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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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석사학위논문

중첩의 글쓰기

- 사무엘 베케트의 몰로이를 중심으로
Écriture de la superposition

- Une étude sur Molloy de Samuel Beckett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전공

이 진 이





중첩의 글쓰기

- 사무엘 베케트의 몰로이를 중심으로
Écriture de la superposition

- Une étude sur Molloy de Samuel Beckett

지도교수 유 호 식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전공

이 진 이

이진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신 은 영 (인)

부 위 원 장 유 호 식 (인)

위 원 이 영 석 (인)





i

국문초록

이 연구는 몰로이를 다양한 차원의 ‘숫자 2’로 직조된 텍스트로 파악하고,

‘숫자 2’라는 틀을 이용해 이 소설을 독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베케트의

‘숫자 2’라는 틀은 서양의 전통적 이원론과 차별화된다. 서양 지식의 역사는 명제

와 반명제의 이원론이 제3의 명제로 종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전진해 왔다. 하지

만 베케트에게서 나타나는 ‘숫자 2’라는 틀은 분절된 두 개체가 다시 하나로 꿰

매지는 봉합의 필연성 대신 두 개체의 분절과 그 분절이 연이어 쪼개지는 분열

의 가능성을 포용한다. 베케트 문학에 가해진 모호성, 무의미, 허무, 실패, 결핍

등의 혐의는 변증법적 종합으로부터의 우회, 명제와 반명제의 동시적 포용에서

기인한다. 이렇듯 몰로이에서 두 개체를 껴안고 확실한 직선상의 종착점을 비

껴가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숫자 2’라는 틀이다. 이 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차원이 이 논문의 각 장을 구성한다.

‘숫자 2’의 첫 번째 차원은 ‘두 개le double’의 법칙이다. 몰로이에는 두 개로

제시되는 각종 장치와 표현, 소재들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주어진 두 항들은 유

사하거나 둘 사이를 가르는 대립의 축이 쉽게 무너져 혼동되는 까닭에 의문스럽

게 닮고 만다. 이렇게 유사한 두 항들이 증식되고 융합되는 세계는 착란의 세계

다. 여기에서 베케트의 인물들은 이 혼란을 음미하며 무심하게 난무에 가담한다.

‘숫자 2’의 두 번째 차원은 ‘끝에서 두 번째le pénultième’라는 미학이다. 이 소

설에서는 시작을 기준으로 한 두 번째가 아니라, 끝을 기준으로 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 종말의 순간이 끊임없이 유예되는 무한의 차원에서,

끝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은 언제나 다음 번 차례를 기약하는 ‘끝에서 두 번째’의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종말이 소거된 착란의 세계에서 인물들은 유사한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유희한다. 유희는 변증법적이고 선형적인 전진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산책과 글쓰기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몰로이와 모랑의 산책 경

로와 서사 전개도 휘어지고 자주 중단된다. 게다가 퇴화된 육체와 불완전한 언어

로 산책과 글쓰기를 영원히 지속해야 하는 까닭에, 이들에게 걷기와 쓰기는 고문

이 된다. 이렇게 영원히 고통스런 산책에 대해 불완전한 언어로 글을 쓰는 형벌

을 받는 곳이 문학적 연옥이며, 여기에서 이들이 겨우 창조하는 글은 연옥의 문

학이다.

‘숫자 2’의 세 번째 차원은 ‘동시성le diptyque’이라는 윤리다. 두 개의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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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분열, 증식, 융합이 그 자체로 용인되고, 글쓰기와 산책, 삶과 죽음이 공

존하는 이 소설에서 동시성은 두 개의 장을 읽는 새로운 독법을 요청한다. 1부와

2부를 동시적으로 읽는 방식은 비슷한 듯 다른 두 이야기 사이의 미세한 차이들

을 부각시킨다. 이에 따라 몰로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동요한다. 이 소설이 하

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 텍스트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1부와 2부를 동시적으

로 포개어 읽으면 몰로이를 찾으라는 모랑의 임무는 스치듯 달성된다. 어머니를

찾으라는 몰로이의 임무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두 서사의 중첩은 이처럼 몰로

이와 모랑의 만남이라는 불가능을 찰나적으로나마 실현시키고 어머니라는 텍스

트 바깥을 텍스트 안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

두 개의 항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베케트의 관점과 태도는 서구의 이원론을 위반한다. 이 위반의 시도가 새로운 글

쓰기 방식을 창출한다. 글쓰기는 텍스트의 선형성으로 인해 연대기적 시간성을

부여받지만 베케트는 어떻게든 동시성을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두

폭으로 잘라 이어 붙이는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내며, 두 이야기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지닌 유사성이 나란히 놓인 두 이야기를 포개도록 부추긴다. 이것이 베케

트가 몰로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중첩의 글쓰기’다. ‘숫자 2’의 닮음, 반복,

동시성이라는 특징들이 차례로 포개진 중첩의 글쓰기는 불가능한 것, 바깥의 것

을 텍스트에 기입하려는 현대문학에 대한 베케트 고유의 시도다. 그리고 이 중첩

의 글쓰기로 시도된 몰로이는 인물들로 하여금 분열과 착란이 일어나는 착란

의 공간, 들뢰즈에 따르면 ‘숫자 2’의 공간이기도 한 공간에 안주하지 않고, 실패

할 것이 뻔한 텍스트 바깥으로 불가능한 외출을 감행시킨다는 점에서, 베케트 문

학의 용기를 증명한다.

주요어 : 사무엘 베케트, 몰로이, 두 개, 끝에서 두 번째, 동시성, 중첩

학 번 : 2011-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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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베케트는 영어와 프랑스어라는 두 언어, 크게 희곡과 산문이라는 두 장르, 3인

칭과 1인칭의 두 시점을 왕복하며, 존재하기와 글쓰기라는 두 화두를 형이상학적

이고 기하학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한 작가다. 몰로이는 작가가 프

랑스어로 쓴 소설 삼부작 중 첫 번째 소설로, 1인칭 시점의 두 개의 장으로 구획

된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각 장의 화자인 몰로이와 모랑이라는 두 인물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 여행해야 하고 그 여행의 기록을 글로 써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한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소지품이 있다. 바로 목발과

펜이다. 목발은 불구가 된 다리를 움직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펜은

불구인 언어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다. 몰로이는 이렇게 목발에 끌

려간 몰로이와 모랑의 절름대는 발자국이자, 이들의 펜대에 실려 간 더듬대는 말

의 흔적이다.

위 문단을 서술하기 위해 열 번 쓰인 ‘두’라는 수관형사(數冠形詞)는 ‘숫자 2’와

관련돼 있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 ‘숫자 2’에서부터 출발한다. 몰로이에는
그만큼 ‘숫자 2’와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들로 환원될 수 있는 특징들이 매우 빈

번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몰로이를 다양한 차원의 ‘숫자 2’로 직조

된 소설로 파악하고, ‘숫자 2’라는 틀을 이용해 이 소설을 독해하려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베케트 문학에 대한 비평의 장에서 이 연구와 비교적 근접해 있는 영역으로

베케트 문학을 ‘반복’의 차원에서 분석한 비평1)과 산수, 수학, 기하학 등과 연관

지어 분석한 비평2)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평들은 베케트의 초기 비평이 그의

문학을 인간 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실존주의적인 노선으로 파악했던 경향3)에서

1) Steven Connor, Samuel Beckett: Repetition, Theory and Text, New York: Blackwell

Publisher, 1988. ‘반복’이라는 개념에 전체가 할애된 스티븐 코너의 이 비평서는 베케트의

작품에서 반복이라는 주제와 비유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진품이자 원본인 인간 경

험을 거부하고 전복하는지를 보여준다.

2) François Noudelmann, Beckett ou la scène du pire, Paris: Honoré Champion, 1998. 프랑
수아 누델만의 이 비평서는 고도를 기다리며와 게임의 끝에 대한 연구서로서, 특히 이

비평서의 1장인 ‘최악의 수학’에는 두 연극에서 간파되는 산술, 계열, 기하학적 특성들이 체

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3) Hugh Kenner, Samuel Beckett: A Critical Study, New York: Grove Press, 1961. ; Ruby
Cohn, Samuel Beckett: The Comic Gamu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62. ; Martin Esslin, Samuel Becket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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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베케트의 글쓰기가 지닌 형식적인 특성에 보다 주목한 포스트모던적 비

평 흐름4)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들이 대체로 베케트의 극작품을 그 분

석의 재료로 삼고 있고,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숫자 2’의 틀이 반복이라는 개

념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베케트 문학의 특성상 수학적인 확실성에서 벗어나는

영역을 간과할 수 없는 까닭에, 이 연구는 ‘숫자 2’라는 소재를 몰로이라는 작

품 속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주제 비평에 천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숫자 2’라는 틀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 우

선 숫자라는 산수의 언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숫자는 추상적 관념

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최초 인류에게 구체적 결합을 가능하게 한 명쾌

한 언어였다.5) 여기서 구체적 결합이란 우리가 숫자를 세는 방식을 떠올리면 이

해가 쉽다. 숫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흔한 계산 체계는 다섯 손

가락이나 열 손가락 혹은 여기에 발가락 열 개까지 합한 오진법, 십진법, 이십진

법이었다.6) 가시적 현상을 눈에 보이는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헤아리는 방법으로

서 최초의 셈과, 그 셈의 언어인 숫자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현

상phénomène, 종교적인 어휘로 표현하면 피조물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현상계, 피조물의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2’다. 숫자를 종교적인 상징으로

파악하는 수비학(數祕學, numérologie)의 논리 안에서, ‘1’이 일치와 합일, 그 자

체로 전체이자 유일한 신, 나아가 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반면 ‘2’는 그 완전함과

일체성이 쪼개지고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불완전하고 부정적이며 의문스러운 숫

자,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에 해당되는 숫자로 파악돼 왔다. 이러한 ‘2’의

분절성과 부정성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숫자 ‘3’의 상징으로 다시금 봉합된다.7)

그러나 베케트의 몰로이에서 도출되는 ‘숫자 2’라는 틀은 결코 다음 단계에

서 봉합되지 않는다. 이 소설은, 분절된 두 개체가 다시 하나로 꿰매지는 봉합의

필연성 대신 두 개체의 분절과 그 분절이 연이어 쪼개지는 분열의 가능성을 기

Prentice-Hall, 1965.

4) Angela Moorjani, Abysmal Games in the Novels of Samuel Becket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 Leslie Hill, Beckett’s F iction: In Different
Wo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Carla Locatelli, Unwording the
Word: Samuel Beckett’s Prose Works After the Nobel Priz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5) « Un examen de ces premiers symboles numériques révèle que les nombres étaient à

l'origine porteurs d'associations concrètes, nées de l'incapacité des premiers hommes à

appréhender l'abstraction. » Vincent F. Hopper, La Symbolique Médiévale des Nombres,
trad. Richard Crevier, Paris: Éditeur Gérard Monfort, 1995, p.11.

6) 프란츠 칼 엔드레스, 안네마리 쉼멜, 수의 신비와 마법, 오석균 역, 고려원미디어, 1996,

pp.49-92.

7) Ibid.,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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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이 껴안는다. 베케트의 ‘숫자 2’라는 틀이 서양의 지식을 지탱해 온 변증법과

차별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양에서 쌓아올린 지식의 역사는 ‘명제

thèse’와 ‘반명제antithèse’의 이원론이 제3의 명제로 ‘종합synthèse’되는 과정을

거치며 전진해 왔지만 베케트에게서 나타나는 ‘숫자 2’라는 틀 안에서 종합은 불

가능하다. 명제와 반명제가 뚜렷한 대립쌍으로조차 기능하지 못하는 몰로이의
세계에서 두 개의 개체는 종합이라는 확실한 직선상의 한 지점으로 나아가지 않

고 우회된다. 또한 종합이라는 제3항을 도출하지 않고 두 개체를 한꺼번에 포용

한다. 베케트 문학에 가해진 모호성, 무의미, 허무, 실패, 결핍 등의 혐의는 변증

법적 종합으로부터의 우회와 더불어 명제와 반명제의 동시적인 포용에서 기인한

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몰로이에서 의문스러운 두 개체를 껴안고 확실한 직선상의 종착점을

어떻게든 비껴가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숫자 2’라는 틀이다. 이

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차원이 이 논문의 각 장을 구성할

것이다. 첫째, 개체의 수량으로서 ‘두 개double’가 나타난다. 1장에서 다루게 될

두 개의 항double이라는 쟁점은 몰로이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1장은 작품

속에서 두 개로 제시되는 각종 장치와 표현, 소재들을 끄집어내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이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가 유사

성 혹은 무차별성으로 환원됨에 따라 소설의 인물들이 착란의 세계에 빠지게 되

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행위 혹은 개체의 순서로서 ‘두 번째second’가 전복된 채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는 시작을 기준으로 한 ‘두 번째’가 아니라, 끝을 기준으로 한 ‘마지막에

서 두 번째pénultième’가 유의미한 차례로 나타난다. 행위의 횟수가 무한정 이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 종말의 순간을 끊임없이 유예하는 무한의 차원에서, 끝이라

고 판단되는 지점은 언제나 다음 번 차례를 기약하는 ‘끝에서 두 번째’의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2장에서는 착란의 세계에 빠진 몰로이의 인물들이 무한히 혼

동되고 증식되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유희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나아가 유희가

서양의 변증법을 거부하는 논리와 연관됨으로써 몰로이와 모랑의 산책 노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 될 것이다. 2장

에서는 몰로이에서 나타나는 ‘숫자 2’의 논리가 서양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제3

항을 찾아나가는 변증법적 논리로부터 어떻게 비껴나가고, 그에 따라 어떠한 논

리의 흐름을 그려내는지, 그러한 흐름이 지배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셋째, 두 개의 항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제3항으로 지양되지 않는 ‘숫자

2’의 논리는 두 요소를 동시에 포용하는 동시성diptyque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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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두 개의 요소가 나란히 평행하게 놓이는 것을 넘

어 아래위로 포개져 중첩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때, 몰로이에서 나란히

공존하는 산책과 서사, 삶과 죽음의 기저에 놓인 존재와 언어가 마침내 어떻게

중첩되고, 그 중첩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 소설의 1부와

2부 역시 동시성에 입각해 나란한 두폭화와 포개진 중첩화로 읽어보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중첩의 독서를 통해 부각된 1부와 2부 사이의

회복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들은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절름거리는 리듬을 만

들어내고, 이 작품은 이 리듬을 타고 한 발을 옮기는 작은 움직임을 획득한다.

이처럼 ‘숫자 2’가 내포하는 의문스러운 닮음, 무한한 반복, 동시성은 몰로이
를 직조하는 틀을 넘어 베케트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법

칙’이자, 베케트의 문학을 주파하며 그 문학만의 특성을 규합한다는 점에서 하나

의 ‘미학’이며, 그의 문학이 진실을 대면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윤리’다. 이

렇게 ‘숫자 2’의 닮음, 반복, 동시성이라는 특성이 중첩되어 베케트 문학만의 법

칙과 미학, 윤리가 창출되는 글쓰기를 ‘중첩의 글쓰기écriture de la

superposition’라 명명한다. 유사한 두 서사의 반복이 차이를 생산하며 목적지를

향해 기껏해야 가까워질 뿐인 점근선을 그리는 과정을 문학화한 몰로이는 중

첩의 글쓰기가 불가능한 것, 바깥의 것을 기입하려는 현대문학에 대한 베케트 고

유의 시도임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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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 Double’ : 열거의 기본 조건에서 닮음의 세계로

몰로이가 다양한 차원의 ‘숫자 2’로 직조돼 있다고 할 때, 이 장에서는 기본

적으로 이 소설에서 빈번하게 포착되는 주요한 두 항의 존재를 끄집어내 분석하

고자 한다. 이 두 항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열거하기로서의 유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며, 이 둘 사이의 유사성과 무차별성이 몰로이의 인물들을 착란의

세계로 이끈다. 여기서 ‘le Double’는 “바로 그 본질에서부터 단일성을 부정하는

것”8)이라는 의미로서, 이는 이미 단일성이 쪼개져 수많은 두 항의 쌍들로 이뤄진

이 소설의 기본 설정이기도 하다.

1-1. 두 개의 항

“인간 사물의 대다수는 짝지어 있다la plupart des choses humaines vont par

paires”9)고 말한 것은 그리스 피타고라스학파와 관계 깊던 의학자 알크마이온

Alcméon de Crotone이었고, 독일 르네상스 시대 신비주의자 발렌틴 바이겔

Valentin Weigel의 눈에 피조물은 그 자체로 양면적이었다.10) 이렇게 현상계, 피

조물의 세계에는 숫자 ‘2’가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몰로이에서도 대상은 현

상의 차원에서 두 개로 나타난다.

우선 이 작품은 형식상 두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상으로도 이 작품은

추격의 드라마가 한 축을, 이를 활자화하는 글쓰기라는 화두가 다른 한 축을 차

지한다. 인물의 설정면에서도 두 사람으로 맺어진 짝꿍관계가 지배적이다.11) 각

8) Yves Pélicier, “La problématique du double”, in: Wladimir Tourbetzkoy (dir.), La figure
du double, Paris: Didier Erudition, 1995, p.7. (임수현, Les Figures du "Double" Chez
Samuel Beckett, Thèse doctorale, Université Paris-Sorbonne, 2001, p.14에서 재인용.)

9) « Mais l'homme a dû très vite prendre conscience des dualités de la nature : mâle et

femelle, jour et nuit, soleil et lune, terre et ciel, eau et terre. Alcméon de Crotone se

faisait sans aucun doute l'écho d'une observation très répandue lorsqu'il notait que la

plupart des choses humaines vont par paires. » Vincent F. Hopper, op.cit., p.11.

10) 프란츠 칼 엔드레스, 안네마리 쉼멜, op.cit., p.54.

11) 이같은 인물설정은 타자와 맺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베케트는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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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몰로이와 모랑은 작품 전체의 틀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분신double처럼 나타난다. 각 장에서는 몰로이가 어머니와, 모랑은 아들과 짝

couple지어진다. 뿐만 아니라 1부에서 등장하는 루스, 숯장수 등은 2부에서 모랑

의 하녀 마르뜨, 모랑이 숲에서 마주친 곤봉을 든 남자 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

는 까닭에 짝패paire로 묶이거나 꼭 닮은 인물jumeau의 등장이 아닌가 하는 의

문을 촉발한다.

여기까지는 작품 전반에 거쳐 가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설정된 이항적

binaire 장치들이다. ‘숫자 2’라는 특수렌즈를 도입해 몰로이를 깊이 있고 입체

적으로 읽어내려는 이 연구의 논의는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간다. 다음의 인용문은

‘두 개’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쌓아가는 데 주춧돌이 될 뿐 아

니라, 이 작품을 ‘두 개’라는 틀로 읽는 이 연구의 방법론을 지지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골짜기를 상상할 수는 없는데, 비록 흔히 하나의 산

등성이, 하나의 산마루밖에 보이지 않는 높이에서도, 사실은 두 개, 골짜기

하나로 갈라진 두 개의 산등성이, 두 개의 산마루가 있는 것이다.

Mais on ne les devine pas toutes, même de cette hauteur, et souvent là

où on ne voit qu'un seul flanc, qu'une seule crête, en réalité il y en a

deux, deux flancs, deux crêtes, séparés par une vallée. (M:11)12)

우리의 인식과 상상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언덕을 상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 하나의 능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에서도 산꼭대기 너머로 보이

지 않는 두 번째 능선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밖에 보이지 않

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개라는 이 명제는 모든 언덕, 몰로이의 세계

전체에 적용될 것이다.

이 인용문이 작품의 ‘서두’에서 몰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초반’에 위치한다

시에와 까미에,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포조와 럭키, 나그와 넬, 함과 클로브, 위니와 윌

리 등의 짝꿍들을 통해 우선 언어를 통한 타자와의 의사소통이 갖는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희극성을 자아냈다. 베케트의 짝꿍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대화는 종종 빗나간다. 하지

만 헤어지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다. 베케트가 말하는 ‘너와 함께라도 안 되고, 네가 없어서

도 안 되는nec tecum nec sine te’ (Hugh Kenner, “Life in the Box”, in: Harold Bloom

(éd.), Samuel Beckett,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coll. «Modern critical

views», 1985, p.28.) 상황이 바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베케트의 문학이

증명하는 것은, 어긋나는 소통에도 불구하고 타자와의 관계 맺기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점이

다. 이처럼 베케트가 회의했던 것은 언어를 통한 소통 가능성이었지 인간의 소통 가능성은

아니었다.

12) Samuel Beckett, Molloy,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coll. «double», 2008, p.11. 이어지
는 이 소설의 원문 인용 시 M으로 약기하고 해당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번역은 몰로
이(김경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3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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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존재하는 것이 두 개라는 사실을 하나의 원칙처럼

작품의 도입부에서부터 명백히 밝혀둔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품의 서두’라는 것도 위의 인용문이 언명하듯 두 개로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

롭다. 물리적으로 몰로이는 “나는 어머니의 방에 있다”라는 첫 문장incipit으로

시작된다. 편의상 이를 ‘첫 번째 서두’13)라 칭하기로 하자. 하지만 이 ‘첫 번째 서

두’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화자가 자신이 썼다며 소개하는 글의 도입부, 즉 ‘몰로

이 이야기의 서두(두 번째 서두)’에 압도된다.14) ‘몰로이의 서두’가 ‘몰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서두’에 의해 전복되는 과정에서 한 번 분리된 문단은 1부의

끝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1부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실

질적 서두는 ‘두 번째 서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서두의 실

질적 역할을 잃어버린 ‘첫 번째 서두’는 몰로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에 희곡의 ‘전치지문’이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전치지문’은 희곡의 시작

에 앞서 장차 전개될 이야기의 배경과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단 쉰다섯 줄

로 이뤄진 ‘첫 번째 서두’가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분을 통해 몰로이

의 세계가 이미 ‘두 개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15)

‘첫 번째 서두’의 첫 문장, “나는 어머니의 방에 있다”에서부터 몰로이와 그의

어머니라는 두 명의 존재가 감지된다. 몰로이는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니다. 그

의 세계는 철저히 두 개체로 구성된 복수성pluralité의 세계다. 몰로이의 실존은

‘부재하는 어머니’의 방에서 유지되고 있다. 몰로이는 어머니와 지극히 사적인 공

간을 공유한다. 그 방에서 몰로이는 어머니의 침대에서 자고Je couche dans son

lit 어머니의 요강에서 볼 일을 본다Je fais dans son vase. 즉, 생활의 공간인 방

을 공유함과 동시에, 꿈의 공간인 침대를 함께 씀으로써 어머니와 무의식을 나누

고, 배설의 공간인 요강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와 생리작용도 공유한다. 그

렇게 몰로이는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한다J'ai pris sa place. 여기서 ‘자리place’란

단순히 어머니가 생활했던 물리적 공간을 넘어, 어머니라는 역할의 추상적 자리

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라는 자리를 획득한 이상 몰로이는 점점 그와 닮아

13) 이 첫 번째 서두는 Molloy, pp.7-8.에 해당한다.

14) « Voici mon commencement à moi. Ça doit signifier quelque chose, puisqu'ils le

gardent. Le voici. // Cette fois-ci, puis encore une je pense, puis c'en sera fini je pense,

de ce monde-là aussi. » (M:8)

15) 비슷한 맥락에서 스티븐 코너Steven Connor는 베케트의 인물들이 시작부터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 설정된다고 말한다. 즉 베케트는 하이데거식 ‘피투성(被投性, Geworfenheit)’의 조건

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삶으로 ‘던져진 존재being-thrown’는 언제나 특

정한 조건하에 놓여 있다. (Steven Connor, op.cit., p.44.)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에 따르면, 몰로이는 ‘두 개체의 존재’가 기본 설정인 세계에 던져져 있고, 이러한 피투성이

‘첫번째 서두’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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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할 것이다Je dois lui ressembler de plus en plus. 이렇듯 존재의 차원에서

몰로이는 어머니의 공간, 어머니라는 자리를 공유한다. 하지만 몰로이의 어머니

는 이미 죽고 없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몰로이는 어머니의 공간, 어머니라는 자

리를 승계한다. 그리고 바로 이 어머니의 공간,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몰로이의

본격적인 글쓰기가 시작된다.

몰로이에게는 부재한 어머니 이외에도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 몰로이의 혈통은

위로도 아래로도 부재의 연결고리로 이어진다.16) 몰로이 가(家)의 혈통을 끊어놓

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몰로이만큼이나 늙은 하녀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

적 본능이 야기한 번식이었을 뿐, 몰로이의 진정한 사랑은 다른 여자에게 있었다

Le vrai amour était dans une autre. 사랑의 경험 역시 몰로이에게 두 번 찾아

온 것이다.

몰로이가 어머니의 방에 오게 된 경위에서도 몰로이 이외의 존재가 엿보인다.

능력의 차원에서 혼자서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몰로이다. 그가 어머니의 방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었고, 몰로이조차 자신이 혼자였다면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한다.17) 그런데 몰로이를 어머니의 방에 데려

다 준 남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 몰로이가 쓴 원고를 가져가는 대가로 돈

을 지불한다. 몰로이의 글쓰기도 이처럼 누군가와의 교환관계에 의해 작동된다.

교환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양쪽을 전제로 한다.

몰로이를 어머니의 방에 올 수 있게 도와준 조력자이자 그에게 글쓰기의 의무

를 부여하고 그 글을 교정하는 심판자인 그 남자는 누구인가? 몰로이는 그들이

여럿임에도 불구하고ils sont plusieurs, 항상 자신에게 오는 자는 같은 사람mais

c'est toujours le même qui vient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복수의 타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대목은 2부의 모랑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6) 몰로이의 아버지가 어머니에 의해 어떻게 불렸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곤 몰로이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몰로이의 혈통은 모계에

서 출발한다. 작품속에서 아버지는 몰로이에게 물리적으로 부재한다. 몰로이를 포함한 베

케트의 여러 작품에서 이처럼 “부성(父性)이 배제된 결과로서, 인물이 어머니와 닮아가거나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부각되곤 한다.” Ciaran Ross, Aux frontières du vide:
Beckett: une écriture sans mémoire ni désir, Amsterdam: Rodopi, 2004, p.131.

17) 여기서 ‘On’이라는 대명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1부와 2부의 서두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몰로

이와 모랑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1부 서두의 ‘On’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On m'a aidé”이고, 2부 서두의 경우에는 “내 이름은 모랑이다, 자크 모랑. 사

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Je m'appelle Moran, Jacques. On m'appelle ainsi”이다. 문법적

으로 보자면 두 경우 모두 ‘나’는 직접목적보어로서, 대상이자 객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1부

에서 ‘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대상인 반면, 2부의 ‘나’는 타자로부터

호명되는 존재로서 이 같은 호명을 통해 존재의 출현과 행위가 가능해지거나 적어도 잠재적

능동성을 지닌 주체임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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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요원이나 연락원을 복수로 말하지만 그것은 확실치 않다. 왜

냐하면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요원과 가베르 이외의 다른 연락원을 본 적

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가

베르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단지

우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린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이다.

Et quand je parle d’agents et de messagers au pluriel, c’est sans

garantie. Car je n’avais jamais vu d’autre messager que Gaber ni

d’autre agent que moi. Mais je supposais que nous n’étions pas les

seuls et Gaber devait supposer la même chose. Car nous sentir uniques

dans nos genres respectifs, nous n’aurions pu le supporter je crois.

(M:145-146)

탐정 조직의 요원인 모랑은 연락원 가베르가 전달해주는 소장 유디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모랑이 임무를 전달받을 때 만나는 사람은 오직 가베르뿐

이다.18) 모랑은 자신과 가베르가 업무상 파트너로 맺어진 것처럼 다른 요원들에

게도 각자의 연락원들이 짝지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랑이 이렇게 복수

의 타자를 상정하는 이유는 ‘불행을 나누면 줄어든다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

sentiment très humain qui veut que le partage diminue l'infortune’ 때문이다.

불행을 분담할 타자들이 없다면 혼자서는 그 불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랑에 따르면, 혹은 모랑이 희망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의 요

원, 하나의 연락원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한 명의 소장에 의해 짝

지어진 (최소) 두 명의 요원, 두 명의 연락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의 세계monde pluriel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는 ‘2’다. 즉, 출발점으

로서의 숫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숫자는 ‘0’도 ‘1’도 아닌 ‘2’다. 이는 베케트

문학 전반에도 해당된다. 베케트 문학에서 출발점으로서의 숫자는 ‘0’도 ‘1’도 아

닌 ‘2’다. ‘0’을 ‘무(無)’라고 할 때, 베케트의 문학은 결코 ‘없음’이나 ‘사라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극소와 미량으로 축소된 실체를 집요하게 좇는다. 차라리 사라지

18) 여기서 몰로이와 모랑이 언제나 이자(二者)관계만을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몰로이는 분명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작품에서 아버지

와 몰로이 사이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아버지-몰로이-어머니의 삼

자관계는 몰로이-어머니의 이자관계로 축소된다. 모랑도 마찬가지다. 작품속에서 모랑 아들

의 생물학적 어머니, 즉 모랑의 부인 혹은 애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가족관계에서도 모랑-아들의 이자관계만이 발견된다. 이러한 이자적 가족관계는 직업의 영

역에까지 이어진다. 모랑-가베르-유디의 관계에서 모랑과 유디 사이의 만남이나 소통은 언

제나 가베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모랑이 잠깐씩 의심하는 것처

럼 유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관계맺기가 일어나는 것은 모

랑-가베르의 관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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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면, 소멸된 것에 대한 미화와 낭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케트가 그리는 실체는 사그라들기 직전의 그 지긋지긋한 현존이다. 사

라짐을 택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일 텐데도 기어코 지름길을 비껴간다. 이 우

회의 과정에서 ‘1’이라는 ‘유일자’는 자기보다 더 지긋지긋한 타자와 조우한다. 이

렇게 실체는 결코 유일자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는 비단 이 연구의 대상인 몰로
이나 두 명의 인물이 짝을 지어 나오는 베케트의 많은 희곡과 산문 작품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무대에 ‘말하는 입’으로 축소된 실체만이 등장

하는 희곡 나는 아니야Not I에서조차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침묵의 목소리가

이 실체에 지속적인 간섭을 가한다. 관객에게는 들리지 않고 이 실체에게만 들리

는 ‘침묵의 목소리’는 ‘말하는 입’이 축소치의 극단이 아니라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없음’에 더 가까운 거리에서 타자로서 지겹게 존재한다.

이처럼 몰로이의 세계에서 ‘두 항’은 최소한의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 일례로, 몰로이가 단순히 모자 하나를 벗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행위를 촉발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개의 합당한 이유deux bonnes raisons’가 필

요하다. 루스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다 막다른 길로 접어든 몰로이는 때마침

듣기 시작한 가랑비에 모자를 벗는다. 그 이유는 첫째, “주름살투성이에 피부가

트고 몹시 뜨거운, 몹시 뜨거운 머리를 적시기 위해”, 둘째, “모자가 벽에 밀려서

자꾸 목덜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즉 그에게는 “두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많은 게 아니었는데, 한 가지 이유만 있었다면 결코 벗으려고 결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19)

몰로이에서 존재하는 항이 두 개라고 할 때, 가장 가시적으로는 ‘숫자 2’에

대한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표현은 1부와 2부에서 서

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1부 몰로이 이야기의 경우, 상반된 두 항으로 구성

된 한 쌍에 대한 표현을 빈번하게 찾을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몰로

이의 특징을 주조한 1부의 세계에서는 망설임의 조건으로서 두 개의 항이 존재

한다. 반면, 2부 모랑의 이야기에서는 서수로서의 ‘숫자 2’에 대한 표현이 많다.

적어도 모랑의 몰로이화 이전까지 위계, 순서, 질서, 명령이 2부의 세계를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모랑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숫자 2’의 표현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부터

살펴보자. 세계를 나름의 원칙에 따라 구획해 둔 모랑에게 위계상 그가 말을 놓

19) « Il tombe une pluie fine et j’enlevai mon chapeau pour en faire profiter mon crâne tout

ridé et crevassé et brûlant, brûlant. Mais je l’enlevai également parce qu’il me rentrait

dans la nuque, à cause de la poussée du mur. J’avais donc deux bonnes raisons pour

l’enlever et il n’en était pas de trop, une seule ne m’y aurait jamais décidé je crois. »

(M: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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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거나 놓는 사람은 딱 두 명이다. 그의 아들이 정성스레 수집한 우표 앨범은 큰

원본 하나와 작은 사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앨범을 모두 들고 가겠다

는 아들에게 모랑은 두 번째 앨범, 즉 사본만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한다. 또한 그

는 자신의 위치를 원점으로 삼아 오른쪽엔 성당이, 왼쪽엔 도살장이 있다는 사실

을 정확히 알고 있다. 어머니의 집 근처에 가축시장이 있었는지, 도살장이 있었

는지 헷갈려 하는 몰로이와는 상반된 모습이다.20)

이처럼 모랑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숫자 2’의 표현은 마치 좌표처럼 등장한

다. 그의 책상에는 ‘양쪽’에 서랍이 세 개씩 달려 있고, 체온계는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서랍에 들어 있다. 몰로이 추격을 준비하면서 아프다고 투정부리는 아

들 때문에 이 체온계를 책상 오른쪽 ‘두 번째’ 서랍에서 꺼내 아들의 열을 재야

할 일이 생겼다는 점, 그래서 아픈 아들에게 관장을 해주는 도중 갑자기 모랑의

무릎에 ‘두 번’의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했다는 점, 이는 앞으로 펼쳐질 모랑의 몰

로이 추격이 순서와 질서, 위계와 체계로 잘 구획된 ‘서수의 세계’를 쪼개지고 분

열돼 낱개로 분리되는 ‘기수의 세계’로 전복시킬 것이라는 전조다. 몰로이를 연상

케 하는 노인을 어떤 남자가 찾으러 오자, 그 남자를 죽인 뒤 모랑이 은신처로

되돌아가기 위해 열쇠를 찾는 도중, 열쇠꾸러미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고리가 두

동강나고 여기저기 열쇠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은유를 넘어선다. 세계

를 파악하기 위해 모랑이 세운 원칙은 산산조각 났으며, 따라서 이제 자신의 세

계를 어떤 열쇠로 열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버린 상황, 즉 몰로이화된 세계가

흩어진 열쇠의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몰로이화된 모랑은 다시 가베르를 통해 유디로부터 귀가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자신의 집 문을 더 이상 어느 열쇠로도 열 수 없다. 모랑의

집 자물쇠에 몰로이화돼버린 열쇠는 이미 맞지 않다. 결국 온몸을 던져 문을 부

수는 수밖엔 없다.

나는 쪽문 앞에 이르렀다. 그것은 열쇠로 잠겨 있었다. 아주 제대로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열 수 없었다. 열쇠는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

긴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그런가? 새로운 자

20) « Pour ce qui était de l’adresse de cette dernière, je l’ignorais, mais savais très bien

m’y rendre, même dans l’obscurité. Le quartier ? Celui des abattoirs, mon prince, car de

la chambre de ma mère, à travers les fenêtres fermées, plus fort que son babil, j’avais

entendu le rugissement des bovins, ce mugissement violent, rauque et tremblé qui n’est

pas celui des pâturages, mais celui des villes, des abattoirs et marchés aux bestiaux.

Oui, réflexion faite je m’étais peut-être un peu avancé en disant que ma mère habitait

près des abattoirs, car cela pouvait aussi bien être le marché aux bestiaux, près duquel

elle habitait. Tranquillisez-vous, dit le commissaire, c’est le même quartier. » (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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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쇠를 달아서 그런가? 나는 문을 부수었다. 골목 반대편까지 뒤로 물러

났다가 문 위로 달려들었다. 나는 유디가 명령한 대로 내 집으로 돌아왔

다. (…) 나는 집쪽으로 갔다. 집은 어둠 속에 있었다. 현관문이 열쇠로 잠

겨 있었다. 나는 문을 부수었다. 내가 갖고 있던 열쇠들 중 하나로 문을

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스위치를 돌렸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

는 부엌에, 마르트의 방에도 갔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

하다. 집은 버려져 있었다.

