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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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석사  학위논문  

 

나르시시즘  관점에서  본   
에스테르  투스케스의  삼부작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  문학전공  

이  영  주  



   

나르시시즘  관점에서  본   
에스테르  투스케스의  삼부작  

 
 

지도  교수  임호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  문학전공  

이  영  주  
 

이영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7 월  

 

위   원   장                   김   춘   진                  (인) 

부위원장                   임   호   준                 (인) 

위         원                    조   민   현                 (인) 



 

 i 

초     록  
 

 본 논문은 스페인 전환기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 에스테르 

투스케스(Esther Tusquets)의 삼부작 속에 드러나는 동일자 중심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프랑스의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용례를 따르는 것으로서 

동일성의 사유를 뜻한다. 이는 주체의 사고 속에서 타자가 동일자로 환원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때 타자의 타자성이 제거되므로 레비나스는 동일성의 

사유가 폭력적이라 비판했으며 타자의 인격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책임과 

배려의 윤리를 강조했다. 투스케스의 사고 역시 근대 주체철학의 전통적 모델인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자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사상과 공명한다. 투스케스의 이러한 

윤리 의식은 스페인 사회가 60년대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고 70년대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주체의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포스트모던 사회가 

되었다는 점, 작가가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한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계급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특권층 외부의 타자에게 벌어지는 불의의 상황을 목도하며 

죄책감을 키웠다는 점과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논문의 분석 대상은 작가가 발표한 6 개의 장편 소설 중 바다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초기 세 작품인 『모든 여름의 변치 않는 바다』(1978), 

『사랑은 외로운 유희』(1979), 『마지막 조난 후 좌초』(1980)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작가 자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세 작품 속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이 발단과 전개를 거쳐 완결된 형태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삼부작에서는 공통적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레즈비어니즘이나 성적 

일탈에 참여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도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환기의 대표적 문화 코드인 환멸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했다. 한편 이를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주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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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작가의 메시지를 환멸로 해석하기에는 

미래를 향한 건설적 윤리관이 담겨있고 주체 형성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자아의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견지한다고 주장하는 바, 선행 연구들과 결을 

달리하여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역학 관계를 조명한다.  

 『여름 바다』와『사랑은 외로운 유희』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비평가들이 두 작품에서 정체(停滯)의 

감각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비관주의를 감지하는 것은 사뭇 당연하게 

보인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불행에 처한 인물들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타자와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이 자신의 나르시시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자는 동일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고 타자성이 파괴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들은 타자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자신들의 동일자의 지평 속에 존재하는 멜랑콜리의 늪에서 머물 

뿐이다. 반면에『마지막 조난』에서 주인공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불행에서 

벗어난다. 작품 속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주인공에게 닥친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 처음에 이 사건들은 주인공에게 시련으로 작용하지만 

결국 주인공을 나르시시즘의 환상에서 해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타자를 통해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작가는 작품 속에서 나르시시즘을 타자에 대한 폭력과 관련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존주의적 염려를 벗어나 주체의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역설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비판 대상이 되는 자아중심적 

세계관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인의 층위에서 다뤄지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로 인식되는 여성이 타자에 대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작가의 성찰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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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스페인  현대사와  포스트모더니즘  윤리  

 

 본 논문은 스페인 전환기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 에스테르 

투스케스(Esther Tusquets)의 삼부작 속에 드러나는 자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투스케스의 작품 속에서는 

주체와 관련된 독특한 사고방식이 발견되는데 이는 견고한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타자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대 주체철학의 

전통적 모델인 데카르트(Descarte)의 코기토(cogito)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기토적 주체란 사유로서 스스로 자신을 정립하는 인간 존재를 일컫는데 이때 

'내가 생각한다'는 유명한 명제는 '무엇을 소유함', '어떤 사태를 붙잡을', '자기 

앞에 세움' 즉 대상화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자기 자신의 진리에 근거해 결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 이에 반해 

투스케스는 작품 속에서 자신을 절대 진리로 주장하지 않는, 타자를 수용하는 

주체를 제시하는데 이는 자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레비나스(Levinas), 버틀러(Butler), 리쾨르(Ricoer)와 같은 

철학자와 연결된다.  작가와 작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 전에 스페인 

현대사와 그에 상응하는 문학사를 살펴보면서 주체에 대한 투스케스의 독특한 

사고가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살펴도록 하겠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스페인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1492 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과 1516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왕위 계승이라는 

                                                        
1 강영안,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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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을 통해 스페인은 국제 무대에 제국으로서 등장했다.2 하지만  스페인은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당시 잔여 식민지였던 필리핀, 쿠바, 푸에르토리코를 

상실하면서 제국의 지위를 상실했다.3 이러한 구질서의 몰락은 스페인인들이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스페인의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사유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다. 우나무노(Unamuno)가 속하는 98 세대가 

쇼펜하우어, 니체 등 외국 철학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결국 스페인 고유의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국수적인 면모를 보였다면, 오르테가 이 가세트(Ortega y 

Gasset)가 속하는 1900년대 세대는 98세대의 국수주의적 면모를 비판하고 이성 

중심주의, 과학적 사고, 공화주의를 통해 가톨릭교회와 군주제로 인해 낙후된 

스페인을 유럽화하고자 했다.4  

 국가적 위기가 작가들을 자극하여 스페인 문학계를 가히 르네상스로 

이끌었던 반면, 현실 정치에서는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세기 초반 알폰소 

13세의 왕정이 계속되는 와중에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만 갔다.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아스투리아스 지역 노동자들은 잇따른 파업을 단행했으며 엑스트레마두라와 

안달루시아 농민들은 토지 분배를 요구하며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다. 5 한편 

1921 년 모로코의 에뉴얼(Annual) 지방에 위치한 스페인 보호령에서 스페인 

병사들이 대규모의 학살을 당하자 국왕과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추궁이 

시작되었다. 이에  프리모 데 리베라(Primo de Rivera)장군은 진상 조사와 재판을 

                                                        
2 헨리 카멘, 「세계적인 강대국의 성쇠」,『스페인사』, 레이몬드 카 엮음,  2015, 서울: 
까치글방,  p. 196. 
3 레이몬드 카, 「자유주의와 반동」, 『스페인사』, op. cit., p. 280. 
4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작품으로 읽는 스페인 문학사』, 2008,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498-545. 
5 Ibíd.,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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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해 1923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알폰소 13세가 그를 군사 독재자로 

수락하면서 독재 정권이 출범했다.6  

 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원하는 민중들의 요구로 인해 독재 정권은 7년 

만에 막을 내렸으며 1931 년 4 월 선거를 통해 스페인에 제 2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신생 공화국은 농업과 공업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군대를 공화국 통제 하에 둠으로써 권력을 제한했고 신 헌법을 통해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킴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탈 종교화 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공화국의 행보는 지주, 기업가, 군인, 교회 조직과 같은 스페인 사회의 

보수층들의 반발을 일으켰다.7 이는 후에 프랑코가 '스페인'과 '안티 스페인(Anti-

España)'이라고 명명한 보수파와 공화파의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1936 년 

선거에서 공화국 정부가 선거에서 다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그해 7월 프랑코의 

쿠데타로 인한 3 년간의 내전으로 가시화되었다. 1939 년에 프랑코의 승리로 

종료된 내전과 이후 36년간의 독재는 스페인 역사에 폭력과 억압과 관련된 깊은 

상흔을 남겼다.  

 내전 이후부터 프랑코 사후의 전환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작된 

스페인 문학에는 이러한 상흔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내전 직후 4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카밀로 호세 셀라(Camilo José 

Cela)의『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 La familia de Pascual Duarte』(1942)과 

카르멘 라포렛의『무(無) Nada』(1945)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작가들이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인간의 고독, 소외, 좌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 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삶의 부조리를 성찰한 알베르 카뮈(Albert 

                                                        
6 레이몬드카, 「자유주의와 반동」, 『스페인사』, op. cit., p.294. 
7 세바스천 밸푸어, 「1931년 부터 현재까지의 스페인」, 『스페인사』, op. cit., pp.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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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us)의『이방인 L'étranger』(1942)과 마찬가지로 실존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8  

 이처럼 40 년대 작품들이 폭력의 상황으로 인해 황폐화된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면 50년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프랑코 체제에 대항하는 

서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랑코는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교"(Una España, una raza, una religión)를 모토로 자신의 승전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를 단행했다. 그는 가톨릭 양왕인 이사벨과 

페르난도로부터 프랑코이즘의 기원을 찾아 이들과 마찬가지로 '순혈'과 

'가톨릭'을 국가의 본질로 상정하고9 공화파에 의해 탈선의 길을 걷던 스페인을 

자신이 구원한 것이라 선전했다.10 '반세기 세대 Generación de medio siglo'라고 

불리기도 하는 50 년대 작가 군에 속하는 후안 고이티솔로(Juan Goitysolo), 

루이스 고이티솔로(Luis Goitysolo), 헤수스 페르난데스 산토스(Jesús Fernández 

Santos),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Carmen Martin Gaite), 라파엘 산체스 

펠르로시오(Rafael Sánchez Ferlosio)와 같은 작가들은 사회적 리얼리즘을 통해 

프랑코이즘의 신화적 역사관에 맞서고자 했다. 11 이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사(轉寫)"12하는 것을 목표로 "당대의 구체적인 삶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13 그런데 

대이비드 허츠버거는 50년대 소설가들이 국가의 신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신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롤랑 바르트의 말마따나 신화가 세계를 

                                                        
8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작품으로 읽는 스페인 문학사』, op. cit., pp. 
626-629 
9 조민현,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루이스 고이띠솔로와 까르멘 마르띤 가이떼」, 
『이베로 아메리카연구』12, 2001, pp.166-170. 
10 Jo Labany, Myth and history in the contemporary spanish novel, Cambrige: Cambrige 
University, 1989, p. 35. 
11 Santos Sanz Villanueva,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6/2 Literatura actual, Barcelona: 
Ariel, 1994, p.105 
12 Ídem. 
13조민현,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루이스 고이띠솔로와 까르멘 마르띤 가이떼」,  
op.ci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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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시키는 것이라면 프랑코이즘의 역사관은 과거와 현재의 인과 관계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고 닫힌 것, 자연적인 것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화이다. 그런데 언어로 객관적인 현실을 포착함으로써 세계의 진실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50년대 소설가들 역시 자신들이 언어로 묘사하는 현실을 의심할 

바 없는, 변하지 않는  '진실'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화이다.14 

 언어의 재현 가능성과 리얼리즘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면서 60 년대부터 새로운 소설 경향이 시작된다.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의『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1962)로 촉발된 이러한 경향은 

"역사라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며 주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15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50 년대부터 활동하던 

작가들이 리얼리즘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미학적 방향을 수정하여 대거 

참여했다. 데이비드 허츠버거는 60-70 년대의 소설을 "기억의 소설"이라고 

명명하는데 이에 속하는 작품들은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프랑코이즘의 

역사관에 저항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가적 신화에 맞서 대항 신화를 

창작하는 대신 전체성(oneness)를 부과하는 어떠한 신화적 담화도 거부하며 

역사의 개념을 시간과 의미의 가변성(contingencies)의 장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단선적 목소리를 통해 현실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권위를 주장했던 

프랑코이즘 역사와 사회적 리얼리즘의 담론과 달리 기억의 소설은 

주장하기보다는 제안하는 자세를 취한다.16 

 그런데 우리는 50 년대와 60 년대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 서술 

방식의 변화에서 '주체'의 개념에 대한 변화 역시 감지할 수 있다. 50년대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자신을 영원한 진실의 전달자로 인식한다면 60 년대 이후 

                                                        
14 David K. Herzerberger, "Narrating the Past: History and the novel of Memory in Postwar 
Spain", PMLA 106(1), 1991, pp. 36-37. 
15조민현,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루이스 고이띠솔로와 까르멘 마르띤 가이떼」,  
op.cit., p. 172.  
16David K. Herzerberger, "Narrating the Past: History and the novel of Memory in Postwar 
Spain", op.cit.,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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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서술자는 "역사를 서술하는 자신마저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에 종속된 

존재"17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즉, 객관성과 진리를 담보했던 주체의 인식은 

주관적이며 변화에 개방된 상대적인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스페인 문화의 에피메스테가 독재 치하에서도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더니즘은 자아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획일성, 절대주의, 권위주의를 고무하는 반면, 

모더니즘의 반성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체의 부정'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만큼 주체의 절대성과 더불어 절대적 진리, 세계의 획일적 이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조 라바니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전부터 스페인 문화에 혼종성과 경계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의 스페인의 경제 부흥은 세계 경제 체제 

편입에 기인하는데 이로 인해 프랑코가 스페인의 유일성과 문화의 동질성을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더 이상 다른 국가와 다를 바 없게 되었으며 

문화는 복수성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40년대의 재농업화 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의 시행에서 60년대의 급속한 근대적 경제발전과 프랑코 사망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정치적 변화에 이르는 사건들은 스페인을 전근대와 근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처럼 과거의 선형적이고 획일적 논리로는 

진단할 수 없는 혼종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된 스페인에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사라지는 60년대 말의 노비시모(Novísimo) 계열의 시, 삶과 

퍼포먼스의 경계, 전통적 젠더 아이덴티티의 경계가 허물어진 벤투라 

폰스(Ventura Pons)의 영화「오카냐, 간헐적 초상 Ocaña, retrato 

intermitente」(1978)과 같은 작품들이 등장한다.18 

                                                        
17 Ídem. 
18 Jo Labany, "Postmodernism and the Problem of Cultural Identity", Spanish Cultural Studies, 
Ed. Helen Graham and Jo Lab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5, pp. 39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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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계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허츠버거가 지적하듯이 50 년대의 소설과 6-70 년대의 소설은 같이 

프랑코이즘의 신화적 역사관에 대항한다는 점에서만큼은 일치한다. 즉, 이들은 

"프랑코이즘의 탈신화 또는 해체"라는 "윤리적 의식을 바탕으로"19 창작 활동에 

임한다. 하지만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이들이 각자 주장하는 윤리의 

내용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50년대 소설가들이 윤리와 미학 의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는 사르트르(Sartre)와 루카치(Lukács)이다.20 이들은 

사르트르의 앙가주망(engagement) 개념의 영향을 받아 작가란 사회적 문제에 

응답해야 하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이끌어야 하며 문학은 사회적으로 가장 

정의로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도구라 생각했다.21 또한 루카치에게서 현실의 

모사로서의 예술인 미메시스(mimesis)의 개념을 전수받았다. 루카치는 형식이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여 오직 내용에만 몰두할 수 있는 문학을 

이상적으로 여겼다.22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회적 

리얼리즘은 문학 작품과 현실이 '총체성'으로 매개될 때 성취되는 것이다. 이때 

총체성이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나 계급투쟁의 역사적  

역학관계"23와 같은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에 의한 

현실의 정확한 묘사는 피상적 재생산일 뿐이며24 사회구조가 반영되어 있을 

때만이 문학이 인간해방의 기폭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다. 25 여기서 루카치 

리얼리즘론의 막시스트적 목표와 더불어 자아를 통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19 임호준, 「과거의 유령: 80년대 스페인 문화와 무뇨스 몰리나의 포스트모던 소설 」, 
『스페인어문학』27, 2003, p. 399.  
20 Santos Sanz Villanueva(Ed.),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Época 
contemporánea: 1939-1975, Barcelona: Crítica, 1999,  p.53 
21 Mariángeles Rodríguez Alonso, "La transformación de los realismos en la escena española o 
cuando a una ética realista ya no sirve una estética realista", Signa 25, 2016, p. 928에서 
재인용.  
22 Ibíd, , p. 930. 
23 변상출, 「루카치 리얼리즘론의 두가지 중심범주」, 『문예미학』4, 1998, p. 83 
24 Georg Lukacs, Studies in European Realism, London: The Merlin Press London, 1978, p. 148. 
25 변상출, 「루카치 리얼리즘론의 두가지 중심범주」, op.cit.,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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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 대한 신뢰가 발견된다. 즉, 작가들은 이성으로 외부 현실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작품 속에 제시했을 때 독재정권에 맞서 진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포스트모던에 접어든 스페인에서 막시즘이 

주장하는 선형적인 진보 논리나 이성중심주의가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50 년대 이후의 소설은 어떤 윤리를 제시할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시대 작품들의 탈 신화적 경향에서 비롯되는 

프랑코이즘과의 대결구도를 언급하긴 하지만 이는 해체 작업에 머물 뿐 

실천적이고 건설적 가치에 있어서는 환멸,  망연자실, 정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불모와 같은 상태임을 강조해 왔다. 데이비드 허츠버그는 후안 베넷,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 후안 고이티솔로의 작품을 분석하며 줄곧 '정체(stasis)'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이는 작가들이 신화적 역사 담론이 가진  '상승하는 

에너지(the spriraling energy)'를 역전시키는 탈 신화적인 명상, 기억, 반추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26  테레사 빌라로스는 프랑코 사후에 

사회주의 좌파의 정치 이상 실현이 글로벌 시장의 대규모 자본에 의해 

좌절되면서 문화적 환멸감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27  그녀는 전환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미겔 에스피노사(Miguel Espinosa), 에스테르 투스케스(Esther 

Tusquets),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 등을 가리켜 이들이 환멸에 젖어 언어유희나 

부정적인 황홀(éxtasis negativo)로 도피했다고 지적했다.28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획일적 논리를 벗어난 작품들의 해체적 측면을 

지적할 뿐 이러한 작품들이 남긴 건설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주체의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스페인 사회에 

투쟁의 지침을 제공해주었다면, 인식의 주관성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60년대와 

                                                        
26 David K. Herzerberger, "Narrating the Past: History and the novel of Memory in Postwar 
Spain", op.cit., pp.-37-40. 
27 Teresa M. Vilarós, El mono del desencanto, Madrid: Siglo Veintiuno de España, 1998, p. 65. 
28 Teresa M. Vilarós, El mono del desencanto, op.cit., pp.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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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의 소설들은 새로운 주체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한다. 물론 이 시대의 문학은 전환기와 그 지배적 해석 코드인 환멸이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왔기 때문에 건설적인 측면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학계에 스페인 전환기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건설적 윤리의식에 주목한 연구들이 적게나마 존재한다. 

서은희는 「아나 마리아 마뚜떼와 배려윤리」29라는 글에서 작가가 타인,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 의식은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프랑코이즘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좌파 사상과도 맥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아나 마리아 

마투테(Ana María Matute)는 개인이 갖는 가치관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지점을 수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미연은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에 관한 박사 논문에서 작가가 주로 스페인 현대사의 질곡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서술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 상처입은 주체는 결국 어머니로 

대표되는 타자의 취약성을 깨닫고 타자와의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주체성도 

회복한다고 주장한다.30  

 앞의 두 연구에서 제시하는 윤리관은 자아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타자 

중심의 윤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이들의 윤리관이 근대적인 것에서 

포스트모던적인 것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근대의 도덕적 자아란 자신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의식, 사유, 행위의 주체이다. 예컨대 

합리주의 계열의 심리학자인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을 도덕 추론의 발달로 

이해한다. 그는 '보편적 원칙'이라는 이상적 기준을 세워 놓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를 최고의 도덕성을 성취한 것으로 본다. 

                                                        
29 서은희, 「아나 마리아 마뚜떼와 배려윤리」, 『스페인어문학』64, 2012, pp. 337-356. 
30 전미연,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 소설에 나타난 기억과 트라우마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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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와 같이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산물인 절대적 진리를 기준으로 근대적 

도덕 주체는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인간을 동일성의 잣대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범주화한다. 이 과정에서 주체에게 낯설거나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차이와 다름은 배제되고 만다. 이는 프랑코이즘의 신화적 국가관과 사회적 

리얼리즘 작가들의 세계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은 각자의 도덕적 이상을 

좇지만 그 유토피아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는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포스트모던적 윤리는 근대적 개념과는 다른 주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중심적 윤리를 강조한다. 근대적 주체가 타자와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한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주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진다. 이러한 주체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절대화를 비판하고 열린 사고를 강조한다. 32  따라서 

포스트모던적 윤리에서는 차이와 다름에서 비롯되는 다양성은 극복해야 할 

혼란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관계 맺어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버틀러는 주체가 

항상 자기-동일성을 표명하고 타자 역시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윤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한다. 근대적 윤리관에서 비롯된 이러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타자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하지만 버틀러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판단을 중지하고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33 이처럼 타자에게 자신의 사고를 

부과하기보다는 타자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윤리는 앞서 언급한 두 여성작가의 

윤리적 비전과 상응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에스테르 투스케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윤리관 역시 스페인 사회에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도래했다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보인다. 

 
                                                        
31 남궁달화, 『도덕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14, pp. 255-297. 
32 이진우,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3, p. 20.  
33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호실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13, 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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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스테르  투스케스: 주체와  타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향한  글쓰기   

 

 1936 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에스테르 투스케스는 1960 년대 

초반부터 출판계에 종사하다가 1978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첫 소설을 출간한 

인물이다. 탄생 연도와 소설 출간 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생애는 

1936 년에 시작한 3 년간의 스페인 내전, 내전 이후 36 년간 프랑코의 독재, 

1975 년 프랑코의 사망 및 1978 년 민주주의 헌법 공포와 검열 폐지와 같은 

20 세기에 발생한 스페인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궤적을 함께한다. 특히 

작가의 활동 시기는 스페인 현대사에서 전환기 (Transición)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프랑코의 전체주의적 유산과 결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국가 정체성을 수립한 

시기에 위치한다.  

 투스케스는 마흔 두살의 나이로 느지막이 작가의 삶을 시작했지만 

소설가가 되기 전부터 이미 스페인 문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외삼촌인 주앙 투스케스가 (Juan Tusquets) 설립했던 루멘 출판사(Editorial 

Lumen)를 34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면서  편집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투스케스는 원래 종교 관련 서적을 출판하던 루멘을 스페인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출판사로 변화시켰다. 35  조르디 그라시아에 따르면 

투스케스는 프랑코가 사망하기 전부터 출판업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재 하의 억압적이고 저열한 문화에 저항하고자 했다.36 또한 트리운포 (Triunfo), 

                                                        
34 Paul Preston, "Juan Tusquets: A Catalan Contribution to the Myth of the Jewish-Bolshevik-
Masonic Conspiracy", Right-Wing Spain in the Civil War Era, Ed. Alejandro Quiroga and 
Miguel Ángel del Arco, London: Bloomsbury, 2012, p.188. 
35 Rosalía Cornejo Parriego, "La transición no es un juego solitario: Esther Tusquets en la 
prensa", Esther Tusquets: Scholarly Correspondences, Ed. Nina L. Molinario and Inmaculada 
Pertusa-Seva,  Newcastle upon Tyne :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4, p. 161. 
36  Jordi Gracia, "Ajustar las cuentas", El País, 2012 년 7 월 29 일, 
http://cultura.elpais.com/cultura/2012/07/29/actualidad/1343515069_894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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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티노 (Destino), 라 반구아르디아 (La Vanguardia)와 같은 신문과 잡지에 

칼럼이나 해외 작가와의 인터뷰를 기고하여 문화적 고립이 심화되는 스페인에 

일말의 개방성을 이식하고자 했다.37 작가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이 종식되기는커녕 세계적 고립이 심화된 

스페인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서 쓰이는 책의 절반도 스페인에 도달하지 않았고 도달하더라도 

검열을 거친 것이었다. 영화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연합군의 승리는 

프랑코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리를 고립의 상태로 

남겨두었다 ... 스페인은 정말 달랐다. 스페인의 상황은 끔찍했다.38 

 

 이 같은 문화적 개방과 고양에 대한 관심은 그녀의 작품 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0대 초반부터 소설 습작을 시작했던 작가는 39세부터 본격적으로 

집필한39 첫 소설인『모든 여름의 변치 않는 바다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1978)의 발표와 함께 단번에 스페인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사람에 등극한다. 특히나 이 작품은 스페인 현대 소설 최초로 여성 동성애를 

다뤘기 때문에 가부장적 이성애에 기반한 보수적인 성관념을 고수한 

독재시기였다면 출판 될 수 없었을 것이며, 검열법이 폐지된 해에 세상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스페인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 두 번째 작품인 

『사랑은 외로운 유희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1979)는 이전 작품보다 더 

파격적이고 노골적인 성애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일반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바르셀로나 문학상(Premio Ciudad de Barcelona)을  수여하며 

                                                        
37 Rosalía Cornejo Parriego, "La transición no es un juego solitario: Esther Tusquets en la 
prensa", Esther Tusquets: Scholarly Correspondences, op.cit., p. 165. 
38 Esther Tusquets, Habíamos ganado la guerra, Barcelona: Bruguera, 2007, p. 113. 
39  Mercedes Mazquiarán de Rodríguez, "Talking with Tusquets", The Sea of becoming: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Esther Tusquets, Ed. Mary S. Vásquez,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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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세 번째 작품인 『마지막 조난 후 좌초 Varada 

tras el último naufragio』(1980)는 앞의 두 작품과 함께 '바다 삼부작(la trilogía del 

mar)'으로 불리며 작가가 첫 번째 작품에서부터 반복해온 주제를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후 작가는 단편집과 동화를 40  출판한 후에 네 번째 

소설인『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Para no volver 』(1985)을  발표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바다 삼부작이 다루는 동일한 주제에 회귀한다고 

주장하며 네 개의 소설을 묶어 '사부작'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작가는 

자신이 두 번째 소설까지 썼을 때 앞의 두 작품을 개괄하는 세 번째 소설로 

삼부작을 구성하기로 계획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부작의 구성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평가들의 의견에 수긍하며 네 번째 소설이 앞의 

세 소설을 포괄하는 면이 있지만 같은 주제에 대해 아이러니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41 이후 작가는 단편 소설 만을 발표해 

오다가 10 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맛만 보여주기 Con la miel en los 

labios 』(1997)와 마지막 소설인 『빙고! ¡Bingo! 』(2007)를 출판했다.  

