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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탈존 과

정을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의 사유를 개념적 틀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있음’

의 존재가 자신에게서 벗어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구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비 제르맹은 문학을 통해 악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자신의 철학적, 종교

적, 윤리적 사유를 담아 인간과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집필의 소명으로

삼는다. 작가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으로부터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는데,

레비나스의 사유는 ‘타자성의 철학’으로 불리는 만큼, 타자로 인해 정립되는

새로운 주체성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가 평생토록 타자 및 타자성

의 의미, 그리고 타자와의 윤리적인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유

는 타자를 동일자의 틀로 환원하는 전체주의적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을 깨

고, 타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탈중심적인 주체성의 달성은 자아의 실존 조건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있음’의 자아는 근원적 피로와 무거움, 불안과 무기력,

권태 등의 속성을 실존적 여건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있음’은

인격적인 실체나 존재자가 부재하고 있는 익명적이고 비실체적이며 비인격

적인 존재를 지칭한다. 자아가 ‘있음’의 공포와 불안, 무기력과 피곤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탈존’으로 나아가야 하

며, 이와 같은 시도는 ‘탈주’, ‘존재와 다르게’, ‘벗어남’ 등으로 변주된다. 즉,

자기에 대한 연루를 끊고 자기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타자를 향한’자가 되고, 자기에 대한 관계가 타자에 대한

관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제르맹의 작품

은 타자를 만나기 전, 단순한 ‘있음’의 상태에 머무르던 인물들이 타자를 규

정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대타 작용 속에서 탈존을 달성해가며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사유의 중요한 부분인 타자의 얼굴, 형이상학적 욕망,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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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념, 상처 입을 가능성, 호혜성과 비대칭성, 환대, 대속 등의 개념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레비나스와 제

르맹이 공유하는 인간관과 타자관을 견지하고, 존재론적 숙명을 지닌 인물들

이 타자와의 만남 안에서 드러내는 탈존의 여러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론의 1장에서는 인물들이 공유하는 고독과 무기력,

공포 등을 통해 주체의 실존적 조건을 살필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저마

다 서로 다른 결핍과 상처, 기형성을 지닌 상태이며. 일제히 상처받기 쉬움

과 같은 불완전성을 숙명적 조건으로 갖는다. 그들이 겪는 고독은 ‘있음’의

사태 속에 있는 ‘자립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인물들이 저마다의 숙명적 한계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어떠

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지 분석할 것이다. 타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

에 따라 대타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때 ‘타자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상

처입기 쉬움’이라는 특성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인물들의 실존이 점차 다

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동성과 연약함으로 특

징지어지는 주체성이 개방적인 자기 인식 가운데에서 대속과 책임의 주체성

으로 탈바꿈되는 경우도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작품 속에는 에로스가 지배

하는 악마적 세계와 타나토스가 우세한 구원의 세계가 대립적으로 그려지며,

그에 따른 타자에 대한 윤리관 또한 대조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전자에서

는 타자성의 자유로운 향유를 통하여서 옳은 방식의 탈존의 움직임이 포착

되지만, 후자에서는 소유와 압제의 폭력 속에서 타자의 만남도 부재하며 부

정적인 양상의 탈존이 진행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한계 상황에 마주한 인물들이

죽음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 구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지점을 살펴볼 것

이다. 또한 타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혹은 책임은 타자의 삶에 대한 태도 및

책임의 연장이다. 주변의 타자를 사랑으로 물들이는 삶을 사는 주체가 구원

의 ‘매개자’로서 익명적인 다수의 타자를 영원으로 이끄는 과정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때, 외재성에 대한 개방이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에서 필요한 선결

조건이며, 비공간적인 ‘바깥’의 틈새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타자의 구원에의 요청을 환대한 자와 분노로 거절한 자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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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시켜 분석함으로써, 전자의 인물은 존재론적 틀을 깨어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후자의 인물은 끝내 동일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지점을 살펴볼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용서 또한 속죄를 구한 자와 받아들

인 자 모두의 상호 구원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한다. 마

지막으로는 자손을 통한 탈존의 실현이 주체의 유한성과 삶의 무의미함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서 인물들이 ‘있음’의 상태에서도 탈존으로 부단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다른 여건

을 가지고 존재에게서 벗어나려던 인물들의 최선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이성적, 논리적 차원이 아니라, 아닌 감성적, 비논리적 차원

에서의 감수성과 솔직한 욕망이 추동한 것이었다. 타자의 상처에 대해 열려

있는 연약한 감성, 타자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공감 등이 바로 책임적, 탈

중심적, 탈자적 주체성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자리 잡는 것이다.

탈존의 시도가 타자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나아가는 것이 폭력의 역사이며,

나의 탈존이 타자의 탈존과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즉 나의 탈존이 결

국 타자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랑과 치유의 역사일 것이다. 이 두 역

사가 섞여 있는 인간 군상을 그림으로써 제르맹은 인류의 역사를 펼쳐내고

있으며, 옳고 그른 길에 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다만 죽음이라

는 타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생을 통해 자신을 지웠던 자는 시간의 영속

성을 획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과 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작품

의 귀결은 독자에게 얼마간의 시사점을 줄 것이다.

주요어 : 실비 제르맹, 에마뉴엘 레비나스, 타자, 있음, 탈존, 구원

학 번 : 2016-2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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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악은 철학적, 종교적 사유를 지배하는 거대한 질문이다. 실비 제르맹의 작품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악에 천착하고 있다.1)

작가는 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철학적, 윤리적,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혹은 회화와 같은 예술 창작에 대한 사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냈다.2)

거의 모든 창작자에게 삶은 한 가지 화두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저에

게 그건 악이에요. (…)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소설가는 도

스토예프스키와 베르나노스입니다.

Chez presque tous les créateurs, la vie ne tourne qu’autour d’un

thème. Chez moi, il me semble que c’est le mal. […] Les deux

romanciers qui m’ont le plus marquée restent Dostoïevski et Bernano

s.3)

그녀가 악의 문제를 다룬 작가 중에서 선구자로 칭송했던 도스토예프스키

나 베르나노스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악의 속성을 아주 탁월하게 그려낸 대표

적인 작가들이다. 이들 작품 속 악의 모습은 사탄이나 악마의 마법이 등장하

는 등 환상적이고 미학적이며 매혹적이고, 선(善)이나 구원의 모습은 그다지

낭만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4) 그러나 제르맹은 더 나아가 인간의 본원적인

1) “La grande question qui domine non seulement ses réflexions philosophiques et
religieuses, mais aussi sa plongée dans son univers romanesque, avec tous ses
personnages qui se débattent dans leur “nuit”, est avant tout celle, vaste et
multiforme, du mal dans le monde.“, Alain Goulet, Sylvie Germain : oeuvre
romanesque - Un monde de cryptes et de fantômes, L’harmattan, 2006, p. 11.

2) “ [...] elle(=Sylvie Germain) a poursivi ses méditations personnelles dans
différents domaines (sur des peintre, la création artistique, la pensée
philosophique, éthique, théologique)”, Ibid..

3) Pascale Tison, Sylvie Germain : l’obsession du mal, Le Magazine littéraire,
n°286, mars 1991, p. 65.

4) “Ma réflexion porte sur le problème du Mal. Le mal est romanesque, esthétique,
séducteur. Il y a une magie du Malin, de Satan, etc., alors que le bien, c’est la
discrétion, et la rédemption n’est guère romanesque. Chez Bernanos, Dostoïev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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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과 인류애의 파괴에 직결된 악과 고통의 정체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고

든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 본연의 상처와 고통, 연약함과 비참함을 조명하

고 인간의 ‘상처 입기 쉬운’ 혹은 ‘상처에 취약한’ 본원적 특성에 대하여 밝히

는 데에 집중한다. 즉, 제르맹이 악의 문제를 통해 독자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이원론 내지는 결정론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방향에 대한

성찰과 그것의 필요성이다.

또한 제르맹이 동화나 우화, 시와 소설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빌려

악의 여러 형태와 뒤얽힘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찾고자 하는 건 ‘삶의 의미’이

다.5) 전통적으로 동화 내지는 우화 장르는 선악의 이원론적인 가치와 윤리적

교훈을 알레고리 형식으로 이야기해주는 문학 형태다. 하지만 제르맹의 소설

속 세계는 선과 악의 구별 지점이 처음부터 명확히 잡히지 않는다. 즉, 거의

대다수의 등장인물은 악이나 불행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현실에 놓여 있고,

그곳으로부터의 출구나 빛이 종국에 가서야 거의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는 길

을 가며 고군분투할 뿐이다.6) 이렇듯 다수의 작품에서 제르맹의 인물들은 인

간의 고통을 앞둔 신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문제적 상황에 맞서, 그들의 ‘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응답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암흑에

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그려진다.7) 그리고 그들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집필에 들어간 작가는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기면서 작중 인물들

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타자’ 및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끊임없이

Mauriac, c’est le mal par excellence qu’on trouve.”, Déclaration orale de Sylvie
Germain à Caen, le 30 novembre 1995.

5) “D’un roman à l’autre, poursuivant sur le mode du conte, de la fable et de la
poésie, la réflexion amorcée sous les auspices de la philosophie, l’écrivain s’est
penché sur différentes sources ou conséquences du mal : guerres, meurtres,
violence, inceste, dépit amoureux, jalousie, volonté d’emprise et de possession,
mort, et n’a cessé de s’interroger sur le sens de la vie.”, Alain Goulet, opcit., p.
12.

6) “Le monde romanesque de Sylvie Germain est un monde d’où Dieu s’est retiré,
en proie au mal et au malheur, mais où, cependant, se profile une issue, une
lumière.”, Ibid., p. 9.

7) “Face au grand problème de la souffrance des hommes et du silence de Dieu,
les personnages de Sylvie Germain cherchent donc à travers leur « nuit »,
souvent inconsciemment, des réponses, des solutions, et la plupart de ses
œuvres dessinent un parcours des ténèbres à la lumièr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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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탐색한다. 그리고 작품 가운데 레비나스와 시몬 베유 등의 사상가들

이 개진한 철학적 사유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데, 특히 비가시계(l’invisible)와

맞닿아 있는 ‘얼굴(visage)’8)과 ‘타자(l’autre)’ 개념으로부터 고유의 윤리관을

다듬어 문학으로 승화시킨다.9) 특히 레비나스10)는 제르맹의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이기도 했으며, 그녀 스스로가 레비나스에게서 지대한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만큼,11) 이미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12)

8) 작가는 얼굴에 대한 여러 관점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을 만큼 레비나스
의 ‘얼굴’ 사유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La première grande œuvre
personnelle que constitue sa thèse de philosophie :　Perspectives sur le visage :
trans-gression, dé-création, trans-figuration(1981) est née de la fascination que
son auteur éprouvait pour les visages, pour ce qu’ils donnent à voir de l’autre,
ce qu’ils révèlent et ce qu’ils cachent. À travers ce motif, c’est toute la question
de l’identité personnelle qui est en jeu, du rapport à soi comme à l’Autre.”,
Alain Goulet, op.cit., p. 18.

9) “Se laissant guider par son imaginaire, elle procède à tâtons, de livre en livre, à
une quête qui interroge les relations de l’individu avec soi, avec l’autre, et avec
tout l’univers, empruntant et mêlant les voies du conte, du fabuleux et du
fantastique, comme celles d’une réflexion héritière des pensées d’Emmanuel
Lévinas et de Simone Weil, élaborant à sa façon une éthique à partir du visage
et de l’Autre, au contact de l’invisible.”, Ibid., p. 14.

10) 엠마뉴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1905~1995)는 독실한 유대인 가정 출신
철학자로서, 그의 사상의 저변에는 무한자, 절대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향한 신앙과
탈무드, 성서 등 유대교 텍스트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깔려 있다. 또한 그는 인
식론, 존재론, 윤리학, 형이상학을 두루 섭렵하며 철학적 사유에 새로운 지평을 펼
쳤고, 데리다를 비롯한 여러 현대 철학자들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현대
철학의 첨예한 쟁점을 이루는 주체의 해체와 탈 중심의 문제, 자아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 그리고 타자 존재에 대한 규명 등의 문제에 대한 여러 사유는 그의 흔
적을 지닌다. 권수경, 「열림과 공존 – 엠마누엘 레비나스에게서의 타자성 연구」,
『프랑스학 연구』 33, 프랑스학회, 2005, p. 70 참고.

11) “La pensée de Levinas m’a ouvert des horizons immenses.”, Michèle M. Magill,
« Entretien avec Sylvie Germain », The French Review, vol. 73, n° 419, avril
2003, pp. 53-54.

12) 실비 제르맹의 문학과 레비나스 사이의 관계 및 비교를 연구 주제로 삼은 연구물
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L.Crommelinck, Traces de visage : Lecture
d’Emmanuel Lévinas et de Sylvie Germain, Malonne, Feuilles familiales, 2005,
103p. ; M. Koopman-Thurlings, « L’évolution spirituelle de Propok Poupa et la
pensée de Lévinas », dans Christine Bosman-Delzons (dir.), Territoires et
terres de d’histoires, Perspectives, horizons, jardins secrets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New York, Rodopi, pp.103-128 ; A. L. Allen Sekhar, « Rewri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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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최고의 윤리학적 사유라 불리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주체 중심의

윤리학이 아니라 타자의 윤리학을 개진하였으며, 여성성의 탁월함이 갖는 시

대 치유적인 힘을 주장하는 ‘여성성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린다. 무엇보다 레비

나스의 타자성의 철학은 서구의 존재론적 전통, 즉 전쟁의 철학을 종결하는

‘평화의 철학’13)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전통적인 서양 형이상학, 즉 존재론의

전통은 전체성의 철학이며, 전체를 위해 개체를 희생시키고 개체를 체계에 종

속시키고 반-체계적인 개체를 말살시키는 전쟁의 철학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전체성으로부터 배제된 타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개념을

타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떠받들고 있는 주요 개념에는 무한성의 이념, 타자의

얼굴, 상처 입을 가능성, 타자와의 윤리적 비대칭성 등이 있다. 먼저 무한성의

이념은 타자는 무한하다는 것이다. 타자의 무한성이란 타자는 나의 의식을 통

해서 파악되고 포섭될 수 있는 존재로서, 주체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단

순한 객체나 대상이 아니며 인식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근대적 주체는

자기중심성에 기초하여 모든 타자를 자기의 표상 혹은 개념으로 환원하고 동

일자로 환원하는 주체다. 타자를 자신의 의식의 대상으로 삼고, 마음대로 재

단하는 폭력적 주체였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무한의 현현인 타자를 섬기고 환

대하며 책임지는 주체를 주장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무한자로 바라봄으로

써, 우리는 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를 섬기고 영접

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은 타자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

준이 된다. 타자를 그저 단순한 객체로 바라볼 때, 그 타자는 일방적인 지배

Reconfiguring Alterity : Transformations of Lévinassien ethics and the hidden
God in the works of Sylvie Germain », 2006, Thèse doctorale, Boston
University, 230p.

13) 레비나스 철학의 근본 경험은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즉 나치즘의 출현과 2차 세
계대전, 그중에서도 유대인 대학살이다. 레비나스는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
었지만, 그의 두 부모와 두 남동생 모두 나치 수용소에서 학살당하였다. 이러한 전
쟁에 대한 체험은 그가 서양철학, 즉 존재론에 대한 혐오를 느끼게 됨으로써 새로
운 사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존재론의 역사는 개별보다는 보편을, 현
상보다는 본질을 우선시하는 전체성의 철학이며 그러한 사유의 구체적인 현실태가
바로 전쟁과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나치 캠프의 거대한 가스실은
존재론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전유한 것이며, 보편, 본질, 전체만을 진리로 여기는
서양철학을 전쟁의 철학이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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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될 것이다. 타자를 나와 동일한 주체로 인정한다면 상호존중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타자는 결코 동일자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자

이기에 타자를 한없이 높은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얼굴의 현현이라는 개념으로 윤리적 기초로서의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설

명한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의 얼굴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고통의 현현이

며,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신의 명령이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은 ‘얼굴의 철학’이라고도 불릴 만큼 ‘얼굴’이 지

닌 형이상학적 의미는 그의 타자 사유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가

주장한 얼굴의 개념은 기존의 사고와 윤리의 여러 전망을 넘어 새로운 지평

을 제시해준다. 전통적으로 이 얼굴은 시각적 감각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표상

으로 간주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레비나스에게 얼굴은 표상이 아니

라 표현(expression) 내지는 현현(épiphanie)으로서 드러난다. 얼굴을 통한 타

자와의 만남은 “이름, 작위, 그리고 취향 등을 통해 주체가 자신에게 부여하

거나 그를 지탱하는 내용물로부터 벗겨진 본원적 언어”14)와의 관계이기 때문

이다.

이렇게 얼굴은 타자의 타자성이 제거된 재현(représentation)과는 다른 존재

방식이며, 얼굴의 벌거벗음은 그 자신의 이미지로부터의 이탈, 분리를 말하고,

존재가 지니던 문화적 맥락과 치장을 벗어던짐을 뜻한다. 그의 벌거벗음은 곧

인간의 본원적 궁핍이며, 타인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의 굶주림을 알아

보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얼굴은 그 역시 죽

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하고 약한 존재임을, 나의 도움 내지는 섬김을 기다리

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메시지이며 “살인하지 말라”15)는 신의 목소리

를 대신함으로써 폭력에의 형이상학적 저항을 나타낸다. 그렇게 얼굴을 통한

타자의 현전은 주체에게 폭력을 포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신은 초월적인

14) “Visage, déjà langage avant les mots, langage originel du visage humain
dépouillé de la contenance qu’il se donne – ou qu’il supporte – sous les noms
propres, les titres et les genres du monde.”,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s sur l’éxtériorité, Nijhoff, La Haye, 1961 (Poche, coll. “biblio
essais”, 1996), p. 3.

15) “Son épiphanie n’est pas simplement l’apparition d’une forme dans la lumière,
sensible ou intelligible, mais déjà ce non lancé aux pouvoirs. Son logos est : «
Tu ne tueras point ».”, Emmanuel Lévinas, En découvrant l’existence avec
Husserl et Heidegger, Vrin, 1949,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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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현현인 타자의 얼굴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향하라는 신의 부르심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때, 레비나스는 그러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 그를

위해 서는 주체, 타자의 명령에 응답하고 타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주체를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책임과 희생을 강조하는 ‘대

속의 윤리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타자를 향한 책임과 대

속을 가능케 하는 윤리적 근원은 무엇인가? 레비나스는 그건 바로 타자의 얼

굴로 현현되는 신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귀’라고 주장한다. 즉, 이성이 아니

라 감성적 차원에서 윤리학적인 견지를 피력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윤리의

근원은 이성적인 사유의 힘에서 찾았다. 혹은 감정과 정욕을 통제함으로써 비

로소 이룰 수 있는 실천이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성 내지는 이익을 고려하는 사유가 아닌 이성적으로

고려하거나 의식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을 지닌 ‘수동적

인 주체성’ 혹은 ‘상처 입기 쉬운’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윤리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자 및 타자성의 의미,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함’이 지니는 근원

적 피로와 무거움, 불안과 무기력, 권태와 같은 특성들 때문이다. 자아 혹은

동일자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존재론적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존재의 불안

이다. 동일자 내부의 타자성(altérité)이 자아와 자기의 분리 혹은 대립을 야기

하고, 정체감의 상실 및 존재의 무화(néantisation)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부정성(négativité)’이라는 용어로 요약되는데, 이

개념은 20세기 철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논의된다.16) 레비나스는 이같이 자

아가 존재 그 자체와 직면하는 공포와 당혹감에 대해 ‘순수한 무(le pur

néant)’의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존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그는 이때까지 존재론의 근본을 이루어 온 명사‘existence’와 동사‘être’

의 자리에 ‘있음’이라는 의미의 비인칭 용어 ‘Il y a’로 대체한다. 이것은 존재

도 무도 아닌 비인칭적 존재로서, ‘공백은 공백이되 꽉 찬 공백, 침묵은 침묵

16) Ibi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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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 소음을 담은 침묵과 같은 것(comme si le vide était plein, comme si le

silence était un bruit)’이며, ‘존재의 무대가 열려있는 상태(la scène de l’être

est ouverte : il y a..)’로 표현된다.17) ‘있음’으로 번역되는 ‘il y a’는 인격적인

실체나 존재자가 부재하고 있는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Existence)를 가

리킨다. 비명사적, 비실체적인 ‘있음’은 즉, 존재자 없이 존재함(exister sans

existant)이다.18)

레비나스의 자아는 ‘il y a’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자아는 자신이 지

배하는 수많은 존재자들을 버거워하면서도 잔뜩 껴안고 있는”19) 상태이기 때

문에 레비나스는 ‘자리를 잡는 것(se poser)’이 아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se déposer)’20)을 제시한다.21) 주체가 없는 상황, 주체성의 힘이 완전히 무효

가 된 익명적 존재로부터 하나의 명사적 존재자(existant), 즉 주체가 출현하

기 위해 자기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탈주(l’évasion)’,

‘존재와 다르게(autrement qu’être)’, ‘벗어남(ex-cendance)’ 등으로 여러 시도

를 하지만 자아의 ‘자기에 대한 연루(enchaînement à soi)’라는 문제에 직면하

게 된다.2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벗어남’이 가능한 것일까? “존재함이란 자아가 자기에

게 몰두하는 것이며 벗어남이란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23)이다.

17) Emmanuel Lévinas, Ethique et infini, Dialogues avec Phlippe Nemo,
Fayard/France Culture, 1982 (Poche, coll. “biblio essais”, 1997), p. 38.

18) 엠마뉴엘 레비나스 지음,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a
l’existant)』, 민음사, 2001, p. 176, 195, 196 참고.