J’arrivai devant le guichet. Il était fermé à clef. Très juste. Mais je ne

pus l’ouvrir. La clef entrait dans le trou, mais ne tournait pas. La

longue désaffectation ? Une nouvelle serrure ? Je l’enfonçai. Je reculai

jusqu’à l’autre côté de la ruelle et me ruai dessus. J’étais rentré chez

moi, comme Youdi me l’avait commandé. (…) J’allai vers la maison.

Elle était dans l’obscurité. La porte était fermée à clef. Je l’enfoncai.

J’aurais pu l’ouvrir peut-être, avec une de mes clefs. Je tournai le

commutateur. Pas de lumière. J’allais dans la cuisine, dans la chambre

de Marthe. Personne. Mais assez d’histoires. La maison était

abandonnée. (M:236-237)

모랑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결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없다. 문은 고통

과 파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열릴 것이다. 다시 예전의 모랑, 몰로이를 찾

으라는 명령을 듣기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

을 통째로 내동댕이쳐야만 한다. 하지만 이 투신(投身)은 모랑이라는 존재의 공

허를 보여줄 뿐이다. 자아의 공백은 모랑이 몰로이화된 이상 결코 지금의 모랑으

로는 메워질 수 없다. 그래서 모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에 살 수도 없다. 그는

고백한다. “나는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램프에 불을 켜지 않을 것이다.

램프 불을 끄고 정원으로 갈 것이다.”21) 그렇게 그는 정원에서 살기 시작한다.

집 안에 살던 모랑이 사회화된 ‘한 사람’, 아버지의 역할을 부여받은 한 남자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몰로이화된 존재에겐 집 바깥의 공간이 어

울린다. 몰로이를 찾으러 다시금 떠날 채비를 하는 단계의 몰로이화된 모랑에게

정원은, 집 바깥이면서도 언제든 야생의 공간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적절한 중간지

대다. 몰로이화된 세계는 이처럼 적어도 집이라는 사회화되고 안정된 상징적 공

간 바깥에서부터 구획된다.

그렇다면 몰로이화된 세계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몰로이의 세계에

21) « Je ne supporterai plus d’être un homme, je n’essaierai plus. Je n’allumerai plus cette

lampe. Je vais la souffler et aller dans le jardin. » (M: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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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반된 두 항 사이에서 망설이는 몰로이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는 몰

로이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성격에 대한 묘사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몰

로이의 두 다리 중 한쪽은 아프고 다른 한쪽은 멀쩡하며, 두 개의 고환은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처져 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목발 사이로 기진맥진

하여 서서 자는 수직적 자세’와 ‘바닥에 눕는 수평적 자세’뿐이고, 그의 내부에서

는 ‘자신이 있는 곳에 그대로 남기를 주장하는 어릿광대’와 ‘좀 더 멀리 가면 덜

나쁠 거라고 부추기는 어릿광대’가 반목중이며, 욕구 앞에서 취할 행동도 ‘적극적

인 것’과 ‘명상적인 것’으로 양분된다. 또한 몰로이에게 여자는 출산이라는 기능

으로 특징지어진 ‘배수구로서의 여자-어머니’와 성적 결합이 가능한 ‘갈라진 틈으

로서의 여자-성행위의 대상’으로 이분된다. 그러나 이처럼 한 쌍을 이룬 두 항의

대립관계는 유의미한 차이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2. 대립관계의 붕괴

몰로이에서 두 항의 대립관계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 두 항

이 서로 뒤섞인다. 둘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

둘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항을 번갈아 선택하기도

한다. 셋째, 두 항뿐인 제한적 상황이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한다. 어느 경

우든, 이 작품에서 두 항을 가르는 대립의 축은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립된 두 항이 서로 뒤섞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몰로이가

여자를 ‘배수구’ 또는 ‘갈라진 틈’의 상반된 은유로 구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자는 어머니, 후자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몰로이에게 성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종종 어머니의 이미지와 뒤섞인다. 그가 자신의 삶

에서 처음 스쳐간 여자에 대한 화두를 꺼내놓음과 동시에 어머니의 기억이 개입

한다.22) 몰로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그 기획은 결국 실

22) « Les hommes, j’en ai frôlé quelques-uns, mais les femmes ? Eh bien, je ne veux plus

le cacher, oui, j’en ai frôlé une. Je ne parle pas de ma mère, elle j’ai fait plus que la

frôler. Et puis nous allons laisser ma mère en dehors de ces histoires, si vous voulez

bien. » (M: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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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다.

그리고 오늘 밤처럼 내 기억 속에서 두 여자가 혼합되어, 나는 거기서 오

로지 삶에 의해 평평해지고 격노하게 된 한 사람의 동일한 노파만을 보려

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꽤 여러 날 있다. 그리고 하느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 깊은 공포를 털어놓는다면, 내 어머니의 영상도 떠올라 때때로 그녀들

의 영상과 합류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로서, 십자가의 형

벌을 받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모르겠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Et il y a des jours, comme ce soir, où elles se confondent dans ma

mémoire et que je suis tenté de n’y voir qu’une seule et même vioque,

aplatie et enragée par la vie. Et Dieu me pardonne, pour vous livrer le

fond de mon effroi, l’image de ma mère vient quelquefois se joindre

aux leurs, ce qui est proprement insupportable, de quoi se croire en

pleine crucifixion, je ne sais pourquoi ni ne tiens à le savoir. (M:78-79)

자신이 처음 성적 관계를 맺은 여자와 지금 거처를 내어준 여자, 그리고 어머니

가 혼동되는 이유는 우선 노파라는 공통분모 때문이다. 또한 이 두 여자가 모두

몰로이와 닮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머니와 몰로이는 이름이 같고, 모든 신

체 기능과 인지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또 몰로이가 처

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노파의 경우에는 몰로이처럼 그녀가 남성은 아니었는지

고민할 정도로 성 차이마저 무화될 만큼 몰로이와 닮아 있다.23) 그러나 ‘배수구

로서의 여자’와 ‘갈라진 틈으로서의 여자’는 보다 근원적으로 몰로이가 육체적이

든 맹목적이든 합일을 원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서로 뒤엉킬 소지가 있다.

몰로이에게 이러한 뒤섞임은 공포스럽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

공포는 노골적으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부추긴다. 아버지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

가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아들에게24) 거세의 공포는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형벌

처럼 가혹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둘 중 정답을 찾는 상황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

23) 몰로이와 함께 베케트의 삼부작을 구성하는 두 번째 작품 말론 죽다에서, 빈사자인 말

론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기획 하에 이야기할 여러 소재를

늘어놓는다.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개별 소재로 포함되는데, 이내 말론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며 이 두 소재를 하나로 합친다. 베케트의 여러

작품에서 동성애적 코드가 발견되는 것은, 이처럼 성의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

각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4) 몰로이의 어머니는 몰로이를 ‘단da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몰로이의 지역에서 아버지를 가

리키는 말이다.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단dan’이었을 수도 있다고 몰로이는 말한다. 어머니에

게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남편과 자신이 세상에 내놓은 아들은 둘 사이의 넘어설 수 없는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엉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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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몰로이는 과거에 아팠던 다리가 오른쪽이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기억해내지

만, 이내 어느 다리가 아팠는지 혼동한다.25) 관절의 경직화는 베케트의 인물들이

겪는 가장 특징적인 질환으로서, 문학적인 불가능성의 징후이기도 하다. 서사의

전개를 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때 그러하다. 베케트의 문학을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베케트의 문학이 유연한 서사적 전개에 실패했기 때문이

다. 평범하고 합리적인 모랑이 몰로이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고 추격을 시작하기

직전, 그의 무릎에 가해진 ‘두 차례’의 극심한 통증은26) 모랑의 몰로이화를 상징

함과 동시에 몰로이 추격의 실패를 예고한다. 그의 무릎은 점점 굳어가고, 무릎

의 통증으로 잠에서 깨기도 하지만 몰로이처럼 아픈 다리가 어느 쪽인지, 좀 전

에 아팠던 다리가 지금 아픈 다리와 같은 쪽인지 분간할 수 없다.27) 그래도 모랑

은 무릎의 통증이 습관화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주의를 기울이지만, 고통에 무뎌지도록 모랑을 유혹하는 누군가가 그의 내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28) 모랑 안으로 시나브로 잠입한 자는 몰

로이인가. 몰로이에게 고환의 처진 정도도 마찬가지다.29) 어느 다리가 아픈 쪽인

지, 어느 쪽 고환이 더 처져 있는지 구별하려는 노력은 이내 알 도리가 없다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몰로이는 둘 중 하나를 번갈아가며 택하는 묘수를 두기도 한다. 몰로이

는 정주(定住)하라는 어릿광대와 탈주(脫走)하라는 어릿광대의 요구에, 이 둘을

번갈아 선택하는 방식으로 화답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매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25) « Or ma jambe malade, je ne sais plus laquelle, peu importe en l'occurence… » (M:46)

26) « Une vive douleur me traversa le genou. Qu’est-ce que tu as, papa ? dit-il. Je me

laissai tomber sur l’escabeau, relevai mon pantalon, regardai le genou, pliai et dépliai

plusieurs fois la jambe. Vite l’iodex, dis-je. (…) Je poussai un rugissement que durent

entendre les sœurs Elsner. Elles s’arrêtent de lire, lèvent la tête, se regardent, écoutent.

Plus rien. Un cri dans la nuit, encore un. » (M:162)

27) « Et je me rendormis en me demandant, histoire de me bercer, si ç’avait été alors le

même genou que celui qui venait de me faire si mal ou l’autre. (…) Je parle toujours de

mon genou. Mais était-ce le même qui m’avait réveillé au début de la nuit ? »

(M:188-189)

28) « Mon genou n’allait pas mieux, mais il n’allait pas plus mal non plus. C’est-à-dire qu’il

allait peut-être un peu plus mal, sans que je fusse en état de m’en rendre compte, à

cause de l’habitude de plus en plus miséricordieuse que j’en prenais. Mais je ne crois

pas. Car tout en écoutant mon genou, et puis en lui faisant subir des épreuves, je me

méfiais de cette accoutumance et essayais d’en faire abstraction. Et c’était plutôt un

autre, admis dans le secret de mes seules sensations, qui disait, Aucun changement,

Moran, aucun changement. Cela peut paraître impossible. » (M:200)

29) « … le droit plus bas que le gauche, ou inversement, je ne sais plus, frères de cirque. »

(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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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두 개의 선택지를 번갈아 선택하는 방식은 결코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다. 또

한 몰로이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불가능에의 순응과 저항

적 욕구 중 최선책을 고른 것이 아니다. 그저 소극적인 방식으로 두 어릿광대에

게 차례로 기회를 넘겨준céder 것뿐이다. 이 양보의 이유도 각 어릿광대에게 각

자가 선택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다.30) 즉, 선택된 항은 최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몰로이의 결단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

지, 즉 삶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정의할 때 이 선택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로 일관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결단,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내리는 데 성공했던 이 결단으로

말하자면, 어떤 부조리한 불행이 그것의 실행을 가로막았다. 사실 내 결단

들은 이런 독특함을 지녔는데, 그것은 결단들이 내려지자마자 그 실행과

양립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생기곤 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시기보다는 현재의 내가 훨씬 결단성이 부족하고, 그 시기의 내가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단성이 훨씬 부족했던 것은 분명 이런 이유에

서이다. 하지만 사실을 말한다면 (사실을 말한다면!) 나는 한 번도 단호한

결단을 내린 적이 없었으며, 내 말은 쉽게 결단들을 내리는 편이 아니라

는 뜻이다, 그보다는 머리를 처박고 똥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편이었다,

누가 누구에게 똥을 싸대는지, 어느 쪽으로 내 몸을 박아야 승산이 있는

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이런 성질로도 난 전혀 만족하지 못했고, 또 내가

이런 성질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다.

사실,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최대로 바랄 수 있는 것이란, 우리의 존재가,

끝에 가서, 처음과 중반보다 약간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Cette résolution, que j’arrivai à former tout en roulant, une absurde

malchance en empêcha l’exécution. En effet mes résolutions avaient

ceci de particulier, qu’à peine prises il survenait un incident

incompatible avec leur mise en œuvre. C’est sans doute pour cela que

je suis encore moins résolu à présent qu’à l’époque dont je parle et

qu’à cette époque je l’étais relativement peu à côté de naguère. Mais à

vrai dire (à vrai dire !) je n’ai jamais été particulièrement résolu, je

veux dire sujet à prendre des résolutions, mais plutôt disposé à foncer

tête baissée dans la merde, sans savoir qui chiait contre qui ni de quel

30) « Car en moi il y a toujours eu deux pitres, entre autres, celui qui ne demande qu’à

rester là où il se trouve et celui qui ne demande qu’il serait un peu moins mal plus loin.

De sorte que j’étais toujours servi, en quelque sorte, quoi que je fisse, dans ce domaine.

Et je leur cédais à tour de rôle à ces tristes compères, pour leur permettre de

comprendre leur erreur. » (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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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ôté j’avais intérêt à me plancher. Mais de cette disposition non plus je

ne tirais guère de satisfactions et si je ne m’en suis jamais guéri

complètement ce n’est pas faute de l’avoir voulu. Le fait est, on dirait,

que tout ce qu’on peut espérer c’est d’être un peu moins, à la fin, celui

qu’on était au commencement, et par la suite. (M:41-42)

위 인용문에서 몰로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린 결단이란, 자기 읍의 이름이 무

엇인지 행인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이 계획을 세우자마자

끈에 묶여 주인을 따라 보도를 걷고 있던 개 한 마리를 자전거로 들이받음으로

써, 그의 결단은 ‘실행과 양립될 수 없는 사고’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는 대신 똥구덩이로 뛰어든다. 이처럼 차악에서 최악으로 좌초돼가는

베케트의 세계에서 인물들은 기껏해야 차악을 유지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

는다. 분명한 건 상반된 선택항 중 그 무엇도 최악을 향한 노선을 돌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몰로이의 두 어릿광대는 최악의 달성을 공모할 뿐

인 ‘비극적인 공범자tristes compères’다.

몰로이가 욕구envie 앞에서 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극적인 것’과 ‘명상적인

것’이 있고, 자신은 기질tempérament상 명상적인 행동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31)도

비슷한 맥락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따르리라 결심해도 언제나 실행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몰로이는 차라리 명상적인 태도로 자신의 욕구를 가만히 응

시한다. 이 응시는 욕구 자체를 소멸시킨다.32) 이렇게 몰로이는 결단의 상황에서

똥구덩이로 달려들 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엄습해오는 욕구 앞에서 그것을 충족

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대신 그 욕구를 증발시켜버리는 명상적 응시로 대처

한다. 음습한 응달과도 같은 똥구덩이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 멀뚱멀뚱 자신의 욕

구 덩어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모방자, 이것이 바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본 몰로이다.”33)

자기 내부에서 욕구의 싹이 움터도 그것을 제초시켜버리고서 외부의 조건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적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몰로이는 카멜레온과 같은 모

31) « Car il semble y avoir deux façons de se comporter en présence des envies, l'active et

la comtemplative, et quoiqu'elles donnent le même résultat toutes les deux, c'est à la

deuxième qu'allaient mes préférences, question de tempérament sans doute. » (M:69)

32) « Mais cette envie, au lieu d'essayer de lui donner satisfaction, je restais à la

contempler, si j'ose dire, à la contempler qui peu à peu se ratatinait et finalement

disparaissait, comme la fameuse peau de chagrin, seulement beaucoup plus rapidement. »

(M:69)

33) « Les pâles ombres des jours de pluie répondaient davantage à mon goût, non, je

m’exprime mal, à mon humeur non plus, je n’avais ni goût ni humeur, je les perdis de

bonne heure. Mimétique malgré lui, voilà Molloy, vu sous un certain angle. » (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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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다. 몰로이를 결핍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처럼 욕구와 취향

goût, 기분humeur이 없고, 정상적인 배설 기능도 불가하며, 언어능력과 온전한

직립보행의 능력이 퇴화된 존재가 바로 몰로이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도, 선호

하는 것도, 유쾌와 불쾌를 판단할 준거도 없다면 타자의 욕망과 외부의 경향에

쉽사리 휩쓸릴 수밖에 없다. 부재는 이렇게 무수한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마치

생리기관의 대사체계에 따른 규칙적인 배설이 불가능해지자 온몸의 수분이 말라

가기는커녕 오히려 침과 땀, 오줌이 쉴 새 없이 질질 새나오는 것처럼,34) 결핍은

역설적으로 과잉의 전제가 된다.

그 예를 몰로이의 자세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몰로이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다리 한 쪽이 점점 짧아지고 뻣뻣해지는 증상 때문에

꼿꼿이 서 있는 자세가 아니면 평평히 누운 자세만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앉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리고 이따금 그 욕구에 굴복 당한다.35) 몰로

이의 내적 고뇌는 이처럼 ‘물리적 불가능성’과 ‘본능적인 욕구’ 사이의 힘겨루기

에서 비롯된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라는 명령과 한 발 내딛음으로써 한

결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사이의 내적 갈등, 욕구 앞에서의 명상적 태도와 적극

성 사이의 간극도 이 불가능한 현실로 인한 구금(拘禁)에의 순응과 자유로운 욕

구의 분출이 추동한 탈주(脫走)에의 환상 사이의 대립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몰로이 에피소드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반대되는 충동 사이의 알력다툼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몰로이의 앉는 자세의 예에서 보듯, 가끔은 불가능한 현실에

저항하는 욕구가 승리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몰로이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수직

과 수평의 형태로만 구성된 자신의 자세목록에 추가한 앉는 자세는 뻣뻣한 다리

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왜곡된다. 또한 비뚤어지고 굽혀지는 데 규칙이 없는

만큼, 앉는 자세는 오히려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된다.36) 자전거를 지지대 삼아

34) « Je vais vous dire une chose, je ne pisse plus, parole d’honneur. Mais mon prépuce,

sat verbum, suinte l’urine, jour et nuit, enfin je crois que c’est de l’urine, ça sent le

rognon. Moi qui avais perdu le sens de l’odorat. Peut-on parler de pisser dans ces

conditions ? Voyons. Ma sueur également, et je ne fais que suer, a une odeur bizarre.

Et je crois que ma salive, toujours abondante, en charrie aussi. » (M:109)

35) « … car je devais me demander si je n’avais pas envie de m’asseoir, après un si long

temps debout, et me rappeler ce que j’avais appris à ce sujet, savoir que la position

assise n’était plus pour moi, à cause de ma jambe courte et raide, qu’il n’y avait que

deux positions pour moi, la verticale, affalé entre mes béquilles, couché debout, et

l’horizontale, par terre. Et pourtant l’envie de m’asseoir me venait de temps en temps,

me revenait d’un monde disparu. Et je ne résistais pas toujours, tout averti que j’étais. »

(M:28)

36) 몰로이화된 모랑이 가장 명징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자세목록의 무한한 확장이다. 모랑

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 … lorsque de toutes les positions qu’emprunte 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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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위에 걸터앉거나,37) 무릎을 굽히고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반신 전체를 땅

에 대고 ‘니은 자’로 앉기도 하고,38) 수직과 수평 자세의 완벽한 기하학적 절충안

이라 할 수 있는 빗변의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39) 즉, 욕구의 승리는 물리적 불

가능성으로 인한 구겨짐을 대가로 획득되고, 그래서 오히려 구겨진 양태는 다양

한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렇게 몰로이의 “용납될 만한 자세 목록은 끊임없이 풍

부해”40)진다.

이처럼 제한적 상황은 소멸로 귀결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는 게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어능력이 감퇴됐어도 더듬거리

며 말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으며, 관절이 경직된다고 해서 발을 절며 걷거나 기

어가는 방법마저 차단되는 건 아니다.

… 나는 아직 그 녀석(아들)이 모르는 것, 그중에서도 이번의 시련이 녀석

에게는 유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없는 대로 지내야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녀석이 어리고 고분고분할 때, 내가 녀석에게 불어넣어주고 싶었

던 교훈이다. 내가 열다섯 살 때까지만 해도 함께 결합시킬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마법적인 두 단어.

… je savais ce que lui(Jacques le fils) ne savait pas encore, entre

autres choses que cette épreuve lui serait salutaire. Sollst entbehren,

voilà la leçon que je voulais lui inculquer, pendant qu’il était jeune et

tendre. Mots magiques dont jusqu’à l’âge de quinze ans je n’avais

penser l’homme normal il ne vous reste que deux ou trois d’abordables, alors il y a

enrichissement de celles-ci. J’aurais soutenu plutôt le contraire et mordicus, si je n’étais

pas passé par là. Oui, ne pouvant rester debout ni assis avec confort, on se réfugie dans

les différentes stations horizontales comme l’enfant dans le giron de sa mère. On les

explore comme jamais avant et on y trouve des délices insoupçonnées. Bref, elles

deviennent infinies. » (M:190)

37) « Je ne descendais pas à proprement dire de selle, je restai à califourchon, les deux

pieds par terre, les bras sur le guidon, la tête sur les bras, et j’attendais de me sentir

mieux. » (M:20)

38) « Car autant je m’asseyais difficilement sur une chaise, ou dans un fauteuil, à cause de

ma jambe raide vous comprenez, autant je m’asseyais facilement par terre, à cause de

ma jambe raide et de ma jambe raidissante, car c’est le sens qu’elle n’était pas raide, se

mit à raidir. Il me fallait un support sous le jarret, vous comprenez, et même sous toute

la longueur de la jambe, le support de la terre. » (M:95)

39) « J’aurais préféré m’allonger et rien ne me disait que je ne le ferais pas. Mais pour le

moment je me disais je me contentais de m’appuyer contre le mur, les pieds loin du

mur, dans une posture glissante, mais j’avais d’autres points d’appui, les bouts de mes

béquilles. Mais quelques minutes plus tard je traversai l’impasse pour aller dans l’autre

chapelle, voilà, où il me semblait que je serais un peu mieux, et m’y disposai dans la

même attitude d’hypoténuse. » (M:81)

40) « De sorte que mon répertoire d'attitudes admises n'a cessé de s'enrichir… » (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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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ême pas imaginé qu’on pût les accoler. (M:149)

몰로이처럼 되어가는 모랑이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교훈, ‘없는 대로 지내야

하느니라Sollst entbehren’41)라는 말은 결코 함께 묶일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의

의무sollst와 조건의 결핍entberen이라는 두 요소가 얼마나 마법적으로 절묘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몰로이적 윤리 격률이다.

1-3. 착란의 세계

두 항 사이의 대립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차이

가 흐려진다. 몰로이의 1부는 이미 유사성이 지배하는 착란의 세계이고, 2부 모

랑의 세계에서는 모랑이 몰로이화되어감에 따라 차이와 위계의 경계가 지워져간

다.

몰로이는 상식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비슷한 두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성 때문에 헷갈려 하고,42) 대립되는 두 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뒤

섞이거나, 둘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지

거나, 두 항 사이에 무수한 가능성들로서의 새로운 항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시된다. 그래서 몰로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뚜렷이 구분하기란 어렵다고

고백하고, 넓은 구릉을 지나고 있는 익명의 두 남자 A와 B가 체격도, 행선지도

다르지만 서로 비슷하게 보인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들의 비슷한 정도가 다른 사

람들이 닮아 있는 정도보다 더 한 것은 아니라고 평한다. 이런 몰로이가 숨 쉬는

몰로이의 공간에는 하필이면 운하가 두 개나 있다.43) 몰로이가 어머니 집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사한 두 개의 운하는 몰로이가 어머니의 집

41) « … the bourgeois precept of "sollst entbehren", a precept which once incited the

creative genius of Goethe's Faust to rebellion. » Edith Kern, “Moran-Molloy: The Hero

as Author”, in: Harold Bloom (éd.), Samuel Beckett,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coll. «Modern critical views», 1985, p.9.

42) 모랑의 몰로이화에서 감지되는 초기 증상도 이렇게 비슷한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다. 몰로이를 찾는 도중 무릎에 통증이 재발하자 모랑은 아들에게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

오라고 시킨다. 아들이 사온 자전거 바퀴 하나에 펑크가 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쪽 바

퀴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 Je ne sais plus de quelle roue il s’agissait. Dès qu’il y a

deux choses à peu près pareilles je m’y perds. » (M:212)

43) « Le canal traverse la ville, je le sais, je le sais, il y en a même deux. » (M: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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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모든 지리적 지표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기에 충분

하다. 동일한 두 개의 운하 때문에 눈앞의 운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이처럼 동일한 두 개의

개체가 혼란을 야기하는 몰로이의 세계는 마술이 어울리는 착란의 세계다.44)

이 착란의 세계인 몰로이의 1부에서는 몰로이와 어머니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45) 몰로이는 어머니와 이름을 공유한 사이다. 어머니의 이름도 몰로이

Molloy인 것이다. 이 모자(母子) 관계는 단지 이름만 공유한 사이를 넘어서 “성

도 없고, 혈연관계도 없이, 같은 추억, 같은 원한, 같은 기대를 가진 한 쌍의 오

랜 친구”처럼 과거(추억), 현재(원한), 미래(기대)를 공유한 사이다. 또한 앞서 언

급한 대로 어머니가 부재한 방에서 몰로이가 그녀의 침대와 요강을 공유하는 것

과 같이, 이름의 공유는 존재의 공유까지 의심하게 한다. 반면, 모랑과 그의 아들

이 복식조인 2부의 세계에서는, 비록 모랑과 그의 아들이 자크 모랑Jacques

Moran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혼동거리가 되지

않는다.46) 동일한 이름이 서로 다른 개체를 지시하거나(동음이의어) 동일한 개체

를 일컫는 이름이 여러 가지라도(유의어) 혼란이 생기지 않는 명확한 기호의 세

계인 것이다.

위계, 질서, 체계가 잡혀 있는 모랑의 세계가 기호들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

는 것은 당연하다. 모랑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구축해 놓은 규칙들과 주어진 외부

의 관습화된 법칙들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균형 잡히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살아

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몰로이를 추격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부터 모랑은 이

러한 외적 규칙들 대신 자기 내면에서 발동된 ‘치명적인 쾌락의 원칙le funeste

principe du plaisir’에 지배당하기 시작한다.47) 몰로이의 이름이 ‘몰로이Molloy’인

지 ‘몰로즈Mollose’인지 헷갈려하는 모랑이 이름과 실체를 연결 짓는 과정에서도

쾌락의 원칙이 작용한다. 몰로이의 이름은 첫음절 ‘몰Mol’이 분명함에도 불구하

44) « Ce fût enfin à la magie qu’échut l’honneur de s’installer dans mes décombres, et

encore aujourd’hui, quand je m’y promène, j’en retrouve des vestiges. » (M:52)

45) « Ma mère me voyait volontiers, c’est-à-dire qu’elle me recevait volontiers, car il y

avait belle lurette qu’elle ne voyait plus rien. Je m’efforcerai d’en parler avec calme.

Nous étions si vieux, elle et moi, elle m’avait eu si jeune, que cela faisait comme un

couple de vieux compères, sans sexe, sans parenté, avec les mêmes souvenirs, les

mêmes rancunes, la même expectative. » (M:20-21)

46) « Je m'appelle Moran, Jacques. On m'appelle ainsi. (…) Il (mon fils) s'appelle Jacques,

comme moi. Ça ne peut pas prêter à confusion. » (M:125)

47) « J’aimais beaucoup partir en vélomoteur, j’affectionnais cette forme de locomotion. Et

dans l’ignorance où j’étais des raisons qui s’y opposaient, je me décidai à partir en

vélomoteur. Ainsi s’inscrivait, au seuil de l’affaire Molloy, le funeste principe du plaisir. »

(M: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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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번째 음절은 첫 번째 음절에 먹힌 것처럼 희미하게 들리는 까닭에 ‘오이

oy’, ‘오즈ose’, ‘오트ot’, ‘오크oc’ 중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모랑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닌 ‘오즈ose’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매번 가베르가 ‘몰로이’라고 발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랑은 추격 대상의 이름이 ‘몰로즈’가 아닌 ‘몰로이’일 것이

라고 받아들인다.48)

문제는 지금껏 모랑은 가베르가 말하는 ‘몰로이’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오던 ‘몰로즈’든 이 이름이 지시하는 실체를 단 하나의 인물이라고 여겨왔다는

점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몰로이가 둘로 쪼개질 기미가 보

이면 그것을 환영chimères이나 이미지images로 치부하고 회피해왔다. “대형 화

재로 번지기 전에 불길을 막는 것, 그것이 항상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49)

그런데 순간, 모랑에게 이 두 이름이 가리키는 인물이 각기 다른 두 사람일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모랑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실체로서의 몰로이는 단 한 사람이었고, 그를 지칭하는 이름이 ‘몰로이’인지 ‘몰

로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모랑은 이 실체에 해당되는 정답으로서의 이름 하나

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다. 상식에 따르자면 실체와 이름은 일대일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답인

이름이 허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이름일 수 있다는 가

능성이 모랑의 뇌리에 똬리를 틀기 시작하자 “전체적으로 그렇게도 꼼꼼하고 침

착하며, 그렇게도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극히 사소한 악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가정과 정원, 보잘것없는 소유물에 착실한 사람, 혐오감을 주는

직업을 충성스럽고 능력 있게 수행하며, 계산적인 한계에 자신의 생각을 자제할

줄 알기에, 불확실에 대하여 그토록 끔찍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50)인 모랑은

48) « De ces deux noms, Molloy et Mollose, le second me semblait peut-être le plus

correct. Mais de peu. Ce que j’entendais, dans mon for intérieur sans doute, à

l’acoustique si mauvaise, c’était une première syllabe, Mol, très nette, suivie presque

aussitôt d’une seconde des plus cotonneuses, comme mangée par la première, et qui

pouvait être oy comme elle pouvait être ose, ou ote, ou même oc. Et si je penchais pour

ose, c’était probablement que mon esprit avait un faible pour cette finale, tandis que les

autres n’y faisaient vibrer aucune corde. Mais du moment que Gaber avait dit Molloy,

pas une fois mais plusieurs, et chaque fois avec une égale netteté, force m'était de

recconnaître que moi aussi j'aurais dû me dire Molloy et qu'en me disant Mollose je

faisais erreur. » (M:153)

49) « Faire la part du feu avant la conflagration, cela m’a toujours semblé raisonnable. »

(M:155)

50) « Qu’un homme comme moi, si méticuleux et calme dans l’ensemble, tourné si

patiemment vers le dehors comme vers le moindre mal, créature de sa maison, de son

jardin, de ses quelques pauvres possessions, faisant fidèlement et avec habileté un travail

répugnant, retenant sa pensée dans les limites du calcul tellement il a horreur de

l’incertain… » (M: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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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워진다.

환영이라고 배척해오던 여러 명의 몰로이, “이 늙은 동반자들, 그들의 족속은

끝장났고 거푸집은 깨졌다.”51) 그 깨진 거푸집에서 형체가 잡히지 않는 여러 종

류의 몰로이가 흘러나와 쪼개지고 분화된다. 그래서 그는 불확실한 모든 가능성

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한 번의 쪼개짐이 계속되는 분열로 이어

짐을 보여준다.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내가 이렇게 엄밀하게 다가가고 있던 몰로이는 산 넘고 물 건너 내가 아

주 조만간 실랑이를 벌이게 될 진짜 몰로이와는 아주 희미하게밖에는 닮

지 않았을 것이란 점.

아마 나는 벌써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 포착된 몰로이에게 게이버가

묘사한 몰로이의 요소들을 혼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점.

이렇게 총 세 명, 아니, 네 명의 몰로이가 있는 셈이었다. 내 마음 속의 몰

로이, 그에 대해 내가 그려가던 몰로이, 게이버의 몰로이,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던 뼈와 살을 가진 몰로이. 만일 게이버가 자신의 전갈

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던 놀라운 정확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거

기에 유디의 몰로이도 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왜냐하면 유디가 자신의 피보호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 혹은 안다고 생

각한 모든 것(유디에겐 둘 다 같은 소리다)을 게이버에게 모두 숨김없이

말했다고 정말 추측할 수 있었겠는가? 확실히 그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

의 명령들을 유용하고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좋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말

해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섯번째의 몰로이, 유디의 몰로이를 더하겠다.

하지만 이 다섯번째의 몰로이는 네번째, 소위 진짜 몰로이, 즉 자기 그림

자를 동반하던 몰로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그걸

알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값이라도 지불했을 것이다. 물론 다른 몰로이

들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면, 여기, 우리의 작은 서클 안에 머물기로 하

자.

(…) 이러다 보니 주목할 점이 세 가지가 되었다. 나는 둘밖에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Deux remarques.

Le Molloy dont ainsi je m’approchais avec précaution ne devait

ressembler au vrai Molloy, celui avec qui j’allais si prochainement être

aux prises, par monts et par vaux, que d’une façon assez lointaine.

Je mêlais peut-être déjà, sans m’en rendre compte, au Molloy ainsi

récupéré en moi des éléments du Molloy décrit par Gaber.

51) « Ah ces vieux compagnons, la race en est éteinte et le moule cassé. » (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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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y avait en somme trois, non, quatre Molloy. Celui de mes entrailles,

la caricature que j’en faisais, celui de Gaber et celui qui, en chair et en

os, m’attendait quelque part. J’y ajouterais celui de Youdi, n’était

l’exactitude prodigieuse de Gaber pour tout ce qui touchait à ses

commissions. Mauvais raisonnement. Car pouvait-on sérieusement

supposer que Youdi êut confié à Gaber tout ce qu’il savait, ou croyait

savoir (tout un, pour Youdi), sur son protégé ? Assurément non. Il

n’en avait dit que ce qu’il jugeait utile pour la bonne et rapide

exécution de ses ordres. J’ajouterais donc un cinquième Molloy ne se

confondait-il pas forcément avec le quatrième, le vrai comme on dit,

celui qui accompagne son ombre? J’aurais payé cher pour le savoir. Il

y avait d’autres évidement. Mais restons-en là, si vous voulez bien,

dans notre petit cercle d’initiés.

(…) Cela fait trois remarques. Je n’en avais prévu que deux.

(M:156-157)

모랑의 마음속에 있는 몰로이와 진짜 몰로이 사이의 차이로부터 쪼개진 두 개

의 몰로이는 가베르의 몰로이와 모랑이 상상해가는 몰로이에 유디의 몰로이까지

더해져 총 다섯 종류로 분열된다. 또한 자신이 아는 몰로이와 실제 몰로이가 동

일인인지, 자신이 아는 몰로이와 게이버가 묘사하는 몰로이가 뒤섞이진 않았는지

에 관해 고찰하고자 했던 두 가지 검토사항은 몰로이의 분화와 함께 실제 몰로

이와 유디가 찾아오라는 몰로이가 동일인인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세계, 하나에서 둘이, 둘에서 넷이 보이는 세계는 어

떤 세계일까? 들뢰즈는 라캉의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 도식에 각기 1, 2, 3이라

는 숫자를 부여한다. 이는 상징적인 것을 구조의 토대로 설명하려는 맥락에서 나

온 통찰로서, 제3의 어떤 것을 계속 쌓아나가는 구조는 숫자 3에 해당되는 상징

계에서 구축된다. 반면 실재적인 것은 통일 또는 전체화라는 이상과 분리될 수

없고 그 진리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실재적인 것에는 숫자 1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에게서 둘을 본다든지 또는 그것을 둘로 쪼개면서부

터 상상적인 것이 그 자체로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 예를 들어 실재적

인 아버지는 하나이든지 또는 실재적인 아버지 자신의 법칙을 따라서 하

나이고자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이중적이며 또

결투의 법칙을 따라서 둘로 쪼개진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미지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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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인격 위에, 즉 같이 놀아주며 웃음을 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한 인격과 일을 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한 인격 위

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 이처럼 상상적인 것은 거울 놀이, 이중화의

놀이, 전도된 동일화와 투영의 놀이에 의해 정의되면서 언제나 이중의 양

태 위에 머문다.