 투스케스의 소설은 20년에 걸쳐 분포하고 있지만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Luis Martín-Santos), 후안 베넷(Juan Benet)의 작품과 함께 

스페인의 신소설(Nueva Novela)에 속한다. 신소설 계열의 작가들은 직전 문학 

세대의 사실주의 경향과 이별하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나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와 같은 외국 작가의 영향을 받아 외부 경험의 내면화에 

초점을 맞춘다.42 이 경향은 텍스트와 텍스트, 언어,  지시하는 현실(referential 

reality)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문학 형식과 언어를 혁신하는데 힘썼다. 

                                                        
40 세 번째 소설과 네 번째 소설 사이에 작가는 단편 모음집인『같은 풍경을 향한 7가지 
시선 Siete miradas en un mismo paisaje』(1981),  동화책인 『아기 토끼 마르셀라 La 
conejita Marcela』(1981)를 발표했다.  
41 Stacey L. Dolgin, "Conversación con Esther Tusquets: <Para salir de tanta misería>", Anales 
de la literatura española contemporánea 13(3), 1988, pp. 399-400. 
42 José García Lopéz,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Barcelona : Editorial Vicens-Vives, 
1982, p.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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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케스의  작품 역시 스스로의 텍스트성을 예민하게 의식하며 상호텍스트성이 

두드러진 와중에 모호하교 정교한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로서 독자가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3 

 투스케스의 작품은 또한 카르멘 라포렛(Carmen Laforet)의 소설『무(無) 

Nada 』(1944)로 시작되는 여성 전후 문학 계열에도 포함된다.44  여성 전후 문학 

계열 1 세대에는 라포렛을 포함하여 로사 차셀(Rosa Chacel), 아나 마리아 

마투테(Ana María Matute), 엘레나 키로가(Elena Quiroga),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가 속한다. 45  투스케스는 스스로를 2 세대로 여기는데 여기에는 아나 

마리아 모이스(Ana María Moix), 몬세라 로익(Monserrat Roig), 로사 몬테로(Rosa 

Montero)와 같은 작가들이 포함된다.4647 투스케스는 이러한 여성 문학의 전통 

내에서 "한 세대 앞선 작가들인 마뚜떼의 여성적 섬세함, 마르띤 가이떼의 

                                                        
43 Mirella Servodidio, "Esther Tusquets's Fiction: The Spinning of a Narrative Web", Women 
Writers of Contemporary Spain, Ed. Joan L. Brown, Newark :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91, p.160. 
44 Carlos Blanco Anguinaga,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III, Madirid: Editorial 
Castalia, 2000, p.113. 
45 Mirella Servodidio, "Esther Tusquets's Fiction: The Spinning of a Narrative Web", op. cit.,p. 
160. 
46 Barbara Franklin Ichiishi, Love and woman’s inner development in Esther Tusquets’ fiction: 
Toward a new Bildungsrom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1991, p. 215. 
47전환기에 여성 작가의 문학이 특수성을 담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성이 처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바레로 페레스에 따르면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이르는 전환기 
문학은 과거와의 단절과 미래지향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실험주의, 초현실주의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진다. Óscar Barrero Perez,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contemporánea 
(1939- 1990), Madrid:  Istmo, 1992, p. 271.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전환기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어우르지는 않는다. 여성 
작가들은 지속해서 과거를 응시하며 반프랑코적 작품을 저술했기 때문이다. 이는 
스페인에서 새롭게 조성된 사회 문화적 조건이 여성들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스케스에 따르면 프랑코의 독재 기간 동안 강조되었던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 격변이 일어난 후에도 변화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형적 체제와 달리 민중의 의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금기에 얽매인 삶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Mary S. Vásquez, Ed., "The Sea of 
Becoming: An Introduction to the Fiction of Esther Tusquets", The Sea of becoming: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Esther Tusquets,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 5. 
 



 

 15 

역사의식"48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여성 전후 문학 2세대와 마찬가지로 

1세대 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의 상황을 더 명확히 표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49   

 앞서 살펴봤듯이 투스케스의 작품 세계는 환멸이란 코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여성주체성의 형성'이라는 상반된 관점으로 

접근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투스케스는 자신의 작품과 사회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부인했지만50 다양한 연구는 그녀가 작품 속에서 

전후 스페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성적 여건에 의해 구조화되는 여성의 심리 

상태를 조명하며 여성이 순응과 의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각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맞닥드려야하는 사회적 장애물을 문제시한다고 해석했다.51 따라서 

지금까지 투스케스의 작품은 여성 등장인물의 자아인식이나 주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프랭클린 이치시는 프로이트주의, 후기 프로이트주의, 

융의 이론 등 다양한 정신분석 이론을 활용하여  투스케스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했다52 

나바하스는 투스케스의 작품을 여성 인물들이 스페인 사회가 자신들에게 

부과하는 종속에 맞서 완전한 자아를 되찾고자 하는 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했다.53 또한 보스버그는 여성 인물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형성한 사회적 

교육과 신화와 동화와 같은 서사에 대항하여 자기이해에 이르는 과정에 

                                                        
48 임호준, 「전환기 여성의 에로티시즘: 에스떼르 투스켙의 소설들」, 『스페인어문학』 
 19. 2001, pp. 347. 
49 Mirella Servodidio, "Esther Tusquets's Fiction: The Spinning of a Narrative Web", op. cit., p. 
160. 
50 Stacey L. Dolgin, "Conversación con Esther Tusquets: <Para salir de tanta misería>", op. cit., 
p. 405. 
51 Mirella Servodidio, "Esther Tusquets's Fiction: The Spinning of a Narrative Web",  op. cit., p. 
160. 
52 Barbara Franklin Ichiishi, Love and woman’s inner development in Esther Tusquets’ fiction: 
Toward a new Bildungsroman, op. cit. 
53 Gonzalo Navajas, "Civilization and Fictions of Love in Para no volver.", The Sea of 
Becoming: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Esther Tusquets, Ed. Mary S. Vásquez,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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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했다.54 이러한 분석은 사회 속 여성의 부당한 지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투스케스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이 처한 상황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 ... 만약에 남성이 출발선이 

여기라면 우리 여성들의 출발선은 수십 킬로미터 뒤에 있다. 그래서 

남자들의 출발선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지쳐있고 인생이 반은 지나가 

있다.55 

  

 하지만 환멸이라는 코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체성과, 자아의식 

확립의 관점으로만 투스케스의 문학에 접근하는 것은 작가가 고민해온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작가가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 내가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56 

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투스케스의 문제의식은 여성이라는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작가의 관심사는 '이기적인 주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투스케스는 말년에 응한 인터뷰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유독 타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친절 예찬>이라는 칼럼에서 그녀는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연대 만이 사람들의  인도적인 공존과 약자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역설했다.57 또한 안나 아벨라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54 Nancy Vosburg, Imágenes y revelaciones subversivas en El mismo marde todos los veranos, 
de Esther Tusque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1986. 
55 Stacey L. Dolgin, "Conversación con Esther Tusquets: <Para salir de tanta misería>", op. cit., 
pp. 405-406. 
56 Ibíd, p. 405 
57  Esther Tusquets, "Elogio de la amabilidad", El País, 2009 년 1 월 
11일 http://elpais.com/diario/2009/01/11/opinion/1231628405_85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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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더라도 타자에 대한 감수성과 관용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58 

 그런데 우리는 타자와 관련한 이 같은 사유의 단초를 그녀가 전환기 기간 

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역시 발견할 수 있다.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 언론을 대상으로 그녀가 작성한 글의 주제는 문예비평에서 

정치평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제각각의 

안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글 사이에서 후에 무르익을 투스케스의 타자에 

대한 염려가 이 시기에는 이기적인 주체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유대 사상으로 인해 문제시되는 프랑스의 작가 루이페르디낭 

셀린(Louis-Ferdinand Céline)의 소설『북부 Nord』(1960)에 대한 리뷰에서 

투스케스는 셀린 작품의 문학성은 인정하지만 그는 인류를 혐오하며 다른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상처에만 관심을 두는 반동적인 인물이라 

비판했다.59 또한 투스케스는 스페인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기 

전부터 동물권에 대한 선구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동물에 대한 작가의 사랑만이 아니라 동물로 대표되는 내가 

아닌 존재, 즉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다. 따라서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간의 

무감각을 다루는 투스케스의 논의는 '타자의 고통 대한 인간의 무감각'을 

비판하는 것으로 확장된다.60 

                                                        
58 Anna Abella, "Esther Tusquets: «Estuve a punto de morir y no me importó»", El Periódico, 
2010년 11월 20일, http://www.elperiodico.com/es/noticias/barcelona/esther-tusquets-retrata-
sus-memorias-burguesia-franquista-5493466 
59 Esther Tusquets, "El desayuno de monsieur Céline", La Vanguardia, 1981년 2월 18일. 
Rosalía Cornejo Parriego, "La transición no es un juego solitario: Esther Tusquets en la prensa", 
op. cit., p. 170에서 재인용. 
60Esther Tusquets, "Sobre los amigos de los animales y los no tan amigos", Destino, 1979년 
6월 7일. Rosalía Cornejo Parriego, Ibíd., p.1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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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체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은 포클랜드 전쟁 또는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한 글에서 더욱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 투스케스는 악의가 없을지라도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논리에 갇힌 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폭력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투스껱스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험성"이라고 칭하면서 그 사례로 

평범하고 악의없어 보이는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구 반대편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살상을 저지르는 상황을 제시한다. 또한 투스케스는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스페인의 파시스트 정당 팔랑헤(Falange)의 지도자였던 호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José Antonio Primo de Rivera)의 "수술실의 칼이 피를 

나게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칼이 사랑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과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노골적인 

파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전체주의의 폭력성이 자기 합리화의 사고에 숨어있음을 

보여줬다.61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투스케스의 여성주의는 상당한 자기 

비판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투스케스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부당한 처지에 놓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문제시한다. 하지만 투스케스는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도모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을 적대시하고 그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62 이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그녀가 사회적 약자의 행위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약자의 처지에 대한 

염려만큼이나 타자를 배제하는 주체의 행위를 경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스케스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이 여성이 남성과 

같아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생물학적인 구분과는 다른 
                                                        
61 Esther Tusquets, "La Dama de Hierro. Me gustan los que dudan", La Vanguardia, 1982년 
6월 13일. Rosalía Cornejo Parriego, Ibíd., p.172에서 재인용. 
62 Esther Tusquets ,"Wadja: Un cine libre, feminista, universal", La Vanguardia, 1981년 1월 
11일. Rosalía Cornejo Parriego, Ibíd., p.1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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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남성적인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를 타자에 대한 지배와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투스케스는 사회적 성공을 

성취한 여성들이 다른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예신분에서 

해방된 흑인이 백인 가정에서 집사로 일하면서 백인 주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흑인을 배제하는' 상황에 비유하며 진정한 여성 문제의 해결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있음을 피력했다.6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투스케스의 문제의식은 여성주의에 머물지 

않고 주체와 타자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스케스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작가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지만 투스케스의 주요 

문제의식 중의 하나인 주체와 타자의 관계 관점에서 그녀의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투스케스의 작품 속에서  주체와 타자가 맺는 관계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철학자의 저작을 참고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논의를 프랑스의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주체와 

타자에 대한 사유에서 출발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레비나스는 근대 철학의 

주체와 타자의 개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사유를 펼치는 대표적인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근대 철학자인 헤겔의『정신 현상학』 서문의 내용은 "진리는 

전체에 있다"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후에 식민 사업이나 세계대전에 

전체주의적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64 반면 레비나스는 타자를 주체의 진리 

속에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사고를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주체의 절대화를 

경계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포스트모던적 주체 개념이 도래한 스페인의 

문화를 살펴보기에 적당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또한 레비나스가 타자에 대한 

                                                        
63 Esther Tusquets ,"Ni mujeres sometidas ni feministas incordiantes: Mujeres emancipadas", 
Destino, 1979년 5월 31일. Rosalía Cornejo Parriego, Ibíd., p.182에서 재인용. 
64 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Ⅱ』, 이명현 옮김, 서울: 믿음사, 1995.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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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을 역설하고 배타적인 자아의 횡포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이 

지금까지 살펴본 투스케스의 사유와 공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의 폭력성을 경고한 두 인물의 사유는 각자 마주했던 현실 세계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레비나스는 1906년에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로 귀화한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에 의해 부모님과 형제를 잃었으며 

스스로도 2차 세계 대전 중에 4년 동안 전쟁포로로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그는 

잔혹한 전체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자로서의 고통을 철저히 경험했다. 

반면에 투스케스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한 세력인 팔랑헤를 지지하는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승전 세력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던 같은 계급의 사람들과 달리 투스케스는 타자의 고통을 목격하며 비판 

의식을 키워나갔다. 그녀는 전후 황폐한 스페인의 일반적 풍경과 달리 자신이 

누리는 부유함과 특권에 의문을 가졌으며 주로 패전 세력이었던 부르주아 

가정의 시종들이 겪었던 부당함을 목격하며 죄책감을 느꼈다.65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주의, 배타주의, 타자에 대한 폭력과 무관심, 자기 

합리화 등으로 표현한 주체의 부정적인 면모는 레비나스가 사용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레비나스의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투스케스의 바다 삼부작에서 

드러나는 주체가 타자와 맺는 관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작가의 여러 

작품 중『모든 여름의 변치 않는 바다』, 『사랑은 외로운 유희』, 『마지막 조난 

후 좌초』로 구성된 삼부작66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세 작품이 

작가 본인에 의해서도, 또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내적 연관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여름 바다』의 집필을 마무리할 쯤에 이미 첫 소설의 2부 

                                                        
65 Maria Luisa Blanco, "El sentido del humor aumenta con la edad porque la vejez es una 
porquería", El País, 2007 년 1 월 20 일,  
http://elpais.com/diario/2007/01/20/babelia/1169253550_850215.html 
66 『모든 여름의 변치 않는 바다』와 『마지막 조난의 좌초』의 경우 이후부터 제목을 
줄여서 각각『여름 바다』와『마지막 조난 』으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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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서『사랑은 외로운 유희』와 흡사한 이야기를 구상했으며 두 번째 소설을 

마무리할 때쯤 앞의 두 소설을 종합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더 

완전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 소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67 

이러한 작가의 언급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세 소설을 통해 동일한 문제의식이 

발단과 전개를 거쳐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작가가 다른 작품에서는 완전히 상이한 문제의식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삼부작의 여주인공들이 나이와 직업이 다를 지라도 

우울한 성격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마치 한 인물처럼 

인식된다는 점, 또 엘리아(Elia), 클라라(Clara), 호르헤(Jorge)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논의를 삼부작으로 한정하는 것이 투스케스의 작품세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다. 68  

 

3. 나르시시즘의  개념  

 

 레비나스가 말하는 나르시시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개념이 

어떻게 레비나스가 비판하는 나르시시즘적 주체와 연결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심리학, 정신분석학, 철학, 사회학에서 차용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물에 비친 아름다운 자신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그 원형이 유래한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폴 네케(Paul Nächke)의 경우 

                                                        
67 Stacey L. Dolgin, "Conversación con Esther Tusquets: <Para salir de tanta misería>", op. cit., 
pp. 399-401. 
68 투스케스의 네 번째 소설인『돌아오지 않기 위하여』는 삼부작과 비슷한 상황 설정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주체와 타자 관계의 역동성 
보다 전환기 스페인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구체적 비판이 더 
두드러진다. 또한 등장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  해결 방법 등 서사 전개에 있어 세번째 
소설과 공유하는 점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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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을 "자신의 몸을 마치 성적 대상을 대하듯 하는 사람들"69의 성도착적 

태도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했다. 네케가 '자기 자신과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나르키소스 신화의 일차적 의미에는 '나'만 존재할 뿐 타자의 개념이 

부재하다. 

 프로이트는 네케와는 달리 나르시시즘을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자기 

보존 본능"의 일종이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들은 성적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택해 자아 본능을 만족시키는 '근원적 나르시시즘'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의 발달과정 초기에는 성적 본능이 자아 본능과 결합되어 있으며 

나중에서야 성적 본능이 자아 본능에서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선택한 최초의 성적 대상은 어머니나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이를 먹여주고, 보살펴 주는 등 아이의 자아 본능을 

만족하게 해 준 인물이기 때문이다.70  

 그런데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초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되는 과정에는 자아 본능의 만족 외에, 동일시라는 메커니즘 역시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초기 원시적 구순기에는 대상 리비도 집중과 

동일시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71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급에서 아이는 어머니를 자신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72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발달하려면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멀어져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은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가 구분되지 않는 

원초적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므로 인간은 원래의 나르시시즘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고73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의견을 강화한다. 어떤 사람이 (1) 나르시시즘적 

                                                        
69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파주: 열린책들, 
2006. p. 45. 
70 Ibíd., p. 64. 
71 Ibíd., p. 368. 
72 Ibíd., p. 257.  
73 Ibíd.,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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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인 경우 (a) 현재의 자신, (b) 과거의 자신, (c)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 (d) 

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택할 수 있고 (2) 부모 의존 유형인 경우 

(a) 자신에게 젖이나 밥을 먹여주는 여자, (b) 자신을 보호해 주는 남자 그리고 이 

두 역할을 대신해 주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택할 것이라고 했다.74 그런데 

이러한 목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 선택이 동일시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1) 나르시시즘적 유형인 경우, 그 대상이 '나'로 수렴한 

다는 점이 명징하다. (2) 부모 의존 유형의 경우 아이가 오이디푸스 갈등 

이전에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화하고,  오이디푸스기에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화한다는 점에서 대상 선택이 동일시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75 이를 

통해 나르시시즘은 동일화의 전제 조건이며 "동일화는 대상 선택의 앞선 

단계"76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원적 나르시시즘의 동일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아이가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나르시시즘이 출발한 나르키소스 신화로 돌아갈 수 있다. 나르키소스 신화는 

일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지만, 나르키소스의  '연못에 비친 

그림자'는 그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아니라 타자이다. 라깡이 

프로이트와는 구분되는 의미로 나르시시즘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둔다. 라캉은 거울단계이론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6-18 개월 된 아이가 

발달과정을 통해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자신의 신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던 아이는 거울에 통합된 자기 모습이 비치자 거울 이미지에 사로잡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때 라캉은 나르시시즘을 형성한 거울 이미지가 

                                                        
74 Ibíd., p.68. 
75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disposition)론」,『철학탐구』28, 2010, p. 237. 
76 Ibí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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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라캉에게 나르시시즘은 

타자를 자신으로 오인함으로써 만들어낸 아이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77 

 이처럼 동일시에 필수적으로 '타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나르시시즘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김동규는 프로이트의 

"동일화는 타자를 나에게 동화시키는 현상이다.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타자를 

포섭하고 내면화하는 자기 동일적 사유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이다." 78라고 

말하며 정신분석학에서 설명하는 원초적 심리 메커니즘으로서의 동일화를 '자기 

동일적 사유'라는 서양의 사유 전통에 위치시킨다. 그는 "서양 지성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자긍심이 강한 자유로운 개체, 나르시시즘적 주체 개념 

위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사랑론이란 결국 타자를 배제하거나 자기 안으로 

타자를 전유하는 자기사랑으로 귀착된다." 라고 덧붙인다. 79  즉, 김동규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나르시시즘이란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는 정신의학적 담론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로 

환원시켜버리고자 하는 서양의 전통적 주체의 자기 정당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을 타자에 대한 동일시 매커니즘의 원인으로 제시한 

프로이트의 논의와 나르시시즘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서양 주체의 문화적 

특성이라 지적한 김동규의 의견은 나르시시즘 대한 레비나스의 사유와 연결된다. 

레비나스 역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사유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이를 서양 사상의 전통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77 Jacques Lacan,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Ecrits: A Selection, 
trans. Sheridan, New York, Norton, 1977.  
78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disposition)론」, op. cit., p. 
274. 
79 Ibíd., p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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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나스는 서양 사상이 전통적으로 동일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푸코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철학은 자아, 동일자, 주체에게 

특권을 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시간과 타자』(1948), 『전체와 

무한』(1961)과『존재와 다르게』(1974)를 포함한 자신의 저서에서 동일성의 

사유가 전체성과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일성의 사유가 

폭력적인 이유를 주체의 사고 속에서 타자가 동일자로 환원되며 타자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주체가 나와 다른 것을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배제하거나 같은 것의 틀 속의 넣는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폭력적 

사유의 시작을 소크라테스에서 찾는다. 그는『전체와 무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서양철학은 [...] 존재이해를 하게 해주는 중간적이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킨다. 

 동일자를 제일 중시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론이었다. 

타자로부터는 단지 내 안에 있는 것만들,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인다. [...] 인식은 존재로부터 [...] 