19) Ibid., p. 42.
20) ‘déposer’라는 동사는 크게 2가지 의미로 나뉜다. 하나는 내려놓다(mettre)의 의미
이고, 하나는 퇴위시키다, 면직시키다(détrôner)라는 의미이다. 레비나스는 이때 두
번째 의미에서 이 동사를 사용했고, 자기를 폐위된 왕처럼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한편, ‘déposer’에는 성가신 존재를 따돌리거나 떼어내다, 그에게서 벗어난다는 뜻
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성(l’ipséité)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Emmanuel Lévinas, Ethique et infini, Dialogues avec Phlippe Nemo,
Fayard/France Culture, 1982 (Poche, coll. “biblio essais”, 1997), p. 42.

22) 레비나스는 자아로 존재함은 자기에게 연루됨을 의미하며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tre moi comporte un enchaînement à soi, une
impossibilité de s’en défaire.”, Emmanuel Lévinas, De l’existence à l’existant,
Vrin, Paris, 1947, p. 150.

23) 엠마뉴엘 레비나스 지음,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a
l’existant)』, 민음사, 2001,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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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아가 자기가 아닌 타자와 관계할 때 벗어남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그는 ‘il y a’의 무의미성과 자기 폐쇄적이고 자족적이며 유아론적인 자아의

자폐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밖으로 관심을 돌리고 타자를 향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아의 벗어남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와의 만남이란 자아가 자기에게 전

념하는 것을 중지하고 타인의 호소에 전념할 때 가능해진다. 그렇게 자아가

‘자기를 거스르는, 타자를 향한(pour l’autre, malgré soi)’자가 되고, ‘자기에

대한 관계(l’un-pour-soi)’가 ‘타자에 대한 관계(l’un-pour-l’autre)’로 변형됨으

로써만 ‘존재와 다르게’ 벗어나는 일이 가능해진다.24) 그때 비로소 무시간적

현재에 갇힌 유한적 존재는 무한을 엿보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으며 초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주장이다.

이같이 레비나스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았을 때, 우리는 제르맹의 작

품 속에서도 레비나스의 인간관, 타자관을 공유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제르맹이 문학이라는 예술적 공간 속에서 레비나스의

정신적 유산의 흔적을 풍부하게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르맹이 레비

나스 사유가 지닌 윤리적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만의 해답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25)도 있는 만큼, 모든 레비나스의 사유를 제르맹이 그대로 답습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본원적인 연약함과 ‘있음’

이라는 존재론적 한계는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

하는 전체주의적 태도가 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나는 점 등은 분명 주

목할만하다.

특히나 실비 제르맹의 여러 저작 중에서 본 논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노의 날들 Jours de colère』은 타자를 만나기 전, 단순한 ‘있음’의 상태

에 머무르던 인물들이 타자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대타 작용 속

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곧 긍정적인 ‘탈-존(脫

24) Ibid., p. 219 참고.
25) “Lévinas can be read as Germain’s own double. […] but Germain manages to
find something new in her struggle with the ethical dilemma that springs from
Lévinas’ philosophy of altherity.”, A. L. Allen Sekhar, “Rewriting and
Reconfiguring Alterity : Transformations of Lévinassien ethics and the hidden
God in the works of Sylvie Germain”, 2006, Thèse doctorale, Boston University,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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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 ex-istence)’26)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기에 매우 적합한 텍스트

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얼굴의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논

의도 가능해지는데, 인물들이 지닌 상처의 발현 공간으로서 얼굴이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처 입기 쉬운 주체의 연약성 내지는 기형성을 드러내

는 얼굴에서부터 책임의 요청, 고통의 호소를 듣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의

삶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양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은 탈자적 정체성을 아직 숨기고 있는 주체의 실존적 조

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1장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이 저마

다 서로 다른 결핍과 상처, 기형성을 지녔으며. 일제히 상처받기 쉬움

(vulnérabilité)27)과 연약함, 무기력과 같은 불완전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

할 것이다. 고독과 고립에 잠식된 그들을 지배하는 불확실성 내지는 유한성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조건이다. 이때 존재의 고독은 단순한

심리적인 기분이 아닌 실존에 따르는 근원적인 현상이다. 인물들이 겪고 있는

26) 우리말에서 ‘existence’는 실존주의적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실존’으로 번역되어 왔
지만 레비나스는 이 단어에는 실존주의적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실존주의와 거리
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므로, ‘실존’이라는 역어는 채택되기에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existence’를 ‘실존’ 혹은 ‘현존’으로 번역할 경우, 이 단어의 상관어인 ‘existant’을
‘실존자’ 내지는 ‘현존자’로 번역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Sein’
의 번역어로 사용하고자 했던 레비나스의 의도를 존중하여 ‘existence’는 ‘존재’로
번역되었다. (엠마뉴엘 레비나스 지음,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à l’existant)』, 민음사, 2001, p. 174 참고.) 하지만 레비나스의 사유는
결국 ‘(자아를 결박하는)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실존’은 곧
‘탈-존재’이다.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사유 역시 존재(-ist)로부터
의 탈출(ex-)하고 탈피(ex-)하여 타자로 향하는 지향성에 대한 강조이기에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탈존(脫存)’으로 번역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 역
시 비인칭적, 익명적 ‘있음’의 ‘존재’가 어떠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 탈중심적인 주체
성을 획득하면서 존재로부터의 탈피, 즉 ‘탈존’을 긍정적으로 달성해 가는지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이다.

27) 프랑스어 ‘vulnérabilité’는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어 그대로의 풀이를
살펴보자면, ‘vulnér-abilité’는 ‘상처받을(vulnér)’ ‘능력(abilité)’이라는 뜻이기는 하
나 이 단어는 마음의 능동적 능력을 나타내는 ’abilité’ 보다는 오히려 주체의 수동
성과 관련이 있다. 힘에 관한 ‘abilité’ 라는 어미가 상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
능력’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에 ‘상처받을 수있는 가능성’이라고
옮기는 편이 적절하다. (서동욱 지음,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p. 93
각주 1 참고.) 본 논문에서는 상처 입기 쉬운 주체성의 연약함과 타자의 고통 내지
는 타자의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의 감성이라는 두 측면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상처 입기 쉬움’ 혹은 ‘상처에 취약함’ 등의 용어로도 표기할 것이다.



- 10 -

부재와 결핍, 불안과 공포 등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있음(l’il y a)’에 처

한 인물들의 존재론적 숙명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인물들이 각자의 숙명적 한계를 각기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

하는지 살펴보고, 주체의 실존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타자를 규정하는 방식과 타자의 존재론적 지위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타자의 지위 및 역할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타 작용과

방식의 차이는 타자의 ‘상처 입기 쉬움’과 마주하였을 때 타자와의 만남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며, 이때 타자의

얼굴 개념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어서 수동적이고 연약한 주체성이 개방적인 자기 인식을 고수함으로써 어

떻게 고통이 대속의 윤리학으로 변모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또한

이 작품 속에는 에로스가 지배하는 세계와 타나토스가 우세한 세계가 대립적

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타자에 대한 윤리관 또한 대조된다. 전자에서는 무

한과 바깥을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유와 탈존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후자에

서는 타자성의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압제의 폭력이 전개된다.

전자에서는 타자성의 향유가 곧 삶의 향유로 이어지지만, 후자에서는 타자와

의 만남도 부재하며 소유만이 우선시 되는 양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죽음이라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구원을 가능케 하는

주체의 탄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주체의 죽음 혹은 타자의 죽음 앞에서 인

물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구원의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이다. 또

한 죽을 수밖에 없는 타자의 ‘삶’에 대한 책임은 죽음에 대한 책임의 연장선

상에 놓인다. 누군가의 애정이 넘치는 삶은 그 자체로서 주변을 살리며 다수

의 타자를 사랑과 영원으로 이끄는 확장적 성격을 띤다. 이 구원의 매개자로

서의 주체는 무한을 향한 형이상학적 욕망을 통하여서 타자와 함께 비공간적

인 ‘바깥’의 틈새를 엿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타자성의 수용을 가능하도록 이

끈다. 그리고 외재성에 개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능

하게 하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또한 헐벗음을 나타내며 다가오는 타자의 구원에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은

책임의 주체는 올바른 탈존을 성취하는 반면에, 이 요청을 거절한 인물은 동

일자적 한계를 끝내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용

서가 속죄를 구한 자와 받아들인 자 모두의 상호 구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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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시간의 재개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타자인 나’

라고 볼 수 있는 자손의 존재를 통하여서 주체의 유한성과 삶의 무의미함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모성성과 다산성, 신적인 부성을 실

현케 하는 자손을 통해 미래는 소멸과 망각이 아닌 영원과 통시적 생산성으

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서 결국 논문이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인물

들이 자아에 묶인 ‘있음’의 상태에서도 시도하고자 하는 탈존(脫存)의 움직임

이다. 그들이 존재를 탈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들의 실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각기 다른 위치와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저마다의 노력과 최선

들을 포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추동한 요소들은 어

떠한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규범이 아닌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차원에서의 순수하고 여린 감수성이었다. 타자의 ‘상처받을 수 있음’에 대해

항시 열려있는 감성과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으로 환대하는 풍부

하고도 연약한 감성으로부터 비로소 탈존이 긍정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

러한 여정 속에서 주체가 새로이 획득하게 되는 탈중심적, 책임적, 탈자적 주

체성 등은 자기와 상대 모두에게 상호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되고, 이것이 곧

악과 폭력이 종식되지 않을 세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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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인간의 존재론적 숙명

1장에서는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의 본원적 모습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아직 타자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각 개인은 ‘있음(l’il y a)’의 존재론

적 출발점에 동등한 모습으로 놓여있다. 인물들은 모두가 존재론적 숙명인 고

독에 침잠해있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에 사로잡힌, 자폐적인 형상을 하고 있

다. 탈출구도 찾을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불안과 정신적 빈곤, 소외, 무기력,

고통의 체험 등은 뢰오셴28) 거주자들이 일제히 공유하는 실존 조건이다. 그들

은 모두가 자기 학대 혹은 분노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1.1 고독: 모나드의 존재와 침묵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신화적-환상적(mytico-fantastique) 분위기의 모르방

(Morvan)숲29)은 문명화된 현대 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하나의 소우주(un

28) 작품의 배경이 되는 뢰오셴(Leu-aux-Chênes)이라 불리는 부락에는 총 5개의 농
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작품을 관통하는 중심적인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앙
브루아즈 모페르튀가 사는 곳은 가장 저지대이자 부락의 입구(Ferme-du-Pas)에
위치한다. 이와는 반대로 성모에 대한 신심이 깊은 에드매의 농가는 부락의 끝
(Ferme-du-Bout)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장소의 수직적 배치,
공간적 구획은 신과의 영적, 심리적 거리를 상징한다. 부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
치해있으며,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에드매의 농가는 그녀의 믿음이 신에게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땅에서는 가장 가깝지만, 하늘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모페르튀가의 위치는 그 인물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암시한다.
머지않아 페름뒤파에 살고 있던 모페르튀의 아들 에프라임은 에드매의 딸 렌과 결
혼하며 페름뒤부로 이동하는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의 거주 공간의 이동은 그가
책의 결말 부분에서 수도사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세계관을
지닌 두 집단의 대조와 공존을 통해 『분노의 날들 Jours de colère』은 악에 대
한 성찰과 믿음에 대한 반성을 동시에 모색한다.

29) 작가 실비 제르맹은 이 작품을 탄생시킨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프랑스의 모
르방 숲의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적이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에 자신의 할머니 댁이 위치한 이 숲을 자주 방문했으며, 그 때 경험했던 그로테스
크한 느낌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작품 속에 옮기고자 했다고 말한다. “J’ai pas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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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osme)이다. 사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분위기의 작품 속의 세계는 현실

속 세상과는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자아내기는 하지만 그 나름의 시공간 속

에서 독자적인 현실을 담고 있으며, 독특하고도 매혹적인 인물들이 거주한

다.30) 이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잔혹 동화 혹은 우화와도 같은 서사

는 에드매Edmée가(家)의 기이한 광기로부터 시작된다.

페름뒤부Ferme-du-Bout에 거주하는 에드매의 딸 렌Renne는 성모를 향한

신심으로 올린 숱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렌의 호적부에 적힌 ‘감탄과 찬미의

마음을 가득 담은 일련의 이름들’31)은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렌이 어머니로부

터 얼마나 큰 애정과 축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였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그

런 렌에게는 음식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라는 장애가 있

었다. 그녀의 육체의 부피는 한계를 모르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비정상적 현상

이 일어난다.

비밀스러운 공간, 장밋빛 도는 흰 피부 아래 갇힌 살의 미로. 그 안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어둠 속을 더듬으며 거닐었다. (…) 그녀는 오로지 자신

의 몸속에, 오로지 그 몸뚱이 속에 거주했으며, 모호한 꿈들로 가득한 자

신의 살 속에서 살 따름이었다. 거기서 침묵과 고독과 느림을 벗 삼아

beaucoup de temps dans mon enfance dans le Morvan, j’avais une grand-mère
morvandaise.”, Pascale Tison, «Sylvie Germain : l’obsession du mal», Le
Magazine littéraire, n°286, mars 1991, p. 66.

30) “Ainsi s’élabore une sorte de contre-univers très personnel, archaïque, peuplé
d’êtres étranges, fantastiques, inquiétants, attachants, en marge de notre monde
réel mais où s’inscrit sa propre réalité. C’est un monde qui se heurte au silence
de Dieu tout en étant nourri d’une espérance, aspirant à une consolation, à la
lumière, au silence, à l’arc-en-ciel symbole de fin du déluge, autant de signes
qui apparaissent fréquemment à la fin de ses romans et dans ses essais.”, Alain
Goulet, Sylvie Germain : oeuvre romanesque - Un monde de cryptes et de
fantômes, L’harmattan, 2006, p. 10.

31) “Et c’était en hommage à la Vierge, sa Bienfaitrice qui avait daigné bénir ses
entrailles en les rendant fécondes à plus de quarante ans, qu’elle avait gratifié
sa fille du nom de Reine. Sur le registre d’état civil elle avait même fait
inscrire toute une série d’autres prénoms comme autant d’exclamations de
louange: «REINE, Honorée, Victoire, Gloria, Aimée, Grâce, Désirée, Béate, Marie
VERSELAY.»”, Sylvie Germain, Jours de colère, Gallimard, 1989, p. 21. 이하 본
고에서는 JC로 약기한다. 번역은 『분노의 날들』(이창실 옮김, 문학동네, 2016.)
을 기본으로 따르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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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으로 군림하여 살았다. (…) 그러나 그녀가 군림하는 세계는 불행했

다. 이 몸의 왕국은 그녀에게 고뇌와 절망이었다. (…) 엄청난 양의 음식

을 쉴 새 없이 먹어대도 굶주림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

굶주림에 시달렸다. (…) 그녀를 영혼까지 파먹어 들어가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작은 짐승, 녀석은 언제나 먹을 것을 더 많이 달라고 조르며 그

녀의 몸 구석구석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 뚱보 레네트는 그

렇게 살았다. 굶주림, 그 포악한 작은 짐승이 변덕을 부리는 살의 웅장한

궁전에 갇힌 여왕으로, 때로 절망과 무력감으로 흐느낌이 새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Un espace secret, un labyrinthe de chair enclos sous la peau blanche

à reflets roses et dans lequel elle ne cessait de déambuler à tâtons.

[…] Elle habitait son corps, rien que dans son corps. Elle ne vivait

qu’au-dedans de sa chair peuplée de songes flous. Elle y vivait en

souveraine, dans le silence, la solitude, la lenteur. […] Mais son règne

intérieur était malheureux. Son corps-royaume lui était tourment et

détresse, car […] jamais elle ne parvenait à assouvir sa faim. La faim

hantait son corps. […] Un petit animal vorace, cruel, qui la rongeait

jusqu’à l’âme. Et qui poussait des cris perçants dans tous les recoins

de son corps pour réclamer toujours plus et plus de nourriture. […]

Ainsi vivait Reinette-la-Grasse, ― souveraine captive en son

magnificent palais de chair des caprices d’un petit animal féroce : la

faim. Et c’est pourquoi par moment il lui arrivait de sangloter de

désespoir et d’impuissance.32)

인용문의 서술처럼 렌은 살의 왕국33) 속에서 고요함을 벗 삼아 여왕처럼 군

림하는 조건에 놓여 있지만, 실상 몸의 주권은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그녀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녀를 전횡적으로 통제하는 허기라는 존재 앞에 그녀

는 철저히 무기력34)하고 수동적인 입장일 뿐이다. 자신의 영혼까지 파먹으려

32) JC, pp. 23-24.
33) 작품 속에서 렌의 무거운 몸은 자아가 존재함으로써 느끼는 존재의 무거움을 상
징적으로 나타내준다. “존재(existence)가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중량은 바로 그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무거운 중량은 존재(existence)의 여행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à l’existant)』, 민음사, 2001,
p. 41.

34) “무기력은 짐[부담]으로서의 존재(existence) 자체에 대한 기쁨 없는 무력한 반발
이다. 그것은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일 역시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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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하게 달려드는 허기의 잔인한 탐심 앞에서 그녀는 항상 얼이 빠져 있

었고, 비명조차 시원하게 내지르지 못한 채 가느다란 방울 소리와 무력한 흐

느낌을 간헐적으로 뱉어낼 뿐이었다.

굶주림이라는 이 익명의 존재가 파 놓은 실체 없는 구멍들을 필사적으로 메

꾸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포식이었다. 음식의 섭취로 이 허기라는

괴물을 잠잠하게 만들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녀는 현기증에 실신하지 않기

위해 음식들을 한 입씩 집어삼키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쉴 새 없이 먹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녀는 더 많은 음식을 원했고, 내면에서 뚫리

고 있는 공허의 아가리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같이 자기를 학대하는 형상인 렌의 곁에는 항상 자신을 정성껏 치장하고

먹이는 엄마의 존재가 있었다. 아빠 주제Jousé는 렌을 마주할 때면 걱정과 염

려, 불안과 당혹스러움,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곤 했다.35) 그런데

엄마 에드매에게 렌은 ‘다산多産의 여신’이 실체화된 인물이었다. 에드매의

‘부드러운 광기(la folie douce)’36)는 성모를 향한 은총에서 자라난 것이었으며,

그녀는 렌의 기형성을 성모의 기적과 혼동한다. 하지만 이렇게도 헌신적인 태

도로 무한한 보살핌과 애정을 딸에게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렌의 불가항력

적인 허기는 가시지 않는다. 에드매의 과잉의 베풂, 맹목적 사랑은 집착이라

는 형태로 변질되어 오히려 선(善)의 부정적 극단의 예로 작용할 뿐이다.37)

Ibid., p. 42.
35) “Les sentiments de Jousé à l’égard de sa fille étaient plus troubles que ceux
qu’éprouvait et que manifestait avec solennité Edmée. Il ressentait face à
Reinette-la-Grasse un obscur mélange de stupeur, de fascination et d’effroi.”,
JC, p. 26.

36) “Chez Edmée Verselay la folie […] s’était insinuée à tout petits pas, avait
coulé en légers ruissellements pour à la fin faire la pause en douceur. La folie
douce, comme une trouée de bleu tendre dans un coin de ciel qu’aucune nuit ne
pourrait recouvrir et éteindre. Une folie qui lui avait poussé au cœur aussi, à
cause d’une femme. De par la grâce d’une femme, ― Celle bénie entre toutes
les femmes.”, JC, p. 16.

37) 렌이 겪는 극심한 마음의 갈등은 정신 분석학적 용어로 ‘근본적 불안’의 증상과
유사하다. 이 근본적 불안은 아이가 부모의 지나치게 넘치거나 모자란 사랑 때문에
느끼는 과도한 불안으로서, 이때 아이는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 나
름의 반응 양식을 발전시킨다. 사람들에게 향하는 순응형, 사람들에게 맞서는 대결
형, 사람들을 피하는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의 신경증적 반응 양식이 존재한다. 렌
은 불안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열려있던 순응형의 인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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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렌의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렌의 고독은 실존

상태에서 내재하고 있는 본원적 특성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에 따

르면 고독은 “존재와 더불어 일체”38)이며, “타인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주어진

결여가 아니라 자립체(hypostase)의 기능 속에서 파악된다.”39) 인간은 원천적

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세계에 태어나서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리

(séparation)의 존재이며, 빈곤과 소외, 불안 등은 인간의 실존적 상태와 동의

어이고, 주체의 고독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자립체(hypostase) 또는 ‘있음’과 같이 표현되는 존재의 고독은 타자의 결여

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실존적인 익명성에서 비롯된다. 레비나스에게

고독은 ”존재자가 ‘있음(il y a)’이 지배하는 ‘존재의 일반적 경제(l’économie

générale de l’être)’에 존재론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오는 필연성”40)에 다름

아니다. 즉, 인간 누구나 지닌 존재론적인 부재로 인해 야기된 실존적인 고독

은 존재의 실재개념으로서의 이포스타즈를 가정해주는 전제가 된다.41)

부재는 무(néant)와 동일하지 않으며 고독은 존재론적인 결여가 아닌, 원천

적으로 분리된 존재들에 당연히 내재하는 것이다. “자신을 유일하게 의식하는

고독은 ‘있음’에서 비롯된 존재의식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사건”42)이다. 고독은

비가시적인 실존의 구조인 ‘존재하는 것’(l’exister)에서 드러나는 심리적인 현

상이며, 가시적인 실존인 ‘존재자’(l’existant)는 바로 존재의 외관이다. 이렇게

고독 또는 부재에 의해 자신의 실존을 말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고독의 흔적

이며 고독과 일체다.

이런 존재를 레비나스는 고독을 선험적으로 갖는 ‘모나드(monade)’의 존재라

고 표현한다.43) 이때 ‘있음’에 의해 지시되는 존재자는 비인칭적인 존재이며

38)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Paris, Arthaud, 1948, PUF, 1983, p.
35.

39) Ibid..
40)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
사, 2017, p. 146.