Dès que nous voyons deux en « un », dès que nous dédoublons,

l’imaginaire apparaît en personne (…). Par exemple, le père réel est un,

ou veut l’être d’après sa loi ; mais l’image de père est toujours double

en elle-même, clivée suivant une loi de duel. Elle est projetée sur deux

personnes au moins, l’une assumant le père de jeu, le père-bouffon,

l’autre, le père de travail et d’idéal (…). L’imaginaire se définit par des

jeux de miroir, de dédoublement, d’identification et de projection

renversées, toujours sur le mode du double.52)

이렇게 우리는 다시 숫자 ‘2’와 만난다. 바로 이러한 숫자 ‘2’의 세계, 그 상상적인

공간에서 모랑은 몰로이를 발견하고, 몰로이의 분열을 지켜보며, 진짜 몰로이를

찾아야 한다는 명령에 괴로워한다.

그런데 모랑에게 몰로이는 누구인가? 모랑은 그가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

며, 어쩌면 지어냈을 수도, 머릿속에서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몰로이는 모랑의 또다른 자아인가? 이 작품이 추격담을 빙자한 ‘자기 탐색quête

de soi’의 소설로 읽힌다면,53) 그것은 바로 몰로이를 모랑의 숨겨진 자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몰로이를 찾으라는 명령은 곧 분열된 자기 자신과

동화하고자 하는 욕망의 은유다. 그런데 모랑과 몰로이의 동화는 분명 ‘전도돼’

있다. 몰로이와 모랑은 ‘한 인물의 두 가지 면the one hero in two aspects’54)이

며, 서로가 서로에게 ‘또다른 나, 반대의 나, 상반되는 나other self, the antiself

or the antithetical self’55)이기 때문이다. 무형성과 항구적 유동성으로 인해, 그리

고 모든 규율과 의지, 목적성이 결여돼 있는 몰로이는 모랑의 눈에 끔찍한 창조

물, 키메라다. 따라서 몰로이의 출현이 모랑의 익숙한 세계를 공격하고 모랑의

무의식적 자아를 흔들어놓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몰로이가 모랑의 내부에 나

52) Gilles Deleuze, “À quoi reconnaît-on le structuralisme”, in: L'Île Déserte et autres
textes,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2002, p.241. ; 질 들뢰즈,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10, pp.369-370.
53) “우리는 베케트의 여러 작품에서 홀로, 짝지어, 또는 작품의 전체 이론에 따른, 방랑자를 만

날 수 있다. 방랑은 언제나 퇴락하는 탐색과 연관된다. 그 탐색은 피난처의 탐색, 타자를 찾

는 헛된 탐색,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탐색이다.” Philippe Vialas, “Figures de

l'errance”, in: Critique, vol.519-520, août-septembre 1990, p.719.

54) Edith Kern, op.cit., p.12.

55) Ibid.,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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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만 하면, 모랑은 헐떡이기 시작한다.56) 그의 헐떡임은 추격 대상인 진짜

몰로이가 다섯 종류 가운데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거세

진다. 다섯 종류의 몰로이 중 진짜 몰로이의 정체를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몰로이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복수의 개체가 내보이는 유

사성은 모랑을 착란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착란의 세계는 몰로이에 따르면 마술의 세계다. 몰로이는 과거 천문학, 지

리학, 인류학, 정신의학의 순서로 이 모든 학문들을 탐닉했다.57) 즉, 그의 관심은

거시세계에서 미시세계로 차차 옮겨간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를

다른 행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천문학, 그 지구의 틀 안에서 자신이 살

고 있는 지역을 다른 지역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부류를 다른 존재의 부류와 마찬가지의 차원에

서 파악하는 인류학으로 초점이 좁혀지고, 나아가 한 사람의 무의식을 의식이라

는 반대급부와의 관계를 통해 밝혀내는 정신의학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 몰로이

의 지적 호기심의 렌즈는 망원경에서 현미경으로 점차 미시화되는 것이다. 그러

다 몰로이의 관심은 논리적 학문의 대척점에 위치한 마술에 정착하고 만다. 다시

말해, 몰로이의 시선은 결국 현미경의 렌즈를 버리고 만화경(萬華鏡)의 렌즈와

점착한다. 모든 대립이 무너지고 분류가 무의미한 착란의 세계에 가장 잘 어울리

는 분야야말로 마술이다. 지도도 경계도 없는 마술의 공간은 “영속적인 사물들의

끄떡없는 혼란inébranlable confusion des choses éternelles” 그 자체다.

하지만 마술의 공간이 어떻게 배치돼 있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해도 몰로이는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곳에 기꺼이

가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곳에 비하면 좀 더 기꺼이, 놀라면서도 평온한 상태로

간다.”58) 깜짝 놀라더라도 한켠으론 평온할 수 있는 곳, 평온함이 쉬이 부서져

종종 경악이 끼어드는 곳, 그래서 반쯤 얼이 나가 있더라도 의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꿈의 공간이다. “그 장소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때

때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와 있으며, 원하는 대로 떠날 수도 없는 그런

56) « Il (Molloy) n’avait qu’à surgir en moi pour que je m’emplisse de halètements. »

(M:154)

57) « On voit que je m’intéressais à l’astronomie, autrefois. Je ne veux pas le nier. Puis ce

fut la géologie qui me fit passer un bout de temps. Ensuite c’est avec l’anthropologie

que je me fis brièvement chier et avec les autres disciplines, telle la psychiatrie, qui s’y

rattachent, s’en détachent et s’y rattachent à nouveau, selon les dernières découvertes.

(…) Oh j’ai tout essayé. Ce fut enfin à la magie qu’échut l’honneur de s’installer dans

mes décombres, et encore aujourd’hui, quand je m’y promène, j’en retrouve des vestiges.

» (M:52-53)

58) « Et si je n’y vais pas volontiers, j’y vais peut-être un peu plus volontiers qu’ailleurs,

étonné et tranquille… » (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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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59)이다. 그리고 베케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역시 이러한 몽환적 공간을 그려낸

다. 독자는 몰로이와 모랑의 의식이 흘러가는 방향과 속도에 따라 어머니의 방에

있다가 어느새 얕은 구릉들이 이어진 언덕의 바위 뒤로 가기도 하고, 모래밭에

조약돌을 펼쳐놓고 파도소리를 듣다가 숲속 늪지대를 기어가기도 하며, 맥주 한

병을 들고 정원에 앉아 있다가도 불구가 된 몸으로 숲에서 아들을 기다리곤 한

다.

이 꿈같은 공간을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의연함이다.

아연실색한 상황에서 정신이 증발해버릴 것 같더라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Cela n'a pas d'importance”며 이내 냉정하게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 절망의

무게로 다리가 휘어질지언정 자조의 쓴웃음으로라도 그 굴절된 다리에 최소의

동력을 대야 한다. 이처럼 의연하게 불행을 맞아들이고 또 별일 아니라는 듯 실

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베케트의 문학을 비장미로 승화시키기도, 골계미로 끌어

내리기도 한다. 베케트 문학의 고도(高度)를 묻는다면, 이렇게 비장미의 부력과

골계미의 중력, 혹은 진지함의 중력과 우스꽝스러움의 부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문학 안에서는 눈물

의 밀도가 실소(失笑)로 희석되고, 거리두기에 의한 희극성이 거리 좁히기의 비

극성으로 끌려오는 이중 작용이 끊임없이 작동된다.60)

나는 그녀가 울 거라고 생각했으나, 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반대로

웃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우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잘

못 보았고 그녀는 실제로 웃는 소리를 내면서 울었을지도 모른다. 울음과

59) « … j’allais dire comme dans un rêve, mais pas du tout, pas du tout. Mais ce lieu n’est

pas de ceux où l’on va, mais de ceux où l’on se trouve, quelquefois, sans savoir

comment, et qu’on ne quitte pas comme on veut… » (M:52)

60) 디터 벨러쇼프Dieter Wellershoff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베케트의 문학을 판단한다. 베케

트의 인물들은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

는 점에서, 부족한 역량을 갖고 그 목표에 가닿기 위해 애쓴다는 점에서 삼중으로 희극적이

지만, 어쩔 수 없는 이 행위와 극렬한 편집광은 아이러니의 차원을 넘어서며 독자로 하여금

감히 웃어넘길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Par là les efforts de ses figurants ont le triple

comique d’un fou qui essaie d’atteindre un but peut-être inexistant par un mauvais

chemin et avec des forces insuffisantes. Mais le sourire s’efface devant l’insistance de

ces efforts. On assiste à une action forcée qui est hors de portée de l’ironie, à une

monomanie furieuse dont aucun rire ne peut libérer. C’est une situation sérieuse. Beckett

lui-même, qui veut démasquer la folie, y est profondément imbriqué. L’histoire sans

issue qu’il voulait finir est devenu la sienne. Il n’y a plus de solutions possibles pour lui,

même plus l’ironie truquée des romanesques – l’écart soudain. Il doit continuer. La

démonstration ironique est devenue une via dolorosa dont il sait qu’elle est vaine. »
Dieter Wellershoff, “Toujours moins, presque rien: Essai sur Beckett” in: Tom Bishop et

Raymond Federman (éd.), Cahier de l'Herne: Samuel Beckett, Paris: L'Herne, 1976,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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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난 이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Je crus qu’elle allait pleurer, c’était le moment, mais elle rit au

contraire. C’était peut-être sa façon à elle de pleurer. Ou c’était moi

qui me trompais et elle pleurait réellement, avec un bruit de rigolade.

Les pleurs et les rires, je ne m’y connais guère. (M:48)

위의 문장에서 ‘그녀elle’는 루스 부인이지만, 그 자리에 ‘베케트 문학littérature

beckettienne’을 놓을 때, 이 진술은 베케트 문학의 특징을 설명하는 적절한 명제

로도 손색이 없다. 비장미와 골계미,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 비극성과 희극성,

울음과 웃음이라는 두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며 뒤엉키는 착란의 세계는 베케

트 문학의 영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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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 Pénultième’ : 무한한 열거의 불가능한 종말

장 미쉘 라바테Jean-Michel Rabaté는 말라르메의 시 유사의 영(靈)Le démon

de l'analogie 의 “끝에서 두 번째는…죽었다La pénultième…est morte”라는 한

구절을 인용해, ‘끝에서 두 번째’라는 뜻의 단어 ‘pénultième’를 글쓰기와 연관 짓

는다. 여기서 ‘pénultième’란 단어가 문법적으로 여성형이라는 점은 ‘죽음la mort’

이라는 명사가 여성형인 것과도 연관된다. 라바테는 이 단어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nul’인 것처럼 글쓰기는 ‘무(無)nul’이자 ‘공(空)vide’일 수밖에 없지만, ‘끝

에서 두 번째’라는 프랑스어 단어 속에 이미 ‘펜plume’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으므

로 무(無)와 공(空)에 대해 ‘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글쓰기의 숙명이라고 말

한다.61) 몰로이라는 텍스트는 라바테의 ‘끝에서 두 번째’라는 개념으로 설명되

기에 적합하다. 단, 여기에서 ‘끝에서 두 번째’는 단지 음절syllabe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반적인 순서를 나타내기에 여성형이 아닌 남성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몰로이에서 유의미한 순서는 언제나 ‘끝에서 두 번째’다. 두 개의 항으로

빚어진 착란의 세계에서 분열과 증식이 무한히 일어나는 한, 아무리 끝에 다다랐

다고 생각한들 언제나 다음 한 판이 예정돼 있기에 끝은 온전한 끝이 아니라 ‘끝

의 바로 직전’이 될 뿐이다. ‘끝에서 두 번째’라는 순서는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한편, 현재의 고통이 또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절

망적이다. 특히 몰로이의 인물들은 종말의 지점에 가닿기를 소망하지만 그 종

말이 계속해서 유예됨에 따라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연옥purgatoire에까지 이르

러 ‘끝에서 두 번째’인 고통스런 ‘죽음 같은 삶’을 지속해 나간다. 게다가 그들은

삶을 글로 활자화해야 한다는 의무에 종속돼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해야 할

언어는 그들의 다리만큼 비틀거리기에, 그들이 떠안은 작가로서의 숙명은 언어를

통한 확실성이 무효화되고nul 비어버린vide 글쓰기를 영원히 이어가야 하는 형벌

이 된다.

2-1. 유희로서의 미완의 열거

61) Jean-Michel Rabaté, La Pénultième est morte: Spectrographies de la Modernité,
Seyssel: Champ Vallon, 1993,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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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로이는 무수한 두 개의 항들로 직조돼 있다. 두 개의 항은 서로의 차이가

무화돼 혼란을 야기하거나, 증식을 통해 착란의 세계를 펼쳐놓는다. 하지만 이

착란의 세계에서 몰로이는 의연하다. 그는 이름과 기능을 알 수 없는 ‘엑스X’자

모양의 은제품을 앞에 두고 ‘놀라면서도 평온한’ 시선을 던진다. 이는 여러 개로

분화된 몰로이들 앞에서 모랑이 느끼는 헐떡임과 대조된다. 이 톱질 작업대 같이

생긴 물체는 동일한 ‘브이V’자 네 개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열려진

모양으로 생겨서, 네 개의 방향 중 어느 쪽으로 세워도 똑같은 안정감으로 지탱

되고 모양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몰로이는 가끔씩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놀라운 시선으로d'un regard étonné’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이 물건의 어느

쪽이 밑받침인지, 어떻게 놓고 사용해야 하는지, 대체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것은 (몰로이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 바로 그때 호기

심 없는 탐구자의 영혼에 평화가 깃든다.”62)

동일한 ‘브이V’ 네 개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엑스X’자 모양의 은제품으로 은

유되는 동일성의 세계, 그것이 야기하는 착란의 세계에 들어서면,

바로 그때 진정한 나눗셈이 시작되고, 예를 들면 스물둘 나누기 일곱 같

은 것 말이다, 공책들이 드디어 진짜 숫자들로 가득 채워진다.

C’est alors que la vraie division commence, de vingt-deux par sept par

exemple, et que les cahiers s’emplissent des vrais chiffres enfin. (M:85)

고정된 하나의 정답을 맞히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답은 무궁해진다. 위

의 인용문에서 몰로이는 무한한 순순환소수의 답을 내놓게 만드는 ‘22’ 나누기

‘7’이라는 나눗셈 문제를 제시한다. 몰로이에게 ‘분해하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나

눗셈의 예는 의미 있는 소재다.

그에게 평온함을 안겨주는 ‘분해하기décomposer’는 ‘살아가기vivre’와 같은 말

이다.63)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몰로이의 ‘분해하기’는 ‘재산과 소유물 목

62) « Car ne rien savoir, ce n’est rien, ne rien vouloir savoir non plus, mais ne rien pouvoir

savoir, savoir ne rien pouvoir savoir, voilà par où passe la paix, dans l’âme du chercheur

incurieux. » (M:85) ; 평소엔 확신으로 가득 찼던 모랑도, 몰로이 추격이 중단된 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쓰고 있는 글에서 자신이 현재 “대부분의 경우 확신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모를 수도 있고, 아마도 결코 모

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M:143)

63) « C’est dans la tranquillité de la décomposition que je me rappelle cette longue émotion

confuse que fut ma vie (…). Décomposer c’est vivre aussi, je le sais, je le sais, ne me

fatiguez pas (…). » (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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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세우기dresser l'inventaire de mes biens et possessions’를 떠올리게 한다.64)

몰로이는 죽음의 순간이 오기 직전, 그 단말마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자신에게

남은 재산과 소유물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 목록을 작성하고자 한다. 기껏해야 그

목록에 들어갈 항목들은 자전거의 나팔경적, 단추, 조약돌 등 하찮은 물건들일

테지만, 그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각 소지품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러모아

자신의 삶을 종합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자기 스

스로에게 들려주며 죽음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65)

‘재산목록 세우기’라는 삶의 종합은 죽음 직전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기에, 몰로이는 재산목록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룬다.

… 나를 끝장낼까봐 두려워서 결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약점들의

목록, 그것도 어쩌면 난 언젠가 내 소유물과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에 만

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날엔, 행여 그날이 온다면, 난 끝장나는 것에

대해 오늘보다는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획득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던져버

릴 수도, 남에게 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는 틀릴 염려 없이, 내 소유물 중에, 마침내, 내게 남은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리라. 그것은 모든 계산의 끝일 테니까.

… je ne ferai jamais, de crainte de m’achever, je la ferai peut-être un

jour, quand il s’agira de faire l’inventaire de mes biens et possessions.

Car ce jour-là, si jamais il se lève, j’aurai moins peur de m’achever

qu’aujourd’hui. (…) Mais pour cela je dois attendre, pour être certain

de ne plus rien pouvoir acquérir, ni perdre, ni jeter, ni donner. Alors je

pourrai dire, sans crainte de me tromper, ce qu’il me reste, en fin de

compte, de mes possessions. Car ce sera la fin du compte. (M:109-110)

즉, 몰로이가 ‘재산목록’을 세울 수 있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기 안에 담

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도 늘어나지도 않고 고정돼 있다는 확신, 그 확

64) 브라이언 T. 피치는 ‘재산목록inventaire’을 베케트의 소설 삼부작을 연결하는 고리로 분석

한다. ‘재산목록inventaire’이라는 단어는 ‘발명하다inventer’와 ‘침묵하다taire’라는 두 단어로

이뤄져 있는데, ‘inventer - inventaire - taire’로 이어지는 전개는 그대로 소설적 발명을 시

도한 소설 몰로이와 자기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의 목록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말론 죽다, 침묵을 꿈꾸는 소설인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이라는 베케트 소설 삼

부작의 핵심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Brian T. Fitch, Dimensions, structures et
textualité dans la trilogie romanesque de Beckett,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1977,
pp.149-163.

65) 베케트의 소설 삼부작에서 몰로이 다음에 이어질 말론 죽다는 그 자체로 주인공 말론

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소유물들에 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과정을 문학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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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부동성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하지만 실패의 문학이라 일컬어지는 베케

트의 문학은 완벽한 부동성, 빈틈없는 고요의 상태를 실현하는 데마저 실패한다.

그렇지만 베케트의 글쓰기가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이 실패한 부동성의 흔들리

고 주저하고 머뭇대는 작은 움직임이기에, 몰로이의 소유물 역시 아주 조금씩 획

득되고, 잃어버렸다가, 던져버리기도 하는 미세한 변화를 겪는다. 그는 죽음에 근

접할 정도로는 노쇠하나 재산목록을 세울 만큼은 죽음의 순간에 당도하지 못했

다. 언제가 될지, 정녕 완벽한 부동성의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몰로이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삶을 종합해내기 이전의 작업, 즉

세계를 분해하고 쪼개 놓는 일에 매진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는, 오, 내 상황을 변경시킬 정도로는 아니지

만, 내가 갖게 될 모든 것 중에서, 아직까지 모든 걸 가진 것은 아니니까,

내게 남은 것을 지금부터 발표하지 못하게 막을 만큼 충분히, 나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거나 풍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t d’ici là je peux m’appauvrir, m’enrichir, oh pas au point que ma

situation en soit modifiée, mais suffisamment pour m’empêcher

d’annoncer, dès maintenant, ce qu’il me reste sur tout ce que j’aurai eu,

car je n’ai pas encore tout eu. (M:110)

몰로이처럼 베케트의 인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미세하게 버리거나 더하

는 과정을 지속한다. 그러나 이 소유물들은 결코 결합composer되어 새로운 무언

가로 환원되거나 종합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제 자리에서 소유물들을 늘어놓

고 놀 뿐이다. 유희의 방식은 ‘22’를 ‘7’로 나누는 무한한 나눗셈처럼, 얻을 수 있

는 모든 가능성을 분해하여décomposer 열거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composer 생산성이 아닌, 작은 주머니에 뒤엉킨 쓸모없

는 물건들을 낱낱이 나누어 놓는décomposer 소진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몰로이적

행위의 특징 중 하나다. 들뢰즈는 이러한 가능성의 열거를 가능성의 ‘소진

épuisement’이라 명명한다. 진정한 소진을 위해서는, 열거되는 가능성들 가운데

선호도가 없어야 하고 열거를 통해 특정 목적을 구현한다거나 의미를 만들어내

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66) 몰로이가 ‘22’ 나누기 ‘7’의 답이야말로 ‘진짜 숫자’라

고 규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나눗셈의 답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와

는 무관하고, 현실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목적의 달성이나 의미의 창출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말하자면, 이러한 열거의 유희는 기호와 의도가 소거돼 있다는 점

66) Gilles Deleuze, “L'Épuisé”, in: Quad et autres pièces pour la télévision,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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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순수하다.

몰로이에서 순수한 가능성의 열거는 숫자 ‘2’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랑수아 누

델만François Noudelmann도,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에서 블라디

미르가 구세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도둑과 그 이야기를 전한 ‘네

명’의 복음서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 잘못 본 것, 잘못 말한 것Mal Vu,

mal dit에서 인물이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두 번, 네 번, 여덟 번 톡톡 치는 장

면이 나오는 대목을 예로 들며, 베케트에게서 ‘2’의 거듭제곱 수는 낯선 숫자가

아니라고 지적한다.67) 그래서인지 몰로이에서도 루스의 집에 머무는 동안 몰로

이는 ‘두 개’의 창살로 인해 세 등분으로 잘린 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

는 것을 보며 이러한 이동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타진한다. 달이 ‘두 개’의

창살에 걸쳐 움직였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약돌 ‘열여섯 개’를 차례로 빨아먹기 위해 이 돌멩이들을 외투와 바지 주머니

총 ‘네 개’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어 담는 방법을 열거하는 장면에서도 숫자 ‘2’

를 만날 수 있다. ‘2’의 두 제곱 수(4)를 ‘2’의 두 제곱수의 두 제곱수(16)와 결합

하는 방식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몰로이를 찾으러 간 모험에

서 모랑은 ‘두 개’의 팬티를 번갈아가며 입고 셔츠를 ‘네 가지’ 방법으로 돌려가

며 입는다. 앞뒤 안팎 제대로, 앞뒤 제대로 안팎 뒤집어서, 앞뒤 거꾸로 안팎 제

대로, 앞뒤 거꾸로 안팎 뒤집어서 입다가 다섯째 날엔 첫 번째 방법부터 다시 시

작한다.

이처럼 두 개의 항은 무한한 열거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두 개의 항

에서 시작된 열거는 원리상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마주선 거울 두 개가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몰로이에서 발견되

는 두 개의 항에서 시작된 열거에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열거되

는 항목들은 나름의 엄격한 제한에 종속된다. 몰로이가 제시한 ‘22’ 나누기 ‘7’이

라는 나눗셈의 답은 3.1̇42857̇이다. 즉 소수점 아래의 모든 숫자 ‘142857’이 무한

히 반복되는 순순환소수다. 몰로이는 이 나눗셈의 답으로 공책을 모두 채우고도

무한권의 공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답은 동일한 숫자들의 반복

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무한성은 제한성과 맞물린다. 숫자들이 무한히 공책

을 채우지만, 적히는 숫자는 ‘142857’로 언제나 똑같기 때문이다. 이 순환은 언제

든 끝낼 수 있는 동시에 언제나 다음번 순환이 가능함을 예고한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특징이 있다. 무한한 열거는 완수achever될 수 없다. 다만 중단arrêter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한의 차원에서 언제든 다음번 열거가 시작될 수 있기

67) François Noudelmann, op.cit.,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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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중단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기껏해야 끝에서 두 번째le pénultième

일 것이다. 셋째, 열거의 과정에서 모호성이 비어져 나온다. 열거란, 있을 수 있

는 가능성을 명징하게 제시하는 한 방법이다. 이는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

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잔류하는 모호함을 해소할 수 없다.

가능성의 열거가 지닌 이러한 특성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몰로이의 조약돌 배치 장면이다. 장장 아홉 페이지에 걸쳐 몰로이가 돌멩이들을

차례로 빨기 위해 주머니에 배치하는 방법을 열거하는 장면은, 하찮은 사물이 문

학적 소재로서 어디까지 정교하고 주도면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자, 문학이 제거의 방식으로도 풍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며,68) 명확히 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소될 수 없는 모호함이 잔류하

는 베케트 문학의 정수를 구체화한다.

몰로이는 빠는 돌pièrre à sucer 열여섯 개를 외투 양쪽과 바지 양쪽에 있는

주머니 네 개에 똑같이 네 개씩 나눠 담고, 하나씩 꺼내 차례로 빤다. “동그랗고

매끄러운 작은 조약돌 하나를 입에 넣으면, 평온해지고 기분전환이 되며, 배고픔

도 달래고 갈증도 잊게 해주기”69) 때문이다. 어머니를 찾아가고 있는 몰로이에게

이러한 돌멩이 빨기는 마치 엄마의 젖을 빠는 행위가 주는 안온함과 포만감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마치 엄마의 한 쪽 젖만 빨아서 빈젖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인지, 혹은 엄마의 모든 젖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무의

식적 욕망 때문인지, 그는 갖고 있는 열여섯 개의 모든 조약돌을 차례로 빨겠다

는 의지에 따라 그 실행 방법을 찾는 데 고심한다. 조약돌 배치에 대한 집착이

‘어머니mère’의 동음이의어인 ‘바다mer’에 와서 발현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

니다. 어머니에 대한 단일하고 무거운 욕망은 ‘어머니mère’로 발음되는 ‘바다mer’

에 이르러, 어머니의 가슴을 떠올리게 하는 조약돌 열여섯 개로 분해되고, 그것

을 자기 몸의 여기저기에 배치하는 놀이로 가벼워진다.

그렇다면 이 놀이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 애초에 몰로이가 어

머니를 향해 길을 가는 목적은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좀 더 흔들리지 않

는 근거 위에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인지 몰로이는 어머니와 관계된 이 놀

이에 적어도 우연이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이 놀이는 하나의 확고한

규칙에 의해 굴러간다. 조약돌이 옮겨 담기는 방향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이 놀

이의 규칙이다. 입으로 가져갈 돌멩이는 무조건 오른쪽 외투 주머니에서 꺼내야

68)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을 열거하면서, 몰로이는 불가능한 방법, 자기 능력을 벗어나

는 방법도 함께 열거하며 가능한 목록에서 제거한다. 즉, ‘제거’해야 하는 요소들을 ‘열거’함

으로써 텍스트의 부피를 팽창시킨다.

69) « Un petit caillou rond et lisse dans la bouche, ça calme, rafraîchit, déjoue la faim,

trompe la soif. » (M:33)



- 35 -

한다. 그 빈자리는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채운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돌멩이의 빈자리는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돌멩

이로 채우고, 그렇게 빠져나간 돌멩이의 빈자리는 왼쪽 외투 주머니에서 꺼낸 돌

멩이로 채운다. 끝으로 왼쪽 외투 주머니의 빈자리는 입에 넣어 빨고 있던 돌멩

이로 채워질 것이다. 이처럼 몰로이의 열거는 규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제한적

성격’을 지니고 시행된다.

문제는 이러한 엄격한 체계에 따라 오른쪽 외투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꺼낸다 해도, 어떤 ‘기막힌 우연hasard extraordinaire’의 개입 가능성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규칙화될 수 없는 우연과 같은 모호함은 만의

하나라는 가능성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여기서 몰로이가 걱정하는 우연은, 이 엄

격한 체계 하에서도 회전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네 개의 돌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개의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는 대신, 네

개의 돌멩이를 통째로 꺼내 동일한 방향에 따라 이동시키는 방법을 떠올린다. 하

지만 이번에도 아까와 ‘똑같은 우발 사태même aléa’에 따라 네 개의 돌멩이 그

룹 각각에서 매번 동일한 돌멩이 네 개만을 빨게 될 가능성이 부상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기실 간단하다. 돌멩이 숫자와 주머니 숫자를 똑같이 맞추

면 된다. 열여섯 개의 돌멩이를 하나씩 담을 수 있는 열여섯 개의 주머니를 마련

하거나, 돌멩이를 주머니 숫자에 맞춰 네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면 될

일이다. 그러나 몰로이는 “주머니를 네 배로 늘리는 일은 나의 능력을 초월한 것

같고”70), 조약돌 숫자를 줄이는 일은 “내가 패배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71) 같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돌멩이와 주머니 개수의 불일치와 그것의 해결 불가능한 성격은

몰로이가 고백하는 말의 과잉과 빈곤을 떠올리게 한다.

… 그것은 내가 아직 말을 하던 시절에, 나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너무 부족하게 했고, 말을 너무 부족하게 했다고 생각했

지만 실은 너무 지나치게 했던 경우가 흔히 있었다는 것이다. 내 말은, 곰

곰이 생각해보건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 말

의 과잉이 빈곤을 드러냈고, 반대로도 그러했다는 뜻이다.

… il m’arrivait souvent, du temps où je parlais encore, d’avoir trop dit

en croyant avoir dit trop peu et d’avoir trop peu dit en croyant avoir

dit trop. Je veux dire qu’à la réflexion, à la longue plutôt, mes excès

de paroles s’avéraient pauvretés et inversement. (M:44)

70) « … les (poches) quadrupler me semblait dépasser mes possibilités. » (M:94)

71) « Car ç’aurait été m’avouer vaincu. » (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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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진실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tellement épris de vérité’ 몰로이지만, 그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말은 언제나 진실보다 넘치거나 모자란다. 이는 기의

signifié와 기표signifiant 사이의 일대일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베케트적 언어관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기표와 기의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과잉 혹

은 빈곤의 엇갈림으로 마주한다. 그렇다고 억지로 말과 진실, 기표와 기의를 꼭

맞게 재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기 능력치를 초월하는 것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일임과 동시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듯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게 몰로이의 생각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그

것은 결코 충분하지도 그렇다고 충분히 부족하지도 않았다. 난 침묵하지 않았다,

그렇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72) 그래서 몰로이가 자신에

겐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들,

… 내가 말한 것은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어야 할 것, 내가 말

하지 못했을 것, 내가 말하지 않았어야 할 것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필요! 그렇다, 적절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필요의 부재,

그 속에서 나는 소멸하고 있었다.

… ce n’était pas trop que je disais, mais une infime partie de ce que

j’aurais dû dire, n’aurais su dire, aurais dû taire. Besoin de ma mère !

Oui, proprement ineffable, l’absence de besoin où je périssais. (M:45)

이렇게 말과 진실 사이의 양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몰로이는 자신이 내뱉은 말

의 밑바닥에서, 말해야 했으나aurais dû dire 말할 방법을 모르는 한aurais su

dire 침묵했어야 했던aurais dû taire 진실의 편린 하나를 건져 올린다. 그 진실이

란 ‘어머니에 대한 필요’다. 그러나 그것의 말해질 수 없는 특징으로 인해, 몰로

이가 소멸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필요가 부재한 곳에서다. 더 정확히 말해, 몰

로이가 극도의 신체적 퇴화를 겪으며 점점 더 작고 누추한 ‘검은 점le point noir’

으로 축소되어 가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필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다.

몰로이가 조약돌 배치에 대해 고심하는 장면은 그가 어머니를 찾아야겠다는 욕

구 자체를 잃어버린73) 이후에 등장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후 바다

에 당도해 어머니의 젖을 떠올리게 하는 조약돌을 제 몸에 배치함으로써 그는

점차 어머니에 대한 욕구를 되찾게 된다. 그래서인지 조약돌 배치 장면 이후, 몰

72) « Autrement dit, quoi que je dise, ce n’était jamais ni assez ni assez peu. Je ne me

taisais pas, voilà, quoi que je dise je ne me taisais pas. » (M:44)

73) « … il me devenait indifférent notamment de savoir dans quelle ville j’étais et si j’allais

bientôt rejoindre ma mère afin de régler l’affaire qui nous intéressait. » (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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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는 “어머니의 영상이 얼마 전부터 희미한 빛 속에서 나를 다시 괴롭히기 시

작했다”74)고 고백한다.

이렇게 말과 진실 사이의 불균형 상태에서도 부재의 형태로 진실이 드러나듯,

조약돌 열여섯 개를 네 개의 주머니에 담는 문제의 해결책도 필요의 부재 하에

서 찾아진다. 몰로이는 지금껏 돌멩이를 꼭 네 개씩 각 주머니에 담아 균형을 유

지해야 한다는 집착, 돌멩이는 아무렇게나가 아닌 체계에 따라 빨아야 한다는 집

착을 고수했다. 몰로이의 말에 따르면, 이는 균형과 체계에 대한 ‘상충되는 두 가

지 육체적 필요deux besoins physiques inconciliables’다. 몰로이는 우선 균형을

포기한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갈 조약돌을 공급하는 오른쪽 외투 주머니에 여섯

개의 돌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다섯 개의 돌을 넣고, 왼

쪽 외투 주머니는 비워 둔다. 왼쪽 외투 주머니에 오른쪽 외투 주머니에서 나와

한참 빨리고 난 여섯 개의 돌멩이가 전부 담기면, 오른쪽 바지 주머니의 다섯 개

돌멩이를 이제는 비워진 오른쪽 외투 주머니로, 그 빈 주머니엔 왼쪽 바지 주머

니의 다섯 개 돌멩이를, 그 빈 주머니엔 왼쪽 외투 주머니에 담겨진 여섯 개의

돌멩이를 옮겨 담아, 왼쪽 외투 주머니가 다시 비어 있도록 만든다. 이런 방식으

로 돌멩이들은 계속 회전할 것이다. 다음으로 몰로이는 열여섯 개의 돌멩이를 항

상 차례대로 빨아야 한다는 체계를 포기한다. 항상 차례대로 빨기 위해서는 돌멩

이들에 번호를 매겨야 할 텐데, 매번 차례에 맞는 번호의 돌멩이를 주머니에서

뒤져 골라내야 하는 수고를 지속한다면 이내 돌의 맛을 영영 잃어버릴 것이기에,

이러한 체계적인 빨기에의 집착도 포기한다.

아무리 불완전했다고 할지라도, 내 방식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은 데 나는

만족한 편이었다, 그렇다, 꽤 만족했다. 비록 내 해결책이 처음 발견의 열

기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견실하지 못했지만, 그 품위 없는 점은

그대로였다. 그것은 특히, 내 생각엔, 돌의 불균형적인 분배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점에서 품위가 없었다.

Mais ma solution à moi, toute imparfaite qu’elle était, j’étais plutôt

content de l’avoir trouvée tout seul, oui, assez content. Et si elle était

moins solide que je ne l’avais cru, dans la première chaleur de la

découverte, son inélégance restait encore. Et elle était surtout

inélégante en ceci, à mon avis, que la répartition inégale des pierres

m’était pénible, physiquement. (M:99)

74) « … je parle naturellement de ma mère, dont l’image, depuis quelque temps en veilleuse,

recommençait maintenant à me travailler. » (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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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로이가 찾은 해결책은 미봉책이자 차선의 해답에 불과하다. 그가 이 해결책

에 나름 만족하는 이유는 적어도 돌멩이들이 네 개의 주머니를 한 바퀴 도는 한

번의 회전 동안에는 겹치는 것 없이 각 그룹의 돌멩이들 각각을 한 번씩은 빨아

먹을 수 있다는 상대적인 만족 때문이다. 여전히 매 회전마다 동일한 순서대로

열여섯 개의 조약돌을 빨아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이 해

결책이 품위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조약돌 배치의 방법을 하나씩

열거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의문점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생겨난다. 조약돌을 각 주머니에 여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씩 담고 마지막 주

머니는 비워두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돌이 비었다는 뜻일 뿐, 평상시에 그 주머

니에 담겨 있던 야채 칼, ‘X’자 모양의 은제품, 자전거 나팔 경적과 더불어 몰로

이가 지금껏 언급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할 일 없는 갖가지 물건들은 여전히

그 주머니 안에서 굴러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처럼 수수께끼를 남기

는 몰로이의 하찮은 소지품들은 더 늘어나고 만다. 열거의 과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모호함이 질질 스며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모호함이 잔류하는 한, 열거를 통한 가능성의 검토는 결코 전통적 의미

의 ‘유효한 결정’으로 굳어지지 못한다. 또한 열거에의 극단적인 집착은 타의에

의해 멈춰지거나 자의에 의해 급작스럽게 포기되기도 한다. 두 개의 창살 사이를

지나는 달의 움직임을 두고 다각도로 이동경로를 도출했지만 결국 달은 몰로이

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고 사라져버렸으며, 조약돌의 배치를 두고 고민하던 몰로

이는 돌연 그 지난한 수고로움을 단번에 날려버리듯 조약돌을 하나만 남겨둔 채

모두 공중에 던져버린다. 남은 조약돌 하나도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만다.

