한 아직까지도 우리가 ‘삶’이

라 이름붙이고 있는 어떤 것 내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14)

이와 같은 회의가『밤 끝』안에서 구체 으로 표 되고 있는 한 형태

가 바로 언어에 한 바르다뮈의 극단 불신과 오이다.바르다뮈가

툴루즈의 한 상 에서 은 여자 손님들의 화를 엿듣는 장면을 살펴보

자.막 쟁이 끝난 뒤고,그녀들은 결혼에 해서,가정에 해서,요컨

다시 수복된 질서에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그녀들의 말

이 바르다뮈에게는 단지 “소음”처럼 들려올 뿐이다.15)우리는 같은 장면

에서 아이러니한 체념의 정서에 사로잡힌 바르다뮈가 “인간의 악의가

쟁에서처럼 체계화되기를”16)희망espérer하는 것을 볼 수 있다.바르다뮈

14) Louis-Ferdinand Céline, "Hommage à Zola", in Cahiers de

l'Herne-Louis-FerdinandCéline,PierreBelfond,1968,p.134.

15)"J'avaisfiniparm'asseoirpourqu'ellesm'étourdissentmieuxaveclebruit

incessantdesmots,desintentionsdepenséescommeaubordd'unrivageoùles

petitesvaguesdepassionsincessantesn'arriventjamaisàs'organiser..."

V.,pp.482-483.

16)"Onentend,onattend,onespère,ici,là-bas,dansletrain,aucafé,danslarue,

ausalon,chezlaconcierge,onentend,onattendquelaméchancetés'organ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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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러한 상황을 희망하고 “기 한다attend”는 것은 곧 말과 함께

폭발하고야말 인간의 악의를 “듣는다entend”는 것과 같다.(“onentend,

onattendquelaméchancetés'organisecommeàlaguerre”)그것은

후의 어떤 담론도 쟁을 통해 확고해진 말에 한 불신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형 인 사회 질서에 속

하는 한,바르다뮈에게 그 말들은 언제든 상호 살해라는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될 입바른 거짓말일 뿐이고,나아가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으

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졸라에 한 헌사」로 돌아와,우리가 상정한 ‘문명’,‘

쟁’,‘언어’등의 열쇳말들이 작가 자신의 보다 직설 인 언술 속에서는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자.

Dèsl'âgededixans,ledestindel'hommesembleàpeuprèsfixé,dans

sesressortsémotifstoutaumoins,aprèscetempsnousn'existonsplus

quepard'insipidesredites,demoinsenmoinssincères,deplusenplus

théâtrales.Peut-être,aprèstout,les<<civilisations>> subissent-ellesle

mêmesort?Lanôtresemblebiencoincéedansuneincurablepsychose

guerrière.Nousnevivonsplusquepourcegenredereditesdestructrices.

10살이 되고 부터, 어도 감정 인 측면에 있어서,인간의 운명이란 거의

고정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우린 10살 이후로는 단지 무미건조하게 반복

되는 말들로 살아갈 뿐이며,그 말들은 덜 진실해지는 반면, 더

연극 으로 되어갑니다.아마도,어 든,그 “문명”이라는 것들도 같은 운명

을 따라가게 될까요?우리의 문명은 치유될 수 없는 쟁 신경증 쪽으로 몰

려있는 것 같습니다.우린 이제 그 괴 인 반복되는 말들을 해 살고 있

을 뿐입니다.17)

commeàlaguerre,maisças'agiteseulementetrienn'arrive,jamais,niparelles,

lespauvresdemoiselles,niparlesautresnonplus."

V.,p.483.

17)Louis-FerdinandCéline,op.cit.,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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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 에서 쟁 신경증psychoseguerrière은 병사 개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으로 확장되며,“치유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 에 비추어 볼 때,겹낫표로 강조되고 있는 소 복수의 “문명(들)”

이,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덜 진실해지고 더 연극 으로

변하고야 말”운명인지를 묻는 앞서의 의문문은,한탄에 가까운 자문의

함의를 갖게 된다.『밤 끝』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로,낙태 후유증

으로 고통 받는 딸 앞에서 자신의 비장한 “독백”에 빠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18)을 들 수 있는데,이는 인의 연극성에 한 셀린의 지속 인

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문명은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간다.우리는 이미 문명이 의도하는 바 로 “도덕 ”이 된다는

것은 곧 “악의”로 폭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았다. 한

우리는 이 지문에서 “쓸데없이 반복되어지는 말redites”을 통해 문명

삶이 조직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이에 따르면 쟁은 문명의 한계

를 드러내는 지표임과 동시에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바르다뮈의 말에 한 오가 어떻게 형성되어 어느 정도까지 확

장되는지 개별 에피소드들을 통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우선

은 쟁이라는 특수 상황 아래 장군,시장,군의 들의 언어가 바르다뮈

의 생명을 하게 될 것이다.상이용사로 제 한 이후,그는 다른 세상

Autremonde19)를 꿈꾸며 장을 벗어날 것이다.그러나 바르다뮈의 말

들에 한 불신과 공포20)는 도리어 장을 벗어나 확산되며,결국

18)V.,pp.330-331.

19)이후 아 리카와 미국을 거쳐 랑스로 돌아온 바르다뮈는 다른 세상AutreMonde

이라는 단어로 미국을 지칭하게 되지만,이 단어는 조롱조로 활용되고 있다.그는 뉴

욕의 거리를 보며 랑스의 빌르쥐 를 떠올리는가하면,가 느-랑시의 하늘을 바라

보며 디트로이트의 하늘과 마찬가지라고 표 하고 있는 것이다. 랑스와 미국을 비

교하는 구 들마다,바르다뮈는 역시même나 한aussi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은연 “다른 세상”은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20)말에 한 불신이라는 주제는 셀린 자신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셀린이 1914년 기

병 시 틈틈이 써두었던 일명 ‘기병 데투슈Destouches수첩Carnetducuirassier

Destouches’를 참조해보자면,( 쟁 상황에서) 은이의 힘에 한 장 설을 늘어놓았

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셀린(데투슈)자신이었다.

"J'aisentiquelesgrandsdiscoursquejetenaisunmoisplustôtsurl'éne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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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말에 한 불신이라는 일반론의 수 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1.1.아버지의 언어 :세계 과 폭력의 언어

『밤 끝』의 반부에서 바르다뮈에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말들은,

장군,시장,군의 등으로 변되는 지도자maître들의 언어이며,곧 당

의 “사회 여건, 기사항들,법률”등으로 이루어진 상징 차원의 지도

자들인 ‘아버지’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21)‘아버지’22)들의 말이 갖는

괴 인 힘을 지 하기 해,차례차례로 본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

들의 말과 그에 한 바르다뮈의 반응을 살펴보자.폭력의 언어의 첫 번

째 는 느와르쇠르-쉬르-라-리스의 시장이다.그는 자기 도시의 “ 술

유산patrimoineartistique”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을 드러내면서,하필이

면 독일군이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일 때 느와르쇠르-쉬르-

juvénile n'étaientque fanfaronade etqu'au pied du murje n'étais qu'un

malheureuxtransplantéayantperdulamoitédesesfacultésetneseservantde

cellesquirestentquepourconstaterlenéantdecetteénergie.C'estalorsdansle

fonddemonabîmequej'aipumelivrerauxquelquesétudessurmoi-mêmeet

surmonâmequel'onnepeutscruterjecroisàfondlorsqueelles'estlivréeau

combat."

Louis-Ferdinand Céline,"Carnet du cuirassier Destouches",in Cahiers de

l'Herne-Louis-FerdinandCéline,PierreBelfond,1968,p.265.

21)“ 개자로서 언어는 인간 무의식의 조건을 만들어낸다.언어는 사회 여건, 기사

항들,법률 등을 달하므로 아이는 상징차원에 도달하지 않고는 자기 개인성을,자

신의 주체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한편 상징체계에 돌입함으로서 실의 체험으로부

터 거리를 취하고 동시에 그로 인해 무의식의 골조를 갖게 되는 것이 사회 속에 사

는 인간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박혜 ,「라깡의 이론을 통해 본 주체형성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과 은유,환유의 기

능」,불어불문학연구 26집,1991,p.119.

22)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생물학 이고 연 인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다.‘아버지’

는 무엇보다도 기와 법을 도입하는 기능의 담지자라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이다.

"Sinousmettonsdecôtélesperspectivessubstantialistesetpsychosociologiques,

c'estsurlanotiondefonctionquetoutlemondes'accordepourdéfinircequ'il

enestdupère."

SidiAskofaré&Marie-JeanSauret,Laquestiondupère:pèreetsymptôme,

L'évolutionpsychiatrique,n.69,2004,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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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스를 얼쩡거리고 있는 은 랑스 군인들인 바르다뮈와 로뱅송을

“분별없는inconscient”자들로 몰아세운다.그러나 시장의 말은 세 두

병사들의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에 의해 부정된다.

Patriotiques,morales,pousséespardesmots,fantômesqu'ilessayaitde

rattraper,lemaire,maisquis'estompaientaussitôtvaincusparnotrepeur

etnotreégoïsmeànousetaussiparlavéritépureetsimple.23)

시장이 붙잡으려고 노력하던,말로 내뱉어진,애국 이고 도덕 인 유령들,

그 유령들은 우리들 자신의 공포와 이기심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에

의해 정복되어 세 희미해지고 있었다.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이란 곧 음,아름다움, 통 등 아버지의 언

어가 표면 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 인 가치들 이면에 죽음이 도사리

고 있다는 인식이다. 은 군인들은 그 기 때문에 “공포peur”와 “이기

심égoïsme”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며,그러한 감정이 결여된 자들만

이 기꺼이 “죽고 죽이는”공멸의 투쟁 속에 참여한다. 은 군인들의 공

포와 이기심을 통해 부정되는 상이 시장의 말이기 때문에,그의 말은

곧,셀린식의 표 을 따르자면,죽음과 “ 업하는collaborer”말일 수밖에

없다는 상기 논의의 근거로서,잠시 앙리 고다르의 분석을 인용해보자.

고다르에 따르면,셀린은 1차 세계 이후로,겉보기에 아무 의미도 없

어 보이는 평상시의 다른 행동들도 혹,오직 쟁만이 만족시켜 수 있

을,다른 이를 죽이고 싶은 욕망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

을 갖게 된다.이에 따르면 일상속의 악의,해코지 하고자 하는 욕망,공

격성,질투,가학 성향 역시 이 살인 욕망에 수반되는 부속물들일 뿐이

다.고다르에 따르면 셀린은, 와 같은 에서 볼 때 어쩌면 “두려

움”,“우유부단”,“나태함”따 가 살인 욕망이 그 끝을 향해 치닫는 것

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마 하게 된다는

것이다.24)우리는 본문의 “공포”와 “이기심”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23)V.,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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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부르는 치명 인 아버지의 말에 한 두 번째 는,바르다뮈

가 느와르쇠르-쉬르-라-리스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한 “아버지”의

말이다.이름 없이 그 아버지père로 지칭되고 있는 이 인물은,바르다

뮈와 마주치기 직 에 독일군에게 아들을 살해당한 남자로,바르다뮈에

게 독일군 주둔지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며 두 번씩이나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다.

-Vousêtesbienbrave...C'estparlà!quem'indiquaitlepère,dansla

directiondeNoirceur-sur-la-Lys...Mêmeilsortitsurlachausséepour

meregarderm'enaller.(...)Vousêtesbienbrave,medit-ilencorele

père,etilmeserralamain25)

-참으로 용감하십니다... 쪽이에요! 와르쉐르-쉬르-라-리스 방향을 가리

키며 아비가 말하 다...내가 떠나는 것을 보려고 그는 도로 까지 나왔

다.(...)당신은 정말 용감하십니다.아비가 다시 나에게 말하면서 악수를 청

했다.

앙리 고다르에 따르면,셀린은 을 통한 충분한 감정 달을 해서

는 문법의 변형 괴도 불사하 다.이 때 그가 가장 유명한 문법

괴의 로 드는 것이,셀린의 작품에서 꾸 히 활용되고 있는 반복

구문phraseàrappel이다.셀린은 앞선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감정의

재charge가 충분히 소진되지 않았다고 단될 경우에는,문법 규칙에 어

나게도,첫 번째 표 에 상응하는 명사 혹은 명사를 두 번째로 반복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26)그 다면 인용문의 반복 구문 “그가,그

아비가,다시 내게 말하 다medit-ilencorelepère”라는 문장을 통해,

24)"Seules,peut-être,lacrainte,l'indécision,laparesse,les(=lavacheriequotidienne,

lavolontédenuire,l'agressivité,l'envie,leplaisirprisàvoirouàfairesouffrir)

empêchentordinairementd'êtrepoussésjusqu'àleurtermenaturel."

HenriGodard,Célinescandale,Gallimard,1998,p.68.

25)V.,p.57.

26)HenriGodard,Voyageauboutdelanuit,Gallimard,1991,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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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이 이 장면에서 달하고자 하는 감정은 주로 아버지père에 한 감

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에 한 바르다뮈의 ‘감정émotion’에 주목하면서

다음 로 나아가보자.아버지의 말의 세 번째 이자,아버지에 한 불

신과 공포가 가장 노골 으로 제시된 부분은 특무상사 크르뗄에 한 다

음의 짤막한 묘사일 것이다.그는 지도자maître로 불리지만,그 휘하의

병사들은 짐승들animaux에 빗 어지고 있으며,그것도 막 도살을 앞두

고 있는 짐승들로 묘사된다.

Le juteux du ravitaillement,gardien des haines du régiment,pour

l'instantmaître du monde.(...)Dans la nuitdu village de guerre,

l'adjudantgardaitlesanimaux humainspourlesgrandsabattoirsqui

venaientd'ouvrir.Ilestleroil'adjudant!LeRoidelaMort!Adjudant

Cretelle!27)

보 특무상사,연 의 분노의 수호자,그 때는 세상의 주인.(...) 시의 시

골의 밤 속에서,특무상사는 이제 막 열린 형 도살장들을 해 인간 가축

들을 지키고 있었다.특무상사는 왕이었다!죽음의 왕!특무상사 크르뗄!

여 히 우리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말’이라는 을 염두

에 둘 때,특무상사를 가리키는 은어로 “juteux”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은 특기할 만하다.그 은어의 동사형인 juter는 ‘즙이 나오다’,‘침 따 를

흘리다’,‘멋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연설하다,장 설을 늘어놓다’라는 뜻

을 갖고 있는데,일선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특무상사라는 존재야말로 장에 죽음을 부르는 ‘말’을 도입하

는 사람인 것이다.바르다뮈를 통해, 쟁은 각자의 진 에서 하늘과 같

은 권 를 갖고 있는 이쪽 특무상사와 쪽 특무상사의 싸움으로 묘사된

다.

장을 벗어나서도 말과 바르다뮈의 갈등 구도는 그 로 유지된다.머

27)V.,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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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부상을 입어 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바르다뮈는, 낮에 작스

런 정신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번에는 일반병동에서 정신병동으로

옮겨지게 된다.이 병동에서 바르다뮈를 담당하게 되는 군의 베스똥

교수를 우리는 ‘아버지’의 네 번째 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베스똥

는 바르다뮈의 사례를 군심리학회에 발표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털어놓고

는,바르다뮈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화를 나 다.

-Ah!nospetitssoldats,remarquez-le,etdèslespremièresépreuvesdu

feu,ontsuselibérerspontanémentdetouslessophismesetconcepts

accessoires,etparticulièrementdessophismesdelaconservation.Ilssont

allésd'instinctetd'embléesefondreavecnotrevéritableraisond'être,

notrePatrie.(...).

-Celaestbeau,Maître!Tropbeau!C'estdel'Antique!

Ilmeserralesdeuxmainspresqueaffectueusement,Bestombes.

D'unevoix devenuepaternelle,ilvoulutbien ajouterencoreàmon

profit:<<C'estainsique j'entends traitermesmalades,Bardamu,par

l'électricité pourle corps etpourl'esprit,parde vigoureuses doses

d'éthique patriotique, par les véritables injections de la morale

reconstituante!>>

-Jevouscomprends,Maître!

Jecomprenaiseneffetdemieuxenmieux.28)

-아!이 을 주시하세요,우리의 이름 없는 병사들은 쟁 기부터 모든

궤변과 그것들의 부속 개념들,특히 생존 본능이라는 궤변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알았어요.그들은 본능 으로 단숨에 달려가 우리들의 진정

한 존재 이유,즉 우리의 조국과 혼연일체가 되었어요.(...).

-아름답습니다,선생님! 무 아름답습니다!고 미술품입니다!

베스똥 란 자는 거의 정겹도록 나의 두 손을 꼬옥 잡았다.

부성애 넘치는 음성으로 그는 나를 해 몇 마디 더 했다:“바로 그 게 육체

에 해서는 기를 이용해서,정신에 해서는 애국 윤리의 강력한 약을

28)V.,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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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그리고 윤리 강장제를 실제로 주사함으로써,바르다뮈,나는 나

의 환자들을 치료하려는 거 요!”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실제로 나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 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바르다뮈의 표면 인 동의가 분명 이

인 뉘앙스를 띄고 있다는 이다. 의 인용문에서 바르다뮈는 베스

똥 에게 찬사를 보내며,그의 이야기가 마치 “고 미술품l'Antique”처

럼 아름답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바르다뮈는 분명 느와르쇠

르-쉬르-라-리스의 시장이 말하던,지켜내야만 하는 술 유산, 컨

15세기의 성당에 해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그

다면 고 미술품에 빗 어진 말은,다만 허깨비같이 모호하고 의미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 거의 부성애 넘치는paternelle

목소리가 된 베스똥 의 말에 한 답(“선생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

다”)에서의 이해comprendre와,“실제로en effet”라는 말이 받는 이해

comprendre사이에는 분명한 어조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이 게 바르

다뮈가 구사하는 이 뉘앙스의 언어는 베스똥 의 언어에 한 신랄

한 풍자로서 기능한다.그는 이 면담을 통해 선생님maître의 ‘말 ’이,느

와르쇠르-쉬르-라-리스 시장의 장 설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에 의해 부정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신과 의사 베스똥 교수의 등장은 우리를 거짓말과 ‘증folie’

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인도한다.우선은 바르다뮈가 베스똥 와의 면담

을 통해 비로소 살아남기 해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고,다음

으로는 베스똥 가 바르다뮈의 증을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그에 한

구속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거짓말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

법은 거짓말로부터 등을 돌리고 도망가거나,거짓말에 함께 참여하거나

둘 하나다.그런데 『밤 끝』에서의 증이 두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즉 첫 번째 의미로는 바르다뮈 스스로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

는 증이고29),두 번째 의미로는 그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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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증으로 간주되는 무엇이라면,후자의 증이란 다만 지배 이

데올로기의 언어와 다른 식으로 말하는 병을 뜻한다.이 때 지배 이데올

로기의 언어가 다분히 병 인 것으로 드러난다면,과연 정신병자로 간주

되는 미치 이와 그 지 않은 사람들 가 제정신인 것일까?셀린이

보여주는 증의 역설은,살아남기 해 거짓말에 참여하는 자와 그 거

짓말에 만족하는 병자들 사이의 도된 권력 계를 표 한다.

1.2.수동 타 :거짓말과 증의 역설

살아남기 한 거짓말이 요청되는 배경과,그러한 상황에서 바르다뮈

가 취하는 응 방식을 구체 인 를 통하여 살펴보자.바르다뮈는

장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후방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고,그곳에서 간

호사 롤라Lola를 만난다.아메리카에서 간호사로 자원해 온 롤라는 순진

하고 열렬한 웅주의를 보여 다,그런데 이와 조 으로, 선에서 돌

아온 바르다뮈는 모든 웅주의héroïsme에 한 두려움과 오를 품고

있다.그러면서도 바르다뮈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치유”되었다고 평

한다.그는 시 체제 아래 횡행하는 애국주의나 웅주의와 같은 수상

쩍은 언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병 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Avantd'avoirtraversélefricasséeboueusedeshéroïsmes,sonpetitair

Jeanned'Arcm'auraitpeut-êtreexcité,converti,maisàprésent,depuis

monenrôlementdelaplaceClichy,j'étaisdevenudevanttouthéroïsme

verbalouréel,phobiquementrébarbatif.J'étaisguéri,bienguéri.30)

29)블롱디오Blondiaux는 쟁과 기라는 두 주제가 『밤 끝』을 포함한 셀린의 소설

작품 세계의 골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Deux thèmes traversentl'oeuvre romanesque de Céline,[...],inlassablement

ressassés,entremêlés,jusqu'à ne faire plus qu'un,jusqu'à se fondre dans

l'architecturemêmedudiscourspourenconstituerlatrame:laguerreetla

folie."

IsabelleBlondiaux,Uneécriturepsychotique:Louis-FerdinandCéline,A.G.Nizet,

1985,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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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웅 행 들이 뒤섞인 그 끈 거리는 잡탕 속을 헤치고 나오기 이

었다면,그녀의 잔-다르크 같은 기상이 나를 흥분시키고 교화시켰을지도 모

르겠으나,이제,내가 끌리쉬 장에서 입 한 이후,나는 그것이 말이건 행

동이건 모든 용맹성 앞에서는 공포와 오를 느끼고 있었다.나는 치유된 것

이었다.완 히 치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르다뮈 스스로 치유 되었다고 믿게 된 바로

그 순간,그는 공포증 환자로 낙인 군의 베스똥 교수의 정신

치료를 받게 된다.바르다뮈와 베스똥 의 면담에서,베스똥 는 그에게

정답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그리고 이미 마련

된 ‘정답’들을 맞췄을 때에야 비로소 바르다뮈는 회복기의 환자로 인정받

는다.31)두 사람의 화에서,오직 베스똥 “선생님maître”의 말만이 바

르다뮈의 증에 한 단 기 이 되고 있는 것이다.

-Etchezlesujetd'élitequelpeutêtre,jevousledemandeBardamu,la

plushauteentitéconnuequipuisseexcitersonaltruismeetl'obligeràse

manifesterincontestablement,cetaltruisme?

-Lepatriotisme,Maître!

-Ah!voyez-vous,jenevouslefaispasdire!(...)32)

-그 다면 바르다뮈,내가 당신에게 묻겠는데,선민 속에 있는 알려진 본질

들 에서 그의 이타주의를 자극하고, 그것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하는

본질이 어느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30)V.,p.69.

31)셰스노Chesneau는 바르다뮈의 윗사람들이 그에게 강요하는 것은 ‘노 인’ 정의

답일 뿐이라고 쓰고 있다.

"DansleVoyage,lessupérieursdeBardamu,qu'ilssoientcivilsoumilitaires,ne

luilaissentplacerquedes<<Oui>>serviles."

AlbertChesneau,EssaidepsychocritiquedeLouis-Ferdinand Céline,Lettres

Modernes,1971,p.67.

32)V.,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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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입니다,선생님!

-아!보시다시피,내가 당신에게 그 말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의 인용문에서 바르다뮈가 마음에도 없는 거짓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그가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선생님Maître과의 화가 아니라,바르다뮈와 보다 내 한

계에 있는 사람과의 화를 참조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 시 에서는 후

방 병동에서 잠시나마 그와 연인 계를 맺었던 간호사 롤라Lola와의

화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할 것 같다.그녀와의 화에서,애국주의

를 거부하는 자들은 “미치 이”나 “겁쟁이”라는 롤라의 지탄에 바르다뮈

는 비아냥으로 맞서고 있다.

-Maisc'estimpossiblederefuserlaguerre,Ferdinand!Iln'yaqueles

fous etles lâches quirefusentla guerre quand leurPatrie esten

danger...