그것의 타자성을 제거한다. [...]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변화는 

기것의 개념형성을 통해 일어난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양도(Übergabe)는 자유로운 인간을 다른 인간의 지배로 몰아넣는 테러를 

통해서 다다를 수 있다.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론은 (홀로 존재하는) 

개체를 그것의 개별성하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이 생겨나게 되는 그것의 

보편성하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내 안에서 발견하는 제 

3의 용어를 통해서만이 채워진다. 소크라테스적 지혜의 이상은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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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의 본질적인 자기 만족에, 자기성으로서의 자기 동일화,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에 근거한다. 철학은 나에 대한 학(égologie)이다.80 

 

 레비나스는 위 인용문에서 타자가 중립적인 용어를 통해 동일자로 

환원되는 과정을 보통 유아론(唯我論 egologie)으로 번역되는 '나에 대한 학' 

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똑같은 과정에 대해 "무한의 개념과 철학 Philosophy and 

the Idea of the Infinite"(1957)이라는 글의 "나르시시즘 혹은 동일자의 우위 

Narcissism, or the Primacy of the Same"라는 장에서 동일화(idetific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다. 이를 통해 타자들을 흡수하여 자기 내부에 포섭하려 

하는 서양 철학과 나르시시즘의 유사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과정이 

정신분석학에서의 동일화와 구별되는 점이라면 서양 철학에서 동일화를 

완수하기 위해 타자와 나 사이에 중립적인 용어에 의한 매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자는 타자성이 소멸된 채 나의 의식 속에 선험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관념의 회로 속에 종속된다. 이러한 동일화를 완수해야만 주체는 

동일자가 된 타자를 인식할 수 있다.81 그런데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타자를 

‘나’의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소유하는 시도로서 타자성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온갖 모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처럼 생각 역시 

근본적으로 그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82 자아의 선험적 의식 속에서 타자의 

특이성은 해체되며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레비나스에게 타자와 관계 맺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타자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80 베른하르트 타우렉, 『레비나스』, 변순용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04, p. 76 에서 
재인용. 
81 Emmanuel Levinas, Collected Philosophical Papers, Dordrecht: Nijhoff, 1987, pp.47-59. 
82  Emna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2003,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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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 동일화의 사유는 '사유'에 불과함에도 위험한 것일까? 

레비나스는 이러한 사유의 폭력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경우로 전쟁을 제시한다. 

“전쟁은 사람을 전체에 복종시킨다. 전체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참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이 전쟁의 속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은 전체주의적이다"83 

여기서 전체의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 레비나스가 선험적 사유가 하나의 

이념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고 포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향성으로 인해 전쟁 시에 통일된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대상에게 배제나 절멸의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동일자의 인식으로 환원시키지 않을 때 타자의 

인격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윤리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레비나스에게 타자란 표상이 아니라 얼굴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무한자이다. 

표상은 "동일자에 의한 타자의 한정"84을 뜻하는데 타자를 표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어떤 의미를 추출하여 자신의 인식이 구성하는 하나의 틀 속으로 

주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얼굴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는 대상이다. 사물은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의미를 

갖지만 얼굴은 주체의 인식 내부로 환원할 수 없는 동일자 지평의 외부에 

위치한다.85 이 때문에 레비나스는 선험적 의식의 '전체성'에 대치되는 의미로 

타자에게 '무한'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얼굴로 다가오는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타자와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상호적 

이라는 표현은 타자와 내가 공감에 의해 연결되며 타자를 또 다른 나 자신(alter 

ego)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타자는 나에 대해 절대적 

                                                        
83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25, 1995, p. 147.  
84 Emna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op. cit., p.170. 
85강영안, 『타인의 얼굴』, op. cit.,. p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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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서만 정의되므로 타자와 나는 비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86 

타자와의 관계가 비상호적인 또 다른 이유는 타자의 얼굴이 약자의 모습과 

명령하는 자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의 얼굴은 상처받을 수 

있고 외부적인 힘에 저항이 불가능한 약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므로 나는 나의 

과도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이때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윤리적 명령을 부과하는 자로 변화한다. 87  얼굴과의 

대면에서 레비나스는 주체의 수동성을 강조하는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실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88  이처럼 나의 자유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타자의 호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레비나스 윤리학의 핵심이다.  

 또한 레비나스는 문명화된 삶 가운데 타자성이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는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에로스 즉 두 사람의 사랑을 제시한다.89 레비나스의 

에로스 개념은 플라톤이『향연』에서 제시하는 원래 하나였던 두 사람의 

합일로서의 에로스와는 상반된다. 레비나스에게 사랑은 합일이나 융합을 뜻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동일성이 배제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사랑이란 “둘이 있음이요, 상대방은 철저히 다른 사람” 90  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에로스 개념에서 상대방에 대한 매혹은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그의 

신비함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사랑이란 “감추어진 것, 즉 타자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몸짓”91이며 서로가 닿으려 하지만 계속 미끄러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남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에로스의 이러한 특성을 

"<할 수 있음>으로 번역할 수 없는 관계"92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음은 

                                                        
86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p. 100-101. 
87강영안, 『타인의 얼굴』, op. cit., pp. 148-150. 
88 Ibíd., p.80. 
89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103. 
90엠마누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양명수 옮김,서울: 다산글방, 2000, p. 66. 
91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87. 
92 Ibíd.,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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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 소유, 인식과 같은 동일자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가 

타자에 대해 주체성과 모든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상실할 때 역설적으로 

에로스는 성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레비나스는 나르시시즘에 갇힌 주체가 

동일성에 근거한 의식 작용을 통해 타자를 표상으로 환원시키는 활동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그는 주체가 동일자의 논리를 

중단시키고 타자성을 온전히 수용할 때만이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 

중단되고 타자와의 윤리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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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모든  여름의  변치  않는  바다  』  
: 나르시시즘적  폭력의  순환  

  
 1. 동일자의  세계로서의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  
  

 투스케스의 작품이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될 때 대부분의 경우 

전환기라는 시대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그녀의 작품은 억압적이고 

보수적이었던 프랑코 독재 기간과 그 이후의 단절, 성찰, 반항으로서의 문화 

흐름에 위치되어 왔다. 하지만 작품 안에는 스페인의 국민이 겪었을 보편적인 

국가적 현실 외에 특수한 현실이 한 겹 더 중첩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들이 속한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현실이다. 『여름 바다』, 『사랑은 

외로운 유희』, 『마지막 조난』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바르셀로나의 부르주아 

계급 출신의 여성으로 제시되어있다. "작가의 소설 속에 드러나는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어린 시절에 관한 언급은 그녀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93라는 코스타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속 주인공들의 사회적 

배경은 작가의 자전적 요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여러 인터뷰와 

자서전에서 자신의 특수한 출신 배경에 대해 언급해 왔다. 하지만 투스케스는 

공공연하게 "나의 사회 계급에 한 번도 소속감을 느껴 본 적 없다."94, "내가 늘상 

알고 있었던 카탈루냐 부르주아는 항상 하찮았다."95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작가의 이러한 인식은 소설 속에서 속물적 

부르주아 계급과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주인공의 대립으로 형상화되어있다.  

                                                        
93 Luis Costa, "Para no volver. Women in Franco's Spain.", The Sea of Becoming: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Esther Tusquets, Ed. Mary S. Vásquez,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p. 
14. 
94 Esther Tusquets, Habíamos ganado la guerra, p.223. 
95 Sergi Doria, "Esther Tusquets: La burguesía catalata que yo he conocido siempre me ha 
parecido mediocre", ABC, 2009년 5월 11일, http://www.abc.es/hemeroteca/historico-05-11-
2009/abc/Cultura/esther-tusquets-la-burguesia-catalana-que-yo-he-conocido-siempre-me-ha-
parecido-mediocre_1131208045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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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작가의 전기적 경험과 작품 속 현실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과 주인공이 맺는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슬픈', 

'외로운'이라고 표현되는 멜랑콜리 적 정서를 키워나가는데 이러한 사정에는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나르시시즘적-동일자 중심적 세계관에 의한 

주인공의 소외와 희생이 자리 잡고있다.  투스케스의 삼부작에는 모두 주인공의 

계급과 관련된 묘사나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할애하는『여름 바다』를 중심으로 동일자 세계로서의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특징과 등장인물과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름 바다』에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익명의 50 대의 중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유명한 영화감독인 남편 훌리오(Julio)가 또 

다시 외도를 저지르자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어릴 적에 부모님과 살던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인 콜롬비아 출신의 클라라라는 젊은 여성과 동성 연애를 시작한다. 이들은 

주인공의 여름 별장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머물며 사랑을 나눈다. 그러던 중 

훌리오가 여름 별장에 불쑥 찾아오고 주인공이 그를 따라나서면서 짧은 연애는 

끝나고 만다. 주인공은 훌리오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사랑에 환멸을 

느낀 클라라는 콜롬비아로 돌아간다.  

 이렇듯 작품의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텍스트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서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주인공에게 불쑥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 

혹은 주인공이 일부러 회상하려고 하는 과거의 순간들이다. 특히 클라라와 연인 

관계가 시작된 이후 주인공이 스스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108) 96라고 

명명하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정신적 여행에서 행복한 

                                                        
96 『여름 바다』의 본문 인용은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 Barcelona: Anagrama, 
1997. 을 이용할 것이며 2장에서는 인용할 때는 페이지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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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등장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클라라와의 도피성 성격이 짙은 연애를 

제외하면 주인공에게 현재라는 시간의 층위에도 행복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중년 여성이 된 현재까지를 통틀어 주인공의 삶을 옥죄고 

있는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1.1.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주인공의  양가적  감정: 

 매혹과  환멸  

 

 『여름 바다』에서 주인공의 나이는 서술 시점에 50대이며, 유년 시절의 

기억은 4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주인공은 20년 

대 후반에 태어났으며 소설 속에서 현재로 설정된 시간은 작품의 출판 연도인 

1979년과 동시대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40년 대의 스페인은 전쟁으로 도시 

경관이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했다. 반면에 주인공은 이와 

대비되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삶을 영위한다. 주인공은 회상을 통해 유년시절 

부터 자신의 삶이 특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녀는 

"전후 시대라 할지라도 부르주아의 가정에는 빈궁의 낌새가 스며들지 

않았다"(11), "40년 대에 승전한 신들의 무리를 위한 게 아니면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13)라는 직접적 언급을 통해 내전에서 승리한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자신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전경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인공이 화려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하여 줄곧 매혹과 환멸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은 주인공의 어머니와 오페라 극장이다.  

 이 두 대상에 대한 매혹은 그것들이 지닌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어머니를 줄곧 '여신' 또는 '여왕'으로 지칭하며 그녀의 아름답고 

기품있는 외양을 도취의 시선으로 묘사한다. 주인공에 의해서 "왕국의 모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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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적인 여자"(24) 라고 고양되는 어머니는 "아름다움은 

골격에서 시작한다."(9)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득적 신체의 아름다움을 

지닌 인물이다. 또한, 주인공은 어머니의 신체와 결합한 고급스러운 사물들 —

향기, 의복 등— 에 대해서도 동일한 도취의 시선을 보낸다. 아래의 두 

인용문에는 어머니의 복합적 속성 — 생득적, 후천적— 에 매혹당한 주인공의 

시선이 잘 드러난다.  

   

 엄마의 손가락 사이로 포도 잎이 춤을 춘다 —아름다움은 골격에서 

시작한다—엄마의 향기 나는 손, 그러고 나서 코를 찡긋한다, 우거지상, 

웃음이 새어나가는 상냥한 입으로 잠깐 숨을 쉰다, 참다 보니 어깨를 떨게 

만드는  산들바람처럼 레이스, 비단 블라우스와 벨벳 원피스의 주름 장식, 

엄마의 맨 어깨를 어루만지는 화려한 모피 목도리의 털을 흔들리게 하는 

웃음 —그리스 여신처럼 넓은 어깨,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골격에서 

시작하니까— (9-10)97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공간인 오페라 극장을 클라라와 함께 

방문하는데 이곳은 주인공의 "조부모의 조부모들"(129)이 건설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바르셀로나의 리세오 극장(El Liceo)은 19세기 중반에 건설되어 

바르셀로나의 자유주의계열 부르주아들이 모여 계급 정신을 고취하던 상징적인 

공간이다.98 주인공은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건물을 

'사원'이라 칭하며 동화 속에 나오는 환상적 공간과 비교한다.  

                                                        
97 투스케스의 소설 속 언어는 때때로 수 페이지에 달하는 긴 문장, 독특한 통사의 사용, 
반복을 특징으로 한다. Mercedes Bengonchea, "Esther Tusquets: In search of Women's voice", 
A Cultural Review 3(3), 1992, p. 276. 따라서 문장 구조가 상이한 한국어로 문장의 
일부만을 번역할 때 비문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투스케스의 원래 사용한 
언어의 특징이 드러나면서도 한국어로 읽었을 때 의미 전달이 가능한 선에서 원문을 
번역할 것이다. 
98 Esther Tusquets, Habíamos ganado la guerra, op. cit.,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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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극장은 세상의 모든 아이가 꿈꿨던 금빛으로 수놓아진, 반짝거리는, 

붉은 벨벳으로 가득한 사원이다, —너는 동화 속에서 벨벳은 항상 붉은색, 

피처럼 빨간색이라는 것에 주목해봤을 거야—, 그곳에 있는 거대한 계단을 

따라 호화스러운 금빛의 가죽 옷자락을 이끌며 위엄있게 올라갈 수도 유리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서라도 느닷없이 내려갈 수도 

있지(129) 

 

 하지만 화려한 외양에 의해 촉발된 두 대상에 대한 매혹은 이내 주인공이 

그들의  속성을 '속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경멸과 병치 된다. 속물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참고했을 때, 그 가장 큰 특징으로 우월성을 서로 

인정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집단에의 소속감, 자기도취와 허영 99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속물의 특성은 결국 자기도취와 타인에 대한 폐쇄성이라는 점에 

의해 나르시시즘과 연결된다.  

 

1.2.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과  나르시시즘  
 

 『여름 바다』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시종일관 '여신'으로 지칭된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양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인간 이상의 존재인 양 행동하는 오만한 태도를 일컫는다. 그녀는 

"정확히는 혈통에 대한 자만이 아니라 여신의 오만함으로 세상을 누빈다."(9) 

또한 "조각상 혹은 신들과 계약을 맺은 대리석 같고 요원하고 항상 승자의 

풍모를 지닌 아름다운 귀부인"(15)이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의 

어머니는 아름답지만 냉정하고 당당하지만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  

                                                        
99 필립 듀쀠 드 끌랭샹, 『스노비즘』, 신곽균 올김, 서울: 탐구당, 1992, pp. 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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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면모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유모인 

소피아(Sofía)의 불륜을 알게 되는 장면에서 한차례 붕괴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인공이 어머니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보다는 그녀의 

위선적인 성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불륜 소식을 알게 된 후 

"입에 거품을 물고"(168) 이성을 잃은 채 소리를 지르며 저속한 욕을 모두에게 

퍼붓는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그로테스크"(168)하다고 평가하며 스스로에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저렇게 우쭐거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일까, 만약 나중에 

경우만 된다면, 경우라니, 그렇게 소란을 피울 것도 아니었는데, 당신은 

마치 쥐새끼처럼 행동했다—, 저 빌어먹을 부르주아들의 우쭐거리기로 

나를 어렸을 때부터 겁먹게 하고 성가시게 하더니만, 저 신정인 

냉정함으로 —자신의 딸에게조차—, 다정함과 애정의 표현을 허락하지 

않더니만 (169)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에 대한 주인공의 의구심은 계급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우쭐거리기'는 어머니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 계급적 속성인 

것이다. 즉 어머니와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구성원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이 

우월한 이미지는 속물들의 자아도취의 수단일 뿐이며 기회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인위적인 성질의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주인공은 자신의 어머니를 개성을 

가진 인물보다는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속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과 어머니의 갈등은 모녀라는 생물학적 관계에 

집중하여 오이디푸스 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계급과 개인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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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오페라 극장은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인물들이 모이는 곳이다. 

주인공은 호화로운 건물에서 눈을 돌려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 우리는 쉬지 않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멍청한 사내들과 

대부분의 경우 우스꽝스럽지만 가끔씩만 —나의 어머니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보석과 깃털로 치장하고 가슴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을 비웃을 수 

있다"(127)라고 말한다. 즉, 이곳은 한껏 차려입은 부르주아들이 모여 

계급의식을 다지는 "스스로에게 봉헌한  사원"(129)이다.  

 

이곳은 나의 혈통에게 가장 진정한 사원이다-유령 혈통을 위한 패러디적 

사원-, 그리고 우린 이곳에 모인다, 대략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느끼기 

위해, 우리가 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아마 몇시간 동안 만이라도 

우리가 강하고 아름답고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믿기 위해 혹은 아마 나 

같은 몇 명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천하고, 추하고, 하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이곳에 돌아온다. (127)  

 

 위의 인용문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계급을 '혈통'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로 결정되는 계급보다 역사성과  

소속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시대의 부르주아를 비판하는 주인공의 

목소리는 19 세기에 오페라를 건설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과 연결된다. 

주인공은 10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은 선조들은 "활력 있고 열정적인"이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현재 오페라에 모인 사람들은 "우둔하고 비열한"(128)이라고 

묘사한다. 투스케스가 직접 "19 세기에 카탈루냐 부르주아는 모더니즘을 

비호하는 혁신적이고 근면한"100계급이었다고 말한 것을 고려했을 때 업적은 

없지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미지에 도취되어 스스로 우월한 존재라고 

                                                        
100 Sergi Doria, "Esther Tusquets: La burguesía catalata que yo he conocido siempre me ha 
parecido mediocre",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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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허위의식이 분명해진다. 주인공의 눈에는 이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혈통의 건재함을 신봉하는 속물일 뿐이다. 

 

 웃고, 헛기침하고 악쓰며 말하는 사람들은 대합실의 조명을 켜진 채로 

놔둔다 - 이 모든 것은 연극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펙터클이 끝나기도 전에 

위풍당당하게 공연장을 떠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이 되었든 돈을 

내는 사람들이고 돈을 내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결론적으로 스펙터클이란 가수들이 아니라 그들이다 ... 어떤 사람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과 문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른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일이다.(131) 

   

 또한 주인공은 문화를 경시하고 돈에서 오는 권력을 내세우는 

부르주아의 행태를 비판한다. 이들에게 고급문화란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텅 빈 기호가치일 뿐이다. '스펙터클'이라는 단어 사용은 다시 한번 

이들의 집단적 나르시시즘을 부각시킨다. 이들은 누구에게 스펙터클인가? 

이들은 오페라 극장 밖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부르주아들을 바라보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에게 스펙터클이다. 또한, 이들은 서로에게 스펙터클로 

기능하기도 한다. 저마다 과시적인 차림새로 나타난 이들에게 상대방의 모습은 

나의 지위를 비추는 거울이다.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소속감이란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나르시시즘의 협조자로 복무하면서 형성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나르시시즘을 각각 

프로이트와 레비나스의 관점으로 전환해보도록 하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들은 이상적 자아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적에 누렸던 나르시시즘적 완벽함을 상실한 이후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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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라는 새로운 형태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101 그런데 자아 

이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카탈루냐 부르주아는 계급적 차원에서 

형성된 자아 이상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자아 이상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집약된다. 그런데 이미 주인공의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의 자아 이상은 매우 공허한 것이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여신과 같은 

태도로 고상한 척하지만 언제든지 '쥐새끼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계급 전체로 봤을 때도 오페라 극장에 모인 부르주아들은 스스로를 

중요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만 이러한 의식에 실제로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여길 것은 부재하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이들의 나르시시즘이란 타자를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동일화란 

타자가 타자성을 뺏긴 채 나의 우월감을 지탱해주는 체계 속의 한 요소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타자의 타자성이 말살되는 과정은 오페라 극장의 

안팤에서 발생하는 관계 맺기의 양상에서 부각된다. 오페라 극장에 입장하는 

순간 카탈루냐 부르주아들은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조우한다. 이때 

부르주아들과 상이한 삶을 사는 이들은 부르주아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동일화되는 걸까? "하나의 정체성의 구성은 언제나 다른 무언가의 배제에 

근거하며 ... 흑인/백인, 남자/여자 등등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두 극 사이의 

폭력적인 위계의 설립에 근거한다"라는 "구성적 외부"102의 개념을 참고했을 때, 

오페라 극장 외부의 구경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의 '내가 아닌 것'을 떠맡는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은 나의 타자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가 부유하고 우월한 

자라면 타인은 가난하고 열등한 자가 된다. 이 때 타인은 그 의미에 '나'의 개념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적 외부로서 나에게 동일화 된 것이다. 또한, 오페라 

극장 안의 경우 부르주아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거울 삼아 

                                                        
101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op. cit.,  p. 75. 
102  샹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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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나의 모습에 도취하고자 모여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타자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동일화되며 나의 시선이 타자를 거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나르시시즘적이다. 

 

1.3. 동일자  논리의  폭력과  주인공의  고독  

 

 이처럼 주인공은 속물적인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주인공이 느끼는 소외감, 고아의식, 슬픔의 

감정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감정은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배제당하는 

자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을 "슬프고 외로운"(30) 아이라고 

묘사하고 현재의 자신은 "늙어버린 고아"(16) 혹은 "늙어버린 여자아이"(27)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어렸을 때 형성된 소외감이 중년의 여성이 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주인공의 회상을 추적하다보면 

주인공과 어머니의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주인공은 어렸을 때 느낀 모성에 대한 갈증을 표현한다.  

 

엄마라는 존재는 나와 불확실하고 환영적이고 지긋지긋한 방식인 명칭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성이라는 것은 

그녀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장엄한 존재감에서 발현하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는 어울리지 않았다.(10) 

 

내 유년 시절의 엄마는 그 푸른 눈에서 정말로 비유 없이 불같은 광선을 

쏘아냈다, 혹은 얼음과 같이 차가운 광선이었다. 그 광선은 당신에게 

벼락을 맞거나 혹은 가슴 속에 공포가 심어진 채로 의자에 고정되는 두 

가지 가능성만을 남겨둔다. 엄마는 말대꾸를 허용하지 않는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계산된 언어를 구사했다. 엄마는 냉정하고 소원한 입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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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키스만을 해주었다— 아마도 소아과 의사의 매뉴얼에 적혀져 

있는 대로— (74) 

 

레비나스에게 모성이란 나르시시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자에 대한 절대적 

수용과 보살핌을 상징한다.103 하지만 주인공에게 이러한 모성의 경험은 항상 

부재하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인공의 어머니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녀와 세계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항상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것은 모녀의 관계에도 반복될 뿐이다.  

 주인공은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매우 예외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부르주아 계급의 집단적 자아 이상에 스스로를 동화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유년 시절 어머니에 의해 "아동복 전문 양장점에, 프랑스식 미용실에, 

사치스러운 신발가게에, 테니스와 댄스 수업에, 끔찍한 어린이 파티에 아무 쓸모 

없이 끌려다녔다 "(24)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회적인 우월감을 획득하는 일에 

어렸을 때부터 무관심해왔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이처럼 부르주아 계급의 

우월감에 반감을 느끼는 이유는 부르주아의 속물성 때문이다. 그녀는 사회적 

우월을 상징하는 "고상한 취미"가 결국 "구멍가게 주인과 장사치의 

도덕성"(191)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인공이 부르주아 

사회에서 드물게 전후 불평등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도 

우월감에 대한 반감과 관련된다. 그녀는 부당하게 부와 자유를 향유하는 자신의 

계급의 "성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반면 전쟁의 패배자들은 고되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비밀스러운 부러움"(41)을 느낀다. 게다가 

부르주아들이 오페라 극장 밖에서 구경꾼들의 시선을 즐기며 당당히 입장할 때 

주인공은 "우리를 향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적대감이 거리를 

메우는"(127)것을 느끼기도 한다.  