나는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당겨지며 불균형을 느끼는

것을 내심으로는 미친 듯이 비웃었고, 또한 매번 다른 돌을 빨든 영원토

록 항상 같은 돌을 빨든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돌의 맛은 모두

가 정확히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열여섯 개를 주워 모았던 것은, 그

것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내 몸을 안정시키거나, 그것을 차례로

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비축해두기 위

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심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었

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었지, 그것 때문에 더 곤란해질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혹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끝내 선택한 해결책, 그것

은 하나만 빼고, 모든 돌을 공중에 던져버리는 것이었고, 그 하나를 나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넣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잃어버렸

거나, 내던졌거나, 혹은 남에게 주었거나, 삼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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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 au fond je me moquais éperdument de me sentir en déséquilibre,

tiraillé à droite, à gauche, en avant, en arrière, comme cela m’était

parfaitement égal aussi de sucer chaque fois une pierre différente ou

toujours la même, fût-ce dans les siècles des siècles. Car elles avaient

toutes le même goût exactement. Et si j’en avais ramassé seize, ce

n’était pas pour m’en lester de telle ou telle façon, ou pour les sucer à

tour de rôle, mais simplement pour en avoir une petite provision, pour

ne pas en manquer. Mais en manquer au fond je m’en foutais aussi,

quand je n’en aurais plus je n’en aurais plus, je ne m’en sentirais pas

plus mal, ou si peu. Et la solution à laquelle je finis par me rallier, ce

fut de foutre toutes mes pierres en l’air, sauf une, que je gardais tantôt

dans une poche, tantôt dans une autre, et que naturellement je ne

tardai pas à perdre, ou à jeter, ou à donner, ou à avaler. (M:99-100)

결국,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애초에 균형과 체계에 대한 집착이나 돌멩이를

비축해두는 데에는 거창한 이유가 없었다. 베케트의 이름붙일 수 없는 것

L'Innommable의 첫 문단에서 드러나는 사유의 과정도 이러한 이유의 부재가

행위의 실행 여부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의 예시가 된다.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의 첫 문장 “지금 어디에서, 언제, 누가?”75)와 이어지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76)라는 질문은 첫 문단의 마지막 선언, “나는 말해야만 한다. 나는 결코 침

묵하지 않으리라. 결코”77)로 귀결된다. 즉, 의무로 부과된 하나의 행위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뿐, 그것을 ‘왜

pourquoi’ 해야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여기

서는 특히 말해야 한다는 것, 그 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왜’냐고 묻지 말아야 한다. 사실 ‘왜’냐고 물을 필요도 없다. 몰로이의

조약돌 사례에서 보듯 유의미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케트의 1955년

작품 무를 위한 텍스트들Textes pour rien은, 그의 텍스트가 이처럼 ‘무언가를

위한 텍스트textes pour quoi’가 아닌 ‘이유 없이 만들어진 텍스트textes pour

rien’인 한, 하나의 작품을 일컫는 제목일 수 없다. 그것은 베케트의 모든 텍스트

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75) « Où maintenant ? Quand maintenant ? Qui maintenant ? » Samuel Beckett,

L’Innommabl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53, p.7.

76) « Comment faire, comment vais-je faire, que dois-je faire, dans la situation où je suis,

comment procéder ? » ibid.

77) « Cependant je suis obligé de parler. Je ne me tairai jamais. Jamais. »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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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로이의 조약돌 배치에 대한 강박도 일종의 ‘말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때문이

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더 까맣게 채우기 위해 내가 바닷가에서, 아무런 사건

없이, 얼마 동안을 보냈다는 것을 말하겠다”78)며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배치의 방법들을 열거함으로써 특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보고서 몇 페이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였던 것이

다. 그러니 공들인 모래성을 파도가 휩쓸어가도 아쉽지 않다. 어쩌면 몰로이는

파도에 휩쓸려 보내기 위해서만 모래성을 짓고, 결국엔 단숨에 던져버리거나 시

나브로 잃어버리기 위해서만 괴벽을 부려 조약돌을 주머니에 담는지도 모른다.

모래 속은 내 천성에 맞는 영역이었는데, 난 손가락 사이로 그것을 흘러

내리게 하고, 거기에 구멍을 파서 금방 메우거나 저절로 메워지게 하며,

손에 듬뿍 담아서 공중에 던지고, 그 위에서 구르기도 했다.

Dans le sable j’étais à mon affaire, le faisant couler entre mes doigts,

y creusant des trous que je comblais aussitôt ou qui se comblaient tout

seuls, le jetant en l’air à pleines mains, m’y roulant. (M:92)

몰로이가 이렇게 말할 때, 모래는 그가 페이지에 까맣게 채워 넣는 언어를 의미

한다. 모래를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언어

를 통한 열거의 과정에서 모호함이 비어져 나오는 것, 혹은 언어의 잉여분이나

진실을 초과하는 공허가 흘러넘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또 모래사장에 애

써 구멍을 파도 금세 파도가 메워버리듯, 열거된 항목들은 조약돌을 버림으로써

일순 허무하게 모든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로이는 그 모

래 같은 언어를 가지고 놀기를 멈추지 않는다.

2-2. 변증법적 전진의 거부

몰로이가 달의 가능한 이동 경로를 모두 열거하고, 주머니에 조약돌을 배치하

는 방법을 일일이 타진해보는 일종의 놀이로서 열거에 매진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여정을 잠시 멈추어야 했다. 열거하기는 가던 길을 멈춰

78) « Mais afin de noircir encore quelques pages je dirai que je passai quelque temps au

bord de la mer, sans incident. » (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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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에 붙박여 있어야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몰로이는 열거라는 유희를 하기

위해 길을 멈추는 것일까, 길을 멈춰 전진하지 않기 위해 유희하는 것일까? 이러

한 질문은 모랑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오늘 밤 당장 아들과 함께 몰로이

를 찾으러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랑은 채비를 뒤로 하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몰로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하나씩 늘어놓는다. 모

랑 스스로도 자신이 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에서 마음을 돌린 것이

라고 고백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기한을 미루어왔으니,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사

과를 해야 하나? 나는 만약을 위해서 이 사과의 암시를 남겨 둔다. 그것

도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묘사하면서 나

는 또다시 그날을 겪은 사람, 오로지 마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

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고 하찮은 삶으로 그날을 채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의 생각이 몰로이를 거부했듯이,

오늘 밤 나의 펜도 마찬가지이다.

Puisque je reculais de cette sorte l’échéance, ai-je à m’excuser de le

dire ? Je laisse tomber cette suggestion à tout hasard. Et sans m’y

intéresser outre mesure. Car en décrivant cette journée je suis à

nouveau celui qui la subit, qui la bourra d’une vie anxieuse et futile,

dans le seul but de s’étourdir, de pouvoir ne pas faire ce qu’il avait à

faire. Et ainsi qu’alors ma pensée se refusait à Molloy, de même cette

nuit ma plume. (M:165)

몰로이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지령을 받고 그 일을 미루려 했던 날을 묘사하면

서, 모랑은 자신이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기한을 미루기 위해 ‘불안

하고 하찮은 삶’으로 하루를 채웠다고 말한다. 모랑이 말하는 ‘불안하고 하찮은

삶’이란 몰로이가 쓸 데 없이 조약돌을 주머니에 담아 체계적으로 빨아먹는 방법

을 구구절절 찾아내는 데에 오랜 시간을 들인 유희 활동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

면 몰로이와 모랑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기 위해 열거하는 놀이를 핑계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몰로이 1부의 마지막 문장, “몰로이는 있던 곳에 그대로 머

물 수 있었다”라는 문장은 주목을 요한다. 전진을 거부한 채 제자리에 붙박인 몰

로이 세계의 운행법칙이 이 문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로

이 세계의 운행법칙은 부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가?

물리적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의 차원에서 변증법적인 사고의 전개

가 정체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몰로이 세계의 운행법칙이 정적인 특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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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면, 이는 베케트적 ‘숫자 2’의 특징이 유럽의 전통적 이원론과 대비된다는 점

을 확실히 드러낼 단서가 된다. 유럽의 전통적 이원론은 ‘정(正)’과 ‘반(反)’의 두

대립항으로 구성된다. 대립관계는 종합을 거쳐 제3항을 생산한다. 서양의 지식은

이러한 변증법적 전진에 힘입어 진보해왔다. 이원론은 제3항의 생산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베케트적 ‘숫자 2’에서 두 개의 항은 변증법적

전진을 거부한다. 두 개의 항이 동일한 것의 분열체라면, 이 둘의 상호작용은 제

3항을 쌓아올리는 축조술이 아닌 분열과 착란을 야기하는 거울놀이가 될 수밖에

없다. 비록 대조되는 두 개의 항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대립관계를 초월하는 제

3항의 존재를 거절한다. “베케트적 논리는 모든 변증법에 완고한 것이다.”79)

전진을 거부하는 베케트적 논리의 특성은 문체에서도 드러난다. 헤겔식의 변증

법에서 나타나는 ‘정’과 ‘반’은 베케트에게 결코 의미의 대조를 통한 지양의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저 방금 한말을 두고 ‘그렇다oui’, ‘아니다non’로 진술을 번

복하고 다시 번복하는 망설임과 판단 유보의 표지다. 즉, 베케트에게서 ‘정’과 ‘반’

은 문체적 특징으로 나타난다.80) 베케트의 이러한 문체적 특징은 흔히 진술이 참

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베케트 문학을 모호하고 무의

미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oui’와 ‘아니다

non’가 ‘모르겠다ne plus savoir’ 또는 ‘상관없다ne pas avoir d'importance’로 귀

결되는 베케트의 문장들81)이 보여주듯 베케트적 문체는 ‘정(正)’, ‘반(反)’, ‘합(合)’

의 변증법적 전진을 거부하고 ‘정(正)’, ‘반(反)’ ‘정(停)’을 추구하는 문학관을 가

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공식에 기반한다.

베케트의 정적인 운행법칙은 몰로이 1부의 결말에 이어 연극 고도를 기다

리며의 결말에서도 발견된다.

79) François Noudelmann, op.cit., p.27. 이 문장이 나온 문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베케트의 전략상, 대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반대되는 것들을 초월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어떤 명제도 그 초월을 가져오지 못하고, 어떤 제3항도 종

합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 베케트적 논리는 모든 변증법에 대해 완고하다.Le fait que les

contraires se maintiennent désigne, dans la stratégie de Beckett, un refus de tout

dépassement des opposés. Aucune des propositions ne l’emporte, et aucun troisième

terme ne permet une synthèse. La logique beckettienne est rétive à toute dialectique.”

80) 에블린 그로스만은 “스스로를 배반하고, 지워버렸다가 다시 출현하면서, 형식으로, 수식(문

체, 수사)으로 굳어지는 의미를 방해하는 리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베케트의 언어

이고 그것에는 문체가 없다고 지적한다. (Evelyne Grossman, “Créé-Décréé-Incréé: Les

défigurations de Samuel Beckett”, in: La Défiguration,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2004, p.52.) 하지만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자기부정과 번복의 언어적 진자운동이야말로 베

케트의 문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81) « … le droit plus bas que le gauche, ou inversement, je ne sais plus, frères de cirque. »

(M:46) ; « Que je l'écoute ou ne l'écoute pas, cela n'a pas d'importance. » (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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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 자, 우리 갈까?

에스트라공 - 가자.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VLADIMIR. - Alors, on y va ?

ESTRAGON. - Allons-y.

Ils ne bougent pas.82)

이 결말은 대사언어를 통한 ‘떠나기aller’와 몸짓언어를 통한 ‘남아 있기ne pas

bouger’가 서로 상쇄된 자리에 ‘기다리기attendre’라는 행위가 지속될 것임을 암

시한다.83) 이렇게 베케트적 논리는 상반되는 두 요소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전개déroulement되는 방식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반대되는 두 요소는 상쇄되

어 ‘기다림’이라는 정적인 행위로 귀결될 뿐이다.

에릭 웨슬러Éric Wessler는 여기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를 기다

리고 있는 공간이 어딘가로 뻗어난 ‘길가’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이 충분히 길

의 한쪽을 따라 현재의 공간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리에 주

저앉아버리고 만다는 점은 충분히 의문스럽다. 웨슬러는 전진과 부동성 사이의

이 긴장을 작가가 처한 상황과 연관시킨다. 작가는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에 의미와 일관성을 부여해 주게 될 무언가를 헛되이 기다리며 자신의 정

체성과 작업의 완수 모두를 위태롭게 만든다. 1950년 무렵, 이처럼 베케트는 길

을 떠나지 않고 길 위에 주저앉아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길이

통행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84)

이 길은 주체라는 한 점과 타자라는 다른 한 점으로 이뤄진 직선로로서, 변증

법을 의미한다.85) 산책의 중단은 베케트가 변증법적 전진을 담보하는 선형적 글

82) Samuel Beckett, En attendant Godot,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2010, p.124.

83) 이영석, 사무엘 베케트의 극작품에 나타난 몸짓언어 연구 ,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불문학
연구, 제37집, p.400.

84) Éric Wessler, “Le promeneur solitaire de Beckett ou les rêveries de l’écrivain moderne”,

in : Luc Fraisse et Éric Wessler (dir.), L’Écrivain et ses doubles, Paris: Édition
Classiques Garnier, 2014, pp.344-349. 1950년대에 베케트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던가? 웨슬

러에 따르면, 단테와 루소, 조이스 등에 이어 산책자를 문학화한 대표적 작가인 베케트는

1950년대에 이르러 중대한 변화를 맞는다. 작위적인 허구의 이야기 대신 반성적 의식의 내

적인 표현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게 되고, 글쓰기의 도구로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채택하

게 되는 것과 더불어, 산책자인 화자가 절뚝대기 시작하고 나아가 주저앉거나 때때로 완전

히 멈춰서버리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산책자의 거동 변화는 베케트의 글쓰기와 문학적 기

법 변동의 다른 측면이자 그 반영이다. 베케트가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극에 대한 관심

을 내보이며 왕성하게 희곡을 집필한 이유도 산책을 포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연극이야

말로 인물들을 무대에 붙박아 놓고 그들의 산책 불능성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르이기 때문이다.

85) « La ligne, ou le chemin, c’est la dialectique. Pourquoi ? Parce qu’elle se construit du



- 44 -

쓰기écriture linéaire를 저버렸다는 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의 직선이 두

개의 점으로 성립되듯이, 길은 작가라는 한 점이 타자라는 다른 한 점으로 나아

가는 글쓰기의 은유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깨

달은 자에게, 글쓰기는 주체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한 발을 내딛는 전

진의 운동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인 부메랑 운동이 된다.

언어 덕택에 주체에서 타자로 나아가게 되지만, 바로 그 언어 때문에 목표에 다

다르지 못한 채 부메랑처럼 말하는 자에게로 되돌려지는 것이다.86)

몰로이는 분명 웨슬러가 말하는 ‘선형적 글쓰기의 실패’가 구체화된 작품이

다. 절름발이 산책자 몰로이와 모랑의 산책은 타자 찾기를 목표로 시작되지만,

타자를 향한 산책의 방향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해 우회된다. 추격의 노정은

타자를 찾느냐 자기 자신을 찾느냐의 문제 사이를 부메랑처럼 오고가는 움직임

으로 그려진다.87) 이처럼 이야기는 결국 자아 탐색의 서사로 변모하는데, 종국엔

언어를 통한 자기 탐색도 실패한다.88) 이 산책의 실패는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혹은 자신이 결코 그 언어를 통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 맞닥뜨

릴 수밖에 없는 귀결이다.

작가의 발걸음은 ‘pas’라는 단어의 모호한 어법을 상기시킨다. 그가 내딛

는 매 발걸음은 부정이다. 한때 데카르트가 걸었던 길, 동일한 변증법에

의해 확실히 재건된 앎의 충만함에 가닿았던 그 길은 이제 요철과 위험

요소를 내보이고 있다.

passage d’un point à l’autre : pour qu’une droite existe, il est nécessaire et suffisant de

déterminer deux points. Ainsi, l’image du chemin correspond à une écriture par laquelle

l’auteur se définit par rapport à autre point, ou, tout simplement, par altérité. » ibid.,
pp.348-349.

86) Ibid., pp.347-349. 웨슬러에 따르면, 베케트에게서 이러한 문학적 창조의 움직임은 명명불가

능한 것,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고가는 언어라는 부메랑의 덫에 걸린 반성적 사

고의 궁지, 모든 이야기가 부당하다는 고발로 이어진다. 몰로이는 이에 대한 증거다. 우리

는 이미 몰로이가 이름붙일 수 없는 사물들과 마주치고, 모랑의 몰로이 찾기가 타자인 몰로

이와 주체인 모랑 사이를 순회하고 있으며, 결국엔 2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87) « Je ne savais toujours pas ce que je devais faire de Molloy, quand je l’aurais trouvé.

Je n’y pensais plus. Je pensais beaucoup à moi, en route assis derrière mon fils, la tête

plus haute que la sienne, et au campement pendant qu’il allait et venait, et pendant ses

absences. (…) Je pensais beaucoup à moi. C’est-à-dire que j’y jetais souvent un coup

d’œil, fermais les yeux, oubliais, recommençais. » (M:215)

88) « Et pour tout dire je continuais à me reconnaître et même j’avais de mon identité un

sens plus net et vif qu’auparavant, malgré ses lésions intimes et plaies dont elle se

couvrait. Et à ce point de vue j’étais très nettement en état d’infériorité vis-à-vis de

mes autres connaissances. Je regrette que cette dernière phrase ne soit pas mieux venue.

Elle méritait, qui sait, d’être sans ambiguïté. » (M: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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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arche à pied de l’écrivain évoque l’amphibologie du mot « pas » :

chacun de ceux qu’il parcourt est aussi une négation. Le cheminement

jadis suivi par Descartes, qui aboutissait à la plénitude d’un savoir

certes reconstruit par la même dialectique, laisse désormais entrevoir

ses cahots et ses aléas.89)

여기서 요철이란 궁지에 몰린 코기토cogito다. ‘존재하는 나sum’의 정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나cogito’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문제 삼지 않아야 함에

도, 결국 언어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방법적 회의의 과정은 걷고, 생각하고,

글쓰는 주체를 배반하는 방향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코기토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인간 조건의 명명불가한 특징은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쇠락에 기인한다. 데카르트는 이 약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90)

하지만 베케트는 언어의 허점, 언어를 제1의 도구로 삼아야 할 작가의 약점을

기꺼이 끌어안는다. “사물의 조건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름의 조건은

사물이 없다는 것”이라는 몰로이의 말은, 이름과 실체, 기표와 기의 사이의 연결

고리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언어관 자체를 겨냥한 작가 베케트의 말

로도 해석된다. 몰로이는 언어를 잊어버린 이후에야 어머니를 찾아가는 이 여정

을 실행에 옮기지만, 그가 이 산책의 보고서를 쓰는 것은 여전히 언어를 통해서

다. 그러나 이미 언어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몰로이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X’자 모양의 은제품, 익명의 산책자 A와 B, 어머니가 있는

지 없는지 알 도리가 없는 이름 모를 읍내일 뿐이다.

모랑이 알고 있는 몰로이의 모습, 한 번도 쉬지 않고 항상 길을 가고 있으며

가끔 멈춰서 분노의 눈길로 주변을 바라본다는91) 몰로이의 지칠 줄 모르는 이

산책 장면에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이따금 주변에 던지는 바로

이 ‘분노의 눈길regards furieux’이다. 그것은 그 어떤 요철도 없이 평평하게 이어

진 산책로로 상징되는 변증법적 전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요, 그 산책로

를 지탱하고 있는 언어의 확신에 대한 회의의 눈총이다. 그래서 몰로이는 루스의

집에서 나온 뒤 이름 모를 읍내를 배회하다 막다른 골목길로 우회한다.

… 결국 내가 우리 읍내에 있고 지금까지 줄곧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

각하게 해줄 잘 알려진 기념물 하나를 찾으려고 읍내에서 여기저기 떠돌

89) Éric Wessler, op.cit., p.349.

90) Ibid.

91) « Il était toujours en chemin. Je ne l’avais jamais vu se reposer. Parfois il s’arrêtait et

jetait autour de lui des regards furieux. » (M: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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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녔다. 읍내는 깨어나기 시작했고, 문지방들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

며, 소음은 벌써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높은 건물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어느 좁은 골목길을 겨냥하면서, 나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 그곳으로 쏙 들어갔다.

… et j’errai dans la ville, à la recherche d’un monument de

connaissance, qui me permît de dire, Je suis dans ma ville, après tout,

j’y ai été tout le temps. La ville se réveillait, les seuils s’animaient, le

bruit atteignait déjà un volume respectable. Mais visant un passage

étroit entre deux hauts immeubles je regardai autour de moi, puis m’y

glissai. (M:80-81)

그가 찾고자 하는 ‘기념물’은 그가 발 딛고 있는 이 곳이 몰로이의 읍내라는 사

실, 그가 다름 아닌 이 읍내에 ‘있다sum’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기준이다. 읍내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인 기념물은 데카르트 식으로 말하자면 ‘존재하는 나sum’

의 합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각하는 나cogito’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지점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완벽한 언어’에 대한 확신을 상징한다. 하지만

완벽한 언어가 허상임을 아는 듯이, 몰로이는 기념물 찾기를 중단하고 ‘두 개’의

높은 건물 사이로 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골목길은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골목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막다른 골목이었다.”92)

이 막다른 골목은 다름 아닌 ‘언어의 궁지’다. 그래서인지 그가 이 출구 없는

골목 끝에서 똥과 쓰레기로 뒤덮인 두 개의 구석진 공간을 발견했을 때, 이 공간

을 어떤 단어로 일컬어야 하는지 몰라 헤맨다.93) 이처럼 몰로이가 완전무결한 언

어에 대한 확신의 기념물이 아닌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상황은 언어와 존재에

대한 확실성으로 향하는 전진을 거부하고 제 발로 언어의 궁지로 걸어 들어간

작가 베케트의 문학적 노선에 대한 알레고리다. 이 노선은 정확히 몰로이의 2

부 결말에서 드러난 모랑의 결심과도 맞아 떨어진다. 모랑은 유디의 명령에 따라

몰로이를 찾아 떠났다가 몰로이가 살고 있다는 지역 변두리에 도착한 순간 다시

유디의 명령에 의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 그는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몰로이를 찾아 나서고자 하

는 것이다. 모랑에게 몰로이는 ‘누군가가 내게 들이부은 독le poison qu'on

92) « Le passage était sans issue, donc pas un vrai passage mais plutôt une impasse. »

(M:81)

93) « Au bout il y avait deux renfoncements, non, ce n’est pas le mot, en face l’un de

l’autre, jonchés tous les deux de détritus divers et d’excréments, de chien et de maître,

les uns secs et inodores, les autres encore humides. (…) J’entrai dans l’un des recoins,

non plus, et m’appuyai contre le mur. » (M:81., 밑줄은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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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ait de me verser’일 만큼 고통스러운 존재이고, 그 독은 이미 모랑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94) 그러나 모랑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자가 느

낄 수 있는 안락함을 뒤로 하고 다른 종류의 새로운 여행도 포기한 채, 다시 자

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고야 말 ‘존재의 궁지’, 몰로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향

해 목발을 짚고 고통스레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변증법적 전진을 거부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지만 베케트의 인물들은 결

코 거기에서 안식으로서의 끝을 맞이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막다른 골목으

로 들어간 몰로이는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그 안식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안식에 이르는 방법은 자살이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평온하게 있었다. 잠깐 동안 거기에서 자리

를 잡고 내 거처, 내 은신처로 삼을까 생각했다, 잠깐 동안. 나는 주머니에

서 야채칼을 꺼내 손목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통증이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았다. 난 먼저 소리를 질렀고, 그러고 나서 멈추고 칼을 닫아 주머

니에 다시 넣었다. 나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는데, 내심 다른 결말을 기대

하지 않고 있었다.

Peu de chances qu’on me trouvât là, j’étais tranquille pour aussi

longtemps que je pourrais endurer la tranquillité. L’espace d’un instant

j’envisageai de m’installer là, d’en faire mon gîte et mon refuge,

l’espace d’un instant. Je pris dans ma poche le couteau à légumes et

m’appliquai à m’en ouvrir le poignet. Mais la douleur eut vite fait de

me vaincre. Je criai d’abord, puis je m’arrêtai, refermai le couteau et le

remis dans ma poche. Ma déception ne fut pas grande, au fond je

n’avais pas escompté d’autre résultat. (M:82)

겨우 절름거리는 한 발을 딛거나 엎드린 채 목발을 덤불에 걸어 힘겹게 몸을 앞

으로 끌고 가야 할 고통이 곧 삶인 한, 죽음은 몰로이가 상상할 수 있는 절대

‘평안’의 경지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려는 그의 기획은 실패한다. 몰로이에 따르

면 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

인이지만, 그에게 죽음이라는 끝은 허락되지 않는다. 몰로이는 자살 기도의 실패

이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한 죄를 짊어지고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멍에마

저 걸친 채 고된 산책길을 이어가야 한다. 앞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몰로이는

94) « C’est ainsi qu’il me visitait, à des intervalles très espacés. Je n’étais plus alors que

fracas, lourdeur, colère, étouffement, effort incessant, forcené et vain. Tout le contraire

de moi, quoi. Cela me changeait. » (M: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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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라는 의무,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를 그 명령에 ‘왜’라는 질

문을 던지지 못한 채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몰로이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보다 더 혹독한 형벌이 무

엇인지, 그것이야말로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던 문제”라고 말할 만큼, ‘왜’라는

질문을 박탈당한 몰로이의 운명은 형벌 그 자체다. 결국 그는 이 형벌에 따라 헛

되이 손목을 긋던 야채칼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시 막다른 궁지에서 쓸쓸히

되돌아 나와 구름으로 뒤덮여 온통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어렵사리 그나마 덜

어둡게 보이는 쪽을 향해, 그곳이 태양이 있는 쪽이라 믿으며,95) 처절하게 이제

는 죄인이 된 몸을 옮길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 변증법적 전개를 통한 선형적 글쓰기와는 다른 노선

을 취하고 있는 베케트 문학이 삼중의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으로 특

징지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 주체와 객체의 차원에서, 한계를 지닌 언어

로 인해 타자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글쓰는 자의 시도는 이내 자기 자신에게

로 되돌아오지만, 여전히 언어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전

진 운동은 헛되이 출발지로 되돌아오고, 주체와 객체 사이를 오가는 부메랑 운동

의 궤적을 그리게 된다. 또한 산책의 차원에서도, 전진의 움직임은 출구 없는 궁

지로 우회되나, 이내 다시 그 궁지에서 나와 불가능한 전진을 이어가야 한다. 이

전진은 멈춤과 재출발을 반복하는 리듬으로 계속된다. 또한 보다 추상적인 차원

에서, 디디에 앙지유Didier Anzieu가 분석하듯 “고뇌와 고뇌를 포착하지 못하는

소통불능의 근원으로 뛰어들기, 맨 밑바닥을 찍고 한 번의 발길질로 이 모든 것

들을 수면 위로 올려 보내기, 마침내 숨을 들이마시기. 즉, 질식하기 직전에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물가에 있는 관객, 호기심 많은 독자를 붙잡고서 다시 물속으

로 뛰어들기, 그들로 하여금 익사와 정신적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96)처럼,

베케트의 문학은 인간성의 심연과 표면을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에서 질식됐다

부활하는 극단의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잠수 가이드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일면 순환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한다. 이알 애미런

95) « Sorti donc enfin de l’impasse, (…) je me dirigeai, tenez-vous bien, vers le soleil, faute

de mieux, le vent étant tombé. Ou plutôt vers le quartier le moins sombre du ciel qu’un

vaste nuage recouvrait du zénith jusqu’aux horizons. (…) Et quant à décider quel

quartier du ciel était le moins sombre, ce n’était pas chose facile. Car à première vue le

ciel paraissait uniformément sombre. » (M:82-83)

96) « Plonger aux origines de la détresse et de l’incommunication pour s’en saisir, toucher

le fond et d’un coup de pied les remonter à la surface, enfin respirer : savoir reprendre

souffle avant de suffoquer puis plonger à nouveau en saisissant le spectateur, le lecteur

curieux, resté rivé sur le bord, et lui faire expérimenter la noyade et la renaissance de la

vie psychique pour de vrai et pour en rire.» Didier Anzieu, Beckett, Paris: Gallimard,
coll. «Folio Essais», 1998,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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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al Amiran은 베케트 세계의 순환적 특징을 ‘자전거’라는 소재와 결부시켜 분석

한다.97) 목적의 달성이 출발선으로부터 도착지점까지 전진함으로써 실현된다면,

베케트의 문학에서 이 전진의 직선운동을 방해한 첫 외부적 장애물98)이 곧 고물

자전거다. 그러나 순환은 결코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는다. 베케트가 그저 그런

여자들의 꿈Dream of fair to middling women에서 벨라쿠아 슈아Belacqua

Shuah의 입을 빌려 “내가 만약에라도 책을 쓴다면, 물론 신이 막으시겠지만, 그

것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곧 주저앉을 것 같은, 노끈으로 동여맨 고물 자전

거boneshaker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듯,99) 이 고물 자전거의 녹슨 체인은 구겨

진 바퀴를 굴리기엔 너무나 삐거덕거리는 것이다. 물론 베케트가 자신의 문학을

고물 자전거라고 말한 것은 전통적 문학 형식에 비해 서사적, 언어적 미흡함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겸손하면서도 발칙한 비유일 것이다. 하지만 베

케트는 기어이 그 고물 자전거에 올라 애처롭게 페달을 몇 번 굴려 볼 것이다.

그러다 곧 무너지고 주저앉아버리겠지만 상관없다. 최소한의 직선주행의 가능성

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순환마저 불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기어코 그 고물

자전거를 부수어놓고 가야 할 만큼 베케트의 소설은 기꺼이 전진과 순환의 이중

불가능성을 끌어안는다. 몰로이의 다음과 같은 행위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결국 나는 자전거를 찾아냈는데, 아주 폭신폭신한 나무 덤불에 기대어 있

었고, 그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난 목발을 던지고 두 손으로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잡았다. 올라타고서 이 몹쓸 장소로부터 영원히 가버리기

전에, 자전거를 앞으로 뒤로 몇 바퀴 굴려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97) 그에 따르면, 자전거 바퀴는 생(生)의 지속적인 순환을, 삼각형 안장은 여성이자 자궁을, 여

행하는 주체에 의해 돌아가는 자전거 체인은 우주 기계를 돌리는 세대génération로 비유될

수 있다. 이는 보다 쉽게 다음과 같이 풀어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의 작동 순서

대로 우선 베케트의 인물은 안장에 앉는다. 베케트의 작품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체가 늘 남

성이라는 점과 안장이 여성이자 자궁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착석의 행위는 곧

생식의 행위다. 그렇게 수태된 인류와 여타 생명체의 한 세대는 자전거 체인이 한 바퀴 굴

러갈 때마다 탄생과 죽음을 겪고 다음 세대에 자리를 양보한다. 이 과정에 따라 자전거의

두 바퀴가 돌아가듯 이 우주라는 거대 기계의 시간도 흘러간다. Eyal Amiran, Wandering
and home: Beckett's metaphysical narrative,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pp.205-209.

98) 물론 몰로이에서 직선주행을 훼방하는 원인들은 자전거 이전에도 많다. 행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 신체적 능력의 퇴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자전거에 의해 유발되는 원인

은 외부적인 요인들 중 최초의 그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99) « If I ever do drop a book, which God forbid, trade being what it is, it will be

ramshackle, tumbledown, a boneshaker, held together with bits of twine… » Linda

Ben-Zvi, “Samuel Beckett, Fritz Mauthner and the limits of language”, in: Harold Bloom

(éd.), Samuel Beckett,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coll. «Modern critical

views», 1985,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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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당겨봐도 바퀴는 돌지 않았다. 마치 브레이크가 꽉 조여진 것 같았

으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 자전거엔 브레이크가 없었으니까. 비록 때는

내 활력이 최고에 달했던 시간이었지만, 난 갑자기 커다란 피로가 덮쳐오

는 것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덤불 속에 내던지고, 땅바닥 잔디 위에 이슬

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누웠다. 난 이슬을 두려워해본 적이 없다.

Je finis par la trouver, ma bicyclette, appuyée contre un buisson d’une

grande mollesse qui en mangeait la moitié. Je jetai mes béquilles et la

pris dans mes mains, à la selle et au guidon, avec l’intention de lui

faire faire quelques tours de roue, en avant, en arrière, avant de

l’enfourcher et de m’en aller pour toujours de ces lieux maudits. Mais

j’eus beau pousser et tirer, les roues ne tournaient pas. On aurait cru

les freins serrés à bloc, ce qui n’était pourtant pas le cas, car ma

bicyclette n’avait pas de freins. Et me sentant soudain envahi d’une

grande fatigue, malgré l’heure qui était celle de ma vitalité maxima, je

rejetai la bicyclette dans le buisson et me couchai par terre, sur le

gazon, insoucieux de la rosée, je n’ai jamais craint la rosée. (M:61-62)

이처럼 몰로이가 따라가는 산책로에서는 전진도, 순환도 불가능하다. 그의 산

책길은 직선도 원도 아닌, 봉합되지 않는 곡선을 그린다. 하지만 그 곡선마저 간

헐적으로 끊겨 있다.

일직선으로 가면 끝내는 그 읍을 분명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인도해주던 그 희미한 빛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내 모든 지식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 너무나도 악착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해질 무렵에 결국 성곽에 도착했는데, 길을 몰

라서 아마 적어도 4분의 1은 됨 직한 원을 그렸던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쉬기 위해서 주저 없이 자주 멈췄다는 것도 말해야겠는데, 아마 내가 잘

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씩만 멈췄다.

Et il me semblait qu’en allant en ligne droite je finirais par en sortir,

forcément. C’est donc à cela que je m’appliquai, de toute ma science,

en tenant compte du déplacement vers la droite de la faible clarté qui

me guidait. Et je m’y acharnai tant et si bien que j’arrivai en effet aux

remparts, à la nuit tombante, ayant fait sans doute un quart de cercle

pour le moins, faute d’avoir su naviguer. Mais il faut dire aussi que je

ne m’étais pas ménagé les arrêts, histoire de me reposer, mais des

arrêts de courte durée, car je me sentais talonné, à tort sans doute.

(M: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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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몰로이의 행보는 전진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회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

력을 다해 전진하려 해도 휘어진다. 언어의 화살이 진실의 과녁을 비껴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몰로이는 읍내와 외곽의 경계인 성곽을 향해 전진하려 하

지만, 결과적으론 직선이 아닌 곡선 경로로 그 경계에 이른다. 게다가 그 과정에

서 자주 멈춰 서야만 한다.

… 나의 전진은 이러한 일의 정황으로 영향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 그것

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든지 간에, 그때까지 항상 그랬었듯이, 느리

고 고통스러운 데서 이제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지의 끝도 없고,

십자가형의 희망도 없고, 내 진정으로 말하건대, 시몬도 없는, 진짜 갈보리

의 고난으로 변했고, 난 빈번하게 멈춰야만 했다. 그렇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점점 더 자주 멈춰야 했고, 멈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 ma progression s’en ressentait, de cet état de choses, et de lente et

pénible qu’elle avait toujours été, quoi que j’aie pu en dire, se

transformait, sauf votre restect, en véritable calvaire, sans limite de

stations ni espoir de crucifixion, je le dis sans fausse modestie, et sans

Simon, et m’astreignait à des haltes fréquentes. Oui, ma progression

m’obligeait à m’arrêter de plus en plus souvent, c’était le seul moyen

de progresser, m’arrêter. (M:105)

산책의 간헐적인 중단은 변증법적 사고의 전진, 글쓰기의 선형적 전개에 대한 거

부의 표현이며, 열거하기라는 놀이도 이렇게 산책이 멈춰 있는 동안 이뤄진다.