-Alorsviventlesfousetleslâches!Ouplutôtsurviventlesfousetles

lâches!Voussouvenez-vousd'unseulnom parexemple,Lola,d'unde

cessoldatstuéspendantlaguerredeCentans?...Avez-vousjamais

cherchéàenconnaîtreunseuldecesnoms?...Non,n'est-cepas?...(...)

Voyezdoncbienqu'ilssontmortspourrien,Lola!Pourabsolumentrien

dutout,cescrétins!Jevousl'affirme!Lapreuveestfaite!Iln'yaque

laviequicompte.Dansdixmilleansd'ici,jevousfaislepariquecette

guerre,siremarquablequ'ellenousparaisseàprésent,seracomplètement

oubliée...A peine siune douzaine d'érudits se chamaillerontencore

par-ci,par-là,àson occasion età proposdesdatesdesprincipales

hécatombesdontellefutillustrée...C'esttoutcequeleshommesont

réussijusqu'iciàtrouverdemémorableausujetlesunsdesautresà

quelques siècles,à quelques années etmême à quelques heures de

distance...Jenecroispasàl'avenir,Lola...33)

33)V.,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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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을 거부하다니,말도 안 돼요,페르디낭!자기네 조국이 험에 처해

있는데 쟁을 거부할 사람은 미친 자들과 비겁자들 뿐이에요....

-그 다면 미친놈들과 겁쟁이들 만세!아니,차라리 미친놈들과 겁쟁이들만

살아남기를!가령 롤라,백년 쟁 에 죽은 병사들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나마 기억하고 있어...?그 숱한 이름들 단 하나라도 알아보려고 해본

이 있어...?아니,그 지 않아....?(...)그러니 그들이 헛되이 죽었음을 분명

히 깨달아야 해,롤라!정말 헛되이,그 천치들이!당신 앞에서 단언하건 !

이미 증명되었어! 요한 것은 삶뿐이야.일만 년 후이면,내가 당신과 내기

를 하겠는데,지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듯 보이는 이 쟁도 완 히 망

각될 거야...겨우 십여 인의 학자들이 가끔,여기 기서,이 쟁을 유명하게

만든 주요 학살의 날짜를 놓고 쓸데없는 싸움질을 벌이는 것이 고작일 거

야...몇 세기,몇 해,심지어 몇 시간 후,인간들이 이러 러한 사건들에

해 지 까지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라곤 고작 그 날짜들 뿐이야...나는 미

래를 믿지 않아,롤라....

바르다뮈는 분명히 “ 요한 것은 삶 뿐이다Iln'yaquelaviequi

compte”라고 말하고 있다.모두들 ‘죽고 죽이지 못해’안달이 나 있는 상

황에서 외롭게 삶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바르다뮈는

미치 이로 취 된 홀로 제정신인 사람이다.그는 쟁터에서 자신이 발

견해낸 진실을 이야기 할 때는 미친 사람으로 취 되고,앞서 인용한 베

스똥 교수와의 화에서처럼 거짓을 이야기 할 때, 는 거짓을 받아

들이는 연극을 할 때는 정상인으로 취 된다.

이런 부당한 우 때문에 바르다뮈는 분열된다.진실을 이야기하는 자

는 언제나 배척당하고 당하기 때문에34),진실을 품고 있는 자는 언

34)진실을 말한 가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뿌리 깊은 불안감의 근거로서,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아직은’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바르다

뮈의 외침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Jediraitoutunjour,sijepeuxvivreassezlongtempspourtoutraconter.

<<Attention,dégueulasses!Laissez-moifairedesamabilitésencorependant

quelquesannées.Nemetuezpasencore.Avoirl'airservileetdésarmé,jedirai

tout."

V.,pp.311-312.



- 21 -

제나 거짓말을 할 비가 되어 있는 다른 자신, 다른 말을 구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앙리 고다르는,『밤 끝』의 일 성cohérence결여

의 이유에 한 해석으로,한 인물에 첩되어 있는 ‘두 사람의 바르다

뮈’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밤 끝』의 독자는 세상의 진

실을 “이해한”바르다뮈와 그 지 않은 바르다뮈 두 사람을 한 명의 화

자를 통해 읽고 있다.

DanslerécitapparemmentundeBardamu,deuxindividussemanifestent

touràtour:celui,aupremierplan,àquilaguerreaouvertlesyeux

surlaréalitédeshommesetdelasociété,-maisaussi,parunparadoxe

courantdansleroman,celuiqu'ilétaitauparavant.Lepremier,ayant

comprispoursoncompte,écritmaintenantpourproclamerlavéritéqu'il

adécouverte.Sonrécitestfaitpour<<mangerlemorceau>>,c'estbien

pourquoiilrefuselalangueécritereçuequiapartieliéeavecunevision

mystifiée-aliénée-deschoses.Cellequ'iladopten'étantspontanément

d'usagequ'àl'oral,leseulfaitdel'écrireprendvaleurdelibérationet

deprotestation.Mais,sousceBardamu qui<<a compris>>,nison

desseindefairecomprendrenilalanguedanslaquelleils'yemploiene

peuventfairequenereparaisseleBardamud'avant:naïf,ignorant(ily

aenluiuncôtéCandide),respectueuxoumêmesoumis,protestantde

soninnocenceetsoucieuxdesejustifier.35)

겉보기에 한 명의 바르다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에,두 사람의

개인이 차례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경에 보이는 자는, 쟁으로 인해 인

간 사회의 실에 을 뜨고 있는 자다,그런데 한,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바이지만,역설 으로, 뜨기 의 바르다뮈라는 한 사람이 더 있다.앞의

바르다뮈는,그 자신 무엇인가를 깨닫고,지 은 그가 발견해낸 진리를 선언

하기 해 을 쓴다.그의 이야기는 ‘자백하기(말하기)’해 쓰여 졌다,물론

그 기 때문에 그는 일정 부분 사물들에 한 기만 인 -소외된 - 을

지닌 통상 문어를 거부하는 것이다.그가 채택하고 있는 언어는 자연스러

35)HenriGodard,PoétiquedeCéline,Gallimard,1985,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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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어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단지 구어체를 쓰는 것만으로도,그것은

해방과 항의 가치를 가진다.그러나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의 기도도,그리

고 그 게 하기 해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이 ‘이해한’바르다뮈 아래에

‘이 의’바르다뮈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그는 순진하고,무지

하고(그는 캉디드를 닮은 구석이 있다),겸손하다 못해 비굴하고,자신의 무

죄를 주장하며,스스로를 정당화하기 해 한다.

‘말’과의 불화 때문에 이제 말하는 자는 살아남기 해서 자기 자신을

찢어놓아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이토록 억압 인 상황 아래 형성

된 바르다뮈의 조심성이,서술상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암시 간과법

paralipse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36) 쟁터와 병원은 그러한 극한 상황이

탁월하게 표 되는 기의 공간이다.바르다뮈는 말을 피해 달아난다.그

는 우선 쟁터와 병원을,다음으로는 랑스를 빠져나온다.바르다뮈의

이동은 그 나름 로는 한 세계monde로부터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으

며37),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죽음의 은

쟁터에서만 발견되는 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바르다뮈가 마주치는

첫 번째 ‘다른 세계’인 식민지 아 리카로 향하는 뱃 에서 그는 장 바

깥도 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통렬한 인식을 얻게 될 것이다.

36)“서술 시 의 범주에서 G(=Genette)자신이 스스로의 업 으로 평가하는 은 무엇

보다 그가 ‘轉調’ 혹은 ‘변조’(altérations)라고 부르는 것에 한 연구이다.

<<altération>>은 이야기 진술 도 <<focalisation>>의 변경이 일어날 때,그것이

일 성 있는 체의 맥락에서 고립되는 것이면 그 변경을 지배 인 코드에 한 잠

정 침해( 반)로 보는 것이다.<<altératio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하나는 원

칙상으로 주어져야 할 정보가 의도 으로 생략되는 경우의 <<암시 간과법

paralipse>>이고,다른 하나는 원칙상으론 지나쳐야 할 정보를 과잉 제공하는

<<paralepse>>이다.(...)서술자나 포커스가 되는 주인공이 모를 수 없는 주인공 자

신의 요한 행동이나 생각을 서술자가 독자에게 감추는 경우의 생략은

<<paralipse>>의 이다.”

정옥상,「서술학 이론에 한 고찰」,불어불문학연구 26권,1991,p.336.

37)"Alorsjesuistombémalade,fiévreux,rendufou,qu'ilsontexpliquéàl'hôpital,

parlapeur.C'étaitpossible.Lameilleurdeschosesàfaire,n'est-cepas,quand

onestdanscemonde,c'estd'ensortir?Fououpas,peuroupas."

V.,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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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언어로부터의 도피 :'다른 세계Autremonde'로의

여행

더 이상 군인으로서 쓸모 없다는 상부의 단 때문에 바르다뮈는 랑

스군 지원병 신세에서 벗어난다.무일푼인 그는 손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소문난 랑스령 아 리카로 떠나기 해 아미랄 라그똥호

l'AmiralBragueton에 몸을 싣는다.그런데 항해 기간이 길어지고 후덥

지근한 날씨와 높은 습도때문에 아미랄 라그똥호 승객들의 짜증이 폭

발한다.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이질 인 인물로 간주된 바르다뮈에게

그들의 분노를 집 시킨다.선상에서 불 듯 증오의 표 이 된 바르다뮈

는 살해 당할 기에 놓이지만 순간 인 기지를 부려 상황을 무마하고,

야음을 틈타 작은 배를 타고 도주한다.

아미랄 라그똥호 에피소드 앞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1)어떤 상황에서,왜,바르다뮈는 증오의 상이 되는가?우

리가 “ 잖은 행실,겸손한 태도,공손함,배려,섬세함”을 갖추고 있었다

는 바르다뮈의 자기 평가를 믿는다면,그토록 모가 없는 인물이 왜 증오

의 상으로 거듭나는지는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2)어떻게,

왜,바르다뮈는 살아남았는가? 기를 벗어난 바르다뮈는 이내 식민지

소속 군인 패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어떤 마술 같은 말로 그들

을 설득했기에 그토록 뿌리 깊은 증오를 따스한 환 로 바꾸어놓았단 말

인가?3)그들의 친구가 되는데 성공했건만,살아남은 바르다뮈는 무엇

때문에 도망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 히 우리가 이미 제기했던 문제들인 문명,죽음

욕동,살아남기 한 거짓말과 계되어 있다.논의를 구체화시키고,그

럼으로써 바르다뮈로 하여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

는 극한 상황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기 하여,잠시 로이트,셀린과 더

불어 문명과 폭력이 맺고 있는 계를 진지하게 성찰한 사상가 의 한

명인,르네 지라르Girard의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참조해보도록 하자.

지라르는 문명을 곧 차이의 질서로 정의한다.종교 사고방식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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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은 차이를 재생산˙유지하기 해 작동하는데, 컨 근친상간

기와 친부살해 기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자 계로 차이 지음으로써

아내/어머니라는 상을 둘러싼 경쟁을 막는다.차이의 소멸이 곧 문화

질서의 붕괴이자 공동체의 기인 이유는,욕망의 수원이 ‘모방 본능’에

있기 때문이다.차이의 도입자, 컨 종교 인 것lereligieux이 남아있

는 사회에서라면 기가 소멸하면,만인이 만인을 모방하는 사태가 벌어

지고,이것은 곧 만인에 한 만인의 투쟁으로 화한다.38)차이가 소멸한

다,아무도 내가 군가를 모방하는 것을 지하지 않는다,그가 욕망하

는 것을 나도 욕망한다,우리는 같은 것을 두고 경쟁한다,내가 죽거나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린 서로에게 연쇄 폭력을 가한다.상호 폭력

violenceréciproque속에서 공동체 원은 공멸의 기에 처한다.그런데

이러한 차이소멸 상indifférenciation은 공동체 소멸의 기이자 다른

한편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조건이기도 하다.39)모방으

로 만인이 만인을 증오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방 때문에 무수한

증오는 단 한사람에 한 증오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상호 폭력이

만장일치 폭력violenceunanime로 변하게 되는 계기는 곧 익명의 군

에 의한 희생양의 자의 선택이다.

선상에서 고립되기 시작하는 바르다뮈에 한 묘사는 곧 희생양 선택

의 자의성에 한 묘사로 읽힐 수 있다.더 에 녹아내려,서로 구분되지

않을 만큼 엉겨 붙은 덩어리로 그려지는40)아미랄 라그똥호의 승객들

은 다음과 같이 돌연히 바르다뮈에 해 증오의 길을 보내기 시작한

38)르네 지라르,김진식 역,『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1993,p.116

39)르네 지라르,op.cit.,pp.76-77.

40)후술하겠지만 아미랄 라그똥호의 승객들은 거 한 취태massiveivrognerie에 속에

서로 뒤엉겨coagulé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 우리는 아메리카에 한 바르다뮈

의 묘사에서도 비슷한 표 을 찾을 수 있다.그는 ‘뒤죽박죽’이나 ‘곤죽’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마말 이드marmelade에 뉴욕의 군 들을 빗 고 있는 것이다.

"[...]etencorecettemollerumeurdelafouleenremous,hésitante,fastidieuse

toujours,toujoursentrainderepartir,etpuisd'hésiterencore,etderevenir.La

grandemarmeladedeshommesdanslaville."

V.,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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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ln'existeaprèstoutquebienpeuderaisonsvalablespouruncivil

inconnudes'aventurerdecescôtés...Espion,suspect,ontrouvamille

raisonspourmetoiserdetravers,lesofficiersdansleblancdesyeux,

lesfemmesensouriantd'unemanièreentendue.Bientôt,lesdomestiques

eux-mêmes,encouragés,échangèrent,derrièremondos,desremarques

lourdementcaustiques.Onenvintàneplusdouterquec'étaitbienmoi

leplusgrandetleplusinsupportablemufledubordetpourainsidirele

seul.41)

여하튼 일개 민간인이 구태여 그런 곳에서 모험을 나설 마땅한 이유가 없

다는 것이다...스 이다,범죄 용의자다 등등,장교들은 흰 을 뜨고,여인

들은 알겠노라는 식으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경멸스럽게 바라볼 오만가지

이유를 찾아냈다.얼마 안 되어서는 사들마 고무되어,나의 등 뒤에서

몹시 신랄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다.사람들은 바로 내가 그 배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말하자면,유일한 놈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

었다.

바르다뮈가 만인의 증오를 사게 되는 이유는,그가 아미랄 라그똥호

에서 “요 을 지불한 유일한 승객”42)이며 식민지 연감에 등록되지 않은

유일한 자라는 사실에 있다.물론 이것은 합리 인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먼 “가장 사소한 징후나 가장 하찮은 추측”이 선상에 만연해 있는 증

오를 끌어 모으면 “스 이”라거나 “범죄자”라는 식의 그럴듯한 이유는

사후 으로 구성된다.

Quandlahainedeshommesnecomporteaucunrisque,leurbêtiseest

viteconvaincue,lesmotifsviennenttoutseuls.43)

41)V.,pp.150-151.

42)"Moi,seulpayantdu voyage,jefustrouvéparconséquent,dèsquecette

particularitéfutconnue,singulièrementeffronté,nettementinsupportable"

V.,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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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증오가 어떤 험도 수반하지 않을 때,그들의 허튼소리는 세 확

신을 얻으며,이유는 이유 로 따로 붙는다.

희생양이 희생양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그에 한 폭력이 비반

향 이기 때문이다.바르다뮈는 선상에서 홀로 고립되어있다.그에 해

서 ‘모두가’폭력을 가할 때,그는 ‘구에게도’폭력을 되돌려 수 없

으므로,그의 죽음으로 폭력의 연쇄는 종결되고 선상에 평화를 가져다

수 있다.

바르다뮈에 한 소문은 사람들이 ‘악마Diable나 하느님BonDieu에

해 한 번쯤 들어본 것처럼’선상의 모든 이들에게 퍼지며,끝내는 그를

“악마 같은 요성infernaleimportance”을 가진 인물로 격상magnifier시

키고 만다.“악마나 하느님”이라는 표 에 주목해보면,희생양이 두 차례

변모한다는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다시 한 번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

다.바르다뮈는 왜 자신의 신변을 하는 소문을 악마,그리고 하느님

BonDieu의 그것에 빗 고 있는가?그리고 왜 결국 그 소문은 바르다뮈

를 ‘악마 같이’ 요한 인물로 만드는가?지라르는 성스러운 것lesacré

를 상반된 것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가장 이로운 것과 가장 해로운

것의 결합이 성스러운 것이며,희생양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진행에 따라

두 극단을 모두 체 한다.그는 일단 상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극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 해로운 자로 낙인 힘으로써 희생양이

된다.만장일치 폭력으로 살해된 뒤에는 악마로 칭해졌던 바로 그 희생

양이,다시 찾아온 평화의 유일한 공로자로서,신처럼 추앙받는다.바르

다뮈는 성스러운 것이 폭력과 이어져있음을 감하고 있다.그러나 그를

수식하는 말은,일단은 악마의/지옥의/끔 한infernal이어야 한다.

아미랄 라그똥호의 ‘모든 사람들’을 신해서44)바르다뮈의 처단자로

43)V.,p.154.

44)"Aunom demescamaradesetdespassagersdecebateaujustementindignés

parvotreinqualifiableconduite,j'ail'honneurdevousdemanderraison!..."

V.,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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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선 미종 는 그에게 아마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발언권을

다.바르다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며 안도한다.희생양에

게,희생양 선택의 자의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그러나 그

는 선택의 자의성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한발 더 나아가 더 와 습기로

인해 무 져있었던 차이를 복구 시킴으로써 군인들의 환 를 받기에 이

른다.마법과도 같은 “ 랑스 만세”가 그것이다.

Enfin,jemerisquaipourtermineràfairetournoyerundemesbras

au-dessusdematêteetlâchantunemainducapitaine,uneseule,jeme

lançaidanslapéroraison:<<Entrebraves,messieurslesOfficiers,doit-on

pastoujoursfinirpars'entendre?VivelaFrancealors,nom deDieu!

VivelaFrance!>>C'étaitletrucdusergentBranledore.Ilréussitencore

danscecas-là.Cefutleseulcas où la Francemesauva la vie,

jusque-làc'étaitplutôtlecontraire.45)

드디어 험을 무릅쓰고,팔 하나를 머리 로 올려 휘두르면서,그리하여

의 손을,다만 하나만을 놓아 주면서,나는 연설의 결론을 향해 돌진하

다 :“용감한 사람들끼리는,장교 여러분,결국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아

닙니까?그러니 랑스 만세,빌어먹을! 랑스 만세!”그것은 랑르도르 상

사의 수법이었고,이번 경우에도 먹 들었다. 랑스가 나의 목숨을 구해

유일한 경우 고,그때까지는 차라리 그 반 다.

“ 랑스 만세VivelaFrance”는 단지 애국심의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취태醉態로 뒤엉긴”46)한 무리로부터 랑스 군인을 끌어내는

차이의 선언이다. 쟁을 곧 집단 증으로 여기고 있는 바르다뮈가

자신의 군인 정체성을 강조할 때에는47)언제나 의식 인 노림수가 있는

45)V.,p.159.

46)"toutlecontenuhumaindunavires'estcoagulédansunemassiveivrognerie."

V.,p.149.

47)연설의 앞부분에서 바르다뮈는. 미종 와 마찬가지로 자신 한 “사랑스러운

조국”을 지키기 해 싸워 온 참 용사이며,아직도 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

는 장 설을 늘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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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그것이 후방 병원에서는 “애국자”들의 환심을 사기 한 수작이었고

아미랄 라그똥호에서는 살아남기 한 방편인 것이다.비슷비슷한 사

람들이 승선해 있는 배에서 유일하게 구별되는 존재인 “악마”로 몰려 고

립되어 있던 바르다뮈는,‘군인’을 언 함으로써,그래서 같은 배에 승선

하고 있는 리들과 상인,여교사들로부터 군인을 떼어냄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을 집단의 자리를 마련하고,알콜과 더 에 젖어 기진맥진하던

그들에게,다른 승객들과는 달리,“용감한brave”이란 수식어를 부여하는

것이다.그러자 축 늘어진 채로 서로 “ 을 주고 받던”,“다투고,욕하

고,조르고,험담을 늘어놓던”48)이들이 홀린 듯 생기를 되찾는다.

Lefluxdesesartèressetrouvaitcommeassoupliparl'effetdemes

originauxéloges,savisions'éclaircissait,sesyeux striésetsanglants

d'alcoolique tenace finirent même par scintiller à travers son

abrutissementetles quelques doutes en profondeur qu'ilavaitpu

concevoirsursa propre valeuretquil'effleuraientencore dans les

moments de grande dépression s'estompèrent pour un temps,

adorablement,parl'effetmerveilleux demesintelligentsetpertinents

commentaires.49)

그( 미종 )의 동맥피의 흐름은 나의 참신한 찬사의 효력에 힘입어 유

연해진 듯하 고,그의 빛은 밝아졌으며,고질 인 알코올 독자에게서

발견되는 그의 가고 핏 선 두 은 드디어 그 멍청함을 젖히고 반짝이

기 시작하 다. 한 그가 자기 자신의 가치에 해 품게 되었던 내 한 몇

가지 회의가,몹시 의기소침할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하던 그 회의들이 나의

명석하고 한 논평에 힘입어 잠시 희미해졌다.

미종 를 괴롭히는 회의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한 회의이며,그가 정체성identité을 회복하는 것은 바

48)"Ilss'accrochent,ilsmordent,ilslacèrent,ilsenbavent."

V.,p.154.

49)V.,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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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뮈의 입바른 말들이 그런 생각을 (잠시)덮어버리기 때문이다.연설

이 끝난 뒤 바르다뮈가 한 일이라곤 밤새 군인들에게 그들의 무용담을

묻고는,그 허황된 이야기들을 진지한 얼굴로,추임새를 넣어가며,경청

한 것 뿐인 것이다.그러나 그 거짓행 를 통해 바르다뮈는 그들을 남과

는 다른 용기의 소유자로 변모시키며,그래서 “행복의 창조자”50)가 된다.

무차별화indifferenciation 상이 불러오는 국 인 상황을 희생양 메

카니즘이 수습함으로써 질서를 수복한다는 지라르의 이론을 우리가 이미

참조한 바 있는 로이트의 「 쟁과 죽음에 한 고찰」과 겹쳐볼 수

있을 것이다. 로이트는,모든 ‘문명의 선’을 포기하고 죽음 욕동의 진

실과 그것을 지하는 계명의 자의성을 받아들일 때 인류는 원시 상태

로 퇴행하되,삶은 좀 더 견딜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반 로 날

것의 욕망을 포기한 가로 얻어진 문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계 으

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낸 서구 문명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원시로의 퇴행이냐 문명의 쇄신이냐라는

로이트 인 선택지는 지라르에게서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반복된다.

질서의 수복을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지하여 이룰 것인지, 는 무차별화

가 필연 으로 폭력과 희생을 부르게 된다는 과학 인식을 통해 무차별

화를 피해가는 의식 노력을 통해 이룰 것인지 사이의 선택을 곧 원시

질서의 반복과 질서의 쇄신사이의 선택이라는 로이트 질문의 반

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 의 바르다뮈는 ‘죽고 죽이기’야 말로 세상의 진실이라는

념에 무 깊이 침윤된 나머지 새로운 질서에 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그가 스스로 제시하는 선택지에는 아직 새로운 말의 탐구

가 들어있지 않다.바르다뮈는 죽음과 거짓말하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단언한다.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거짓말하기를 선택해왔음을 암

시하고 있다.