                                                        
103 엠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와 다르게』, 김연숙·박한표 옮김, 고양시: 인간사랑, 2010,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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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인공은 계급 내에서 스스로가 "좀 이상한"(37)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질서를 

강요하는 맹목적 태도를 보인다. 주인공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내의 집과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하며 동질감을 표현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집을 

뜯어고치듯 자신에게  "질서에 대한 자신만의 관념, 밝음, 아름다움 "(23)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인공에게 부과한 아름다움이란 "금발에 

하얀 피부에다가 훤칠한 "(75) 이국적이고 귀족적인 자신의 외모를 기준으로 한 

"앵글로색슨, 아리아 족의"(24)것이었다. 따라서 "왜소한 몸집에 피부도 

까무잡잡한"(75) 주인공에게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주인공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에 흘러감에 따라, 주인공의 삶에 어머니와 비슷한 인물이 두 

명 더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주인공의 남편인 훌리오와 딸 

기오마르(Guiomar)이다. 주인공은 이들을 어머니와 한통속을 이뤄 자신의 삶을 

조종하려는 인물들로 묘사한다. 이 삼인조는 부르주아의 이상적 자아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교류가 없더라도 협조자로서 기능한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의해 행동하는 이들이 주인공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흡사하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세계 여행을 다니며 딸에게 

엽서와 선물을 보낸다. 그런데 엽서는 "너무나도 크고 냉담하고 독점욕이 강한 

글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부를 전할 자리 밖에 남아"(90)있지 않다. 그녀가 

보내는 선물이란 주인공의 "치수보다 훨씬 커서 맞지 않지만, 오래된 비단에 

손으로 자수를 놓은 튜닉처럼 화려하기만"하다. 또 과학자인 기오마르 역시 

외국으로 학회를 다니며 종종 소식을 전하는데, 엽서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작은 글씨로"로 채워져 있고, 선물은 "오직 실용적"이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무심함이 묻어나는 엽서와 편지에서 주인공은 감동 대신 

"자기만족적"(91)인 어머니와 딸을 발견한다. 짧은 외도를 마치고 다시 주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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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훌리오는 주인공이 클라라와 머무는 집에 찾아온다. 

주인공은 훌리오가 사과의 의미로 뒤편에 장미꽃을 가득 채워둔 그의 차에 

탑승한다. 그녀가 "차 뒤쪽이 붉은 장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또 터무니없게 많은 장미 사이에 놓여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혀진 의미 없는 카드를 찾을 필요도 없다" (204-205)라고 

생각하는 데서 훌리오의 행동이 반복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인공의 어머니, 딸, 남편이 주인공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형식적이면서도 

매우 자기만족적이다. 엽서라는 매체의 한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이들의 

자아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극대화하는 장치이자 이전까지의 

의사소통 방식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버틀러는 자기동일성의 

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타자를 향해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104 하지만 주인공의 몸에 맞지 않는 옷, 필요하지 않은 

선물, 터무니없게 많은 장미는 주인공에 대한 이들의 완벽한 무지를 보여주며 

자신들의 동일자로서 주인공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행 중에 

엽서를 보내는 행위, 여성에게 장미꽃과 함께 카드를 선물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의례화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의례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인정 욕구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두 여성 인물은 여행 중에 안부를 전하는 '다정한' 어머니와 딸, 훌리오는 

부인에게 꽃을 선물하는 '다정한' 남편의 기표를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이들의 나르시시즘에 이바지할 뿐 주인공에게는 커다란 글씨로 가득 

차버린 내용 없는 어머니의 엽서나 읽어 볼 필요조차 없는 훌리오의 카드처럼 

무의미하다. 

                                                        
104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op.cit.,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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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주인공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관념 속으로 회귀할 뿐 

실제 주인공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소외감과 좌절감은 주인공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 딸, 훌리오에 직면하여 점점 심화된다. 

 

남편, 엄마, 딸은 심연으로 그들의 사랑을 발사한다, 그들의 자비로운 

사랑은 나의 지하세계에서 희망없이 고독함에 사로잡힌 나에게 도달하지 

못한다.(122) 

 

하지만 그 둘 중에서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둘 중 

누구에게도 나는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훌리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 

모습 그대로,  존재했었더라면, 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적어도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달랐을 것이다.(29) 

  

 훌리오의 외도를 알면서도 주인공을 위로하기 위해 잠시라도 귀국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어머니와 기오마르는 결국 집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 진심의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혹여나 훌리오의 외도 때문에 자신이 이혼과 같은 일탈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하는 어머니와 딸을 마주하게 된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자신 역시 불행한 

결혼 생활과 남편의 외도를 경험했음에도 주인공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종용한다. 이는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성은 이혼하는 순간 모든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105  즉,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더라도 부르주아 사회에서 자리보전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탈루냐 부르주아 내부의 가부장제의 희생자였던 

어머니는 딸에게 가부장적 질서를 부과하는 가해자로 탈바꿈한다. 이에 

                                                        
105 Esther Tusquets, Habíamos ganado la guerra, op. cit.,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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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다시 한번 자신의 좌절감을 토로하며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의 

규범에 맞추어 살기 위해 불행하게 살아온 자신을 삶을 토로한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살아왔다. 그들에게 

이제 그저 이대로 사는 것, 나의 숨을 조이는 것, 지루해 하는 것, 어느 

봄날에 슬픔으로 죽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건만, 이런 인생을 이후에도 나의 엄마와 딸이 

함께 동시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 한다는 것은 

의아스럽고 거의 나를 으쓱하게 만들기 까지한다.(140-141) 

 

위 인용문에서 주인공이 동일자의 사회에서 자신의 타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기보다 순응하기를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응의 방식은 "가면"(99)을 

쓰고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가 "지정한 역할"(30)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예증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가면 뒤에 '주체가 

없다'라는 버틀러의 주장과는 달리 주인공은 가면 뒤에서 "내 안에서 죽은 

수많은 나"(28)를 감내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허무하고 어리석은 

괄호같은 30 년"(53)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이상에 

동화되려는 주인공의 노력이 실패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고독과 슬픔의 

정서가 더 심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 나르시시즘과  에로스의  실패  

 

 『여름 바다』의 주인공이 느끼는 극심한 소외감은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된다. 주인공은 14살 무렵부터 "사랑에 대한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욕망, 그토록 지독하고 필사적인 사랑 하고자 하는 욕구, 허기 혹은 

갈증처럼 여겨졌던, 정처 없고 혼란스러운 사랑 하고자 하는 욕구 "(12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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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에 대한 갈망은 '허기'와 '목마름'과 같은 

결핍의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 레비나스는 결핍에서 시작된 사랑이 내포하는 

주체중심적 사유를 비판한다. 그 이유는 "욕구는 나를 동일자로 구성하지, 

타자에 의존적인 것으로 구성하지 않"106기 때문이다. "욕구하는 주체는 결핍된 

대상인 타자를 전제하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는 대상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주체로 타자를 동화" 107한다. 이처럼 타자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인공의 사랑은 앞으로 설명할 주인공의 두 번의 사랑, 첫 번째 애인인 호르헤와 

동성여인인 클라라와 관계에서 나르시시즘적으로 전개된다. 

 
2.1. 주인공의  신화적  세계관  
  

 주인공과 호르헤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주인공의 신화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름 바다』의 텍스트 안에는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아르고 원정대, 라푼젤, 피터 팬, 인어공주 등 다양한 종류의 신화와 동화가 

언급된다. 소설이 1인칭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만큼 외부 텍스트에 대한 언급은 

주인공의 서술 속에서 등장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텍스트들이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할머니와 유모인 

소피아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 독자였다고 밝힌다. 

이러한 주인공의 이야기에 대한 열정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외부 세계로의 

반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주인공이 스스로를 어머니와 비교하며 '미운 

오리새끼'와, '저주를 받은 공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주인공이 신화와 동화를 

외부 세계와의 불화를 해석하는 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인공은 여성의 삶을 신화적으로 이해한다. 주인공은 젊은 

시절에는 결혼을 증오했지만 결국은 가부장제하의 순종적인 인물로 살아간 
                                                        
106 Emna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op. cit., p. 126.  
107 김영희, 「레비나스의 에로스」, 『대동철학』57, 2011,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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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마음속으로는 "동쪽에서 온 인도의 어느 왕", "위대한 시인", "흉터와 

훈장으로 뒤덮인 늠름한 군인"(149)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유모 소피아의 눈빛을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은 아리아드나의 눈빛과 비교한다. 이처럼 여성의 삶은 

소설 속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라푼젤, 인어공주, 백조의 호수의 공통적 줄거리와 

마찬가지로 왕자 혹은 영웅에 의해 구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침울한 삶을 살던 주인공 앞에 카탈루냐 부르주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호르헤가 나타났을 때, 그는 주인공에게 고대 게르만 신화의 영웅인 '시구르드'로 

인식된다. 시구르드가 신의 벌을 받아 불길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미녀 

브룬힐트를 구해준 것 처럼108 주인공은 자신 역시 불길 속에서 잠든 상태로 

영웅을 천 년 전부터 기다려왔으며, 호르헤는 그런 자신을 구원해줄 "가장 강한 

자, 한 걸음 뗄 때마다 불길을 잠재우는"(195-196) 인물이라 여긴다. 주인공은 

호르헤와의 만남을 "기다려왔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일"(195)에 비유하며 그와 

함께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벗어나서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 ... 모든 인간관계가 ... 힘이 아니라 정의와 도리에 기반한 

곳"(208)에 당도할 기대감에 한껏 부푼다. 영웅과 사랑에 빠지면서 '허기와 

갈증'이 해소된 주인공의 삶에는 처음으로 행복이 깃든다. 그녀는 호르헤가 

자신을 "빛으로, 삶으로, 봄이 찾아온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날들로 구출해 

주었다"(221)라고 믿는다. 하지만 주인공의 이러한 기대를 뒤로 한 채 호르헤는 

돌연히 자살을 택하고 주인공의 행복도 끝이 나고 만다.  

 비극적인 연애의 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다. 주인공이 

묘사한 영웅적 호르헤의 모습과 무책임하게 자살을 택한 호르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주인공이 연인과 함께 꿈꿨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주인공의 사랑의 방식도 아름다운 것이었을까? 주인공은 호르헤가 자살한 

                                                        
108 이영준, 「신화, 전설, 동화 속에 나타난 '낭만적 신화'와 '원형적 욕망' 」, 『동화와 
번역』26, 2013,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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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그가 남겼을 법한 메모를 찾아 헤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주인공과 호르헤 사이의 이러한 단절은 호르헤에 대한 주인공의 서술과 실제 

호르헤 사이의 괴리를 연상시킨다. 앞서 언급한 주인공의 신화적 사고관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주인공과 호르헤는 영웅과 공주가 등장하는 낭만적 신화로 

매개된다. 여기서 낭만적 신화는 레비나스가 '제 3의 용어'라고 말한 동일자와 

타자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기능한다. 호르헤는 주인공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도식을 따라 이전까지 결핍돼있었던 영웅의 자리에 

안착한다. 따라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호르헤란 결국 자신의 관념일 뿐이다. 즉, 

자살 이전에 이미 호르헤는 주인공에 의해 고유의 인격이 파괴된 상태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낭만적 신화'와 '속물'이라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주인공과 카탈루냐 부르주아 모두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나르시시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호르헤의 자살 이후에 자신의 현실 인식 방식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낭만적 신화에 따르면 공주는 응당 

왕자에게 구원되었어야 하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대신 이 자리에 

낭만적 신화의 변형인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신화를 대입한다.109 작품 속에 

여러가지 신화와 동화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만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신화만이 주인공에게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하는 제 1 의 원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인공은 구원자가 부재한 여성인 할머니, 소피아, 자신의 운명을 

테세우스에게 버려진 아리아드네의 처지로 이해하며,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 한편, 아리아드네와의 동일시는 

주인공 자신의 수동성을 설명하고 모든 상황에 책임 없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낙소스 섬에 버려져 비탄에 빠진 

                                                        
109 그리스 신화의「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북구 신화의「시구르드와 부룬힐트」, 
중세 전설인「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영웅이 아름다운 여인을 구원하는 것과는 달리,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구원했다가 낙소스 섬에서 버리고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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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드네의 지위로 박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주인공은 ''훌리오는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209)하고, "훌리오는 

호르헤가 나를 위해 마련한 죽음과 삶의 항구적이고 고통스럽고 현재적인 

표시"(208)라는 자기 징벌적 이유로 훌리오와 결혼하는데, 이는 주인공이 

아리아드네의 비참함을 지속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가면을 쓴 채 아리아드네의 슬픈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던 주인공은, 훌리오가 또다시 외도를 하자 가면 놀이도 부질없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 어렸을 때 부모님과 살던 집에 돌아온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과 

격리되기 위해 호텔이 아니라 어렸을 때 살던 집에 묵는 이유는 분명하다. 어린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되찾을 수 없는 나의 

그리운 미노타우르스"(224) 때문이다.  

 주인공의 인생을 호르헤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눈다면 미노타우르스는 

호르헤를 만나기 전 주인공의 인생을 상징한다. 주인공은 호르헤를 만나기 전에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지독한 고독을 느끼다가 저항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로 침잠하는 방법을 택한다. 주인공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 속의 마법의 

세계에서 나는 단어를 고르고 몽상과 사랑에 빠지는 법을 배웠지"(68)라고 

말한다. 미노타우르스는 원래 신화에서는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가 무찔러야할 

적으로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이에 변용을 가한다. 그래서 미노타우르스는 

"지하의 굴"(196), "어두운 미로"(194)라 칭해지는 호르헤를 만나기 전에 

주인공이 머물던 상상의 공간 자체 혹은 그 공간 속의 상상의 친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느끼는 것 중에 아무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때까지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그 섬의 

폐쇄적인 세계에 해당되지 않았다. 아리아드네는 어둠의 동지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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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 비슷한 존재, 냉담하고 화려한 세계에서, 경직된 질서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네버랜드로 날아가는 길에 그녀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를 항상 찾아다녔다.그리고 아리아드네의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놀이의 동무인 미노타우르스가 나타났다, 둘은 함께 뜨거운 모래로 

만들어진 깊이를 잴 수 없는 늪과 붉은 식충 꽃이 움트는 축축한 심연에서 

함께 성장했다.(193-194) 

 

그런데 자유와 빛의 세계로 인도를 약속한 테세우스/호르헤가 나타나자 

주인공은 상상의 세계를 떠나고 미노타우르스는 사라진다.  

 

그는 작게 나누어진 연속적인 죽음 속에서 조금씩 죽어갔다, 나의 부재로 

인한 슬픔으로, 혹은 호르헤가 미노타우르스를 내 안에서 지워갔기 때문에, 

혹은 아마도 내가, 그래 내가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에게 절대적인 

죽음을 내렸다.(196)  

 

하지만 상상의 세계를 떠난 대가도 없이 낙소스 섬에 버려진 신세가 되자 

주인공은 현재의 비참한 삶보다 음울하지만 평화로웠던 호르헤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된다.  

 

 마침내 아무 쓸모도 없이 그가 나를 부모님의 성에서 꺼내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노타우르스의 죽음이 헛된 것임을, 바위를 둘러싼 

불길이 아무 소용도 없이 영웅의 발길에 닿아 꺼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복했고 혹은 적어도 불행하진 않았던, 또 방해만 없었더라면 평생 

지속되었을 나의 오랜 꿈에서 아무 쓸모도 없이 깨어났다는 것을(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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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주인공이 현재 삶의 절망감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주인공과 클라라와의 만남이 시작한다.  

 

2.2.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동일시  수단으로서의  

 동성연인  

 
 『여름 바다』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층위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인공은 

친구인 마이테(Maite)의 소개로 클라라를 만나게 된다. 또한 흑조 

여인(黑鳥 Cisne negro)이 라고 불리는 어느 재력가의 정부가 주인공에게 

구애하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부르주아 계급의 전형적인 속물로 

소개되는 마이테 역시 레즈비언 섹스에 참여한다. 이처럼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가부장제 뒤편에서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쾌락을 추구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여성 인물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정체성화 하지 않는 것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동성애에 대한 주인공의 입장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먼저 주인공은 

클라라와 흑조 여인이 먼저 주인공에게 호감을 표한 이후에야 수동적인 

방식으로 동성애에 참여한다. 또한, 동성애적 욕망을 때때로 "위험한 욕망"(115) 

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구애하는 흑조 여인을 향해 "그녀 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한다."(103)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인공은 동성애에 

참여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주인공과 클라라의 연인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둘의 

사랑은 마이테와 흑조 여인처럼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노스탤지어의 

연장으로 이해해야한다. 주인공은 클라라를 "순전히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살아보고 이야기하기 위한 나의 핑계"(104)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과거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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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사랑이 또 다시 

나르시시즘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드러난다.  

 클라라는 대학에서 주인공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에 둘의 첫 만남은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주인공 역시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을 졸업했기에 

클라라와 산책하는 교정은 과거의 추억과 중첩된다. 같은 날 주인공은 클라라를 

자신의 유년 시절 추억이 깃든 아이스크림 가게로 인도하는데, 그 장소에 대한 별 

감흥이 없는 클라라와 별개로 주인공의 의식은 "잃어버린 시간"(108)을 되찾는 

과정에 돌입한다. 첫 만남 이후 마침내 클라라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주인공은 

클라라와의 "놀이"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주인공은 이 놀이 속에서 자신이 

클라라를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상징하는 "그림자의 우물", "지하 

동굴"(80)로 데리고 다닐 것인데, 만약 클라라가 이 여정을 제대로 쫓아오지 

못한다면 작은 이탈에도 이 게임은 끝이 나고 말 것이라 규정한다. 한편, 아무런 

주의 없이 클라라를 게임 속으로 끌어들이는 주인공의 속내에는 "마침내 누군가 

무언가를 이해해 주길"(79)바라는 염원이 들어있기도 하다.  

 이 게임 속에서 클라라의 역할은 명확하다. 클라라는 주인공이 혼자 할 

수도 있었던 과거 여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관객이자 부속품이다. 클라라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주인공은 "주의 깊은 클라라 - 나의 모든 

청중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주의 깊은 사람"(180)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주인공과 클라라와의 관계에서 클라라의 대상화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클라라를 대상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훌리오의 모습이 

연상된다. 주인공은 클라라를 종종 인형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시험하고 있는 

대상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나는 내 인형 중에 하나인 양,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인형 중에 가장 

다리가 길고 가장 마르고 가장 표정이 없는 인형인 것 처럼, 클라라를 

앉혔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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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지금은 완전히 게임 속에 빠져 버린 -는 나의 무대 소품 중 유일한 

인형이다, ... 만약에 그녀가 진정한 공주라면, 고급 깃털로 만들어진 7개의 

매트리스 밑에 있는, 만약 그녀가 공주 중의 공주라면, 속임수를 눈치채고 

가녀린 손가락 사이에 성가시고 아주 작은 콩을 끼워서 높이 들어 올릴 

것이다. 110(93) 

 

한편 주인공이 훌리오와 함께 밤을 보내는 장면에서 그녀는 훌리오가 수집하는 

죽은 나비 중에 하나, 훌리오가 마음대로 포즈를 바꿀 수 있는 관절 인형처럼 

묘사된다. "수집이 취미인 이 남자는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휘하고, 나를 관절 

인형을 다루듯이 다양한 포즈로 만들어 놓는다."(214) 이 두 장면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공과 훌리오 둘 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소유와 

장악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레비나스는 에로스를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와 할 수 있음으로 번역할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 여겼다. 그가 

말하는 '할 수 있음'이란 타자를 소유, 장악, 인식하는 행위인데 레비나스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 타자는 더이상 타자가 아니다. 111  따라서 

주인공과 훌리오의 성애에서 타자는 파괴되고, 이질성이 제거된 대상에 대한 

소비만이 남는다.112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의 동성애를 '강제적 이성애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기에는 둘이 너무나 흡사한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이 클라라를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의 

나르시시즘적 색채가 더욱 짙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110 안데르센의 짧은 동화인『공주와 완두콩』의 내용이다. 왕자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 
모인 공주들 중에 침대 밑에 둔 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신부감으로 
발탁된다는 이야기이다. 
111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110. 
112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김태환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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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적 유형의 대상 선택에 과거의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클라라를 시간적으로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향한 노스탤지아가 동성애적 욕구에 선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클라라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조우하려는 주인공의 의도는 서사 속에 

등장하는 거울의 존재로 부각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함께 찾은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한 벽을 다 덮는 거울이 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우리를 어렴풋이 

비추는"(66)거울을 응시한다. 또한, 주인공은 거울에 그려진 인어공주를 '너'라고 

지칭하며 상상의 대화를 시작한다. 페르투사 세바에 의하면 이 장면에서 결국 

인어공주라고 지칭되는 것은 클라라이다. 그런데 왕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어공주의 이미지는 본디 주인공이 추억 속 자신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흐릿한 거울을 바라보며 클라라를 그 자체로 바라보기를 멈추고, 

과거의 자신을 클라라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113  후에 주인공은 이날을 

회상하며 "그 자체로 비밀스러운 의식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마법의 거울 

속에서 모든 가능성으로 열릴 ... 나의 사원 중 하나에 있는 것 조차 알지 

못했다"(79)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년시절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클라라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조우하는 의식을 시작했음을 고백한다. 주인공은 "집, 클라라, 

나의 유년 시절"을 한데 묶어 "나는 그들을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들에게 

빠져들고 싶다, 그들 속에서 사라지고 싶다, 그들 속으로 침잠하고 

싶다"(153)라고 말하면서 강한 동일시의 욕구를 보인다. 

 "나를 동요시키면서, 나를 청소년 시절로 되돌려 놓는 불타는 

눈빛"(89)이라는 주인공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클라라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호르헤를 만나기 전의 자신처럼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다. 

주인공은 클라라에게서 온 편지를 마주하고 슬프고 외로웠던 청소년 시절에 

자신이 사랑을 갈망하며 써 내려간 편지를 연상한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113 Inmaculada Pertusa-Seva, Escribiendo entre corrientes: Carmen Riera, Esther Tusquets, 
Cristina Peri Rossi y Silvia Molloy,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olorado, 1996,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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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들은 보통 "해 뜰 무렵까지 길어지는 불면의 밤"(118)에 쓰는 것이며 

클라라의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기 위해 봉투를 열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한다. 주인공은 자신은 "어른이 되었거나 혹은 부패했거나 혹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편지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자책하지만 

"고통스럽고 먼 과거가 때때로는 더 생생하게 보이고 아직까지도 향기, 맛, 

빛깔을 보존하고 있다"(122)면서 노스탤지어를 즐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이처럼 주인공은 클라라의 편지를 거울삼아 과거의 자신을 비추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클라라의 목소리는 소멸되며 우리는 그녀가 쓴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주인공의 나르시시즘적 관점으로 인해 클라라는 주인공의 과거로서만 

재현되면서 자신의 고유한 타자성이 부정당한다. 레비나스는 사랑 속에서 

타자는 우리 것이 되거나 우리 자신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신비 속으로 

물러난다고 말한다. 114  이 때 신비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려는 주체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클라라는 주인공의 시선 앞에 

비밀 없이 훤히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 클라라의 모든 행동은 주인공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독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클라라에 대한 주인공의 사랑은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는 우리가 만든 개념이므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115라는 페소아의 시구를 절실히 예증한다. 

 나르시시즘적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클라라와의 사랑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 클라라와의 레즈비언 섹스 장면에서 주인공은 "나는 그녀를 오랜 시간 

동안 어르고 달래고 위안한다 —그녀를 위로하면서 나는 나를 

위로한다"(154)라고 말한다. 또한 훌리오와의 섹스에서 주인공이 

"히스테릭하고 ..증오스러운 ...쾌락"(215)을 느낀다면 클라라와의 관계에서는 

"히스테리없이 안정적으로 쾌락이 피어나는"(155)것을 느낀다. 주인공은 사랑의 

                                                        
114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p.104-105. 
115 페르난두 페소아, 『불안의 책』, 오진영 옮김, 파주: 문학동네, 2015,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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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무장해제를 당하는 느낌과 동시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나는 나의 숨을 끊고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갑작스러운 애정의 쇄도에 

항복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출정에 나선 군대만큼 의심의 여지 없이 

두렵고, 애정은 죽음 만큼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매우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말들에는 아무 뜻도 없고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에 속하는 것이다.(157) 

  

주인공의 이러한 반응은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로 

한정되지만, 레즈비언 관계에서 여성은 여성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합일을 

이루며 고유의 언어와 쾌락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리가라이(Irigaray)의 주장에 

상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116   

 하지만 이리가라이가 언급한 여성 간의 결합이 가부장적 상징계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면 주인공과 클라라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놀이'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줄곧 클라라를 

"왕자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할 요정, 여자의 영혼을 갖지 못해서 결국 거품으로 

변해버릴 인어공주"(135)에 비교하며 자신을 향한 클라라의 사랑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 또한, 자신이 클라라에게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인 호르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에 가까이 와있음"(188)을 느낀다.  