“멈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역설은 몰로이를 비롯

한 베케트의 문학이 유희에 집착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계속해야 한다’, ‘어머니

를 찾아야 한다’, ‘몇 페이지를 더 까맣게 채워야 한다’라는 의무가 그를 바짝 추

격하는 한, 산책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몰로이의 산책

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는 점이다.

몰로이에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휘어들어가는 인물들의 산책 경로는, 논리

와 언어 차원의 변증법적 전개 불가능성과 함께 육체가 퇴화되는 경과까지도 은

유한다. 늙은 빈사자이자 육체적·생리적 훼손과 쇠진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에게,

단말마의 고통은 만성적(慢性的)이다. 그럼에도 몰로이와 모랑은 불구가 된 다리

로 절뚝거리며 가다, 결국엔 민달팽이처럼 기어서 가더라도 산책을 지속해야 한

다. 이 고난의 행군에서 이제 길을 멈춘다는 것은 자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소산이거나 휴식이 아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멈추지 않을 수 없어

멈춰야만 하는, 불가능한 전진을 위해서는 멈춰야만 한다는 역설에 봉사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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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러나 영원한 멈춤이란 허락되지 않기에 다시 망가지고 썩어가는 몸을 일

으켜야만 하는 벌과가 된다.100)

기실 베케트에게서 끝, 종착지, 목적 달성, 죽음과 같은 완수의 개념은 결코 가

닿을 수 없는 환상이다. 몰로이는 종말의 순간을 향해 마지막 스프린트를 할 약

간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고, 그가 쓸 글은 앞으로 마지막 한 번이 더 남아 있

다. 모랑 역시 몰로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유디의 명령에 의해 다시 집으로 돌아

왔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몰로이를 추격하러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베케트의 인물들은 최후의 한 번을 남겨두고 있다.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

루가 남아 있는 것이다. 몰로이가 “이번엔 제대로 도달할 거야, 그러고 나서 아마

한 번은 더 가능하겠지만”이라고 말하며 글쓰기의 완수를 지연시키고, 모랑이

“떠날 것이다. 어쩌면 몰로이를 만날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최후의 안식을

유예할 때, 이들이 베케트 특유의 ‘계속하기의 저주’에 걸려 고통스런 산책을 지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베케트의 작품에서 긍정성을 찾는다면 아

무리 죽음이 임박해 있어도 그 죽음은 언제나 텍스트의 마침표 바깥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이요, 그의 작품이 생산적이라면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가능한 모든 육체

적·정신적 무너짐과 구겨짐의 양태를 시연하면서 최후의 순간이 오기까지의 시간

을 텍스트로 채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스러질 수

도 없는 베케트의 인물들이 거주하는 공간, 거기에서 계속해서 휘어지고 자주 중

단되며 삐걱대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공간은 출구 없는 ‘연옥purgatoire’이다.

2-3. 유예된 최후로서의 문학적 연옥

막다른 골목으로 은유되는 언어의 궁지, 나아가 존재의 궁지에서 베케트의 인

물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안식을 얻지 못했다. 다시 몰로이가 막다른 골목 끝에서

자살에 실패한 뒤 체념한 듯 하는 말에 주목해보자.

100) 몰로이가 쓰러지기의 명수라는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그는 눕거나 안정된 자세

를 취하는 고역보다는 쓰러지는 편을 더 선호했다. 그가 “걸어가다가 마치 실을 느슨하게

했을 때의 꼭두각시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문자 그대로 뼈대 없이 흐물대며 꽤 오랫동안 땅

바닥에 누워 있기도 했다”고 말하듯, 그에게 육체적 퇴화와 피로로 인한 쓰러짐은 산책의

중단과 연관이 깊다.



- 53 -

그런 거다.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를 항상 슬프게 했지만, 삶이란 다

시 죄를 짓는 것이고, 죽음 또한 다시 죄짓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듯하며,

그것이 놀랍지 않다.

Voilà. Cela m’a toujours attristé de récidiver, mais la vie est faite de

récidives, on dirait, et la mort aussi doit être une sorte de récidive, ça

ne m’étonnerait pas. (M:82)

이 인용문에서 몰로이가 삶과 죽음을 ‘다시 죄짓기récidive’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베케트의 생사관이 명시된다. 베케트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 ‘다시 죄짓기’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다. 또한 ‘다시re-’라는

말이 상기하듯 삶과 죽음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생사의 의식은

‘두 번’ 이상 치러질 것이다. 이러한 베케트의 생사관은 뫼비우스의 띠로 형상화

된다. 뫼비우스 띠의 바깥 면을 삶, 안쪽 면을 죽음이라고 할 때, 바깥 면을 따라

산책하던 베케트의 인물들은 어느새 안쪽 면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삶과 죽음은 이렇듯 괴이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이내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죽

음인지 혼동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101) 이러한 상황은 이 논문의 1장에서 몰로
이를 직조하고 있는 다양한 두 개의 항이 서로간의 차이점이 무화돼 결국엔 착

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두 개념

도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쪽면과 바깥쪽면으로 공존하며 어느 지점에서 뒤섞여

혼동된다.102)

나의 생애, 나의 삶에 대하여 나는 끝이 난 어떤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의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내가 틀렸

다, 내 삶은 끝났고 동시에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동사의 시제를 써야 할까? 시계공이 죽기 전에 태엽을 감아 땅

에 묻은 시계, 그 휘어진 톱니바퀴 장치는 언젠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

하리라, 구더기들에게.

101) 삶과 죽음은 이렇게 뒤엉킨다. 베케트의 인물들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바깥

면에서 죽음의 안쪽면으로 이동한다. “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다Je ne sais plus quand

je suis mort”라는 베케트의 단편소설 진정제Le Calmant 의 첫 문장은 이런 뫼비우스의 띠

로 형상화되는 베케트의 생사관(生死觀)을 통해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02) 삶과 죽음이 만드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삶과 죽음이 혼동되는 지점, 뫼비우스의 띠가 꼬이

는 지점은 다음의 두 문장에서 드러난다. 추락하는 모든 것Tous ceux qui tombent에서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환자인 소녀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그녀의 문제는 사실상 그녀가

결코 태어나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고 말론 죽다Malone meurt의 첫 문장에서

화자인 말론은 “나는 어쨌든 곧 완전히 마침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전자는 태어나지

도 않은 자의 삶이 문제고, 후자는 완전히 죽지 않은 자의 삶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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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vie, ma vie, tantôt j’en parle comme d’une chose finie, tantôt

comme d’une plaisanterie qui dure encore, et j’ai tort, car elle est finie

et elle dure à la fois, mais par quel temps du verbe exprimer cela ?

Horloge qu’ayant remontée l’horloger enterre, avant de mourir, et dont

les rouages tordus parleront un jour de Dieu, aux vers. (M:47)

몰로이의 말에 따르면 그의 삶과 죽음은 동시에 흘러가고 있다. 삶과 죽음이 공

존하는 몰로이의 시간은 시계공이 죽기 전에 태엽을 감아 땅에 묻은 시계의 바

늘이 가리키는 대로 흘러간다. 그 시간을 굴리는 시계의 톱니바퀴 장치는 휘어져

있고, 이러한 시간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시제는 없다. 언어의 궁지는 이러한 생

사관 하에서 다시 문제시된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몰로이의 상황을 표현하기

에 기존의 언어는 애초부터 부적합하다.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없는 것일까? 이 의문점을 풀어내기 위해 ‘연옥’이라는 기독교적인 개념

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연옥은 분명 죽음 이후의 공간이지만, 연옥이 지닌

핵심적인 논리에 따라 이곳은 지옥이나 천국과는 달리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곳

이기도 하다. 이는 연옥의 체류 기간이 망자가 사는 동안 저지른 죄의 크기와 아

직 살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치성을 드리는 정도, 즉 전구(傳求, les

suffrages)의 정성에 따라 단축되기도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지인들

이 전구를 드려야만 망자의 연옥 체류 시간이 짧아진다는 논리에 따라, 죽음을

사이에 둔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강조되며, 그

렇기 때문에 연옥이 죽음 이후의 세계이긴 해도 지옥과 천국에 비해 현실 세계

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103)

기독교 차원에서 연옥은 저승을 삼분하는 공간 중 하나다. 고대와 중세 시기의

기독교적 사고는 신과 악마, 성직자와 속인, 부자와 빈자, 악덕과 미덕 등 이원적

체계에 따라 전개되곤 했다. 그러나 12세기에 들어 사회적으로는 성직자와 속인

사이의 중간적 범주인 제3계급이 들어서고, 종교적으로는 천국-지옥이라는 내세

의 양분되는 공간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의 개념이 발명됨으로써, 이원적 체계

는 삼원적 체계로 개편된다. 이렇게 연옥은 우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극단 사

이에 끼어 있다는 점으로 특징지어진다. 두 극단 사이에 끼어 있는 공간을 자신

의 거처로 삼고 있는 것은 몰로이도 마찬가지다.

103) 앞으로 연옥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한다. 자크 르 고프, 연옥의 탄

생, 최애리 역, 문학과지성사, 2010. ;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박상진 역, 민음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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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바닥, 그것은 나의 거처다. 오, 맨 밑바닥은 아니고, 거품과 진흙탕

사이의 어떤 곳이다.

… au fond, et le fond c’est mon habitat, oh pas le fin fond, quelque

part entre l’écume et la fange. (M:17)

죽음과 삶이 교묘히 연결되는 이 중간 지대에 오게 된 사람들은 생전에 용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죄를 지은 자들이다.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지었다면 영원

한 고통과 형벌의 공간인 지옥으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복의

천국으로 갈 것이다. 몰로이와 모랑은 어떤가? 몰로이는 삶과 죽음을 ‘다시 죄짓

기’로 여기고 있는 실패한 자살 기도자다. 모랑은 몰로이를 찾아오라는 게이버의

전갈을 듣느라 일요일 성당 미사를 놓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부에게 영성체

를 받았다. “그(신부)가 아무것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아

니면 내가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며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가? 혹은 나를 죄악으

로 이끌면서 스스로 즐기고 있었던가?”104)라는 모랑의 말이 드러내듯, 그는 이미

자기 행동을 죄péché로 인정하고 있는 신자다.

자살 시도과 나태라는 경범죄를 저지른 몰로이와 모랑은 단테의 신곡 ‘연옥
편’ 4장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만나는 벨라쿠아처럼 연옥의 입구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벨라쿠아는 연옥의 초입에서 바위 뒤 그늘 속에 숨어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아 얼굴을 아래로 파묻고 있었다.105) 이 자세는 어머니를 찾으

러 나선 초기에 몰로이가 구릉지대 어귀에 앉아 있었던 자세와 비슷하다.

나는 길의 가장 높이 올라간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게다가 나와

같은 색깔, 즉 회색의 바위에 기대어 꼼짝 않고 있었다. (…) 이미 말한

대로, 마치 길의 특징을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이, 그는 주변을 두리

번거리며 쳐다보았고,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지만,

벨라쿠아인지 소르델로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바위를 분명 보았을 것

이다.

J’étais juché au-dessus du niveau le plus élevé de la route et plaqué

par-dessus le marché contre un rocher de la même couleur que moi, je

veux dire gris. (…) Il regardait autour de lui, je l’ai déjà fait

remarquer, comme pour graver dans sa mémoire les caractéristiques du

chemin, et il dut voir le rocher à l’ombre duquel j’étais tapi, à la façon

104) « il (père Ambroise) me semblait certain qu’il ne se doutait de rien. Ou cela

l’amusait-il de voir jusqu’où j’irais ? Ou se plaisait-il à m’induire en péché ? » (M:137)

105)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 연옥편, 박상진 역, 민음사, 2011, pp.41-43. 벨라쿠아는 실제로

단테가 살던 시대에 피렌체에서 류트를 제작하던 사람이었고 단테의 게으름뱅이 친구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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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Belacqua, ou de Sordello, je ne me rappelle plus. (M:12)

벨라쿠아106)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연옥행을 배정받은

사람이다. 신곡의 ‘연옥편’에서 연옥입구antepurgatoire에 앉아 있는 그에게 단

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왜 연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형제여, 올라간들 무슨 소용인가?

문 앞에 앉아 있는 하느님의 천사가

내가 들어가 참회하는 것을 막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선한 숨 쉬기를 미뤘기 때문에

살았던 만큼 하늘이 내 주위를 돌 때까지

그 문 밖에 있어야만 하네.

은총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

나머지는 쓸데없어. 하늘에서 들어 주지도 않는걸.107)

벨라쿠아의 이 말에서 기독교적 연옥의 세 가지 주요 논리가 드러난다. 첫째, 연

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로서, 연옥은 상승의 논리에 따른다. 연옥은

사실 지옥과 천국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 연옥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

서 천국 쪽에 약간 더 가까이 있고, 분명한 방향성을 띠며 천국 쪽을 향해 있다.

그래서 신곡의 ‘연옥편’에서 “단테는 연옥을 희망의 장소, 희락이 시작되며 빛

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장소로 그려놓았다.”108) 연옥은 바다 위에서 천국

을 향해 우뚝 솟은 산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연옥산의 초입은 올라가기 힘든 지

형이지만 천국에 가까운 산꼭대기로 갈수록 등정이 수월해진다. 연옥의 진정한

106) 벨라쿠아는 베케트의 많은 작품(More Pricks than Kicks, Murphy, Watt, Molloy,
Malone meurt, En attendant Godot, Fin de partie, Comment c'est)에서 목격된다. 이러한

벨라쿠아의 편재성은 당연히 베케트 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벨라쿠아가 베케트

적 부랑자들의 계열을 이루는 선봉자라고 강조한다. 베케트 문학에서의 벨라쿠아에 대한 분

석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평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Walter A. Strauss,

“Le Belacqua de Dante et les clochards de Beckett”, in: Tom Bishop et Raymond

Federman (éd.), Cahier de l'Herne: Samuel Beckett, Paris: L'Herne, 1976, pp.295-315. ;
Alfred Simon, Beckett, Paris: Belfond, 1989, pp.69-71. (Pascale Casanova, Beckett
l'abstracteur: anatomie d'une révolution littéraire, Paris: Éditions du Seuil, 1997, p.78에서
재인용.)

107) 단테 알리기에리, op.cit., p.43. (‘연옥편’ IV장: 127-135행)

108) 자크 르 고프, op.cit., p.657.



- 57 -

논리는 이처럼 산으로 상징되는 상승의 논리, 오르고 오르면 결국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논리다. 둘째, 연옥은 제한된 시간만큼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다. 벨라쿠아는 자신의 죄값을 씻을 만큼의 시간 동안 연옥 문 밖에서 머물

러야 하며, 그 시간이 경과된 이후엔 연옥산을 오를 수 있다. 그는 최후까지 선

한 숨(회개)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옥산을 올라간다 한들 자신에게 천

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죄값을 다 치를 만큼의 시간을 거친다

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연옥에 머무는 시간은 또한 망자를 위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전구에 따라 단축

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적 연옥의 특징은 몰로이에서 정반대로 나타난다. 우선

몰로이의 공간은 전적인 하강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리고 나는 이곳엔 짐이 없지만,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모든 것이

휘어 구부러진다는 속삭임을 듣는다, 짐을 지기엔 부적합한 땅도 역시, 그

리고 빛도 역시, 결코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어떤 종말을 향하여. 왜

냐하면 이 쓸쓸한 곳들, 진정한 빛도, 균형도, 단순한 토대도 없었고, 아침

에 대한 기억도 저녁에 대한 희망도 없는 하늘 아래에서, 항상 끝없는 붕

괴 속에 기울어져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들밖에 없는 이곳에 무슨 종말이

있겠는가.

Et j’entends murmurer que tout fléchit et ploie, comme sous des faix,

mais ici il n’y a pas de faix, et le sol aussi, peu propre à porter, et le

jour aussi, vers une fin qui ne semble devoir jamais être. Car quelle

fin à ces solitudes où la vraie clarté ne fut jamais, ni l’aplomb, ni la

simple assise, mais toujours ces choses penchées glissant dans un

éboulement sans fin, sous un ciel sans mémoire de matin ni espoir de

soir. (M:52-53)

얕은 구릉들과 읍내, 바다와 숲을 지나 도랑으로 뚝 떨어지는 몰로이의 이동 공

간만 봐도, 이미 상승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산책로가 곡선으로 꺾여

들어가듯, 그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들이 휘어 구부러진다.

게다가 이 공간의 하늘은 천국의 광명이 두터운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에 빛도

없고, 늪 같은 언어로 인해 그 어떤 단단한 확실성의 토대도 가질 수 없다. 이곳

엔 진정한 의미의 ‘끝’이라는 종착지도 소거돼 있다.109) 그가 산책하는 공간은 단

109) « Cet aspect que je lui voyais, je me disais qu'il devait l'avoir depuis toujours et qu'il

le garderait jusqu'à la fin, fin du reste que j'avais du mal à me représenter. (…) Une

fin naturelle me semblait peu probable, je ne sais pourquoi. » (M: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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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중단되면서도 계속되는 중간지대다. 완전히 멈춘 듯 보이는 때에도 그

것은 언젠가 다시 산책을 재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몰로이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끝을 향해 영원히 모든 것이 붕괴되고 기울어져서 미끄러

져 가기만 할 뿐이다. 이 점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머물게 되는 기독교적 차원

의 연옥과 또 다른 차이점이 드러낸다. 몰로이가 머무는 거품과 진흙탕 사이의

거처에는 출구가 없는 까닭에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딘가에 출구가 있다 해도, 몰로이는 그 출구를 결코 찾을 수 없다.110) 신곡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하늘의 달과 별의 모양과 움직임을 읽음으로써 연옥의

출구이자 천국의 입구인 연옥산 꼭대기로 가는 길을 파악한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와서 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내 밤엔 달이 없다”, “별들에 관해서라면,

내게 말하지 말라, 난 천문학을 공부했는데도 그것들을 잘 구별하지도, 해독할

줄도 모른다”고 말하는 몰로이에게 달과 별은 출구를 찾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111)

또한 애초에 몰로이에겐 그를 이 공간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위해 전구의 정성을 드릴 만한 타자가 없다. 물론 그에게도 어딘가에 아들이 하

나 있다. 그러나 몰로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존재에 무관심할 것이다. 이미

몰로이부터 자기 아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 아버

지를 저주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셈이다. 따라서 아들의 전구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특징은 모랑의 공간에도 적용된다. 모랑이 몰로이를 찾으러 가기 위해

자기 집 쪽문에서 나오는 길은 망자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길과 같은 인상을 주

며, 이 길은 몰로이의 공간처럼 아래로 기울어져 하강한다.

우리 집 쪽문에서 스무 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골목길은 묘지의 벽을

따라 뻗기 시작한다. 골목길이 내려갈수록 묘지의 벽은 점점 높아진다. 어

떤 지점을 지나면 우리는 죽은 자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간다. 바로

그곳에 영구히 불하받은 내 묘지가 있다. 땅이 존속하는 한, 그 자리는 원

칙적으로 내 것이다. 나는 가끔 그곳에 가서 내 묘를 바라보았다. 묘석은

110) 이는 모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랑은 자기 아들이 혼자 있을 때에는 길과 방향을 매우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낸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들이 모랑과 함께 길을 갈 땐 항상 틀린 모

퉁이로만 들어서고, 단순한 교차로만 나타나도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기 일쑤라고 불평한다.

그런데 모랑은 하필 아들과 함께 몰로이를 찾으러 가야 한다. 이들이 정확한 방향과 맞는

길로 갈 확률은 적어 보인다.

11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출구가 없거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출구가 어딘가엔 있더라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몰로이의 상황에 비해, 지근거리 양쪽에 출구가 있음에도 달아나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상황은 이 영원한 감금의 더 극단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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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라틴식의 하얀 십자가였다. 나는 그

위에 ‘여기 고이 잠들다’라는 말과 내 생년월일과 함께 내 이름을 새겨 넣

길 원했다. 그러면 내 사망 날짜만 첨가하면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내게 허용되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이미 죽은 것처럼 미소짓곤 했다.

A quelque vingtaine de pas de mon guichet la ruelle se met à longer

le mur du cimetière. La ruelle descend, le mur s’élève de plus en plus.

Passé un certain point on chemine plus bas que les morts. C’est là que

j’ai ma concession à perpétuité. Tant que durera la terre, cette place

sera à moi, en principe. J’y allais de temps en temps contempler ma

tombe. Elle était en place déjà. C’était une simple croix latine, blanche.

J’avais voulu faire mettre mon nom dessus, avec le ci-gît et ma date

de naissance. On n’aurait plus eu qu’à ajouter celle de ma mort. On ne

me l’avait pas permis. Quelquefois je souriais, comme si j’étais mort

déjà. (M:183)

몰로이를 찾으러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길이 죽은 자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모랑이 몰로이를 찾는 여정이 마치

저승의 순례와도 같다는 의미로 읽힌다.112) 그 길에서 처음 마주치는 것도 하필

이면 묘지다. 그중 영원히 자기 것으로 점찍어둔 묘지도 있다. 거기에 자신의 이

름과 생년월일을 새겨 넣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우선 죽음을 통해

영원히 묘지 아래에서 안락하게 영면하고 싶지만, 그 묘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없을 만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여기서도 ‘끝’의 부재가 드러난다. 또한 하얀색 십자가 위에 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종교적인 경건함을 더럽히는 얼룩

처럼 불손한 무엇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랑이 귀갓길에서 이브가 아담의 갈

비뼈가 아닌 엉덩이의 종기에서 나온 게 아닌지, 적(敵)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우

리를 지치도록 기다리게 할 것인지, 천상에서의 지복직관(至福直觀, vision

béatifique)이 결국엔 권태의 근원이 아닌지 등의 불경한 신학적 질문을 던진 것

으로 보아, 이 지점에서 그가 경건한 신앙심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질문들의 끝에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계

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나는 원치도 바라지

도 않나이다”라는 기도문을 욀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불경함을 대수롭지

112) 그런데 모랑은 이미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밤에 산책을 하다 멈춰서 남의 집 창가

에 얼굴을 대고 손가락 사이로 그 안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이상의

이웃을 공포에 놀라게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자리엔 아

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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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여기는 모랑은 시체의 미소를 짓는다. 이러한 불경함을 속죄시켜 줄 아들의

전구도 기대하기 힘들다. 모랑의 아들은 모랑을 숲에 남겨 두고 혼자 떠나버렸다

가 마침내 다시 돌아왔지만, 언제나처럼 심드렁하게 자기 세계에 빠져 우표를 수

집하는 일에나 열정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하강의 이미지와 끝의 부재는 기독교적 지옥의 공간이 지닌 특징

이다. 지옥은 깔대기 모양으로 아래로 내리꽂혀 있고, 지옥에서의 형벌은 영원한

까닭이다. 하지만 몰로이의 공간은 결코 완벽한 죽음의 공간인 지옥일 수 없

다. 비록 몰로이의 공간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지옥 쪽에 더 가까운 곳에 위

치하고 있지만, 아주 어렴풋한 행복이 엉덩이를 긁을 때나 아들 몰래 자위할 때

와 같은 생리학적 차원의 만족감의 형태로나마 미약하게 존재하고, ‘어머니/몰로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희미한 희망이 저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도, 이곳은 고통만이 허락된 지옥의 영토로부터 적어도 한발자국 떨어져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브루노 클레망Bruno Clément과 프랑수아 누델만 역시 베케

트의 공간이 지옥이 아닌 전형적인 연옥이라고 말한다. 실린더, 큐브, 방, 집 등

에 이르기까지 베케트가 상상하는 다양한 공간들은 아직은 최악에서 조금 떨어

진, 하지만 언제나 최악이 예정돼 있는 연옥이라는 것이다. 최악이 예정돼 있다

는 의미에서 베케트의 후기 작품의 제목인 최악을 향해Cap au pire는 최악을

인정하는 평온하고 체념적인 조사서constat placide ou résigné가 아닌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하나의 계획서programme다.113)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적 연옥이 방향성의 측

면에서 천국을 향해 있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인 반면, 몰로이의 공간은

지옥의 수식어일 최악을 향해 가며 영속적이다. 이 공간의 특성은 지옥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지옥이 아닌 이유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삶과 죽음의 공존, 티끌만

한 행복과 희망의 존재가 그 이유다. 알랭 바디우Alain Badiou도 결코 지옥에서

라면 있을 수 없는 베케트의 낙관주의가 절멸자Le Dépeupleur에서 포착된다

고 지적한다. 이 작품에서 고무 원통형의 공간 안에 갇힌 사람들은 크게, 쉼 없

이 움직이는 사람과 정주해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런데 유목의 욕망을 포기한

채 정주해 있는 자조차도 갑자기 일종의 사건처럼 유목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렇게 정주한 자의 패배(바디우에 따르면 여기서 패배란 타자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 타자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태를 뜻

한다)가 기적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공간에 머무는 자들

에게 지옥은 그저 연옥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114) 이렇게 멈춰 있

113) Bruno Clément, François Noudelmann, Samuel Beckett, Paris: Association pour la
Diffusion de la Pensée Française, coll. « Auteur », 2006,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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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돌연 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은 앞서 살펴봤던 몰로이와 모랑의 산책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의 산책도 이처럼 정주와 유목을 반복하며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미약한 행복과 희망의 짧은 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몰로이와 모랑

은 통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언어와 씨름하며 추격의 보고서를 써야 하는 글쓰

기의 형벌을 받는다. 이들의 유목은 육체뿐 아니라 펜대로도 실현된다. 그런데

이들이 쓰고 있는 텍스트는 추격의 기억을 평온하고 순순하게 받아들인 보고서

가 아니다. 그것은 점점 퇴화돼가는 다리로 감행해야 할 영원한 산책이 최악을

향해 갈 것이며, 그 산책의 보고서 역시 점차 더 절름거리는 언어로밖에는 쓰이

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노출하며 과감히 글쓰기를 감행하려는 선언문이

자 그 시행의 흔적이다. 몰로이와 모랑이 작가라는 사실은 정지가 운동이 되는

기적적인 전복만큼이나 중요하다. 추격의 경험이 기억으로 정주해 있지 않고 새

로운 텍스트로 창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옥의 특성을 지닌 몰로이와 모랑의

공간은 분명 기독교적 차원의 연옥과는 배치된다. 그렇다면 이 연옥은 어떤 연옥

일까?

브루노 클레망과 프랑수아 누델만은 “고도Godot가 천국이라면 고도를 기다리

는 것Attendre Godot은 연옥”이라고 말한다.115) 몰로이에 적용하면 이 정의는

이렇게 바뀐다. ‘어머니’와 ‘몰로이’가 지옥이라면 ‘어머니/몰로이를 찾는 것

Chercher Mère/Molloy’은 연옥이다. ‘어머니/몰로이’가 지옥인 이유는 자명하다.

몰로이와 모랑이 추격 대상을 찾아가는 길이 최악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몰로
이의 세계에서 천국에 있는 자는 2부에서 메신저 가베르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

로 등장하는 유디Youdi뿐이다. 메신저 가베르를 통해 모랑에게 몰로이 찾기를 중

단하고 집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탐정소장 유디만이 이 지옥 같은 연옥

의 소설에서 “삶이란 매우 아름다운 것,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116) 모

114) Alain Badiou, Beckett. L'increvable désir, Paris: Hachette, 1995, pp.50-51. ; 알랭 바디

우, 베케트에 대하여, 서용순·임수현 역, 민음사, 2013, pp.124-125.
115) Bruno Clément, François Noudelmann, op.cit., p.23.

116) « Qu’est-ce qu’il (Youdi) vous (Gaber) a dit ? dis-je. (…) Il m’a dit, dit Gaber, Gaber,

qu’il m’a dit, la vie est une bien belle chose, Gaber, une chose inouïe. Il rappocha son

visage du mien. Une chose inouïe. Il sourit. (…) Je dis, Vous croyez qu’il parlait de la

vie humaine ? J’écoutai. Savoir s’il parlait de la vie humaine, dis-je. Je rouvris les yeux.

J’étais seul. J’avais les mains pleines d’herbe et de terre que j’avais arrachées à mon

insu, que j’arrachais toujours. Je déracinais littéralement. Je m’arrêtai de le faire, oui, à

l’instant même où je compris ce que j’avais fait, ce que je faisais, une chose si vilaine,

j’y mis fin, j’ouvris les mains, elles furent bientôt vides. » (M:223-224) 유디가 삶은 아름

답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모랑은 가베르에게 “그가 인간의 삶에 대해 말했다고 생

각하느냐”고 묻는다. 지독한 연옥을 유랑해야 하는 모랑에게 인간의 삶은 아름다울 수 없는

무엇인 것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그 어떤 설득도 없이 명령만 내리는 유디가 자신을 고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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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유디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아카시아 광장 8번지에 유디의 사무실이 있다.

그렇다면 천국은 모랑의 마을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몰로이의 세계에서 추상

적이고 고차원적인 성스러운 공간으로서의 천국은 구체적이고 범상하며 협소한

장소로 격하된다. 하지만 모랑은 결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편지를

쓰거나 찾아갈 수도 있을 테지만, 편지나 방문을 통해 그에게 설명할 거리가 없

고 그에게 용서를 빈다 한들 무엇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

다.117) 이렇듯 모랑에게 천국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은 가는 길이 자신에게 막

혀 있어서 못 가는 공간이 아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아도 그곳에 갈 구실을 스스

로에게서 찾아내지 못했기에 의지적으로 가지 않는 곳이다. 이로써 이 소설의 공

간인 연옥의 특징 하나가 더 드러난다. 형태와 논리가 지옥스럽다는 점에서, 또

한 구체물로 격하된 천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연옥은 저승 전

체의 삼분지 일이 아니다. 지옥과 천국을 제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나아가 삶의

세계와도 동반하는 죽음의 세계 전체다.118)

글쓰기가 행해지는 곳도 바로 이 연옥의 세계에서다. 이곳에서 몰로이와 모랑

은 글쓰기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추격의 경험을 보고하는 글을 써내라는

명령에 따라 글을 써야만 한다. 그런데 추격의 경험이 활자화되는 과정에서 반드

시 뭔가가 빠져나간다. 마치 모랑이 자전거를 사오라고 아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

준 5파운드가 모랑의 손에서 아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4파운드 10실링(1파운

드=20실링)으로 줄어든 것처럼, 증발되는 10실링까지 부여잡을 힘이 언어에는 없

다. 바타이유의 말처럼 언어는 계산된 세계를 화석화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활동,

거주지를 딱 그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희생을 낳는다. 만일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면, 이번에는 언어의 불구화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언어는 특정 요

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죽음이 갖춰야 할 어떤 불구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

다.119) 이처럼 이들에게 언어는 숙련하지 못한 기술이자 불완전한 도구이기에, 글

에 처박아두고서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모랑을 분개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래

서 모랑은 자기도 모르게 분노 혹은 억울함의 표시로서 흙과 풀을 손으로 잡아 뽑는다.

117) « Youdi avait-il toujours son bureau au même endroit, au 8 square des Acacias ? Si

je lui écrivais ? Si j’allais le voir ? Je lui expliquerais. Qu’est-ce qui je lui expliquerais

? Je lui demanderais pardon. Pardon de quoi ? » (M:228)

118) 몰로이는 죽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은 죽지 않

았음에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고 내장이 비워졌다. 이것을 확인하고 일어나서 자신이 살

아 있다고 믿는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몰로이의 생각은 사실을 뒤집

어 놓은 듯하다.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고, 내장이 비워진 자신의 시체에서

머리카락과 손톱은 여전히 자란다. 유령이 된 시체는 일어나 죽은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

는 것 아닐까? 몰로이가 전체라는 것이 죽은 뒤에나 존재한다고 할 때, 죽음과 생이 이렇게

단박에 뒤집힐 수 있는 곳은 천국과 연옥, 지옥이 공존하는 죽음의 세계다.

119) Georges Bataille, “Molloy's Silence”, in: S.E. Gontarski (éd.), On Beckett: Essays and
Criticism, New-York: Grove Press, 1986,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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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는 형벌이 된다.

그런데 이 연옥은 종교적 연옥과 달리 타인에 의한 전구가 불가능하다. 글쓰기

는 어디까지나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 몰로이에게 돈을 주고 원고를 받아가

는 사람이 아무리 몰로이의 원고를 빨간펜으로 교정해서 돌려준다 한들, 몰로이

가 그 교정기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첨삭본에 무관심한 이상, 교정을 통한 전구는

몰로이의 글쓰기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1부의 보고서는 일요일마다 화자를 찾아와 돈을 주는 대신 써 놓은 원고를 가

져가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쓰였고, 2부의 보고서는 유디라는 절대적 실권

자120)의 지시로 쓰였다. 일요일마다 찾아와 절대적 실권자로 군림하며 “당신은

글을 쓸 것이다”라고 예언적 미래시제121)로 명령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Je’에게

형벌과도 같은 글쓰기를 지시하는 누군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작가에게 그것은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써야만 하는 소명의 다른 말이다. 불구가 된

언어로 글을 써야 하는 소명은 지옥의 형벌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 보고서는 길어질 것이다. 아마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Mon rapport sera long. Je ne l'achèverai peut-être pas. (M:125)

이렇게 전구로 구원할 수 없는 글쓰기라는 의무가 형벌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연옥은 문학적 연옥122)이다. ‘어머니/몰로이 찾기Chercher Mère/Molloy’가 ‘어머

120) 모랑이 유디에 대해 말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유디는 거의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신’을

패러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로 보인다. 유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

람”이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항상 예언적 미래시제 형태의 명령형으로만 자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끔은 모랑과 게이버 말고도 여러 요원과 여러 연락원이 더 있다

는 환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121) 2부의 모랑에 의하면, 유디는 모랑에게 늘 3인칭 예언적 미래시제를 사용해 명령을 내렸

다. “당신은 오늘 떠날 것이다Vous partirez aujourd'hui”, “당신의 아들도 함께 갈 것이다

Votre fils vous accompagnera”, “모랑은 만사를 제쳐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Moran

regagnera son domicile toutes affaires cessantes”처럼 말이다.

122) 애초에 아일랜드 출신 베케트의 문학을 연옥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파스칼 카사노바의 정리를 따라가면, 사실 역사적으로 연옥은 아일랜드에 대한 문학적 은유

다. 7세기 연옥을 ‘발명’하던 시기에 근간이 된 여러 텍스트들 중 시토수도회의 수도승이었

던 살트레이H. de Saltrey의 세인트 페트릭의 연옥Le Purgatoire de saint Patrick은 텅

빈 공간인 아일랜드에 동그랗고 캄캄한 구멍의 형태로 연옥을 위치시켰는데, 거기에서 세인

트 페트릭은 속죄자들을 그 구멍으로 내려가도록 했다. 이 하강을 통해 그들이 죄를 씻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일랜드는 서양의 종교적·문학적 신화의 일부로 구현되고,

베케트는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를 단테의 영토로 바꾸어놓았다. 베케트가 자신의

첫 비평인 단테… 브뤼노. 비코… 조이스Dante… Bruno. Vico… Joyce 의 결론을 맺는 것

도 바로 단테의 연옥과 조이스의 연옥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다. 단테의 연옥은 ‘원뿔형’인

데 반해 조이스의 연옥은 ‘원형’이고, 이 두 반대되는 양상을 조화시키는 세 번째 연옥은 베

케트에 따르면 ‘움직임과 생명력의 흐름flux de mouvement et de vitalité’이다. (Pascale

Casanova, op.cit., p.74.) 우리는 이러한 베케트의 연옥을 글쓰기라는 생성을 가능케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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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몰로이 찾기에 대해 쓰기Écrire au sujet de « Chercher Mère/Molloy »’로 전

환되는 문학 창작의 공간, 부랑자와 빈사자, 절름발이와 말더듬이, 텅 빈 하늘과

늪지, 부조리와 절망 등 ‘쓰러지는 모든 것들Tout ceux qui tombent’123)을 향한

글쓰기의 공간은 또한 작가 베케트의 공간이기도 하다. 몰로이가 “이번엔, 그리고

내 생각에 한 번은 더 쓸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내 생각에 이 글쓰기의 세계

와도 끝장이 날 듯하다. 지금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할

때, “이번엔 잘 쓸거야, 그러고 나서 아마도 한 번은 더 가능하겠지만”이라고 말

할 때, 이 문장을 쓴 작가는 몰로이를 넘어 베케트이기도 하다. 베케트는 작가로

서의 소명을 받아들인 이상 영구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학의 연옥에서, 삶과 죽

음이 공존하는 공간을 따라 육체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정지와 운동을 번갈아 취

하며 영원히 휘어지고 하강하는 행군에 대해 점차 불구화돼가는 언어로 이야기

해야 하는 연옥의 문학을 한다.