Lavéritédecemondec'estlamort.Ilfautchoisir,mouriroumentir.Je

50)"Décidément,j'étaisuncréateurd'euphorie!"

V.,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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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jamaispumetuermoi.51)

이 세상의 진실은 죽음이다.죽을 것인가,혹은 거짓말을 할 것인가,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나는 로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

바르다뮈에 한 집단 개심이 분명한 가운데서도 미종 는

단히 정 한 어조로 바르다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이러한 아이러니

가 낳은 시간 여유가 바르다뮈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애국심의 강조를 통해 살아남는 바르다뮈의 략은 ‘윤리 강장제’

를 주사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병사들을 치료하겠다는 베스똥 교수의

방법을 모방하고 있다.그것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른 문명 질서를 일

시 으로 돌려놓는 진통제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그 기 때문에 미

종의 회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잠시pouruntemps”“희미해 질

s'estomper”뿐인 것이다.52)

바르다뮈는 술에 곯아떨어진 군인들을 뒤로하고,야음을 틈타 도망치

기로 결심한다.그의 표 에 따르면 선상의 평화는 단지 “잔혹성의 지

trêvesdecruaut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잠시 희미해진 것일 뿐인

미종의 의구심,즉 꼭 그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를 체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르다뮈의 찬사가 잊

질 무렵 되살아날 것이고,그 일은 다른 군인들이나 다른 리들,다른

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다.53)게다가 열 의 한 더

51)V.,p.256

52)거짓말의 진통제와 같은 효과에 한 묘사는 작품 후반부에서도 반복된다.우연찮게

툴루즈의 선상 티에 된 바르다뮈가 배의 주인이자 화가이기도 한 인물에게 찬

사를 늘어놓는 다음의 장면에서,바르다뮈의 거짓말은 성교와 같은 효과를 자아내며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잠 재운다’.

"[...]j'allailuiadresserquelquescomplimentsbiensentisetresplendissantsau

patron,dubonheurenphrasespourlesartistes.C'estdeçaqu'illuifallait.Dès

qu'illeseutreçusmescompliments,cefutcommeuncoït.Ilselaissacouler

versundessofasbouffisdubordets'endormitpresqueaussitôt,biengentiment,

évidemmentheureux."

V.,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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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아미랄 라그똥호를 뒤덮는다면,짜증으로 발된 새로운 희

생 기는 다른 미종을 다른 바르다뮈 앞에,“ 쟁의 한 조

각”54)처럼 세우고 말 것이다.물론 바르다뮈가 다시 한 번 선택되지 않

으리란 보장은 없다.바르다뮈가 마지막으로 갑 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무차별화 상이 진행되고 있다.

J'euxencoreletempsd'apercevoirunefoisencoreenm'enfuyantmes

dangereux compagnonsdu bord.(...)Repus,vautres,ilsseressemblaient

tous à présent, officiers, fonctionnaires, ingénieurs et traitants,

boutonneux,bedonnants,olivâtres,mélanges,àpeuprèsidentiques.55)

행랑을 치며 나는 다시 한 번 뱃 의 내 험한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었

다.(...)포식을 마친 맷돼지 사냥개들의 모습은 이제 모두 비슷한 꼴이었다.

장교들, 리들,기술자들,정보국원들,여드름난 사람들,올리 색의 인간들,

혼 인들이,거진 같아 보 다.

모든 곳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죽고 죽이기tueretsetuer’해

안이 되어 있다.그리고 그 상황을 조장하고 정당화한 것은 다름 아닌

주인maître들의 말이다.바르다뮈에게 펼쳐진 선택의 갈림길을 다시 한

번 주체와 ‘말’과의 계 설정에 한 것으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새

로운 말을 찾아갈 것인가, 는 말의 이 으로 돌아갈 것인가.바르다뮈

는 우선 후자의 길을 선택한다.그는 말이라는 제3자가 개입하기 이 을

꿈꾼다.그는 ‘죽음을 부르는 말’로부터 멀어지고자 밤 끝으로 여행을 떠

난다.56)그것은 제3자를 부정하는 여행이며 곧 이자 계로 돌아가고자

53)우리는 이어지는 ‘뽀르뒤리에르社 에피소드’에서 식민지의 상인들이 열병에 걸려 죽

어갈 때까지 업무에 시달리다가,어떻게 ‘체’되곤 하는가에 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

54)"Cethomme(=capitaineFrémizon)mefaisaitl'effetd'unmorceaudelaguerre[...]"

V.,p.158.

55)V.,p.163.

56)랄랑드Lalande는 바르다뮈의 근본 인 고뇌가 죽음의 을 겪지 않고는 어디에서

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의한 불안감에 있다고 악하며,밤 끝으로의 여행은

어둠lenoirabsolu속에서의 휴식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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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행이다.우리는 이제 이 여행이,죽음의 으로부터 멀어지겠다

는 애 의 기도,그리고 “ 요한 것은 삶 뿐”57)이라는 의식 선언과는

달리,되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임을 살펴볼 것이다.

2.침묵하는 세계의 추구

『밤 끝』은 본래 N.R.F.지에 출 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희곡 『교

회L'Eglise』를 삼아 수많은 가필과 편집,다시 쓰기를 거쳐 완성된

작품이다.58)앙리 고다르는 『교회l'Eglise』를 『밤 끝』으로 개작함에

있어 근본 인 변화는 1인칭 화자 “나je”의 도입임을 강조하고 있다.그

에 따르면 특권 인 인물-화자 바르다뮈는,극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구

체 인 상황”이나 “ 화”의 향에서 벗어나,표 하나 단어 하나에 이

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하여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특권”과 “의무”를 갖고

있다.59)그 결과,『밤 끝』의 나je는, 컨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의 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타 나-화자jenarrateur와는 달리,일

된 구어 사용의 효과에 힘입어 “비교도 안 되게”개인성이 강조되어

있는 상태다.60)『밤 끝』이 특권 인 한 사람의 진술로 구성된 이상,독

자는 그가 보여주는 것만을 볼 수 있고,들려주는 것만을 들을 수 있다

"Nouspouvonsdèsmaintenantjustifierletitreduroman.LemotVoyagetraduit

laconceptionpicaresquedelaviedeBardamu;etcevoyageabienunpoint

d'arrivée,quandlechemineauatteindralereposdanslenoirabsoluenrefusant

touteautreambitionquecelled'êtrequelquepart,n'importeoù."

BernardLalande,Voyageauboutdelanuit,Hatier,1991,p.31.

57)"Iln'yaquelaviequicompte."

V.,p.88.

58)"Deuxansontéténécessairespourtransformerunepièce<<ratée>>enl'undes

romanslesplusmarquantsduXXesiècle."

MarcelleBilon,op.cit.,p.22.

59)HenriGodard,op.cit.,p.282.

60)"SilanarrationdeBardamus'imposemalgrétout,elleledoitàlanouveautéde

lavoix,incomparablementpluspersonnelleetplusprésentequed'autres,grâceà

cetongénérald'oralitéqueCélineluiconfèredèslespremiersmots."

HenriGodard,Ibid.,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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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자명하다.그런데 선택 -사후 편집이 가해진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추 할 수 있는 것은 객 이고 연 기 인 진실이 아니라,화

자의 주 진실일 뿐이다.『밤 끝』의 독서는 바르다뮈에게서 반복

으로 진술되는 이미지,반복 으로 채택되는 ,그리고 기억의 생략과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이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으로부터,그가

오직 그 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 ’의 한 로,우리는 바르다뮈의 여성

을 지 해 볼 수 있다.바르다뮈는 작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건의 배

후로서 여성을 지목하고 있다.61)세계 의 참화 속에서,롤라와 뮈진

느는 남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을 맡으며,아미랄 라그똥호에서

익명의 여교사는 바르다뮈를 향한 장교들의 분노를 배후 조종한다.알

시드 상사의 조카딸은,그가 극한에 가까운 자기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며,

며느리 앙루이유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남편을 부추기고 있다.이

처럼 구체 인 묘사가 아닐지라도,나아가 반 인 서술의 흐름과는

상 없어보일지라도,바르다뮈는 그가 거쳐 간 자리에 어떤 여성들

이 있었는지,그리고 그녀들은 남자들과 어떤 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연극, 화,음악,소설,시 등 작 묘사되는 모든 종류의 술을

매력 으로 만드는 요인 역시 여성이다.부상자 병동으로 문을 온 아

름다운 여배우는 랑르도르 상사를 비롯한 모두를 배우로 만들어 버린

다. 쟁에 비 이며,애국주의 담론의 허구성을 꿰뚫고 있는 바르다뮈

조차,그녀의 매력 앞에서는 애국 인 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62)“

쟁 바이올리니스트violonistedeguerre”63)뮈진느는 군인들에게

61)열정enthousiasme을 창녀putain에 빗 는 그의 독특한 수사법은 여기서 유래할지도

모른다.

"L'enthousiasmehélas!C'estrienquepournous,ceputain!"

V.,p.54.

62)"<<Maisc'estdemoiqu'ils'agit!ai-jefaillicrieràcemoment.Demoi

seul!>>"

V.,p.132.

63)V.,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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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희망이 되어 그들의 거짓투성이 존재 이유를 보존시켜 다.바르다

뮈는 미국 체류기에 화에 심취하나 그것은 스크린에 비치는 아름다운

여인들에 심취하기 함이다. 을 다친 로뱅송은 병상에 워 어린 시

그와 계를 맺었던 어느 귀부인과의 추억을 ‘화처럼’끊임없이 되

새긴다.

우리는 여성에 한 바르다뮈의 집착이 ‘여행’과는 어떤 상 이 있는지

물을 수 있다.바르다뮈가 미국 체류 옛 연인 롤라의 집에서 우연히

그녀의 여자 친구들과 마주치게 되는 에피소드는 그러한 집착이 바르다

뮈의 여정 속에서 갖는 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생물학 성체배령

communionbiologique이란 표 으로 성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 한 구

을 살펴보자.

Maiscettecommunion biologique,décisiveau coursd'un voyage,ce

messagevital,jenefisquelepressentir,àgrandsregretsd'ailleurset

tristesseaccrue.Incurablemélancolie.64)

그러나,여행 에 결정 인,이 생물학 성체배령,그 생명의 메시지를,나

는 막연하게 상할 수밖에 없었다,어 든 엄청나게 후회되고 슬픔은 증

되었다.치유될 수 없는 우울증이다.

결정 이다(décisive)라는 표 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첫 번

째로,생물학 성체배령은 여행에 있어 ‘결정 으로’ 요하다.두 번째

로,생물학 성체배령은 차라리 그것을 시도할 수 없었더라면 보존되었

을지도 모르는 완 한 합일의 기 를 ‘결정 으로’좌 시킨다.바르다뮈

는 여행을 통해 언제나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은 의 장소에서와는 다

른 종류의 거짓말일 뿐이라고 밝힌다.그 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쟁터든 평화로운 장소든,아메리카든 랑스든 모든 장소가 다 마찬가

지로 느껴지는 것이다.실제로 그는 뉴욕에서는 랑스를 연상하고65)

64)V.,p.275.

65)"ToutmerappelaitlesenvironsdemonhôpitalàVillejuif,mêmelespet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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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는 디트로이트를 연상하고 있으며66), 랑스인이나 아메리카인

이나 일상의 “끔 한 괴로움lapeineécrasante”에 어있는 에서는 마

찬가지라는 로뱅송의 생각67)은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여행자’들

의 냉소주의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곧 그에게는 실망해서 떠나면,

새로운 실망이 이어질 뿐이라는 망 인 의식이 있다.그 다면 생물학

성체배령도 마찬가지다.하나가 되었다고 느끼자마자,그는 곧 실망감

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밤’을 찾아가는 여행은 바르다뮈가 군가와의 완벽한 합일

에 다다르기 해 떠나는 여행이다.쟝-피에르 리샤르도 셀린의 주인공

들이 스스로의 “존재 용해lafusionexistentielle”가 일어나는 공간속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존재의 부서짐le

brisementdel'être을 지향하는 이들의 최종 인 목 지로 그려지는 공

간이 “밤nuit”이다.

Cemouvementaboutitàuneinformité:lanuitcéliniennedéfinitl'état

ultime, et d'ailleurs également originel, où, rien n'existant plus

séparément,tout retombe,se noie et s'asphyxie en tout.(...) Un

ciel-mélasse,<<rien qu'un emplâtre noiretfondu>>,voilà la vraie

définitioncéliniennedel'espace.

enfantsàgrosgenouxcagneuxtoutlelongdestrottoirsetaussilesorgues

foraines."

V.,p.262.

66)"LalumièreducielàRancy,c'estlamêmequ'àDetroit,dujusdefuméequi

trempelaplainedepuisLevallois."

V.,p.304.

67)"-T'entends?qu'ilmefaitRobinson.Iljouedesairsd'Amérique,sonphono;je

lesreconnaiscesairs-là,moi,c'estlesmêmesqu'onjouaitàDetroitchezMolly...

Pendantdeuxansqu'ilavaitpasséslà-bas,iln'étaitpasentrébienavantdansla

viedesAméricains;seulement,ilavaitétécommetouchéquandmêmeparleur

espècedemusique,oùilsessaientdequittereuxaussileurlourdeaccoutumance

etlapeineécrasantedefairetouslesjourslamêmechoseetaveclaquelleilsse

dandinentaveclaviequin'apasdesens,unpeu,pendantqueçajoue.Desours,

ici,là-bas."

V.,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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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움직임은 일종의 무정형으로 이어진다.셀린의 밤은 그 움직임의 궁극

상태를 정의하고,어 든 동시에 그 시원 상태도 정의한다.셀린의 밤은

어떤 것도 더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며,모든 것이 추락하고 익사

하고 질식하는 공간이다.(...)<<녹아 버린 검은 고약 같을 뿐인>>당 같

은 하늘,이것이야말로 ‘밤’이라는 공간에 한 진정한 셀린 정의이다.68)

셀린의 주인공들이 취하는 움직임에 있어 밤이 “궁극 상태”이자 “최

의 상태”라는 말로부터,우리는 ‘밤 끝으로의 여행’이 시원 상태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셀린의 밤은 일종의 공간espace으

로 악되며,당 이나 고약처럼 끈 끈 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리샤

르는 “들러붙는 밤nuithappeuse”이란 표 으로 셀린이 묘사하는 ‘밤’의

특수한 성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여기서 왜 밤이 숨 막히는 공

간,특히 익사의 공간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그것은 밤이 어머

니의 양수와도 같은 공간이기 때문은 아닐까?한 사람의 의사로서,셀린

은 특히 여성의 출산,그리고 낙태에 해 오와 매혹이 뒤섞인 집착을

보여 바 있다.69)낙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은 처녀의 에피소드를 통

해 다시 한 번 ‘밤’과 여성사이의 상 계를 짚어 보자.여기서 바르다

68)Jean-PierreRichard,NauséedeCéline,Verdier,2008,pp.25-26.

69)그가 집필한 최 의 책은 세멜바이스Semmelweis의 산욕열 이론에 한 의학논문이

었다.크리스테바의 말에 따르면,셀린의 학 논문은 세멜바이스와의 동일시아래 쓰

여졌으며,세멜바이스의 은 이미 “<<밤의 끝으로의 여행의 주곡이라 할 수 있

다”

“셀린이 의학 박사 학 논문(1924)에서 이그나스 세멜와이즈[sic]라는 인물을 택해,

분만시 돌발할 수 있는 감염인 산욕열을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자.일반 인

의학 논문에서 사람들이 기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매우 소설 인 이 작품은 셀린

이 빈에 정착한 헝가리 의사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셀린은 의

사이자 시인인 자가 매우 문학 인 문체로 쓴 논문(<식물의 생애>-‘열두 페이지의

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발짝씩 따라간다.그는 거기서 말한다.마치 더 이상은

평범한 빈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소설가가 된 것처럼.“세상,춤은 여성성을 향해

진한다.”그의 논문은 사실 삶의 어렴풋한 문으로의 여행이다.거기에서 산모는 감염

속으로,죽음 안에 있는 삶으로,남성의 열 인 환각 속에 있는 여성의 열병으로,

수수께끼의 이성 속으로 떨어진다.”

리아 크리스테바,『공포의 권력』,서민원 역,동문선,2001,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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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는 딸의 잖치 못한 품행을 소리 높여 나무라고 있는 환자의 어머니

를 바라보며,도덕 훈계라는 명분과는 상 없는 일종의 질투를

읽어내고 있다.

Lamèredevinaitcettesupérioritéanimaledesafillesurelleetjalouse

réprouvaittoutd'instinct,dans sa manière desefairebaiserà des

profondeursinoubliablesetdejouircommeuncontinent.70)

어미는 딸의 동물 우월성을 간 하 고, 딸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되어,

그녀가 잊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스스로를 품도록 만드는 방법,그리

하여 욕생활자인 것처럼 즐기는 딸의 방법을 본능 으로 비난하 다.

“잊을 수 없는 깊은 곳profondeursinoubliables”이란 물론 성교하는데

baiser활용되는 인체의 패인 부 인 여성기를 가리키며,그것은 “ 륙”

과 “ 욕생활자”71)라는 이 의 의미를 지니는 “continent”과 병치되어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와 ‘땅 속 깊이 패인 구덩이’의 이미지

를 동시에 얻게 된다.딸은 상 방을 품는 것이 아니라,상 방으로 하여

자신을 ‘품도록’만드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바르다뮈는 해방의 기

쁨과 추락의 공포를 동시에 선사하는,그러면서도 결코 스스로 먼 다

가오는 일 없이 다만 조용하고 확실하게,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자신

을 유혹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여성은 자신 안에 ‘밤’

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바르다뮈는 환자의 사타구니로부터 아직도 쉬지

않고 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한

70)V.,p.332.

71)continent은 남성 명사로 ‘륙’을 나타내는 한편,continent(e)의 형태로 남/녀 욕

생활자,특히 그리스도교 수도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은 처녀가 “uncontinent”처

럼 즐긴다는 표 은,그것을 륙으로 해석할 경우 직 인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욕 생활자로 해석할 경우,“처럼comme”이 붙은 이상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

나,성이 불일치한다.단지 생 처음 쾌락을 맛본다는 듯이,혹은 다시는 맛보지 못

할 것으로 생각했던 쾌락을 다시 맛본다는 듯이 맹렬하게 즐기곤 한다는 의미를 강

조하기 해서 다면 “unecontinente”를 사용하는 쪽이 더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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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불행을 연기하는 데”집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는 것이다.이 때,하릴없이 창문 머를

바라보던 바르다뮈에게 불 듯 문자로 표기된 “밤Nuit”의 풍경이 펼쳐

진다.

Plusloin,bienplusloinquelesfortifications,desfilesetdesrangéesde

lumignonsdisperséssurtoutlelargedel'ombrecommedesclous,pour

tendre l'oublisur la ville,et d'autres petites lumières encore qui

scintillentparmidesvertes,quiclignent,desrouges,toujoursdesbateaux

etdes bateaux encore,toutune escadre venue là de partoutpour

attendre,tremblante,ques'ouvrentderrièrelaTourlesgrandesportesde

laNuit.72)

멀리,성채 머 멀리에는 어둠 에 마치 못을 박아 놓은 듯 희미한

등불들이 여기 기 열을 지어 흩어져서 도시 에 망각을 드리우고 있었으

며,한편 깜박이는 록색 불빛들 사이에서 번쩍이는 조그마한 붉은 불빛들

이 있었고,사방에서 몰려와 선단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선박들이, 르르

떨면서,‘탑’뒤에 있는 ‘밤’의 거 한 문들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지 ,피가 뚝뚝 쏟아지는 음부를 벌리고 워있는 환자,각자

의 “비극”을 연기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밤 끝』이라는 소설의 무 에

서는 퇴장해버린 그녀의 가족,그리고 그 와 에 어색하게 삽입되어 있

는 바깥 풍경에 한 묘사를 보고 있다.이 장면을 서술의 경제성을

해하는 잉여분으로 취 하지 않는다면,우리는 마땅히 문자로 표기된

탑Tour과 밤Nuit,그리고 여 히toujours와 그리고et와 다시encore로

집요하게 강조된 소문자 배들bateaux 사이에 어떤 계가 성립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밤Nuit”은 배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잊을 수 없

는 깊은 곳profondeursinoubliables’과도 같다.배들은 환자의 음부가 벌

려지는 것처럼 밤의 거 한 문이 열리기를,그 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72)V.,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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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tremblante”가슴으로 바라고 있다.“뒤에derrière”라는 말이 암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앞을 우뚝 솟은 문자 탑Tour이 막아서고 있는데,

“밤”을 향해 뚫고 들어가기 해서라면 배들은 공포에 “떨리는

tremblante”것을 무릅쓰고서라도 기꺼이 그에 맞서는 “함 escadre”가

되어 싸울 것이다.낙태 후유증 환자의 진료에 한 두 묘사 사이에 삽

입되어 있는 이 ‘바깥 풍경’은 은연 바르다뮈 내면의 극복되지 않은 오

이디푸스 콤 스를 반 하고 있다.

바르다뮈의 우울이 “치유될 수 없는 우울증Incurablemélancolie”인 이

유는,그가 한 번도 자기 것이었던 이 없는 완벽한 합일을 ‘잃어버렸

다’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

감으로 인해,그는 자기 이상을 포기하기 까지는,끊임없이 헤매거나,

죽게 될 것이다.우리는 앞서 성체배령communion이라는 종교 어휘가

여성을 향해 쓰인 를 보았다.바르다뮈의 신성에 한 기 는 자기 자

아-이상과의 합일에 한 기 ,그러므로 어머니와의 상상 이자 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 이다.

2.1.‘밤’으로서의 어머니와 말의 소멸

바르다뮈는 무용수 타냐Tania와 함께 술을 마시던 까페 테라스에서,

밤하늘 속으로 뛰어드는 유령들fantômes의 환상을 보게 된다.이 장면을

『밤 끝』의 제사로 쓰인 소 ‘스 스 용병들의 노래Lachansondes

gardesSuisses’73)와 겹쳐보면,밤 끝으로의 여행이란 곧 죽음을 향하는

여행임이 분명해진다.에베르졸트Aebersold는 이 노래가 1920년 스

스에서 유행했던 민요 ‘베 지나의 노래LeChantdelaBérésina’로부터

향을 받은 것이며,본 텍스트를 개작하고,연도와 제목을 바꾼 셀린의

창작이라고 밝히고 있다.그 다면 셀린이 바꾼 단어,연도,제목에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루이16세의 엘리트 용병 던 스

73)"Notrevieestunvoyage/Dansl'hiveretdanslaNuit,/Nouscherchonsnotre

passage/DansleCieloùrienneluit-LachansondesgardesSuisses,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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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용병 는,사실 역사 으로는 1792년 8월의 튈르리 투 때 멸하

다.셀린은,스 스 용병 의 노래에 1793년이라는 연도를 붙임으로써,

그 노래를 유령들fantômes과 학살된 자massacrés들의 노래로 만들고,

그의 여행voyage에 “죽은 자들의 왕국royaumedesmorts”으로의 “추락

chute”이라는 불길한 분 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74)죽음을 부르는

말을 피해 ‘언어 이 ’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르다뮈의 여행은,“오직 삶

만이 요하다”는 자신의 의식 인 선언과는 달리,서문에서 암시된 바

있는 “죽음을 향한 여행”75)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1955년에 라디오 방송용으로 녹

음되었다가 미송출된 채로 라디오 쉬스-로망드RadioSuisse-Romande

창고에 남아있었던 셀린의 인터뷰 「태 에 감정이 있었다Au début

étaitémotion」을 검토해보자.이 인터뷰는『Y교수와의 담Entretiens

avecleprofesseurY』의 출간 직후에 진행되었으며,우리가 인용할 구

은 셀린의 쓰기에 한 입장 뒤에,그리고 죽음 욕동에 한 입장

앞에 녹음된 화이다.