41) “‘있음’에 참여하는 자립체(hypostase)는 자신을 고독으로서 발견”하며, “‘있음(l’il
y a)은 이포스타즈가 생산되는 장소다.”,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Paris, Arthaud, 1948, PUF, 1983, p. 28.

42)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
사, 2017, p. 200.

43)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나는 모나드다. 내가 문이나 창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지 비소통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는 아니다.” Emman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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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탈개성적인’(dépersonalisé) 존재이다. ‘나’(Je)라는 이포스타즈는 비인

칭적인 탈실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존재는 타자성과 익명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갖는데, 존재 자체는 이미 타자에 대한 존재로서 실재하는 것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갖는 것이다. 즉, 인간이 느끼는 고독감은 보편적 심리 현상

인데 이 배후에는 선천적인 타자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주체의

본질 또한 타자에 대한 지향성에 놓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있음’의 상태는 침묵이 지배하지만 이 침묵은 진공의 무無의

상태가 아니다.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는 침묵은 고독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

리들이 잠재되어 있는 혼돈의 상태와도 다름없다. 작품 속에서 제르맹 마리가

감지했던 침묵의 상태, 희미한 웅성거림의 망이 부단히 형성되어 있고, 밀담

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준다.

귀머거리라 불리는 제르맹 마리는 원래는 병적으로 민감한 청각을 갖고 태

어난 렌의 넷째 아들이다.44) 형 마르탱이 너도밤나무의 나무줄기를 베어 그것

이 넘어질 때 내는 굉음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얻게 되기 전에

제르맹 마리는 침묵45) 속에서조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어렴풋한 울음소리를 들었으며, 마치 사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끊임없이 불

러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46) “어떤 방황하는 헐벗은 목소리가 투명한 유

리 벌레처럼 내달리며 애원하거나 비명을 내질렀”47)는데 그로서는 이해할 수

Lévinas, Le temps et l’Autre, Paris, Arthaud, 1948, PUF, 1983, p. 21.
44) 에린은 작품 속의 제르맹 마리를 두고, 타자의 고통에 병적으로 예민한 감수성과
지대한 관심을 지닌 작가 제르맹이 자신의 특질을 투영한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Erin Tremblay Ponnou-Delaffon, “The Echoes of Silence: Silence as an Ethical
Textual Proble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Yale University, 2011, p.
205 참고.

45) 또한 침묵은 폭력과 죽음을 예고하는 ‘묘한’ 특성을 지닌다. “땅이나 하늘이나 물
에서 솟는 것이 아닌”,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에서 생겨난” 치밀한 침묵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쫓아버릴 정도로 치밀하고 강렬하고 완벽한 침묵으로 묘사된다. 이어
서 뱅상 코르볼이 카트린에게 단도를 꽂는 순간을 목격하는 모페르튀는 그들의
“싸움과 증오로부터 솟아난” 침묵을 감지한다. JC, p. 45.

46) 제르맹은 우리가 대량 학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땅과 바람, 하늘과 꽃, 바다는
위로받지 못하는 무수한 자들의 울음과 노호로 가득찬 거대한 무덤과 같다고 말한
다. “Nous sommes au temps des génocides. […] La terre, le vent, le ciel, les
fleuves et les mers sont de vastes tombeaux où mugit la clameur d’un peuple
indénombrable d’Abel inconsolés.”, Sylvie Germain, Les échos du silence, Albin
Michel, 2006, p. 17.

47) “Il lui semblait percevoir au fond de chacun une plainte, un cri étouffé,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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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 끈질긴 호소 때문에 항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그는 다른 형제들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머니 렌의 발작적인

웃음소리를 유일하게 절망 섞인 신음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도 있었는데48)

발레리 자코(Valérie Michelet Jacquod)는 다음 인용문에서처럼 제르맹의 작

품 속 인물들이 렌이나 제르맹 마리처럼 실어증을 겪는 것은 흔하다고 지적

한 바 있다.

갈등들로 포화 상태에 있거나 정념과 질투로 황폐해진 제르맹의 소설

공간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

다. 울음소리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가 신의 침묵에 대항하는 실어증

으로 귀착하며 가장 기이한 기능장애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의 변조를

야기한다. 말의 상실, 실어증, 말 더듬기, 끊겨진 목소리, 방황하고 구걸

하고 양도된 혹은 확장된 목소리 등 언어와의 관계는 인물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첫 번째 척도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우

선으로 내재적,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인 것으로 전환된 울음소리를 떠올

리게 된다.

Le monde germanien, saturé de guerres ou dévasté par la passion et

la jalousie, est peuplé de personnages ne maîtrisant plus leur voix et

leurs mots. Entre la montée du cri et son ravalement, débouchant sur

un mutisme qui fait écho au silence de Dieu, les dysfonctionnements

les plus singuliers altèrent les voix. Pertes des mots, aphasie,

bégaiement, voix cassées, voix errantes, mendiantes, déléguées ou

démultipliées, le rapport au langage est la première mesure de la

souffrance des personnages. Or, qui dit souffrance pense d’abord au

cri, somatisation instinctive de la souffrance.49)

sanglot. Jusque dans le silence il décelait de confus murmures, d’imperceptibles
pleurements. Et partout, sans cesse, il croyait deviner un appel, ― une voix
errante, nue, qui filait tel un invisible insecte de verre en stridulant et suppliant.
Et cet appel aussi incompréhensble qu’obstiné il le percevait avec une
particulière vivacité à travers la voix et le souffle des autres ; une lancinante
plainte transsonnante.”, JC, p. 90.

48) “Les si légers rires en grelots de sa mère Reinette-la-Grasse auxquels les
autres prêtaient si peu d’attention, lui les avait toujours perçus jusqu’à la
détresse.”, Ibid..

49) Alain Goulet, L'univers de Sylvie Germain,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200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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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노의 날들 속 배경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익

명의 복수적 타자들의 울음소리는 곧 그들의 내면적,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남다른 지각 능력을 지닌 인물들에 의해 암시되고 있다. 또한

‘신의 침묵’은 악과 불행에 잠식된 세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신의 무관심성을 의미한다. 이토록 악과 폭력, 비참과 불행이 지배하는 세상

에서 타자와 만나지 못한 각 개인은 피로와 무력, 불안과 공포에 잠식되어 있

으며 그들의 내적인 괴로움과 이에 대한 저항은 미미한 신음으로 간신히, 미

세하게나마 포착될 수 있을 뿐이다.

1.2. 유폐된 존재들: 고립과 단절

‘있음’이라는 존재의 고독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물은 비단 렌 뿐만이

아니었다. 고독은 작품 속 대다수 인물이 공유하는 실존 조건이다. 페름뒤부

의 렌이 현실과 담을 쌓고 자기의 내면세계에 들어앉아 자폐적인 모습으로

일상을 영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페름뒤부의 옆에 위치한 페름뒤밀리유의

거주자, 위게(Huguet) 역시 외부와 단절된 채로 홀로 살아간다. 노총각인 위

게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홀로 지내는 인물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면 스스로가 먼저 경계의 태세를 갖춰서 괜한 트집을

잡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쏘아보는 그는 쉬이 성을 내는 성격 탓에 그 누구에

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또한 마을 여인들의 속옷을 훔치는 행위 때문에 변태

적인 기벽을 지닌 남성이라 낙인찍히고 배척당한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

면 그는 속옷의 직물을 기워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트로 재탄생시킨다. 바느질

을 하는 점과 암탉이 아닌 수탉을 반려동물로 기른다는 사실은 그가 실상 남

성성보다는 여성성을 더 많이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시몽과 카미유의 성행위를 몰래 훔쳐보는 인물이기

도 한데, 그럴 때마다 카미유가 아닌 시몽의 나신을 목격하는 것에 황홀함을

느낀다는 데에서 그의 성적 취향이 동성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가늠

케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가 평생 씻지도 않고 늘 지저분한 상태로

만 살아갈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과 오해에 불과했다.

그가 매달 치르는, 익명의 향내가 베인 시트 속에서 단잠을 청하는 독특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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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시간 속에 켜켜이 쌓인 심신의 때를 벗겨내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게는 타인의 무성한 소문들과 조롱 섞인 선입견들로 인해 소외되

고 배제되어 있다. 게다가 동성애적 기질은 그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르시시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이질적인 타자와의 만남과 수용

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사태를 보여준다. 또한 위게가 아무리 속옷을 변태적

인 행위의 소재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성의 측면에서 보았

을 때, 타인의 내밀한 소유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성은 부도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게는 자기의 집 창문50)을 통해 바깥세상을 그저 엿보기만

하는 관찰자이자 참관자에만 머물러 있을 뿐, 집의 문턱을 넘어 직접적으로

다른 이들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며, 스스로가 만든 한계 안에 갇힌 여생을

보내게 될 인물이었다.

페름뒤밀리유 옆에 자리하고 있는 페름뒤파의 인물들 역시 고립과 고독에

잠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분노가 드리워져 있다. 앙브루아즈 모페

르튀Ambroise Mauperthuis는 저지대의 뱅상 코르볼Vincent Corvol을 향한

증오와 원한을 항상 품고 살고 있으며, 그의 둘째 아들 마르소Marceau는 아

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늘 안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차마 표출하지는

못한 채 살아간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경하는 형 에프라임

Ephraïm은 페름뒤부의 사위가 된 이후로 동생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에 마르소는 아버지의 서슬 퍼런 감시와 명령을 받들며 고독과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지대 뱅상 코르볼의 딸 클로드 코르볼Claude Corvol은 “배신자이며 도망

자인 어머니가 사랑의 의미와 맛을 그녀에게서 몽땅 앗아가 버린”51) 탓에 사

50) 공간의 의미와 이미지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했던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게 집은 특권적인 장소였다. 그가 보기에 집은 최초의 우주이자 최초
의 세계이다. 실질적으로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것은 집을 통해서인데, 집은 밖으로
부터 우리를 안락하게 보호해주고 감싸주기도 하지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과
밖으로 열리는 문을 갖추고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 지음,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 77 참고.) 페름뒤밀리유의 위게에게 집은 밖을 볼 수 있는
창의 기능이 우세하지만, 밖을 향해 그 자신을 직접적으로 열게 할 수 있는 문의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51) “Et elle n’avait pas pour autant rêvé d’un autre amour, jamais. Elle ne croyait
pas à l’amour. Sa mère, la traître, la fuyarde, lui avait volé le sens et le goû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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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믿지 않으며 육신을 혐오한다. 피해 의식에 갇힌 그녀는 페름뒤파에 안

착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고립시키고 자발적인 단절을 자처하며 자신만의 시

공간 속에 깊이 침잠해있다. 특유의 침착함과 엄격한 태도는 그녀가 삶의 기

쁨 내지는 환희에는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체념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침묵만이 지배하는 그녀만의 세계 속에서 유일한 소리는 피아노의 선율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연주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선율이지만, 다른 마을 사

람들에게는 망자들에게서 하소연이나 흐느낌을 끌어내는 소리에 불과하며 그

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게 할 따름이다.

마르소 역시 그녀를 “잿빛 눈처럼 마음도 잿빛인 여자, 차가운 피부에 죽은

나무토막처럼 무감각한 몸을 지닌 여자.”52)라 단정 지으며 무감하고 냉담한

클로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클로드는 카미유Camille의 유년기적 소망과

욕구에 무심한 엄마로 남으며 그녀 역시도 딸을 죄책감 없이 떠나는 행보를

반복한다. 카트린이 자식의 우울과 고독을 외면하고 모성을 거부하는 나쁜 어

머니였듯 클로드 역시 카미유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처럼 클로

드와 마르소 모두 딸인 카미유를 보살피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이지만 한편으

로 그 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감정과

온정을 박탈당하고 욕구를 거세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53) 클로드의 남동생

레제(Léger) 또한 어머니의 도주 이후 성장을 멈추었으며 누나 클로드에 고

착54)되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라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de l’amour.”, JC, p. 153.
52) “Une étrangère demeurée telle, ― femme au cœur gris comme ses yeux, à la
peau froide, au corps sec comme un bout de bois mort. Une étrangère
hautaine,hostile.”, JC, p. 159.

53) “Son père, son père ! […] Son père au cœur mauvais, retors, qui n’avat cessé
de s’interposer entre la vie et lui, qui l’avait dépouillé de tout, ― de sa volonté,
de ses désirs, de ses sentiments.”, ibid..

54) 고착이란 정신 체계가 어느 한 발달 단계에서 멈추어 그 이상 발달하지 않는 경
향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이 그 이상의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을 품고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식의 자아방어의 메커니즘의 또 다른 종류로는
퇴행이 있다. 퇴행은 욕구 에너지가 충분한 만족을 얻을 만큼 발산되지 않아서 불
안에 빠진 자아가 이미 지나간 이전의 발달 단계에까지 소급하여 그 시기에 효과
를 경험했던 행동의 전례를 현재의 사태에 적용하여 욕구의 만족을 꾀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이다. 고착 메커니즘과 퇴행 메커니즘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고
착 경향이 강할수록 퇴행 현상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퇴행 메커니즘
이 작용하면 그의 나르시시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S. 프로이트, C. S.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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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페르튀의 손녀 카미유는 바깥세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농장

의 울타리 안에서만 갇힌 채로 지내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길렀다. 카미유는 울타리로 둘

러싸인 그의 넓은 농장 안에 갇혀 지내며 어린 공녀처럼 떠받들어졌

다. 노인은 카미유를 달콤하고 나른한 몽상 속에 가둬둠으로써 그녀의

호기심 많고 부산스러운 성격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바깥세상을 전

혀 모르는 카미유는 늘 새장 안의 새처럼 지냈다.

Il l’avait élevée en marge de tous, il l’avait gâtée comme une

petite princesse prisonnière dans l’enclos spacieux de sa ferme. Il

avait réussi à tenir en bride la turbulence et la curiosité de Camille

en la confinant dans un doux rêve paresseux. Elle ne connaissait

rien du monde extérieur, elle avait toujours vécu comme un oiseau

en cage.55)

새장 속의 새처럼 카미유는 처음부터 온전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고, 그

녀는 바깥세상과 의도적으로 단절되어서 길러진다. 이렇듯 모페르튀가 군림하

는 페름뒤파의 식구들은 모두 유폐되어 있다. 클로드는 망자를 갱생시키는 우

울한 선율에, 카미유는 모페르튀라는 울타리에 갇혀, 클로드의 남동생 레제는

누나의 ‘배려’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거짓말이라는 미혹에 갇혀 영원히 진실로

부터 눈이 가려진다. 페름뒤파를 드리우는 여러 형태의 정신적, 물리적, 심리

적 감옥은 인물들이 온전한 삶의 향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서 페름뒤파에는 서로 간의 분리와 분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암시된다. 그들은 외부와도 차단되어 있기에 교류에의 희망은 더욱 참담해 보

인다.

카미유의 경우에는 클로드와 마르소가 떠난 후, 유년기 시절부터 부재한 부

모에 대한 슬픔은 느끼지 않지만, 카미유 안에 내재하고 있던 고독과 공허의

존재가 팽창됨을 느끼게 된다.56) 이는 고독이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잠재

R. 오스본 지음, 설영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선영사, 2018, pp.
328-329 참고.) 클로드의 동생 레제는 일견 어머니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
착과 퇴행의 증상을 보이는 듯 보이지만,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그가 카미유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머니의 상실은 그가 새로운 타자
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5) JC,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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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레비나스가 주장했듯 인간은 ”하나의

존재이면서 둘로 이뤄진 존재다. 실재의 한가운데 있는 분열(division), 찢겨짐

이다.”57) 인간은 원천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세계에 태어나서 분열된 상태

로 살아가는 분리(séparation)의 존재이다. 빈곤과 소외, 불안 등은 인간의 실

존적 상태와 동의어이고, 주체의 고독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작품 속 인물들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독은 작중 인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치명적일 수가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르소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잘 살펴보

면 그의 심정에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처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

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제어하지 못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인물과

는 대척점에 놓인 인물로서, 분노와 증오의 말소(抹消)로 인하여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무감의 고립, 모든 인

간적 감정의 시작이자 끝, 타자와의 접점이 제거된 영혼의 헐벗음 상태. 이러

한 ‘이타성의 좌초’는 곧 지옥이다.58) 그렇기에 마르소에게 죽음은 오히려 ‘해

56) “Convoi aussi lugubre, aussi muet, que celui qui avait suivi le corps de son
père quelques jours auparavant. Après le père, la mère. Mais l’un et l’autre
avaien si peu rempli ce rôle auprès d’elle, leur fille unique, avaient toujours
vécu si loin d’elle, ― loin de son enfance, loin de ses jeux, loin de ses joies et
de ses peiens, loin de ses soucis, de ses désirs, de ses espoirs et de ses
émotions, qu’ils s’en allaient sans laisser de traces véritables, sans causer de
douleur. Aucun manque ne s’ouvrait dans leur sillage ; ils avaient toujours
manqué. Derrière eux, simplement, affleurait un mince sillon d’amertume. La
solitude se resserrait autour d’elle, ― et dans le même mouvement s’évasait, se
faisait espace nu, où tout pouvait arriver.”, JC, pp. 194-195.

57) Emmanuel Lévinas, Du sacré au saint. Cinq nouvelles lectures talmudiques,
Paris, De. de Minuit, 1977, p. 128.

58) “L’enfer, c’est l’échec de tout altérité en nous, par voie d’écrasement, ou par
voie d’absence. […] L’enfer, c’est quand l’Autre n’est plus en nous, qu’il n’a
plus accès à notre conscience, à nos pensées, à notre coeur que sous une forme
négative où se mélangent en un poison confus la méfiance, le ressentiment, la
hargne, la douleur et le dégoût ; c’est quand toute dimension d’altérité est
perdue. […] L’enfer, c’est quand il n’y a plus que « moi », mais un moi
insulaire, abandonné de tous – et de soi-même ; un « moi » hébété de
solitude, perclus d’indifférence, harassé de révolte stérile, sinistré dans son
propre vide. Un « moi » totale déchérence. L’enfer, c’est quand il n’y plus
personne, ni autour de soi, ni au-dessus de soi, ni à l’intérieur de soi.
Radicalement personne.” Sylvie Germain, Quatre actes de présence, Désclé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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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묘사된다. 또한 소설에서 살인 및 살해의식을 치르게 되는 인물인 뱅

상과 시몽의 경우, 전자는 아내의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후자는 어머니의 죽

음으로 인하여 광기어린 살해를 저지르는데, 그만큼 부재와 결핍이 야기하는

고독은 온전한 이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주체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

인지를 반추해볼 수 있다. 그건 바로 타자와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의 향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고독은 타자성을 향유할 수밖에 없는 주체들의 실존 조건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주체의 욕망은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 결여로 인하여서

타자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며, 타자에의 향유를 추구하게 된다.59) ‘있음’의

무의미성과 자기 폐쇄적이고 자족적이며 유아론적인(soliptique) 자아의 자폐

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아의

자기 결박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무시간적 현재

에 갇힌 유한적 존재가 아닌 무한과 초월로 향하는 탈존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ouwer, 2011, pp. 21-23.
59)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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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존 혹은 탈존의 가능성

1장에서 확인했듯, 작중 인물은 동일하게 ‘있음’의 존재론적 숙명에 처해있

다. 2장에서는 다소 자폐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존재론적 한

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서 그들이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주요하게 발견되는 대타 관계의 세 가지 방식은 타자

에게 내어주는 것, 타자를 소유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타자에게 받고 내어주

는 것 혹은 내어주면서 받는 것이다. 이러한 대타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는 상처에 취약한 주체성(vulnérabilité)의 경험 유무가 중심으로 자

리 잡는다.

제르맹과 레비나스가 공유하는 인간관 및 타자관은 ‘쉽게 상처받는 주

체’(sujet vulnérable)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주체는 감성

에 의해 쉽게 지배당하고 타자로부터의 낯선 상황에 쉬이 열려있는 주체성을

지닌다. 이 상처에 취약한 주체성을 인지하고 체험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

물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구체적인 발현 공간으로서의 얼굴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인물들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에 따라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 맺음의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차이를 드러

내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레비나스의 얼굴(visage) 개념이 주요

하게 요청된다. 이어서 신체적인 감성을 통해 세계를 체험하고, 원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동성과 불완전성을 특징으로 갖는 주체가 어떻게 초월적

으로 자신을 극복해나가는 인간형으로 변모하게 되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삶을 향한 본능인 에로스 혹은 죽음을 향한 본능인 타나토스

중 어떤 본능에 더욱 집착하는지에 따라 인물들의 대타 방식이 어떠한 영향

을 받고, 타자에 대한 만남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타자성의 수용 및 향유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있음’의 존재였던 인물들 가운

데 어떤 인물은 올바른 탈존(existence)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어떤 인물은

존재론적 한계 안으로 점차 갇히게 되는지 그 양상을 뚜렷하게 구분 지어 설

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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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 가지 대타 방식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타 관계의 첫 번째 방식은 ‘타자에 대한 내어

줌’이다. 페름뒤부에 정착한 에프라임은 모페르튀라는 성을 버리고 베르슬레

라는 부드럽고 온화한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섞는다.60) 모페르튀(Mauperhuis

= Mauvais + trou)에서 베르슬레(Verselay = Verser + lait)로의 전환은 그들

의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처럼 불량하고 악독한 구멍과도 같은 공간에서 모성

과 포용의 공간으로의 이동 내지는 탈출을 함의한다. 에프라임은 모성성과 여

성성61)이 두드러지는 에드매와 주제의 새로운 가정 안에서 크나큰 위안과 행

복을 찾는다.

에드매는 소설의 초반부에서부터 명백히 표명하듯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성모께서 베푸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혼동하게”62) 된 인물이며 모계 중심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손자들이 모두 성모 승천일 태어났다

는 사실에서 성모님의 남다른 자비의 발현을 발견하여 그들의 이름 앞에 직

접 마리(Marie)를 붙인 것이 그녀의 신심을 대표적으로 반영해주는 증거이다.