 

2.3. 예정된  사랑의  실패: 나르시시즘적  폭력의  순환  

 

 주인공이 클라라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일시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한정 짓고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는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은 
                                                        
116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옮김, 서울: 동문선, 2000, pp.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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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드네의 이야기가 주인공의 제 1 세계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아리아드네와 합체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울증이라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라가 둘의 사랑을 미래의 지평에 놓고 

혁명적인 세계를 구상하기 시작하자, 아리아드네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당하게 된 

주인공은 두려움을 느낀다.  

 

 클라라는 어떤 미래를 구상해나가고 있다, 그 미래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함께, 끝없이 함께이다,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사랑을 

마법의 지렛대로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너무나 특별하기에 -이렇다고 클라라는 결정했다- 이 사랑은 어쩌면 

천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억압받는 사람을 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슬픈 사람, 정당하지 

않게 모욕당한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 이 사랑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정상으로 이끌어야 하고 마침내 모든 한계를 넘고, 모든 

규칙을 영원히 단숨에 위반하고 한계와 규칙을 다시 발명하는 것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두렵다 - 나는 매우 두렵다 - 그녀의 환상 

속에서 클라라가 우리를 게릴라 복장을 한 두 명의 전사로 상상하는 

것이(184-185) 

 

주인공과 달리 사랑을  "게임으로 치부하는 어떠한 시도도 폐기하고 모든 

방어기제를 해제"(162)한 클라라의 시선에서 주인공은 테세우스를 바라보는 

아리아드네, 왕자를 기다리는 인어공주, 호르헤를 바라보던 과거의 자신, 

아버지를 향한 소피아의 눈빛을 발견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인식 속에서 신화 

속의 여성 인물, 소피아, 주인공, 클라라의 운명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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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과거의 자신과 클라라가 일치하게 된 순간,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구원자의 위치로 자신을 이동시킨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호르헤가 자신에게서, 아버지가 소피아에게서, 신화의 영웅들이 여성 인물의 

눈빛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신화 속 영웅들이 느낀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아무리 매력적이고 용감하고 천 번의 조난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완전한 사랑이 발산하는 두려운 눈빛 (테세우스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아니라 출정에 나선 군대 만큼 두렵고 무서운 아리아드네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친다), 몇몇 소녀들, 인어공주, 요정...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상상해보지 못한 것을 ... 발견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171)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나의 고정된 정체성을 위협하고 나를 나의 인식 

너머의 시공간으로 이끄는 힘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체를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경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체라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117 따라서 자신에게 

동화시킬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나의 정체성과 인식의 

초월을 요구하는 사랑의 대상은 두렵고 위험한 존재이다.  

 클라라를 배신하고 훌리오에게 돌아온 주인공이 자신을 다시 불행한 

아리아드네로 정체화하며 운명을 탓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왜냐하면 사실 

주인공은 클라라와의 이별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클라라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서 사랑, 전투, 문학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이제 나는 선잠을 자는 듯한 

나의 생, 혹은 생이 아닌 것에 아무런 문제 없이 침잠할 수 있"(228)는 것에 묘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주인공의 

아버지에게서 먼저 발견된다. 그 역시 소피아를 배신한 뒤 이를 "스스로를 

                                                        
117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옮김,서울: 앨피, 2010.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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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고 경멸하면서 패배당하고 무기력증에 걸린 남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기회"(173)로 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불륜 

소동이후에 천연덕스럽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리는 것을 비판하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카탈루냐 부르주아 세계의 폐쇄성을 비판한다. "우리의 세계에서 

사물들이 정확한 자리에서 부동을 유지하는 것이 지독하게 중요하다"(191). 

하지만 주인공도 클라라와의 짧은 연애 끝에 제자리로 돌아와 아무 변화 없는 

인생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을 통해 할머니와 소피아로 

대표되는 희생자의 운명 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호르헤와 같은 

비겁한 구원자의 면모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여름 바다』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주인공은 

속물적인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그들의 집단적 이상에 동화하지 

못함으로써 동일자 논리의 희생자가 되는 한편, 이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의 열망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호르헤와 클라라를 향한 

주인공의 사랑의 방식 역시 자신의 인식 구조에 타인을 대입시키는 동일자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기 자신으로 귀착하는 나르시시즘적 구조에 

갇히면서 타자와 진정한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고독감을 극복하지 못한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주인공은 자신이 비판하는 비겁한 구원자와 폐쇄적인 나르시시즘 

속에서 고착된 질서를 고집하는 카탈루냐 부르주아의 모습을 더 닮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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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랑은  외로운  유희』  

:  비관적  전망  속  나르시시스트의  세계  
 

 『사랑은 외로운 유희』는 투스케스의 삼부작 중 가장 비관적인 

분위기의 작품이다. 제목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듯이 소설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사랑'에 대한 일반적 관념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건넨다. 골드는 사랑에 

대해 낭만적인 관념을 가진 독자들이 이 작품의 제목과 내용에서 보일 당혹감과 

실망감에 대하여 분석한다. 골드에 따르면 먼저 독자들은 제목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두 주체 간의 신비롭고, 이타적이고, 영원한 감정"이라는 

신화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들은 곧 술어 주격(predicate nominative)의 위치에 

놓인 "외로운 유희"라는 단어를 보고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 '유희'는 

"경박함, 피상성, 기만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사랑'과는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텍스트를 탐색하며 작가 역시 자신들의 당혹감에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제목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천박한 개념을 반박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사랑은 결국 제목이 말하는 대로 세 명의 주인공이 

각자 벌이는 솔리테르(solitaire, 혼자서 하는 카드놀이) 로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들의 기대는 부질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118 119 

 또한, '유희로서의 사랑'이라는 관념은『여름 바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므로 두 작품 간의 연속성을 직접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몰리나리오가 

                                                        
118 Janet Gold, "Reading the love myth", Hispanic Review 55(3), 1987, pp.339-342.  
119 『사랑은 외로운 유희』의 원제목인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 에서 형용사 
"solitario"는 '고독한', '단독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 '혼자하는 
트럼프 놀이'로 쓰이며 영어의 'solitaire'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de la Real Academia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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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듯이『여름 바다』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은 두 번째 작품 서사 기저에 

놓인 역학을 설명한다. 120  

 

항상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개의 거울로 만들어진 

무자비한 게임, 자아도취적인 사악한 게임, 타인에게서 찬미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발견하기 위한 고집스러운 노력, 핑계와 허영으로 

만들어진 사랑12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여름 바다』에서 사랑은 한때 주인공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전복할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으로 여겨진 반면에, 『사랑은 외로운 

유희』의 주인공 엘리아에게 사랑은 처음부터 전복적 힘이나 희망이 부재한, 

기껏해야 참여자의 이기적인 목적에 복무하는 놀이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엘리아가 대학생인 클라라와 그녀의 

친구인 리카르도와 성적 일탈을 벌이는 것이 작품 속의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소설에서는 비관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주인공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눈에 띈다. 『여름 바다』의 주인공이 문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였던 

것과 달리 엘리아는 직업이 없다. 또한, 상류층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챙기는 

주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외국에 있는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부인이나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으므로 아무런 사회적 역할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종종 부르주아 사교계에서 활동하며 시간을 보낼 뿐이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유명인사로 여겨진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자칫 주인공의 인생에 모자란 

것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녀는 극심한 무기력과 지루함을 호소한다. 

                                                        
120 Nina L. Molinario,  "The simulacra of power in Esther Tusquets's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 Revista de Estudios Hispánicos 24(1), 1990, p.59. 
121 Esther Tusquets,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 Barcelona: Anagrama, 1997, pp.16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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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아는 어떤 경우에라도 현재의 무기력과 게으름의 틀을 깨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채, 이따금 만족스럽게 열정적으로 환희를 느끼며 혹은 

절망적으로 지루해하는 와중에 잠에서 깼다가 다시 신경질이 난 채로 잠이 

든다. (17-18)122  

 

엘리아는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종 가구와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일에 몰두하고 사교계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클라라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들은 덧없을 뿐이며 엘리아를 권태와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구출하지 못한다. 

 

클라라는 엘리아가 그녀 자신이 고미술상에서 고른 희귀하고 진기한 가구 

사이에서, 또는 엘리아를 위해 그녀의 예술가 친구들이 그리고, 조각하고, 

주조한 그림, 조각상, 도자기 사이에서 자신의 무료함과 초조함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자주 봤다 — 엘리아는 그림, 가구, 조각상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리고 어떻게든 방으로 벽으로 배치되는 순간 더 이상 그 물건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클라라가 생각하기에 엘리아는 이 

물건들에 아주 강렬하게 하지만 허망하리만큼 잠시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또 흐릿하게 예상할 수는 있지만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아마도 

엘리아 자신조차 무엇인지 모를 어떤 것의 대체물로서 그 물건들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 그리고 엘리아의 집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지닌 불안정한 느낌을 자아낸다 —, 엘리아는 인심 좋고 

관대하기로 유명한데, 누구라도 먼저 그 물건들을 칭찬하거나 달라고 하면 

많은 경우 거리낌 없이 선물해버린다. 하지만 클라라는 사실상 엘리아가 

                                                        
122 『사랑은 외로운 유희』의 본문 인용은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 Barcelona: 
Anagrama, 1996를 이용할 것이며 3장에서 페이지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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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물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들을 필요로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고로울 것 없이 남들에게 물건들을 선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러므로 관대하기보다는 무관심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 클라라는 

엘리아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한 무리로 섞여버린 그녀를 접대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그녀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료함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거니는 모습을 자주 봤다. 엘리아는 사람들의 

무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엘리아가 작별을 고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지 그녀를 성가시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무리일 뿐이다. (49-50) 

  

 이같은 상황에서 엘리아는 다시 한번 무료함, 초조함, 불만족과 같은 

심리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리카르도와 클라라와 함께 성적 일탈을 시작한다. 

세명이 참여하는 이 '사랑의 유희'는 앞서 언급했듯이 소설의 주요 내용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프랑코이즘의 성윤리와의 간극으로 인해 다수의 연구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접근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달리하여 소설 속 

성적 일탈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보다, 이러한 일탈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엘리아의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분석하여 이러한 일탈이 진정한 

전복성을 갖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1. 나르시시스트의  우울증  

1.1. 우울증의  징후: 자애심의  추락   

 

 우리는 엘리아의 성격에서 무기력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하는 

우울증의 징후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슬픔과 우울증>이라는 글에서 

슬픔과 우울증이 공통적으로 어떤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한다. 다만 



 

 63 

슬픔은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며 시간이 경과되면 극복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또한 "우울증의 특징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123 등 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울증의 특징이 모두 

슬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자애심의 추락'은 슬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우울증의 고유한 증상이다.124 "슬픔의 경우는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울증의 경우는 바로 자아가 빈곤해지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우리에게 내보이는 자아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아이다."125 

 우리는 우울증의 징후인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미 앞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엘리아의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확인한 바 있다. 작품 속에는 역시 우울증의 징후인 '자애심의 추락' 역시 

드러난다. 엘리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요정', '여신' 등으로 불리며 아름다운 

용모가 찬양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스스로의 외모에서 불쾌함을 느낀다. 

그리고 클라라는 엘리아에게서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는 반면에 엘리아는 자신을 

무능력한 인간으로 취급한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엘리아의 미세하지만 비밀스럽게 

불편한 의심은 때때로 그녀를 엄습해 놀라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진정한 여자라고 부르지만 엘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내지 못한다. 다만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상태는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절망적인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불쾌함과 막연히 

연결되는 어떤 것, 숨겨진 위험 혹은 위협으로 받아들여 진다.(66-67) 

 
                                                        
12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op. cit., p.244. 
124 Ibíd., p.245. 
125 Ibíd.,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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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매력이라 부르는 것을 엘리아는 중요하게 여기시도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엘리아는 그런 것에 우쭐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 불그스름한 머리와 긴 다리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그녀를 자주 습격한다. 또한 엘리아는 자신이 무관심하게 

느끼는 것들의 기나긴 목록이나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제들의 아주 

짧은 목록을 확인할 때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능력이 안되거나 끈기가 없어서일 것이고, 혹은 한 번도 

결심을 하지 않아서 일 테지만, 스스로가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는 짓지 

않았던 일들로 자신의 과거에 어두운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클라라가 서랍과 그림 상자 속에서 엘리아가 거의 

잊고 있었던 소설의 시작 부분, 이야기의 초안, 시의 일부분들, 심지어 몇 

달 동안 연주하며 노래했던 기타를 찾아낼 때 어느 때보다도 확연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클라라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언젠가 분명히 펼쳐질 

엘리아의 재능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아는 반대로 그것들은 

자신의 무능력의 잔재라고 생각한다.(63-64) 

 

이처럼 무기력과 자기 혐오에 빠진 상태에서 엘리아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여긴다. "엘리아는 자주 자신의 존재에 대해 구역질을 느낀다 — 자신의 뒤에 

남겨진 것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65).  

 텍스트에서 엘리아의 우울감에 대한 서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는 반면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에 따르면 당사자인 엘리아와 

그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클라라 역시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 클라라는 수 

시간을 잇달아 엘리아에게 사랑이 가득 찬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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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원하고, 필요로하고, 찾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그것은 아마도 엘리아 

자신마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66) 

 그런데 엘리아의 우울증의 원인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것 자체가 

우울증의 특징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슬픔이나 우울증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126이지만 우울증 환자에게  "그와 

같은 종류의 상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127 즉, "환자가 자신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128 따라서 작품 속에서 엘리아가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직접 발화하지 못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품 속에서 엘리아의 우울증의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해야 한다.  

 

1.2. 수동적  마비로서의  우울증  

 

 작품 속에서 엘리아는 자아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데 그녀는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폄하한다. 예컨대 엘리아는 리카르도와 밀회하는 러브호텔(casa de 

citas)의 객실을 늘 "패러디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무대"(72), "그로테스크하고 

망상적인 무대"(86)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클라라에게 사랑이라는 게임에 

참여할 때 "게임의 즐거움 속에 속임수가 숨어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소매 속에 

비밀의 카드를 숨겨놓아" (126)라고 조언하며 자신의 유희를 기만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자신과 리카르도, 클라라를 포함한 삼자의 사랑을 "악마와 

                                                        
126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op. cit., p.244. 
127 Ibíd., p.246. 
128 Ibíd.,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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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게임", "허무하고 추접스러운 것"(148)이라고 말한다. 즉, 엘리아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의지 없이 혹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이 이에 참여한다. 한편, 가치 판단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일종의 우월감을 획득하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 행동과 자신 사이의 불화를 상정하면서도 계속 그 행동에 참여하는 

태도는 지젝이 말하는 우울증 증상의 하나인  "수동적 마비/망연자실한 

수동성(melancholic passive stupor)"129을 연상시킨다. 지젝은 원래 이 개념을 통해 

자신이 상실한 것과 우울증적 관계를 맺고 전지구적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무저항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설명하고자 했다.130 

 지젝이 말하는 상실한 대상과의 우울증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로이트의 논의를 참고해야 한다. 프로이트는 슬픔을 겪는 사람은 상실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아가 다시 자유로워지는 반면에 우울증 환자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슬픔과 같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주체는 상실한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리비도를 철회하고 새로운 

대상에게 전위해야 하지만, 우울증자는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고통을 피하고자 포기된 대상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우울증 내부의 이러한 동일시 메커니즘 때문에 프로이트는 우울증을 

나르시시즘적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131 

 지젝은 이러한 우울증의 매커니즘 중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의 

구실로 사용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는 탈식민주의의 담론을 예로 들어 어떤 

인종 집단이 "상실한 인종적 대상과 우울증적 관계를 맺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인종적 뿌리에 대한 충심을 간직하고 있다. 비록 전력을 다해 전 지구적인 

                                                        
129 슬라보예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옮김,서울: 새물결, 2008, p. 234.  
130 Ibíd, p. 218-219. 
131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op. cit.,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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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게임에 몰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132라는 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수동적 태도를 옹호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태도가 위험한 이유는 

실제로는 상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한 태도로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안주하기 때문이다.133 

 

1.3. 여성  억압적  사회와  우울증자의  순응  

 

  우울증으로 인한 정치적 주체들의 수동성을 비판하기 위한 지젝의 

논의를 엘리아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종적 뿌리에 대한 충심을 간직하고 있다. 비록 전력을 다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게임에 몰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라는 앞의 문장을  '잃어버린 

대상과 우울증 관계를 맺은 채 대상의 상실을 초래한 현실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꿔 써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러한 도식 안에서 엘리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엘리아가 상실한 것, 참여하고 있는 것, 그녀가 위치한 사회적 맥락을 

확인해 보겠다.  

 그녀가 상실하여 우울증적으로 합체한 것은 무엇일까? 이는 작품 속에서 

엘리아가 실패한 것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앞서 클라라는 서랍 속에서 찾아낸 

엘리아의 습작들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달리 엘리아는 자신의 무능 

확인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엘리아는 습작 더미를 바라보는 와중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엘리아는 그것들이 무능력의 잔재라고 생각했다. 혹은 

모든 것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과 교양만이 여자의 일이라고 들어온 것에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63) 『여름 바다』에 비해 과거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 『사랑은 외로운 유희』에서 위 인용문은 엘리아의 현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한다. 엘리아의 예술에 대한 기호는 소설 곳곳에서 

                                                        
132슬라보예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op. cit.,  p. 219. 
133 Ibíd,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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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예술가 친구들"(49)과 어울리고 "미술전시회, 영화개봉행사, 

콘서트"(149) 등에 참여한다. 그런데 "교양이란 열성을 다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것, 습작을 시도하는 것, 같은 도시를 여러 번 여행하는 것, 박물관과 갤러리, 

콘서트장을 다니는 것을 의미했다."(64)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아에게 

어려서부터 예술은 '교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향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아의 습작 더미에서 예술의 단순한 향유자가 아니라 예술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엘리아의 욕망이 드러난다. 그런데 습작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엘리아가  "결혼과 교양만이 여자의 일"라는 사회적 규칙을 감히 

위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적 규칙에 부딪혀 좌절된 어린 

시절의 엘리아의 꿈 혹은 예술가로서의 이상적 자아상은 엘리아에게 

우울증적으로 합체된다. 클라라는 엘리아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과거의 

무게"(51)라고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하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아를 우울함에 빠뜨리는 것이 과거에 좌절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버틀러는 사회적으로 애도가 금지된 대상의 애도를 시도할 경우 

주체는 우울증자가 되고 만다고 말하는데,134 엘리아의 경우 문화적으로 여성이 

욕망할 수 없는 '직업 예술가'를 꿈꿨기 때문에 이를 상실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애도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합당한 애도 마저 금지된 대상을 자신의 내부에 

합체하는 방식으로 우울증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작품 속에서 엘리아가 참여하는 행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엘리아의 행위는 대부분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되어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종종 사교모임에 참여하고, 미술관에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주로 '애인'을 만드는 일에 주력한다. 작품 속에서 기혼여성인 

엘리아가 애인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등장한다. "클라라는 ... 아주 

오래전부터 ... 엘리아의 집을 돌아다니거나 파티에서 그녀의 곁을 맴도는 

                                                        
134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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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고 불리는 두 명, 세 명,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엘리아의 애인이었거나 

아직도 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52) 이처럼 엘리아가 다수의 혼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탈적이고 전복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 내에서 기혼 여성에게 외도는 문화적으로 

허용된 일이었다. "상류층의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누구와도 잠자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애인은 수집한다고 말할 정도였다."135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의 자유로운 

지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성은 이혼하는 순간 모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박탈당했기때문이다.136 외도의 허용은 오히려 여성을 결혼이라는 제도에 철저히 

복속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외도라는 위반조차도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전유된 상황에서 엘리아의 외도는 전복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엘리아의 행위들은 사실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성의 몫으로 남겨둔 

것인 '일반교양' , '애인'이라는 범주에 정확히 상응한다. 그녀는 끝없는 우울감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젝이 말하는 수동적 마비의 상태 즉, '잃어버린 대상과 

우울증 관계를 맺은 채 대상의 상실을 초래한 현실에 참여하는 것'에 엘리아의 

상황은 정확히 부합한다. 엘리아는 자신의 우울증을 초래한 억압적인 현실에 

망연자실한 태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젝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 

우울증자는 자신이 상실한 것과 아이러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우울증적 

애착을 보여주는데 엘리아 역시 '직업으로서의 예술'에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인다.137 클라라는 예술에 대한 엘리아의 관심을 간파하고 그녀에게 "작가, 

화가 혹은 도예가"(52)에 도전하는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엘리아의 

반응은 지젝의 설명처럼 냉담하기도 하고 애착적이기도  하다. "엘리아는 자신이 

                                                        
135 Alicia Ramos, "El mundo de los vencedores en Habíamos ganado la guerra de Esther 
Tusquets", Nueva Revista del Pacífico 53, 2008, p. 315. 
136 Esther Tusquets, Habíamos ganado la guerra, op. cit., p.98. 
137 슬라보예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op. cit.,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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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커리어를 시작할 수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스러워 했다. 지나치게 

무기력하고 확신이 가지 않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야망과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52) 

 우리는 앞서 세 등장인물의 유희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서 엘리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엘리아의 입장에서 삼자의 

사랑은 우울증에 대한 도피의 수단이지만 실상 주류사회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카탈루냐 부르주아 

사회가 허락한 행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이들의 유희는 사회적인 

전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그간의 페미니즘 비평이 이들의 유희의 

내용적인 측면을 분석하느라 간과했던 지점을 상기시켜준다. 

 한편 투스케스의 회고록을 참고했을 때138 엘리아의 상황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억압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상류층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아의 외도에 전복성이 없더라도 그녀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모습만큼은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고발한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우울증이 자아 이상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엘리아의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존속과 공모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8 "카탈루냐 부르주아 여성들에게는 ... 탄식할만한 재능의 낭비가 발생했다. 그녀들은 
재능을 대부분의 남성과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의 여성과는 달리 직업의 기회로 전환할 
수 없었으며, 더 중요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은 엄청난 이점들을 누렸다.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그들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집과 자식들을 담당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아이들은 항상 시종들이 돌보거나 부모보다는 가정교사와 유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떤 사람은 ... 그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은 너무 
바쁘고 정작 해야할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이 가장 분주하게 
하는 일은 쇼핑 청구서를 확인하고 시종들과 싸우는 일이었다. 또 친구들과 쇼핑하러 
다니고 영화관과 극장에 방문하며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남편과 함께 혹은 부부 
동반으로는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옷을 
입는데 쓴다든지 예쁘게 꾸미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이렇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들 중 대다수는 지루해했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Esther Tusquets, Confesiones de 
una dama indigna. Barcelona: Bruguera, 2009,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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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자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  

2.1. 나르시시즘적  각본  속의  사랑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엘리아의 유희에 참여하는 리카르도와 

클라라 역시 나르시시즘적 목적을 가지고 게임에 합류한다. 139  그런데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클라라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하며 

엘리아로부터 자신의 감정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타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한다.  

 

엘리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것은 꿈도 못 꿀 ... 애인이란 작자들이 ... 