- (...)Dans les Ecritures,on vous dit:au débutétaitle verbe.Oui,

peut-être.Non.Non,non,non,ça ne marche pas.Au débutétait

l'émotion.Nous avons un professeur de biologie,Savy,un homme

éminent,quiledittrèsbien:audébutétaitl'émotion,n'est-cepas,tout

estémotion d'abord.Ainsi,uneamibe,un protozoaire,n'importequel

animalprimitif,eh bien réagit,quand on le touche,ilestému;un

phagocyte,nousnevivonsqueparl'émotion desphagocytes,quise

ruentsurlemicrobes,etc.çanevitquedansl'émotion,c'estlavérité.

Ainsideuxamoureux,quandilscommencentàparler,c'estqu'ilsn'ont

vraiment...

-C'estfini.

74) Denise Aebersold,"Goétie de Céline",ROMAN 20/50,N.17,Presses de

l'UniversitéCharles-de-GaulleLilleⅢ,1994,p.72.

75)"Il(=notrevoyage)vadelavieàlamort."

V.,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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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tfini,c'estfini,c'estterminé,n'est-cepas.(...)76)

-(...)성경에서는,태 에 말 이 있었다고 말하지요.네,어쩌면 그럴지도 몰

라요.하지만 아닙니다.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죠,그건 말도 안되요.태

에는 감정이 있었습니다.사비라고,그 사실을 아주 잘 말해 수 있는 뛰어

난 생물학 교수가 있지요.태 에는 감정이 있었습니다,그 잖아요,모든 것

이 우선은 감정이에요.그 게,아메바 한 마리,원생동물 한 마리,아니 어

떤 원시 인 동물이라도 좋아요,걔네는 가 건드리면 반응하거든요,흥분

하는 거에요.식세포,우리는 다만 식세포의 감정으로 살아갈 뿐입니다,그리

고 식세포는 미생물이나 기타 등등에 달려들곤 하지요.식세포는 감정으로밖

에 살지 않아요,그것이 진리입니다.그 게 두 연인은,그들이 말하기 시작

했을 때,정말로....

-끝나 버린 거죠.

-끝났지요,끝났어요,끝나 버렸다구요,그 잖아요(....)

오직 공격 본능과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식세포와 다름없는 인간의

본원 인 공격성,죽음 욕동이라는 인간 진실이 발 되는 계기인 감정

émotion과 감성sensibilité에 한 강조 등은,굳이 의 인터뷰 내용이

아니더라도 셀린의 다른 많은 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77)그런데,문제

가 되는 것은 “그 게Ainsi”로 시작하는 두 연인에 한 가정이다.한창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식세포食細胞”의 공격성에 해 언 한 뒤,“그

게Ainsi”연인들에 한 언 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76)Magazinelittéraire,N.280,septembre1990,p.98.

77) 컨 우리 시 의 쓰기는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감성sensibilit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졸라에 한 헌사」의 다음 부분은 『Y교수와의

담』에서 명시 으로 표명되고 있으며 의 인터뷰에서도 개략을 엿볼 수 있는 셀

린의 미학을 부분 으로 선취하고 있다.

"Sinotremusiquetourneau tragiquec'estqu'elleasesraisons.Lesmots

d'aujourd'huicommenotremusiquevontplusloinqu'autempsdeZola.Nous

travaillonsàprésentparlasensibilitéetnonplusparl'analyse,ensomme<<du

dedans>>.Nosmotsvontjusqu'auxinstinctsetlestouchentparfois,maisen

mêmetemps,nousavonsapprisquelàs'arrêtait,etpourtoujours,notrepouvoir."

Louis-FerdinandCéline,op.cit.,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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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시간 으로는 태 début와 지 을,의

미론 으로는 진리와 진리를 가리고 있는 가장을 나 어 각각 감정

émotion과 말parole을 설명하고자 하는 셀린의 입장으로 볼 때,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두 연인”과 그들 계의 종결 역시 감정과 말로,태 와

지 으로,진리와 가장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 때,“사랑하는 두 연인”이란 사랑할 수 없는 두 연인을 기

으로 사후 인 재구성을 통해 상상된 본원 상태이며,게다가 식세포

phagocyte의 비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

우고 있는 연인들이다.

앙루이유 노 에 해 바르다뮈의 평가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바

르다뮈가 바라는 ‘어머니’형상이 어떤 것인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그

녀는 며느리 앙루이유 부인MadameHenrouille과 립되어 “앙루이유 노

mèreHenrouille”로 칭해지고 있다.바르다뮈가 처음으로 앙루이유 노

를 만났을 때,그는 노 의 시선에서 자신은 이미 잃어버린 것으로 여

기는 “ 음lajeunesse”을 느끼고 일종의 기쁨을 느낀다.

[...]unregardquivousprenaitl'attentionetvousfaisaitoublierlereste,à

causeduplaisirlégerqu'ilvousdonnaitmalgrésoietqu'oncherchaità

reteniraprèsensoid'instinct,lajeunesse.

[...]사람들의 심을 휘어잡아 나머지 다른 일들을 잊게 하는 그런 시선,그

시선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가벼운 기쁨을 느끼게 되며,그 기쁨을

본능 으로 간직하고자 하게 되는데,그 기쁨이란 곧 음이다.78)

그런데 툴루즈에서 카타콤베 안내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앙루이유

노 에 하여,바르다뮈는 그녀가 “유령들과 거의 닮아”버려서 알아보

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79)사실상 자신의 오두막에서 죽은 사람이나

78)V.,p.324.

79)"Ellegagnaitbiendel'argentlamèreHenrouilleaveccesracluresdesiècles.

Quandjepensequejel'avaisconnueellepresquepareilleàcesfantômes..."

V.,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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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없이 유폐되어 있던 앙루이유 노 가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바 로,

그것도 꽤나 극 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왜 바르다뮈의

주 인 인상은 도리어 그녀의 변화를 부정 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일

까?랑시의 앙루이유 노 와 툴루즈의 앙루이유 노 사이의 차이를 악

해보면 바르다뮈의 독특한 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랑시에서,앙

루이유 노 는 자기 오두막 속에 틀어박 외부와의 을 일 차단한

채 머물러있다.

Elle(=lavieilleHenrouille)refusaitcommeunesaleimposturelecontact,

lesfatalitésetlesrésignationsdelavieextérieure.Ellenevoulaitrien

entendredetoutça.80)

앙루이유 노 는 마치 더러운 잡이라도 되는 것처럼 ,운명,그리고

바깥의 삶에 한 인종을 거부하고 있었다.그녀는 어떤 것도 듣고 싶어 하

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 깊숙한 곳의 오두막에서,“여름에도,겨울에도nil'hiver,

nil'été”결코 창문을 여는 법 없이 20년째 틀어박 지내고 있다.그녀

의 오두막은 그 자체로 작은 밤을 이루고 있다.81)반면에 툴루즈에서의

앙루이유 노 는 안내인으로 일하고 있다. 안내인은 말을 하

는 직업이며,죽은 자들에 해 그녀가 내던지는 말들은 며느리 앙루이

유의 솟구치는 “생활비la vie” 타령82)에 못지않게 상투 이다. 셰

80)V.,p.322-323.

81)다무르Damour는 타자l'Autre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를 일종의 편집증paranoïa로

설명하면서,셀린에게는 이것이 정 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앙루이유

노 에게서 느껴지는 ‘내 음jeunesseintérieur’의 원천은,그러한 편집이 연장하고

있는 삶의 욕동이다.

"Saparanoïaprendunsenspositif,carcerefusdel'Autre,cereplisursoi

l'amènentauseuldésirdeprolongerlapulsiondeviequil'occupeentièrement."

A.-C.etJ.-P.Damour,Voyageauboutdelanuit,PressesUniversitairesde

France,1985,p.73.

82)"-[...]Tuferaismieuxalorsdepenseràtamèrequinouscoûtelavieaug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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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het는 로뱅송의 앙루이유 노 살해 기도를 어머니를 향한 욕망의

속화로 악하고 있다.83)이 에 비추어 보자면,바르다뮈의 어머니

에 한 욕망이란 곧 ‘어머니’가,밤의 끝에서 묵묵히,아무 말 없이 자신

을 품어주길 바라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바르다뮈의 ‘여행’이 침묵하는 세계를 추구한다는 사실과,

욕망의 속화를 해서는 욕망의 상으로부터 떠나가야 한다는 아이러

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디트로이트의 창녀인 몰리Molly라는

인물에 주목해보자.그녀는 “언제나 남자의 욕망에 “그래요”라고 말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인물이며,바르다뮈에게 경탄과 애정의 상으로 묘사

되고 있다.84)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에서 혹사당하는 바르다뮈에게 몰

리는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한다.바르다뮈는 그녀의 마음 이에 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Ellemeconseillaitainsibiengentiment,ellevoulaitquejesoyeheureux.

Pourlapremièrefoisunêtrehumains'intéressaitàmoi,dudedanssi

j'oseledire,àmon égoïsme,semettaitàmaplaceà moietpas

seulementmejugeaitdelasienne,commetouslesautres.85)

그녀는 그 게 자상한 말로 나에게 조언을 하 다.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했

던 것이다.처음으로 하나의 인간이 나에게,감히 그 게 말할 수 있다면 내

면으로부터,나의 이기심에 첨 한 심을 쏟았고,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

encoretouslesjours..."(p.321.)

"-[...]Lavieaaugmentédepuisladernièrefoisquevousêtessortie!..."(p.325.)

"Leprixdelavieaugmentaitsanscesse..."(p.326.)

V.,Gallimard,1984

83)"Onnesauraittoucheràlamère,fût-cepourlatuerafind'enéterniserle

désir(cf.Latentatived'assassinatdelamèreHenrouilleoùRobinsonestblessé

auxyeux),sansrisquesdes'yaveugler."

Jean-CharlesHuchet,"LeVoyageauboutdeNoirceur-sur-la-Lys",Littérature,

N.37,1980,p.50.

84)"(...)quidittoujours<<oui>>audésirdel'homme,laprostituéeaugrandcoeur.

TelleseradansVoyagelaMollydeDétroit,<<bonne,admirableMolly!>>"

MarcelleBilon,op.cit.,p.26.

85)V.,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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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입장에서 나를 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입장에 스스로를 놓고

있었다.

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에서, 컨 롤라Lola나

뮈진느Musyne와도 분명히 구분된다는 에서 작 등장하는 그 어떤

여성보다도 바르다뮈의 이상에 근 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바르다뮈의

단 속에서,그녀가 (앞서 언 한 바 있는 ‘반복 구문’으로 표 된)“나(=

바르다뮈)의 자리maplaceàmoi”에 치해 있다는 것으로부터,그녀가

상상 이자 계에 한 바르다뮈의 기 에 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그녀는 “많은 날 동안desjoursetdesjours”,참을성 있게,그의 장

설에 귀를 기울인다.

Jel'aimaisbien,sûrement,maisj'aimaisencoremieuxmonvice,cette

enviedem'enfuirdepartout,àlarecherchedejenesaisquoi,parun

sotorgueilsansdoute,parconvictiond'uneespècedesupériorité.(...)

J'aifini,tellementqu'elleétaitgentilleparluiavouerlamaniequime

tracassaitdefoutrelecampdepartout.Ellem'aécoutépendantdes

joursetdesjours,àm'étaleretmeraconterdégoûtamment,entrainde

medébattreparmidesfantasmesetlesorgueilsetellen'enfutpas

impatientée,bienaucontraire.86)

내가 그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그러나 그보다 나

는 나의 못된 버릇,즉 어디를 가거나 나 자신도 모를 그 무엇을 찾아서,

그리고 바보 같은 오만함 즉 일종의 우월감에 이끌려 끊임없이 탈출하려는

그 버릇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그녀의 자상함 앞에서 나는 결국 어디를

가나 즉시 그곳으로부터 꺼져 버리려는 나의 버릇,나를 몹시 괴롭히던 그

버릇을 털어놓고야 말았다.그녀는 내가 내 자신에 해 떠벌이고,내 자신

을 구역질나는 놈처럼 묘사하며,무수한 환상과 오만 속에 휩싸여 떠들어

도 여러 날 동안 그것에 묵묵히 귀를 기울 다.

86)V.,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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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침묵과 무조건 인 동의라는 몰리의 미덕과,욕망의 속화를

노리는 바르다뮈의 은 한 기도 사이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는 것은 바르

다뮈의 기도,즉 악덕vice이고,여행이다.그는 몰리를 남겨둔 채 다시

“홀로 나 자신 속으로”돌아가며87),이윽고 랑스로 귀환할 것을 결심하

게 된다.그런데,몰리를 떠나오던 당시에 한 바르다뮈의 회고와,몰리

가 바르다뮈를 송하며 하는 말은 그의 ‘여행’이 가진 성격을 잘 짚어주

고 있으며,우리가 앞선 분석에서 내린 결론과도 부합한다.즉 그의 여행

은 죽음을 향한 여행이며,이자 계의 추구이기에 타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여행이며,병 인 여행인 것이다.

Maisj'avaiscesalepenchantaussipourlesfantômes.Peut-êtrepastout

àfaitparmafaute.Lavievousforceàresterbeaucouptropsouvent

aveclesfantômes.

-Vousêtesbienaffectueux,Ferdinand,merassurait-elle,nepleurezpas

àmonsujet...Vousenêtescommemaladedevotredésird'ensavoir

toujours davantage...Voilà tout...Enfin,ça doitêtre votrechemin à

vous...Parlà,toutseul..C'estlevoyageursolitairequivaleplusloin...

Vousallezpartirbientôtalors?88)

그러나 나에게는 유령들을 즐겨 좇아다니는 더러운 버릇이 있었다.그것이

으로 내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삶이 우리들로 하여 무 빈번하게 유

령들과 함께 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페르디낭,당신은 아주 다정해요.내 처지 때문에 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녀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항상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당신의 욕구

때문에 당신은 마치 환자 같아요...그것뿐이에요...결국 그것이 당신 특유의,

당신이 가야 할 길이에요...그 길을 따라 당신 홀로...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고독한 여행객이에요...곧 떠나실 생각이죠?

87)"Jeretournaitoutseulenmoi-même,biencontentd'êtreencoreplusmalheureux

qu'autrefoisparcequej'avaisrapportédansmasolitudeunenouvellefaçonde

détresse,etquelquechosequiressemblaitàduvraisentiment."

V.,p.293.

88)V.,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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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뮈가 언 하고 있는 “삶lavie”이란 물론 후의 삶을 일컫는다.

우리는 1장에서 바르다뮈의 도주fuite가 ‘아버지’들의 인 언어로부

터의 도주 음을 밝혔다.그런데,이 강요된 도주의 방향은 유령들을 좇

아가는,즉 죽음을 향한 여행인 것이다.몰리가 바르다뮈를 “환자

malade”와 같다고 보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무엇quelquechose이 결코

바람직한 상이 아님을 느 기 때문이며,바르다뮈가 그녀를 각별히 기

억하는 것도 그녀가 그러한 을 인식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다.89)

2.2.말하는 ‘나쁜 어머니’

그러나 말이라는 제3자는 어김없이 바르다뮈와 ‘어머니’사이에 끼어들

어 그의 환상을 부수고 있다.먼 바르다뮈의 실제 어머니에 한 진술

을 살펴보도록 하자.이름조차 밝 지지 않은 ‘바르다뮈의 어머니’라는,

직 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많지 않으며,일견 아무 요성도 없어 보

이는 인물을 우리가 특별히 부각하는 근거는,주 화자 바르다뮈가

이번에도 서술의 경제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어머니에 해 반복

으로 언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녀에 한 언 은 이야기의 시발 인 1

차 세계 에서 처음 등장하여,후반부의 뚤루즈 에피소드에 이르기까

지 계속된다. 컨 바르다뮈는 몰리에게서 받은 50달러를 바라보며 어

머니와 보낸 어린 시 을 생각하고,뚤루즈의 호화 유람선 내부를 바라

볼 때는 어머니의 상 에 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그런데 바르다뮈

89)"LevoyageestsynonymedelarecherchedequelquechosequemêmeBardamu

nepeutdéfinirplusprécisément.(...)Mollyestaussilaseuleàreconnaîtrece

phénomèneétrange,àremarquerqu'iln'existeplusdetranquillitépourBardamu,

qu'ilnepeutavancersurlechemindelaconnaissancequ'envoyageursolitaire

(...)Maisl'objetdecetappétitdesavoirresteinexprimé,commes'ilexistaitentre

MollyetBardamuunaccordsecretsurlemotifpossibledudésirqu'aBardamu

departir,devoyager."

GünterHoltus,"Lesconceptsvoyageetnuit",Roman20/50,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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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어머니를 “암캐chienne”보다도 하등하다고 생각한다.바르다뮈

가 후방 병동에서 어머니와 면회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J'avaisécritenfinàmamère.Elleétaitheureusedemeretrouverma

mère,etpleurnichaitcommeunechienneàlaquelleonarenduenfinson

petit.Ellecroyaitaussisansdoutem'aiderbeaucoupenm'embrassant,

maiselledemeuraitcependantinférieureàlachienneparcequ'ellecroyait

auxmotsellequ'onluidisaitpourm'enlever.Lachienneaumoinsne

croitquecequ'ellesent.(...)Lola,bienpartie,Musyneaussi,jen'avais

pluspersonne.C'estpourçaquej'avaisfiniparécrireàmamère,

questiondevoirquelqu'un.90)

나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그녀는 나를 만나 매우 행복해하 고,

드디어 자기의 강아지를 돌려받은 암캐처럼 질 질 물을 짰다.그녀는

한 포옹을 함으로써 나를 크게 돕는다고 믿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나,그러

나 여 히 암캐보다는 하등 상태에 있었으니,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나를 빼

앗아 가려고 하는 말들을 모두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암캐는 어도 자신이

느끼는 것만을 믿는다.(....)롤라는 떠났고,뮈진느 역시 떠났으니,나

에게는 아무도 없었다.그래서 결국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며,그것은

단지 구인가를 보기 함일 뿐이었다.

바르다뮈가 어머니에 해 “암캐”보다도 못하다는 경멸 인 표 을 사

용하는 것은 어머니가 다른 이들의 “말mots”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무

엇보다 주목할 수 있는 은,그 말들이 쟁기의 애국주의 담론이며,

은이들의 “열 enthousiasme”을 부추긴 말이라는 이다.91)바르다뮈에

90)V.,pp.124-125.

91)앙리 고다르는 『밤 끝』과 후속작인 『외상 죽음』을 비교하면서,셀린에게는 어머

니와 아버지에 한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우리는 객 ㆍ사

회학 층 로 기술된 표 인 ‘쁘띠 부르주아 모랄의 변자’로서의 어머니를 주

ㆍ심리학 층 에서 ‘말하는 나쁜 어머니’의 형상으로 바꿔서 분석할 것이다.

"[...]les images de la mère etdu père dans Mortà créditrendent-elles

rétrospectivementplussensibleslaréductiondelamèreaurôledeporte-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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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이 “이상 인 열 자”가 되길 바라고 있으

며,그런 아들만이 “합법 légitime”이다.뽀르뒤리에르의 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바르다뮈는 이 게 생각한다.

Des employés en or,en somme,bien choisis,d'une inconscience

enthousiaste à faire rêver.Des fils comme ma mère eûtadoré en

posséderun,ferventsdeleurspatrons,unpourelletouteseule,undont

onpuisseêtrefierdevanttoutlemonde,unfilstoutàfaitlégitime.92)

한마디로 잘 선별해 온,우리를 꿈꾸게 하는 열 인 무의식의 황 같은

고용원들이었다.주인에게 열성인 아들들,나의 어머니께서 하나 갖고 싶어

하셨을 아들들,하나만이라도 그녀 몫으로 가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

러워하실 수 있는,손색없이 합법 인 아들들이었다.

고용원(desemployés)들을 받는 말이 사람들(desgens)이 아니라 아들

들(desfils)이라는 도 우리의 주의를 끈다.이들의 속성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열 ”,“무의식”,“합법성”이다.특히 “완 히toutàfait”로 강조

된 “합법 인légitime”이 가진 법률 뉘앙스를 고려해 보면,우리는 바

르다뮈와 다른 “아들들”사이의 차이가 유산의 ‘계승권’과 련되어 있는

것임을,즉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아버지에 한 “아들”의 상과 련되

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어머니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해서는 우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하며,그에게 열 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것

이다.

바르다뮈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기만 술책subterfuge”으로 간주하기

에 이른다.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녀의 말들은,바르다뮈가 극도로

비 하는 ‘후방 사람들’의 모든 거짓말들을 응축하고 있는 것 같다.

Mamère,deFrance,m'encourageaitàveillersurmasanté,commeàla

d'unemoralepetite-bourgeoise,etletotaleffacementdupèredansVoyage."

HenriGodard,Voyageauboutdelanuit,Gallimard,1991,p.89.

92)V.,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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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rre.Souslecouperet,mamèrem'auraitgrondépouravoiroubliémon

foulard.Ellen'enrataitjamaisunemamèrepouressayerdemefaire

croirequelemondeétaitbéninetqu'elleavaitbienfaitdemeconcevoir.

C'est la grand subterfuge de l'incurie maternelle,cette Providence

supposée.93)

어머니는 내가 쟁터에 있을 때처럼,건강에 유념하라는 격려의 말을 랑

스로부터 보내왔다.내가 단두 의 칼날 아래에 목을 늘이고 있는 순간이라

해도,어머니는 내가 스카 를 매지 않았다고 꾸 을 하셨을 것이다.그녀는

어느 편지에서건 기회를 놓치지 않고,나로 하여 이 세상이 그럽고,

그리하여 자신이 나를 잉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믿도록 하기 해서 애를

쓰셨다.그녀가 가상하는 그 섭리,그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태만을 은폐하는

기만술책이다.

그런데 바르다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자신은 어머니로부터 말에

한 공포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그녀에게 오염되었기 때문에,결정

인 상황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뽀르뒤리에르사 리

에 불을 지르기 직 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여기서는 ‘어머니의 말’을

무 어린 시 에 배웠다는 사실이,“도움 받을 길 없는sansrecours”공

포의 원천으로 간주 되고 있다.

C'estcurieux comme on a du malà s'affranchirdela terreurdes

comptesirréguliers.Certainement,jedevaistenircetteterreurdema

mèrequim'avaitcontaminéavecsatradition:<<Onvoleunoeuf...Et

puisunboeuf,etpuisonfinitparassassinersamère.>>Ceschoses-là,

onatousmisbiendumalàs'endébarrasser.Onlesaapprisestrop

petitetellesviennentvousterrifiersansrecours,plustard,dansles

grandsmoments.Quellesfaiblesses!94)

부정확한 결산보고서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기가 그토록

93)V.,p.222.