60) “Ephraïm avait donné son nom à Reine, il le partageait avec elle ; il portait
dorénavant un nom évidé de puissance et de richesse. Il avait lié son nom à
celui des Verselay, il s’était allégé du poids de son nom en le mêlant à la celui
des Verselay.”, JC, p. 64.

61)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 관계를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은 여성성에
서 발견된다. 여성적인 것(féminin)은 타자들과의 무한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시
간의 생산성과 초월성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하다. 레비나스가 타인, 여성적인 것,
아이에 대한 관계, 생산성, 통시성의 구체적 양태, 시간의 초월성 등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강조한 여성성의 가치와 윤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에 담겨 있다. 레비나
스에게서 여성성은 상처받기 쉬운 심성적인 주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타인들에
대한 동정을 드러내는 성정이며, 따라서 이러한 여성성은 삶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
를 나타내고 과부, 고아 등과 같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발현되기도 한
다. 타자성과 초월성을 다 지니는 여성성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가능성이다. 그에
게서 ‘여성적인 것’은 타자의 얼굴에 현시하는 신의 에피파니와 동등한 것이다. 왜
냐하면 타자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고, 본래적인 인간성을 표현하는 것이 곧 여성
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통과 초월의 윤
리를 찾아서』, 문예출판사, 2017, pp. 328-330 참고.

62) “Dans sa passion mariale elle avait graduellement confondu sa vie et celle des
siens avec un perpétuel miracle consenti par le Vierge. Elle avait confondu la
bouche et le sourire, la parole et la prière, la salive et les larmes. Elle avait
confondu la beauté et l’invisible, l’amour et la miséricorde. Elle avait confondu
la mort et l’Assomption.”, JC,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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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서 그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과 동시에 그가 살게 될 삶에 대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 부모로부터 지어지고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이다.63) 이러

한 에드매의 각별한 내리사랑 덕택인지, 손자들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자

신을 먹이고 키워낸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삶을 충만하게 향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들에게 성당의 모든 축일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특히 성

모승천대축일이 그랬다. 그들은 무한한 열의를 바쳐 자유분방한 연주를

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할머니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그들을 키웠는데, 그들은 그 성모께 찬양을 바쳤다. 그리고 성

모께서 내리신 은총의 놀라운 구현인 어머니 렌을 비롯해 그들 자신의

아홉 번의 생일, 그리고 생일들과 겹치기도 하는 아홉 번의 영명축일을

찬양했다. 그 모두를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혼동하며 찬양했다. 마리라

는 이름이 각자의 이름을 견고히 받쳐주었고, 불행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마법처럼 보호해주었다.

Toutes les fêtes carillonnées leur étaient prétextes à musique, mais

celle de l’Assomption l’était par excellence. Alors leur entrain, leur

bonheur et leur hardiesse à jouer ne connaissait plus de limites. Ils

célébraient dans une joyeuse confusion tout à la fois la Vierge dans

l’adoration de laquelle leur grand-mère les avait élevés, leur propre

mère Reine qui était l’incarnation fabuleuse de la grâce mariale, et

leurs neuf anniversaires qui se doublaient de leur neuf fêtes, le nom

de Marie renforçant le prénom de chacun comme un magique

garde-fou contre le mal, le péché et la mort.64)

그리고 ‘마리’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이 형제들을 ‘불행과 죄와 죽음으로부

터’ 보호해주는 힘을 지닐 수 있었다. 비록 비이성적인, 혹은 광적인 신념에

63) 롤랑 바르트는 사람의 이름은 기표들의 우두머리이자 그것이 지닌 암시적 의미가
풍성하고, 사회적이며 또 상징적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
다. “Un nom propre doit toujours être interrogé soigneusement car le nom
propre et si l’on peut dire, le prince des signifiants, ses connotations sont
riches, sociales et symboliques.”, Roland Barthes, L’aventure sémiolog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1985, p. 335.

64) JC,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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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할 수 있지만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배려가 담긴 기도에 힘입어 아

홉 형제는 각자가 지닌 작은 미명을 세상 속에서 자유로이 밝히며 성장하고

뻗어 나갈 수 있게 되는 행보를 보여준다.

보살핌이란 생명과 실존에 대한 배려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로부

터 사랑과 보살핌이 있기에 주체가 존재할 수 있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주

체와 타자 사이의 관계 맺음과 함께 형성되어가며, 삶의 보편적인 정서로서

‘가까움(proximité)’은 인격적 관계를 구성하는 원천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

서와 관계는 책임이라는 소명 의식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이 친

밀성을 배우는 첫 번째 장소를 가정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웃

과 사회로 확장된 책임감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간다. 그는 인간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연유되

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관계에의 얽매임’은 주체의 실존적 빚을 감내하

고 부담해야 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다.65)

또한 “나로서의 나는 타자의 얼굴로 윤리적으로 향하며, 박애는 나의 선민

(élection)과 평등이 동시에 성취되는 (타자의) 얼굴과의 관계 자체”66)라고 주

장한다. 에드매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소박한 삶

의 안식을 위하여서 터를 마련하고 집을 짓지만 결국에는 신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때 그녀가 품은 신앙적인 소망은 현실에서의

실천적인 윤리를 동반했다.

그런데, 그녀의 내어줌은 파양 당한 페름뒤파의 장자에게는 절실한 구조 행

위와도 같았지만, 정작 그녀의 가장 소중한 딸인 렌에게는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자신의 신앙심에 과도하게 도취하여서 딸의 고통이 내는 신호

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딸의 흐느낌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남편조차도 그녀를 각성시킬 수 없었다. 주

제는 에드매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떠한 직언도, 제지도 하

지 못한 채 그저 아내의 의사에 따르며 지낼 뿐이다.67) 남편으로서의 그의 존

65)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72 참고.
66)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312.

67) “Aucun homme n’oserait prendre pour épouse cette montagne de chair blanche
et rose et dolente qui n’avait d’autre dot que sa faim insatiable. Ainsi
ressassait-il son tourment sans même pouvoir en parler avec Edmée qu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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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제거되었다.

또한 에드매는 일방적인 모성애라는 미명으로 딸에게서 아버지의 의미와 필

요성에 대해서도 소거한다.68) 에드매가 렌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일련의 과

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죽는 순간까

지 주제는 딸인 렌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할 정도로 부녀간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 이렇게 렌의 유난스러운 모성애는 주제로부터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 모두를 갈취하며, 렌을 구조해줄 수 있는 유일한

타자와의 차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이 에드매의 내어주는 대타 방식의 한

계로 작용한다.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는 대타 관계의 두 번째 양상은 바로 타자에 대한 소

유이다. 모페르튀는 자기의 핏줄인 두 아들을 자신의 궁극적인 탐욕을 달성하

려는 목적에 맞추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일차적으로는 마르소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간접적으로 획득하려는 목표를 이룬다. 다른 가문과의 강제 혼약을 통

해 자기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시에 카트린의 피와 살을 재현하고 결국

엔 소유하겠다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저지대 여성을

강제로 가족과 이별하게 만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모든 타자를 기계화, 도구화하는 데에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그는 자기 손자들인 에프라임의 아홉 아들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일을

시킨다. 이들과의 관계는 고용인과 고용주간의 계약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69), 오히려 사적인 공간에서 이들과의 사이는 남보다도 못하다. 모페르

튀는 그들 사이에 놓인 깊은 원한의 골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며, 아홉 손자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그 어떠한 애정도 느끼

tels propos auraient scandalisée, et le poids de sa vieillesse ne faisait que
s’aggraver dans son corps fatiqué.”, JC, p. 26.

68) Alain Goulet, L’univers de Sylvie Germain,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2008, pp. 213-214 참고.

69) “Simon était entré vers l’âge de douze ans au service d’Ambroise Mauperthuis.
Pas davantage que ses frères il ne considérait cet homme comme son
grand-père ; le vieux n’était que leur patron.”, JC, p. 93, “Depuis le soir où il
avait frappé Ephraïm au visage jamais plus il ne lui avait adressé la parole
sinon pour lui lancer des ordres quand le travail l’exigeait. Et il traitait tous ses
petits-fils de la même manière, comme des ouvrier employés sur ses terres, et
ne leur parlait que pour leur fixer les tâches à accomplir.”, JC,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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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무감함을 보인다.70)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타자는

수단에 불과하여 그 유용성만을 탐하고 이용할 뿐이다.

이처럼 모페르튀는 분노와 증오, 고독이라는 자신의 존재론적 불행을 타파하

기 위해 타자를 소유하는 방식을 고수하며, 이는 그의 폐쇄적인 자기 인식에

기인한다. 모페르튀가 카트린을 무척이나 닮은 손녀 카미유에게 쏟는 사랑의

배타성과 독점욕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동일자적 시각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카미유의 생동감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모습과 쾌활하고 자유로운

면모를 바라보며 대리적인 만족을 얻으면서도 카미유의 그러한 특성이 다른

이들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성모상 축성식 날인 8월 15일 정오에 거행된 행사에서 에프라임의 아홉 아

들과 카미유가 최초로 만나게 된 사건은 카미유-모페르튀의 관계에 있어 하

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카미유가 모페르튀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카미

유 내면의 욕구가 그녀를 그에게로 돌려세우던 순간, 그녀는 “카트린과 똑같

이 음탕하고 성급하며 열정적이고 오만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움을

과시했다.”71) 그런데 그것이 모페르튀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산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타인들이 결코 알지 못하도록 그가 공들여 오랜 시간 동안 숨

겨온 것이기 때문이다.72) 바로 여기서 모페르튀의 모순적인 욕망을 엿볼 수

있다. 분명 모페르튀가 원했던 아름다움이었고 재현하고자 했던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본인만 향유할 수 있고 자신만을 위한 전시물일 때에만 만족

스러운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카미유의 자유를 꿈꾸는 성정마저 제동을 걸고

제 테두리 안에 가두려 한다. 사실상 카미유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

70) “C’était un patron dur, taciturne, vigilant quant à la bonne exécution du travail.
Un homme qui n’inspirait ni l’amitié ni la moindre sympathie mais qui forçait
un certain respect pour sa réussite et pour l’efficacité avec laquelle il savait
mener ses affaires.”, JC, p. 93.

71) “Plus que jamais elle ressemblait à Catherine. La même intempérance et la
même impatience, la même ardeur et la même insolence, la même et unique
beauté.”, JC, pp. 123-124.

72) “Tout cela qu’il s’était ingénié à maintenir caché aux yeux des autres, à
retenir secret à la conscience même de Camille, venait d’un coup d’entrer en
irruption, là, comme ça, en public, et tout ça à cause de ces gueux nés à
répétition dans le cloaque de la Ferme-du-Bout, sortis du ventre de lapine de la
grosse fille aux Verselay ! Sa rage était telle qu’il ne put se contenir
davantage.”, JC,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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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전유하지 못한 채, 모페르튀의 환상 속 이미지

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날의 사건 이후 그는 카미유가 시몽을 비롯한 에프라임의 아들들을 만나

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까지 악착스럽게 통제하고, 손녀와의 배타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맺기 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그의 독점욕은 날이 갈수록 극

단적인 양상을 띠고, 급기야는 카미유를 바라보며 수십 년 전 이미 죽었던 카

트린과 혼동하기까지 한다.

이제야말로 카미유, 그의 ‘말괄량이’가 그의 것이, 오로지 그 자신만의

소유가 될 것이었다. (…) 죽는 날까지 그는 페름뒤파에서 카미유와 살

것이다. 그것만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전부였다. (…) 자신만이 카미유

와 함께하며 그 아름다움을 누릴 것이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카미유를 곁에 두고, 카미유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

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 걸까? 카미유를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지 않은

가. 그 자신이야말로 카트린의 아름다움을 죽음에서 구해 생명과 빛을

부여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Car désormais Camille, sa Vive, serait vraiment à lui, rien qu’à lui.

[…] Jusqu’à ses derniers jours il vivrait dans sa Ferme-du-Pas aux

côtés de la Vive. Il ne pouvait rien imaginer d’autre que cela. […] Lui

seul jouirait de la beauté rien de plus ; la garder auprès de lui ; la

contempler vivre. N’avait-il pas ce droit ? C’était lui qui avait cré

Camille.73)

위의 인용문은 모페르튀가 조물주 환상에 빠져 진짜 인물의 실존 자체를 부

인하는 데까지 다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그는 카미유를 보고 카트린을 죽음으

로부터 구해 내어 자신이 그녀에게 다시금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믿는

것이다. 카미유를 가둬두고도 그녀를 창조한 것은 자신이기에 그 자신만이 소

유할 수 있다고 믿는 그의 과대망상증은 마치 전능한 신적인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스스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착란에 빠지는 것과 같다. 자신이 만들어 냈다고 믿는 핏줄의 운명과 죽음까

지도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피그말리온74)의 전례를 따르고

73) JC, pp. 219-220.
74) 현실 속 여성을 혐오했던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꿈꾸는 미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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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페르튀가 애초부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

라보고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대상으로 재해석하고 고집하며 현실

의 인물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격체로서의 타인을 사랑한 게 아

니라 소유 그 자체를 욕망했다는 점에서 자기도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타자와 관계 맺는 세 번째 대응 방식은 소유의 극단과 내어줌

의 극단 사이에 놓인다. 그건 바로 타자로부터 ‘받고 내어주는 것’ 혹은 ‘내어

줌으로써 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맺어지며,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 치유를 가능케 한다. 에프라임과 렌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성

공적으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타자의 상처도 치유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에프라임이 렌에게 청혼하러 온 날 렌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녀 안에는

모든 감정이 잠들어 있으며 오로지 허기만이 온 마음과 생각을 메꾸고 있었

기 때문이다.75) 그런데 멍한 눈길의 수동적인 렌의 곁에서 에프라임은 의심으

로 얼룩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증오가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렌의 몸과 살, 피부와 머리카락 등 렌의 존재 자체가 에프라임에게는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녀의 몸은 그에게 일종의 ‘망각의 숲’으로 묘사

되며, 에프라임은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감각 속에서 기꺼이 길을 잃고, 모

든 수고와 힘듦을 잊을 수 있게 된다.76)

여성을 현실에서 찾는 것을 단념하고, 마음속 여인을 그리며 조각하는 것으로 아쉬
움을 겨우 달랜 신화 속 인물이다. 어느 날 그는 공들여 조각상을 완성했고, 자신
이 만든 그 완벽한 조각의 자태에 매료되었다. 아름다운 조각상에 황홀하게 넋을
빼앗기고 비로소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은 현실과 꿈, 실재와 환상을 넘나들며 자
신만의 묘한 사랑의 감정을 즐겼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애초에 현실 속 대상을 배
제한 것이기에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조용훈 지음, 『에로스와 타나토스』, 살
림, 2005, pp. 151-155 참고.) 모페르튀 또한 자신의 심상 안에 간직한 이상적인 이
미지(카트린의 이미지)를 손녀 카미유를 통해 재현해내고자 하고, 실재와 환상의
변주를 자유로이 즐기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인물이다.

75) “Quant à Reinette-la-Grasse elle n’avait semblé nullement émue par cette
nouvelle la concernant. Tout sentiment dormait en elle ; il n’y avait place en
son cœur et ses pensées que pour la faim. Le mariage, l’amour, le désir, rien de
tout cela ne faisait sens pour elle.”, JC, p. 60.

76) “Auprès de Reinette-la-Grasse par contre il trouvait l’oubli. L’oubli de tout. Il
se sentait délesté du poids de ses doutes, lavé de sa nausée, délivré de sa
haine. Corps et chevelure, chair et peau, ― Reinette-la-Grasse lui était un
palais, une terre de jouissance, une forêt d’oubli tout au fond de laquelle il
s’enfonçait, se perdait dans un éblouissement de tous ses sens.”, JC,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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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라임과의 성적인 결합은 렌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낸다. 렌에게는

지속해서 고통을 안겨준 허기가 에프라임의 성적 욕구와 뒤섞여 풍요의 생명

을 잉태하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피로’77)와 ‘괴로움’, ‘고통’과 ‘분노’가 자신

의 선천적 장애인 ‘허기’와 만나 풍요와 생산의 주체로 변모되는 것이다.78) 그

렇게 결혼 이듬해부터 매해 8월 15일 아들을 출산하여 총 아홉 명의 아들이

태어난다. 비록 에프라임과 아홉 아들의 몸은 렌의 굶주림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하였지만79),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종래의 무기력한 졸음을

차츰 떨쳐낼 수 있었고 사물도 이전보다 명료하게 보이는 등 의식의 세계로

건너오면서 막연한 꿈이 안개처럼 걷힐 수 있었다.80)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1장에서 지적했던 렌의 존재론적 익명성이 아홉

아들들의 탄생으로서 드디어 실체를 확보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아감으로써 비로소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81) 단순한 ‘있음(il y a)’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인칭적 존재에 불과했던

주체가 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익명성을 탈피하고 생산과 탄생의 주체성

77) “피로를 느끼는 것, 그것은 존재(existence)의 실행 자체 안에서 혐오하는 것이다.
어떤 것에 대면해서[대항하여] 피로는 격전(激戰)을 치르며 무력하게 거부해본다.”,
엠마뉴엘 레비나스 지음,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à
l’existant)』, 민음사, 2001, pp. 42-43.

78) “Ce grand corps d’homme qui s’abattait contre elle chaque nuit pour y
chercher l’oubli, s’y décharger de sa fatigue, de sa misère et ses tourmens, de
sa colère muette, fit se lever en elle une fertilité nouvelle.”, JC, p. 67.

79) “Car la faim demeurait toujours présente en Reinette-la-Grasse, présente et
lancinante. Pas davantage que le corps d’Ephraïm les corps de ses neuf fils
qu’elle porta, mit au monde, éleva, ne parvinrent à assouvir sa faim, à apaiser
son attente.”, JC, p. 69.

80) “Mais au fil de toutes ces années scandées d’accouchements ponctuels, l’état
de songe qui s’éait fait sien depuis son mariage ne cessa de se dégager des
torpeurs où elle avait somnolé durant son adolescence et sa jeunesse, et tendit
petit à petit vers plus de clarté. Tout doucement Reinette-la-Grasse affleurait à
sa propre conscience, peu à peu s’éclaircissait le songe flou qui l’habitait.”, Ibid..

81) “레비나스가 바라보는 존재와 윤리에 대한 시선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존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족 속에서 존재론적인 나 자신의 동일
성을 말하고자 할 때 나는 아내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와 같이 각각의 이포스타즈
들로서 존재한다. 이때 나의 동일성은 가족 속에서 익명적(anonyme)이며 비(非)인
칭적(impersonnel)이다.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은 나 자신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타자들에게 열려서 형성된다.”,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
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사, 2017,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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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이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렌의 허기가 결정적으로 다스려질 수 있었던 계기는 다

름 아닌 ‘고독’을 상징하는 밤의 아들들 덕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에

프라임에게 이 밤의 아들들은 홀로 있는 것에 맹렬히 집착하는 기질 때문에

그로 하여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자식들이었다.

이 아들들의 정신은 방황과 고독에 시달리거나 다른 곳에 쏠려 있었거나 멍

청한 행동들로 그늘이 지거나 너무 깨어 있는 식이어서 에프라임은 밤의 아

들들의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자부심보다는 혼란을 크

게 느꼈을 뿐이었다.82)

하지만 렌은 달랐다. 렌은 이 아들들의 곁에서 오히려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위안을 발견했다.83) 그녀는 외톨이 레옹을 바라보면서는 “엉큼한 탐심이 한순

간 잠잠해지는 것”84)을 느꼈고, 엘루아의 멍한 눈길로부터 “그녀 자신의 허기

도 익사할 듯한 예감”85)을 경험했다. 또 미련퉁이 루이종의 큰 웃음소리와 신

나 하는 모습으로부터는 “숨 막히는 몸에서 마침내 해방된 자신의 웃음소리

를, 순결하고 명랑한 웃음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86) 막내아들 블레즈의 “뒤

82) “Ainsi répondait Blaise-le-Laid, le dernier-né des neuf fils d’Ephraïm et de
Reinette-la-Grasse, quand on s’étonnait de son étrange façon de s’exprimer. Et
la surprise alors ne faisait que croître, l’emportant sur l’envie de moquerie.
Voilà aussi pourquoi la confusion était plus grande que la fierté dans le cœur
d’Ephraïm à l’égard de ses fils du Soir ; il ne comprenait rien à leurs lubies, à
leur esprit, soit taraudé par l’errance, la solitude et l’ailleurs, soit ombragé par
l’imbécillité ou au contraire trop illuminé.” JC, p. 105.

83) “Mais Reinette-la-Grasse, elle, trouvait auprès d’eux une apaisante consolation
à ses tourments de faim.”, Ibid..

84) “Lorsque Léon-le-Seul rentrait le soir dans la cuisine et jetait sur la table les
oiseaux qu’il venait de tuer, et qu’il s’asseyait pour accomplir en silence le lent
rituel de leur plu-maison, elle sentait le cruel furet de sa faim se tapir
subitement au fond de sa chair malheureuse comme si sa fourbe voracité était
mise un instant en arrêt.”, Ibid..

85) “Dans le regard absent d’Eloi-l’Ailleurs elle entrevoyait cet indicible ailleurs
qui le hantait tellement et elle y pressentait un paysage nu tant immergé sous
l’eau douce que même sa faim aurait pu s’y noyer.”, JC, pp. 105-106.