학적 연옥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123) Tous ceux qui tombent는 1957년 출판사 Les Éditions de Minuit에서 출간된 베케트의

라디오를 위한 희곡 작품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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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 Diptyque’ : 두폭화에서 중첩화로

단일성이 부정된 두 개체의 특성le double은 무한한 분열과 혼동이 일어나는

착란의 세계에서 몰로이와 모랑으로 하여금 산책과 유희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

게 만든다. 그러한 선형적 경로와 논리를 거부한 채 계속해서 종말의 순간을 유

예하는 특성le pénultième에 따라 그들은 문학적 연옥에서 불완전한 도구인 언어

로 산책과 유희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히 글로 쓴다. 이러한 특성들, 즉 개체수가

증식됐다 다시 융합되는 성질과 일련의 개체가 끊임없이 나열되는 면모는 두 개

의 항이 일궈내는 두 가지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숫자 2’의 틀은 이렇게 두 요

소 중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택하지도, 제3항을 도출해내기 위해 두 개체를 종합

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두 항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동시성diptyque의 차원을

소환한다. 이 장에서는 동시성에 입각해 몰로이의 주제이기도 한 여행과 글쓰

기의 기저에 놓인 존재와 언어에 대해 살펴보고, 1부와 2부의 이야기 역시 동시

적으로 읽어보는 독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하지만 언제나 완벽한 동일성에서 한

뼘씩 비껴나가는 의문스러운 닮음은 이 동시성에도 적용되기에, 둘 사이의 미세

한 차이는 특정한 방향성을 띠게 된다.

3-1. 존재와 언어의 중첩 : 이중구멍을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

앞 장에서 변증법을 통한 선형적 글쓰기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몰로이

와 모랑의 이동경로도 직선 주행로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족적은 휘

어지고 꺾이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까닭에 곡선이자 점선인 주행로로 그려진

다. 이렇게 서사의 산책은 산책의 서사와 동행하고,124) “목소리와 발걸음은 나란

124) 삶과 글의 동시성을 위해 선결되는 조건이 있다. 바로 서술의 시점이다. 머피Murphy나
와트Watt처럼 베케트가 모국어인 영어로 쓴 초기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서

술되는데, 3인칭 화자는 때에 따라 서술상에서 빼고 싶은 부분을 빼버릴 수 있고 배회하는

인물들에게서 자유롭게 멀어져 자기만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즉, 주인공과의 거리두기가 자

유롭다. 그러나 베케트가 프랑스어로 쓴 누벨과 무(無)를 위한 텍스트들에서부터는 ‘나je’

라는 1인칭 시점이 도입된다. 이제 이야기하는 자는 고행이 되어가는 산책의 당사자와 일치

한다. 베케트의 소설이 차용하는 1인칭 화자의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텍스트 속 화자의



- 66 -

히 나아간다.”125) 또한 몰로이를 포함한 베케트 작품 전반에서 드러나는 작가

의 생사관에 따르면, 삶과 죽음 역시 뫼비우스의 띠처럼 동시에 맞물려 흘러간

다. 그런데 삶과 죽음의 문제는 글쓰기와 산책의 주제와도 연결된다. 산책은 점

차 중단과 재개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행위자 역시 육체적

으로 노화됨과 동시에 존재론적인 무너짐을 겪으며 죽음 가까이로 다가간다. 하

지만 죽음 가까이에서도 말하기는 계속되고 의무로 부과된 글쓰기도 지속돼야

하는데, 비록 진실을 담기에 역부족인 언어로나마 소리를 지르고 공책을 까맣게

채우는 한, 텍스트 창조라는 생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 소설 안에서는 산책과

서사 사이, 삶과 죽음 사이, 그리고 산책-서사와 삶-죽음 사이의 동시적인 진행

이 일어난다. 이 동시성은 두 가지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두 개의 요소는 양쪽

으로 나란히 평행해 있음과 동시에 아래위로 포개져 있다. 몰로이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란히 흘러가는 이러한 요소들의 기저에는 존재와 언어가 있다. 이 소

설에서 존재와 언어는 마치 하나로 포개진 것처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특징적

인 점은 하나로 포개진 존재와 언어 위로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몰로이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앞장에서 몰로이와 모랑이 완벽한 언어를 허상으로 파악하고

기꺼이 의지적으로 언어의 궁지로 들어가며 불완전한 언어와 씨름하면서 글쓰기

라는 벌과를 수행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몰로이와 모랑이 이렇게 언어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내가 이것이나 저것 혹은 다른 것을 말한다 해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은 새롭게 지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당연히 틀리다. 우리

는 아무것도 지어내지 않는다. 지어낸다고, 탈출한다고 믿지만, 우리는 오

직 배운 학습, 배웠다가 잊혀진 벌과(罰課)의 토막들, 우리가 탄식하는, 그

런 눈물 없는 삶을 더듬더듬 말하는 것뿐이다.

Et que je dise ceci ou cela ou autre chose, peu importe vraiment. Dire

c’est inventer. Faux comme de juste. On n’invente rien, on croit

inventer, s’échapper, on ne fait que balbutier sa leçon, des bribes d’un

pensum appris et oublié, la vie sans larmes, telle qu’on la pleure.

(M:41)

삶과 글은 동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Jean-Jacques Mayoux, “« Molloy »: Un événement

littéraire, une œuvre”, in: Molloy, coll. «doubl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2008,
p.244. ; Éric Wessler, op.cit., p.345. ; Véronique Boulais, “Samuel Beckett, une écriture en
mal de je”, in: Poé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1974, p.114.

125) Éric Wessler, op.cit.,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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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에 따르면, 말하는 것으로는 창조가 불가능하다. 언어의 역할이 의미

를 실어 나름으로써 사고와 행위를 촉발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몰로이가 파악하는

언어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몰로이는 “의미가 얼어붙은

단어들이 마구 쏟아지고”, “세상도 느슨하고 서투르게 이름붙여져 죽어가고”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기표가 기의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결

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차거나 넘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몰로이가 파악하는

바에 따르면 기의는 경직되어 축소됐고 그 기의를 잡아 맨 기표는 헐렁하다.126)

이로써 기의와 기표 사이에 공백이 생기고 만다. 즉 언어는 이제 구멍 뚫린 언어

가 된다. 구멍 뚫린 언어로 쓰인 글은 마치 부패되어 군데군데 썩어버린 ‘시체들

의 긴 소나타sonate des cadavres’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몰

로이의 방식은, 언어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

자는 것이 아니다. 구멍 뚫린 언어로는 이것을 말하든 저것을 말하든 진실의 죽

은 시체만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니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는 만큼 차라리 “소리

를 지르자”는 것이다. 구멍 뚫린 언어로는 사고를 변증법적으로 전진시킬 수 없

고, 그저 조각난 과거, 비정한 삶에서 배웠다가 잊어버리고 만 교훈을 형벌처럼

더듬거리며 뱉어낼 수 있을 뿐이지만, 그 더듬거리는 말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하더라도 계속 말하자는 것이다.

리차드 엘만Richard Ellmann에 따르면, 베케트 고유의 언어 회의주의는 호주

출신의 경험론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프리츠 마우트너Fritz Mauthner의 영향127)

에서 기인한다. 마우트너는 언어의 기본적인 효율성을 거부함으로써, 언어 그 자

체를 기소하는 데 언어를 사용하는 가능성을 표명했고, 베케트 작품 중심에는 이

와 같은 언어의 중요성과 무효성이 함께 놓여 있다. 에디트 컨Edith Kern 또한

베케트에게서 전통적 언어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이 엿보이는 점이 마우트너의 영

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마우트너 정신spirit of Mauthner’이라 일컬었

다. 조이스와 베케트를 매혹시킨 마우트너의 정신은 파급력이 큰 열정적 혹평,

모순, 병적 다변증으로 대표된다.

베케트 고유의 언어에 대한 회의주의는 이미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감지된

다. 1932년 베케트가 파리에 정착하기 전 집필한 두 편의 논문,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을 옹호하는 에세이인 단테… 브루노. 비코… 조이스 (1929)와 프루스트에

대한 저작 프루스트Proust(1931)가 그것이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조이스 작품

126) 모랑 역시 모든 말의 틈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 Il me semblait que

tout langage est un écart de langage. » (M:158)

127) 베케트와 마우트너가 공유한 언어에 대한 회의를 논하는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의 출처를

토대로 한다. Linda Ben-Zvi, op.cit.,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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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점들에 대한 옹호론으로, 베케트는 이 논문에서 영어가 드러내는 한계에 대

해 이미 자각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베케트는 조이스가 ‘교활한 문학 기능공들의

관습적 언어’를 배척하고 ‘원시 경제적 단순명료함’에 의지함으로써 영어의 추상

성을 견딜 수 있었다고 평한다. 베케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조이스는 마침

내 언어에서 그 정수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다. 베케트는 프루스트론에

서도 왜곡하지 않는 언어를 찾는 데 따르는 문제를 언급한다. 프루스트는 비자발

적 기억 작업을 통해 과거 경험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고유의 성취를 거뒀지만,

“현실은...표면에, 밀봉돼 있다.” 비록 과거의 경험이 현재 한 인간의 익숙한 본성

을 꿰뚫을 수 있다 해도, 작가는 여전히 이 경험을 분명히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의 궁극적 실패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 프루스트는 이러한 딜레마에 형태를 부여

하는 탁월한 통찰력을 증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딜레마 자체를 설명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마우트너의 저작 언어 비평에의 공헌들Contributions toward a Critique of

Language(1902)과 베케트의 여러 글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은 무엇보다 언어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 마우트너는 이 저작의 도입부에서 언어의 한계에 대해 논

하며 사다리의 비유를 사용한다. 언어가 사다리의 디딤대라면, 그는 이 디딤대를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서 파괴한다. 베케트의 모든 인물들도 이

렇게 처음에는 언어 앞에 선다. 하지만 결코 언어의 해방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예를 들어 와트에서 아르센Arsene이란 인물은 그의 긴 독백 중

마우트너처럼 사다리의 이미지를 차용하는데, 인물들은 계속 사다리에서 미끄러

질 뿐 아니라 사다리 밖에서만 실존할 수 있다. 이처럼 마우트너와 베케트에게,

말하거나 형언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마

우트너도, 베케트도 단념시키지 못한다. 실패에 대한 믿음은 그들 작업의 중심에

위치함과 동시에 인간 경험의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몰로이와 모랑을 포함한 베케트의 인물들은 이렇게 언어에 대한 회의와 언어

화하는 시도의 자명한 실패를 받아들인 상황에서도 다변증의 병색이 완연하다.

이 지점에서 다시 ‘그렇다Oui’와 ‘아니다Non’가 ‘모르겠다Je ne sais pas’나 ‘상관

없다Cela n'a pas d'importance’로 귀결되는 베케트의 문체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제시하는 이러한 방식의 논리가 마침내 ‘모르겠

다’에 이를 때, 이는 말하고 있는 사태의 참·거짓 여부를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

다. 이 제한적인 언어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사태를 있는 그대로 언어화할 수 없다면 그것

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는 표현인 것이다. 이때 ‘모르겠다’와 ‘상관없다’는

발화의 포기가 아닌, 진실을 몰라도 어떤 말이든 상관없이 계속 지껄이겠다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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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의 의지를 표명하는 구호가 된다.

구멍 난 언어의 문제는 존재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몰로이와 모랑

모두가 겪고 있는 노화는 단순한 육체의 쇠약을 넘어선다. 그것은 정체성의 붕

괴, 존재 자체의 구멍뚫기처럼 나타난다.

내가 본 것은 오히려 하나의 무너짐, 오래전부터 내게 운명지어진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항상 나를 오래전부터 보호해주었던 모든 것의 맹렬한

붕괴에 가까웠다. 혹은 한때 알았다가 저버린 어느 빛과 어느 얼굴을 향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점점 더 빨라져 가는 일종의 구멍 뚫기를 지

켜보고 있었다.

Et ce que je voyais ressemblait plutôt à un émiettement, à un

effondrement rageur de tout ce qui depuis toujours me protégeait de ce

que depuis toujours j’étais condamné à être. Ou j’assistais à une sorte

de forage de plus en plus rapide vers je ne sais quel jour et quel

visage, connus et reniés. (M:202)

몰로이를 찾는 행군 중에 느낀 모랑의 노화는 단순히 육체가 늙어가고 퇴화되는

수준에서 한참 더 나아간다. 이미 몰로이와 모랑의 노화는 신체의 구멍에서 끊임

없이 노폐물이 빠져나감으로써 건조해지고 쪼그라드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몰로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염소 똥 같이

생긴 변과 오줌을 싸는 탓에 방에서는 항상 화장실 냄새가 났고, 어머니를 닮은

몰로이 역시 밤낮으로 오줌, 방귀, 땀, 침을 배설한다. 이미 고환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육체는 완벽한 불임성을 육화한다. 하지만

모랑이 느끼는 노화의 인상은 몸속의 액체들이 신체의 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는

생리학적 차원을 넘어 형이상학적 차원에까지 이른다. 그는 자신의 존재 전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모랑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물로 씻

겨 내려가기를 바라는 똥의 형상figure de la merde qui attend la chasse d'eau”

과 같으며, 자신이 금방이라도 와해돼버릴 것 같은 느낌에 불안해한다. 이렇게

언어의 구멍 때문에 의미가 말소된 것처럼, 이 존재의 공동(空洞) 때문에 정체성

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하지만 모랑은 자신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존재

의 와해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도, 그 느낌을 스스로 억누르려고

노력하면서 여행을 강행한다.

이러한 언어의 구멍과 존재의 구멍은 말하기와 삶의 방식에 장애를 입힐 뿐,

말하는 행위 자체, 삶이라는 상태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언어의 구멍

과 존재의 구멍이 포개진 이중의 구멍으로부터 빠져나온 무언가의 명령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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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바로 몰로이가 ‘속삭임’ 혹은 ‘명령’이라 부르는 목소리다.128) 목소리는

하나의 명령으로 기능하며 인물들로 하여금 엄마를 찾으라고, 몰로이를 찾으라고

강제하고, 그 추격의 보고서를 요구하며 글쓰기를 강요한다. 목소리가 언어와 존

재의 이중 구멍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우선 첫 번째 거치는 구멍은 언어의 구

멍이다.

언어의 구멍은 아예 의미가 비어버림으로써 소리로서의 기표만 남기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몰로이에게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담지하지 못하는 순수한 소리

다. 언어가 순수한 소리에 불과하다면, 어차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몰로이는 루스 부인의 이름

이 루스이든 루아이든 소피이든 상관없고, 첫사랑의 이름이 뤼트인지 에디트인지

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언어가 순수한 소리인 한, 곤충의 윙윙대는 소리나

새소리와 다를 바 없다. 모랑은 올빼미와 부엉이 소리의 차이를 구별하고, 꾀꼬

리와 뜸부기 소리도 변별해 낼 줄 알지만, 정작 그가 오랫동안 새들을 바라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그 소리들을 뚫고 현현되는 침묵을 듣기 위해서였

다.129) “입을 다물고 듣는 것, 백에 한 사람이라도 그럴 능력이 없고, 그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무의미한 소

란을 넘어서, 우주를 이루는 침묵을 분간할 수 있다.”130) 몰로이에게 어머니를 찾

으라고 추동하는 절대적 명령, 모랑이 몰로이처럼 변해가면서 듣기 시작하는 속

삭임, 이것들이 바로 무의미한 소리만 남은 구멍 난 언어의 공백, 의미의 침묵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다.

… 어떻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리기 시작

하는 것은 그 소리이다. 우린 그 소리를 머리로 듣는 것이지, 귀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우린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멈추고 싶을

때 스스로 멈춘다.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든 안 기울이든, 그것은 별

로 중요하지 않다, 난 항상 그 소리를 들을 것이며, 그것이 멈출 때까지는,

128) 베케트의 희곡과 소설에서 목소리는 언제나 조음기관에 의해 발설된 질료적인 소리로서

등장한다기보다 주체의 내면이나 바깥에 제3자로 존재하면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

거나 침묵을 깨뜨리거나 주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몰로이 외에도 이런 특성이 잘 나

타나는 작품으로 텔레비전극 『유령 트리오Trio du fantôme』와 소설 『이름붙일 수 없는

것』, 『동행자Compagnie』등이 있다.

129) « … je regardai longuement les arbres, les champs, le ciel, les oiseaux et j’écoutai

attentivement les bruits qui m’arrivaient de près et de loin. Un instant je crus percevoir

le silence dont il a déjà été question, je crois. » (M:198)

130) « Se taire et écouter, pas un être sur cent n’en est capable, ne conçoit même ce que

cela signifie. C’est pourtant alors qu’on distingue, au-delà de l’absurde fracas, le silence

dont l’univers est fait. » (M: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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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소리라도 나를 그 소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

… mais c’est un son qui se met à vous bruire dans la tête, on ne sait

comment, ni pourquoi. C’est avec la tête qu’on l’entend, les oreilles n’y

sont pour rien, et on ne peut l’arrêter, mais il s’arrête tout seul, quand

il veut. Que je l’écoute ou ne l’écoute pas, cela n’a pas d’importance, je

l’entendrai toujours, le tonnerre ne saurait m’en délivrer, jusqu’à ce qu’il

cesse. (M:53)

브뤼노 클레망은 문학 작품 속 목소리에 대해 분석한 비평 저작에서 베케트

문학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수직적 목소리’를 가장 잘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몰
로이라는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름 아닌 명령적이고 불가피한 목소리의

분출이라고 규정한다. 이 작품은 목소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작품dictée

d’une voix이라는 것이다.131) 모랑이 “내게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목

소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몰로이는 이 목소리가 집필한 저작이기도 하다.

언어의 구멍에서 흘러나온 이 목소리는 몰로이와 모랑을 전적으로 종속시켜버

린다. 이들의 존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이 존재의 구멍을 지나

면서 몰로이와 모랑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스스로 언어를 통제할 수 없는

이들은 목소리가 불러주는 바대로 필기한다.132) 나아가 몰로이와 모랑은 이 목소

리의 명령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목소리를 내면화해

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처음 몰로이에게 엄마를 찾으러 가

라고 했던 것은 목소리였지만, 어느샌가 몰로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명령은 몰

로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어머니의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 ‘필요’가

된다. 모랑도 마찬가지다. 모랑은 유디의 명령을 받고 몰로이를 찾아가고 그의

131) « Il n’est sans doute pas exagéré de dire que le premier roman en français, Molloy, ne
raconte pas d’autre histoire que celle d’un surgissement. Celui de cette voix précisément,

impérieuse et incontournable. « C’est elle qui m’a dit de faire ce rapport », confesse

Moran, le narrateur de la seconde partie dans les dernières pages du roman. On apprend

donc à ce moment que, (…) Molloy a été écrit sous la dictée d’une voix dont la
première chose qu’en dit Moran est qu’elle essentiellement ambiguë. » Bruno Clément, La
voix verticale, Paris: Édition Belin, 2012, pp. 289-290.

132) 존 볼린John Bolin은 몰로이를 화자의 ‘일기diary’라고 규정하면서, 이 일기는 본래 역사

적으로 일기가 수행했던 ‘자기개선self-betterment’이나 ‘자기현시self-revelation’, ‘새로운 탄

생new birth’의 기능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작가 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보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데, 몰로이와 모랑의 텍스트가 자기 스스로 쓴 것이 아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타자화된 목소리의 받아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볼린의 말대로 몰로이는 결코 몰로이와 모랑의 자기개선, 자기현시, 새로운 탄생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일기는 엄밀히 말해 목소리의 일기이기 때문이다. John Bolin, “'Oh

It's Only a Diary': Molloy”, in: Beckett and the modern nov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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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마침내는 어느 누구의 명령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몰로이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짚어볼 점이 있다. 바로 유디의 명령이다. 유디의 명령은

언제나 가베르를 통해 가베르의 목소리로 전해지고 있다. 즉, 유디 역시 언제나

목소리로 등장하고 목소리로 존재한다. 유디라는 목소리는 가베르의 입을 통해

구체적이고 육적인 목소리로 나타나지만, 가베르의 명령 전달 방식을 살펴본다면

유디라는 목소리 역시 언어의 공동(空洞)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마찬가지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가베르의 명령 전달 방식은 의미가 비어버린 기표로서의 언어를

은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디의 명령을 전달하는 연락원 가베르는 유디의 연락

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조건이란, 유디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절대 몰라야 하고, 기억력이 매우 나빠야 한다는 점이다. 연락원이 명령의 의미

를 모르게 하는 방법은 연락원으로 하여금 자기만의 표기체계를 발명하도록 하

는 것이다. 가베르는 유디의 명령을 자기만의 표기체계로 바꾸어 수첩에 적고,

적은 후엔 필기한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그리고 요원인 모랑에게 가서는 수첩을

펼쳐 적힌 표기체계에 따라 다시 유디의 명령을 해독해서 모랑에게 전달하고, 마

찬가지로 전달한 이후엔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잊어버린다. 유디의

명령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표

기체계에 따라 소리 내어 그 명령의 기표만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디의 명령,

즉 유디의 (가베르의 입을 통한) 목소리 역시 의미가 빠져나가고 없는 언어의 구

멍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목소리는 또한 모랑이라는 존재의 구멍

을 통과하면서 그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몰로이와 모랑의 목소리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문학적 연옥에 빠뜨린다. 몰로이에게 추적 대상인 어머니, 모랑에게 추격 대상인

몰로이는 이들 각자에게 부정과 억압의 기표이기 때문이다.

몰로이의 어머니는 몰로이가 항상 자신에게 ‘아니오’라고만 말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몰로이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가끔씩 찾아갔다. 하지만 너무 늙은 어머니

는 귀머거리에 벙어리다. 몰로이는 이런 어머니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고

안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머리통을 톡톡 치는 방법으로, 매우 단순한 모스부호와

도 같은 체계다.133) 몰로이는 파블로프의 개를 훈련시키듯 어머니에게 이 타격을

133) 키아란 로스Ciaran Ross는 몰로이가 어머니의 생각, 모성적 의사소통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몰로이가 어머니 집에 방문했던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가 ‘보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와해된 생각의 환유métonymie de la pensée effondrée인 어머니의 ‘머리’

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교환échanges은 몰로이가 어머니의 두개골에 가하는 가

차 없는 타격으로 드러난다. 이때 어머니의 두개골은 또한 어머니의 생각이라는 환유인 탓

에, 몰로이가 가하는 타격은 이제 정신적인 타격이 된다. 만약 생각하는 것이 두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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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친다. 어머니의 머리통을 한 번 치면 ‘그렇다’, 두 번

치면 ‘아니다’, 세 번 치면 ‘모르겠다’, 네 번 치면 ‘돈’, 다섯 번 치면 ‘작별 인사’

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둔화된 어머니에게 이 신호 체계는 간단히 혼동

된다.

어머니는 측정 개념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둘 이상 셀 능력을 상실

한 것 같았으니까. 어머니에겐 하나에서 넷까지가 너무 멀었다, 이해하겠

는가. 네 번째에 이르러서는 겨우 두 번째로 생각하고, 처음 두 번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처럼 깜깜하게 잊어버렸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

한 것이 어떻게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Car elle semblait avoir perdu, sinon la notion de la mensuration

absolument, tout au moins la faculté de compter au-delà de deux. Il y

avait trop loin pour elle, comprenez-vous, de un à quatre. Arrivée au

quatrième coup elle se croyait seulement au deuxième, les deux

premiers s’étant effacés de sa mémoire aussi complètement que s’ils

n’avaient jamais été ressentis, quoique je ne voie pas très bien

comment une chose jamais ressentie peut s’effacer de la mémoire, et

cependant cela arrive couramment. (M:22)

어머니는 둘까지밖에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숫자 ‘2’와 마

주친다.) 그래서 몰로이가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돈을 달라는 의미로 머리통을

네 번 치지만, 언제나 어머니는 두 번의 타격만을 감지할 뿐이다. 따라서 몰로이

는 어머니에게 늘 ‘아니오’라고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아들이 된다. 몰로이와 어

머니와의 관계는 이처럼 반대, 부인, 거부의 기틀 위에 세워져 있다.

어머니는 몰로이에게 억압된 기호이기도 하다. 그는 어머니를 부를 때 ‘막Mag’

이라고 부르곤 했다. “쥐g자가 마Ma 음절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확실하게 그 음절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마

ma, 즉 엄마를 갖고 싶고,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싶은, 아마도 고백되지 않은

깊은 욕구를 충족시켰다. 왜냐하면 막이라고 부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마라고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134) 즉, 몰로이에게 ‘엄마ma’라는 단어는 말해지자마자

타자의 머리를 두드리는 것, 그래서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타자의 생각에 코

드를 주입하는 것, 타자의 생각을 짓이기는 것이기도 하다. Ciaran Ross, op.cit., pp.132-133.

134) « la lettre G abolissait la syllabe ma, et pour ainsi dire crachait dessus, mieux que

toute autre lettre ne l’aurait fait. Et en même temps je satisfaisais un besoin profond et

sans doute inavoué, celui d’avoir une ma, c’est-à-dire une maman, et de l’annoncer, à

haute voix. Car avant de dire mag on dit ma, c’est forcé. » (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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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g]’라는 발음에 의해 연구개에서부터 그 소리가 차단된다. 구강 맨 안쪽에서

부터 철저히 막혀버린 기호로서 기표 ‘막Mag’이 담고 있는 ‘엄마ma’라는 기의는

‘쥐g’자에 의해 억압돼버리고 만다.

모랑에게 몰로이도 마찬가지다. 몰로이가 모랑의 머릿속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는 “소란, 무거움, 분노, 질식, 미친 듯이 헛되고 부단한 노력, 그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정도로 평소의 자기 자신과 전혀 반대로 변화되고 만

다. 모랑이 몰로이의 이름이 ‘몰로이Molloy’인지, ‘몰로즈Molloz’인지 헷갈려 할

때 후자가 더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몰로즈’로 규정한 것처럼, 몰로

이는 그를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이성의 논리가 아닌 쾌락의 원칙에 지배당하도

록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목소리가 몰로이와 모랑을 추동해 대면하도록 만드는 대상은 이들에게

부정되고 억압돼 있던 존재들이다. 목소리는 다름 아닌 억압된 것의 회귀를 부추

기는 목소리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언어와 존재를 포개놓으면

이 둘의 구멍을 통해 목소리가 발산된다. 인물들을 이동하고 글쓰도록 만드는 명

령권자인 이 목소리가 이들로 하여금 그동안 이들이 억압하고 있던 대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몰로이에서 이 목소리가 내린 명령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존재를 포갠 것처럼, 1부와

2부를 포개어 읽으면 조금 다른 전개가 감지된다.

3-2. 1부와 2부의 동시성

이 장에서는 언어의 구멍을 거쳐 존재의 구멍을 지나 흘러나온 목소리가 들려

주는 텍스트인 몰로이를 읽는 새로운 독법으로 1부와 2부를 나란히 평행해서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두 이야기를 포개어 읽는 추가적인

독법 하나를 더 제안하게 될 것이다.

몰로이는 형식상 두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추격

의 서사와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두 가지 전개가 맞물려 진행된다. 몰로이의
‘이중적 정체성’은 이처럼 작품의 포괄적인 특징에서부터 간파된다. 하지만 1부와

2부에서 풀어가는 추격담과 이를 활자화하는 과정은 동일한 것의 변주처럼 읽힐

만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비비언 머시어Vivian Mercier가 고도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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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컬어 “극중에서 두 번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135)이라고 말할

때, 몰로이는 ‘두 번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문학작품에 대한 베케트의

산문적 시도다. 알랭 바디우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이 저작들(몰로이, 말론 죽다, 이름붙일 수 없는 것, 고도
를 기다리며)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만 주목했다. 몰로이

는 자기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모랑은 몰로이를 찾지 못한다. 말론은 자

신의 최후를 가득 채우는 이야기들을 끝없이 늘려 나가지만, 죽음은 오지

않는다.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은 항상 계속하라는 것 이외의 다른 금언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고도를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가

오는 것은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약속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돌발도 새

로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산문은 무심한 주체를 포착하는 일과 결과도

없는 성찰의 고문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On a retenu de ces œuvres que jamais rien ne se passe. Molloy ne

trouvera pas sa mère, Moran ne trouvera pas Molloy ; Malone étire à

l’infini les fables qui peuplent son agonie, mais la mort ne vient pas ;

l’innommable n’a pas d’autre maxime que de continuer toujours. Et

Godot, bien entendu, on ne peut que l’attendre, il n’est que la promesse

toujours recommencée de sa venue. C’est dans cet élément sans

surgissement ni nouveauté que la prose oscille entre la saisie d’un être

indifférent, et la torture d’une réflexion sans effet.136)

몰로이에 국한해 볼 때, 이 작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돌발

surgissement이나 새로움nouveaut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고 진부한 서사는 몰로이의 서사과 모랑의 서사로 두 번이나 반복된다. 베

케트는 어째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 두 개를 이어 붙여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에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이 하나의 단서를 제

시한다.

몰로이의 1부와 2부는 텍스트의 선형성으로 인해 1부 뒤에 2부가 놓여 읽히

지만, 내용상 2부 뒤에 1부가 이어져도 무방하다. 즉, 1부와 2부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다. 시간적·논리적으로 1부에서 2부로 이어지는 이야기라

면, 이 소설은 무심한 듯 어머니를 찾아가는 몰로이와 그런 몰로이를 여느 때와

135) « … has achieved a theoretical impossibility—a play in which nothing happens, that

yet keeps audiences glued to their seats. What's more, since the second act is a subtly

different reprise of the first, he has written a play in which nothing happens, twice. »

Vivian Mercier, “The uneventful event”, Irish Times, 18 Feb 1956, p.6.

136) Alain Badiou, Beckett. op.cit., p.40. ; 알랭 바디우, op.cit.,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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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무턱대고 찾아 나선 모랑의 여정을 따라가는 모험소설roman

d'aventures이자 모랑이 몰로이의 정체를 밝혀가는 추리소설roman policier이 된

다. 이때 독자의 몫이란 이 두 추격의 ‘무심한 주체를 포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반면, 시간적·논리적으로 2부에서 1부로 역행하는 이야기라면, 이 소설은 모랑이

자신의 분열된 자아로서의 몰로이를 찾아가는 이야기, 즉 정체성 탐구의 서사가

된다. 이때 몰로이는 정신적·존재론적 모험소설roman d'aventures mentales et

ontologiques이자 전복되고 왜곡된 성장소설bildungsroman renversé et perverti

로 읽힌다. 하지만 모랑이 결코 자신의 정체성으로 상징되는 몰로이를 찾지 못한

다는 점에서 그의 정체성 탐구는 ‘성찰의 고문’이 된다. “대략 우리가 왔던 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갈 때는 길의 모습이 바뀐다”137)는 모랑의

말은 몰로이라는 소설을 읽는 두 가지 방향의 선형적 독법에도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산문이 1부에서 2부로 이어지는 ‘무심한 주체의 포착’이라는

방향과 2부에서 1부로 역행하는 ‘성찰의 고문’이라는 반대 방향 사이에서 흔들리

며 망설이고 있다고 할 때, 이 소설의 독법으로 이러한 두 방향의 선형성과는 다

른 제3의 방식을 고안해봄직하다. 이 장에서는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개의 장을 두폭화diptyque처럼 ‘동시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

와 2부의 이야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의 두 장면일 수 있고, 각각이 서로에게

상보적인 역할을 하며 전체 몰로이를 직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우선 두폭화diptyqu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

펴보자. 두폭화란 경첩으로 연결된 두 개의 화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나 조각 작

품을 일컫는 미술용어다. 중세 말과 르네상스 시대에 제작된 두폭화에는 주로 종

교적인 내용의 그림이 담겼다.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는

작게, 또 보관을 위해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두 화폭을 경첩으로 나란히 이

은 형태는 작품의 두 부분 사이에 구성적인 연속성을 부여하지만, 짝을 이루고

있는 두 화폭은 엄연히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에 혼동해서는 안 될 만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도 사실이다. 중세 말 플랑드르 두폭화의 대부분은 종종 하

나 혹은 다수의 초상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초상의 배경은 대체로 예

배 공간이다. 이러한 플랑드르 두폭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두 번째 화폭, 즉

보는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 화폭에 성모자상Vierge à l'Enfant 앞에서 기도하는

남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138)

137) « Ensuite je suivais à peu près les mêmes chemins que nous avions pris pour venir.

Mais les chemins changent d’aspect, refaits en sens inverse. » (M:224)

138) 두폭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두 온라인 출처를 기반으로 한다.

Christian Heck, « Les primitifs flamands. Les plus beaux diptyques (exposition) »,

Encyclopædia Universalis [온라인], 2015년 5월 21일 검색.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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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15세기 플랑드르의 화가였던 한스 멤링Hans

Memling의 1487년작인 ‘마르틴 반 니외벤호베의 두폭화Diptyque de Maarten

van Nieuwenhove’139)다. 영적인 비전vision spirituelle, 기도와 신의 존재

présence divine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한 성찰을 표현한 이 작품은, 오른쪽

화폭엔 성모자상 앞에서 기도하는 마르틴을, 왼쪽 화폭엔 가장 친근한 생활환경

이라 할 수 있는 기증자의 옆 자리에 뜻밖에 모습을 보인 성모 마리아를 보여준

다. 한스 멤링은 동시대의 두폭화 작가들이 밋밋하고 어두운 배경을 사용했던 것

과는 달리, 양쪽 그림에 일관되며 연결되는 동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

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성모 마리아와 마르틴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동일한

교회 내부로 판단된다. 각 인물 뒤로 난 교회의 창문을 통해 평화로운 들판과 강

가,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보이며, 양쪽 화판의 배경은 무리 없이 하나로 연결된

다. 또한 마르틴이 전면의 테이블에 펼쳐 놓은 성서 아래로 오른쪽 화판의 성모

마리아가 두르고 있는 빨간 망토 자락이 이어져 있다. 이들이 동일한 공간에 함

께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모자상 뒤편에 달린 동그란 볼록 거울을 통해 비

로소 확실시된다. 거울 안에 성모 마리아의 뒷모습과 마르틴의 옆모습이 함께 담

김으로써, 이 둘의 합석과 만남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 두폭화의 구조는 우리

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몰로이의 구조와 맞아 떨어진다. 이 장에서는 몰로이
의 1부와 2부가 두폭화와 같이 각 이야기가 혼동해선 안 될 만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마치 ‘마르틴 반 니외벤호베의

두폭화’ 속 볼록거울에서처럼 1부의 주체와 2부의 주체 사이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석하기로 한다.

1부와 2부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인물과 장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장면들

이 나타난다. 1부와 2부의 이야기가 공존한다고 할 때, 몰로이에서 이 공존은

일종의 평행이론처럼 양쪽의 이야기에 비슷한 국면들이 발생하는 양상으로 이루

어진다.

몰로이는 6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엄마를 찾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그 비현

실적인 여행’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찾는 이동을 시작하기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les-primitifs-flamands-les-plus-beaux-diptyques/ ;

« What is a diptych ? », Prayers and protraits : Unfolding the netherlandish diptych,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온라인], 2015년 5월 21일 검색. URL :

https://www.nga.gov/exhibitions/2006/diptych/diptych.shtm

139) Hans Memling (Netherlandish, active by 1465–1494), Virgin and Child with Maarten

van Nieuwenhove, 1487, oil on panel, left: 44.7 x 33.5 cm ; right: 52.5 x 41.5 cm ,

including original frames, Municipal Museums, Bruges, Hospitaalmuseum

Sint-Janshospitaal. (그림출처 : Web Gallery of Art [온라인], 2015년 5월 21일 검색. URL

: http://www.wga.hu/frames-e.html?/html/m/memling/3mature6/33nieu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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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특징 B의 특징

- 읍내쪽으로 감.