94)V.,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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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니,참으로 신기한 일이다.분명 나는 그 공포증을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았고,어머니는 툭하면 되뇌이시던 그 옛말로 나를 오염시키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계란 하나를 훔치다가...소를 한 마리 훔치고,결국에는 자기의

어미를 살해하는 법이지.”그따 하찮은 것들을 떨쳐버리기가 그토록 어렵

다.그러한 것들을 무 어렸을 때 귀담아들었기 때문이며,훗날 그것들이

심각한 순간에 일거에 몰려와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것이다.그 나약함이여!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향이,특히 그녀의 말에 한 향이 바

르다뮈에게 뿌리 깊게 박 있다는 사실을 ‘매 맞는 딸’에피소드에서 확인

할 수 있다.그것은 의사가 된 바르다뮈가 온 정신을 집 해 귀 기울여

듣는,방리유의 낡은 아 트에서 매를 맞고 있는 여자아이의 규를 다

루고 있다.딸은 성 흥분을 해 자신을 묶어놓고 때리는 어머니에게

“때리세요 엄마,하지만 입은 닥치세요 엄마!Bats-moimaman!Mais

tais-toimaman!”라고 외친다.마조히즘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엄마

maman”와 “닥치세요tais-toi”사이에 가로 놓인 애매함은,‘말’과 함께 도

입되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거리가 아이에게는 직 인 구타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 다.

Ilsdevaientl'attacheraprèslesmontantsdulit.Pendantcetemps-là,

l'enfantseplaignotaitcommeunesourispriseaupiège.<<T'aurasbeau

fairepetitevache,t'y couperaspas.Va!T'y couperaspas!>>qu'elle

reprenait,lamère,puisavectouteunebordéed'insultescommepourun

cheval. Tout excitée. <<Tais-toi maman, que répondait la petite

doucement.Tais-toimaman!Bats-moimaman!Maistais-toimaman!>>

Elle n'y coupait pas et elle prenait quelque chose comme raclée.

J'écoutaisjusqu'auboutpourêtrebiencertainquejenemetrompais

pas,quec'étaitbien çaquisepassait.J'auraispaspumangermes

haricotstantqueçasepassait.Jenepouvaispasfermerlafenêtrenon

plus.Jen'étaisbonàrien.Jenepouvaisrienfaire.Jerestaisàécouter

seulementcommetoujours,partout.Cependant,jecroisqu'ilmeven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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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forcesàécouterceschoses-là,desforcesd'allerplusloin,desdrôles

deforcesetlaprochainefois,alorsjepourraisdescendreencoreplusbas

laprochainefois,écouterd'autresplaintesquejen'avaispasencore

entendues,ouquej'avaisdumalàcomprendreavant,parcequ'ondirait

qu'ilyenaencoretoujoursauboutdesautresdesplaintesencorequ'on

apasencoreentenduesnicomprises.95)

그들은 아이를 침 다리에 묶어 놓은 것 같았다.그동안 아이는 쥐덫에 걸

려든 새앙쥐처럼 구슬피 징징거렸다.“소용없어,더러운 계집아이. 모면할

수 없어.아무리 그래 !면할 수 없어!”어미가 그 게 소리친 다음,마치

우악스런 사람에게 하듯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그녀는 흥분의 정에 도달

해 있었다.“엄마,말 은 하지 마세요.딸이 조용히 말했다.입을 다무세요,

엄마!때리세요,엄마!하지만 입은 닥치세요,엄마!”어린 딸은 기어이 면치

못하고 한 차례 두들겨 맞았다.나는 혹시 내가 잘못 들어 오해하지 않았나

하여 끝까지 귀를 기울 다.그 짓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나의 제비콩을 먹을

수 없었다.창문 한 닫을 수 없었다.물론 나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단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일 만한 힘이,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갈 힘이,그 괴이한 힘이,나의 내부에서 치솟고 있었음

에는 틀림없다.그리하여 다음번에는 더 아래로 내려가,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혹은 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다른 탄식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았다.어떠한 탄식이건,그 탄식 머에는 우리가 아직 들어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다른 탄식들이 있을 것 같았다.

생쥐souris에 빗 어진 매 맞는 소녀는 쥐rat에 빗 어진96)바르다뮈

자신과 짝을 이룬다.“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그 “듣고만 있는”바

르다뮈의 모습에는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이 감춰져있다.매 맞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그는 더욱더 하강하

95)V.,p.338.

96)"J'allaism'enaller.Maistroptard!Ilsavaientrefermélaporteendoucederrière

nouslescivils.Onétaitfaits,commedesrats."

V.,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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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쁜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환상의 어머니를 찾는다.97)

한편 우리는 매 맞는 딸과 그 어머니와의 계,그리고 아들로서의 바

르다뮈 자신과 어머니의 계가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

침 해 수 있는 다른 를 찾아볼 수 있다.앙루이유씨와 앙루이유 부

인의 계가 그것이다.앙루이유씨의 이명耳鳴은 바르다뮈가 귀를 기울

이고자 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미지의 탄식에,앙루이유 부인의 무

심한 말은 바르다뮈 어머니의 “기만 술책subterfuge”과 의도치 않은 잔

인성에 겹쳐 읽을 수 있는 것이다.이 인용문에서,앙루이유는 자신의 귓

속 소음에 온 신경이 몰려 앙루이유 노 를 수도원으로 보내버리자는 아

내의 제안을 듣지 못한다.

Luineréponditnioui,ninon,lefils.C'estautrechosequil'occupait

danslemoment,sesbruitsdansl'oreillequin'arrêtaientpas.Aforced'y

penser,delesécoutercesbruits,ils'étaitditqu'ilsl'empêcheraientde

dormircesbruitsabominables.Etillesécoutaiten effet,au lieu de

dormir,des sifflets,des tambours,des ronrons...C'étaitun nouveau

supplice.Ils'enoccupaittoutelajournéeettoutelanuit.Ilavaittous

lesbruitsen lui.[...]Versonzeheursdu soir,[...]verscetteheure-là,

quand la rueétaitbien silencieuse,ilse remettaità se cramponner

déséspérément.<<Avecçajenedormiraijamais!>>qu'ilserépétaittout

hautpourbiens'angoisserdavantage.<<Tupeuxpast'imaginer!>>

Maisellen'avaitjamaisessayédecomprendrecequ'ilvoulaitdire,ni

imaginer ce quile turlupinait avec ses malaises d'oreilles.<<Tu

m'entendsbienpourtant?>>qu'elleluidemandait.

-Oui,qu'illuirépondait.

97)말 하는 어머니의 처벌을 훔쳐듣는 행 ,그래서 더욱더 ‘아래로’하강하고자 하는

행 를 밤 끝으로 가는 여행과 연 시키는 이러한 해석은 『밤 끝』에서 ‘깊은 곳’,

‘낮은 곳’과 ‘밤’을 서로 바꿔 읽는 것이 가능하다는 랄랑드의 독해로 뒷받침될 수 있

을 것이다.

"Lesmotsfond,bas,boutetnuitselisentpresqueàchaquepageduVoyageet

sontàpeuprèsinterchangeables."

BernardLalande,op.cit.,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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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bien,çavaalors![...]98)

그러나 아들은 좋다느니 싫다느니 아 꾸를 하지 않았다.그는 다른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그 다른 일이란 좀체 멈출 모르는 자기 귓속

의 소음이었다.오직 그 소음에만 골몰하고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던 나머지,

그는 그 소음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 다. 한

실제로 그는 잠잘 생각은 하지 않고 기 소리,북소리,부르릉거리는 소리

에 귀를 기울이곤 하 다.온종일,그리고 밤새도록,오직 그 소음에만 골몰

해 있었다...그것은 다른 형벌이었다.자기 내부에 모든 종류의 소음을

안고 있는 듯하 다.[...]밤 열한 시 쯤이면[...]거리가 조용해지는 그 시각,

그는 자기 귓속 소음에 거의 망 으로 달라붙어 있었다.“이놈의 소음 때

문에 잠을 못 이루겠어!”그 게 큰 소리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는

더욱 불안스러워하 다.“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이해하여 보려 하지도 않았고,그가

귀의 소음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해본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말은 잘 들리지 않아요?”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들리지.그의 답이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앙루이유씨에 한 호칭은 “아들lefils”로 바 어 있다.99) 정oui도

부정non도 하지 않은 채 잠자코 혼자만의 소음에 잠겨 있는 그의 모습

은 어머니에 한 이 감정 속에서 정과 부정을 동시에 피력하는

바르다뮈의 모습에 한 음각이다.그가 하루 종일 듣는 소음들은 기

소리sifflets,북소리tambours,그리고 주로 모터나 엔진 소리를 표 하는

의성어인 부르릉 거리는 소리ronrons등으로 배를 암시하고 있는데,그

소리들이 “형벌”로 느껴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앙루이유씨와 바르다뮈

를 근 시키고 있다.서술 상으로는 여행 수단으로 두 번 배를 탔던 바

르다뮈는 각각 아미랄 라그똥호에서는 생명의 을 받았으며 인환타

98)V.,pp.320-321.

99)국역본에서는 이후 문장부터 다시 ‘남편은’,‘남편이’와 같이 앙루이유의 호칭을 고쳐

부르고 있지만,원문에서는 처음의 'lefils'이후로 곧 'il'과 'lui'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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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타호에서는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열병fièvre과 뱃멀미maldemer에

시달렸던 것이다.“뱃멀미maldemer”를 ‘어머니로 인한 병maldemère’

으로 치환해 읽는 것이 가능하다면100)앙루이유씨의 이명 역시 ‘어머니’

로 인한 병이며,그에 한 호칭으로 “아들lefils”이 사용된 것에는 단순

한 서술상의 편의를 넘어선 필연성이 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한

편 이 인용문에서 앙루이유 부인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녀는 앙루이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 한 도 없고,그의 괴

로움을 상상한 도 없다.그녀가 궁 해 하는 것은 앙루이유에게 “어

든pourtant”자신의 ‘말’이 들리는지의 여부이고,그가 그 다고 답하자

“그럼 다çava”라고 말하며 다시 자신의 화제로 말을 돌린다.앙루

이유 부인은 ‘말하는 나쁜 어머니’의 다른 시이다.구체 인 사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앙루이유씨의 죽음을 이 이명 탓으로 돌릴 수도 있

을 것이다.앙루이유씨는 바르다뮈의 여행처럼 아래로,아래로 하강하다

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낙태시술을 한 딸과 어머니의 에피소드에서도

앙루이유 부부의 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도를 지 할

수 있다.환자 어머니의 연극성이 강조되어 있는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

자.

.

Lamèreneregardaitrien,n'entendaitqu'elle-même.<<J'enmourrai,

Docteur!qu'elleclamait.J'enmourraidehonte!>> Jen'essayaipointde

ladissuader.Jenesavaisquefaire.Danslapetitesalleàmangerd'à

côté,nousapercevionslepèrequiallaitdelongenlarge.Luinedevait

pas avoir son attitude prête encore pour la circonstance.Peut-être

attendait-ilquelesévénementsseprécisassentavantdesechoisirun

maintien.Ildemeuraitdansdessortesdelimbes.Lesêtresvontd'une

comédieversuneautre.Entre-tempslapiècen'estpasmontée,ilsn'en

discernentpasencorelescontours,leurrôlepropice,alorsilsrestentlà,

lesbrasballants,devantl'événement,lesinstinctsrepliéscommeun

100)IsabelleBlondiaux,op.cit.,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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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pluie,branlochantsd'incohérence,réduitsàeux-mêmes,c'est-à-dire

àrien.Vachessanstrain.

Maislamère,elle,letenait,lerôlecapital,entrelafilleetmoi.Le

théâtrepouvaitcrouler,elles'enfoutaitelle,s'ytrouvaitbienetbonneet

belle.

Jenepouvaiscompterquesurmoi-mêmepourromprecemerdeux

charme.

Jehasardaiun conseildetransportimmédiatdansun hôpitalpour

qu'onl'opèreenvitesse.

Ah!malheurdemoi!Ducoup,jeluiaifournisaplusbelleréplique,

cellequ'elleattendait.

- Quellehonte!L'hôpital!Quellehonte,Docteur!A nous!Ilnenous

manquaitplusquecela!C'estuncomble!

Jen'avaisplusrienàdire.Jem'assisdoncetl'écoutailamèrese

débattre encore plus tumultueusement,empêtrée dans les sornettes

tragiques.101)

어미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만 도취해 있었다.

“의사 선생님,제가 죽겠어요!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그 게 부르짖

고 있었다.나는 그녀를 로해 주지 않았다.나 자신 어 해야 할지 몰랐다.

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는 딸의 아버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그는 아직 상

황에 합한 몸가짐을 비하지 못한 것 같았다.그것을 선택하기 에 먼

사건이 더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아직은 일종의 변두리

에 머물고 있었다.인간들은 항상 하나의 코미디에서 다른 코미디로 끊임없

이 이동한다.그러나 각본의 연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코미디의

윤곽과 자신들이 맡은 역을 분명히 악하지 못한다.그리하여 사건 앞에서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자신의 모든 본능은 우산처럼 어둔 채 어정쩡하게

자 를 하며 자신 속으로,즉 허무 속으로 처박힌다.어슬 거리는 암소들

꼴이다.

어미는 자기의 딸과 나 사이에서 주인공 역할을 고수하고 있었다.극장이

당장 무 진다 해도 그녀는 개의치 않을 듯,자기가 맡은 역을 훌륭하게,신

101)V.,pp.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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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아름답게 해내고 있었다.

이제 그 개똥 같은 도취 상태를 깨뜨리려면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

었다.

그리하여 그녀를 즉각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하자는 말을 꺼냈다.

아!운도 없지!나는 그만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사를 그녀에게 넘겨 주었던 것이다.

-이 무슨 수치란 말인가!병원엘 가다니!의사 선생님,이 무슨 수치입니까!

우리에겐 바로 그것만 빠졌었는데!극치로군요!

나로서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었다.그리하여 자리를 찾아 앉아서 비

극 두리에 사로잡힌 채 몸부림치는 어미의 객담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이 때도,환자의 어머니는 개별화된 인물로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어

미lamère”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으며,그녀는 바르다뮈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을 듣고 있다.즉각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바르다뮈의 제안은 어미의 “비극 두

리sornettetragique”에 묻 묵살되고 있는데,앙루이유 부인이 “물가 상

승”이라는 ‘반복되는 말redites’의 필요에 따라 앙루이유 노 를 수도원에

보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면,어미는 “처녀의 정숙함”이란 반복되는 말

로 이루어진 각본에 따라 객담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앙루이유는 ‘두려워할 상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자’라는 에서

다시 한 번 바르다뮈의 특성을 반복하고 있다.

Commedesétourdissementsetpuisdessiffletsdevapeurdanschaque

oreilleleprenaient.[...]C'étaitsamort,qu'ilsedisait,toutça,ilavait

toujourseupeurdelavie,àprésentilrattachaitsapeuràquelque

chose,à la mort,à sa tension,comme ill'avaitrattachée pendant

quaranteansaurisquedenepaspouvoirfinirdepayerlamaison.

Ilétaittoujoursmalheureux,toutautant,maisilfallaitcependantqu'il

sedépêchedetrouverunebonneraisonnouvellepourêtremalheureu

x.102)

102)V.,pp.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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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루이유씨의 증세는) 기증이 일어나다가는 양쪽 귀에서 기 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는 것이다.[...]그 모든 것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고 그는 홀로

생각하 다.그가 지난 사십여년 동안 주택 을 다 지불하지 못할까 하는

기감에서 두려움을 찾았듯이,이제는 다른 것,즉 자기의 압,자기의 죽

음에서 두려움을 찾고 있으니,결국 그는 언제나 삶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다.

그는 한 그만큼 언제나 불행했고,이제 다시 불행을 느낄 새로운 이유들

을 발견하기 해 서둘러야 할 이었다.

나아가 『밤 끝』의 헌정 상이자 셀린의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스 크

이그ElizabethCraig의 증언으로부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르다뮈와

앙루이유의 모습을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은 두 사람의 ‘아들들’을

근 시키는 우리의 논의를 뒷받침해 수 있을 것이다.크 이그는,

1988년의 한 인터뷰에서 셀린이 『밤 끝』을 집필할 당시의 상황을 이

게 묘사하고 있다.

Ilmedisait:<<Ilfautquejepenseàceciouàcela>>,oubien<<Ilfaut

que j'écrive un moment.>> Ilallaitdans son bureau,etquand il

ressortait,c'étaitquelqu'undecomplètementdifférent.[...]Penchésurses

papiers,ilavaitl'aird'unvieillard,sonvisagesemblaitvieux,toutenlui

semblaitvieux.Jemedemandais:<<Est-cequec'estLouis?>> [...]Il

avaitpeurdeselaisseralleràêtreheureux,commesi,enlefaisant,il

trahissaitlesgens.103)

그는 내게 말했어요.“이거 아니면 걸 생각해야 돼”,“난 잠시 을 써야

겠어”.그는 자기 집무실로 들어갔어요,그리고 그가 다시 나왔을 때,그는

완 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종이들 로 고개를 묻고 있는 그

는 노인처럼 보 어요,그의 얼굴은 늙어보 고,그의 모든 것이 늙어보 습

니다.나는 생각했지요,“ 사람이 정말 루이인가?”[...]그는 행복해지는 것

을 두려워했습니다,마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는

103)HenriGodard,op.cit.,1991,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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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양.

한편,블롱디오Blondiaux에 따르면 셀린이 창조한 인물들은 성스러운

여성으로서의 어머니la femme-mère-sainte와 빌어먹을 창녀la

putain-vache라는 두 극단 인 이미지 사이에서 어쩔 모르고 있는 자

들이며,그들은 여성에 한 불가능한 비 impossible vision de la

femme에 사로잡 있는 정신병 주체이다.104)우리는 ‘좋은 어머니’혹

은 환상의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란 말로 두 어머니 상을 구분하 다.밤

끝으로의 여행은,각각 육체와 언어의 담지자로 형상화되는 이 두 종류

의 어머니 사이를 왕복하며,기 와 실망의 원환 궤 을 그리고 있다.

여성들의 ‘말’이 바르다뮈에게는 한없는 실망만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살펴보기 해 구체 인 를 들어보자.바르다뮈의 여정에는 언제나 그

의 욕망의 상이 되는 여자들이 있지만,그들은 그들의 말로 바르다뮈

를 배척한다.바르다뮈가 쫓아다니는 여자들 에 미국인 롤라Lola를 비

롯하여 폴란드인 타냐Tania,미국인 몰리Molly,슬로바키아인 소피

Sophie105) 등 유독 랑스어가 서툰 외국인이 많은 것을 우연으로 보기

는 힘들다.매춘을 하며 은 히 알아낸 가짜 부상병들의 속내를 고하

는 부상자 병동의 여자 수 는 ‘고’라는 말의 형식으로 그를 하고,

롤라Lola는 애국주의의 언어로 그를 쳐 낸다.롤라의 랑스어에 한

104)"[...]uneimpossiblevisiondelafemmepourunsujetpsychotiquequi,prisentre

letoutetlerien,setrouvecoincéentrelafemme-mère-sainteoufée-pure

inaccessibleetlaputain-vacheoubonniche."

IsabelleBlondiaux,op.cit.,p.35.

105)빌롱Bilon은 소피에 한 인물분석에서,그녀가 자신의 이름(지혜Sophie)처럼 바르

다뮈를 지혜sagesse로 인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의견은 단지 피

상 인 측일 뿐이다.비록 의도 인 것은 아니었지만,자신이 로뱅송을 ‘배신’한데

는 소피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바르다뮈의 서술과,죽은 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열등감의 표출이 이 견해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기 때문이

다.

"Sophie [...] mène Bardamu à <<une profonde sagesse mystiquement

anatomique>>,car<<c'esttoujoursvraiuncorps>>.Ilfinitmêmeparaccepter

sesembrassementspassionnésaprèslamortdeRobinson."

MarcelleBilon,op.cit.,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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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Ledéliredementiretdecroires'attrapecommelagale.LapetiteLola

ne connaissaitdu français que quelques phrases,mais elles étaient

patriotiques:<<On les aura!...>>,<<Madelon,viens!...>> C'était à

pleurer.

Elle se penchaitainsisur notre mortavec entêtement,impudeur,

commetouteslesfemmesd'ailleurs,dèsquelamoded'êtrecourageuse

pourlesautresestvenue.106)

속이고 믿으려는 증이 옴처럼 염되고 있었다.귀여운 롤라는 랑스

어를 몇 구 밖에 몰랐다.그러나 그 문장들은 애국 인 것이었다.“우리가

이길 거야...!”“마들롱,어서..!” 물겨운 정경이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여인들과 마찬가지로,다른 사람들을 해 용감해야 한

다는 유행이 닥치기가 무섭게 우리들의 죽음에 고집스럽게,염치없이 심을

보이고 있었다.

주인maître들의 말을 그 로 따라하는 롤라의 말이 곧 자신의 죽음을

부르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롤라의 육체를 탐

닉107)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바르다뮈는 자

신을 “더러운 돼지(호색가)sacrécochon”에 빗 다.

106)V.,p.75.

107)다무르Damour는 바르다뮈의 ‘여성에 한 부정 시선vision négativedela

femme’을 따져본 뒤에,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지하고 있는 여성의 육체에 한

집착을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다.

"LesdésenchantementsdeBardamuetsoncynismeforcés'accompagnentaussi

d'uneidéalisterecherched'harmonieentrel'hommeetlesfemmes.L'uniondes

corpsdemeurealorslaseulevraiecommunicationhumaine,laseulequi,même

momentanément,laisses'exprimerlavéritéduMoi.Delàcetteinsistancede

Ferdinandàexprimersondésirérotique;delàcetteconscienced'êtreun<<sacré

cochon>>,[...].Souscettecruditévoulueapparaîtlathèseselonlaquellelaseule

véritéhumaineestcelleducorps-desavie,desamort."

A.-C.etJ.-P.Damour,op.cit.,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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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orpsétaitpourmoiunejoiequin'enfinissaitpas.Jen'enavais

jamaisassezdeleparcourircecorpsaméricain.J'étaisàvraidireun

sacrécochon.Jeledemeurai.108)

그녀의 육체가 나에게는 고갈되지 않는 기쁨이었다.이 미국인의 육체를 아

무리 섭렵하여도 나는 싫증이 나지 않았다.나는 참으로 더러운 돼지 다.

그리고 돼지로 남아 있었다.

돼지와 교미하는 것은 돼지이며,돼지는 풍만한 여성에 한 비유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나는 돼지’라는 자조 인

묘사 속에 ‘그리고 롤라도 돼지’라는 인식이 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롤라가 병원에서 맡은 유일한 일이 사과 튀김의 맛을 보는 일이었으

며,그 때문에 살이 쪄서 고민하는 장면이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

다.‘더러운’을 뜻하기 해 ‘성스러운’을 뜻하기도 하는 “sacré”가 쓰 음

에 주목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생물학 성체배령의 비유를 다시 한 번

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에 따르면 바르다뮈는 롤라의 육체를 통

하여 성화聖化되는 것이다.이를 여성에 한 그의 이 태도가 반

된 “불가능한 비 ”의 로 들 수 있을 것이다.『밤 끝』에서는 여성에

한 정/부정의 두 극단 태도가 첩되어 나타날 때 성스러운/더러

운 돼지sacrécochon처럼 이 이고 모호한 뉘앙스를 가진 이미지가 채

택되고 있다.이런 혼란 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선택이,즉 여성

의 육체에 한 집착이 병 인 것임을 치 채면서도 그는 여 히 “돼지

로 남아”기 와 실망의 원환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상자 병동에 수용된 바르다뮈가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

냈는지에 한 설명을 살펴보면 기 와 실망의 원환이라는 여행의 구조

를 멈출 수 있는 모종의 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부상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은 “쾌락의 순간에 털어놓기 마련인”자신들

의 비 스러운 이야기를 고하여 결국 총살형을 받게 하는 여자 수

108)V.,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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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창부이다.그런데 바르다뮈는,그녀를 향한 정동의 투여를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그녀에 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Maisquandonestfaiblecequidonnedelaforce,c'estdedépouillerles

hommes qu'on redoute le plus,du moindre prestige qu'on a encore

tendanceàleurprêter.Ilfauts'apprendreàlesconsidérertelsqu'ils

sont,pirequ'ilssont,c'est-à-direàtouslespointsdevue.Çadégage,

ça vous affranchitetvous défend au-delà de toutce qu'on peut

imaginer.Çavousdonneunautrevous-même.Onestdeux.109)

우리가 약해졌을 때 힘을 주는 것은,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우리가

아직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장 작은 신까지 벗겨내는 것이다.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 로,더 나쁘게 보는 법을 배워야하며 다시 말해서 모든

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그것은 당신을 구하고,해방하고,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을 지킨다.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당신을 다.