86) “Et quand Louison-la-Cloche s’amusait à sonnailler sous l’orme en riant aux
éclats, elle croyait entendre dans ce carillon de clochettes et grelots virevolter
avec innocence et gaieté son propre rire enfin libéré de son corps étouffant.”,
JC,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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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입에서 달콤한 선율처럼 솟구치는 투명한 말과 이미지”는 “무중력이 지

배하는 빛의 세계를 짐작”하게 하였고 렌은 블레즈의 말들이 끝나는 곳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틈새를 볼 수 있었다.87)

그렇게 렌은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민첩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렌은 밤의 아들들의 장

점을 바라봐줌으로 그들이 지나치게 우울함에 잠식되지 않고 명료함을 유지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고88) 자신 역시도 선천적인 고통을 치유 받는다는

것이다.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향 덕에 우울해지기 쉬운 기벽을 지닌 밤의 아

들들이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고, 동시에 그 자신도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작품 속에서 주체와 타자가 서로 상호관계에서 내어주고 받는

경우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2. 상처와 주체성의 관계

작품 속에서 존재론적 숙명에 대항하는 인물들의 대응 방식을 분류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처받기 쉬움(vulnérabilité)’의 특질을 가지는 주체성

의 경험 유무다. 상처에 취약한 주체성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한

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상처의 구체적인 발현 공간으로서의 얼굴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인물들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타자

와의 만남 혹은 타자와의 관계 맺기의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것이다.

87) “Quant à Blaise-le-Laid, elle écoutait ses propos incompréhensibles semés de
mots bizarres avec une telle stupeur qu’elle en oubliait pour un moment
l’obsession de sa faim. Elle devinait, en transparence de ces mots et de ces
images envolés d’un ton mélodieux de la bouche difforme de son dernier-né, un
champ de lumière, un règne d’apesanteur. Elle entrevoyait aux confins de ces
mots une échappée éblouissante hors de toute pesanteur.”, Ibid..

88) “Elle avait nourri ses fils de cette tendresse, elle avait veillé à la doiture, à la
clarté de leurs cœurs. Même ses fils du Matin et celui de Midi, si prompts à la
colère, portaient intacte au cœur cette tendresse. Même ses fils du Soir, parfois
enclins à la mélancolie, portaient intacte au cœur cette clarté.”, JC, p. 275.



- 36 -

얼굴이라는 것은 옷이 감출 수 없고, 어떤 방벽도 지니지 않는, 외부의 위

협에 그대로 노출된 신체 부위이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야말로 타

자와 주체와의 만남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바깥의 현현으로서의 얼굴은

장악 불가능한 높이와 깊이를 지니며, 헐벗은 타자의 얼굴은 무언의 호소와

명령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얼굴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나 형태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얼굴은 직접적 호소로서의 ‘다가옴’ 자체를 나

타낸다.

그렇게 다가오는 타자는 동일자의 기준에서는 낯선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주체의 중심을 파괴하는 힘을 지니기도 하는 지고至高한 자이기도 하다. 이렇

듯 동일자의 인식과 이해의 한계 너머에서 근원적으로 다가오는 타자에의 요

청을 회피하지 않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의미 있는 관계의 출발점이다. 하지

만 타자의 얼굴을 동일자의 틀에 포섭하려고 하는 자에게 타자와의 만남은

압제와 파괴로 점철된다. 이러한 인물에게 대타 작용은 소유에 놓이며, 타자

에의 열림의 경험은 끝내 부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자기에의 매임’이라는 극한의 수동성을 체험한 수동성의 주체가

개방적 자기 인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대속의 윤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나

아가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체가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고통의 부조리함이 제거되고, 공감과 책임의 주체성으로 변모

하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2.1. 얼굴: 호소 혹은 폭력의 기원

페름뒤부의 에드매와 페름뒤파의 모페르튀는 타자의 얼굴에 대한 상반된 인

식 체계를 보이는데. 먼저 에드매의 경우에는 타자의 얼굴에서 어떠한 의미를

읽어내는지 확인해보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뚱보 레네트’라고 불렀다. 그러나 에드매만은 벅

찬 자부심과 기쁨으로 딸에게 지어준 그 고귀한 이름을 여전히 존중했

다. 그처럼 당당한 몸의 개화開花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자아내

거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에드매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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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넉넉한 모양새의 딸을 보면 감탄의 마음만 커질 뿐이었다. 에드매

는 렌의 이 과다한 살을 자연이 부린 망령으로 보기는커녕 성모님의 소

진되지 않는 선물로 여겼다.

Tout le monde l’appelait Reinette-la-Grasse, hormis Edmée qui

respectait le noble nom qu’elle avait donné à sa fille avec tant

d’orgueil et de joie. L’efflorescence magistrale du corps de sa fille qui

intriguait ou amusait tellement les autres ne l’avait jamais inquiétée ;

tout au contraire cela ne faisait qu’augmenter son admiration pour sa

munificente progéniture. Edmée ne voyait en cette surabondance des

chairs de Reine nullement un délire de la nature mais la perpétuation

du don de la Sainte Mère de Dieu.8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딸의 몸이 한계를 모르고 끊임없이 커지는 상

황 속에서도 에드매가 느낀 감정은 걱정과 염려가 아닌 성모를 향한 무조건

적인 믿음과 황홀감이었다. 신심이 두터웠던 에드매에게 있어 딸의 남다른 몸

집은 비정상성의 표현이 아니라 성모님의 뜻이 담긴 은총의 표지이자 선물이

었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성모님께 바쳤던 수없이 많은

기도와 염원들이 드디어 딸의 탄생으로, 그리고 비대한 신체로서 가시화되고

실체화된다고 생각하여 흡족해할 뿐이다. 이처럼 에드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언제나 그녀의 시각적 지평은 신앙과 상상력이 결합하여 가시계(le visible)

에 현현된 비가시계(l’invisible)를 향하고 있었다. 에드매는 남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추함 혹은 기괴함도 성모의 신심을 염두에 둔다면 배후에는

분명 뜻이 감춰져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신심이 반영된 에드매 고유의 세계관

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사랑의 실천으로 반영된다.

할머니 에드매가 그(블레즈)를 편애한 것은 바로 이 추한 얼굴 때문이

었다. (…) 천사들의 손가락은 몹시 부드럽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그 손가

락에 닿는 것은 굉장한 일이며, 그 손가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토록 살에 지울 수 없는 경이로운 상처처럼 어떤 흔적을 지니기 마련이

었다. (…) 그들에게 닥친 선천적인 기형을 에드매는 초자연적인 미美의

가시적인 증거라고 믿었다. 에드매의 생각대로라면 은총의 미는 예쁜 것

89) JC,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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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전혀 별개인, 감탄할 만큼 기괴한 무엇이었다.

Cette difformité lui valait également la préférence de sa grand-mère

Edmée. […] Les doigts des anges sont d’une si grande douceur, d’une

si impalpable légèreté, que leur toucher est terrible et ceux qu’ils

daignent ainsi bénir en sont marqués dans leur chair pour toute la

vie comme d’une ineffaçable et merveilleuse blessure. […] Les

anomalies physiques qui les frappaient étaient pour Edmée signes

visibles d’une beauté surnaturelle. Car la beauté de la grâce n’était en

rien une affaire de joliesse selon Edmée, mais une sorte

d’émerveillante monstruosité.90)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에드매에게 손자 블레즈의 기형적인 외형 조건은 오히

려 천사들의 남다른 선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알림과도 같기에 더욱

축복할만한 일로 여겨진다. 세속적 판단 기준으로 보아서는 기괴하게 느껴질

지라도 본질은 초월에 속한 영역이기에 은총이 내린 아름다움은 인간의 관념

으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에드매가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

은 현실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무한성의 차원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읽

어낼 수 있는 발로가 된다.

결국 ‘얼굴’은 인간의 사유가 닿지 않는 미답의 세계 혹은 신적 통치에 속한

세계의 틈새가 깃드는 현현(épiphanie)의 매개체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의 불가사의한 기형성을 보고,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직

관 혹은 신념을 통해 그것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타인의 얼굴은 인간의 “고결함, 그리고

하강하게 되는 고귀와 신적인 것의 차원을 표현”91)하는 절대적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일정한 테두리를 초월하는 타자는 무한을 표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고

위력적인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는 약하고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주체

앞에 나타난다. 그렇기에 타자와의 만남, 즉 얼굴과의 만남에서 타인의 얼굴

에 현현된 정신적, 심리적, 외형적 상처는 그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작

용한다. 이는 무한히 높은 자가 동시에 지극히 궁핍한 자라는 역설을 피력한

90) JC, pp. 101-102.
91)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The Hague : M.N.P., 1971,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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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 타자는 현실 세계에서 이방인, 고아, 혹은 가난한 자 등의 모습으로 다

가오며 때로는 호소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주

체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러한 외면할 수 없음이 바로 책임이고 윤리로

작동한다. 타자에 대한 책임은 곧 얼굴에 대한 책임이고, 이러한 관계가 윤리

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상처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에프라임이 처음 에드매의 집을 찾았을 당시의 용건은 그의 동생 마르소의

화상 치료에 효험이 좋은 약초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날 에프라임은

에드매의 딸 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사랑의 욕망을 느끼고 그녀를 자

기의 아내로 삼게 해줄 것을 에드매와 주제에게 청하기까지 한다. 예리한 눈

으로 에프라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에드매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에 불

과한 에프라임이 귀한 외딸을 아내로 삼을 자격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생각

해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결정을 보류한다.

에프라임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에드매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

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가 옆얼굴이 잔뜩 부어오른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그녀도 그를 받아들였다. 모페르튀 영감이 알거지로 내쳐

버린 그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야말로 에프라임이 그녀의 딸을 맡을 자

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표였다. 그가 관례대로 한껏 멋을 부린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와서 청혼했다 한들, 그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

는 판단이 선뜻 서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과도 같은 그녀의 딸은 모든

관례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처럼 상처 입고 버림받은 에

프라임은 그녀의 눈에 고귀하게 비쳤고 심지어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

다. 이제 가난한 고아에다 집도 없는 에프라임은 성모님의 가호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Jusqu’au retour d’Ephraïme, Edmée était restée indécise, mais

lorsqu’elle le vit entrer le soir avec son profil tuméfié, elle consentit.

Cette blessure que le vieux Mauperthuis venait d’infliger à son fils,

qu’il reniait et ruinait de surcroît, était à ses yeux une marque sacrée

qui rendait Ephraïm enfin digne de sa fille. S’il était venu faire sa

92) 가장 고귀한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다는 이러한 역설은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의 사례를 통해 이미 익숙한데, 요점은 타자와의 관계는 결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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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e en costume du dimanche selon la coutume, tout propre et

guindé, elle ne l’aurait toujours pas jugé à la hauteur de la situation.

Sa fille miraculeuse dépassait toute coutume. Mais, ainsi blessé et

rejeté, Ephraïm lui sembla ennobli, et même sanctifié. Comme si à

présent Ephraïm l’orphelin, le pauvre, le sans-toit, n’était plus que

sous la protection de la Madone.93)

에프라임의 고백을 듣고 처음부터 무척 기뻐하던 남편 주제와는 달리 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며 에프라임을 돌려보냈던 에드매가 에프라임의 두

번째 방문에서는 확신에 찬 태도로 선뜻 에프라임을 사위로 맞기로 결정 내

린다. 그녀가 에프라임을 사위로서 받아들이기로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건은 바로 그의 얼굴에 난 ‘상처’ 때문이었다. 모페르튀의 허리띠가 에프라

임의 얼굴을 관자놀이에서부터 목까지 할퀴고 간 탓에 생긴 그 상처는 에프

라임이 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알려주고 그가 장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또한 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했음을

상징하는 폭력의 흔적이다.

그런데 에드매는 오히려 그의 상처에서 에프라임의 남다른 성스러움을 발견

하는 것이다. 한순간에 모든 부와 특권을 상실하고 가난한 고아의 신세가 된

에프라임의 결핍과 헐벗음은 오히려 렌의 태생적 장애와 비정상성을 껴안을

수 있는 탁월한 여건으로 이해된다. 에프라임이 나타내는 모든 허식이 제거된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꾸밈을 생략하고 있는 그대로의 궁핍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태도, 그리고 인위적으로 말끔히 보이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

대로의 진솔함으로 간구하는 진정성 등은 에드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충

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로부터 내쳐져 오갈 곳이 없는 에프라임에 대해 에

드매는 자신이 직접 성모의 가호94)를 실천해야 할 것을 즉각적으로 생각한다.

93) JC, pp. 60-61.
94) 타자와 관련된 받아들임의 문제에서 레비나스는 집이나 거주에 주목했다. 집은 보
호와 안락함, 내밀함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거주함 역시 보살핌, 보호함, 맞아들임
등을 함의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집은 내가 자리 잡은 거처로서의 공간이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내가 내 집에서 따뜻함
과 친밀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의 계기를 발견한다.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내가 안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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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책임과 헌신, 희생과 나눔 등이 타인의 얼굴에 대한 자신의 응답으로

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심으로 알았고, 이러한 무언의 호소와 책임에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한 영혼의 상한 얼굴을 씻어준다.

앙브루아즈 모페르튀의 이런 차가운 분노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

한 에드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5월 첫날에 내린 눈을 받아 녹

인 물에 천을 적셔 매일 저녁 에프라임의 상한 얼굴을 씻어주었다. 이

상처가 모욕당한 아들의 마음속까지 뿌리내리지 않도록, 거기서 사악한

보복의 욕구가 머리를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지극히 자

비로운 성모님의 눈물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의 고통을 씻어

냈다.

Quant à Edmée que la colère glacée d’Ambroise Mauperthuis

affligeait dans son âme dévotement mariale, elle baignait chaque soir

le visage meurtri d’Ephraïm avec un linge humecté d’eau de neige du

premier mai afin que cette plaie ne plonge pas de racines jusqu’à son

cœur de fils humilié et n’y fasse pas se lever le mal avec le goût de

la vengeance. Elle lavait sa souffrance, visible et invisible, dans les

larmes de la Très Miséricordieuse Mère de Dieu.95)

그리고 이때,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드매는 그 어떤 마음보다

도 에프라임의 모욕과 상처가 또 다른 보복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깊숙이

바라고 있다. 모욕받은 에프라임의 원한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그리고 그의 분노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에드매는 상

처로 인한 표면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씻겨 내리기를 염원한 것

이다.

여기서 에드매가 치유의 방편으로 보여주는 위의 행위는 ‘정화작용’이다. ‘물’

은 에프라임의 흠을 정결하게 씻겨주는 주술적인 효능성을 가진다. 사실 에드

타자의 힘이나 입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의 거처가 메마르거나 싸늘한 공간이
아니라 온기나 정감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다른 이들, 즉 가족이 있기 때
문이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친밀감을 동반한 받아들임 내지는 맞아들임이 여성적
타자성의 발현이라고 본다. (문성원 지음, 『해체와 윤리』, 그린비, 2012, p. 28 참
고.) 작품 속에서 에드매와 주제는 그들의 집에 찾아온 낯선 타자를 내쫓지 않고
온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측면에서 그들
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여성적 타자성’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5) JC,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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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알고 있는 여러 치유적 행위들은 명백한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샤머니

즘의 색채가 진하다. 그것들은 정확한 관례와 출처가 불분명하고, 여러 전통

풍습이 그녀만의 신앙과 혼합되어 만들어진 방법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

가 상처 입은 타인을 향해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드매

는 타자의 이면에 존재하는 고통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적절한 윤리

적 대응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타자의 얼굴에서 나타난 상처는 책임을 요청하는 계시의 함의이

다.96) 또한 에드매에게 있어 얼굴에 대한 욕망, 타자에 대한 욕망은 결국 사

랑과 신적인 경외심의 표현인데 “신의 에피파니는 인간의 얼굴에서 간구”97)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레비나스가 규정하는 얼굴 개념이 제시하는 세계관을

직접 실천하면서 현세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메시아98)는 고통 받는 사람이다.”99) 구원의 신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는 ‘타인’(Autre Homme)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무한성

(Ein Sof)을 계시하는데, 이 계시성은 인간들의 윤리를 미래적으로 이끌고 또

한 세계를 창조적으로 지배하는 존재의 근원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얼굴에서 현현된 신적인 빛은 이를 보는 주체의 존재론적 열림을 가능케 하

96) “타자와의 대면face à face은 이제껏 ‘파노라마적 시각’이 누리던 특권적 권위를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아를 자기의 경계로부터, 즉 모든 것이 자기로부
터 말미암고 자기에게로 회귀하는 자기 안의 유폐로부터 해방 시켜 대체 불가능하
고, 유일한 독립적 자아로 성립시켜준다. 자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단지 이성의 구
현incarnation이 되지 않는 것은 정확히 박해받는 자의 고통, 즉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여기서 보는 것은 실제로 보는 행위와 시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얼굴을 보는 것은 박해당하는 자의 박해를 보는 것이며, 선의를 향해 열리고 타인
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자아로 성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권수경, 「열림과
공존 – 엠마누엘 레비나스에게서의 타자성 연구」, 『프랑스학연구』 33, 프랑스
학회, 2005, p. 86.

97) Emmanuel. Lévinas, L’Au-delà du verset. Lectures et discours talmudiques,
Paris, Edtion de Minuit, 1977, p. 139.

98) “그에게 메시아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강림하는 초월자이며 타자에 의해 나와 너
를 개방시키는 존재의 본질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유다이즘의 전통적인 선지주의
역시 얼굴을 마주하는 너와 나의 인격적인 윤리에서 비롯된다. 이 점은 모세가 자
신의 인격적인 신(Dieu personnel)을 ‘마주하며’ 시나이 산에서 토라를 전수받은 유
래에서도 드러난다.”,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사, 2017, p. 53.

99) “Le Messie, c’est l’homme qui souffre.”, Emmanuel. Lévinas, Difficile liberté,
Essais sur le judaïsme, Paris, Albin Michel, 196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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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고의 선(善)이 된다.100)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얼굴은 현상과 이탈의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101) 얼굴에는 초월의 빛이 현시하지만, 세월의 주름이

새겨진 물질적 얼굴을 떠나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타자의 얼굴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움이 교차하는 애매성을 지니며, 이러한 애매성은 얼굴 자체가 지

닌 비현상성과 초월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102)

페름뒤파의 오만한 주인 모페르튀 역시 상처 입은 타자와 조우한 바 있다.

그가 마주친 카트린은 스스로 방어가 불가능한 모습으로, 신체적 자유를 상실

한 가운데, 한없이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모습 그대로 모페르튀 앞에 놓였

다.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관능적이며 생기가 가득하였으며 보는 이에게 놀라

움과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이 아름다움은 바

라보는 상대에게 욕망과 격정을 부추기는 매우 독특한 아름다움이었다.

이때, 모페르튀는 카트린의 얼굴에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여신의 가면’을 본

것처럼 묘사한다. 모페르튀는 카트린의 얼굴에서 유일하게 ‘눈’에 관심을 지니

게 되는데 단도가 꽂힌 상태에 죽음의 편으로 넘어가는 그녀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카트린의 눈은 금빛 반점이 선명하게 빛나는 초록색을 띠고 있

는데, 마치 초록색 뱀103)의 비늘을 연상케 한다. 생전에 카트린은 마법을 부

리는 악령들과 신비스러운 거래를 하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힘

을 지녔다는 악명이 높아 숲속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간혹 어쩌다

카트린의 두 눈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황급히 성호를 긋는 노인들

도 있을 정도로 그녀의 두 눈은 공포의 대상이었다.104)

100)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
사, 2017, pp. 80-81.

101) Jacques Rolland, “L’ambiguïté comme façon de l’autrement”, Emmanuel
Lévinas, L’éthique comme philosophie première, Paris: Cerf, 1993, p. 443.

102) “이웃의 얼굴은 모든 자유스러운 합의, 모든 협정, 모든 계약에 앞서면서 기피될
수 없는 책임감을 나에게 의미한다. 그것은 표상을 벗어나는 것이며, 현상성에서의
이탈 그 자체(defection meme de la phenomenalite)다.”, Emmanuel. Levinas,
Autrement qu’etre ou au-dela de l’essence, La Haye: Marinus Nijhoff, 1974, p.
112.

103) 성경 속에서 뱀은 두려운 존재이며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사악한 본성을 끌어
올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이다. 또한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뱀이 여성적
특성과 결합할 경우는 관능성, 유혹, 악(mal)의 은유가 되기도 한다. 이 소설 속에
서도 카트린의 두 눈은 볼품없는 벌목 운반인에 불과했던 모페르튀에게 내재해 있
던 사악한 본성을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104) “Elle avait gardé les yeux ouverts. Ils étaient d’un vert vif, lumineux, tache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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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어야 하는 사실은 모페르튀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카트린의 얼

굴에서 ‘눈’이라는 표식만을 선택적으로 취할 뿐, 앞서 설명했던 레비나스의

‘얼굴’개념이 지시하는 ‘요청’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제 막

죽음의 손으로 넘어가는 찰나이기에 더욱 강렬한 아름다움을 발하는 카트린

의 모습에 더욱 깊은 성적 욕구를 느낀다. 그녀를 품에 안은 모페르튀가 느낀

건 정확히 성적 본능을 지시하는 욕망이었다. 그는 단도에 찔려 사망한 자에

게 슬픔 내지는 애도, 안타까움 등과는 거리가 먼 광기를 드러낼 뿐이다.

짐승이 제 옆구리의 벌어진 상처를 핥듯 그는 이 피를 핥았다. 그는 카

트린의 몸과 자기 몸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죽은 카트린의 아름

다움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물론 그 자신에게서 흐르는 피

를, 죽음은 물론 생명으로부터 흐르는 피를, 그는 핥았다. 아름다움과 욕

구의 피를 핥았다. 분노의 피를 핥았다. 그는 그녀의 어깻죽지에 머리를

묻고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두 손을 집어넣었다. 아직 생명의 냄새와 열

기를 간직한 금발 속에. 그는 여자의 관자놀이와 눈꺼풀에 입을 맞추고

반쯤 벌어진 여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Il avait léché ce sang comme un animal lèche une plaie ouverte sur

son flanc. Il ne distinguait plus le corps de Catherine du sien. La

beauté de Catherine morte lui était blessure. Il léchait un sang qui

s’écoulait d’elle autant que de lui, qui était de mort autant que de vie.