- 신사다움.

- 그의 태도에 특별히 읍내사람다운 무

엇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음.

- 모자를 쓰지 않음.

- 운동화를 신음.

- 시가를 피우고 있음.

- 약간 한가롭고 느리게 걸음.

- 작은 오렌지색 포메라니안 개 한 마

리가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음.

-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불확

실한 걸음으로 나아감.

- 자주 발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봄.

- 곤봉 같이 생긴 지팡이를 들고 감.

- 뾰족한 모자를 씀.

- 근심스러운 시선을 던짐.

에 앞서 그는 암소들이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시골의 구릉 지대 어귀에 쭈그려

앉아 있다. 거기에서 그는 A와 B라는 익명의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걸어가다

두 개의 구릉이 만나는 골짜기에서 한 번 스친 뒤 각자 가던 길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본다. 몰로이가 묘사하는 A와 B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몰로이가 이들의 행로를 지켜보며 위와 같은 특징들을 간파해내고 있는

상황은 그가 시골의 구릉 지대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여 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모든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게다가 아마도 내가 다른 여러 경우를 혼동하며, 밑바닥에선, 시간을 혼동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그래서 아마 이러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은

A가 어느 장소에, 다른 날은 B가 다른 장소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날은

바위와 내가, 그리고 다른 구성요소들, 암소, 하늘, 바다, 산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난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니, 거짓말은 안 하겠다. 나는 그것

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으니, 계속하자, 마치 모든

것이 한결같은 권태에서 솟아난 것처럼 해보자, 채워보자, 계속 채워보자,

완전히 까맣게 될 때까지.

Et je confonds peut-être plusieurs occations différentes, et les heures

(…). Et ce fut peut-être un jour A à tel endroit, puis un autre B à tel

autre, puis un troisième le rocher et moi, et ainsi de suite pour les

autres composants. Les vaches, le ciel, la mer, les montagnes. Je ne

peux le croire. Non, je ne mentirai pas, je le conçois facilement. Qu’à

cela ne tienne, poursuivions, faisons comme si tout était surgi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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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ême ennui, meublons, meublons, jusqu’au plein noir. (M:17)

이처럼, 몰로이는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 따로 존재하고 있던 요소들을 그러모

아 머릿속 도화지에 한꺼번에 그려 넣은 그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본격적인 이동에 앞서 권태로운 시간 속에서 이러한 상상의 산물을 만들어

내 공책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모랑 역시 몰로이를 찾으러 나서기 전에 머릿속으로 몰로이에 대한 그림을 그

려간다. 그는 “머릿속으로 천천히 산보하면서 내 정원만큼이나 낯익지만 항상 새

롭고, 한껏 조용했다가 다시 이상한 만남들로 활기를 띠는 오솔길들의 미로 곳곳

을 살폈다.”140) 모랑은 몰로이를 찾아 떠나는 출발의 시간을 미루기 위해 공상한

다. 가베르가 유디의 명령을 모랑에게 전달한 시간은 8월의 어느 일요일 11시경

이었다. 모랑이 아들과 함께 출발한 시간이 그날 자정 무렵이었으므로, 그는 거

의 12시간이나 출발을 지연시킨 셈이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

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영성체를 받고 신부님과 수다를 떨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엌으로, 아들 방으로, 자기 방으로, 정원으로 이동하며 집 안 곳곳을 배회한다.

출발을 꺼리는 것은 모랑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아들은 이빨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며 집에 머물러 있기 위한 이런 저런 핑계를 댄다. 배가 아프다는 아들에

게 모랑은 결국 화장실에서 관장을 해준다.

녀석은 커다란 궁둥이를 내놓고 타일 위에 엎드렸다. 관장액이 잘 스며들

게 해. 내가 말했다. 별난 하루였다. 나는 시가의 재를 쳐다보았다. 파랗고

단단했다.

Il se coucha sur les carreaux, son gros cul en l'air. Laisse-le bien

pénétrer, dis-je. Quelle journée. Je regardai la cendre de mon cigare.

Elle était bleue et ferme. (M:161)

모랑은 신부님에게서 받은 시가를 피우면서 아들에게 관장을 해준다. 이 장면은

엉덩이를 내놓고 있는 아들 옆에서 모랑이 마치 팔루스를 연상케 하는 시가를

들고 있음으로써 묘하게 근친상간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몰로이와 어머니의 관계도 근친상간의 금기를 떠올리게 한다. 몰로이의 어머니

는 한 번도 몰로이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대신 그를 ‘단Dan’이라고 불렀

다. 몰로이가 알기로, ‘단’은 몰로이의 아버지, 즉 몰로이의 어머니에겐 남편의 이

140) « Je me promenais dans mon esprit, lentement, notant chaque détail du labyrinthe, aux

sentiers aussi familiers que ceux de mon jardin et cependant toujours nouveaux, déserts

à souhait ou animés d’étranges rencontres. » (M: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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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었을 수 있다. 어머니는 몰로이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어머니를 어머니로만 생각했다고 자신했음에도 첫사랑 여인을 떠올렸을 때

어머니의 이미지와 그 여인의 이미지가 혼합될 만큼, 몰로이와 어머니 사이에도

어렴풋한 근친상간의 기운이 흐른다.

자신을 남편으로 여겼던 어머니를 찾아 읍내로 들어간 몰로이의 여정을 방해

한 첫 번째 장애물은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건이다. 길가에서 자전거에 기대 있었

다는 이유로 그는 경찰에게 붙들려 잠시 구금된다. 여기서 그는 연보라색 옷을

입은 뚱뚱한 여자 사회복지사를 만난다. 그녀는 사카린과 가루우유를 탄 ‘음료’와

‘빵 한 조각’을 쟁반에 담아 몰로이에게 건넨다. 하지만 몰로이는 그것을 던져버

린다. 사회복지사나 구세군들이 손에 ‘구토제’를 들고 쫓아와 자선행위를 하더라

도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고, 그저 고개를 조아려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

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똥이라도 좋아

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141)지만, 그는 그 사회복지사가 건넨 빵 한 조각과 우유

음료를 “두 손의 발작적인 충동으로 힘이 닿는 한 멀리 던져 바닥인지 벽인지에

박살을 냈”142)던 것이다.

그런데 ‘구토제’와 쟁반에 담겨 전해진 ‘우유 음료’와 ‘빵 한 조각’은 모랑의 출

발을 방해한 첫 번째 사건의 장면에서도 등장한다. 모랑의 출발이 지연된 첫 번

째 사건은 아들에게 관장을 해주고 난 뒤 그의 무릎에 두 차례나 거센 통증이

발생한 일이다. 통증을 가라앉히려 옥도정기를 무릎에 문지르는 모랑에게 아들은

“약이 잘 스며들게 하세요”라며 위로 혹은 조언의 말을 건넨다. 하지만 모랑은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때처럼 아들이 자신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상처를 받기에, 아들의 이 같은 말에 “네가 진짜 구토제를

먹고 싶지 않다면 (그만하란) 말이다”143)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그러곤 곧장 아들

을 끌어안고는 몰로이를 찾기 위해 함께 떠나기로 약속하고, 따뜻한 ‘우유 한 사

발’과 잼을 바른 ‘빵 한 조각’을 쟁반에 올려 침실로 간 아들에게 전달한다.

모랑은 아들이 출발 직전까지 방에서 쉬도록 한 뒤 잠시 정원을 배회한다. 여

기서 그는 신부님에게서 받아 아들의 관장을 해주는 동안 피우던 시가를 주머니

에 넣는다.

나의 시가는 내가 주의하지 않은 사이에 이미 꺼졌다. 나는 그것을 털어

141) « A qui n’a rien il est interdit de ne pas aimer la merde. » (M:30)

142) « … d’une poussée convulsive des deux mains je l’envoyai s’écraser par terre, ou

contre le mur, aussi loin de moi que mes forces le permettaient. » (M:30)

143) « A moins que tu ne préfères qu’on essaie un vrai vomitif. » (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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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속에 넣었다, 나중에 재떨이나 휴지통에 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쉬트에서 멀리 떠나왔을 때, 나는 그것을 주머니 속에서 다시

발견했는데, 사실 반가웠다. 아직 몇 모금 빨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빨

사이로 차디찬 시가를 다시 빨고, 그것을 뱉고, 어둠 속에서 다시 찾고, 줍

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자문하고, 그 재를 떨고, 주머니에

넣고, 재떨이와 휴지통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적어도 15분이나 걸린

한 과정의 주요한 연속 동작이었다.

Mon cigare s’était éteint sans que j’y eusse pris garde. Je le secouai et

le mis dans ma poche, avec l’intention de le jeter dans le cendrier, ou

dans la corbeille à papier, plus tard. Mais le lendemain, loin de Shit, je

le retrouvai dans ma poche et ma foi non sans satisfaction. Car je pus

en tirer encore quelques bouffées. Découvrir le cigare froid entre mes

dents, le cracher, le chercher dans l’obscurité, le ramasser, me

demander ce qu’il convenait d’en faire, en secouer la cendre et le

mettre dans ma poche, me représenter le cendrier et la corbeille à

papier, ce n’étaient là que les pricipaux relais d’un processus que je fis

durer un quart d’heure au moins. (M:166)

하찮은 소지품들이 담긴 주머니는 조약돌 열여섯 개와 나팔경적, 야채칼 등이 담

긴 몰로이의 주머니144)를 떠올리게 한다. 모랑은 피우다 만 시가를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신의 고장을 떠나왔을 때 주머니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몰로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랑이 몰로이처럼 변해간다고 할 때, 모

랑이 익숙한 자기 고장을 떠난 뒤에 주머니에서 언제 넣었는지 모를 시가를 발

견하고, 그것을 마치 몰로이가 조약돌을 빨았던 것처럼 입에 넣고 빨며, 또한 몰

로이가 조약돌 열여섯 개를 주머니 네 개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담는 열거와

조합의 놀이를 했던 것처럼 시가를 빨고, 재를 떨고, 뱉고, 잊어버리고, 다시 찾

고, 줍는 등의 연속된 행위들에 대해 15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거했다는 사

실은, 모랑이 몰로이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징후로 읽어야

144) 몰로이에서 주머니는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 그저 자기도

몰랐던 하찮은 물건들이 꺼내져 나오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느 생산성과는 다르다. 2

부 모랑의 이야기에서는 모랑의 주머니뿐 아니라 모랑 아들의 주머니 역시 마찬가지의 기능

을 한다. 모랑이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오라고 준 5파운드 중 10실링이 사라지자, 그것을 찾

기 위해 모랑은 아들의 주머니를 비우게 하는데, 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이 땅에 수

북이 쌓일 정도로 끄집어져 나온다. 물론 그중에 사라진 10실링은 나오지 않았다. 원래 몰
로이의 주머니는 하찮은 물건들로만 채워질 뿐, 꼭 있어야 할 것은 담길 수 없다. 2부의 경

우, 이러한 주머니의 하찮은 생산성은 병에 걸려 알을 낳지 못하게 된 잿빛 암탉의 불임성

과 반대된다. 하나의 생명체이거나 식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필요의 상징인

‘알’을 낳을 수 없는 불임성이, 모든 종류의 의미효과와 필연이 불허된 이 소설의 특징과 연

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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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모랑이 몰로이를 닮아가는 과정은 언어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육체적인 노화,

나아가 존재론적인 붕괴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몰로이와 모랑 모두

살인을 저지른다. 우선 몰로이의 살인 장면을 살펴보자. 몰로이는 조약돌을 열거

하던 바닷가를 떠나 늪지를 거쳐 숲에 이른다. 두 다리가 뻣뻣해지고 한쪽 발가

락이 와르르 뽑혀져 나간 상태에서 몰로이는 힘겹게 목발을 짚고 어둠 속에서

숲을 지나가야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떤 늙은 숯장수를 만난다. 갑자기 몰로이

에게 달려든 숯장수는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고, 그런 그에게

몰로이는 가장 가까운 읍으로 가는 길, 숲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을 물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실망한 몰로이가 떠나려

는데 갑자기 숯장수가 그의 소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순간 몰로이는 한쪽 목발

로 그의 머리를 한 대 내려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

곤 양쪽 목발로 체중을 지탱한 채 두 다리를 그네처럼 흔들어 널브러진 그의 몸

뚱이 위로 내려치고,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적시타를 가했다. “항상

대칭을 고수하는 괴벽을 갖고 있었J'ai toujours eu la manie de la symétrie”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로이는 숯장수를 살해한다.

2부 모랑의 살인 장면 역시 배경은 숲이다. 모랑은 추격 도중 또다시 발발한

무릎 통증 때문에 어느 숲의 야영지에 홀로 남는다. 아픈 다리로는 걸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 자전거를 사오게 한 것이다. 아들을 심부름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밤, 모닥불을 지피고 있던 모랑 앞에 신체의 부분과 전체 사이에 굉

장한 일치와 조화를 지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두꺼운 감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은 그는 작은 체구임에도 딱 바라진 체격에 족히 2미터는 넘을 듯한

검은색 목도리를 하고 챙이 좁은 진청색 페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실패한

작은 콧수염, 작은 족제비눈, 옆쪽이 말려 있는 코, 얇고 붉은 입술 모두 모랑의

얼굴과 어렴풋이 닮아 있다. 그는 모랑에게 혹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봤느냐고 물었다. 보지 못했다며 비키라고 말하는 모랑 앞으로 그가 하얀

손을 뻗었는데,

조금 뒤에, 아마도 훨씬 뒤에, 나는 머리가 짓이겨진 채로 땅바닥에 누워

있는 그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더 분명하게 가

르쳐줄 수 없어서 유감이다. (…) 나 자신은 아무 데도 다친 곳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몇 군데 할퀸 상처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발견했다. 나는

그에게 몸을 굽혔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 다리가 굽혀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와 비슷해 보이지 않았다.

Mais un peu plus tard, peut-être beaucoup plus tard, je le trou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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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tendu par terre, la tête en bouillie. Je regrette de ne pas pouvoir

indiquer plus clairement de quelle manière ce résultat fut obtenu. (…)

Personnellement je n’avais rien, si, quelques étratignures que je ne

découvris que le lendemain. Je me penchai sur lui. Ce faisant je

compris que ma jambe se pliait à nouveau. Il ne me ressemblait plus.

(M:206)

몰로이와 모랑의 살인 장면은, 머시어와 바디우가 말하는 ‘두 번이나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작품평을 반박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록 살인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마치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인물의 성격과 행위에도, 서사의 흐름에도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은 채 의뭉스럽게 지나쳐지기 때문이다. 살인 장면은 몰로이가 조약

돌을 애써 배분하다 허공에 던져버린 때와 마찬가지로, 모랑이 자기 머릿속 몰로

이의 정체를 파헤쳐가다 결국 혼란만 더한 채 분석을 마친 때와 똑같이, 무심하

게 서술됨과 동시에 반추되거나 반성되지 않은 채 살인자들과 텍스트로부터 간

과된다. 정말 ‘두 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살인 장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바로 몰로이와 모랑이

각기 죽인 희생자가 살인자와 꼭 닮아 있다는 점이다. 몰로이는 자기처럼 늙은

데다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고독해 보이는 한 남자를 죽였다. 모랑은 그

가 말하듯 자신과 외모면에서도 꼭 닮아 있으며 누군가를 쫓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자신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듯한 남자를 살해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분신

double’을 죽인 것이다. 오토 랑크Otto Rank의 ‘분신’ 개념에 따르면, 분신은 죽음

을 부정하고 자아의 불멸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그림자나 반영의 형

태로 ‘동일한 자아Moi identique’처럼 나타난 분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젊음과 과거를 포함한 ‘이전의 자아Moi antérieur’로 나타나다가, 결국엔 현재 존

재하는 인격이 거부함으로써 분리돼버린 소멸하고 필멸할 부분을 드러내는 악마

형상의 ‘반대되는 자아Moi opposé’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다.145) 이로써 분신은

프로이드가 해석한 바대로 ‘영원불멸의 표식’에서 ‘죽음을 예언하는 두려운 예언

자’가 된다.146)

몰로이에서 두 주인공이 자신의 분신을 죽인 것을 죽음을 예언하기 위해 악

마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신을 제거해 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설의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착란을 일으키기

145) Otto Rank, Don Juan et le double, trad. S. Lautman, Paris: Editions Payot, 1973, p.68 ;
pp.73-74.

146) 지그문트 프로이트,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역, 열린책들, 1996,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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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동일성으로 합류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변별을 야기하지 못하는 두 개

체나 두 인물들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

공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살인을 통한 몰로이와 모랑 각자의 분신

제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사의 흐름이나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분신과의 만남이 이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

큼, 이들의 분신이 다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서사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보면, 몰로이와 모랑이 각자의 분신을 제거한 것은 1부의 몰로

이와 2부의 모랑 사이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랑이 살인을 저지르기 하루 전의 시점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모랑이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지 하루째 되던

날, 홀로 남은 모랑은 자신이 투입된 임무에 대해 생각하고, 몰로이를 찾으면 어

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개울가로 다가가 “내 모습이 제대로 떠오르길 기다렸

다가, 그것이 떨리면서도 점점 나를 닮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147) 이 장면은 호

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신화 속 나르키소스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개울에서 돌아온 모랑은 자신의 야영용 은신처 근처에서 한 남자와 맞닥뜨린다.

그는 계절에 비해 무거운 옷을 입었고, 곤봉 같이 생긴 묵직한 지팡이를 짚었으

며, 얼굴은 창백하고 잘생긴 듯 보이지만 더럽고 털이 많은 데다, 모양과 색깔이

매우 특이한 모자를 잠시 벗었다가 쓴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쉰다섯 살쯤 되어

보이면서도, 지저분하고 숱이 많은 머리카락은 온통 백발이었다. 모랑은 그에게

적개심이 없다는 표시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개울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자코 바라보듯이. 모랑의 시선을 느낀 그 남자는 차갑고 강력한 힘을 지닌 듯

한 시선을 땅에 떨구었다. 그는 말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의 억양으로 모랑에

게 빵을 한 조각 달라고 부탁했다. 모랑은 아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빵 조각을 그

에게 건넸다.

나는 빵을 그에게 주었다. 나는 그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게걸스럽게 먹

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두 쪽으로 자르더니 외투의 양

쪽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의 지팡이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말했

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 아래쪽으로

지팡이에 손을 대었다. 잡은 것을 천천히 놓아주는 그의 손가락을 느꼈다.

이제 그 지팡이를 잡은 것은 나였다. 나는 그 가벼움에 놀랐다. 나는 그것

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는 내게 마지막 시선을 던지고는 가버

렸다. 거의 밤이 되었다. 그는 빠르고 불확실한 걸음으로 걸어갔으며, 지

147) « J’attendis que mon image se reconstituât, je la regardai qui tremblante me

ressemblait de plus en plus. » (M: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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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이를 짚는다기보다는 끌면서 자주 방향을 바꾸었다.

Je le lui donnai. Je m’attendais à ce qu’il le dévorât sur place. Mais il

le rompit en deux et mit les morceaux dans les poches de son

manteau. Vous permettez que je regarde votre bâton ? dis-je. J’avançai

la main. Il ne bougea pas. Je mis ma main sur le bâton, au-dessous de

la sienne. Je sentis ses doigts qui lentement lâchaient prise. C’était moi

maintenant qui tenais le bâton. Sa légèreté m’étonna. Je le lui remis

dans la main. Il me jeta un dernier regard et s’en alla. Il faisait

presque nuit. Il marchait d’un pas rapide et incertain, traînait le bâton

plus qu’il ne s’en servait, changeait souvent de direction. (M:199)

빵 한 조각을 ‘두 쪽’으로 잘라 외투의 ‘양쪽 주머니’에 넣은 이 남자에게서 ‘항상

대칭을 고수하는 괴벽’을 가진 몰로이가 겹쳐 보이는 것은 과연 착각일까? 가끔

길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는 몰로이의 ‘분노의 눈길’에 이 남자의 차갑고 강력

한 시선이 겹쳐 보이는 것 또한 오해일까? 목발을 질질 끈 채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빠르고 불확실하게 내딛는 이 자의 걸음걸이에서, 직선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휘어지고 꺾이는 경로를 따라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몰로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까지 착오라며 물리쳐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몰로이와 모랑의 여정이 어떠한 공간에서 일

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랑이 사는 곳에서 각 고장의 이름을 붙이

는 단순한 체계에 따르면, 몰로이의 고장은 발리Bally이고, 발리라는 중심지를 포

함해 발리에 속해 있는 주변부는 발리바Ballyba이며, 중심지가 아닌 외곽지역만

을 일컬을 땐 발리바바Ballybaba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명 체계에 따르면, 모랑

이 사는 곳은 쉬트Shit148)이고, 쉬트와 쉬트에 속한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는 쉬

트바Shitba, 쉬트바에서 쉬트를 뺀 나머지 지역은 쉬트바바Shitbaba다. 몰로이는

어머니를 찾아 발리에서 나온다. 모랑은 몰로이를 찾아 쉬트 밖으로 나온다. 몰

로이와 모랑이 만날 수 있다면, 이들의 만남은 발리바의 바깥, 쉬트바의 바깥 어

딘가에 있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황무지no man's land’에서 가능할 것이

다. “왜냐하면 몰로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한편으로는 모랑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모랑은 몰로이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149)

148) 몰로이에 등장하는 지명은 노골적으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노리고 있다. 몰로이 고장

이름 발리Bally는 영어로 고환을 뜻하는 구어인 ‘ball’을, 모랑 고장인 쉬트는 말 그대로 영

어의 똥을, 모랑 아들이 자전거를 사러 간 고장 홀Hole은 여성 성기를 암시한다. 또 모랑의

아들이 모랑에게 알려줬다는 지리적인 사실에 따르면, 콘돔Condom이란 지역엔 바이즈Baïse

강이 흐르는데, 이 명칭에서도 콘돔과 키스baise라는 성적 암시가 포함돼 있다. 몰로이를
모랑의 정체성 탐색이라는 서사로 읽을 때, 모랑의 여정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위치 옮김

이 아닌 정신분석학적 무의식과 관계된 정신적 차원의 사고 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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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몰로이는 바타이유가 단언하듯 “필요하거나 확신을 주는 그 어떤 서사

도 없는”150) 소설이기에, 위의 장면에서 모랑이 쉬트와 발리 바깥의 회색지대에

서 만난 사람이 몰로이라고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

로 이렇게 ‘그렇다’고도, ‘아니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모호함에서부터 이 소설

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증식된다면, 또한 몰로이가 동일한 개체들 사이의 유

사성과 변별 기능이 무화된 대립된 두 개체의 무차별성을 모두 포용하여 이들

사이의 혼동과 증식의 난무를 기꺼이 노출하는 소설임을 고려한다면, 위의 장면

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외람된 분석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해석을 위해 다시 ‘마르틴 반 니외벤호베의 두폭화’로 돌아

가 보자. 이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양쪽 화폭의 배경이 동일한 공간이라는 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이 두 개의 화폭 각각에 따로 존재하기에 이들이

정말 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데, 왼쪽의 성모 마리아 뒤쪽에

매달린 거울 안에 이 둘이 함께 비치고 있는 까닭에 두 인물의 공존을 확신할

수 있다. 몰로이도 마찬가지다. 몰로이와 모랑이 비록 1부와 2부라는 상이한

이야기 속에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은 동일한 배경 하에

있다. “지방들은 갑자기 뚝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서로 섞여 있”으며,

한 지방의 “먼 경계 안에서 어디로 떠돌아다니든, 그것은 아주 정확히 항상 마찬

가지”151)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계가 흐릿해진 동일한 공간을 배회하던 1

부 몰로이와 2부 모랑의 여정을 동시적으로 파악하면, 평행이론처럼 이 둘은 비

슷한 시기에 여행을 출발해 비슷한 국면을 겪으며 이동하고, 이 여정은 몰로이와

모랑 모두를 육체적인 쇠약과 언어적인 퇴화, 나아가 존재론적인 붕괴의 방향으

로 이끌어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리 바깥과 쉬트 바깥의 어딘가에서 몰로이

와 모랑이 만나 곤봉 같이 생긴 가벼운 지팡이를 주고받는 마주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독법은 몰로이의 1부와 2부의 이야기를 평행하게 펼쳐놓고 읽었을

때의 해석이다. 하지만 몰로이는 엄연히 착란의 세계를 현현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1부와 2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아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히 돌출된다. 1부와 2부에서 각기 다른 이름,

다른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일인처럼 읽힘에 따라 평행한 두 이야기의 노

149) « Car là où Molloy ne pouvait être, Moran non plus d’ailleurs, Moran pouvait se

courber sur Molloy. » (M:151)

150) Georges Bataille, op.cit., p.131.

151) « Car les régions ne finissent pas brusquement, que je sache, mais se fondent

insensiblement les unes dans les autres. (…) Et où que tu erres, entre ses lointaines

limites, ce sera toujours la même chose, très précisément. » (M: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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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들이 서로에게 간섭을 가하는 것이다.152)

우선 몰로이와 모랑이 2부에서 각자 별개의 존재로서 만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이 둘은 완전히 동일한 인물처럼 혼동된다. 기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몰로이화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인 모랑은 이미 몰로이를 너무나 닮아 있다. 몰로

이를 자기 집에 잠시 머무르게 한 루스 부인은 모랑의 이웃에 사는 엘스너 자매

의 늙은 하녀 한나를 연상시킨다. 루스 부인에게는 몰로이가 자전거로 치어 죽이

게 되는 테디라는 개가 있고, 한나가 일하고 있는 엘스너 자매의 집에도 줄루라

고 불리는 개 한 마리가 있다. 루스 부인은 또한 모랑의 하녀 마르트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둘 다 정원이 있는 큰 집에 혼자 있는 여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 얼굴에 털이 나 있다는 점에서는 루스 부인과 모랑의 하녀 마르트, 몰로이의

어머니가 공통분모를 갖는다. 가베르는 어떤가? 가베르는 모랑에게 유디의 귀환

명령을 전하면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말한다. 몰로이에게 일요일마다 찾아와 몰

로이가 쓴 원고를 가져가는 사람 역시 항상 갈증을 호소한다.153)

이처럼 몰로이는 단순히 1부와 2부가 평행하게 공존하며 동시적으로 전개되

는 양상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각 이야기에서 다른 이름

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중첩되는 것이다. 몰로이의 두

이야기를 평행하게 놓는 ‘두폭화로 읽기’라는 독법은 이제, 애초에 두폭화라는 그

림양식이 두 화폭을 포개서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이야기를 겹쳐놓는 ‘중첩

화로 읽기’의 독법을 요구한다.154) 1부와 2부의 인물들끼리 중첩되는 현상은 2부

의 몰로이와 모랑이 만나는 상황에서 보다 극적으로 드러난다. 2부의 몰로이와

모랑의 만남은 1부에서 몰로이가 묘사하는 익명의 A와 B의 마주침과 놀랄 만큼

152) 동일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인물 쌍은 많다. 몰로이-모랑-A-B, 루스-한나-마르트-몰로이

의 어머니, 몰로이의 아들-모랑의 아들, 몰로이-숯장수 노인-곤봉 든 노인, 모랑-곤봉 든 노

인을 쫓는 탐정 등이 그 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쌍의 동일한 두 개체 가운데 원

본과 사본을 섣불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일시와 분열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이

작품의 세계에서 어쩌면 존재하는 개체들은 모두 부재하는 원본의 사본일지도 모른다.

153) « C’est un drôle de type, celui qui vient me voir. C’est tous les dimanches qu’il vient,

paraît-il. Il n’est pas libre les autres jours. Il a toujours soif. » (M:8)

154) 중첩의 독법에 대해서라면 들뢰즈의 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들뢰즈는 카르멜로 베

네의 리처드 3세 와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논평 마이너 선언 을 함께 묶은 중첩
Superpositions(허희정 역, 동문선, 2005.)을 통해 베네의 연극과 자신의 해설을 포개어 읽

도록 제안함으로써 이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논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독특

한 방식을 선보인다. 하지만 들뢰즈식의 중첩은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베네의 연극 텍스트를 근거 혹은 참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첩되는 두 텍스트 사이

에 일면 종속 및 위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참조의 독법 혹은 흡수의 독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베케트의 몰로이에서 1부와 2부를 중첩해 읽는다고 할 때, 두 서

사는 결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참조물로 전락하지 않고 동등한 중요성과 독립성을 지닌 채

전개된다는 점에서, 몰로이의 1부와 2부를 포개 읽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중첩의

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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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한 것이다.

그들(A와 B)은 서로 비슷하게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슷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넓은 공간이 그들 사이를 떼어놓고 있었

다. 머리를 들거나 눈으로 서로 찾아보았다고 해도, 그 넓은 공간 때문에,

그다음엔, 심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충분히 그 길을 물결치게 했던 땅의

기복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

이 같은 움푹한 곳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왔으며, 그들이 드디어 서로 만

난 것은 바로 그 움푹한 곳에서였다. 서로가 아는 사이라고, 아니다, 그걸

단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서로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혹은 분명치 않은 어떤 보호본능에 따라 고개를 들었고, 열댓 걸

음 남짓 걷는 동안, 서로를 관찰한 후, 마주 서서 멈췄다. 그렇다, 그들은

결코 서로 지나치지 않았고, 흔히 시골에서 저녁 때, 인적 없는 길에서, 낯

모르는 두 산책자가 하듯이, 서로에게 바짝 다가서서 멈췄는데, 그것은 이

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었다.

어찌 됐든, 그들은 이제 서로를 알고, 내 생각엔 서로 다시 알아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읍내 한복판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리라. 그들은

동쪽 멀리, 평원을 넘어서, 옅어지는 하늘로 높이 올라오고 있던 바다를

향해 몸을 돌렸고, 서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계속 갔다.

Ils se ressemblaient, mais pas plus que les autres. Un grand espace les

séparait d’abord. Ils n’auraient pas pu se voir, même en levant la tête

et en se cherchant des yeux, à cause de ce grand espace, et puis à

cause du vallonnement du terrain, qui faisait que la route était en

vagues, peu profondes mais suffisamment, suffisamment. Mais le

moment vint où ensemble ils dévalèrent vers le même creux et c’est

dans ce creux qu’ils se rencontrèrent à la fin. Dire qu’ils se

connaissaient, non, rien ne permet de l’affirmer. Mais au bruit peut-être

de leurs pas, ou avertis par quelque obscur instinct, ils levèrent la tête

et s’observèrent, pendant une bonne quinzaine de pas, avant de

s’arrêter, l’un contre l’autre. Oui, ils ne se croisèrent point, mais ils

firent halte, tout près l’un de l’autre, comme souvent le font, à la

campagne, le soir, sur une route déserte, d’extraordinaire. Mais ils se

connaissaient peut-être. Quoi qu’il en soit, maintenant ils se

connaissent et se reconnaîtront je pense, et se salueront, même au plus

profond de la ville. Ils se tournèrent vers la mer qui, loin à l’est,

au-delà des champs, montait haut dans le ciel pâlissant, et ils

échangèrent quelques paroles. Puis chacun reprit son chemin. (M: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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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몰로이가 묘사한 A와 B의 특징을 표로 제시한 바 있다. 신사답고, 모자

를 쓰지 않고, 시가를 피우고 있다는 A는 2부의 도입부에서 소개된 모랑을 떠올

리게 한다. 불확실한 걸음으로 나아가며 자주 발길을 멈춰 근심스런 시선으로 주

변을 둘러보고, 곤봉 같이 생긴 지팡이를 들고 가며,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B

는 모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몰로이와 매우 비슷하다. 게다가 몰로이의 평에 따

르면, A와 B도 서로 닮아 있다. 이들이 몰로이와 모랑처럼 서로 만나 잠시 이야

기를 나눴다가 헤어지는 곳은 ‘길을 물결치게 한 굴곡진 땅’이다. 이렇게 얕은 구

릉들이 이어진 공간은 파동의 세계다. 몰로이가 쓴 이야기의 첫 장면은 이 공간

에서 펼쳐지고, 몰로이와 모랑이 만나는 숲의 지대 역시 얕은 언덕들과 골짜기들

로 이뤄진 유사한 파동의 세계에 속해 있다. 익명의 두 남자 A와 B, 그리고 모

랑과 몰로이는 얕은 구릉들을 지나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지다 어느 골짜기에서

마주치고 이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이 장면은 삼중으로 파

동이 중첩되는 순간을 그린다. A와 B의 궤적으로서의 두 개의 파동이 한 골짜기

에서 마주치고, 몰로이와 모랑의 궤적인 또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어느 한 골짜기

에서 마주치며, 전자의 중첩된 파동과 후자의 중첩된 파동이 또한 포개어지는 것

이다. 이러한 파동의 중첩은 일면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알레고리다. 이렇게 두

개체 사이의 끊임없는 혼동이 착란을 일으키는 텍스트, 변증법을 통한 선형적인

전개가 불가능한 까닭에 직선 주행로가 언제나 곡선으로 휘어들고 꺾이며 반복

되는 다중적 파동의 텍스트, 이러한 곡선 파동이 평행하게 나란히 진행되다 어느

지점에서 잠시 몇 겹으로 중첩되는 텍스트, 이것이 바로 몰로이라는 텍스트의

민낯이자 진면목이다.

3-3. 점근법적 파행(跛行)을 통한 감행의 문학

1부와 2부를 동시적으로 읽는 방식은 새로운 전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생성

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물론 이렇게 제시한 독법은 하나의 가능성

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을 포용한다는 데에 ‘동시성’이라는 개념의

쓰임이 있다. 또 이러한 포용의 태도가 곧 모든 가능성들을 열거함으로써 텍스트

를 채우고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 몰로이와 모랑의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

가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개방성이야말로 몰로이라는 작품이 지닌 의의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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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중첩의 독법으로 읽은 몰로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겹겹의 파동들을 모두

수용한다. 그런데 서로 미세하게 폭과 높이에서 차이가 나는 이 다중의 파동들로

인해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특수한 리듬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 미시적인 표현

에서부터 작품을 구성하는 2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두 기본 항의 중첩과

작은 차이 자체가 몰로이라는 텍스트를 직조하는 구성물인 한, 그 차이에 의해

텍스트는 고정될 수 없다. 이 텍스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어떤 고정된 해석에서도 비껴나는 모호성으로 특징지어지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몰로이와 모랑의 절름대는 걸음걸이saccade는 몰
로이라는 텍스트의 리듬이기도 하다.

목발로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흥분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 분

명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을 스치면서 이뤄지는 일련의 작은 비상이니

까. 그들은 건장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로 이륙과 착륙을 하는데, 건

장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땅에 한 발을 딛기 전에는 감히 다른 발을 떼

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신나게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뚝

거리는 것만큼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La démarche du béquillard, cela a, cela devrait avoir, quelque chose

d’exaltant. Car c’est une série de petits vols, à fleur de terre. On

décolle, on atterrit, parmi la foule des ingambes, qui n’osent soulever

un pied de terre avant d’y avoir cloué l’autre. Et il n’est jusqu’à leur

course la plus joyeuse qui ne soit moins aérienne que mon clopinement.