우린 둘이다.

바르다뮈는 타인이 자신에게 갖는 신성이 그 자신으로부터 나옴을 알

고 있다.바르다뮈는 두렵고 신prestige있는 자,즉 경외하는 자에

한 스스로의 믿음을 철회함으로써 본래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만큼의 힘

force을 얻는다.뒤이어 살펴볼 ‘분신’으로서의 로뱅송은,이런 철회 작업

의 부산물로서,바르다뮈의 불신을 체 하는 “ 다른 당신un autre

vous-même”이 된다.

3.로뱅송의 죽음과 말하는 주체의 탄생

셀린의『밤 끝』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 가운데서도 로뱅송

Robinson은 화자 바르다뮈에 버 가는 특별한 요성을 가진 인물이며,

이 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그러므로 바

르다뮈에게 있어 로뱅송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체

109)V.,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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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해석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미국의 작가 잭 루악JackKerouac의 해석을 참조해 보자.그는 셀린

사망 후 쓰여진「자베르-셀린Javert-Céline」이라는 추모의 을 발표한

다.이 에서 루악은『밤 끝』이 갖고 있는 셀린의 자 요소에 주

목하여,로뱅송이 셀린의 비아(非我,non-soi)를 이루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Ilm'atoujourssembléqueleRobinsondeVoyageétaitcontinuellement

poursuiviparJavertfantomatique,etque ce JavertétaitCéline en

personne,etqueCélinelui-mêmeétaitRobinson,etqu'ainsileVoyage

estl'histoiredufantômedu<<pour-soi>> deCélineàlapoursuitedu

fantômedu<<non-soi>>deCéline,Robinson.110)

내게는 언제나 『밤 끝』의 로뱅송이 환상 인 자베르에 의해 지속 으로

쫓긴다고 여겨졌으며,그 자베르는 셀린 자신,그리고 셀린 자신은 로뱅송이

라고, 한 그리하여 『밤 끝』은 로뱅송이라고 하는 셀린의 비아non-soi인

유령을 좇는 셀린의 자pour-soi가 펼치는 유령의 이야기라고 여겨졌다.

자pour-soi는 반성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분열과 매개 없이는 성

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비아non-soi는 ‘자신soi’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셀린의deCéline”라는 말과 결합한다는 에서, 한 셀린 “그

자신lui-même”이 비아인 “로뱅송이라는étaitRobinson” 에서 “주체에

서 제외된 나”로 정의되는 무의식을 참조하게 한다.111)이 게 볼 때,

『밤 끝』은 언어로 포착될 수 없는 무의식의 유령을 포착하고자 하는

110)JackKerouac,"Javert-Céline",inCahiersdel'Herne-Louis-FerdinandCéline,

PierreBelfond,1968,p.160.

111)“주체는 언어 사용과 동시에 탄생되며 그 탄생은 원래 분열된 존재로서 탄생인 것

이다.“쟌느”라고 불리우는 주체나 혹은 담화속에서 나라고 말하는 주체는 그것이 인

칭 명사든,성이든 이름이든,시니피앙에 의해 상징될 뿐이다.언어에 의해 개된

주체는 시니피앙의 사슬속에 “표상”됨과 동시에 거기서 원히 제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리하여 무의식은 다른 나,타자의 담화라는 말이 성립된다.여기서 타자

는 주체에서 제외된 나인 것이다.”

박혜 ,op.cit.,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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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노력의 산물이며,바르다뮈는 “자베르-셀린”의 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로뱅송이라는 인물을 무의식과 결부시켜 보면 그가 갖는 기묘

한 성격을 상당부분 납득할 수 있다.아니,차라리 그 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로뱅송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로뱅송이,정확하게 말하

자면 그에 한 바르다뮈의 술회가,독자를 당황시키는 이유는 여러가지

가 있는데,차례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서로의 몸짓만 도 알

아 볼만큼 익숙해진 두 사람이 유독 비코 보에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바르다뮈는 뽀르뒤리에르사의 지

이 있는 비코 보에 도착했을 때,그의 임자 로뱅송과 재회하지만,

결국 도망갈 때까지도 그가 로뱅송이었음을 알아보지 못한다.이것은 작

품속에 그려진 것으로만 따졌을 때,그들의 세 번째 만남이다.그런데 두

번째 만남 이후로도 종종 로뱅송과 만났다는 앞부분의 묘사와,몸동작

하나로 바르다뮈를 알아보았다고 로뱅송이 말하는 뒷부분의 묘사(네 번

째 만남)112)사이에 끼어있는 비코 보에서의 재회에서,아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13)조 더 나아가면 바르다뮈와 로뱅송

의 세 번째 만남이 정말 있었는지도 의문의 상이 된다.2)아메리카 에

112)"Unedecesnuits-là,commej'avaisprisunautretramwayencoreetque

c'étaitle terminus etqu'on descendaitprudemment,ilm'a semblé qu'on

m'appelaitparmon nom(...)En meretournant,jel'aireconnu toutdesuite

Léon.(...)Ilaajouté:<<Jet'aireconnutoutdesuiteFerdinand!Alamanièreque

t'esmontédansletramway...Figure-toi,rienqu'àtamanièredontt'étaistriste

quandt'astrouvéqu'ilyavaitpasunefemme.C'est-ypasvrai?C'est-ypaston

genre?>>"

V.,pp.296-297.

113)"-Commentvousappelez-vous?N'est-cepasRobinsonquevousvenezdeme

dire?luidemandai-je.(...)Jenepouvaisplusm'empêcherd'êtrepossédéparla

crainteénormequ'ilsemetteàm'assassinerlà,surmon<<démontable>>,avant

des'enallerenemportantcequirestaitdelacaisse...(...)Toutestrevenu.Des

annéesvenaientdepasserd'unseulcoup.J'avaisétébienmaladedelatête,

j'avaisdelapeine...Aprésentquejesavais,quejel'avaisrepéré,jenepouvais

m'empêcherd'avoirtoutàfaitpeur.M'avait-ilreconnu lui?Entoutcasil

pouvaitcomptersurmonsilenceetmacomplicité."

V.,pp.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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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바르다뮈가 로뱅송을 찾는데 집착할 만한 개연성

의 부재.인환타 콤비타호에 올라타면서부터 바르다뮈는 로뱅송이 분명

미국에서 성공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게 되지만,그 이유는 밝 지

지 않는다. 한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그는 랑스 사 에 들러 로뱅

송을 찾는 등 로뱅송과 재회하는데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서술 상으로

는 바르다뮈가 로뱅송에게 그 정도로 집착할 어떤 개연성도 부재하고 있

다.114)3)가 느-랑시에서 비니-쉬르-라 센느에 이르기까지,바르다뮈가

로뱅송을 거리끼게 되는 개연성의 부재.그토록 로뱅송에게 집착하던 바

르다뮈가 랑스로 돌아온 뒤로는 그를 두려운 존재,귀찮은 존재,엮이

기 싫은 인물로 깎아 내리고 있다.반 이라고까지 부를만한 격한 태

도 환이 일어나지만 어떤 이유도 직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4)로뱅

송의 마지막 연인 마들롱에 한 바르다뮈의 기이한 태도 변화. 을 다

친 로뱅송이 뚤루즈로 내려가 만난 ‘마들롱’에게도 바르다뮈는 이상한 태

도 변화를 보인다.바르다뮈는 처음에는 마들롱을 거의 유혹하는 듯하더

니,나 에는 로뱅송을 만나러온 마들롱의 뺨을 후려치는 등 기행을 반

복하고 있다.5)로뱅송의 죽음 앞에서 바르다뮈가 느끼게 되는 모종의

“힘”.로뱅송의 죽음 앞에서 바르다뮈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힘’을 느끼게 되고,그것을 선망하지만,그 이유는 서술되지 않는다.

즉 로뱅송이란 인물의 수수께끼를 풀기 해서는,그에 한 바르다뮈

의 우호 인 태도와 인 태도의 공존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고,로

뱅송의 죽음이 그에게,혹은 바르다뮈에게 불러일으키는 질 인 환이

『밤 끝』의 체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114)셀린의 인물들이 맺는 ‘우정’은 강력한 제3자 앞에 선 약자들의 공포로부터 기인할

뿐이라는 랄랑드의 지 을 생각해보면 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감정이 얼마나 특

수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겁먹은 형제들”끼리의 연 감이라는 도식이 들어맞

는 부분은 바르다뮈와 로뱅송이 ‘쟁’앞에서 함께 약자의 지 를 갖고 있는 1차 세

계 기 뿐인 것이다.

"Iln'yadanslemondecélinienquedesamitiésetdesamoursprécaires.Devant

lamenacedufort,deuxfaiblessesententsolidaires;<<frèrespeureux>>,ils

éprouventcettesolidarité,ilssympathisentausensétroitduterme."

BernardLalande,op.cit.,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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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루악이 로뱅송이 갖는 모호한 성격과 요성을 “비아의 유령

fantômedunon-soi”이라는 흥미로운 표 으로 짚어내기는 했으나,우리

는 개념 으로 더 분명한 함의를 갖고 있는 용어들을 끌어들여 분석을

정교화 해보기로 하자.

3.1.욕망의 리자 :분신으로서의 로뱅송

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수수께끼 같은 태도를 이해하기 한 길잡

이로서 로이트의 ‘분신double’개념을 도입해 보도록 하자.115) 로이트

는 그가 1919년에 발표한 「두려운 낯설음DasUnheimliche」에서,두려

운 낯설음을,셸링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두렵게 낯

선 것이란 “어둠속에 있어야만 했으나 드러나 버린 어떤 것”이다.

즉 두려운 낯설음inquiétanteétrangeté이란 오래 부터 알고 있었던

것,오래 부터 친숙했던 것에서 출발하는 감정인 것이다. 로이트는 그

것을 뒷받침하는 로,독일어 heimlich와 unheimlich의 용법을 들고 있

다.두려운 낯설음의 독일어 원어는 unheimlich이며 그 반 말은

heimlich(집의 한 부분인,낯설지 않은,친숙한)이다.그러나 heimlich의

다양한 의미 에는 그 반 말인 unheimlich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heimlich가 ‘숨어있는, 험한’이란 의미를 겸하게 되는 것이다.“즉 친숙

하고 편안한 것과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은 립되는 것도,무

한 것도 아닌 것이다.”116)

억압된 무엇이 회귀할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이 바로 두려운 낯설음이

115) 로이트는 그의 ‘분신double’개념을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 던 오토 랑크O.Rank

로부터 수용ㆍ발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랑스에서는 문제의 ‘분신’개념을 담고

있는 랑크의 서 『동 주앙과 그의 분신DonJuanetsondouble』의 번역 이『밤

끝』의 편집자이기도 한 드노엘Denoël을 통해 1932년 출간되었는데,『밤 끝』의 출

간이 마찬가지로 1932년임을 생각해보면 셀린이 집필과정에서 직 으로 ‘분신’의

개념을 참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러나 다무르Damour에 따르면,셀린 자신도

랑크의 서를 통해 바르다뮈와 로뱅송의 계를 새롭게 조명하게 된다.

A.-C.etJ.-P.Damour,op.cit.,p.46.

116)지그문트 로이트,『 술,문학,정신분석』,정장진 역,열린책들,2003,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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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이트는 그것이 거세 콤 스와,억압기제와 연 되어 있다고 본

다.억압된 내용을 “낯설고 이상한 것처럼 자아 밖으로 내던지는 방어

노력”이 두려운 낯설음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모티 들을 배태하며,그것

은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그 힘겨운 노력은 반복 강박의 성격을

띤다.117)

로이트는 두려운 낯설음을 일으키는 모티 들로 1)분신分身의 모티

,2)(의도치 않은)동일한 것들의 반복,3)죽은 자들의 귀환 등을 꼽고

있는데,우리의 논의와 련하여 특히 요한 것은 분신의 모티 이다.

그는 “극복된 옛 나르시시즘의 편”등 가능한 분신의 유형들을 나열한

다음,다음과 같은 경우를 덧붙인다.“그러나 우리는 자아의 비 과 충돌

하는 이 내용만 분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이미 실패로 끝나 버

리고 말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여 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운명의 모든

가능성들 역시 분신의 몫인 것이다.뿐만 아니라 우호 이지 못한 상황

으로 인해 결코 이룰 수 없는 자아의 욕망들, 의지박약으로 인해 내

려진 결정들을 지키지 못해서 자유 의지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실행되

지 못한 결정들도 분신의 몫으로 돌아간다.”118)이 때의 분신은 ‘감히’자

아가 결행할 수 없는 억압된 욕망의 추구, 는 자아의 명령에 한

반을 리하는 존재이다.119)이 경우에도 분신은 ‘두려운 낯설음’의 두

117)“무의식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충동에서 기인하는 <반복 강박>을 구별해 낼 수

있다.이 강박 념은 아마도 충동들 자체의 가장 내 인 속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일

텐데 쾌락 원칙을 넘어설 만큼 상당히 강력한 것이어서 어떤 정신 움직임들의 경

우에는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은 양상을 띠게 한다.이 강박 념은 어린아이들

에게서도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고 신경증 환자를 분석하는 과정을 부분 으로 지

배하기도 한다.이 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내 인 반복 강박이라고 부

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상하게 두려운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지그문트 로이트,Ibid.,p.430.

118)지그문트 로이트,Ibid.,p.426.

119)"Il(=Robinson)maintiendracettepositionjusqu'àlafinduvoyage,devançant

Bardamudansle tempsetl'espace,anticipantparsesparolesetsesactes

lespenséessecrètesdeson compagnon.Silesméditationsde

Bardamutraduisentunétatd'esprituniversel,c'estRobinsonqui incarnele

malaise.Ilestledémonquelepremierdoitexorciserdelui-mêmepourcontinuer

sa route.Maisaussi,sesappelsàhautevoix,leschapitrespendantlesquelsil

poursuitsondoubleà traverslemonde,lerejointenfin,parfoissan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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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성격,즉 친숙하고 다정한 무엇과 낯설고 두려운 무엇을 동시에 체

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구 로부터 분신을 하는 주체의 태도가 겉

보기에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혹은 두 태도를

동시에 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선망과 거리낌,두 경우 모두에서 로

뱅송은 ‘분신’이라는 동일한 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이트의 지 처럼,“분신은 신들에 한 믿음이 붕괴 을 때 신들이

악마로 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끔 한 형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120)

바르다뮈의 로뱅송에 한 격한 태도 환의 틈새에 다음과 같은

화가 끼어있다는 을 강조해두어야 할 것이다.바르다뮈가 그토록 애타

게 찾아 헤매던 로뱅송은,아메리카에서 바르다뮈와 재회 한 뒤 그에게

“여행”을 그만둘 것을 권한다.

-Ettoiqu'est-cequetufais?qu'ilademandéalors.T'esdonctoujours

cinglé?T'enaspasencoreassezdestrucsetdesmachins?T'enveux

doncencoredesvoyages?

-J'veuxrentrerenFrance,quejeluidis,j'enaiassezvucommeça,

t'asraison,çava...121)

-그리고 자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그가 나에게 물었다.여 히 머리가

돈 상태인가?아직도 자네가 찾아 헤매던 이런 런 것들을 충분히 얻지 못

했나?아직 여행을 더 하고 싶은가?

- 랑스로 돌아가고 싶어,이만하면 볼 만큼 보았어.자네 말이 맞아,

어....내가 그에게 말하 다.

reconnaître,etleperddenouveau,exprimant ledramed'unêtreenquêtede

sonâme."

Philip Stephen Day, Le miroir allégorique de Louis-Ferdinand Céline,

Klincksieck,1974,p.87.

120)지그문트 로이트,op.cit.,p.427.

121)V.,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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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바르다뮈는 정말로 여행을 끝내고 싶어 했는가?그 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그는 로뱅송과 재회하기 직 까지만 해도,몰리와의 이별을

감당하면서까지 “새로운 여행”을 찾아나서길 갈망하고 있었다.우리가

분신으로서의 로뱅송을 바르다뮈가 감히 실행하지 못하는 행동의 리자

로 간주했을 때,로뱅송은 이미 “여행”과 동의어이며122),몰리와 헤어지

기로 결심한 뒤 바르다뮈가 로뱅송 찾기를 재개하는 이유도 여행에 한

선망 때문이다.이 때까지만 해도 랑스로의 귀환은 “여행”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그것이 로뱅송의 시큰둥한 조언을 통해,같은 동작인데도

불구하고,‘여행의 지’로 변모하는 것이다.어머니의 말에 항할 수 있

는 ‘행동’의 소유자라는 로뱅송에 한 믿음이 무 졌을 때,그는 역겨운

인물로 일변하고 만다.그래서 가 느-랑시의 바르다뮈는 한 때 로뱅송

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려고까지 하는 것이다.

Unefoisseulaveclui,j'aiessayédeluifairecomprendrequejen'avais

plusdutoutenviedelerevoirRobinson,maisilestrevenuquandmême

verslafindumoisetpuisalorspresquechaquesoir.123)

나와 로뱅송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을 때,나는 더 이상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나의 뜻을 그에게 달하려고 애를 썼다.하지만 그는 같은 달 하순

에 다시 찾아왔고,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 녁 들 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정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로뱅송의 앙루이요 노

122)지우스토Giusto역시 바르다뮈와 로뱅송의 계가 『밤 끝』의 구조 요인에 속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로뱅송은,지우스토의 분류를 따르면 진정한 ‘밤 끝으로의

여행’이 이루어지는 배경인 1부( 쟁기와 미국 체류기 사이)내내,바르다뮈의 인도자

혹은 여행의 추동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LarelationentreBardamuetRobinsonestunélémentdestructureduVoyage.

CommeMortàCréditleromansediviseendeuxgrandesparties:guerre,

Afrique,Etats-Unispuisbanlieue(envolumecesdeuxpartiessontégales).Dans

lapremièrepartieRobinsonsurgittoujoursenfindeparcours,imagefascinante

pourdireàchaquefoisleboutdelanuit."

Jean-PierreGiusto,op.cit.,p.23.

123)V.,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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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아들(과 며느리),그리고 그 들 스스로는 감히 실 하지 못하

는 그 계획을 리하는 로뱅송은,그 자체로 바르다뮈와 로뱅송의 계

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 손상으로 처벌받는 로뱅송의 모습은 아들의

처벌을 신해서 받는 분신의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다.실제로 시력을 거

의 잃어버린 로뱅송의 병상을 지키며 바르다뮈는 죄책감에 휩싸이는데,

우리는 이러한 죄책감의 원인을 본문의 서술로부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바르다뮈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그는 토끼를 훔치려 했던 어느

철도 종사원이 고환에 폭탄을 맞았다는 “고약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

을”뿐이며124),그 기도를 실행에 옮긴 것은 온 한 로뱅송의 의지이기

때문이다.바르다뮈는 “무엇보다도surtout”자신은 “그 모든 것들이 지속

되기를 바랬기”때문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이는 그 자체로

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며,설령 그것이 납득할 만한 죄의식

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끼장 폭발 사건과 로뱅송의 부상이라

는 선행 사건에 한 죄의식으로 악하는 것은 선후 계의 오인이기 때

문에,논리 으로 부 하다. 한 로뱅송과 바르다뮈 사이에 우정어린

계가 복구되는 것이 이 간병 시기라는 도 바르다뮈의 죄의식이 로뱅

송에 한 것이거나 어도 그러한 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obinson, la grand-mère, le pétard, le lapin, les yeux, le fils

invraisemblable,labruassassine,nousirionsnousétalerlàparmitoutes

nosorduresetnossalespudeursdevantlescurieux frémissants.Je

n'étaispasfier.Cen'estpasquej'ayeriencommis,moi,depositivement

criminel.Non.Maisjemesentaiscoupablequandmême.J'étaissurtout

coupablededésireraufondquetoutçacontinue.125)

로뱅송,노 ,폭약,토끼,다친 ,그 유례없는 아들,살인범 며느리 등,우

리들 모두가 우리의 온갖 오물과 더러운 수치심에 휩싸여 감동하기 잘하는

124)"Yapasàdire,moi,j'enavaisracontéunebelled'histoire,àRobinson."

V.,p.391.

125)V.,pp.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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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들 앞에 진열될 이었다.나 자신 한 떳떳할 수 없었다.물론 내가

어떤 범죄 인 행 를 질 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다.하지만 나 자

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특히 내가 은근히 그 모든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랐다는 에서는 나에게도 죄가 있었다.

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감정 기복은 이후로도 같은 기 에 따라 움

직인다.로뱅송이 앞부분에서는 ‘어머니의 말’로 변되었던126)기존 사

회의 가치들을 반하면,혹은 기를 반하면,바르다뮈의 로뱅송에

한 태도는 우호 이 되고,그 반 의 경우에는 이 된다.127)최후반

부에서 집 으로 다 지는 바르다뮈-마들롱-로뱅송간의 기묘한 계

가 이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아직 이 낫지 않았을 때,뚤루즈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려 하는 로뱅송을 바라보며 바르다뮈는 실망을

치 못한다.

Unepetitefemmeunpeuviolenteetunpeuvicieuse,yapasàdire,ça

voustransformeunhommeàpaslereconnaître...Robinson,jemedisais

encore...jel'aiprislongtempspourungarsd'aventure,maisc'estrien

126)정확하게는 어머니가 무비 으로 교육하는 ‘아버지’의 말이라고 써야 할 것이다.

91번 각주에서 언 한 로,앙리 고다르에 따르면 『밤 끝』에서의 어머니란 “쁘티

부르주아 모랄의 변인porte-paroled'unemoralepetite-bourgeoise”,즉 ‘말parole’을

‘옮기는porter’사람이기 때문이다.

127)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태도 변화를 셀린의 내 갈등의 표출로 바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애베르졸트는,셀린자신과 셀린의 작 인물들에게 공통된 것으로서 반

복 으로 기술되고 있는 몇 가지 경험들, 컨 상업 수련,알콜에 한 두려움,여

성 고객과의 조숙한 성경험,머리에 입은 부상을 근거로,셀린이 자신의 인물들에게

스스로의 경험을 투 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으며, 한『밤 끝』에서는 이러한 경

험들을 나 어 갖고 있는 두 인물 바르다뮈(상업 수련과 머리 부상)와 로뱅송(상업

수련과 여성 고객과의 조숙한 성경험)이 셀린의 내 갈등을 표 하고 있는 그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deuxpossibilitésd'être임을 지 하고 있다.

"Bienévidemment,iln'estnil'unnil'autre,maisàeuxdeuxBardamuet

RobinsonexprimentunCélineconflictuel.Leurfaceàfaceestpourluiune

délibérationentredeuxpossibilitéd'être,leurdestinestporteurdeseschoix

futurs."