Il léchait le sang de la beauté et du désir. Il léchait le sang de la

colère. Il enfouissait sa tête au creux de son épaule, ses mains dans

ses cheveux. Des cheveux blancs qui gardaient encore la chaleur et

l’odeur de la vie. Il embrassait ses tempes, ses paupières, il mordillait

ses lèvres entrouvertes.105)

이 대목에서 설명하듯 모페르튀는 목숨이 사그라드는 시신으로부터 흘러나

d’or. De ce vert dont se méfient les paysans et les bûcherons qui suspectent
les femmes dont les yeux sont de cette couleur d’entretenir d’occultes
commerces avec les noirs esprits sorciers et d’être douées de fatals pouvoirs
d’envoûtement. Il se trouvait encore des vieux qui se signaient à la hâte si par
mégarde ils avaient croisé le regard d’une femme aux yeux verts. Des yeux
couleur de la peau de la Vouivre qui luit dans l’eau des rivières. Un vert
serpent.”, JC, p. 49.

105) JC,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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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피를 핥고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얼마 남지 않은 열기를 느끼고 피부의

향을 맡고, 목과 입에 입을 맞추며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에 대해 진정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자

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는 한 인간의 죽어가는 순간을 최대한 집중

하여서 음미하는 듯 보이고 생명의 최후의 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소유하

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카트린은 이미 죽음이 드리워진, 어떠한 반

응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모페르튀가 그런 그녀를 대하는 방식은 죽임을 당

한 당사자를 예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다. 이로부터 그는 인간의 상처와 고통, 연약함에 대한 공감 능력

이 극심하게도 결핍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삶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소멸 직전의 그 경계, 그 찰나에 놓인 대상에게 성

적인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체액, 그것도 죽음을 연상시키는 피를

핥는 것은 그가 시체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시체애호가(nécrophile)106)임을 알

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모페르튀의 죽음을 애호하는 성향이 예감되는 것이

며, 이로부터 그가 향후 살아 있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애를 쓰며 생기가

부재한 죽은 사람처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체 애호적 성향은 죽음의 모든 상징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107) 사디즘의 전조현상이다. 모페르튀가 삶과 죽음에 대한 정

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동물적인 본능이 깃든 강렬한 소유욕을 가진 인

물이라는 점을 아래의 장면 묘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6) 정신 분석학자 프롬은 삶에 반대하고 중한 정신병의 핵심이 되며, 악의 본질이라
할 만한 경향들로서 죽음에 대한 사랑, 자아도취, 어머니에 대한 공생적 고착을 들
었다. 이와 같은 쇠퇴 증후군은 악의 전형을 나타내는데, 병리학적으로 가장 심각
한 것인 동시에 가장 악랄한 잔인성과 파괴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그는 지적
한다. 에리히 프롬 지음,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2002, pp. 55-56
참고.

107) 모페르튀와는 정반대로 클로드의 동생 레제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상징을 몹시
도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는 장례 의식, 검은 옷차림의 군중들, 장송곡, 지하 가족
묘소까지 이어지는 행렬 등을 보고 정신이 더 불안정해지고 혼란을 느낀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레제의 영혼에는 증오나 원한, 멸시와도 같은 감정은 낯설다. 그렇
기에 클로드는 레제로 하여금 헛된 기대라 하더라도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며 거짓
된 미혹 속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결정은 레제를 위한 배려의 일환이었
다. JC, pp. 191-1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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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자를 강가에서 끌어내 덤불 숲에 매장하기 위해 시신 곁에 무릎

을 꿇고 앉았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몸이 여자의 몸 위로 쓰러졌고, 그

의 머리가 여자의 목 위에서 도리질했다. 그렇게 그는 한순간 여자의 몸

을 품에 안았다. 이제 막 죽음의 손으로 넘어가 더욱 충격적인 아름다움

을 발하는 몸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느닷없는 절망감에 휩싸인 강렬

한 욕구의 부추김을 받아, 이 아름다움을 죽음에서 떼어놓으려 했다.

(…) 그렇게 앙브루아즈 모페르튀는 자기의 가슴 아래서 여자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심장이 두근대는 소리가 자기의 심장을 뚫고 들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광기가 앙브루아즈 모페르튀의 마음속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광기가 그를 움켜잡고 만 것이다. 그에게 제물처럼 바

쳐진 여자, 이 여자의 연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t comme il s’agenouillait près du corps pour le porter en retrait de

la berge afin de l’enterrer dans un fourré, il s’était soudain affaissé

contre le corps de la famme et avait laissé rouler sa tête contre son

cou. Il avait enserré un moment dans ses bras ce corps d’une beauté

d’autant plus bouleversante que la mort venait tout juste de s’en

saisir. Il avait disputé cette beauté à la mort avec toute la force d’un

désir brusquement frappé de désespoir. […] Car Ambroise

Mauperthuis sentait contre sa poitrine battre le cœur de la femme, il

sentait les coups lancés par ce cœur jusque dedans son propre cœur.

Ce fut à cette minute que la folie fit effraction dans le cœur

d’Ambroise Mauperthuis. Il venait d’être empoigné par la folie, - pour

n’avoir pu être l’amant de cette femme pourtant offerte à lui.108)

해당 서술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모페르튀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

던 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에게 바쳐진 일종의 제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점이다. 모페르튀에게 카트린은 이미 하나의 소유 대상으로

전락한 이후였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소유되는 세계의 사물들(les

choses)에는 얼굴이 없다. 대신에 “표면”(surface)만이 있을 뿐이다.109) 따라서

얼굴이 부재한 소유 가능한 사물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

(convertibilité), 즉 특정 가격으로 재현(représentation)될 가능성을 가진다.110)

‘대체 가능성’과 ‘재현 가능성’으로 상징되는 사물들로부터 ‘타자의 얼굴’을 구

108) JC, pp. 50-51.
109)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The Hague : M.N.P., 1971, p. 166.
110) Ibid.,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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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지 않는 태도가 폭력의 씨앗이 되어온 것이 폭압과 지배의 역사인데, 결

국 얼굴을 사물의 표면처럼 취급하는 것은 살아 있는 타자의 얼굴을 죽어있

는 사물과 같이 대하는 잔혹함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왜 처음부터 모페르튀가 카트린의 ‘얼굴’에 주목

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카트린을 묻은 후에 그는 그녀에게서 포착한 아름다움을 집요하게 재현해내

고자 자기의 아들과 카트린의 딸을 강제로 혼약을 맺게 하고 손녀를 통해 ‘미

의 재림’이 가능해지기까지 기나긴 세월을 인내하기까지 한다. 모페르튀는 카

트린을 쏙 빼닮은 손녀의 외형적 특질에도 충분히 만족해하는데, 이는 카미유

라는 인물의 자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특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카트린의 특질을 연상하게 만드는 표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카

미유는 모페르튀에게 제2의 제물로 바쳐질 예견된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몽과 카미유의 밀애 관계가 모두 앞에서 발각되고 자신이 배신

당했음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는 동일자적 시각과 고집을 끝

까지 고수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현실을 재조작하고 모든 심리적 압

박에서 벗어나는 대응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그가 그토록 회복하

고자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진짜 손녀와의 관계가 아닌, 그녀를 덮고 있는 시

각적 이미지의 표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 카미유의 배신조차 벌써 잊은 뒤였다. 무엇

하나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걸 잊고 있었다. 모호하다 못해 어두워

지고 뒤틀리고 더럽혀진 과거의 영상은 이미 잊히고 없었다. 다만 음험

한 마법의 손아귀에서 한시바삐 자기의 말괄량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더 이상 카미유도 안중에 없었다. 말괄량이가 그의 전부였다.

그녀 안에 살며 그녀를 관통하는, 그녀의 고양된 이미지만이 중요했다.

그 이미지가 발하는 찬란한 빛은 오직 그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그의 것

이었으므로 그 이미지를 구해 내어야 했다. 그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며

솟구쳐오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순수한 변형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어야 했다. 타락한 카미유로부터 말괄량이를 구해야 했다.

카미유와 시몽이 몰고 온 어둠에서 말괄량이를 구해 내야 했다. 그러려

면 두 사람이 엉긴 몸을 떼어놓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괄량이

의 이미지와 영혼을 보전해야 했다. 카미유와 맞서서라도. 아니, 그 누구

보다 카미유에 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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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ne craignait personne. Même, déjà il oubliait la trahison de

Camille. Il ne pardonnait rien, ― il oubliait. Il oubliait l’ancienne

image qui à force de flou avait fini par s’obscurcir, se déformer, se

laisser souiller. Tout ce qu’il comprenait, c’était qu’il fallait arracher

de toute urgence la Vive au noir envoûtement dont elle était victime.

Désormais Camille ne comptait plus, ― seule comptait la Vive, seule

importait l’image qui l’habitait, la traversait, s’exhaussait d’elle. Il

fallait sauver cette image dont la splendeur n’appartenait qu’à lui, car

lui seul savait la voir. Il fallait désentraver cette image pour qu’elle

continue sa course, poursuive son élan, qu’elle s’accomplisse vision, ―

transfiguration pure. Il fallait sauver la Vive de l’opacité provoquée

par Camille et Simon, et pour cela il fallait désenlacer leurs corps.

Sauvegarder l’image et l’âme de la Vive, envers et contre tous, fût-ce

Camille. Surtout Camille.111)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말괄량이(la Vive)라 지칭되

는 과거의 이미지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가 보전하고

구해 내려고 하는 그 이미지는 카미유라는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모페르튀는

음험한 유혹에 빠진 카미유에 대항하여, 그녀가 본래 지녀야 했던 그 이상적

인 이미지를, 그 순수한 변형물을 재현해내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힌 것이

었다. 그렇게 카미유는 노인의 광기에 붙박인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했고, 진

정한 몸은 도난당할 운명이었음이 드러난다.112) 그리고 그 이미지를 죽음에서

건져냈다고 믿는 모페르튀의 피그말리온적 환상은 작품의 결말로 향할수록

점차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는다. 카미유가 마치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이 세

상에 왔으며, 그에게만 의존해 살아가는 오롯한 피조물이라 여기는 것이

다.113)

111) JC, p. 243.
112) “On libère les prisonniers, mais elle était moins que cela même. Elle n’existait
pas, elle n’avait jamais existé. Elle était morte bien avant que d’être née. Le
vieux le lui avait dit. Elle n’était qu’une image, juste une image. Une image
punaisée, dans la folie du vieux. Une image arrachée à la mort que le vieux
viendrait désormais lorgner matin et soir par le trou du judas. Bien sûr, elle
n’était qu’une image, puisque son corps, son vrai corps venait de lui être volé,
il s’enfuyait tout au fond de la nuit, abattu sur le dos d’un bœurf.”, JC, p. 260.

113) “Il la tenait avec force, de main de maître, et jamais, jamais ne la relâche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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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페르튀처럼 그토록 자신만의 이미지에 천착하는 현상이 어찌하

여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점차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일까. 전

통적인 서양철학에서 시각 그리고 빛은 인식과 지배, 통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 반면 청각은 미지의 신호나 조짐으로, 혹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가르침의 통로로 받아들여졌다.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시각적인 측면보다는 청각적인 측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데114)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페르튀가 고수하고 있는 대타 관계

는 시각적인 측면이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그렇기에 모페르튀가 ‘말괄량이’, 즉 뱀의 눈을 지닌 여성의 이미지에 고착된

것이 카미유-카트린이라는 두 인격체를 사실상 무화無化 시킨 결과를 가져오

게 된 건 당연한 전개였다. 시각 중심적인 관점을 지닌 경향성은 동일자를 우

선시하고 확장하려는 욕망과 연결되고, 필연적으로 동일자 외부에 대해서 배

제와 제거라는 폭압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적 지배와 포

획만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인식적 지평 안에 있는 것만 고수하려는 지향성은

진정한 타자와 타자성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데 모페르튀는 카트린의 외형적 특질 가운데 어떤 부분에 그토록 사로

잡혔던 것일까? 단순히 카트린의 외모가 지닌 미적인 가치에 매혹당한 것일

까? 카트린과 최초의 대면하는 순간, 즉 그가 시체를 처음 보았을 때의 장면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페르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115) 영상의 정

Elle était son bien, sa créature à part entière. C’était à lui qu’elle devait d’être
venue au monde, et elle ne vivrait que par lui. Il lui portait sa nourriture, son e
며, son linge, les braises de sa chaufferette, le feu de sa lampe. Il la soignait
comme un oiseau dans sa volière. Un oiseau bien trop beau, bien trop rare,
pour s’en aller voler à travers ciel. Un oiseau secret qui n’avait droit de
déployer son vol que dans l’espace de son regard à lui.”, JC, p. 288.

114) 문성원 지음, 『타자와 욕망』, 현암사, 2017, pp. 33-34 참고.
115) “Ambroise Mauperthuis n’avait rompu tout les liens avec son fils et ses
petits-fils que pour mieux les resserrer autour de Catherine, autour de l’image
de Catherine. Et ceux qu’il avait noués avec tant d’âpreté avec Camille, en
prenant soin d’écarter d’elle tout le monde, s’enroulaient à ces uniques liens.
Des liens d’origine. Les années d’avant Catherine ne comptaient pas. Il était
vraiment venu au monde, à la vraie vie, que depuis sa rencontre avec cette
femme des bords de l’Yonne, que par le heurt qu’avait provoqué sa beauté jetée
bas. A travers Camille il traquait l’image de Catherine, il rôdait comme une
bête aux abois, il attisait sans fin le feu de son ancien et bref éblouissement.”,



- 50 -

체는 사실 “죽음의 손에 산 채로 넘겨”지는, “절정의 순간 저항하다 꺾여 강

탈당하는” 생명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를 넘어선 아름다움을 한도 끝도 없이 외쳐대는 끈질긴 영상이었

다. 도를 넘어선 폭력과 욕망과 고통과 생명을 담은 아름다움. 절정의 순

간에 공격받고 저항하다 꺾이고 결국 육신으로부터 강탈당한 아름다움.

앙브루아즈 모페르튀가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름다움을 형성

해 나날이 정복해간 얼굴은 욕망에 찬 반항적인 육신의 내장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 승화시켰지만, 이제 그 얼굴에서 아름다움이 강탈당

한 것이다. 아름다움이 그 육신에서 푸른 불 가면처럼 뜯겨나간 것이다.

미지의 죽음으로 옮아가는 얼굴에서 번득이는 예기치 못한 섬광. 소멸의

신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최후의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아름

다움. 이것을 그가 본 것이다. 죽음의 손에 산 채로 넘겨진 카트린 코르

볼의 아름다움. 이것이 그가 목격한 전부였다. 이제 이 모습이 밤낮으로

그의 눈앞에 아른거리며 떠나지 않게 되었다.

Une image obsédante, clamant sans fin ni mesure une beauté en

excès de violence, de désir, de douleur et de vie. Une beauté frappée

en plein dans son élan, brisée dans sa révolte, arrachée à son corps.

Et c’est cela qu’il avait vu Ambroise Mauperthuis, ― cet arrachement

de la beauté au visage qui l’avait forgée, qui l’avait conquise au fil

des jours, des années, qui l’avait exhausée d’entre les entrailles du

corps rebelle et désirant. Cet arrachement de la beauté à sa propre

chair comme un masque de feu verdoyant. Voilà ce qu’il avait vu :

cette impondérable fulguration du visage basculant dans l’inconnu de

la mort, cet ultime sursaut de la beauté à l’instant de glisser dans le

mystère de la disparition. Voilà tout ce qu’il avait vu : la beauté de

Catherine Corvol saisie à vif par la mort. Voilà ce que depuis lors il

ne pouvait plus cesser de voir, le jour comme la nuit.116)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를 넘어선 폭력과 고통’의 피학적 순간을 최

초로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이 모페르튀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재해 있

던 폭력성과 잔인성을 촉발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모페르튀처럼 죽

JC, p. 133.
116) JC, pp. 53-54.



- 51 -

음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생기와 삶의 표식을 담고 있는 타인의 자유와 자율

성 등을 정복하는 데에서 가학적인 기쁨을 느낀다. 그에게는 소멸당하는 것,

생명이 강탈당하는 충격은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지며, 현실 속에서 삶을 영

위하는 한 생명이 죽음이라는 미지의 경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디스트적 도

취와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처음부터 며느리인 클로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체념’ 때문이다.

클로드는 어머니인 카트린의 관능적 미를 공유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버지

뱅상 코르볼과 더욱 유사한 외모를 지녔는데117) 이는 그녀가 여성성과 온정,

따뜻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물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동시에 그녀는 저지

대에 살던 때부터 코르볼가家 저택의 그늘에 잠겨 다듬어진 모습118)으로 언

제나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독과 침묵에 잠겨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체념한

채 살아갔다. 즉, 천성적으로 그녀에게는 ‘생기’ 내지는 ‘충동’이 부재했으

며119), 마르소와의 혼약 이후에 이러한 체념적 태도는 더욱 심해진다. 이렇게

그녀는 웬만한 상처에도 반응하지 않는 감정적 불감증을 지닌 듯 보이는 인

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모페르튀의 가학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전능

감 내지는 통제력은 폭력을 당하는 대상의 저항과 반항하려는 힘에 비례하여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삶에 대하여 미련과 기대가 없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린 듯한 클로드에게서는 모페르튀가 원하는 만큼의 희

열을 끌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제물처럼 바쳐졌던 카트린의 죽은

얼굴은 카미유의 경우처럼 모페르튀에게 확실한 희열을 가중하는 얼굴이어야

만 했기 때문이다.

117) “Il n’y avait en elle vraiment rien de sa mère ; nulle trace, ni au physique di
dans le caractère. Ses yeux étaient gris, comme ceux de son père, sa bouche
mince, des lèvres rêches, sa beauté était fade.”, JC, P. 72.

118) “Ambroise Mauperthuis n’aimait pas sa belle-fille ; il n’y avait décidément
rien en elle qui lui rappelât Catherine. Elle était le portrait de son père, affiné
et confit à l’ombre des chambres et des salons de la grande maison de famille
des Corvol.”, JC, p. 78.

119) “Aucune fougue en elle, aucun éclat de fuite, mais une austère tranquillité.
Elle faisait dorénavant corps avec ce masque de tristesse qui s’était glissé sur
son visage dans l’enfance. Ce masque que sa mère avait refusé de porter. Sa
mère rebelle, fugueuse ; elle, sa fille, semblait être née résignée. Résignée à la
solitude, au silence, à l’ennui.”, JC,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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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드매에게 상처 입은 타자의 얼굴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

떤 대상도 아니다. 그 나타나는 것(apparaître)은 당신의 책임감에 부여된 호

출이거나 명령”120)이었으며,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무언의 요구와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얼굴로서의 에피파니는 인간성(humanité)을 열

게”121)했지만 모페르튀에게 얼굴은 소유욕과 파괴욕을 증폭시키는 형상을 띠

는 것이다. 카트린이 최후의 순간까지 발했던 ‘아름다움’은 모페르튀에게 부와

권력과 직결된 기회를 가져다주는 욕망의 상징에 불과하다.

결국 동일자를 우선시하는 그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은 소유에 놓이고, 이

러한 대타 작용은 ‘주체와의 만남’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모페

르튀의 삶에 변곡점이 된 중요한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사건은 결국 죽음과의

조우였고, 이 계기로 인하여서 그는 타자에의 열림과 책임을 경험한 것이 아

니라 압제의 욕망에 불을 지른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법과 질서를

구축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배타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공을 들이

지만, 이 공간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122)으로 묘사된다. 그가 쌓는 부의 크

기가 커질수록 이 상상 속의 능陵 역시 아름답게 갖춰가는데, 카트린-카미유

의 이미지 역시 죽음 안에 더욱 견고히 가두어 가고 있었다.

2.2.2. 고통에서 열림으로

날 때부터 허기에 사로잡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렌은 극한의 수동

성을 체험한 인물이다. 고통을 겪을 때 주체는 자기의 삶과 자기 존재를 스스

로 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렇기에 고통의 불

120) François Poirié, Emmanuel Lévinas, Qui êtes-vous?, Lyon: La Manufacture,
1987, p. 94.

121) “신의 얼굴로서의 에피파니는 인간적인 얼굴과 그 고유한 빈곤(pauvreté) 자체에
서 현시되기도 한다.”,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jhoff, 1961, p. 234.

122) “Il voulait être riche, toujours plus riche, d’une richesse de légende. Il
bâtissait sa richesse comme un immense et invisible mausolée consacré au
double corps de Catherine et de Camille, au corps perdu de l’une, au corps
reclus de l’autre ; au double corps devenu un, à ce corps sans cesse
grandissant. Celui de sa Vive, l’admirable. Il se lassait pas de lire et de relire
ses grands livres de comptes, il s’enivrait de chiffres. Chaque nouvelle somme
acquise embellissait song mausolée imaginaire.”, JC,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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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성은 수동성의 경험과 연결된다. 자기가 아무리 벗어나고자 갈망한들 빠

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밖으로부터 침입하여 방도도 없

이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경험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 자

신이 다시 주도권을 가질 자유가 고통의 순간 결여됨이 고통 자체의 내용이

다.123)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레비나스가 그리는 고통은 무의 불가능성(l’impossibilité du néant), 즉, 존재

의 매임으로부터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124)이며 미래, 계획 등과 같

이 나 자신의 능동적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험이다. 고통은 순수하게 ‘당하

는 것’, 어떠한 피난처도 없이 ‘굴복당하는 것(pâtir)’이다.125) 따라서 아무런

방어나 보호 없이 상처에 노출된 주체가 느끼는 ”고통의 악, 곧 고통의 상해

(mal)는 부조리의 폭발이고 가장 심원한 부조리의 표현“126)이다. 레비나스는

만약 고통에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부조리, 무의미, 반-의미 또는 반이성일

것이라 주장한다. 즉 고통은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

한 것(pour rien)’이다.127)

그런데 렌은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통하여서 타인 역시 너무나 쉽게

상처 입을 수 있으며, 사소한 폭력 하나에도 인간의 마음과 영혼, 사고 회로

가 부정적인 영향을 쉬이 받을 수 있음에 대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자기의 고통을 통해 타인을 향한 열림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다.