그녀를 노래하고 웃게 만들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클라라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클라라는 

항상 사랑과 냉담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처신해 왔으며, 그녀에게 

쾌락과 불쾌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에서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라라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말수가 적고, 

나무랄 데 없이 재단된 옷, 터틀넥 스웨터, 분홍색 셔츠, 이탈리아제 

넥타이를 맨 저 사내들이 그들을 사랑하지조차 않는 엘리아에게 클라라가 

쾌락이라고 상상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56-57) 

 

                                                        
139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Paul Julian Smith, Laws of Desire :Questions of Homosexuality in Spanish Writing and  Film 
1960- 1990, Newyork: Oxford, 1992. 
Janet Gold, "Reading the love myth", Hispanic Review 55(3), 1987, pp. 337-346. 
María Elena Soliño, Women and children first: The novels of Ana Maria Matute, Carmen 
Martin Gaite,  Ana Maria Moix, and Esther Tusquets,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3. 
Nina L. Molinario, "The simulacra of power in Esther Tusquets's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 
 Revista de Estudios Hispánicos 24(1), 1990, pp. 59-75. 



 

 72 

클라라의 생각에는 사랑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모든 것은 기쁨으로 바뀐다. 

따라서 엘리아를 향한 사랑을 그만두는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녀를 더 사랑해서 모든 한계도 넘어버리고 돌아올 방법이 없을 정도로 

사랑해서 사랑이 자기 자신으로 충족될 수 있게, 더 많이 사랑해서 

엘리아가 느끼는 것 혹은 느끼지 않는 것과 ...그녀가 줄 수 있는 것에 ... 

상관 없을 정도로 사랑해서 희망의 너머까지 사랑하는 것에 있다.(117) 

 

하지만『여름 바다』에서 주인공이 클라라의 사랑을 "게임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단념한"140, "사악한 나르시시즘적  게임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것"141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사랑은 외로운 유희』의 서술자는 "이들의 유희와 같은 

종류의 게임은 참가자들이 그 안에서 더 이상과 보상과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종료된다"(148)라고 말한다. 따라서 클라라 역시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아가 사회적 제약이 많은 자신의 삶을 보상받기 위해 사랑의 유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청년 역시 각자의 소외된 삶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게임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의 유희는 제목이 지시하듯 '혼자 하는'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나르시시즘적 각본이 교차하는 곳에서 의도치 않은 협력을 할 뿐이다. 

 리카르도가 사랑의 유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부장제에 적합한 

남성성이다. 이런 목적에 대한 집착은 소외된 학창시절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을 "지적이고 명석하고 다정하고 사랑의 능력을 갖추"었지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28) 사람으로 설명한다. 그는 학창시절 자신보다 "덜 착하고 ... 덜 

지적이고 사랑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지만 "거칠고 난폭하고 하찮은 

남자아이들"(29)에게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140 Esther Tusquets,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 op. cit., p. 162. 
141 Ibíd., p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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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의 사랑도 독차지하는 것을 목격한다. 리카르도는 다른 남자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함을 맹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아이러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뻔뻔한 남자아이들이 거친 손으로 

여자아이들이 치마를 들어 올리는"(46)모습을 보며 폭력적인 현실 세계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러한 계산 속에 그가 학창시절에 벌인 모험과 엘리아에 대한 접근이 

병치된다. 클라라는 리카르도가 학창시절에 일으킨 동성애 스캔들을 이야기하며 

상대방 남자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자 했던 

리카르도의 목적을 들춘다. 그는 일부러 "같은 반 아이 중에 외모, 체력, 집안, 

성격에서 제일가는 아이"(120)에게 접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가장 

못생기고,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없고, 운동도 못 하고, 가장 탐탁스럽지 않은 

아이"(121)가 그런 우월한 존재에게 "완전한 권력"(121)을 휘두르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리카르도는 자신이 계산했던 대로 "악덕과 

선"(122)에서 동시에 제일가는 인물로 인정받게 되지만 동성애 혐오적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학교와 교회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그 관계는 금방 종료되고 만다.  

 엘리아와의 관계는 이러한 스캔들 이후에 리카르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과 지배"(123) 프로젝트의 연장에 

위치한다. 또한 여자를 몰래 염탐하기만 할 뿐 겁이 나서 다가가지 못했던 

리카르도가 자위를 멈추고 이성과의 성 경험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성애 스캔들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 선택이 신중하게 이뤄지는데 리카르도는 엘리아를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위치, 평판, 매력, 재치"(121) 때문에 선택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탐해지는"(111) 엘리아를 정복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는 리카르도에게 현실적 가치를 획득하고 단번에 주류로 거듭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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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와 연결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해 리카르도는 "엘리아를 정말로 

사귀기도 전에 사랑하거나 사랑한다고 믿는다"(121) 

 클라라는 엘리아와의 관계를 통해 불우한 가정에서 도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클라라는 엘리아의 집에 있다가 통금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천국을 떠나 몹시도 싫어하는 일상에 다시 

통합되기"(83)로 표현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방을 "어둡고 추하고 ... 퀘퀘한 

냄새가 나고 ... 부모님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발산하기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논쟁하는 ...소리가 들려오는"(99-100) 곳으로 묘사한다. 클라라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도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클라라를 

사사건건 꾸중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자신이 사 입는 옷보다도 추한 ... 끔찍한 

옷"(83)을 선물하고 백화점에서 "석고상, 불가리아제 재떨이, ... , 죽은 두 마리의 

자고새와 오렌지 한 접시가 그려진 정물화"(83-84)와 같이 조잡한 물건을 

사들이면서 집을 "불쾌하고 추하게"(83)만드는 인물이다. 클라라는 이런 

어머니가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84)고 생각한다.  

 클라라는 이러한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비하여 엘리아와 그녀의 

소유물을 극단적으로 이상화한다. 두 인물의 첫 만남은 클라라가 우울한 

마음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때 이뤄진다. 클라라는 이 상황을 고양이들의 

구원자가 버려진 고양이를 거두는 상황에 비유하면서 엘리아에게 "고양이들의 

작은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또한 클라라는 엘리아가 처음 나타날 때의 

모습을 안데르센의 동화 속 인물인 "눈의 여왕"에 비유한다. 

 

떠돌이 고양이, 비천한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들은 ... 고양이들의 작은 

여왕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 봤을 수도 있다. 고양이들은 어느 오래된 

전설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전설 속에서 어느 날 그들을 고양이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난 고양이들의 작은 여왕이 —동화 속 눈의 

여왕과 너무나도 흡사한 빛나는 눈빛, 미소를 띤 입매, 하얀 피부를 감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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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의 비단같은 머리카락—하얀 마차를 세운 후 문을 열어 그들이 

살그머니 그녀의 옷자락으로 올라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클라라에게도 

꼭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 작은 고양이의 여왕이 없을 때여도 공기 중에 

그녀의 모습, 웃음, 향기, 목소리가 가득 찬 모든 것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안락한 린넨 이불이 덮인 침대가 있는 방, 새장과 화분으로 놓인 넓은 

창문이 있는 방, 불이 켜진 벽난로 앞에 비단 베개들이 바닥과 소파에 

쌓여있는 방, 잘 다듬어진 손톱이 있는 앞발이 푹신하게 잠기는 밝은 빛의 

양탄자와 융단 커튼, 비단 태피스트로 덮인 방으로 데려가졌다.(81-82)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클라라가 자신의 조잡한 집과 대비되는 엘리아의 

호화로운 집과 자신의 어머니와 대비되는 우아한 엘리아에게 도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클라라는 외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엘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대척점에 놓고 그녀를 자신에게 결핍된 모성적 경험의 보충물로 

삼는다. 따라서 클라라는 엘리아를 향해 연인을 향한 감정을 보이면서도 그녀를 

이상적인 어머니로 대하기도 한다. 이는 클라라가 엘리아를  친구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클라라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가장 금발이고 

가장 예쁜"(99) 친구의 집에 하루 묵게 되는데 이날 친구의 어머니는 두 

어린아이를 멋진 욕실에서 함께 씻기고 예쁜 잠옷을 입혀 호화로운 침실에서 

재운다. 클라라는 친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와는 아주 다른 동화 속에 

나오는 좋은 엄마를 닮은"(99) 인물로 기억한다. 그런데 엘리아 역시 클라라를 

"어린아이를 씻기듯이"(101) 목욕시키고 멋진 잠옷을 입인 후 "동화에 나오는 

듯한"(102) 식사를 대접한다. 클라라는 엘리아가 친구의 어머니처럼 "자유롭고 

대담한 분위기"와 "불그스름한 금발머리와 하얀 손"(101)을 가졌다고 말하며 

둘을 동일한 인물처럼 묘사한다. 이처럼 클라라는 엘리아를 '눈의 여왕', 

'고양이들의 작은 여왕', '동화 속의 나오는 좋은 엄마'와 같은 허구의 인물과 

연결시키면서 불우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판타지 속에서 구원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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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엘리아는 리카르도와 클라라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소외 극복의 시나리오 속에 특정한 역할로서 존재한다. 이 

역할 속에서 엘리아는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대체될 수 있는 

기표로서 존재한다. 클라라는 리카르도가 과거의 동성애 스캔들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엘리아를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121) 변형시켰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사랑은 상대가 보유한 사회적 자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클라라에게는 엘리아 이전에 자신의 어머니와 반대항으로서 

친구의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엘리아를 상징으로 대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에게 엘리아는 '사귀기 전부터' 사랑의 

대상이며, '첫 만남'에 눈의 여왕과 같은 구원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두 인물의 

의식 속에서 엘리아는 선험적으로 고정된 존재이며 그녀를 통해 두 인물은 

엘리아라는 타자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망 만을 응시할 뿐이다. 이처럼 

리카르도와 클라라는 자신들이 위치한 적대적인 환경에 맞서 자기도취적 영역을 

건설한다. 이 과정에서 엘리아는 타자성이 지워진 채 '표상'으로 간주된다.  

 

2.2. 나르시시즘적  세계의  균열과  타자에  대한  공포  
 

 리카르도와 클라라에게 사랑의 대상인 엘리아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엘리아가 두 인물에게 표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타자성이 제거된 익숙한 대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관념 속에서 조작된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엘리아의 타자성은 

언제나 이들의 인식의 틀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엘리아가 리카르도와 클라라의 시나리오상에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종종 보일 

때마다 이들은 공포감을 느낀다.  

 본격적으로 성적 유희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아와 리카르도는 같은 

카페에서 몇 차례 만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리카르도는 엘리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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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자신을 성경험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외롭게 지낸 학창 

시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는 엘리아가 허심탄회하게 공허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공포심을 느끼고 자신이 그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대화를 저지한다.  

 

둘 사이에는 여러 번 친밀한 고백들이 있었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과 깊고도 부드러운 상냥함을 가지고 그녀에게 귀 기울 

일지라도, 아무리 지적인고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녀가 말하는 것은 그에게 심오한 공포를 일으켰다—

심지어 대부분은 엘리아 자체에 대한 공포였다—, 도움을 요청하며 곧 울 

것만 같은 길 잃은 소녀의 모습을 한 그녀가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무게와 함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시도하는 짧은 순간 동안 

엄청난 불쾌감이 느껴졌다. 리카르도는  그녀가 등 뒤에다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녀가 마침내 다시 한번 요정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녀를 딱 그 자리에, 그 가장자리에 멈춰 

세웠다. 그러면 그 짐은 더러운 물속으로 고요히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요정의 눈에서 —더 이상 전혀 어린아이의 눈 처럼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제야 엘리아는 웃으면서 

리카르도의 손을 부드럽게 누르며 랭보의 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리카르도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고 ... 거울의 유희 속에서 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조각하며 그린다. 또 쉴 새 없이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비춰보며 그 이미지를 증식시킨다. 리카르도는 엘리아가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 영원히 파괴하고 말로서 더럽히지 못하게 제지한 

것을 그녀 역시 고맙게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 (엘리아와 리카르도 둘 다 

복구된 도자기, 다시 붙여지고 조립된 아름다운 도자기 조각들, ... 얼룩 

자국 같은 것은 참을 수 없다).(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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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클라라는 엘리아와 리카르도와 처음으로 엘리아의 집에서 함께 

조우한 날 공포감에 휩싸인다. 엘리아의 집에서 리카르도를 마주한 적이 없는 

클라라는 그의 존재에서 위험을 감지하는데 이는 리카르도와 엘리아가 그녀를 

자신들의 성적 유희에 참여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클라라가 본격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리카르도가 아니라 엘리아 때문이다. 클라라는 엘리아에게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우울한 지루함도 안달 난 조바심도 아닌 극심한 

무관심"(125)을 감지한다. 그녀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125)를 느끼지만 되려 

자신을 비참한 고양이 신세에서 구해준 엘리아의 곁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며 공포를 무마하려 한다. 하지만 엘리아가 

무신경하게 클라라에게 계속해서 술과 마약을 권하자 "모든 이성적 이유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러운 두려움이 커져간다"(127). 클라라는 엘리아가 

점점 더 '구원자'라는 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자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엘리아에 대한 도취를 유지시키기 위해 스스로 술과 

마약을 들이켠다.  

 

클라라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을 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이나 혹은 반정도 무감각한 상태에 도달하여 그만 느끼고 그만 

생각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악몽의 끝에 다다르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명령하거나 꼬드길 필요도 없어 먼저 

열성적으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피웠다.(127) 

 

 이들의 공포는 자신들의 인식 틀이 유지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나르시시즘의 연장에 위치한다. 세네트에 따르면 자기도취가 공포감과 

연결되는 이유를 나르시시즘적 장애의 핵심인 타자성의 소멸에서 찾을 수 있다. 

나르시시즘에서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소멸하는데, 이는 자아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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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 이나 이질적인 것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42  이러한 세네트의 통찰은 프로이트의 

'운하임리히'와 연결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완벽하게 친숙하고 편안한 상태가 

어느 순간 전혀 친밀하지 않고 낯선 상태로 변할 때 일어나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감정을 기괴한 것(운하임리히)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포의 느낌은 

친숙함(하임리히) 속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표면화되면서 돌연하게 생겨난다고 

한다." 143  리카르도와 클라라가 자신들의 의식 속에 표상으로 환원시킨 

동일자로서의 엘리아가 하임리히라면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설명될 수 없기에 

억압되는 엘리아의 타자성은 운하임리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인물과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인 엘리아도 공포의 

감정을 느낄까? 엘리아의 집에서 모인 세 인물의 하루는 술과 마약에 힘입어 

난폭한 성행위로 마무리되고 만다.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난 엘리아는 옆에 

누워있는 리카르도와 달리 클라라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녀의 

머리 속에는 심지어 리카르도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켜보던 클라라가 

겁에 질려 벌거벗은 채로 테라스에서 뛰어내리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엘리아는 헷갈릴 수 없는 불쾌한 감정,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혹은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느낌, 깨어날 때 종종 그녀를 

습격하는 두려움, 초조함 혹은 고통에 대한 지각과 함께 잠에서 깼다. 공포 

혹은 불쾌함, 슬픔이나 공포나 불쾌함의 원인을 알아차리기 전에 걸리는 

수초의 시간이 걸린곤 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아는 찌르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 마냥 바로 기억해 낸다. — "그런데 클라라는? 클라라는 어디 

                                                        
142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W.W.Norton, 1992, pp. 333-336. 
143 로즈 매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서울: 문학동네, 
2001,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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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 그러는 사이에 현기증을 일으키는 이미지들이 연속으로 

떠오른다.(142) 

 

기억 속의 장면이라고 믿는 장면들보다 훨씬 끔찍한 클라라의 이미지, 

그녀는 치자나무 화분과 겁에 질려 고요해진 카나리아 새장 사이에 

벌거벗은 채로 석조 난간 위에 올라가 있다, 클라라는 공포스러운 비명과 

함께 혹은 그 보다 더 끔찍한 침묵과 함께 도망가려고 하다가 허공으로 

떨어지는 고양이의 가여운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몸을 던진다.(144) 

 

하지만 엘리아는 정말로 클라라가 뛰어내렸다면 리카르도가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머리 속의 이미지를 정신 나간 환상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것이 기억일 리가 없다, 기껏해야 어떤 예감, 정신 나간 환상, 

그녀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망령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테라스 밑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리카르도는 여기서 이처럼 태평스럽게 머무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143)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엘리아가 자신의 망상의 원인으로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동시에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아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망상을 "죄책감과 공포의 산물"(144)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느끼는 두 

감정의 상관성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개입되면서 

엘리아가 느끼는 두려움은 리카르도와 클라라가 느끼는 공포와는 변별성을 

갖는다. 두 인물의 공포가 인식의 틀에 균열이 가해지면서 찾아오는 존재론적인 

것이라면 엘리아의 공포는 타자와 관련된 책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엘리아가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엘리아의 유희를 

더욱더 비관적으로 만드는 요소 이기도하다. 왜냐하면 리카르도와 클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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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적 구조라 하더라도 사랑을 통한 존재의 고양에 희망을 걸고 있는 

한편 엘리아에게 사랑의 유희는 자신의 존재와 분리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아는 안락하지만 질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무료한 부르주아의 

삶 속에 갇혀있다.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 엘리아에게 사랑의 유희는 

예상을 벗어날수록 재미있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아의 

놀이는 손택이 설명하는 초현실주의와 닮아있다. 손택은 초현실주의가 아늑한 

밀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부르주아지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기는 

기표의 놀이라고 말한다.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표들은 더욱 

장난스러워지고 규칙은 위반되야하기 때문에 '재봉틀과 우산' 144의 병치라는 

부조화의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145 "영국산 담배 향이나 코롱 향을 풍기는 

노련하고 큰 키에 금발인 애인의 나무랄 데 없는 몸"에 익숙한 엘리아가 

리카르도의 "부실하고 서툰 데다가 털 없이 매끈하고 마른 몸 "(68)에서 이색적인 

즐거움을 느꼈던 것 역시 기표의 놀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엘리아에게 유희의 즐거움은 규칙의 위반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다른 두 인물이 

고정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의 유희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고정된 규칙을 가진 게임이 아니다 — 혹은 그런 규칙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규칙이 생길 때마다 게임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 

게임 안에서는 평범한 말은 의미를 잃는다, 이것은 언제나 무엇이 더 

나을지 나쁠지 예측할 수 없는 열린 게임이다, 짐작과 직감에 의해서만 

게임이 진행될 뿐이다, 그러므로 반복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76) 

 

                                                        
144 초현실주의자들이 슬로건으로 삼았던 구절로서 프랑스 시인 로트레아몽의 작품  
<말도로르의 노래 Les Chants de Maldoror >(1987)에  등장한다. 
145 수잔 손택, 『사진에 관하여』, 이재원 옮김, 서울: 문학동네, 2005,  pp.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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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규칙의 위반과 부조화는 현실과의 거리가 

담보되는 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만큼 무력하다. 146  몰리나리오가 

지적하는 대로 세 인물 중 엘리아 만이 그들의 사랑의 유희가 완전한 가상일 뿐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147 따라서 클라라의 이탈로 

인한 유희의 균열이 엘리아에게 존재론적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2.3. 타자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  
 

 반면에 클라라의 이탈은 엘리아에게 죄책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엘리아는 리카르도로부터 클라라의 신변이 무사함을 확인받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클라라의 심적 고통이다. 엘리아는 자신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클라라가 자신에게 실망한 후에 절망하고 있을 것이라 염려한다.  

 

... 이쯤 됐으면 클라라는 이미 고양이들의 천국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옥에 관한 믿음은 건재할 것이다. 

그 지옥이란 죽음의 얇은 장막으로 구분된 후 죽음 저편에 그녀를 

안치시키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욕망의 죽음을 포함하는 완벽한 결핍의 

상태에서 믿음을 잃은, 희망하기를 멈춘, 더 나쁘게는 불가능한 천국을 

고대하기를 멈춘 떠돌이 고양이들의 지옥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옥을 

지금 클라라가 발견하고 있을 것이라 엘리아는 생각한다.(144)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아가 자신이 나르시시즘적 만족을 추구하는 

와중에 클라라에게 가해진 정신적 충격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클라라가 가지고 있는 환상은 그녀 스스로 엘리아를 왜곡하기 위해 

                                                        
146 장문정,  「포르노그래피, 지워진 타자의 시선」,  『대동철학』62, 2013, p. 71. 
147 Nina L. Molinario,  "The simulacra of power in Esther Tusquets's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 op. cit.,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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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도구라는 점에서 일견 클라라의 정신적 충격은 온전히 클라라 자신의 

몫이라 볼 수도 있다.  

 클라라의 절망에 대한 엘리아의 지분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과는 별개로 

엘리아의 죄책감 속에서는 우리는 클라라를 향한 책임감을 발견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윤리학을 제 1 철학의 지위로 제시하는데148 그에게 윤리란 타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때 주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자를 표상으로 만들어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작업을 멈추고 그를 나의 나의 욕구가 관여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조우한다. 

낯선 곳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 동일자 논리, 자기 자신과의 결합관계에서 

벗어나는 공간이다.149 이 공간에서 주체가 타자의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결국 

책임이다. 이때 주체는 타자를 대신하여 희생되고 고통받는 경험을 통해 나의 

동일성의 경계를 폭파하고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이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자아 중심성이 극복된 성질의 것이다. 150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엘리아의 죄책감 속에는 그녀가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있다.  

 그런데 레비나스가 타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존재의 자기보존 욕구’ 즉 

코나투스(conatus) 151 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엘리아는 다시 

나르시시즘적 욕구에 굴복하고 만다. 엘리아가 클라라를 책임지고자 한다면 

성적 쾌락을 위해 클라라를 삼자의 유희에 개입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엘리아는 리카르도를 

배제하기보다 클라라를 설득하여 삼자의 유희를 지속시킬 마음을 먹는다. 

왜냐하면 엘리아는 자신을 통해 환상의 세계의 머물고자 하는 클라라의 
                                                        
148 Emmanuel Levinas, "Ethics as first philosophy", Philosophy of Communication. Cambrigde: 
The MIT Press, 2012, pp. 407-417. 
149  이동수,「지구시민의 윤리: 큉과 레비나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20(1), 2012,  p. 87. 
150엠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와 다르게』, op. cit., pp. 215-218. 
151 Ibíd.,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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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적 욕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리카르도의 개입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그녀가 자신의 설득에 응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아는 클라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존재론적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관성처럼 성적 유희를 통해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리카르도와 클라라가 가진 환상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자 한다.  

 

추악하기도 하고 허무할 수도 있는 무언가가 엘리아를 때때로 권태와 

괴로움에서, 죽음과 늙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킨다. 이 무언가는 

애인들, 자식들, 남편의 눈과 거울에 비친 인정할 수 없는 그녀의 이미지를, 

엘리아를 날조해내는 두 청년들의 눈 속에 담긴 ...강렬하고 미화된 

이미지로 치환시킴으로써 그녀가 그 끔찍한 이미지와 한번 더 맞서야 하는 

순간을 지연시킨다.(148) 

 

이처럼 투스케스의 두 번째 소설은 엘리아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즘 극복 

가능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등장인물 모두가 나르시시즘에 고착되면서 

삼부작 중 가장 우울한 세계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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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마지막  조난  후  좌초』  

: 나르시시즘적  환상의  극복과  타자의  도래  
 

 1980년에 출간된 『마지막 조난 후 좌초』은  투스케스의 바다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역시나 앞의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성격이 

비슷하거나 이름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세 번째 작품에서 주인공은 

앞선 두 소설 속의 우울한 주인공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세계관을 포용하며 

희망적인 삶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평범한 부르주아의 삶을 영위하던 사십 대 초반의 시인인 

엘리아와 부부인 에바와 파블로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 그리고 이에 맞선 

등장인물의 대응을 조명한다. 이들은 대학시절부터 알고 있는 오래된 친구들로 

엘리아의 남편인 호르헤와 함께 두 부부가 함께 수년 동안 "정상적이고, 때때로 

지루할 정도로 진지하기도 하지만 탁월하고 꽤 괜찮은 어른"으로 살아왔다. 또한 

이들은 함께 모여 "직업, 정치, 돈, 아이들의 교육, 새 차 구매, 집 보수, 해외 

뉴스, ..., 마시기 좋은 프랑스 와인의 온도"152(144)에 대해 이야기하던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하지만 호르헤가 갑작스럽게 엘리아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이들의 

인생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다.  