DeniseAebersold,op.cit.,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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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undemi-sel,cocuoupas,aveugleounon...Etvoilà.128)

조 포악하고 행실이 좀 좋지 않은 하나의 여인이 남자를 얼마나 심하게

변모시키는지,그 상에 해서는 두 말 하면 잔소리이며,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린다....“로뱅송...녀석이 모험을 좋

아하는 것으로 믿어 왔는데,이제 보니 그가 오쟁이를 졌건 장님이건 아

니건 상 없이 일개 얼치기에 불과하군...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나는 속

으로 다시 그 게 얼거렸다.

나아가 자신과 로뱅송의 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들롱의 시도가

있고,로뱅송은 그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바르다뮈는 그들의

화를 우연히 들었고,얼마 지나지 않아 뚤루즈를 떠난다.그 다음 재회의

장면에서는,로뱅송에 한 바르다뮈의 태도가 다시 변하여 거의

증오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다음 인용문에서,로뱅송은 그를 “방해 하는

déranger”자이며 그러기에 “가증스러운abominable”자로 표 된다.

C'étaitmonRobinsonlui-même.Pasd'erreurpossible!<<Ilvientparici

pourmerechercher!quejemesuisditd'emblée...Lecuréadûlui

passermonadresse!...Fautquejem'endébarrasseenvitesse!>>

A l'instantjeletrouvaiabominabledemedérangeraumomentjuste

oùjecommençaisàmerefaireunbonpetitégoïsme.(...)Parcequeje

peuxbienledireàprésent,j'étaispascontentdutoutdelerevoir.Ça

mefaisaitaucunplaisir.129)

그것은 바로 로뱅송이었다.틀림없었다!“이리로 날 찾아서 오는군!나는 먼

그 게 얼거렸다...사제가 나의 주소를 녀석에게 주었음에 틀림없어...!

얼른 떨쳐 버려야지!”

겨우 모처럼 나만을 해 좀 살아 보려고 하는데,나를 방해하려 나타나는

그자가 순간 몹시 살스러웠다.(....)지 도 확언할 수 있는 바,나는 그를

128)V.,p.496.

129)V.,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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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게 된 것이 몹시 불만스러웠기 때문이다.조 도 즐겁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다 나은 로뱅송이,마들롱으로부터 도망쳤다는 후 사정

을 들은 뒤의 바르다뮈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는가?처음에는 로뱅송이

정신병자라는둥,가둬놔야 하겠다는둥 사나운 태도를 보이던 바르다뮈가,

어느 샌가 로뱅송의 보호자처럼 변모하여,로뱅송을 찾아온 마들롱의 뺨

을 후려치기에 이른다.이 장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마치 바르다뮈와

마들롱이 로뱅송을 둘러싼 연 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Vas-tut'enaller?quejefis,rienquepourl'exciterencoreunpeu

plus,lamettreàpoint.

Ellemereconnaissaitplus,àluiparlercommeça.Elles'estmiseà

sourire,horripilanteaupossible,commesiellem'avaittrouvéridiculeet

biennégligeable...<<Flac!Flac!>> Jeluiaicollédeuxgiflesàétourdir

unâne.

Elleestallées'aplatirsurlegranddivanrosed'enface,contrelemur,

latêteentrelesmains.Ellesoufflaitàpetitscoups,etgémissaitcomme

unpetitchientropbattu.130)

- ,꺼져 버리지 않겠어?우선 그 게 한마디 던져 보았다.그녀를 좀더

자극시켜 알맞게 요리를 하기 해서 다.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나를 그녀는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 다.그

녀는 내가 우스꽝스럽고 무시해도 좋은 상태이기라도 한 것처럼,극도로 나

의 울화통을 터뜨리며 미소를 짓기 시작하 다....“찰싹!찰싹!”나는 당나귀

라도 정신을 잃을 만큼 호되게 그녀의 뺨을 두 번 후려쳤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맞은편 벽에 기 어 놓은 커다란 소 에

가서 엎어졌다.그녀는 색색거리며, 무 심하게 매를 맞은 작은 개처럼 신

음하 다.

우리는 에서 그려지는 마들롱의 태도를 통해 바르다뮈에게 상식을

130)V.,pp.58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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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을 알아차릴 수 있다.그녀는 그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고”,바르다뮈의 말이 어떤 짓궃은 농담이거나

본의 아닌 실수라도 되는 것처럼 “미소 짓기”시작하는 것이다.바르다

뮈와 마들롱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작스럽게 그녀에게 부 한 신체

을 시도했음을 생각해보면131), 한 그 이후로 그와 그녀 사이에,그

에게 이 듯 격한 태도 변화가 일어날 만한 어떤 사 인 도 없었

음을 생각해보면, 와 같은 바르다뮈의 기행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논리 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바르다뮈는 마들롱을 그녀 자체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오직 로뱅송과의 계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다.바르다뮈가 로뱅송을 선망할 때 그는 로뱅송의 연인인 마들롱에게

손을 뻗치고,마들롱이 자신과 로뱅송 사이의 계를 단 하고자 마음먹

자 그녀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마들롱은,그녀가 의도했든 그

지 않든 바르다뮈와 로뱅송이라는 두 분신 사이의 변수로 자리잡게 된

다.이제 마들롱의 개입이 로뱅송에게,그리고 로뱅송과 바르다뮈의 계

에 미치는 변화를 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2.환상의 방해자 :마들롱의 개입과 로뱅송의 변모

마들롱이 등장하면서 바르다뮈의 분신으로 악된,그러므로 곧 바

르다뮈를 거쳐서만 포착되었던 로뱅송이라는 인물의 독립성이 드러난다.

툴루즈에서의 한 에피소드를 참조해 보도록 하자.툴루즈에서 바르다뮈

는 로뱅송과 마들롱이 나 는 화를 나무 뒤에 숨어 엿듣는다.‘엿듣기

131)바르다뮈는 마들롱과 만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카타콤베를 안내 해 주겠다는 마들

롱을 따라가 지하 동굴 깊은 곳에서 그녀를 성추행 한다.

"J'aieul'airdetrébucherentredeuxmarchespourmerattraperàsonbras,cela

nousfitplaisanteretparvenussurlaterrebattueenbas,jel'embrassaiunpetit

peuautourducou.Elleaprotestéd'abord,maispastrop.

Auboutd'unpetitmomentd'affection,jemesuistortilléautourdesonventre

commeunvraiasticotd'amour.Vicieux,onsemouillaitetremouillaitleslèvres

pourlaconversationdesâmes."

V.,pp.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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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에피소드에서,로뱅송은 마들롱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바르다뮈는 그에게 실망한다.로뱅송의 말을 일부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Moi,Madelon,pasdutout!qu'ilsedéfendait.Jesuispasdansson

genre,moi!Qu'est-cequitefaitcroirequejesuiscommelui?...Après

gentillecommet'asétéavecmoi?...Jem'attachemoi!Jesuispasun

salaudmoi!C'estpourtoujoursquejet'aidit,j'aiqu'uneparole!C'est

pourtoujours!T'esjolie,jelesaisdéjà,maistuleserasencorebien

plusunefoisquejet'auraivue...Là!Tuescontenteàprésent?Tu

pleuresplus?Jepeuxpast'endiredavantagetoutdemême!132)

-마들롱,나는 그 지 않아!녀석이 자기변명에 나섰다.나는 그

와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도 체 무슨 근거로 내가 그와 같다고 생각하

지...?나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해주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나는 일념

으로 집착하는 사람이야!나는 야비한 놈이 아니야!내가 이미 그 에게 말

했듯이 나의 사랑은 원해!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약속이 있을 뿐이야!

원한 약속이야!그 가 쁘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그러나 내가 내

으로 직 보면 더욱 쁠 거야...이게 부야!이제 만족하겠어?이젠 울

지 않겠지?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뒤이어 로뱅송의 이 회복되었을 때,그는 홀연히 마들롱을 떠나 바

르다뮈에게 의탁하게 되고,툴루즈 시 과는 뒤집어진 형태로 마들롱-로

뱅송-바르다뮈의 삼각 계가 성립한다.바르다뮈가 한편으로는 로뱅송과

의 재회를 탐탁찮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로뱅송을 찾아온 마들롱

에게 갑작스런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다시 한번 ‘분신’에 한 그의 상

반된 감정의 공존을 드러내 다.

바르다뮈와 로뱅송 사이에 마들롱이라는 제3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여행Voyage의 구도 자체가 무 진다.133)마들롱의 등장 에는,‘분신’

132)V.,pp.513-514.

133)"-Desannées,oui...Parici...Parlà...qu'ilarépondu.Ons'estrencontré

d'abordauhasard,danslesvoyages...Luic'estuntypequiaimeàvoir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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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뱅송은 바르다뮈에게 여행의 안내자로 기능해왔다.1차세계 에서

첫 번째 일탈 행 ( 장 이탈 시도)를 지휘한 이후로,로뱅송은 바르다뮈

의 모든 발걸음을 미리 앞서 갔으며, 랑스 귀환과 툴루즈 에피소드는

일종의 휴지기로 볼 수 있었다.아메리카에서 로뱅송이 바르다뮈의 여행

을 열병fièvre으로 치부한 데다가 랑스에서에서는 재회한 지 얼마 안

되어 로뱅송이 을 다쳤기 때문이다.그런데 마들롱이 등장한 이후로,

로뱅송은 언제든지 분신의 임을 벗어나 독자 인 욕망을 가진 인물

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바르다뮈에게 로뱅송을 잃어버

린다는 것은 다른 ‘밤 끝’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의식 인

구실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인환타 콤비타호에서 아메리카로 향할

때,그 기도의 무분별함을 덮어버린 생각은 로뱅송이 아메리카에서 성공

했을 것이란 믿음이었다.바르다뮈가 마들롱을 질투하고 경계하는 것은,

분신-안내자인 로뱅송을 빼앗김으로써 스스로의 ‘열병’(밤 끝으로의 여

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134)때문이다.

로뱅송은 툴루즈에서의 생활을 통해 온 히 변모한 모습을 보인다.툴

루즈에서의 삶은 앙루이유 노 ,마들롱,마들롱의 어머니와 함께 좁은

집에서 복닥거리며 사는 생활로 요약되는데,아직 이 성치 않을 때 다

시 한 번 시도한 ‘어머니 앙루이유’의 살해가 성공하자 회복하는 것이 거

pays...Moiaussi,dansunsens,alorsc'estcommesionavaitfaitrouteensemble

depuislongtemps...Tucomprends?...Ilramenaitainsinotrevieàdemoindres

banalités.

-Ehbien!çavacesserd'êtresicopains,monmignon!Etàpartirdemaintenant

encore!qu'elleluiarépondubiendéterminée,brèveetnette..."

V.,pp.516-517.

134)셀린은 『밤 끝』이 출간되던 1932년 결국 실 되지 못한 새 생학 강의를 구상

하기 한 메모를 작성한다.다무르Damour는 이 메모에서 셀린이 주장하고 있는 ‘병

으로부터 얻는 이득’에 한 병자의 집착이라는 아이디어가 명백히 로이트를 참조

하고 있으며,『밤 끝』역시 그러한 결론에 부응하고 있다고 지 한다.

"DansleMémoirepourlecoursdeshautesétudes(1932),ildémontreque<<la

grandemajoritédesmaladesaimentleursmaladies>>,toutesconclusionsdontle

Voyagesefaitl'écho,àplusieursreprises."

A.-C.etJ.-P.Damour,op.cit.,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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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던 로뱅송의 두 이 시력을 되찾는다.그

의 표 에 따르면 앙루이유 노 의 죽음 후 약 2달 후 “ 작스럽게”135)

시력이 돌아온 것이다.그리고 돌연 로뱅송은 마들롱을 떠나온다.시력이

돌아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마들롱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고,카타

콤베 수익도 고스란히 그에게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툴루즈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당장에는,로뱅

송이 의 상처로 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행’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이

기도 한다.바르다뮈 해석 역시 마찬가지인 듯, 뜸 로뱅송에게 새로운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한다.그러나 로뱅송은,바르다뮈보다 한 발 먼

‘여행’에 해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이 때 바르다뮈가 제안 했던 “여행

voyage”은 “소풍balade”으로 그 가치가 하되고 있다.

-TutefousdemoiFerdinanddis!qu'ilarépondu...C'estpasgentilà

monâge...Regarde-moibienvoyons!...Ilvoulaitpluss'enaller.Ilétait

fatiguéensommedesbalades.

- Je veux pas allerplus loin...qu'ilrépétait...T'auras beau dire...

T'aurasbeaufaire...Jem'eniraiplus...136)

-날 뭘로 보는 거야,페르디낭!그의 꾸 다...그건 내 나이에는 녹록치

않아...내 꼴을 좀 ...!그는 더 이상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한마디로 소풍

에 지쳤던 것이다.

-더 이상 멀리 가고 싶지 않아...그가 되풀이하 다...무슨 말해도 소용없

135) 한 우리말 역어를 찾지 못해 이 게 의역했으나,로뱅송은 시력이 돌아오는 경

험이 ‘일격uncoup’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갑자기d'uncoup’라는 뜻으로

쓰이려면 comme가 필요치 않으며,2)이어지는 문장이 ‘요컨 ensomme’‘빛의de

lumière’일격이었다는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이 경험의 특수한 성격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다.로뱅송은 바르다뮈의 이해를 구하지만(tumecomprends?),바르다뮈는 일

단은 그의 말들을 ‘정신병자의 말’로 치부하고 있다.

"Lavuem'estrevenuecommed'uncoupsurelleMadelon,enessayantdelui

regarderlafigure...Uncoupdelumièreensomme...Tumecomprends?"

V.,p.566.

136)V.,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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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네 괜한 일 하는거야...더는 떠나지 않을 거야....

로뱅송은 목 지에 한 어떤 언 도 없이 막연하게 멀리 떠나기(aller

loin),떠나기(s'enaller)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그의 말이

여 히 ‘밤 끝으로의 여행’과 계되는 것임을 우리는 로뱅송과의 재회

장면 바로 앞에 오는 에피소드인 정신병원장 바리통Baryton의 여행 에

피소드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바리통과 로뱅송은 ‘여행’을 암시하는 같

은 단어를 사용하여 정반 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이들은 각각 막 여

행을 떠나는 사람과 여행의 진실을 깨닫고 지쳐버린 사람인 것이다.바

르다뮈로부터 어를 배워가면서 차 병원일을 놓아버리게 된 그는,

“밤 에,철로 건 , 더 멀어져 가는 하얀 손”137)이 되어 떠나기

바르다뮈에게 그의 여행 계획을 고백하고 있다.

- [...]Jevaisrenaître,Ferdinand!Toutsimplement!Jepars!Oh!vos

larmes,bienveillantami,nesauraientatténuerledéfinitifdégoûtqueje

ressenspourtoutcequimeretinticipendanttantettantd'insipides

années!...C'enesttrop!AssezFerdinand!Jeparsvousdis-je!Jefuis!Je

m'évade!138)

-(...)나는 다시 태어날 거요,페르디낭!아주 단순하게 말해서!나는 떠나요!

오!다정한 친구,당신의 물도,나를 그 오랜 진부한 세월 동안 이곳에 얽

매어두었던 모든 것에 한 나의 오감을 완화시켜 주지는 못할 거요...!견

딜 수 없어요!진 리가 나요,페르디낭!나는 떠나요!달아나요!탈출이에

요!

굳은 어조로 여행을 결심하고 있는 바리통의 태도는,여행이라는 말에

몸서리를 치는 로뱅송의 태도와 명백한 조를 이루고 있다.로뱅송은

137)"Elleremuaitlà-basdanslafumée,samain,élancéedanslebruit,déjàsurla

nuit,àtraverslesrails,toujoursplusloin,blanche..."

V.,p.554.

138)V.,p.550.



- 79 -

비록 그가 자신의 언어로 논리정연하게 표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툴루

즈에서의 경험을 통해 ‘밤 끝으로의 여행’이 결국 다른 실망을 가져올

뿐이며, 원히 그 끝bout이 멀어져가는 원한 악순환의 여행임을 깨닫

고 있다.여행을 통해 해방s'évader될 수는 없을 것이다.로뱅송은 앙루

이유 노 살해라는 자신의 실패한 기도를 툴루즈에서 완수하지만,마들

롱 모녀라는 다른 ‘어머니와 딸’에 의해 이 보다도 더 철 한 구속감

을 느 던 것이다.

로뱅송은 자 지종을 설명하고는 이젠 바르다뮈가 리하게 된 가 느

-랑시의 정신 병원에 머무르게 된다.그러나 여행에 한 거부라는 개인

태도 변화와는 반 로,분신-로뱅송은 그의 마지막 여행,마지막 모

험을 떠나게 될 것이다.로뱅송의 마지막 여행은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

게 된다.139)비투Vitoux의 지 로,바르다뮈는 “말하기 해”살아남아

야 하지만 분신-로뱅송은 “여행”의 끝인 죽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

이다.140)뤼비노Rubino에 따르면,로뱅송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바르

139)블롱디오는 ‘밤의 끝’을 이야기하기 해서는 첫 번째로 죽게 되는 자,두 번째로

그 죽음에 해 이야기하는 자가 필요함을 논하고 있다.분신 계에 있는 바르다뮈

와 로뱅송이 각각 그 역할들을 나눠 맡게 됨으로써 ‘죽지 않고는 끝날 수 없다’는 본

작품의 난 이 해결되고 있다.

"Ce meurtre(=l'assassinatde Robinson par Madelon)nous ramène en effet

directementauproblèmedel'impossibleconclusiondulivre.D'uncôté,iln'ya

aucuneraisonpourqueletextes'arrête,del'autre,levoyagedoitavoirunbout:

lasolutionàcettedifficultéestfournieparledédoublementduhéros,ouplutôtde

l'anti-héros,enBardamuetRobinson.

Onnes'attacherapasàdémontrerlafonctiondedoublequ'occupeRobinson,tant

elleestévidente,l'importantpournousétanticiquesamortpermetd'annulerle

personnageprincipal,c'est-à-diredelefairearriverauboutdelanuit,lamort,

toutenpréservantl'existenced'unnarrateurcapablededirecettemort."

IsabelleBlondiaux,op.cit.,p.119-120.

140)"LepersonnagedeRobinsonserattachedoncàunetraditionlittérairebien

connue;ilestle double,l'identique dontles aventures etles souffrances

prolongentcellesduhéros,l'hommedontladestinéeexemplairevaluiservirde

modèle.Parlejeudesconventionsromanesques,Robinsonpeutmenerseul,par

exemple,le<<voyage>>àsonterme,jusqu'àlamort.Bardamu,lui,doitvivre

pourraconter."

FrédéricVitoux,Louis-FerdinandCéline:Misèreetparole,Gallimard,19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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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뮈에게 일종의 운명fatalité,진리vérité,밤Nuit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Undesthèmesculminantsinspirésparlehasardestceluidelarencontre

qui,dansleVoyage,caractériselesrapportsentreBardamuetRobinson.

(...)CettecraintederevoirRobinsonsemblesymboliserlaméfiancede

Bardamuàl'égardd'unefatalitéàlapériodicitéimprévisible,quiàtout

instantmenacedeledénicherdesretranchementsqu'ilchercheàse

ménagercontrelesvéritésinsoutenablesdel'existence,contrel'évidence

delaNuit.C'estd'ailleurscequiarriveencoreàlafin du roman,

lorsqueRobinsonrejointBardamuàVigny-sur-Seine,entraînantaveclui

lesmalheursdéfinitifs.141)

『밤 끝』속에서,‘우연’에 한 가장 인상 인 주제들 하나는 ‘만남’의 주

제이며,이 주제는 바르다뮈와 로뱅송 사이의 계를 특징짓는다.(...)로뱅송

을 다시 보는 것에 한 (바르다뮈의)반감은 측할 수 없는 주기성을 지니

고 있는 운명에 한 바르다뮈의 경계심을 상징 하는 것 같다.그것은 항상

밤Nuit의 확실성과,존재의 견디기 힘든 진실들에 반하여 바르다뮈가 몸을

숨기고자 하는 참호들로부터 바르다뮈를 끌어내겠다고 한다.그런데 그

일은 어 든 소설의 결말부에서 로뱅송이 비니-쉬르-센느의 바르다뮈와 다

시 만날 때,결정 인 불운들을 끌어들이며 일어나고 마는 일이다.

로뱅송의 마지막 모험은 바르다뮈가 정신 착란 상태에서 간혹 토해냈

던 ‘진리의 말’,결코 다 말해지는 일 없이 억압되고 단되고 말았던 그

말을 완성시키는 일이다.앙루이유 노 살해 기도 때와 마찬가지로,여

기서도 로뱅송은 바르다뮈가 “감히 할 수 없었던”일을 신 실행하게

되는데,이번에는 그 실행 방향이 반 인 것이다.앞서 우리는 바르다뮈

앞에 놓인 선택지가 말로부터의 도피 혹은 새로운 말의 추구라고 보았

다.노 살해,즉 어머니 살해를 통한 “욕망의 속화”는 ‘말로부터의

도피’라는 선택지의 극단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 다면,바르다뮈

201.

141)GianfrancoRubino,op.cit.,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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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 다 말하지 못했던 말의 완성은 새로운 말의 추구라는 선택지의 극

단화라고 할 수 있다.노 살해 기도 때의 로뱅송이 의 부상이란 처

벌을 받았던 것처럼,로뱅송은 이번에는 자기 시도의 가로 ‘웅 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3.3.말하는 사람의 탄생 :결핍의 수용과 언어 갱신

로뱅송의 죽음 에피소드는 『밤 끝』의 단원을 이루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화자 바르다뮈로 하여 비로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만

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이 에피소드는 바르다뮈,소피,로뱅송,마들롱이 축제에서 싸우

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시작된다.끈질기게 사랑을 갈구하는 마들롱에

게,결국 로뱅송은 자신이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로뱅송은 세상 모든 것이 “역겨운”것이며,그 에서도 특히 “사랑”이

그러하다고 고백한다.처음에는 비교 연한 태도로 마들롱의 욕지거

리를 듣고만 있던 로뱅송이 그녀에게 긴 고백을 시작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Maissi!qu'illuiarépondu.Quej'enaiducourage!etsûrementbien

autant que toi!... Seulement moi si tu veux tout savoir... Tout

absolument...Ehbien,c'esttout,quimerépugneetquimedégoûteà

présent!Passeulementtoi!...Tout!...L'amoursurtout!...Letienaussi

bienqueceluidesautres...Lestrucsauxsentimentsquetuveuxfaire,

veux-tuquejetediseàquoiçaressemblemoi?Çaressembleàfaire

l'amourdansdeschiottes!Tumecomprends-t-yàprésent?...[...]Çate

suffitderépétertoutcequebaventlesautres...Tutrouvesçarégulier.

..142)

-그래!그가 답했다.나도 용기가 있어!그리고 분명 당신만큼은 있어!...

142)V.,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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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나는,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완 히...그래 좋아,지 내게

오감을 주고 날 역겹게 하는 것은,모든 것이야!....당신 뿐만이 아니야!...

모든 것!....특히 사랑....다른이들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랑말이야...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감정상의 자질구 한 것들,그거에 해서 내가 어

떻게 생각하는지 듣고싶어?나한테 그건 변소에서 사랑을 나 는 것 같아!