(M:85-86)

목발에 지탱한 절름발이의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와 다른 점은, 목발

에 몸을 지탱해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림으로써 작은 비상(飛上)이 가능하다

는 점이다. 평범하게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다리를 땅에 내려놓은 다음에야

다른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의 걸음은 선형적이고 직선

적인 사고의 전진과 궤를 같이 한다. 걸음에 비상이 불가한 것처럼 논리에도 비

약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름발이의 걸음은 공중으로 얕게 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사고의 도약도 용인된다. 중첩의 독법은 이렇게 사고를 도약시키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중첩의 독법을 부추기는 이 소설을 통해 베케트가 특별한 문학적 양식style을

시도한 것이라면, 그것을 ‘중첩의 글쓰기écriture de la superposition’라 명명하고

자 한다.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이어 붙이는 이 방식은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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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서를 통해 3차원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물리적으로는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두폭화처럼 평행한 서사로 독서함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에서 유사하면서도 미

세한 차이를 내보이는 여러 상황과 인물들이 반복됨에 따라 종국엔 나란히 놓인

두 이야기가 중첩되면서 전체 이야기에 입체감과 두께가 형성된다. 즉, 두 이야

기의 병렬적 배치mise en parallèle가 뜻밖의 심연을 형성mise en abîme하는 것

이다.

몰로이의 이러한 배치의 효과를 회화화한다면 정확히 한스 멤링의 ‘마르틴

반 니외벤호베의 두폭화’로 구현될 것이다. 사실 앙드레 지드André Gide가 ‘자기

가 포함돼 있는 장면과의 유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쉽게 말해 ‘이야기 속

의 동일한 구조의 이야기’라는 ‘미장아빔mise en abîme’ 개념을 일기에 언급하면

서 예로 든 화가 중 한 명이 한스 멤링이다. 지드는 멤링, 퀸틴 메시Quentin

Metzys, 벨라스케스Velasquez의 그림들에 나타나는 작고 어두운 볼록거울이 그

림을 그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방의 내부를 반사한다는 점을 명시하는데, 바

로 이 볼록거울에 상(像)이 비침으로써 ‘미장아빔’ 구조가 완성된다.155)

그런데 지드는 결국 미장아빔의 비유로서 이 회화적 예시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장아빔이라는 장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연극처럼 전체

작품 자체의 주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멤링이나 메시, 벨라스케스

의 그림 속 거울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그림 속 거

울은 그림 그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방의 내부 중 일부만을 반사할 뿐이다.

또한 이 거울에 비친 장면은 좌우가 뒤바뀌어 있을 뿐 아니라, 거울의 볼록면으

로 인해 왜곡돼 있다. 더욱이 이 반영이 문제적인 이유는, 거울에 비친 요소 가

운데 그림에 그려진 대상의 맞은편, 즉 그림의 바깥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

다.156) 다시 말해, 그림 속 볼록거울은 그림의 바깥을 그림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런데 지드가 저버린 멤링의 그림 속 볼록거울이 야기하는 이러한 효과야말

로 몰로이로 구체화되는 중첩의 글쓰기가 만들어내는 작품의 입체감을 설명하

는 데 최적의 디딤돌이 된다. 몰로이의 1부와 2부가 나란히 놓여 있는 구조는

팽팽하게 마주 선 두 이야기 사이의 긴장을 촉발한다. 그러나 이 긴장은 종종 비

틀댄다. 두 이야기 사이의 유사한 요소들 때문이다. 비슷한 듯 다른 두 이야기의

설정과 요소들은 1부와 2부의 시간적·서사적 선형성을 폐기하게 하고 동시성, 나

아가 중첩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소환한다. 이 중첩성은 몰로이 전체에 입체

감 혹은 깊이감을 창출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심연은 멤링의 그림 속에서 미장아

155) André Gide, Journal 1889-1939, Paris: Gallimard, coll. «la Pléiade», 1948, p.41.

156) Lucien Dällenbach, The M irror in the Text, trad. Jeremy Whiteley, Emma Hugh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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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볼록거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팽팽하게 나란히 놓인 두 이야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태를 가능하게

만든다. 즉,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같은 유의미한 착각)은 바로 이 볼록거울이

라는 심연에서다. 앞서 분석했듯 멤링의 두 화폭에 각기 따로 존재했던 성모 마

리아와 마르틴이 볼록거울 안에서 공존하듯, 몰로이를 중첩해 읽으면 1부와 2

부에 따로 존재하던 몰로이와 모랑이 발리와 쉬트 바깥 어딘가의 숲에서 불가능

할 것 같은 만남을 실현하는 사태가 엿보인다. 언어의 구멍과 존재의 구멍을 통

과한 목소리가 억압된 대상을 찾으라고 내린 명령은 선형적인 독법으론 실패하

지만, 두폭화를 넘어 중첩화처럼 포개어 읽으면 몰로이와 모랑이 잠시 스쳐가는

장면이 드러남으로써 부분적이고 찰나적으로 성공한다. 각 인물들이 이동하는 경

로가 파동의 곡선을 이룬다고 할 때, 몰로이의 파동과 모랑의 파동이 어느 한 지

점에서 잠시 마주친 것이다. 몰로이(로 추정되는 남자)가 자신의 지팡이를 모랑

에게 건네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손은 이 지팡이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마

주잡힌다.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이 지팡이는 몰로이와 모랑의 파동이 중첩

된 바로 그 지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가능하게 된 바로 그 심연의 중점을

지시하는 선분이다. 하지만 이 중첩은 찰나적으로만 성립된다. 몰로이의 파동과

모랑의 파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각자의 굽이침을 외따로 이어갈 것

이다.

그는 늙어보이고 그래서 그가 혼자 가는 것을 보니 연민이 인다, 그렇게

나 많은 세월, 많은 낮과 밤을 아낌없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태어

날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일어났던, 만족을 모르는 그 소리, 어떻

게 하지? 어떻게 하나? 때로는 속삭임처럼 낮고, 때로는 호텔 지배인의

음료수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처럼 뚜렷하고, 더 나아가 자주 울부짖

음으로까지 부풀어 오르는 그 소리. 결국, 결국이나 진배없이, 알지 못하는

길들을 지나, 해질 무렵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혼자서 가기 위해.

Il a l'air vieux et cela fait pitié de le voir aller tout seul après tant

d'années, tant de jours et de nuits donnés sans compter à cette rumeur

qui se lève à la naissance et même avant, à cet insatiable Comment

faire ? Comment faire ? , tantôt bas, un murmure, tantôt net comme le

Et comme boisson ? du maître d'hôtel, et puis souvent se gonflant

jusqu'au rugissement. Pour s'en aller tout seul en fin de compte, ou

presque, par des chemins inconnus, à la nuit tombante, avec un bâton.

(M:11)

몰로이가 구릉을 지나는 A 혹은 B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읊조리는 이 독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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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어린 자조이자 보편적 인간 조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된다. 아무리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복되는 심연이라 해도, 몰로이의 심

연은 고정적이지 않다. 1부와 2부는 하나로 포개져 심연을 만들어낼 만하면 다시

평행하게 나란히 놓여 팽팽한 긴장감을 발산하며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또 어느

사이 다시 몇 겹으로 포개져157) 더 깊은 심연을 뚫었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

는 것이다. 이 소설의 이러한 입체감은 너무나 역동적인 까닭에 환각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러한 환각의 영토에 ‘착란의 세계’라는 이름을 붙여준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 베케트의 인물들은 ‘왜’라는 질문을 박탈당했다. 착란은 기계적

인 작동 원리나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애초에 ‘왜’라는 질문은 불필요하다. 베케트 문학에서 부조리의 혐의를 잡아내

는 이유도 바로 이렇듯 그의 문학이 환각적 입체감을 숨김없이 그려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베케트의 인물들이 유일하게 좇아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나comment faire’일 뿐이다. 자기가 던져진 세계가 ‘왜 그러한가’, 세상의 부조

리는 ‘왜 생겨났나’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과거를 향해 있다. 베케트의 인물들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 대신 자기 외부의 조건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지금 이 순간 실행해야 할 행위의 양식에 대해 진취적으

로 고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심연에 빠지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발

가락이 몽땅 뽑히더라도 다시 그 구렁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고 이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베케트 인물들의 육체

적 파괴는 이렇게 중첩의 글쓰기가 개척해내는 험한 길, 불규칙하게 휘어들고 꺾

이며 단속적으로 끊겨 있는 곡선이자 점선의 오솔길,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

는 구멍들로 점철된 바로 그 위험한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자가 겪어야 할 숙명

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시도를 윤리éthique

라 할 때, 몰로이는 이미 자신만의 대답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한

들 늙은 몸으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발을 절뚝이더라도 홀로 걸어가야만 한다

는 게 그의 대답이며, 이러한 ‘몰로이적 윤리’는 곧 몰로이라는 소설 전체로 구

체화된다. 비록 “어떤 날들은, 맹세하건대, 서른이나 마흔 보밖에 걷지 못했

다”158) 하더라도, 이 처량한 파행(跛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처절함이야말로 몰

로이적 윤리를 숭고의 영역으로 편입시킨다.

157) 마치 2부의 모랑과 몰로이의 만남이 1부의 A와 B의 만남을 연상케 하고, 나아가 이 네 인

물이 모두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유사한 탓에 한 사람이 4중으로 자기 자신의 분신

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심연은 네 배로 깊어지기도 한다.

158) « Certains jours je ne faisais pas plus de trente à quarante pas, je le jure. »

(M: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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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의 도전이 작가의 문학적

양식style을 구성한다면, 베케트는 중첩의 글쓰기écriture de la superposition라는

특별한 양식을 몰로이를 통해 시도한다. 중첩성이 자아내는 소설의 심연과 멤

링의 그림 속 볼록거울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림/소설의 바깥을 안으로 유입시

킨다는 점이다. 멤링의 그림 속 볼록거울은 그 반사의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의 맞은 편, 즉 그림 바깥면을 비춘다. 마찬가지로, 1부와 2부를 포개어 읽으

면, 두 이야기 모두로부터 바깥에 위치한 공간이 간접적으로 반사된다. 그 바깥

은 바로 몰로이의 어머니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1-1장에서 몰로이가 있는 어머

니의 방에 정작 어머니가 부재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1장에서 몰로이가 소

멸되어 가고 있는 곳은 어머니가 부재한 곳이라고도 말했다. 게다가 3-1장에서는

몰로이에게 어머니는 부정과 억압의 기표라고도 분석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

을 때, 생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몰로이의 어머니가 만일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기껏해야 텍스트 바깥에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로이는 절

름거리는 리듬에 맞춰 어머니의 파동이 있을지 모르는 텍스트 바깥으로 절뚝대

며 외출을 감행한다. 부정되고 억압된 존재, 부재하는 존재를 찾아 텍스트 바깥

으로 나가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베케트 문학의 담대함을 증명한다.

이렇게 베케트 문학이 감행의 문학, 쉽게 말해 용기를 추구하는 문학임을 증명하

는 것은 텍스트의 바깥을 비추는 ‘중첩의 글쓰기’의 효과다.

몰로이와 모랑의 움직임이 그리는 파동은 지팡이를 주고받는 만남의 사태 이

후에도 ‘늙은 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절뚝이며 가야만 한다’라는 스스로의 윤

리에 따라 각기 홀로 삐걱대며 굽이칠 것이다. 모랑은 곧 몰로이를 찾으러 다시

길을 떠날 테고, 몰로이의 파동도 영원히 어머니의 파동과 마주치지 못한다 해도

스스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le double의 파동이 일렁일 것이다.

우리는 몰로이가 어머니의 집에서 나와 언덕과 골짜기, 읍내와 루스 부인의 집,

막다른 골목과 바다, 늪과 숲을 지나 어느 도랑 아래로 뚝 떨어졌음에도, “걱정하

지 말라고, 나를 도와주러 오고 있다고”159)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 1부의 첫 문장에서 그가 “나는 어머니의 방에 있다. 이젠 내가

여기서 산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마 앰뷸런스에 실

려 왔거나, 어떤 차에 실려 온 것은 확실하다. 누군가가 날 도와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몰로이는 1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도랑에 떨어져 “자신이 있

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그를 도와주러 온 누군가에 의해 어머니의 방으

로 실려 갔다. 하지만 이 순환의 여정은 몰로이가 ‘소리를 지르자, 그리고 아마도

159) « … je m’entendais dire de ne pas me biler, qu’on courait à mon secours. » (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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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더 가능하겠지’, ‘아마도 언젠가 난 이 곳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아마

내 여정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닷가에서의 내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란 결코 없을 테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의 체류가 될 것

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끝은 영원히 유예le

pénultième된다. 그런데 이 반복은 완벽하게 동일한 궤적을 그리지 못한다. 반복

은 차이를 기입하는 방식으로만 발생한다.160) 그리고 반복이 야기한 차이는 반복

된 각각의 궤적을 동시적으로 나란히 놓고 포개어봄le diptyque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다.

몰로이가 이동한 흔적도 반복됨에 따라 차이를 생성한다. 이동의 흔적은 일차

적으로 텍스트로 활자화되면서 변곡점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뀐 변

곡점에 따라 다음번 순환은 이전의 순환과 어긋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난 이곳에, 혹은 이와 비슷하게 생긴 움푹한 곳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며, 이 점에서 난 내 다리를 믿는다. 마치 언젠가 내가 경찰

서장과 그의 부하들도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될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알

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변해서, 내가 그들을 같은 사람들이라고 명시하

지 않을지라도, 착각하지 말라,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같은 사

람들일 것이다.

J’y reviendrai sans doute un jour, ou dans une dépression analogue, je

fais confiance à mes pieds pour cela, comme sans doute un jour je

retrouverai le commissaire et ses aides. Et si, trop changé pour les

reconnaître, je ne précise pas que ce sont les mêmes, ne vous y

trompez pas, ce seront les mêmes, quoique changés. (M:35)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몰로이가 다시 동일한 장소로 회귀한다 해도 이전과 똑같

은 사태를 마주할 수 없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는 대상들이 아무리

이전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치부해도 그것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실히 드

러난다. 몰로이가 조약돌을 주머니에 배치하는 방법을 찾던 중 마주친 난점, 열

여섯 개의 조약돌을 매 회전마다 동일한 순서에 따라 빨아먹을 수 있는가라는

160) 반복은 차이를 부각시킨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제기하는 반복과 차이의 관계에

서 방점은 차이에 찍혀 있다. 반복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듯 보이지만, 기실 차이를 통

해서만 반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이렇게 말한다. “반복의 역

설은 여기에 있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 차이나 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반복이다. 하지만 반

복에 대해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것이 끌어들이는 바로 그 차이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오로지 정신이 반복에서 훔쳐내는 어떤 차이를 통해서만 반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11,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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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는 조약돌 열여섯 개가 한 번 회전하는 동안이라도 모든

조약돌을 한 번씩 빨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평온하다면, 계속되는 회전들 사이에

서 풀 수 없는 혼란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자기 타협은 몰

로이가 어머니의 파동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집에서 나와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환에도 적용된다. 몰로이의 순환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반복

되는 순환들 사이의 풀 수 없는 혼란은 기꺼이 감수된다. 그 혼란이란 반복에 의

해 비로소 포착되는 차이다. 영원한 반복은 미묘한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텍스트

에 절름거리는 리듬을 부여한다. 반복의 중첩이 차이를 생성한다고 할 때, 몰로
이의 절름대는 리듬은 미세한 차이를 내포한 유사한 두 개의 이야기를 나란히

이어 붙인 ‘중첩의 글쓰기’의 두 번째 효과이기도 하다. 이 리듬을 타고 몰로이의

파동이 그리는 곡선은 점차 특정한 방향성을 띠게 된다.

또한 떠남이 반드시 마지막은 아니며, 복잡하고 형태 없는 굽이들을 거쳐,

언젠가 나를 그 출발지로 다시 데려올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마도 내

여정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거리엔 바람이 불었고,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어느 방

향으로 가야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난 바람의 방향을 따라갔다.

Et il me semblait aussi que ce départ n’était pas forcément définitif et

qu’il pourrait me ramener, par des boucles complexes et informes, à

son foyer, un jour. Et je ne suis pas encore tout à fait au bout de ma

course peut-être. Dans la rue il faisait du vent, c’était un autre monde.

Ne sachant où j’étais ni partant dans quelle direction j’aurais intérêt à

me diriger je pris celle du vent. (M:79-80)

그 방향은 어딘지 모를 어머니의 파동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거기로 가는 일

은 괴로운 형벌과도 같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왜 찾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설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몰로이는 자신이 어머니를 찾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다 굳건한 토대 위에 놓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왜 어머니와의 관계가 굳건해

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 ‘왜 그래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못 당연하다. 모든 것이 유사한 두 개로 짜인 이 세계에 필연적인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베케트식의 부조리는 필연성이 둘로 쪼개진 데에

서부터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둘 중 어느쪽이 필연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부

조리한 우연을 만연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로이의 발길이 향하는 쪽이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어머니의 파동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일은 상당

한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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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가엾은 네 어머니가 너를 볼 수 있었다면. 난

상투적인 말들을 꽤 좋아한다. 어머니는 멀리,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전날 밤보다는 난 약간 어머니와 가까워졌다, 만일 내

계산이 맞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내 계산이 맞았을까? 만일 내가 맞는 읍

내에 있었다면, 나는 가까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었을까?

만일 그와는 반대로 내가 다른 읍내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곳엔 어머니가

없었을 것이므로, 나는 멀어졌을 것이다.

Je me dis, Si ta pauvre mère pouvait te voir. J’aime assez les

formules. Elle me semblait loin, ma mère, loin de moi, et cependant j’en

étais un peu plus proche que la nuit précédente, si mes calculs étaient

exacts. Mais l’étaient-ils ? Si j’étais dans la bonne ville, j’avais fait

des progrès. Mais l’étais-je ? Si par contre j’étais dans une autre ville,

d’où ma mère serait nécessairement absente, alors j’avais perdu du

terrain. (M:50-51)

몰로이는 어머니에게로 가기 위해 계산을 통해 이성적인 방법을 타진한다. 그렇

지만 그 계산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또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도 모를 정도로 공간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도 없다. 몰로이에게 모든 길은 옳은

길이지만, 어머니에게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161) 그러나 몰로이가 있는 공간

에는 동일한 운하가 두 개나 있으며 그의 읍내에는 어딜 가나 거기서 거기인 비

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이 동일성으로 점철된 착란의 세계에서 단 하나의 옳

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미련한 방법이 동원돼야만 한다. 모든 가능한 경로를 일

일이 주파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몰로이의 여정이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어머

니에게 가는 길을 찾는 시도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몰로이는 점차 주파해야 할

경로의 수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전날에 비해 약간은 어머니와 더 가

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최대로 바랄 수 있는 것이란, 우리의 존재가, 끝

에 가서, 처음과 중반보다 약간만 못하게 되는 것”162)이란 말은, 이 지난한 시도

를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실현할 수 있는 소망의 표현이다.

의무수행을 강요하고 명령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여리고 간헐적인 흐름으로나

마 텍스트에 저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인물들을 “결코 어떤

곳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좋게 느끼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에 비해 더 나쁘게

161) « … j’ignorais si j’étais sur le bon chemin. Il était rare que tous les chemins ne

fussent pas bons pour moi. Mais quand j’allais chez ma mère il n’y avait qu’un bon

chemin, celui qui y menait, ou l’un de ceux qui y menaient, car tous n’y menaient pas. »

(M:39)

162) « … tout ce qu’on peut espérer c’est d’être un peu moins, à la fin, celui qu’on était au

commencement, et par la suite. » (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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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도 않는 장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서는, 그 다음엔 파멸 속에 남겨둔 채

침묵해”163)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몰로이는 직접 ‘엄마’라고 소리내 부름으로써

스스로를 응원하며 어딘지 모를 어머니의 공간으로, 즉 텍스트 바깥으로, 절뚝거

리며, 온몸으로 기어서, 간다.

그런데 느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던 내 머릿속에선, 항상 돌

아야 할 필요성, 즉 끊임없이 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서

너 번째 상반신을 일으킬 때마다 방향을 바꾸어, 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대한 다각형 모양을 그리게 되었으며, 자기 능력껏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향해, 내 앞으로 똑바로,

직선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Mais j’avais toujours présent à l’esprit, qui fonctionnait toujours,

quoique au ralenti, la nécessité de tourner, tourner sans cesse, et tous

les trois ou quatre rétablissements je modifiais le cap, ce qui me faisait

décrire, sinon un cercle, tout au moins un vaste polygone, on fait ce

qu’on peut, et me permettait d’espérer que j’avançais droit devant moi,

malgré tout, en ligne droite, jour et nuit, vers ma mère. (M:122)

텍스트의 바깥으로 가닿을 수 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베케트

의 인물들은 그 지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는 착각, 아니 희망을 품고서 보이지

않는 그 바깥을 향해 기껏해야 가까워질 뿐인 점근선을 그린다. 그리고 절름대는

발자국으로나마 기어코 그려낸 이 희미한 점근선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몰로이적

윤리’라 일컬은 파행(跛行)의 순례를 떠받치고 있는 몰로이와 모랑의 용기의 흔

적이자, 그 용기를 문학화한 감행의 문학인 몰로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다.

163) « Car ils ne m’ont jamais mené nulle part, mais ils m’ont toujours arraché à des

endroits où, sans être bien, je n’étais pas plus mal qu’ailleurs, et puis ils se sont tus, me

laissant en perdition. » (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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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베케트의 텍스트에 만연한 ‘이항le double’의 양상은 ‘끝에서 두 번째le

pénultième’라는 단어가 갖는 특성에서 잘 드러난다.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규정되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올 마지막 항에 따라 상대적으

로 규정되는 순서를 가리킨다. 즉 끝을 전제할 때 가능한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끝이 부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케트에게 ‘두 개le double’라는 개념은 존재하

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의 관계설정에까지 문제를 제기한다. 베케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모든 종류의 ‘정(正)’이 아닌 것은 배제의 논리에 따라 제거되

지도,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적절히 승화되지도 않는다. 몰로이식으로 말하면, 존

재하지 않는 것, ‘정’이 아닌 것, 그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

요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과 태도가 서구의 이원

론을 위반하며, 이 위반의 시도가 정확성과 모호성, 잉여와 결핍, 진부함과 신비

함, 형이상학과 호분증coprophilie, 추상화와 기하학,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공존하

게 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창출해낸다. 글쓰기는 텍스트의 선형성으로 인해

연대기적 시간성을 부여받지만 베케트는 어떻게든 동시성을 담아내려고 한다. 그

래서 이야기를 두 폭으로 잘라 이어 붙이는 독특한 형식le diptyque을 만들어내

며, 두 이야기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지닌 유사성이 나란히 놓인 두 이야기로 하

여금 서로 포개어지도록 추동한다. 이것이 베케트가 몰로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중첩의 글쓰기écriture de la superposition’다.

중첩의 글쓰기는 ‘숫자 2’의 닮음, 반복, 동시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중첩됨

에 따라 고유의 의의를 드러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몰로이와 모랑의 세 가지

역할 변동이라는 차원으로 정리하는 과정의 끝에서 그 의의를 밝히기로 한다.

몰로이에서 몰로이와 모랑은 세 단계의 역할 변동을 겪는다. 첫째, 수학자가

되는 데에 실패한 마술가다. 이들은 여러 쌍의 두 항들이 즐비한 환경에 둘러싸

여 있다. 명쾌하고 확실한 수학이 촉발되는 데에 모든 것이 둘로 구분되어 있는

이분법적 조건은 최적격이다. 하지만 주어진 두 항들은 유사하거나 혹은 둘 사이

를 가르는 대립의 축이 무너져 혼동되는 까닭에 의문스럽게 닮고 만다. 여기서

수학적 확실성은 폐기되고, 수학자도 더 이상 필요없어진다. 실패한 수학자는 두

항의 분열과 증식, 혼동이 난무하는 착란의 세계에서 이 혼란을 음미하며 무심하

게 난무에 가담하는 마술사가 된다. 두 개의 항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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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마술사에게 의문스러운 닮음le double으로 특징지

어지는 ‘숫자 2’의 특징은 하나의 ‘법칙’이다.

둘째, 마술사는 독촉당하는 작가로 변모한다. 착란의 세계에서 오직 두 항으로

부터 증식된 개체들을 열거하는 놀이는 이미 주어진 음절수와 엄격한 각운 법칙

에 따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형시를 쓰는 일과 닮아 있다. 착란의 세계는 글

쓰기와 결합되어 문학적 연옥이 된다. 이곳은 착란의 세계에서 그러하듯 삶과 죽

음이라는 두 차원이 의뭉스럽게 공존해 있고, 분열과 융합이 무한히 일어나듯 종

말이라는 지점도 계속해서 유예된다. 문제는 이곳에서 써야하는 글쓰기의 도구인

언어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온전히 홀로 짊어져야 할 글쓰기의 과업이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강제된다는 점이다. 글쓰기로 활자화해야 할 작가의 산책도 글쓰기

와 동일한 문제를 공유한다. 산책의 동력인 신체가 급격히 퇴화되고, 산책은 특

정 인물을 추격하라는 명령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실한 다리로는 산

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실한 언어로는 글쓰기가 고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산책을 요구받고 원고를 독촉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

가에게 산책과 글쓰기는 끝나지 않을 시시포스와도 같은 형벌이 된다. 그러나 이

영원한 문학적 연옥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한 형벌로서의 글쓰기로 연옥의

문학을 창조하고 있기에, 이 작가에게 유예된 최후le pénultième로 규정되는 ‘숫

자 2’의 또다른 특징은 ‘미학’이 된다.

셋째, 작가는 마침내 절름발이 순례자가 된다. 두 개의 항에서부터 시작된 분

열, 증식, 융합이 그 자체로 용인되고, 글쓰기와 산책, 삶과 죽음이 언제나 공존

하는 이 소설에서 동시성le diptyque은 두 개의 장을 읽는 또다른 독법이 된다. 1

부와 2부를 동시적으로 읽는 방식은 비슷한 듯 다른 두 이야기 사이의 미세한

차이들을 부각시킨다. 이에 따라 몰로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동요한다. 이 소설

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 텍스트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1부와 2부를 동

시적으로 포개어 읽으면 몰로이를 찾으라는 모랑의 임무는 스치듯 달성된다. 어

머니를 찾으라는 몰로이의 임무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두 서사의 중첩은 이처

럼 몰로이와 모랑의 만남이라는 불가능을 찰나적으로나마 실현시키고 어머니라

는 텍스트 바깥을 텍스트 안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 어머니를

향한 몰로이의 순례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수행되고, 몰로이 텍스트의 리듬이기

도 한 이 절름대는 리듬을 타고 파행(跛行)의 노선은 기어코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르는 텍스트 바깥으로 뻗어간다.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운신하는 이 절름발이 순례자의 태도는, 기꺼이 최악을 향해 불완전한

언어를 더듬거리며 힘겹게 페이지를 까맣게 채우는 베케트 문학의 고행을 은유

한다. 이 지점에서 동시성으로 살펴본 ‘숫자 2’의 특징은, 이 절름발이 순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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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찾아 텍스트 바깥으로 외출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그의 고행과 담대함

이 곧 베케트 문학의 용기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윤리’를 생각해보게 한

다.

이러한 ‘숫자 2’의 닮음, 반복, 동시성이라는 특징들이 차례로 중첩되어 베케트

문학만의 법칙과 미학, 윤리가 발산되도록 만드는 ‘중첩의 글쓰기’는 불가능한

것, 바깥의 것을 기입하려는 현대문학의 여러 시도 중 베케트에게 고유한 양식

style이다. 그리고 이 중첩의 글쓰기로 일구어진 몰로이는 베케트 문학의 용기

를 증명한다. 분열과 착란이 일어나는 상상의 공간, 들뢰즈에 따르면 ‘숫자 2’의

공간이기도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실패할 것이 뻔한 바깥으로의 외출을 감행한

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작품은 “나는 엄마의 방에 있다Je suis dans la

chambre de ma mère”는 몰로이의 말로 시작된다. 이 방에서 몰로이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또 그가 글을 쓰는 것도 이 방 안에서다. 글을 쓰던 몰로이

는 어느새 어머니를 찾겠다는 절대적 명령만을 붙들고서 이 방에서 나와 언덕으

로, 도시로, 루스네 집으로, 골목길 사이로, 바다로, 숲으로 나아간다. 모랑은 어

떤가? 몰로이를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일상 시간표도, 정다운 하녀도, 정원도,

집도 뒤로 하고 발리로 떠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리적으로만이 아닌 존재론적

으로도 바깥으로 외출한다. 이 안에서 밖으로의 삼투압 작용에는 결심에의 절대

적 의지와 과정상의 극단적 고통이 수반된다. 바깥으로의 외출은 존재의 내재적

허무와 소멸의 위험을 걸어야 할 충격적인 모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가능성과 점점 뻣뻣해지는 무릎의 퇴화는 이 바깥으로의 외출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일찍이 알랭 바디우는 베케트를 사르트르적이고 실존주의적으로 파악했던 젊

은 시절의 치기를 반성하며 진정한 베케트 문학은 실존주의도, 조롱과 유머로 점

철된 깡마른 라블레식 현대 바로크도 아니라고 천명했다.164) 베케트의 인물들이

존재 무화(無化)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기어코 바깥으로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픈 무릎으로 출발을 감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출발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분명 베케트는 “부조리, 절망, 텅 빈 하늘, 소통불가, 영원한 고독

의 작가, 한마디로 실존주의자”165) 가 아니다.

그래서 베케트에 대한 바디우의 판단은 이렇게 수정된다. 문학을 통해 전하려

는 “베케트의 교훈은 절제와 정확성, 용기의 교훈이다.”166)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

164) Alain Badiou, op.cit., p.9.

165) « Quand j’ai découvert Beckett, quelques années après le tout début de son œuvre en

langue française, soit vers 1956, (…) je ne pouvais voir en Beckett que ce que tout le

monde y voyait. Un écrivain de l’absurde, du désespoir, du ciel vide, de

l’incommunicabilité et de l’éternelle solitude, un existentialiste, en somme. »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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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이제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두 항을 동등하게 이해해

그 중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 절제와 그 두 항을 있는 그대로 포용함으로써 겪게

되는 최악을 향한 정확한 노선, 고통스런 무릎으로도 감히 소멸의 위험이 있을지

모를 바깥으로 출발하려는 용기, 이것이 베케트 문학이 설파하는 교훈이다.

166) « Ni existentialisme, ni baroque moderne. La leçon de Beckett est une leçon de mesure,

d’exactitude, et de courage. » ibi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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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Écriture de la superposition
- Une étude sur Molloy de Samuel Beckett

LEE Jinlee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 définir l’œuvre de Molloy comme un texte 
tissé de divers éléments concernant le nombre « deux », et de le lire et de 
l’interpréter sous l’angle particulier de ce nombre. Celui-ci se différencie du 
dualisme traditionnel occidental qui est défini comme l’étape préparatoire de 
synthèse entre thèse et antithèse. Grâce à cette dialectique d’inspiration 
hégélienne, l’histoire des connaissances européennes a considérablement 
avancé. Le cadre spécifique du nombre « deux » chez Beckett, au lieu 
d’accepter une des deux éléments clivés, accueille une division en deux ainsi 
qu’une possibilité de scission de deux morceaux aussi successive 
qu’incessante. La critique reproche souvent à la littérature beckettienne, 
d’être ambiguë, absurde, vaine, ratée et manquante, parce qu’elle semble 
résulter à la fois du refus de synthèse dialectique et de cet accueil simultané 
de thèse et antithèse. Ainsi, c’est le cadre du nombre « deux » qui permet 
de saisir un élément caractéristique spécifique à l’œuvre de Molloy, qui 
accepte le dédoublement incessant et dévie délibérément du point final 
certain que représente la synthèse dialectique. Ce cadre du nombre « deux » 
se compose de trois dimensions.
    Dans la première dimension règne une règle du double. On peut 
fréquemment rencontrer des dispositifs textuels, expressions langagières et 
matières littéraires en double dans Molloy. Étant donné que deux élé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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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t à l’origine similaires et que, pour des éléments antithétiques mêmes, la 
frontière qui les oppose s’effondre facilement, ils finissent par se ressembler. 
Le territoire dans lequel se multiplient et se fondent à la fois deux éléments 
identiques appartient au monde du délire. Et les personnages beckettiens qui 
y résident engagent indifféremment ce jeu de division-fusion des deux 
éléments en savourant leur confusion. 
    Dans la deuxième dimension règne l’esthétique du pénultième. Ce monde 
infiniment dédoublé ne laisse pas la possibilité de repérer la véritable fin. En 
effet, même si un certain point pourrai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fin, ce 
point lui-même risque de se dédoubler de nouveau. Donc, ce qui compte 
dans l’œuvre de Molloy, c’est toujours le pénultième. En se situant dans ce 
monde de délire sans fin, les personnages de Molloy et Moran jouent avec 
deux éléments similaires. Ce jeu représente un refus du développement 
dialectique et linéaire. Ainsi, les pistes de promenade et de récit par les 
personnages dévient et restent souvent en suspens. D’ailleurs, dans la 
mesure où les personnages de Molloy et Moran doivent éternellement 
marcher avec un handicap aux jambes et écrire dans une langue imparfaite, la 
promenade et l’écriture deviennent pour eux une véritable torture. Là où ils 
rédigent perpétuellement au sujet de la promenade douloureuse dans une 
langue défectueuse qu’ils ne maîtrisent pas, c’est le purgatoire littéraire. Le 
texte qu’ils y créent péniblement, c’est la littérature purgative.
    Dans la troisième dimension règne l’éthique du diptyque. Au fur et à 
mesure que l’œuvre de Molloy accepte tous les dédoublements, scission et 
fusion causés par deux éléments et permet de faire coexister l’écriture et la 
promenade, la vie et la mort, cette dimension du diptyque exige une nouvelle 
manière de lire deux chapitres de Molloy. Lire simultanément le premier et 
le deuxième chapitre fait entrevoir les points communs entre les deux 
déroulements d’actions, ce qui invite le lecteur à les superposer. Pourtant, 
cette lecture en superposition des deux chapitres permet de mettre en relief 
les points minutieusement différents entre les deux histoires que ces 
chapitres racontent respectivement. À cause de ces différences, le texte 
entier oscill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critique littéraire considère 
l’œuvre de Molloy comme un texte ni fixé ni figé en un seul sens. La 
lecture simultanée des deux chapitres superposés permet de constater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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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e part, la mission de Moran, consistant en la capture de Molloy, est 
aussi éphémèrement que sournoisement accomplie, et, d’autre part, la mission 
de Molloy, représentée par la poursuite de la mère de ce personnage, n’est 
jamais abandonnée. La superposition de deux histoires permet ainsi de rendre 
possible la rencontre, ne serait-ce que furtive, pourtant initialement 
impossible, entre les personnages de Molloy et Moran et d’introduire 
indirectement le dehors du texte, là où le personnage de la mère de Molloy 
se situe, dans le texte.
    L’idée de Beckett d’après laquelle pourraient coexister diverses 
possibilités d’interprétation du texte à partir de deux éléments ainsi que son 
attitude généreuse qui les accueille en tant que telles, transgresse le 
dualisme traditionnel occidental. Cette transgression fait naître une nouvelle 
écriture. Même si le texte au sens propre ne peut échapper à la temporalité 
chronologique en raison de la linéarité textuelle, Beckett y trouve son propre 
style pour réaliser la simultanéité de deux éléments, et, dans le cas précis 
de l’œuvre de Molloy, celle de deux chapitres. Ainsi se trouve expérimentée 
une nouvelle forme d’écriture spéciale, en mettant en parallèle deux histoires 
qui ne sont en réalité que les deux parties d’un seul et même texte. La 
similitude entre les deux histoires invite néanmoins désormais à lire ce texte 
entier en superposant les deux chapitres. C’est ce que nous avons choisi 
d’appeler l’écriture de la superposition. Cette écriture, qui superpose 
successivement les trois dimensions du nombre « deux », est une tentative 
proprement beckettienne à l’encontre de la littérature contemporaine qui 
recherche constamment une nouvelle manière d’introduire ou d’inscrire 
l’impossible et le dehors dans le texte. L’œuvre de Molloy, création de 
l’écriture de la superposition, reflète un certain courage de la littérature 
beckettienne, en ceci qu’elle encourage les personnages à sortir du texte, où 
l’échec même est prévu, au lieu de rester dans un monde d’imagination, un 
monde du nombre « deux » selon Deleuze, où se répètent la scission et la 
fusion de deux éléments. 

Mots-clés : Samuel Beckett, Molloy, double, pénultième, diptyque, superposition
Numéro d’étudiant : 2011-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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