육신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우며 영혼이 얼마나 쉽사리 망가지는지 그녀

는 알고 있었다. 통증과 공포가 느껴질 만큼 잘 알았다. 하찮은 것 하나

가 인간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고 파멸로 몰아가거나 지옥 불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덤불의 가시 하나, 혹은 뱀에게 물린

상처나 금작화의 작은 알뿌리나 유리 파편 하나가 인간의 피를 썩고 마

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

다. 잔인한 말 한마디나 냉혹한 시선, 비웃음, 배신이나 거짓말이 인간의

123)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106 참고.
124)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Montpellier : Fata Morgana, 1979, p.
56.

125) Emmanuel. Lévinas, “La souffrance inutile” in Entre nous, Paris: Bernard
Grasset, 1991, p. 108.

126) Ibid., pp. 108-109.
127) Ibid.,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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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부패시키고 우울한 사고를 낳게 하고, 영혼을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 모두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동물이 굴과 둥지와 은

신처 같은 제 거처를 알고, 달리고 헤엄치고 기고 나는 제 동작을 알고,

먹이가 무엇이고 적이 누군지 아는 것처럼. 인간이, 그 육신과 영혼이 얼

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 본능에

상응하는 애정의 감각을 그녀는 지니고 있었다.

Elle connaissait la vulnérabilité de la chair, la fragilité de l’âme ; elle

connaissait cela jusqu’à la douleur, l’effroi. Elle savait qu’un rien

suffisait pour blesser, pour détruire, faire souffrir ou damner. L’épine

d’une ronce, la morsure d’une vipère, une colchique ou une gousse de

cytise, un bris de verre pouvaient suffire à faire pourrir et se tarir le

sang d’un homme, à le priver de la vie. Un mot cruel, un regard

méchant, un sourire de mépris, une trahison, un mensonge, pouvaient

suffire à rancir le cœur d’un homme, à noircir ses pensées, à lui

saccager l’âme. Elle savait cela comme un animal sait d’instinct quel

est son lieu, ― son gîte, son nid, sa tanière, quel est son mouvement,

― courir, nager, grimper, voler, quelle est sa nourriture, et quel est

son ennemi. Elle avait l’instinct de la vulnérabilité humaine, corps et

âme. Et à la mesure de cet instinct elle était douée du sens de la

tendresse.128)

모페르튀는 ”잔인한 말 한마디나 냉혹한 시선, 비웃음, 배신이나 거짓말이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울한 사고를 낳게 하고, 영혼을 훼손할 수 있음

“을 몰랐던 자기 폐쇄적 인물이었던 반면에 렌은 그 파괴력과 심각성에 대해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렌이 지녔던 선천적 장애는 오히려 그녀로 하여 인간

의 본성적 취약성에 대해 남달리 예민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상처의 파괴력에 대해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고, 아들들에게 더욱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애정과 위로의 거처를 베

풀 수 있었다.

렌의 경우가 표명하는 주체성은 다름 아닌 ‘상처에 취약한 주체성’이다. 그녀

는 신체적인 감성을 통해 세계를 체험하고, 천성적인 심리적 허약에도 불구하

고 경험적 세계에 존재하려 애쓰며 초월적으로 자신을 극복해나가는 인간형

128) JC, pp. 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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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이는 감성에 의해 쉽게 지배당하는, 타자로부터의 낯선 상황에

쉬이 열려있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주체성은

상처받기 쉬움, 감정의 전시, 감수성, 가장 수동적인 수동성이다.”129)라고 말하

며, 주체가 원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동성과 불완전성을 통해 주체를

이해했는데, 렌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존재론적 고통을 딛고, 타자에 대한 공감과 타자가 겪는 고통

에 대한 연민130)을 향한 움직임으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세계관

과 포용력의 확장은 ‘나’와 ‘너’의 ‘상처 입을 수 있는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131)에서 가능한 확장이다. 자기 육체가 상처받기 쉽고, 타인의 육체도 상

처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이 타자 윤리

학의 기초가 된다.

예민하거나 약한 주체성은 다시 말해 주체가 필연적으로 타인들에게 열려있

다는 점의 반증이다. 즉, 민감한 주체성은 타자와 교제할 수 있고 타인에 대

해 열린 존재로서 환대를 베풀 가능성을 지닌 주체성인 것이다. 렌은 개방적

자기 인식의 대표적 사례로서 스스로 동일자(mêmeté)가 아니라 타자(autre)

로 인식하고 있다. 그녀의 경우가 보여주듯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

129) Emmanuel. Lé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inus Nijhoff, 1974, p. 64.

130) “그 여자는 이 세상처럼 광대하고 역사처럼 긴 그 살갗을 훑고 지나가는 무한하
게 부드러운 연민의 전율이다. 어쩌면 그 여자는 신의 연민의 머나먼 메아리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여 받아주소서, 사람들이여 그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소서
하고 간구하며 이 세상을 훑고 지나가는 거대하고 끊임없는 그 연민의 메아리. 쉬
지 않고 다시 시작되는 전쟁과 범죄와 뿌려진 모든 피의 소란 속에서 절뚝거리며
역자를 통과하는 저 평민의 연민. 그러나 사람들은 도처에서 그 연민을 쫓아낸다.
사람들은 그 고통의 무게, 헌 누더기의 주름 속에 깃든 어둠과 피와 눈물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각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지칠 줄 모
르고 그것을 상기시킨다.”, 실비 제르맹 지음, 김화영 옮김, 『프라하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문학동네, pp. 68-69.

131)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살로 만들어져 있다. 그중에 아주 옛날부터 우리보다 먼
저 존재하여 우리를 낳은 저 두 몸이 있다. 부모의 몸 말이다. 그리고 같은 부모에
게서 태어나 살과 피 안에 깊숙이 파묻힌 저 불분명한 기억을 함께 지니고 우리
옆에서 성장한 몸, 형제들의 몸이 있다. 이번에는 우리 자기의 살에서 생겨나는 몸.
오랜 세월 동안 살피고 먹이고 보호하여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 단호한
걸음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멀리 가버리는 날까지 성숙하고 성장하
도록 두고 보아야 하는 저 어린 몸들도 있다.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동질 동체의
몸이다.”, Ibid.,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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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면모를 지닌 책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132)타인을 대신할 수 있을

때, 타인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을 때, 타인을 위한 볼모133)가 되어줄 때, 그

때 비로소 이 세계 안에서는 연민과 자비와 용서의 기적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정오의 아들 시몽이 실종된 이후 렌은 그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깊어져 수

많은 밤을 근심 속에서 지새우며134) 결국엔 고뇌와 시름을 못 이겨 영영 눈

을 감게 되고야 만다. 그녀는 타인을 위해 고통받는 이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시몽의 자리에 대신 섰을 때 아들이 겪고 있을 시련에 대해서 자신의 아픔처

럼 느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위로

가 가닿지 못한다는 상심’135)은 렌을 죽음으로 모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

다.

제르맹은 소설 속에서 ‘타자를 위한 염려’ 혹은 ‘위로’의 필요를 마르소의 사

례를 통해 강조한다. 그의 경우에는 그 누구의 위로도, 관심도, 애정도 부재한

132) “Lévinas soutient que la responsabilité individuelle repose sur la capacité
d’être touchée par la vulnérabilité de l’Autre, symbolisée par son regard et son
visage. […] Lévinas suggère aussi que la responsabilité que l’on a envers les
autres définit l’essence même de l’identité individuelle. Agir indifféremment ou
violemment vis-à-vis d’autrui signifie alors refuser les valeurs et les qualités
qui font de nous des êtres humains.”, Edyta Rogowska, “Trois modèles de
femmes errantes dans Magnus de Sylvie Germain”, Université McGill Montréal,
2009, p. 60.

133) 레비나스는 타자를 위한 볼모로서의 주체를 설명할 때 “나는 타자에 의해 사로
잡혀 있다” “나는 타자를 위해 핍박받는다.” “나는 타인의 고통에 노출돼 있다” 또
는 “상처와 불법에 노출된 가운데, 책임에 적합한 감정 가운데, 나 자신은 대치할
수 없는 자로, 타인들에게 헌신된 자로, 물러날 수도 없이, 따라서 그 자신을 바치
고 고통받고 (타인에게) 주기 위해서 육신 입은 자로,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
다.”와 같은 문장들로 표현한다. Emmanuel. Lé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tinus Niihoff, 1974, p. 134 참고.

134) “Son souci pour Simon s’était mis à ronger comme autrefois le furet de sa
faim, ― en silence, à l’insu des autres. Toute sa tendresse était entrée en
alarme. Il lui fallait continuer à veiller sur son fils, sans même savoir où il
était, ce qu’il faisait. Jour et nuit ses pensées se tressaient en prières comme
en un invisible feuillage pour atteindre son fils disparu, l’abriter à distance.
Reinette-la- Grasse avait passé tout l’hiver tendue dans ce souci, cette veille,
dans l’attente du retour de Simon.”, JC, pp. 275-276.

135) “C’était d’être en proie aux affres d’une tendresse qui ne parvenait pas à
atteindre celui qu’elle voulait consoler.”, JC,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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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외면 속에서 외로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고통을 알

아주지 않고 그의 고통에 무감하여 공감을 회피하는 경우, 그 무관심만으로

타자를 죽음 속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마

르소이다. 마르소를 점차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고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에게

는 자신의 사라짐으로 인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

리라는 확신이 자리 잡아 있다.136)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고독과 비참의 순간 속에 잠식되어 있던

시몽은 엄마의 죽음 직후 혹은 엄마의 죽음과 동시에 유년기적 감각을 되찾

으며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염

려는 주체의 사후에도 지속되어 산 자에게 가닿을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

듯이, 모페르튀의 잔인한 언행에 상처 입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두 잃어버

린 시몽을 다시 살려낸 건 어머니의 숨결에 대한 기억이었다.137) 덕분에 시몽

은 좌절의 시간 끝에서, 한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엄마의 사랑138) 을 다시금

136) “Nul ne se souciait de lui. Lorsque l’heure arriverait pour lui de disparaître à
son tour personne ne s’en apercevrait. Personne ne s’en désolerait, ne le
regretterait. Il lui semblait voir la lumière se rancir dans l’église et le cercueil
ballotter comme un tronc mort emporté par un courant d’eau jaune, boueuse. Il
avait soif, soif à crier, à en pleurer.”, JC, p. 161.

137) “Un matin il sentit un souffle lui parcourir les mains, le visage ; un souffle
très léger, qui n’était ni de vent, ni de brise. Un souffle si ténu, comme une
haleine au goût de fruit. Celle de sa mère. Et soudain il avait retrouvé toutes
les sensations oubliées de son enfance. Sa tête reposant contre la gorge de sa
mère, lui s’endormant dans les bras de sa mère ; lui s’enchantant de la voix de
sa mère, de ses doux rires en grelots, et du bleu limpide de ses yeux. Il se
sentit soudain, à son réveil, caressé par la main si menue de sa mère, et il lui
sembla voir son sourire, son regard paisible, toujours un peu songeur. Il se
senti regardé par elle, regardé jusqu’au fond de l’âme, et il lui sembla percevoir
un murmure tout contre son oreille : « Je suis là, mon petit, je t’ai enfin
retrouvé, je t’ai rejoint... » La voix de sa mère chuchotait en lui, tout contre
son cœur, elle le berçait. Le regard et la voix de sa mère s’étaient faits si
prèsents, si enveloppants, que le désir de la revoir, de retrouver ses frères, sa
maison, les forêts du Haut, et Camille, l’avaient décidé à rentrer.”, JC, pp.
279-280.

138) 마르소의 경우에도 좌절의 끝자락에서 목을 매달기 얼마 전, 뱅상 코르볼이 안치
된 관을 바라보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는데 그녀가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
해줄 수 있었을 사람이라 기억한다. “Il sentait si seul, seul à crier, à en pleurer.
Ce grand drap noir, comme une bâche jetée sur sa propre vie, sur son cœur
désert, sur son corps de valet qui n’avait jamais connu la joie, le plaisi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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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내고 페름뒤파로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그는 페름뒤파로 돌아와 카미유를 구출하고, 이 둘은 기적적으로 재

회를 하는 일이 신속하게 전개된다. 마치 렌이 타인들의 과오와 죄를 대신 안

고지고 떠났던 희생양과도 같이 그려지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녀가 이 땅에 선천적 기형성을 지니고 태어난 이유

가 그녀의 목숨이 단지 그 자신 한 명의 것만이 아니라, 다수의 타자를 위한

대속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139)

그렇게 작가는 렌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책임의 주체성, 볼모로서의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고통은 고통받는 사람의 품성을 매우 냉소적이고

폐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렌은 타인의 수용,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

로써 고통을 소명으로 승화시켰다.140) 대속의 고통은 고통의 무의미함에 의미

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인데 “타자를 위한 것”이 곧 의미의 원천이기 때문이

다.141) 그리고 타자에 대한 볼모로서의 주체성을 기꺼이 짊어질 때, 주체가

겪는 고통은 윤리성을 함의하게 된다.

아울러 레비나스에게서 이 ‘상처받기 쉬운 심성’은 주체의 연약함으로 인하

여서 타인들에 대한 동정을 드러내는 성정이며 여성성142)과도 연결된다. 이러

tendresse. Il repensait à sa mère, morte alors qu’il était encore enfant. La seule
qui aurait pu l’aimer, peut-être.”, JC, p. 160.

139) “각자에 의해 (책임 있는 자로) 고발당함 가운데, 각자에 대한 책임은 대속la
substitution의 지점에까지 나아간다. 주체는 하나의 볼모이다.”, Emmanuel.
Lé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tinus Niihoff,
1974, p. 142.

140) 모페르튀의 가장 큰 특징이 ‘무감정’이라면, 에드매와 그녀의 딸 렌은 자애로움과
헐벗은 존재를 향한 연민의 심성을 변함없이 드러낸다. 제르맹의 또 다른 작품인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의 우는 여인은 “세상에 만연한 범죄, 고통,
악, 불행의 짓누르는 무게와 신에게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연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뚝”거리는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그녀는 익명
의 고통과 탄식에 선천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불행과 통곡에
전율할 수밖에 없는 ‘동정적 인간’의 전형성을 상징한다. 이 여인이 연민의 과도함
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렌이 겪는 고통의 경우와 유사하다. 실비 제르맹
지음, 김화영 옮김, 『프라하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문학동네, 2020, p.
150 참고.

141) Emmanuel. Lé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tinus Niihoff, 1974, pp. 16, 162, 165 참고.

142) 유대인 학자 S. 트리가노는 여성성이야 말로 유대인들의 보편적 정서이며 (초월
적) 구원에 대한 인간적 가능성이라 해석한다. 즉 타자 혹은 신비와의 만남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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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성은 삶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143)를 나타내고 과부, 고아 등과 같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발현되기도 하고,144) 타자 관계를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2.3.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물들이 실존적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에 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그

들이 천착하는 본능의 종류이다. 프로이트는 “본능이란 심리과정의 방향을 잡

아주는 정신 에너지의 총체이며, 그 근원, 목적, 대상, 충동성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145)이라 지적한다. 본능은 신체적 욕구의 정신적 표상이기 때

문에 그것의 종류는 신체적 욕구의 종류만큼이나 많지만, 프로이트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삶‘에 쓰이는 본능의 집단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죽음‘에 쓰이는 집단이 있다.

삶의 본능은 생물학적, 신체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본능이다. 가령 자기보

존, 종족 보존의 욕구인 에로스의 욕구를 들 수 있고 이는 곧 성욕이라 할 수

있다. 이 욕구를 충동하는 원동력이자 정신 에너지는 리비도다. 이에 반해 죽

음의 욕구는 통일을 저지하고 사물을 파괴하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욕구이다. 프로이트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인간의 정상적인 행동에 있어서 혹

은 이상 행동에 있어서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46)

하게 하고, 구원을 향한 손길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이 여성성이라는 뜻이다. 따
라서 여성성은 타자성과 초월성을 다 지닌다. TRIGANO, Shmuel, La Nouvelle
question juive, Gallimard, 1979, p. 286 참고.

143) 윤대선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시간을 열게 하는 초월적인 타자성의 관념은 무엇
보다도 내용의 타자성, 즉 여성성에서 추구되었다. 여성성은 남성성이나 남자다움
과 같은 것, 말하자면 일반적인 성의 차이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차
이들을 나누는 차이로서 모든 차이와 구분되는 차이뿐 아니라 차이의 질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존재의 보편적인 심상을 여성성으로 해석했다고
밝힌다.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
예출판사, 2017, p. 318 참고.

144) Ibid., p. 328 참고.
145) S. 프로이트, C. S. 홀, R. 오스본 지음, 설영환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선영사, 2018, p. 158.

146) 예를 들어, 아무리 다정한 애무의 행동일지라도 그 안에는 다소간의 공격적 욕구
를 무의식적으로 만족시키는 요소가 잠재해 있다고 보았다. Ibid., pp. 287-288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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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삶의 양상에 분기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그들이 집착

하는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 중, 에로스가 우세한지 타나토스가 우세한지에 따

라 달려있다. 에드매가家를 추동하는 에너지는 성장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에로스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페르튀가家에는 파괴와 죽음으로 향하

는 타나토스의 에너지가 지배적이다.147) 이 두 농가의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본능의 비중에 따라 페름뒤부에서는 은총과 어루만짐(caresse), 그리고 자유가

활발하게 약동한다면, 그와 대척점에 놓인 페름뒤파에서는 모페르튀가 표상하

는 장악(mainmise), 압박(pression), 포위(étreinte)의 움직임들이 포착된다.148)

그리고 이는 인물들의 탈존 여부를 가로 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고.
147) 페름뒤파에서 지배적인 타나토스적 에너지와 페름뒤부에서 지배적인 에로스적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모페르튀 식구들과 에드매의 식구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상
은 상이하게 갈라진다. 이 장에서 세부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표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

타나토스thanatos 에로스eros

가학적 자아도취, 배척 타자간 차이 존중, 환대, 수용

분노 사랑

증오, 원한 용서

명령, 감옥 자유

침묵 노래, 축제

책임 유기, 회피 책임 짐, 대속

폭력, 살해 치유

남성성 여성성

뺏는데 희열을 느낌 주는데 희열을 느낌

탈주 실패, 향유 실패 탈주 성공, 향유 성공

148) “Lorsqu’il fait cet éloge de la caresse, qui est un effleurement où le désir est
toujours à l’état de désir, d’élan, il refuse toute volonté de mainmise, de
pression, d’étreinte, qui peut être un écrasement et surtout une possession. […]
Quand vous êtes dans la caresse et l’effleurement, vous ne pouvez pas être
dans la possession ; vous ne dites pas « cela est à moi », c’est comme un
échange d’énergie, une profonde reconnaissance dans l’intimité et la distance
mêlée. Et cela inclut l’idée de souplesse, de tolérance, de patience.”, Sylvie
Germain, Le vent ne peut être mis en cage, Alice Editions Bruxelles, 2002,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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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다른 본능에 따른 다른 삶에의 태도가 ‘타

자’라는 존재와 만났을 때 각기 어떠한 양상으로 달리 발현되는지 살펴볼 것

이다. 그 과정에서 올바른 탈존을 성취하는 인물들과 부적절한 탈존의 양상을

보이는 인물이 구별되는 모습을 확인해볼 것이며, 진정한 탈존을 향해 나아가

는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노력과 움직임들을 세

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2.3.1. 에로스: 탈주와 향유

에프라임이 처음 렌을 보자마자 청혼하는 에피소드149), 그리고 카미유가 자

기의 집 마당에서 시몽과 단둘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 곧바로 포옹을 나누는

에피소드150)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그들의 만남이 마치 통제 불가능

한 욕망이 추동된 사건처럼 그려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그 어떠

한 배경지식도 부재한 상황에서 그저 내면으로부터의 이끌림에 의존하여 상

대를 향한 불가역적인 욕망을 느낀다. 여기서 발견되는 인간의 본원적 모습은

고독한 인물들이 서로의 얼굴로 향하는 솔직한 욕망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에로스는 “지금 이렇게 나 자신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를 떠나 바깥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정신적 욕망을 드러내는 존재론적 사

건”을 일컫는다. 그는 이를 ‘탈출 내지는 탈주(évasion)’라고 한다. “자기 자신

을 떠나려는 욕구(besoin de sortir de soi-même)”는 ‘내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le fait que le moi est soi-même)’을 탈피하는 것이다.151) 이

같은 심리적 현상은 내적 자아의 필연적 구조로부터 연유되는데, 나 자신을

149) “En cet instant tout en lui ne réclamait plus que cela : s’abattre de tout son
poids contre le corps si merveilleusement en excès de Reinette-la-Grasse et
décliner le cri du désir qui s’élançait en lui jusqu’en râle de jouissance.”, JC, p.
37.

150) “En longeant les bâtiments de la ferme elle avait croisé Simon-l’Emporté qui
sortait de l’étable. Elle, chancelante presque dans la lumière du jour tombant,
comme une somnambule rose et dorée, lui, dressé dans l’ombre fraîche de la
porte de l’étable. Elle s’était arrêtée, incertaine, les yeux soyeux encore de
sommeil ; elle l’avait regardé avec étonnement et lui avait souri. Il n’avait fait
qu’un pas, l’avait prise par la taille et l’avait embrassée.”, JC, p. 209.

151) Emmanuel Lévinas, De l’évasion, introduit et annoté par J. Rolland,
Montpellier: Fata Morgana, 1982,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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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었던 타자성이 ‘주체 바깥으로(hors du sujet)’의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152) 즉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타자를 향하는 특성이 이성적인 생

각을 할 틈도 없이 온 감각으로 자아를 타자에게로 이끌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페르튀의 폭력이 악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다른

이유는 타인 안에 내재 되어있는 타자성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그는 타자와 타자 간의 애정의 결합을 방해하고 분

리와 고립을 선포하는데, 시몽과 카미유의 에로스를 금지하고 뱅상 코르볼과

그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타자가 본질(essence)로서

내포하는 것은 타자성(altérité)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이 타자성을 에로스와의

절대 원래적인 관계(relation absolument originale de l’eros) 속에서 찾아왔던

이유라고 밝히며153) 존재의 존재성이 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으로 에로

스를 든다. 이러한 까닭으로 모페르튀의 분노와 폭력은 다른 주체들의 존재론

적 탈주 기회를 애초에 차단하는 ‘악’이라 할 수 있다.