이제 날 이해하겠어?...[...]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지껄이는 모든 것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족하지...당신은 그걸 정상 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우선 으로 의 상황에 해 말할 수 있는 것은,로뱅송이 처

해 있는 상황이 바르다뮈가 발작을 일으키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바르다뮈는 쟁터에서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그가 발작을 일으키

는 때는,공간 으로는 후방에서,시간 으로는 후에, 쟁이 터지기

의 일상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펼쳐질 때인데,특히 그런

상황을 펼치는 이들의 ‘언어’가 연극 경향을 띌 때 나타난다.다만 발

작 의 바르다뮈의 말은 그를 연행해가는 헌병 에 의해서건,그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환자의 가족에 의해서건 결코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는 에서 로뱅송의 말과는 다른 단된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 인용문의 띄엄띄엄 이어지는 로뱅송의 서투른 말로부터,

컨 1)주류 이데올로기의 무비 수용과 재생산,그리고 그것을 기

으로 행해지는 정상인과 미치 이의 구분에 한 분노,2)‘말’에 한

오감,3)모종의 용기courage없이는 결코 말해지지 않는 진실 등 지

까지 검토된 몇 가지 주요 주제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다.로뱅송은

비교 능란하고 섬세한 말하기 능력을 갖고 있는 바르다뮈가 도리어 도

달하지 못한 이상 인 말하기를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로뱅송의

이야기를 이해할 능력도,이유도 없었던 마들롱은 단지 그의 긴 이야기

를 자신에 한 사랑이 식은 것에 한 변명으로 이해하여 로뱅송을 암

살한다.

로뱅송의 죽음에 해 바르다뮈가 느끼는 죄의식은 바르다뮈가 로뱅송

에게 양가감정을 품고 있다는 증거다.증오하지 않았다면 죄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의식을 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로뱅송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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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억하면서,바르다뮈는 한 그를 ‘자신은 감히 그 게 될 수 없는’

자로 만든다.143)그의 모든 것을 선망하지만 그를 체하려는 시도는 포

기된 양가감정의 상,‘아버지’에 한 정의를 와 같이 내리자면 죽은

로뱅송을 통하여 비로소 작 곧 부재하는 것 같았던 진정한 아버지의

실루엣이 떠오른다.그런데 ‘웅’에 빗 어진 로뱅송은,그냥 웅이 아

니라 웅-특무상사hérosjuteux이다.물론 'hérosjuteux'라는 불어를

그 ‘멋진 웅’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바르다뮈가 제시

하는 ‘웅’의 모습은 1차 세계 시기의,그리고 유일한 “특무상사”

인 크르뗄과 연결 된다.그들은 “죽음의 왕leRoidelaMort”이다.크르

뗄과 이상화된 로뱅송은 죽음의 유일한 소유주라는 공통 을 갖는다.그

러나 크르뗄이 은이들을 “도살장”으로 보내는 반면,로뱅송은 어쩌면

바르다뮈 자신의 것이었을지도 모를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며, 한 그에

게 죽음을 지한다.바르다뮈와 로뱅송 모두 웅이 되기 해 죽으러

가는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지만,“죽음”은 결국 로뱅송과 같은 ‘웅’에

게만 주어진다.죽은 로뱅송은 바르다뮈의 이상화를 통해 특무상사

juteux의 함의를 갱신한다.‘말하기juter’가 바르다뮈 자신의 개인 오

감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기’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도

로뱅송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Çaallaitpeut-êtreunpeumieuxqu'ilyavingtans,onpouvaitpasdire

quej'avaispasfaitdesdébutsdeprogrèsmaisenfin c'étaitpasà

envisagerquejeparviennejamaismoi,commeRobinson,àmeremplirla

têteavecuneseuleidée,maisalorsunesuperbepenséetoutàfaitplus

fortequelamortetquej'enarriverienqu'avecmonidéeàenjuter

partoutdeplaisir,d'insoucianceetdecourage.Unhérosjuteux.

Pleinmoialorsquej'enauraisducourage.(...)Del'amouronen

auraittellement,parlamêmeoccasion,par-dessuslemarchéquelaMort

en resteraitenfermée dedansavecla tendresse etsibien dans son

143)“라캉은 상징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 보며,이로써 로이트의

「토템과 터부」에서 기술된 원 아버지의 살해와 연 시킨다.”

페터 비트머,op.cit.,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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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érieur,sichaudequ'elleenjouiraitenfinlagarce,qu'elleenfinirait

pars'amuserd'amouraussielle,avectoutlemonde.C'estçaquiserait

beau!Quiseraitréussi!(...)Unvéritablecrapaudd'idéal!Lafièvreaprès

tout.144)

어쩌면 20년 보다는 상황이 더 낫게 돌아갔는지도 모른다,사람들은 내

가 진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러나,내가,

로뱅송 처럼,단 하나의 생각,단 하나의,죽음보다도 더 강한 멋진 생각으

로,내 머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말도 안 되었으며, 한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모든 곳에 기쁨과 태평함과 용기를 뿌리고 다닐 수 있

을 것이란 생각도 말이 안 되었다.그러한 특무상사 같은 웅.내가 그런

웅이라면 나는 용기로 가득할 텐데,(...)더불어 사랑 역시 동시에 풍부해

져서 죽음도 애정어린 모습으로 그 속에 쳐박 머물텐데, 무나도 따스한

나머지 죽음은 그 속에서 마침내 창녀 흉내를 내고, 한 끝내는 모든 사람

들과의 사랑을 즐기게 될 텐데 (...)이상에 사로잡힌 애새끼!결국 열병이다.

바르다뮈는 죽은 로뱅송에 한 애도작업을 통해 죽은 로뱅송을 그 동

안 부재했던 ‘아버지’로 승인한다.그에게 죽음-밤-어머니에 한 배타

인 소유권을 부여145)함으로써 밤 끝으로의 여행을 단하는 것이다.바

르다뮈는 자기 분석을 통해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분명 첫 번째 아버지가 아니다.‘아버지’가 단 한 번

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굳이 모태 회귀 ‘환상’이 요청되지도 않거니와 억

압된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바르다뮈는 ‘아버지’가 도입한 법loi에

144)V.,p.627.

145)“로빈슨 크루소”와 로뱅송Robinson의 유사성을 지 하는 데이Day의 다음 인용문으

로부터 우리는 “밤”이 “난 당한 의식”즉 무의식과 계된다는 사실과,“밤”의 배타

소유권이 결국 로뱅송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을 악할 수 있다.

"Dèsleurpremièrerencontre,Célinefaitjouerausecondpersonnage(=Robinson)

unrôleparticulier.Sonnom indiqueànotresensqu'ils'agitd'unefigurationde

l'hommeseuldanssonîle,oudans<<sanuit>>,c'est-à-direlapersonnification

d'uneconsciencenaufragée."

PhilipStephenDay,op.cit.,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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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한 나머지 그 반 부로 기folie146)속에 빠져드는 세 에 속한다.

군생활 정신 발작으로 병동에 수감되는 에피소드에서,바르다뮈는 “미

쳤든 미치지 않았든,두렵든 두렵지 않든”가장 요한 일은 “이 세상으

로부터 빠져나가는”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았던가. 로이트는 「 쟁과

죽음에 한 고찰」에서,유럽 문명의 정 에서 발발한 세계 이 병

사들을 죽음욕동의 강한 발 속으로 내몰고 있으며,그 여 는 모두에

게 문명 일반에 한 좌 감으로 남게 되리라 통찰한 바 있다.다른 병

사들이 ‘아버지의 말’에 속하는 조국애를 되뇌이며 죽음 속으로 뛰어든다

면,바르다뮈는 의식 으로는 조국애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으로는 죽음을 좇는다.첫 시 스에서 바르다뮈가 보여주는 충동 인 입

는,다른 곳에서 종종 열병fièvre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그의 “ 기

folie”가 직 인 쟁 체험으로 심화되기 이 에,이미,시 망에

한 민감한 반응의 결과로 생긴 것임을 반증한다.그는 입 했기 때문

에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입 한다.‘밤 끝’에서

찾을 수 있을 ‘무엇인가’가 두렵고도 매력 인 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유도 그것들이 각자의 장황한 수사 속에 죽음을 은폐하고 있기 때

문147)이며,그러므로 주이상스의 수원이기 때문이다.이제 특무상사

juteux라는 공통의 수식어로 크르뗄과 로뱅송이 엮이는 이유를 ‘아버지’

와 그의 ‘말’에 한 갱신의 의지로 읽을 수 있다.더 이상 아무것도 바

라지 않는 남자인 로뱅송은,죽음에 한 지 말고는 어떤 것도 도입하

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그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바르다뮈는 그 새로운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다시 한 번 받아들

이고 죽음욕동이 추동하는 험한 여행을 멈춘다.

146)베스똥 교수와 병원이 단했던 병사 바르다뮈의 증folie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147)"Il(=Bardamu)est<<tracasséparl'infini>>,toutcommeRobinson.Cequiest

essentiel,c'estd'avancer,d'allertoujoursplusloin,plusloinquelesautres,vers

leboutetsurtoutverslebas,carcettemarcheenavantestunedescente.Ce

n'estqu'unbout,sionl'atteint,quel'ondécouvrecequ'oncherchait,quitteà

découvrirqu'iln'yarienàdécouvrir,sauflamort."

GianfrancoRubino,op.cit.,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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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바르다뮈는 로뱅송이라는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말하는 사

람이 된다.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의 이행이 일어나면서 어머니를 향한

‘험한 여행’148)이 지된다.

Là-bastoutauloin,c'étaitlamer.Maisj'avaisplusrienàimaginermoi

surellelameràprésent.J'avaisautrechoseàfaire.(...)Montrimbalage

àmoi,ilétaitbienfini.149)

멀리에는 바다가 있었다.하지만 난 더 이상 바다에 해 상상할 것이 없

었다.내게는 다른 할 일이 있었다.(...)내 방황은 끝나 있었다.

“다른 할 일”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바르다뮈는 밝히지 않는다.그러나

그것이 쓰기 다면, 쓰기를 통해 사랑하고 증오하는 로뱅송의 갑작

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었다면,아직 이름 붙여지고 치 지워지지

않은 채 떠돌고 있는 로뱅송의 유령을 붙잡아 ‘아버지’로 승인하는 일이

었다면150),“더 이상 바다mer에 해 상상할 것이 없었다”는 말을 조

다르게 바꿔 읽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바르다뮈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

mère에 해 상상할 것이 없었다.

148)“결정 으로 소외된 인간,정신병자는 자기자아의 이미지나 이데알Idéal의 이미지의

포로,시니피앙의 포로가 되어 자기 자신 밖에서 사는 사람이다.(...)자기 자신에의

존은 제삼의 용어[sic,항terme의 오기로 보인다]의 발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서 상징차원을 만나게 된다.왜냐하면 상징차원은 이자 계에서 개된

삼자 계로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박혜 ,op.cit.,pp.122-123.

149)V.,p.626.

150)조엘 도르가 시원 부친살해와 그 자식들의 사후 복종에 하여 내린 다음과

같은 정리를 우리는 ‘상실된 양가감정의 상만이 아버지로서 임명될 자격을 얻는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바르다뮈에 한 로뱅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eulelamort,àlafoiscélébréeetpleuréeinstitueledéfuntdévorécommePère."

JoëlDor,Lepèreetsafonctionenpsychanalyse,Érès,1997,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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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끝』서두의 풍자시,‘황 날개’151)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바르다

뮈는 비단 그의 기folie나 열병fièvre이 언 되기 부터 이미 모든 사

회 가치에 한 회의에 빠져 있다는 에서 ‘아버지’가 도입한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밤 끝으로의 여행’은 의식 으로는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거짓말’하는 부모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여행이지만,동시

에 무의식 으로는 부지불식 죽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다.바르

다뮈에게는 사회 고발과 정신병 발작이 함께 일어난다.그는 진실을 말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로뱅송의 죽음은 그에게 아무것도 약

속하지 않으며,오직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지하지 않는다.바

르다뮈는 죽은 로뱅송을 새로운 ‘아버지’로 승인하고,그 때 ‘여행’은

단된다.여행의 단,혹은 여행의 지속에 한 체념은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시발 이라는 정 의미를 얻게 된다.

이제 바르다뮈는 로뱅송의 죽음을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다.비참한 로뱅송의 삶,마찬가지로 비참한 로뱅송의 죽음,그러므로 로

뱅송의 시말을 하는 그의 언어는 동시 의 모든 비열함에 한 고발의

언어가 된다.로뱅송은 처음에는 바르다뮈의 분신으로,나 에는 독자

인 욕망을 가진 인물로,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기 있는 고발자로서 바르

다뮈의 모델이 된다.우리는 본 작품에 등장하는 부르주아 계 인물들

이,실제로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을 법한 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

는 것을152),로뱅송의 언어를 기 으로 한 1인칭 화자 바르다뮈의 재편

151) 랑스군에 자원 입 하기 ,바르다뮈는 친구 아르튀르 가나트의 말을 조롱하면

서 그에게 자신이 직 썼다는 기도문manièredeprière을 읊어 다.우리는 여기서

도 바르다뮈가 특무상사 크르뗄이나 베스똥 를 지칭하기 해 사용한 표 인

‘maître’를 찾아볼 수 있다.‘황 날개LesAilesenOr'라 이름 붙은 이 짧은 기도문

은 다음과 같다.

"UnDieuquicomptelesminutesetlessous,unDieudésespéré,sensuelet

grognoncommeuncochon.Uncochonavecdesailesenorquiretombepartout,

le ventre en l'air, prêt aux caresses, c'est lui, c'est notre maître.

Embrassons-nous!"

V.,p.17.

152)SylvainDavid,"L'analyseurBardamu,Représentationdutravailettravaildu

texte",inÉtudes littéraires,vol.40,n.2,2009,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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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결과로 볼 수 있다.“고가구처럼 잘 닦인”153)그들의 언어는 진실을

드러내기에는 부 합하기 때문이다.

로뱅송의 죽음에 한 죄책감에 휩싸인 바르다뮈는 이후 로뱅송의 언

어로,로뱅송의 죽음을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다.비참한 로

뱅송의 삶과 죽음을 하는 그의 언어는 동시 의 모든 비열함에 한

고발의 언어가 된다.바르다뮈는 언어의 갱신을 통해,무기력한 도망자의

치를 벗어나 당 실의 고발자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밤 끝』을 각자 자기 진 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해 분투하던

좌-우 의 수많은 30년 주석자들과는 달리154),1932년 12월 9일자

마니떼L'Humanité지에 실린 기고문에 폴 니장PaulNizan은 신 하게도

이 게 썼다.

Cetterévoltepurepeutle(=Céline)menern'importeoù :parminous,

contrenous,ounullepart.155)

153)부르주아들의 언어를 반들거리는 고가구에 빗 는 이 묘사는,바르다뮈 일행이 툴

루즈의 강가에서 우연히 받게 된 부유한 화가의 선상 티 장면에서 등장한다.

"Ilsontunecertainemanièredeparlerlesgesdistinguésquivousintimideetmoi

quim'effraietoutsimplement,surtoutleursfemmes,c'estcependantrienquedes

phrasesmalfoutuesetprétentieuses,maisastiquéesalorscommedesvieux

meubles.Ellesfontpeurleursphrasesbienqu'anodines.Onapeurdeglisser

dessus,rienqu'enleurrépondant."

V.,p.506.

154)이들의 시도는 모두 무산되었다.30년 의 격렬한 이념투쟁 가운데에서도 셀린은

일종의 양비론을 고수한다.「졸라에 한 헌사」의 다음 구 에서,셀린은 서구 사

회를 ‘부르주아- 시스트bourgeoisesetfascistes’사회로 규정하고 그 반 항으로 ‘맑

시스트 사회lasociétémarxiste’를 언 하고 있지만,그의 생각으로는 양쪽 모두 ‘진

실’앞에서는 두 달을 못 견디고 무 질 수밖에 없다.맥락상 셀린이 말하는 ‘진실

vérité’이란 더 이상은 문명이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욕동이다.

"Nousvoiciparvenusaubutdevingtsièclesdecivilisationetcependantaucun

régimenerésisteraitàdeuxmoisdevérité.Jeveuxdirelasociétémarxisteaussi

bienquenossociétésbourgeoisesetfascistes."

Louis-FerdinandCéline,op.cit.,p.131.

155)AndréDerval,70critiquesdeVoyageauboutdelanuit1932-1935,Imec

éditions,1993,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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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수한 반항은 그(=셀린)를 어디로든 이끌 수 있다 :우리에게로,우리의

반 쪽으로,혹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니장의 해석을 조 비틀어 『밤 끝』의 의의를 정리해보자.『밤 끝』

은 비단 바르다뮈에게 뿐만 아니라,작가인 셀린에게도,‘미치지 않은 채

로’다시 후의 삶 속에 뛰어들기 한 ‘발 ’으로 요청되었으며156),

그 목 을 완수 하 다.

마지막으로 본 작품이 갖는 한계를 지 해 보도록 하자.자신의 의사

와는 무 하게 오르게 되었으며("그것은 그 게 시작되었다.나,나는 아

무 말도 하지 않았다."),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엉터리 연극

의 무 가 『밤 끝』의 '인간의 조건'을 이룬다. 본에서 벗어난 이야기

를 함으로써 무 를 망쳐놓는 것이 셀린의 배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

수의 형식이다.형식 인 일탈은,1인칭 화자 페르디낭 바르다뮈가 기존

의 랑스 소설 언어 규범을 벗어나 구어체와 속어,욕설을 구사한다는

것이다.이로써 부르주아들의 우아한 언어와는 조 인 새로운 언어가

성립한다.내용 인 일탈은,바르다뮈에게 종종 일어나는 정신 발작의 순

간이 역설 으로 그의 언어가 가장 리한 실 비 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이로써 무 는 물론 무 에서 기꺼이 주어진 역

할을 수행하는 " 라한 자들miteux"에 한 비 이 성립한다.셀린의 비

독설에 첩된 실 고발의 면모가 30년 비평가들로 하여 그를

명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그러나 셀린에게는 한 무 를 뒤엎고 새로

운 무 를 꾸 안 ' 로그램'이 부재하며,셀린이 훗날 보이게 되는

친나치pro-nazi 반유 주의 행보157)는 부분 으로 이와 같은 안의

156)블롱디오는 셀린의 쓰기를 정신병과의 ‘상’으로 정의한다.

"Mais,Célinen'estpasunbanalpsychotique,c'estunécrivainquinégocieavec

lapsychosepourconstruiresonécriture."

IsabelleBlondiaux,op.cit.,p.14.

157)"ilestpatentquelespamphlets,condamnésaprès1944etdontCélinelui-même

a ensuite empêché la réédition, sont aujourd'hui disponibles dans les

<<librairies>>néo-nazies,auxcôtésdeMeinKam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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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귀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밤 끝』이라는 작품을

불안정한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드라마로 읽을 수는 있지만,역사

항의 드라마로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Jean-MarieViprey,Larécusationcélinienne,Semen[Enligne],n.14,200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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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tudesurVoyageauboutdelanuitdeCéline:

lalanguemortelleetlarecherchedela

subjectivité

LEEJuhwan

DépartementdeLangueetLittératureFrançaises

UniversitéNationaledeSéoul

Cetteétudeapourobjetd'interpréterVoyageauboutdelanuitde

Louis-Ferdinand Céline comme la recherche de la subjectivité à

l'époquedel'entre-deux-guerresimprégnéed'une"languemortelle".

Leconflitaveclalangue,c'estunmot-cléquirendcompréhensible

l'itinéraire de Bardamu quiestle héro-narrateurdu roman.Son

"voyage"cessequandilrenaîtcommeunsujet-parleur.Levoyagede

Bardamu a une forte tendance de se dirigervers le silence et

l'isolement.Pourcomprendrecettetendance,nousfaisonsappelau

complexed'oedipeetàd'autresidéespsychanalytiques.Decepoint

devue,le"voyage"serévèlecommeunprojetdangereuxquiapour

butderefuserlalangueetlarelationtriangulaire,etsasuspension

commeunedécouverted'unenouvellelangue,commeuneacceptation

delatriade.

Danslapremièrepartie,nousavonsobservélalanguemortelle

courante dans le champ de bataille età la colonie française de

l'Afrique.Levoyageestcaractérisécommelafuitedanscettepartie.

Lalanguemortelle,c'estlalanguedes'pères'quisontfiguré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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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énéral,unjuteux,unmaire,unmédecinmilitaire,etc.,etcette

langue a perdu la fonction d'entretenir le monde civilisé en

provoquantparcontrel'enferde"tueretsetuer",selonl'expression

célinienne.Célineécrivaitdansson "HommageàZola"que"notre

civilisation"semblecoincéedansune"incurablepsychoseguerrière".

Lalanguemortellequiestprincipalementdécritedanslascènedela

guerreélargitsoninfluencejusqu'àpartout.

Dansladeuxièmepartie,nousavonsremarquéque"lanuit"estle

mondequisetaît,ayantlerapportprofond aveclecorpsdela

'mère'.DanslanarrationdeBardamu,ilyauncertainpointdevue

obsessifenversdesfemmes,embrassantlapoursuiteducorpsféminin

silencieuxetlaforterépugnancecontredesfemmesquiparlent.Ceux

quisontdespreuvesquecettetendanceconcernel'idéaldeBardamu

dela'mère',cesontparexamplelatentativeoedipiennedeRobinson

d'assassinerlamèreHenrouilleetl'identificationdeBardamuavec

unefilleêtantchâtiéeparsamère,criant"Tais-toi,maman".Selon

Jean-Pierre Richard,la "nuit" célinien estle lieu de la "fusion

existentielle".Bardamuliecette"nuit"aveclesexeféminindansun

épisode d'une jeune fille qui souffre des séquelles après un

avortement.Levoyage au boutde la nuit,c'estla tentativede

retournerauventredelamèreetsesituesurlaligneprolongéede

lafuitedevantlalangue.Maismalgrésonmotifconscientduvoyage,

àsavoirdefuirlamort,ils'avèrequec'estun voyageversla

"fusionexistentielle",doncverslamort.

Danslatroisièmepartie,nousavonstentéd'expliquercomment

Bardamurenaîtcommeunsujet-parleurvialamortdeRobinson,qui

étaitsoncompagnonduvoyage.À lafinduromandevientRobinson

lasourcedelaculpabilitédeBardamu,etsalanguelemodèled'une

nouvellelanguequiestdifférentedelalanguemortelle.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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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ctionnait comme un 'double' de Bardamu. Il exerçait des

transgressionsàlaplacedeBardamu,etenétaitchâtiéentantque

sondouble.C'estaprèsl'interventiondeMadelonqueRobinsonperd

soncaractèrededoubleetdevientunvraipersonnageindépendant.

Parlefaitqu'ilparleenfinlanouvellelanguecourageusedelavérité,

ilestidéaliséparBardamu,devientlenouveau 'père'delui.À

traverslamortdeRobinson,Bardamurenaîtcommeunsujet-parleur

quiparlehardimentsalangued'accusation.

VoyageauboutdelanuitdeCélinecommenceparunvoyagequi

estlafuitedevantlalangueetfinitparson suspension avecle

fondementd'unenouvellelangue.Dupointdevuepsychanalytique,

nous pourrons comprendre ce même trajetcomme un drame de

recherchedelasubjectivité,quicommenceparrefuserlepèreetfinit

parl'accepter.Lasoudainesuspensionduvoyage,oularésignationà

lasuitedu voyageacquiertdoncun senspositif,c'est-à-direle

commencementd'unenouvelle'vie'.CommeabienremarquéPaul

Nizan,ceromann'estpasundesromansidéologiquesquiinondaient

l'époquedel'entre-deux-guerres,maisunromanquiapourthèmele

trajetd'unhérosinstableverslaformationd'unesubjectivité.

Mots-clés:Céline,subjectivité,complexed'oedipe,langue,relation

triangulaire,double

Numérod'étudiant:201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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