 호르헤가 떠난 후 엘리아는 에바와 파블로와 매년 여름을 함께 보내던 

해변의 별장으로 피신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한 채 절망에 

빠진 상태로 그들의 곁에 머문다. 설상가상으로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는 에바와 

파블로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엘리아와 달리 

외향적이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호사인 에바는 시골 마을에서 

                                                        
152 Esther Tusquets, Varada tras el último naufragio, Barcelona: Anagrama. 1998. p.144. 
『마지막 조난』의 본문 인용은 해당 판본을 이용할 것이며 3장 내에서 인용할 때는 
페이지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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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에게 학대받던 클라라를 구출하여 여름 별장으로 데려온다. 이때부터 

파블로는 자신과 가정보다는 다른 일에 더 시간을 쓰는 에바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자신이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108) 살아왔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했던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에 침울함에 빠진다. 결국 그는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바라보는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여성과 

불륜을 시작한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바에게도 역시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 "강한 여성"(130), "절대 실패하지 않는"(138) 

사람으로 불리며 능력을 인정받는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당당함 뒤에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랑받고자 하는 의도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블로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했으므로 그가 자신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모든 자존감이 파괴된 

상태가 된다. 

 이처럼 배우자의 배신과 중년의 위기로 등장인물들의 일상적인 삶은 

파괴되고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세 

인물이 여름 별장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있지만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뿐 

서로의 고통에 대해 전혀 공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의 불만족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듯이 개인적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사로 잡혀 시야에서 세상을 지워 버렸다.(111)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자신만의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을 한 것인가, 

혹은 어쩌다가 아무도 이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고 ... 믿게 만드는 유아적인 발상을 이제 



 

 87 

그만두라고, 고칠 때도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걸까, 또는 왜 그들 스스로 

자기의 상처에 해를 입힐 정도로 생채기를 개걸스레 핥으면서 자신의 

배꼽만을 바라보는 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구원이나 치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127) 

 

위의 인용문에는 등장인물들이 나르시시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자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소설 속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의 

관점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개별 인물들의 고통이 각자의 

나르시시즘적 집착에서 유래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된다. 예컨대 엘리아는 

자신의 남편인 호르헤를 침울하게 살아온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영웅이라고 미화하지만 파블로와 에바의 기억에 따르면 호르헤는 자신이 마치 

"세계의 제왕"이나 "지친 전사"(118)라도 되는 양 잘난 척과 우울한 척을 하는 

인물일 뿐이다. 게다가 호르헤를 만나기 전에도 엘리아는 슬프기만 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호르헤에 대한 엘리아의 인식은 절대적이라기보다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가깝다는 것이 폭로된다. 또한 파블로는 자신을 고독한 중년의 남자로 

여기며 쓸쓸해 하지만 엘리아의 눈에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황무지의 늑대, 

치료가 필요한 전사"로 여기듯이 파블로 역시 "말 수가 적은 외로운 늑대"(75) 

역할을 자처하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처럼『마지막 

조난』에도 우리가 앞에 분석했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들어낸 관념 

속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인물들의 성격, 관계와 작품 속 표현 역시 앞의 작품들과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엘리아와 호르헤 부부는 『여름 바다』의 주인공과 그녀의 첫 남자 

친구였던 동명의 호르헤를 상기시킨다. 각각의 관계에서 여성 인물은 자신의 

연인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극단적으로 이상화한다. 또한 그 연인에 의해 

버려졌을 때 자신의 인생을 죽음과 같은 상태로 표현한다. 호르헤와 파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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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둘 다 자신의 이미지로 고독함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모습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독한 모습을 사랑했던 

『여름 바다』 속 주인공의 아버지와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클라라는 자신을 

구출해준 에바를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로 여기면서도 레즈비언적 욕망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는 『사랑은 외로운 유희』의 클라라가 엘리아를 

모성과 연관 지으면서도 레즈비언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연상의 여인을 '고양이의 여왕'으로 부르며 

자신을 버려진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여름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에 실패한 인물인 클라라와 엘리아는 '인어공주'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작품에서 유일하게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은 엘리아이다. 그녀는 소설의 대부분에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호소한다. 하지만 친구 부부의 위기, 동네 술집에서 낯선 남성과의 만남, 

정신과 상담, 아들인 다니엘과 대화를 거치면서 점점 우울감에서 치유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나는 기쁘다"(271)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선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우울한 삶에 

머무는 것과 달리 달리 『마지막 조난』은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유형의 인물보다는, 

성격의 변화를 이뤄내는 엘리아에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심리 상태의 

변화에 나르시시즘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어떻게 우울감과 나르시시즘이 함께 

극복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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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을  통한  나르시시즘적  환상의  극복   

1.1. 낭만적  사랑: 엘리아의  나르시시즘적  환상  

 

 1 장에서 살펴봤듯이 한 개인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이라는 것은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이러한 

매개체는 주체와 타자 사이에 개입되는데 타자가 매개체를 통과할 때 그는 

제 3의 용어로 해석되고 주체의 선험적 인식의 틀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엘리아가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은 무엇이었을까?  호르헤는 엘리아를 

떠나면서 "우리는 남은 생을 계속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놀이를 하면서 살 수 

없어"(59)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엘리아가 호르헤에게 투사시킨 

나르시시즘적 환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12세기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정교사와 20 세 연하의 학생과의 스캔들의 

주인공으로서 이들은 나중에 각자 수도사와 수녀가 된 이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절절한 사랑을 표현했다.153 즉 이들은 중세의 대표적인 낭만적 사랑 

이갸기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아가 호르헤를 낭만적 사랑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으로 규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엘리아는 호르헤의 

변심에 괴로워하다가 후에 자신이 호르헤를 사랑한 방식이 "그를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었을 것"(256)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여기서 버려진 엘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떠난 호르헤가 나르시시즘적 동일자 논리의 희생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엘리아의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미겔(Miguel)이 내린 진단은 그녀의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이 호르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53  한정숙, 「자유로운 사랑의 법열과 그 비극을 온전히 책임지다: 엘로이즈」, 
『인문논총』5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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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처럼 행동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당신들은 세상을 당신들의 

사랑의 중심으로 변화시키지, 그래서 사랑이 끝날 때 —사랑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호르헤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기 때문이지. 그는 아마 약간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 혼자 혹은 둘이 함께 지어낸 피로하게 

만드는, 지나친, 낭만적인 사랑에 조금 혹은 무척 피곤을 느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이 당신들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 결혼이 깨졌다는 것, 그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 왜냐하면 "내 

외로움은 당신으로부터 두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와 같은 바보 같은 

소리나 아벨라르나 엘로이즈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랑의 방식도 

존재하거든—그래서 사랑이 끝날 때 또는 당신이 사랑이 끝났다고 믿을 때 

사랑과 함께 세상을 잃고 말지(172) 

 

미겔에 따르면 엘리아는 자신이 상정한 '낭만적'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그 사랑의 중심에 세상을 위치시킨다. 이에 따라 그녀는 

사랑의 상실을 세상의 상실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엘리아가 사랑의 이름 아래 세상을 조직한다는 점은 그녀의 직업인 시를 

창작하는 것의 이유와 아들인 다니엘이 그녀에게 의미하는 바에서도 드러난다.  

 

비록 아무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알게 된 날부터, 오직 그를 위해 

시를 쓴다, 호르헤가 그것을 읽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 그것은 그에게 

당도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이다, 호르헤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 호르헤가 

그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엘리아는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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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마냥, 혹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공물을 바친 후 과연 신이 

공물에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초조하게 자문하는 신자들처럼 

호르헤의 의견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98)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는 엘리아가 호르헤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호르헤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엘리아의 머리 속에서 호르헤라는 인물을 상상함으로써 

이뤄진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아는 호르헤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에게 재물로서 시를 바친다. 이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미겔이 진단한 대로 엘리아가 "피로하게 만드는, 지나친, 낭만적인 

사랑"(172)에 호르헤를 가둬놓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설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로서의 엘리아의 면모는 부각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모성과 아들 다니엘에 대해 처음부터 매우 건조하게 

서술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부끄러움" 느낄 뿐만 아니라 "오랜 임신 기간 지난 후에도 모성이란 예상치 못한 

것이며 멀게만"(15) 느껴진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호르헤 때문에 낙심해하고 

있는 엘리아는 마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107) 시간을 보낼 뿐이다. 

이처럼 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애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엘리아에게 

다니엘은 호르헤와 관련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내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너를 생각한 적이 없어 아마도 

호르헤의 연장으로 여겼지 확실한 건 나의 글쓰기처럼 너 역시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어.154 (262) 

 

                                                        
154 스페인어 원문이 구두점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번역했다.  



 

 92 

이처럼 다니엘은 엘리아에게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호르헤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호르헤가 인생의 지평에서 사라지면서 

다니엘에 대한 관심 역시 사라진다. 

 

1.2. 무(無)와  노동: 죽음의  공포에  맞선  엘리아의  환상  

  

 그런데 왜 엘리아는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환상에 이다지 집착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호르헤를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에 휩싸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다.  

 

그를 알기 전에는 내가 결국 죽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죽는다는 것의 

두려움 잠시 후에 무슨 일어날 지 불확실하다는 것의 두려움에 대한 

방어처럼 엑소시즘처럼 글을 쓰곤 했다 ... 현실이란 그것을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으로 보였다 어떤 인간이라도 그것을 훌륭하게 

짊어지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했다.(256) 

 

나에게 최악의 일, 제정신과 나 자신 사이에 도취나 광기의 가림막을 

세우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일은 사람들 혹은 아이들 혹은 동물들이 ... 

그리고 어른들 까지 절대적으로 무력하게 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는 도대체 

버틸 수 없는 그 아연실색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다는 것이다.(253) 

 

이처럼 엘리아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죽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부조리한 

삶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취나 광기, 글쓰기를 현실과 자신 사이에 

세워두었음을 밝힌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존주의자들이 

부조리라고 지칭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실존주의에서 부조리란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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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인생의 무의미와 죽음 등을 의미한다. 155 

실존주의자들은 부조리의 경험을 "던져짐(Geworfenheit)" 156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수동적인 존재 상태에 처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강조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부조리의 상황을 '무(無)'라고 지칭하는데 그는 "불안을 무의 경험으로 

보았다." 157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레비나스의 논의 속에서도 

드러난다. 크리스테바의 주체가 세계와 '나'의 경계선을 확립할 때 탄생하는 것 

처럼, 158  레비나스의 주체 역시 타인과 사물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 

나타난다.159 이러한 주체는 "빛과 이성"이라고 불리는 인식 과정을 통해 세계에 

대한 자기 동일화를 수행한다. '나'의 인식을 통과한 대상들은 "마치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이며, "낯설음이란 전혀 없"는 친숙한 것으로 드러난다160. 하지만 

삶 속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규정성,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체험하는데 이때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며161,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162 또한 레비나스는 인식할 수 

없음(미지성), 어쩔 수 없음(불가능성)과 같은 성질을 통해 우리를 수동성에 

처하게 하는 것을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무(無)라고 칭하며 죽음을 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163 이처럼 실존주의자와 레비나스의 논의를 참고했을 

때 엘리아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무를 마주하고 고통을 감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을 쓰고 사랑의 신화를 내세우는 이유는 

                                                        
155 이서규, 「카뮈의 부조리철학에 대한 고찰」,『철학논집』35, 2013. p.140. 
156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39. 
157 Ibíd., p.45 
158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op. cit., p. 91.  
159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129.  
160 Ibíd., pp. 66-67 
161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 경제론」, 『문학과 사회』8(4), 1995, p. 1536. 
162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75. 
163 Ibíd., 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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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나스의 '노동'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계를 

거머쥐고 그것의 익명성, 미지성, 불가능성을 벗겨낸 후 사물로서 분명한 의미와 

기능을 부여한다. 이때 외부세계는 타자성을 상실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물로 

전환되며 내가 주제하는 전체성 속의 구성요소로 전환된다. 주체는 이 과정에서 

자기긍정과 독립성을 실현한다. 164   또한 인간의 지적 노력도 노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식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소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은 현실에 대한 힘으로 작용한다. 지적 노력이나 인식 역시 노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자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물을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165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아가 낭만적 사랑으로 세상을 독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아론적이고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세상을 종속시켜서 부조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그녀에게는 사랑이 

세상의 일부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랑의 일부로 종속된다. 또한 호르헤를 향해 

시를 쓰는 행위는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환상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뜻하므로 

엘리아가 부단히 부조리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지적 '노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엘리아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을 통해 부조리, 죽음과 

같은 '어쩔 수 없음'의 대상을 통제하려고 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밤에 깜짝 놀라 깨어날 때 죽음에 대한 기초적인 

두려움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가 결국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잊게 해주는 우리를 너무나도 집착하게 만들어 

아프게까지 하고 우리에게 죽음의 확실성을 지워버리는 어떤 구실을 

우리와 죽음 사이에 세우는 일 밖에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부, 

                                                        
164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 경제론」, op. cit., p. 1544. 
165 Ibíd., pp. 154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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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함,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처럼 돈, 명예, 

명성에 대한 욕망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고귀하고 

관대하고 인도주의적 이상들을 세우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그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 사이에 자살을 세운다 ...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문학을 세웠다 왜냐하면 나의 빈궁속에는 그것 말고는 더 좋고 더 단단한 

바리케이드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극빈의 처지로부터 

문학을 치우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했다. (261-262) 

 

위의 인용문에서 엘리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공포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명예, 명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한다면 자신은 문학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무마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호르헤가 떠나고 낭만적 사랑의 환상이 파괴되자 엘리아는 다시 

호르헤를 만나기 전과 같이 "터무니없는 슬픔에 휩싸인"(220) 상태로 돌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난파한다.  

 

1.3. 사건과  동일자  세계의  중단  
 

 낭만적 사랑은 붕괴하지만 이는 엘리아를 유아론에서 해방시켜 타자적 

경험으로 인도한다. 레비나스는 동일자의 세계를 중단시키고 기존과는 다른 

존재 방식이 도입되는 상황을 '사건'이라 칭한다. "최소한 <미리 (a priori)> 짐작해 

볼 수도 없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최소한의 계획도 세울 수 

없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다" 166   우리는 작품 속에서 

엘리아에게 불시에 덮친 '사건'인 호르헤의 변심이 엘리아를 낯선 경험으로 

이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낯선 경험들은 엘리아에게 또 다른 

사건으로 작용한다. 

                                                        
166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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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헤가 떠난 후 엘리아는 자신의 환상의 잔재를 떠돌며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엘리아는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추방된"(43, 157)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직도 스스로 꾸며낸 낭만적 사랑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호르헤는 떠났지만 그녀의 세계관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호르헤에 관해 함구 중인 엘리아는 에바와 파블로로부터 고백의 압박을 

느끼자 여름 별장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기분전환을 하려 동네를 산책해도 

호르헤의 기억이 엄습하자 더 큰 괴로움을 느낀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엘리아는  스스로 낯선 곳에 자신을 피신시킨다. 그 장소는 동네에 있는 

유일한 술집으로 그곳에서 엘리아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183).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호르헤가 좋아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좋아한다고 

여겨왔던" 엘리아가 "호르헤가 좋아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럽고 사람이 많고 

음악 소리가 시끄럽기"(112)때문에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장소에 홀로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엘리아의 노력은 그녀를 

조금씩 호르헤와 관련 없는 낯선 경험으로 이끈다.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엘리아는 최근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 반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삶을 환상으로 뒤덮었으며 

호르헤와의 사랑을 왕자가 공주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만드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처음으로 엘리아는 몽상과 그리움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고집스럽게 

삶과 현실을 조작하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마주할 재능이 없는 자신이 

유일하게 인생에서 성취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돌이켜 보니 결국 

실패한 일은 프린스 차밍이 정글로 들어가 습하고 끈적거리는 초목을 뚫고 

수년간 잠들어있는 못생기고 어리석은 공주를 깨워고 백마에 태워 현실과 

감시탑의 세계를 향해 데려가게 만드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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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했다, 무언가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환상, 몽상의 심연에서 

잃어버린 또 다른 꿈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도 그녀를 

찾으러 오지도, 입맞춤으로 깨우지도 않았으며 프린스 차밍과 그의 백마는 

어리석은 동화 속의 세상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엘리아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어리석고 

말도 없는 공주를 앞에 두고 왕자가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니?"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14) 

 

이러한 성찰에 이르자 엘리아는 오히려 자신의 슬픔이 "더 견딜만하고 

따뜻해지는"(114) 것을 느끼면서 흐느끼기 시작한다.  

 엘리아가 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는 익명의 남성 역시 그녀의 성격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울고 있는 엘리아에게 다가온 이 남성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이는 목소리로 위로를 해준다. 처음에 

엘리아는 이 남성에게서 호르헤와 닮은 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그 

남자의 목소리, 향기가 호르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호르헤와 비슷한 

몸짓으로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한다. 엘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낯선 남성을 

호르헤와 동일시하여 그의 대체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엘리아가 "처음부터 그 남자가 호르헤와 얼마나 닮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지 않다"(115)라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술집에서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엘리아는 그 남자는 호르헤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호르헤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엘리아는 그 남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에는 실패하지만 결국 그가 호르헤의 

가녀린 손과 달리 단단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술집을 

다시 찾아 호르헤와의 일을 반추하면서 몽상이 아니라 몽상이 사라진 삶을 사는 

것이 더 진실한 것임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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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말은 옳지 않아, 우리는 삶과 꿈꾸기 

중에 선택을 내려야만 해, 그리고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몽상들을 죄다 

없애버리는 것과 "호르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 들는 게 

필요해 (154) 

 

이 순간 엘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익명의 남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 

엘리아는 그의 목소리가 "호르헤의 목소리가 전혀 닮지 않는 약간 외국인 느낌이 

있는"(154)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처럼 엘리아는 익명의 남자에게서 

호르헤의 그늘을 지우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또한 엘리아가 호르헤를 자신의 낭만적 사랑의 각본 속에서 설명하고 

파악했던 것과 달리, 익명의 남자는 엘리아에게 쉽게 파악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다. 레비나스는 "사귐이란 앎을 통하지 않고"167, "관계란 타자성을 

중립화하지 않고 타자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거나 우리가 되는 대상이 아니다"168라고 말한다. 앎이란 지적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자를 자신의 인식 구조에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수수께끼같은 익명의 남자는 엘리아의 환상 외부에서 자신의 

타자성을 유지한다. 

 또한 남자는 엘리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알리는 것에 

무관심하다. 그는 그저 엘리아의 곁에 머물 뿐이다. 술집이나 밤거리의 어두움 

속에서 조우하는 그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엘리아가 그의 

얼굴과 눈을 제대로 보려고 해도 그는 엘리아를 꼭 안아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어깨에 숨긴다"(155). 또한 엘리아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 역시 그녀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앎의 공백이 존재한다"(185). 하지만 

                                                        
167 엠마누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op. cit., p. 75. 
168 Ibíd., p. 84. 



 

 99 

서로에 대한 무지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엘리아를 계속해서 자신의 

선험적 관념이 머물지 않는 낯선 곳으로 인도한다. 엘리아는 자신을 꼭 안은 

남자의 몸에서 놀라움을 느낀다. 

 

엘리아는 그의 단단한 몸과 우락부락한 근육에 놀란다, 그 몸은 책 속에서 

일하고 기껏해야 일요일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르고 가늘며 

부드러운 ... 몸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음을 

터트린다 ... 남자는 다시 "왜 웃는 거예요?"라고 묻는다, 엘리아는 그에게 

무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맵시 없고 서툰 지식인의 마른 몸, 가녀리고 부드럽고 새의 깃털 마냥 

부드러운 솜털로 덮인 ... 몸을 사랑해왔다고, 또 골프장이나 테니스 

코트에서 혹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요트를 운전하며 강해졌다고는 볼 

수 없는 남자의 튼튼하고 털 많고 땀냄새 나는 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 고개를 저으며 침묵한다 (155-156) 

 
엘리아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호르헤의 마른 몸이 아니라 책을 읽고 

취미로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단하고 거친 남자의 

몸을 느낀 후에 웃음을 터트린다. 이 웃음은 남자에 대한 경멸이라기보다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대한 아이러니한 웃음이다. 그녀는 호르헤라는 인물을 

재료로 삼아 부르주아의 삶 안에서 낭만적 사랑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지금 낯설고 투박한 몸의 침입을 마주하여 자신의 선험적 환상의 한계와 결함, 

그것을 절대화하여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 시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익명의 남자는 엘리아에게 나르시시즘적 환상을 

중단시키고 타자성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으로서 작용한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 대한 엘리아의 집착이 약화되어가긴 하지만 

그것이 한 번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미겔과 상담 중에 그녀는 "그 낯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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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호르헤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자 고통이 멎고 안정감이 찾아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호르헤 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라고 

말하며 다시 퇴행적인 반응을 보인다. 미겔은 엘리아에게 있어 사랑의 감정과 

성욕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녀가 호르헤와 함께 성욕마저 사라진 것처럼 

굴고 있다고 지적한다. 엘리아는 그 말에 수긍하며 자신은 "호르헤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섹스는 상상할 수 없다"(176)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된 엘리아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남자의 얼굴은 "슬프고 고독해 보였으며 ... 겁과 비통함"(155)마저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엘리아는 이에 자신이 낯선 남자에게서 호르헤를 

발견하려 애썼던 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해변에 뻣뻣하게 

누워있는 엘리아의 몸 위에서 익명의 남자가 절망적이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자 엘리아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엘리아의 침실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로써 엘리아는 미겔에게 

주장했던 사랑과 섹스의 결합을 깨고 낭만적 사랑의 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르시시즘 너머의 행동을 실천한 것이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엘리아의 행동은 '얼굴로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얼굴이란 규정될 수 없는 것, 지각될 수 

없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이며 나를 동일자 논리의 너머로 이끄는 것이다.169 

따라서 얼굴이 나타날 때 내가 그에게 부여하는 동일자의 논리보다 타인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얼굴은 우리와 동등하지 않고 우리에게 

우선하는 존재이며 또한 윤리적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70 이처럼 

얼굴이 명령을 내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이 상처받을 수 

있고, 저항하지 않는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71  

                                                        
169 엠마누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op. cit., pp. 110-111. 
170 Ibíd., pp.  109- 114. 
171 강영안, 『타인의 얼굴』, op. cit.,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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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타자로서 높음과 비천함의 차원에  스스로 처해있다. 영광스러운 

비천함. 타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동시에 나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172 

 

이처럼 곤궁하고 무력한 타인을 마주하여 주체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추구해온 

자유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 주체는 곤궁에 처한 타인에 대한 책무를 

짊어지게 되는데 이때 동일자의 논리와 나의 자유는 중단된다.173  

 엘리아는 '슬프고 고독한' 얼굴로 나타나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자유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호르헤를 발견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는 그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는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때 이 남자의 곤궁한 처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엘리아는 '호르헤-사랑-섹스'라는 

자신이 고집하는 원칙을 깨고 남자를 자신의 침실에 초대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아가 나르시시즘적 환상에서 탈피하여 타자를 포섭한 주체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엘리아는 남자와 성관계 중에 또다시 웃음을 터트리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189)기 때문이다. 또한 침대에 누워 

조금 전 해변에서 남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반추하기 시작한다. 

  

엘리아의 마음은 안정되어갔고 괴로움도 사라졌다, 심지어 침대에 자기 몸 

말고도 다른 살아있는 몸이 옆에 같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다, 혼자 잠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마음이 누그러진 채 잠에 들지 

                                                        
172 Emna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op. cit., p. 251. 
173 강영안, 『타인의 얼굴』, op. cit.,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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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엘리아는 몇 시간 전에 해변에서 시작한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혼란스러워져 사랑에 대해 자문한다 ... 

스스로의 급박한 사랑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놓인 

미친 환상의 정신착란적 구조물, 이 구조물은 단단하지고 않고 거의 

근거도 없고 어른들의 심각함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성적 사유에 반하여—우리 모두를 오래 지속되는 

끔찍한 고통으로, 평생 동안 아픈 치유할 수는 상처로 운반하여 우리가 

상식과 존엄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를 황홀경의 경지에 올려놓고 ... 우리가 경이롭고 영원한 

현실을 건설하도록 만들게도 지옥으로 추락했다가 천국으로 다시 

솟아나도록  무엇보다도 이 구조물은 우리가 자연, 성애, 본능이라고 

부르는 통제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신비로운 

통로를 통해 비밀스럽게 연결된 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190-

191) 

 

엘리아는 15 년 전에 호르헤와 자신이 처음 만날 날 "평생, 남은 생의 

매일을"(187)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때 서로에 대해 알았던 

것이 무엇일까?"(188)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낭만적 사랑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것'과 '환상'에 기반을 둔  

취약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점점 그것과 거리를 취하기 시작한다.  

 

2. 타자의  도래와  우울증의  극복   

 

 호르헤의 떠남과 낯선 남자와의 만남과 같은 사건을 통해 낭만적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엘리아의 나르시시즘적 세계는 중단된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동일자 논리에서 벗어나 아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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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아들은 엘리아의 관념 속에 갇히지 않고 고유한 타자성을 유지한다. 

또한 타자성의 도래와 함께 엘리아는 우울증을 극복한다.  

 소설 속에서 엘리아와 아들인 다니엘의 만남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엘리아는 여름 방학 동안 캠프에 참여 중인 다니엘을 찾아가 호르헤와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엘리아는 자연스레 다니엘은 호르헤와 함께 남고 자신이 

집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니엘이 엘리아와 살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가 다니엘을 이토록 쉽게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를 호르헤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엘리아는 속으로 "집, 가구, 친구, 함께 살아온 삶처럼 다니엘도 호르헤에게 

속하고, 호르헤에 의거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곤 했다"(220)라고 고백한다. 반면에 

다니엘은 "자기 엄마랑 살고 싶은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219)라고 넉살 

좋게 되묻는다.  

 소설의 마지막 스물두 페이지는 다니엘을 대상으로 한 엘리아의 

독백으로 채워져 있다. 이 부분에서 엘리아는 호르헤를 만나기 전과 후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개괄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한 자신의 삶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드러나는 엘리아의 삶의 전망에 관해서 

지금까지 페미니즘 비평가들에 의한 비판이 있어왔다. 엘리아가 결국 남편에서 

벗어나 아들이라는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아가 각각 호르헤와 다니엘과 맺는 관계는 호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 관계의 비교를 통해 둘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동시에 엘리아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2.1. 현재에서  미래로  
 

 레비나스는 타자의 본질을 이질성으로 규정하는데 이 개념은 시간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동일자의 시간으로서 동일자가 소유, 지배, 이용할 수 있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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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의 시간이다. 반면에 미래는 현재 안에서는 그 등가물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174  현재와는 반대되는 '할 수 없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타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동일자는 미래를 붙잡거나 가지거나 알 수 없다. 

"미래는 절대적으로 다르고,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175으로 남아있다.  

 호르헤와의 관계에서 있어 엘리아에게 현재가 아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시간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화한다. 이러한 

엘리아의 시간관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다니엘이 엘리아에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르헤는 나를 자기 것으로 선택했어 그 후 나에게 글쓰기는 그를 

사랑하는 다른 형태 그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변화했어 

왜냐하면 그는 수년 동안 세상이 나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 

그리고 수년 동안 글쓰기보다 그를 사랑하는 더 위대한 수단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 네가 오기 전까지 말이야 나는 내가 내가 도저히 다을 수 

없었던 부분인 그와 내가 만나기 전의 세월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싶어서 

너를 만들어냈어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는 존재했었지만 나와 함께 하지는 

않았지 나는 그 세월이 내 것 같았고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어 

왜냐하면 그가 아이였고,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던 과거를 동행하기  

위해서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현재도 미래도 충분하지 

않았거든 ...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도 과거의 네 아버지를 복원하고 그를 

아이로서 갖기 위한 마법같은 수단이었어... 임신한 동안 나는 네가 

호르헤를 꼭 닮기를 바랐어 하지만 나와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어 (259) 

  

                                                        
174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96. 
175 Ibí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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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다니엘이 엘리아에게 시 쓰기와 마찬가지로 호르헤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호르헤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엘리아에게 남편의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그런데 과거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에 대해 타자성을 

가지며 반복 가능한 현재가 될 때 그 타자성을 상실한다.176 그런데 엘리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호르헤의 과거를 다니엘을 통해 현재로 소환하여 인식, 소유, 

지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엘리아는 호르헤가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15)라고 말하면서 "시간에서 추방"(43)당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한다. 이로서 우리는 엘리아가 절대적 미지의 대상인 미래 역시 

자신의 낭만적 사랑의 각본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니엘을 향한 독백에서 드러나는 엘리아의 시간관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 난 계획도 

미래를 향해 투사할 어떠한 이미지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 왔어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266) 라고 말하는데 이 혼잣말에 따르면 엘리아는 미지의 

시간으로서의 미래를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녀는 전과는 달리 "미래를 

향해 투사할 이미지"도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열려있을 

뿐이다. 이는 엘리아가 미래를 동일자의 논리로 재단하여 알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현재로 소환하기를 멈추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엘리아는 호르헤와 함께 "베네치아에 가기로"(34), "해변에 누워있기로"(155)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슬퍼했었다. 하지만 다니엘을 향한 독백에서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한정하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176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op. cit.,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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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을  마주하기로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죽음과 미래는 유사한 성질로 표현된다. 두 개념 

모두 인간에게 절대적 타자이다. 레비나스는 죽음은 결코 현재일 수 없고 영원한 

미래라고 말한다.177 또한 미래와 죽음은 우리의 현재에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와 죽음은 동일자의 논리로 

세상을 인식하는 혹은 정복하는 주체에게 수동성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만든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엘리아의 경우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엘리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우리는 앞서 

엘리아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한 바, 여기서는 죽음을 

마주하는 엘리아의 초연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용한 엘리아는 시간의 흐름과 그 끝의 죽음마저 

담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높은 울타리와 그 건너편에 있는 

허무함을 발견하고 절망적인 발길질과 흔들리는 이 그리고 소용없는 

발차기 사이에서 공허 속으로 털썩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겁에 질린 채로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의 

옆에는 우리처럼 격앙된 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우리를 굉음을 내는 광폭한 회오리 속으로 빨아들이는 ... 질주를 

잠시라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 휴식할 수 있는 가능성,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177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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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우아함을 가지고 질주하는 것 밖에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삶의 

마지막 구간에서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8)  

 
그 누구를 위하지도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경주를 

시작할 거야 아무런 목표도 보상도 없이 구경꾼조차 없이 말이야 하지만 

다니엘아 나는 끝까지 가능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능한 가장 아름답게 

달려 나갈 거야 (270)  

 

레비나스는 주체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이 울음과 흐느낌으로 

바뀔 때 주체의 능동성이 수동성으로 반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존재는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힌 엘리아처럼 타자와 

시간을 손에 거머쥐려는 주체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들은 죽음을 나의 지배에 

둘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주체는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한다. 이때 주체의 능동성은 폐기되고 수동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178 앞서 엘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봤듯이 사건 

역시 죽음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능동성과 동일자 논리를 중단시키고 수동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엘리아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환상대로 

삶이 통제되지 않는 극단적인 수동성을 체험한다. 그녀는 다시 죽음의 공포로 

떨어져 고통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흐느끼며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 앞에 의연한 엘리아의 태도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을 폐기한 후 

자신의 수동성을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녀는 "목표도 보상도 없이" 삶이라는 경주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으로 삶을 재단하는 일을 중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아름답게" 달리겠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공포로 물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엘리아는 죽음까지의 경주를 

                                                        
178 Ibíd.,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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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달린다"(269)라고 말하는데 이는 인생에서 타자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과거에 호르헤를 죽음의 공포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수단 없이 겸허히 죽음을 마주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역시나 다니엘은 죽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단으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3. 타자의  도래와  우울증의  극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아는 레비나스가 인간의 대표적인 

타자라고 지칭하는 미래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아들인 다니엘은 엘리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엘리아는 호르헤를 

"안티고네 신화 속  외국인"(78), "타잔" (15) 등으로 비유하며 자신은 안티고네, 

제인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엘리아는 호르헤를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로 설명한다. 즉 호르헤라는 인물의 특징은 엘리아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된다. 엘리아는 다니엘 역시 호르헤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며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독백에 드러나는 다니엘에 대한 

엘리아의 인식은 새로운 면을 보인다. 엘리아는 다니엘과의 만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258)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호르헤와는 달리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선험적 인식이 투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비나스가 타자성이 보존되는 관계를 윤리적 관계로 여겼다는 점을179 

고려했을 때, 엘리아는 다니엘과 최초의 윤리적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윤리적 

관계의 특징은 엘리아가 다니엘에게 다가가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과거에 

엘리아는 호르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 쓰기'를 방법으로 취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호르헤를 배제한 엘리아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시 속에서 호르헤의 타자성은 소거되고 대신에 엘리아의 동일자 

                                                        
179 엠마누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op. cit.,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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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즉 낭만적 사랑의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관념만이 자리 잡는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아의 사랑은 낭만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다니엘에게 엘리아는 다른 소통의 방식을 제안한다.  

 

나는 너를 사귀는 방식을 배워야만 해 그리고 너와 내가 아무런 매개물 

없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야 해 아마도 수년 

동안 넌 이미 시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아마도 넌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눈치 채지 못했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271) 

 

엘리아는 다니엘에게 "매개물 없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자신과 호르헤가 낭만적 사랑의 환상으로 매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다니엘 사이에는 관념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엘리아와 다니엘이 형성하는 집단성의 

성질도 변화한다. 엘리아가 호르헤와 형성하는 집단성은 낭만적 환상이라는 

제 3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집단성이다. 이러한 집단성 안에서 주체는 타자를 

자신으로 동일시하고 공동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믿는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성을 "인식 가능한 태양이며, 진리로 향하면서 

타자를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과 나란히 있는 

자로서 인식하는 집단성"으로 보았다. 반면에 엘리아가 다니엘과 맺는 집단성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집단성으로서  "<나-너(moi-toi)>"의 관계이다. 이러한 

집단성은 제 3자에의 참여도 아니고 공통성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18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아는 동일자의 논리에 사로잡힌 인물에서 

미래, 죽음, 타자의 타자성을 적극 수용하는 인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180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op. cit.,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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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아의 기질마저 변화시킨다. 그녀는 기나긴 독백을 다음과 같아 마무리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를 향해 달려간다 매년 여름의 똑같은 바다를 

따라 너를 찾으러 갈 것이다 다니엘아 넌 아니? 난 기뻐 정말로 기뻐"(271)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 잠겨있던 엘리아는 소설의 끝에 이르러 기쁨이 충만한 인물로 

변화한다. 이처럼 투스케스에 삼부작 속의 주인공 중 유일하게『마지막 

조난』의 주인공 엘리아 만이 우울한 성격을 극복한다. 이는 다른 주인공들이 

나르시시즘적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세 번째 작품의 주인공은 

나르시시즘적 환상을 극복하고 타자성을 수용했다는 우리의 분석과 관련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환대하는 주체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고통은 

주체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염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죽음은 주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며 나의 주체성을 앗아서 수동성에 처하게 만드는 

사건이다.181 이와는 반대로 타자의 수용이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에 대해 강영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체가 타자를 선대(善待)할 때 나의 존재는 나에게서 타인의 미래로 무게 

중심을 옮겨 놓게 된다. 죽음으로 향한 나의 존재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고 이것을 통해 죽음의 무의미성과 비극성은 상실된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지형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의미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그의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182  

 

주체가 '동일자로 변환된 다른 사람' 또는  '또 다른 내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중단하고 

                                                        
181  Ibíd., pp. 75-78. 
182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op. cit., p. 161.  



 

 111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와 구체적인 결속을 맺을 때, 동일자의 논리 속에서 

홀로 존재했던 나의 존재에 다원성이 들어온다. 그런데 나와 완전히 다른 타자는 

파악하거나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죽음과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주체가 타자를 떠안으면서 새롭게 탄생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영역을 세울 수 있다.183 이 같은 논의 따라 우리는 엘리아가 

두려움 없는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에 나르시시즘적 환상의 극복과 

미지의 존재의 수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83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pp.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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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테레사 빌라로스는 에스테르 투스케스 작품의 성격을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녀는 투스케스가 "개인적 삶과 정치적 실행에 있어 

자기만의 공간을 탐색하지만 결국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적 공간에 

도달하지 못하며", 희망은 작가의 작품에서 누누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해변에서 질식한다"라고 말한다.184 이는 스페인 전환기를 진단하는 지배적인 

코드인 환멸에 충실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건설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투스케스의 작품 속에서 감지되는 건설적 윤리의식은 스페인 

문화계에서 60년 대 혹은 전환기에 발생한 주체 개념의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 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던 스페인인들은 60년대 급속한 경제 개발로 스페인이 전근대와 근대가 

섞인 혼종적 사회가 되고, 프랑코 사후에도 계획하던 사회주의적 진보가 

실현되지 않자 필연적으로 주체에 대한 관념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주체의 절대성이라는 관념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서 스페인 문학계는 주체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체의 판단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선회한다. 또한 내전에서 승리한 카탈루냐 부르주아 

계급의 일원으로 성장한 작가의 경험도 윤리 의식과 관련된다. 투스케스는 

유년시절부터 자신이 속한 특권층 밖의 타자에게 벌어지는 불평등과 불의의 

상황을 목격하며 의구심과 죄책감을 키워왔다.  

 이처럼 투스케스의 윤리의식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작품 속에서 비판 대상이 되는 자아중심적 세계관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184 Teresa M. Vilarós, El mono del desencanto, op. cit.,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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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층위에서 다뤄진다. 투스케스는 신문 기고문에서는 전쟁과 같은 

전체주의적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등장인물이 속한 작은 공동체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에도 깃들어 있다는 작가의 성찰에서 기인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로 인식되는 여성이 타자에 대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 역시 폭력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반성을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여성의 주체성 형성의 관점으로 

연구되어온 에스테르 투스케스의 바다 삼부작을 나르시시즘의 관점으로 

살펴보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주체와 타자 관계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여성주의 연구가 

작품에 관해 해명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투스케스의 작품은 필연적으로 해석상의 모순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르티스 세베리오는 투스케스의 작품 속에서 여성 주인공이 

반복적으로 동성 연인을 떠나 만족스럽지 못한 이성애 관계로 돌아가면서 

무기력한 삶의 굴레를 고착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남권주의를 

옹호하는 작가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185 하지만 나르시시즘의 

관점으로 분석했을 때 이는 남권주의의 옹호라기 보다 『여름 바다』와『사랑은 

외로운 유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부장제 하에서 형성된 자신의 인식 

구조에 스스로를 감금시킨 여성 인물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스미스는『마지막 조난』이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주인공이 

아들을 남편의 대체물로 삼는다는 점에서 투스케스가 남성을 배제한 여성 

                                                        
185 Cristina Ortiz-Ceberio, “Dos miradas en un mismo paisaje: el tratamiento del  lesbianismo en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 y Con la miel en los  labios de Esther Tusquets”, 
Convergencias Hispánicas: Selected Proceedings and Other Essays on Spanish and Latin 
American Literature, Film and Linguistics, Newark: Juan de la Cuesta, 200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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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고 비판한다.186 하지만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마지막 조난』의 남편 호르헤와 아들 다니엘은 단순히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호환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주인공 엘리아가 호르헤와 낭만적 

사랑이라는 나르시시즘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는다면 다니엘과는 선험적 의식이 

관여하지 않는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작가가 여러 지면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또 그녀의 작품 속에서 여성이 처한 부당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여성주의에 한정되기보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의 관점으로 조명되었을 때 

더 풍부한 의미를 드러낸다.  

 투스케스는 1987 년에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 툴레인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 컬럼비아 대학, 버나드 대학에 초청을 받은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다. 

흥미롭게도 투스케스는 자신의 컨퍼런스 이름을 "이토록 많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불행이란 각자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187 

 이처럼 세상에 가득 찬 불행에 대한 투스케스의 예민한 인식은 그녀의 

작품 세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여름 

바다』와『사랑은 외로운 유희』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의 작품에서 

정체(停滯)의 감각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비관주의를 감지하는 것은 

                                                        
186 Paul Julian Smith, Laws of Desire :Questions of Homosexuality in Spanish Writing and Film 
1960-1990, Newyork: Oxford, 1992. p. 126. 
187 Stacey L. Dolgin, "Conversación con Esther Tusquets: <Para salir de tanta misería>", op. cit.,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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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 당연하게 보이기까지 한다.188 하지만 작품 속에서 불행에 처한 인물들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타자와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이 자신의 나르시시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자는 동일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고 

타자성이 파괴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들은 타자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자신들의 동일자의 지평 속에 존재하는 멜랑콜리의 

늪에서 머물 뿐이다.  

 반면에『마지막 조난』에서 주인공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불행에서 

벗어난다. 작품 속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주인공에게 닥친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 처음에 이 사건들은 주인공에게 시련으로 작용하지만 

결국 주인공을 나르시시즘의 환상에서 해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타자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된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와 맺을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관계란 타자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투스케스의 작품 속에 

타자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주체가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책임의 전 

단계로서 타자의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주체의 모습을 『사랑의 외로운 

유희』와 『마지막 조난』속 각각 클라라와 낯선 남자의 고통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레비나스가 윤리적인 관계는 타자성의 

보존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마지막 조난』에서 엘리아가 다니엘을 자신의 

선험적 인식구조로 포섭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두 인물이 발전시켜나갈 관계가 윤리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88 Laura Lonsalde, "The Space of Politics: Nation, Gender, Language, and Class in Esther 
 Tusquets’ Narrative", New Spain, New Literature, Nashville: Vanderbilt, 2010,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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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행에 대한 투스케스의 관심으로 돌아와 보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는 작가가 "이토록 많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라는 

이름의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투스케스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조난』의 주인공인 엘리아는 나르시시즘을 극복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사유의 폭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멜랑콜리에서도 구원된다. 여기서 

나르시시즘과 멜랑콜리가 연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품 속에서 엘리아의 

멜랑콜리의 원인은 남편의 배신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의 실존적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과 부조리이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 선험적 인식, 나르시시즘적 

사유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엘리아는 다니엘의 

타자성을 수용함과 동시에 죽음과 부조리와 같은 미지의 영역에 의연할 수 있는 

영역을 세우면서 멜랑콜리에서 벗어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투스케스가 말하는 불행이란 현실 속 물리적 

곤궁이라기보다 나르시시즘적 사유에서 비롯된 인간 사이의 갈등과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불행이 이렇게 정의된다면 투스케스가 

우리에게 권장하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란 『마지막 조난』의 

엘리아와 같은 세계관의 전환일 것이다. 투스케스가 젊은 날 신문에 자신의 

상처만을 응시하는 작가 셀린과 자신의 법칙에 합당하다면 타자에 대한 절멸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판한 것처럼 작가는 자아의 왕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지의 타자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작품에서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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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de la perspectiva de narcisismo 
 

Yeongju Lee 

Maestría en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sta tesis examina la crítica sobre la visión egocéntrica en la trilogía de la 

escritora española Esther Tusquets, desde la perspectiva del narcisismo que sigue el 

filósofo francés Emmanuel Levinas: la razón de lo Mismo. Levinas la califica como 

violencia ya que se elimina la alteridad del Otro en ella. En cambio, el filósofo enfatiza 

la ética de la responsabilidad y el cuidado para proteger la dignidad del Otro. El 

pensamiento de Tusquets se trata de superar el cogito de Descartes, un modelo 

tradicional del pensamiento occidental negando lo absoluto del Sujeto y enfatizando la 

relación con el Otro; coincidiendo con pensamiento de Levinas. Esta conciencia ética 

de Tusques viene dada del contexto histórico en el que la sociedad española se 

convierte en una sociedad postmoderna en la que se pierde la confianza en lo absoluto 

del Sujeto al haber experimentado un rápido crecimiento económico en la década de 

1960, además de los cambios políticos en la década de 1970 y en el que ella nació 

como un miembro de la clase de la alta burguesía catalana y desarrolló un sentido de 

culpabilidad al presenciar la injusticia que vivían los demás fuera de la clase 

privilegiada. 

   Entre las seis novelas de la autora nos enfocaremos en las tres primeras, 

denominadas como 'Trilogía del mar':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 (1978),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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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 es un juego solitario (1979), y Varada tras el último naufragio (1980). La razón 

por la que nos limitamos a esas tres obras es que existe un mismo motivo inicial que se 

desarrolla y termina a lo largo de esta trilogía. En la trilogía, aparece una situación 

común en la que una mujer abandonada por su marido participa en lesbianismo o 

explora diferentes orientaciones sexuales. Hasta el momento, existen dos perspectivas 

principales para interpretar sus primeras tres novelas. Por un lado, se ha estudiado el 

contenido como si se hiciera referencia a una forma de escape, desde un punto de vista 

del ‘desencanto’, que es el código cultural típico del período de la Transición en 

España. Mientras que cuando se comprende el contenido como una forma de 

resistencia contra el patriarcado, se ha estudiado desde la perspectiva de la formación 

del sujeto femenino. Sin embargo, en esta tesis investigaremos la dinámica entre sujeto 

y otro con una mirada diferenciada de los trabajos anteriores, ya que consideramos que 

el mensaje de la escritora en sus novelas tienen una visión ética constructiva hacia el 

futuro y una crítica sobre el sujeto moderno.  

         En El mismo mar de todos los veranos y en El amor es un juego solitario, las 

protagonistas no pueden escapar de su infeliz vida. Por lo tanto muchos críticos han 

percibido pesimismo en esta imposibilidad de escapar del destino y del sentido de 

estancamiento en las dos novelas. Pero los personajes desafortunados hacen intentos de 

conectarse con los demás para su propia salvación. Sin embargo, debido a que las 

protagonistas permanecen en su propio narcisismo, el Otro se reduce a un ‘eso’ que 

reivindica la carencia en los personajes femeninos, destruyendo su alteridad. De esta 

manera, las protagonistas de estas novelas no pasan al nuevo horizonte de la vida a 

través del Otro y sólo permanecen en la melancolía que existe en su narcisismo 

manifiesto. Por otro lado, en Varada tras el último naufragio, el personaje principal 

escapa de la desgracia a través de la relación con el Otro. El motivo que lo hace posible 

es una serie de acontecimientos inesperados que llegan a la protagonista. Estos eventos 

parecen como si hicieran sufrir a la protagonista, pero eventualmente en realidad 

actúan como catalizadores para liberarla de su fantasía narcisista. Una vez fuera de 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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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eño egocéntrico, la protagonista pasa a una nueva etapa de la vida a través del 

Otro.  

  De esta manera, la autora no sólo asocia el narcisismo con la violencia contra 

los demás, sino que también hace hincapié en que escapar de él es la manera que el 

sujeto encuentra para huir de la ansiedad existencial y llegar a su salvación desde la 

misería. Además, la cosmovisión egocéntrica que se crítica en sus novelas no está en la 

gran narrativa, sino en el nivel del individuo, y las mujeres que generalmente son 

reconocidas como débiles o víctimas en la sociedad aparecen como sujetos de 

violencia contra otros. Esto se debe a la reflexión de la novelista de que la violencia 

contra otros no es sólo en circunstancias especiales como la guerra, sino también en la 

vida cotidiana y que cualquiera puede convertirse en el sujeto a viol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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