타자성과 만날 수 있는 “탁월한 사건(événement)”154)으로서의 에로스는 육

체적인 접촉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 그런데 육체적 합일의 사랑에서 주요하

게 차지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보다도 존재의 근원적 부재(absence)를 타자적

인 것(le pour autre)으로 가져가려는 인간의 무의식적 심성이 드러난다는 점

이다. 레비나스는 “교제(contact)로서의 어루만지기(caresse)는 감성이다. 그런

어루만지기는 감각적인 것을 초월한다.”155)라고 말하며 에로스의 진정한 의미

를 육체적 쾌락보다도 타자성의 감성적, 초월적인 만남에서 찾는다. 이처럼

에로스의 경험은 전적으로 다른 것, 타자의 타자성, 그리고 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타자가 존재 속에 개입될 가능성이 성애(性愛)를 통해 발견되는

경험이다.156)

152)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37 참
고.

153)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Paris, Arthaud, 1948 ; Paris, PUF,
1983, p. 80.

154) Jean-Luc Thayse, Eros et fécondité chez le jeune Levinas, Paris,
L’Harmattan, 1998, p. 53.

155)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288.

156)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Montpellier : Fata Morgana, 1979,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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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설 속에서 시몽과 카미유의 결합이 보여주는 에로스는 그들이 경

험하는 성적인 쾌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둘의 만남이 폭력으로 점철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불안의 시간을 떠나 영원의 시간을 잠시나마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시몽과 만날 때 카미유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병자의 머

리맡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과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었던 반면, 시몽과

함께하는 시간은 망각과 행복과 평화의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더 말이 없었다. 그들에게

시간은 밝고 환한 무수한 순간들 -영원의 파편들-로 얼룩진 무형의 어

둡고 끈적끈적한 그림자가 되어있었다.

Lorsqu’elle retrouvait Simon, Camille ne parlait pas de son

grand-père. Les heures passées au chevet du malade étaient des

heures de mémoire, de douleur et d’angoisse. Les heures vécues avec

Simon étaient des heures d’oubli, de bonheur et de paix. Ils ne

parlaient pas davantage du passé que du futur, et surtout pas du

présent. Le temps s’était comme englué pour eux en une informe

ombre opaque, que trouait un lumineux archipel d’instants, ― éclats

d’éternité.157)

모페르튀 영감의 병적인 집착으로 인하여서 카미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

또한 할아버지로 빽빽이 점철되어 있다. 그들 앞에 놓인 시간에 대해 말한다

는 것은 어둡고 끈적한 그림자로 얼룩진 파편만큼이나 불투명한 문제에 불과

하다. 하지만 시몽과 함께 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과 평화를 누

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곧 합일의 순간이 전부이며,

자유로운 에로스의 향유 안에서 유일하게 본래적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

이다.

시몽과 함께 있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다. 모든 것을 잊고 충만한

기쁨의 맛을 되찾았다. 시몽도 이런 망각의 욕구에 동참했다. 모페르튀

영감이 빽빽이 채워놓은 시간의 변두리에서 순간의 기쁨에 탐닉했다. 해

가 지면 두 사람은 헛간 깊숙이 마련된 그 침묵의 외피 속으로 미끄러져

157) JC, pp.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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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둘의 나신으로 고양된 그 찬란한 외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

갔다.

Avec Simon elle oubliait tout. Tout, pour retrouver la plénitude et la

saveur de sa joie. Et Simon partageait ce même désir d’oubli, ce

même élan à jouir de l’instant en marge du temps trop encombré de

bout en bout par le vieux Mauperthuis. Ils se glissaient la nuit

tombée dans cette peau de silence qu’ils s’étaient faite au fond des

granges, ils s’enroulaient l’un à l’autre dans la splendeur de cette peau

où s’exaltait leur nudité.158)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 에로스는 망각의 욕구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며, 나신

으로 고양된 외피 안에서의 환희이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

가 한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로스의 본질은 원래 한 짝을 이루었던

상대편을 찾는 것이다. 시몽과 카미유는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과 같은 진

정한 합일을 맛본다. 사랑은 둘의 무대이며 사랑에 빠진 존재의 충실한 마음

은 그 자체로 시간 속에 영원을 들여온다. 그들은 에로스에의 순종 속에서 시

간 속에 감싸여 있는 영원의 틈새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랑은 “영원이 바

로 인생의 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사랑의 행복은 시

간이 영원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159)

또한 모페르튀라는 현실로부터 탈출구가 되어주는 이 둘의 에로스는 “상호

권력관계에 편입될 수 없는 타자 관계를 해명하는 통로”160)가 된다. 에로스에

는 어떠한 이론적 인식이 개입되지도 않으며, 주체가 전적인 타자로서의 타인

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시몽과 카미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에

로스를 통한 타자와의 만남은 그 어떤 매개자나 지위,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

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다.161) 이들이 보여주는 에로스의 사랑은 단순한 가산과 축적밖에 모르는 모

158) JC, p. 230.
159) 한병철 지음,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 지성사, 2015, p. 64 참고.
160)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114.
161) 에로스를 ‘실패échec’으로 보는 철학자들은 에로스를 권력이 개입된, 지배와 소유
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성적 관계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관계
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 혹은 지배
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타자는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을 가능케 해주는 타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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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튀를 초월하는 숭고한 형식이며 구원의 도피처이다.

그런데 에로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역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탈주의 움

직임을 체험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카미유와 시몽의 성행위

를 목격한 위게의 내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카미유의 집 마당에서 시몽과 카미유의 밀애 장면을

지켜본 위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매혹된다.162)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미유와

시몽의 성적 관계를 목격하는 것은 위게에게 몸의 ‘벌거벗음’과 ‘욕망’ 그리고

‘쾌락’의 비밀을 일깨워 주는 유의미한 역할을 제공해준다.163)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몸의 다양한 변신을 통해 위게는 육신의 본래적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었다. 뒤늦게 고백하는 그의 고통은 결국 밤낮 가리지

않고 그를 사로잡는 아름다움에서 발생한 통증이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쓰

라린 비밀은 그에게 자기의 비밀 성소보다 더 큰 부와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

다.164) 그렇게 위게는 타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는 오롯한 ‘관찰자’의 입장

에만 놓여있었지만, 그 자체로서도 이미 타인의 감각과 욕구를 제 것처럼 느

끼고 있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고독과 고립의 있음(il y a) 상태에 놓인 그

였지만, 주변인의 에로스를 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제 나름의 방식으로 탈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훗날 그가 화염에 휩싸인 카미

유와 시몽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 자로 변모하는 데

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작품 속에는 생명(vie)으로 향하는 에로스가 있고 죽음(mort)으로 향하

는 에로스가 있다. 긍정적 에로티즘의 대표적인 양상은 생산과 창조가 역동적

으로 일어나는 페름뒤부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에로

162) “Il avait regardé le couple, jusqu’à la fascination, la douleur. Il était reparti
sans bruit, serrant son larcin de coton dans sa besace, et son secret de chair
dans sa folie.”, JC, p. 212.

163) “Il avait vu cela, le corps double et un, le corps jumeau, tout affolé de nudité,
de désir, de jouissance, le corps même et autre, en proie à l’ivresse de la
métamorphose. Il l’avait regardé jusqu’à la stupeur, la douleur.”, JC, p. 301.

164) “Mais en vérité ce qu’il avait avoué, c’était bien moins ce qu’il avait vu que
la douleur d’avoir vu une beauté qui lui était folie, terreur et amertume. Un
douleur qui l’avait lanciné, jour après jour, nuit après nuit. Une douleur, aussi,
qui lui était devenue richesse, plus encore que sa chambre secrète.”, JC, pp.
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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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165)는 이성 간의 사랑뿐 아니라 주변의 다수를 향한 친근성(familarité)의

모습으로도 구현되는데, 이 친근성은 가족 또는 이웃들 사이의 원초적인 관계

들과 함께 형성된다. 에프라임-렌 가족의 아홉 형제간 깊은 공감이 있는 관계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집 그리고 호의적인 이웃 관계들 속에서 에로스의

향유는 체감될 수 있다.166) 에로스는 고독에 취약한 존재의 주체성을 바깥으

로 생산하며 ‘가까움’(proximité)을 통해 타자세계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처럼 에로스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품에서 공감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에로스의 중요한 특질로 기능한다.

아침의 형제들과 정오의 형제, 밤의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공감대가 있었다. 인근 마을이나 부락의

어떤 가족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공감대였다.

Malgré toutes ces différences qui opposaient les frères du Matin,

celui de Midi et ceux du Soir, l’entente qui régnait entre eux était

profonde, bien plus profonde qu’en toute autre famille du hameau ou

des villages alentour.167)

에드매가(家)의 사람들은 타자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삶의 자세

를 보여준다. 서로 다른 뚜렷한 기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공모 관

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는 형제들의 미덕에서 발견되듯, 그들의 삶은 다양성

과 이질성을 포용하는 양상이다. 인물들은 “최초의 이웃이며 가장 원초적인

나와의 관계”168)인 가족 공동체 속에서 탈자적인 주체성을 구현한다. 낮의 타

자성은 밤이, 밤의 타자성은 낮이 선취한다. 그들은 ‘나’가 중심이 되는 유아

론적 삶이 아니라 타자들과 교류하는 삶을 살며, 그들 사이에 놓인 공감의 사

165) “에로스는 자기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넘어서 이윽고 종족 본능의 차
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큰 통일체를 구성하는 충동”이다. 조용훈 지음, 『에로스와
타나토스』, 살림, 2005, p. 130.

166) “고독의 아픔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는가? 우리가 단독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부할 정도다. 우리는 존재들과 사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과 관계
를 맺는다. 보고, 만지고, 동정하며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타자들과
함께 있다.”,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Paris: P.U.F., 1983: 초판:
1947, p. 21.

167) JC, p. 106.
168)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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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표현으로서 축제와 노래가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숲의 남자들’인 그들은 척박한 땅과 나무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느님의 양

손 안에서 태어난 세상과 늘 인접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저마

다의 살 속에 생생히 깃든 대지를 향한 사랑을 품고 성모에 대한 숭배의 마

음을 찬양한다. 그들이 모시는 성모는 ‘빛과 생명, 자비와 희망의 어머니’169)로

그려지며, 렌은 대지의 여신을 구현한다. 이처럼 형제들은 ‘자신들의 활기와

젊음, 열정적인 마음, 풍부한 숨결과 웃음’170)을 성모에게 바치며 그들의 무람

없는 신앙을 선포한다. 그들이 노래로서, 그리고 축제로서 성모에게 바치는

찬양과 예배는 땅과 숲, 사랑에 대한 경쾌하고도 밝은 열정의 표현이다.171)

이처럼 그들의 종교적 믿음은 복잡한 관념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하고도 솔

직한 환희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172)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다른 이들의 마

음에 자리 잡은 분노와 반감의 경계심을 자연스레 무너뜨린다.

또한 아홉 형제는 레옹이 연주하는 구현금의 아홉 개의 줄이 저마다 다른

음을 지닌 것처럼 제각기 다른 특색을 지녔지만 저마다 다른 음정과 소리를

조화로이 어울러서 아름다운 한 곡의 노래로 승화시킨다. 아울러 천사의 원무

에피소드에서 형상화되는 것처럼 서로가 독립된 개별적 존재들이 두 손을 맞

잡아 하나로 이으면 결국 하나의 원무가 완성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빛’을

169) “ « ...Mère de la Lumière, Mère de la Vie, Mère de l’Amour, Mère de la
Miséricorde, Mère de l’Espérance... » ”, JC, p. 126.

170) “C’était là leur offrande, ― non seulement les fleurs et les fruits de la terre
mais leur vigueur, leur jeunesse, l’impétuosité de leurs cœurs, la magnifique
ampleur de leurs souffles, de leurs rires.”, JC, p. 122.

171) “Ils avaitent fait ce qu’ils avaient à faire, ils avaient chanté leurs louanges
rituelles à la Vierge, ils avaient clamé leurs allègre piété mariale, leur foi
abrupte en Dieu, leur croyance enjouée en l’invisible présence des anges, ― foi
et dévotion auxquelles se mêlaient leur amour de la terre, leur passion des
forêt.”, JC, p. 128.

172) 마리스카 쿠프만 튈랭은 이 소설이 독자들 앞에 여러 종교적인 질서의 문제점들
을 가져다 놓지만, 작품 안에 내재된 종교적인 논의는 작중 인물들이 본인의 신념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더 관계가 깊다고 설명한다. “Comme les deux
premiers romans, Jours de colère nous place devant des questions d’ordre
religieux. Quoique le besoin de vengeance de Mauperthuis puisse être vu
comme une lutte permanente avec Dieu, ce n’est pas le silence de Dieu qui a
provoqué ses réactions. La discussion religieuse inhérente au texte concerne
plutôt la façon de vivre sa foi.”, Mariska Koopman-Thurlings, Sylvie Germain
La Hantise du Mal, L’Harmattan, 2007,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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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존재들이 이루는 화합이야말로 제르맹이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서로의 타자성을 지닌 독립된 개별적 존재들, 상반되는

기질과 소명을 지닌 형제들은 하나로서의 일체감과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순

수한 삶의 은총과 충만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타자에게로 향하는 에로스는 결국 인간이 추구하

는 행복과 불가피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들 간의 사랑이

드러내는 ‘타자에의 욕망’은 부재와 부조리로 점철된 세계에서 주체의 자아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는 필연적 운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주체의 존재

론적 지위는 ‘있음’ 자체가 아니라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사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가까움, 그리고 책임으로 채워지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타자에의 에로스를 지닌 주체와 타자 ‘사이’를 관통하는 에로스는

사랑의 원동력이자 타자에 대한 배려 및 희생을 가능케 하는 초월의 욕망이

다.173)

이처럼 에로스는 태생적으로 분열된 인간으로 하여 현실에서 유토피아를 가

늠케 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불신을 허무는 가능성으로 작동하며 인간으로서

의 자기 정체성 실현 및 유토피아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근간이다. 또한 우주

와 인간, 신과 인간, 이웃과 ‘나’의 관계 사이에 놓인 불가분적인 실존 관계

안에서 에로스는 타자성의 원동력이며, ‘타자에 대한 욕망’은 곧 에로스에 대

한 욕망이다. 이 타자에의 욕망은 죽음보다 강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174)

그런데 작품 속에서 에로티즘(érotisme)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향하지는 않는

다. 부정적 에로티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트린과 카미유의 죽음이다.

작품 속에서 에로스를 추구했지만 결국 폭력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죽음에

지 이르게 되는 인물은 이 두 인물은 모두 육체적인 애욕과 관능의 대상으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 폭력도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에로스의 성취를

위해 재산과 일신상의 안위를 제쳐두고 이동을 감행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73)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p. 91-92
참고.

174) 인간의 에로티즘은 단순한 물리적인 성행위와 구분해야 한다. 에로티즘은 생식을
위한 뜨거운 열망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정과 통합을 갈구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엑스터시 상태 또한 에로티즘의 한 종류라
고 볼 수 있는데, 에드매는 성모 축성식 날 이러한 종교적 황홀경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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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린은 ‘마비된 감각과 졸음에 빠진 생명’, ‘육신의 점진적인 경화’로부터 도

주하기 위해 자기의 집과 안정된 거처를 포기하고 두 아이마저 뒤로한 채, 모

두가 잠든 밤 가출을 감행하며175), 카미유는 모페르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시몽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위험천만한 외나무다리를 건너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두 인물은 탈주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위험한 도주를 꾀했지만, 자

신들을 향한 타자의 지나친 소유욕으로 인해 그 시도는 좌절되고 만다.

이처럼 에로스가 ‘소유욕’과 밀착될 경우, 즉 에로스를 ‘소유’의 방식으로 달

성하려는 욕망은 결국 타나토스라는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신들이 그토록 소유하길 원했던 두 대상을 자기의 과실로 잃고야

마는 뱅상과 모페르튀의 경우를 통해, 죽임을 당한 자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

한 자에게 또한 상응하는 고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페르튀는

외재적 사물과 사람에 대해 소유하지 못함에 대해 분노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에로스적 욕망을

언제나 타나토스적인 에너지로만 성취하려고 하며,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소

유함으로써만 탈주의 욕망을 실현 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소유욕은 타자

성의 온전한 향유를 불가능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카미유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뱅상 또한 범죄 직후, 죄책감으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데 비록 속죄 의식

을 치르지만, 심판자인 신에 대한 두려움에 평생 떨어야만 했다. 임종의 순간

에 찬란한 청년기 시절의 추억176)과 그때의 황홀함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지만,

175) “Il était vrai que sa femme l’avait quitté. Elle s’était sauvé de la maison un
matin de printemps, avant le lever du jour. Elle avait fui la maison des bords
de l’Yonne, la vie de province, et par-dessus tout son mari qu’à force de
n’avoir jamais pu aimer elle avait fini par détester. Il était vrai qu’elle avait
tout abandonné, même des deux enfants aux grands yeux gris dont les visages
trop pâles et silencieux ressemblaient à des masques de tristesse. Elle avait fui
l’engourdissement des sens, l’ensommeillement de la vie, la lente pétrification du
corps.”, JC, p. 44.

176) “Et à mesure son souffle s’était voilé, s’était fait rauque, râpeux, et sa
mémoire avait ouvert en grand ses portes, lui révélant d’un coup un espace
formidable, ― celui de soixante-dix années de vie. Et sa conscience, portée au
plus aigu de l’attention, avait survolé ce prodigieux espace comme un oiseau de
très haut vol surplombe l’immensité des champs, des villes, des forêts. Il avait
revu son enfance, sa jeunesse, et tous ceux, lieux et êtres, qui avaient bâti son
horison, mis sa vie en mouvement, l’avaient semée d’événement.”, JC, p. 171.



- 70 -

결국 자신이 사랑하던 카트린의 두 다리가 그의 목을 조이는 느낌에 휩싸인

채 생을 마감하고야 만다.177) 이러한 장면은 모페르튀의 임종 시에도 비슷하

게 재현되는데, 모페르튀는 자신이 그토록 바래 왔고 찾아왔던 말괄량이에게

기만당하면서 끝을 맺는다. 그의 죽음 직전에 찾아온 말괄량이를 그는 예의

그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반갑게 맞지만, 말괄량이는 죽음의 기만적인 외관이

었을 뿐이다. 모페르튀의 에로티즘은 언제나 동일자적 시야에 갇혀 타자를 배

제하는 양상이었고,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대상은 실존하지 않는, 처음부터

부재했고 영원히 부재할 그림자 혹은 환영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2.3.2. 타나토스: 지배와 배제

에로스가 약진하는 페름뒤부와는 반대로, 페름뒤파에 지배적인 에너지는 죽

음의 본능, 즉 타나토스이다. 타나토스는 무기물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인

데 모페르튀처럼 죽음을 사랑하는 자는 유기적인 것을 무기적으로 바꾸어놓

고, 삶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과 사

고는 사물로 대치되며 실제적인 경험보다는 기억이, 존재보다는 소유가 중요

하다.178) 회계장부 속에 기록되는 숫자들, 나무 판매 고지서에 명시되는 계산

이 알려주듯 모페르튀의 온 화두는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놓인다. 삶

이 아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고 그런 자는 필연적으로 힘 또한 사랑한다.179) 모페르튀에게 힘의 사용은 일

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생활방식 자체였다.

타자 중심적, 타자 지향적 주체성을 결코 획득하지 못할 모페르튀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욕망에 도취되어 있다. 그는 타

자를 동일자적 지평 안에 포섭하고 상대의 의지, 욕망, 감정을 압제하고 그의

삶은 자기중심적 세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자기 존재 유지에만 관

심을 쏟을 뿐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이 가진 존재 경향

177) “Il avait fermé les yeux dans un dernier et bref éclair de pensée : Catherine
s’amusait à lui encercler le cou avec ses jambes, elle serrait ses genoux autour
de sa gorge. Il était mort avec cette sensation, […] .”, JC, p. 177.

178) 에리히 프롬 지음, 황문수 옮김,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2002, p. 62.
179) Ibid.,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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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유의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고자 무력을 사용하는 편도 망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독립성, 그리

고 자신의 안위를 약속할 수 있는 권력과 자유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확보

하는 것이다.180) 그에게 타자를 생각하는 고려와 배려, 양보는 전혀 없다. 모

페르튀는 자신의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만큼 거

부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지배권 안으로 침범하는 모든 타자에 대해 매우 신

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에 그는 재산 등과 같이 확실한 것 외에 모든

타인을 배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타인과의 작은 마주침조차 달가워

하지 않는다.

이런 그에게 자신이 아닌 밖의 세계는 위험하고 열등하며 비도덕적이다. 자

신과 관련된 것들, 혹은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내리는데, 반면에 자신

에 대항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과소평가를 한다. 조잡할 정도로 유

아독존적인 모페르튀의 광기는 객관성과 이성이 명백하게 손상된 상태를 보

여준다. 그는 절대적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외부 현실과 맺을 수 있는 실질적

인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대체시키는 모습을

보인다.181) 스스로 신을 대체하여 페름뒤파라는 배타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전

능을 쟁취하고자 한다.

가령 모페르튀의 소유욕과 망상이 도를 넘어, 결국 손녀를 무력으로 제압하

여 다락방 안에 가두는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그는 오래전부터 단련된 견고하

고 질긴 힘을 과시하며 카미유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젖혀 끌고 가는 등

가차 없이 무력을 행사하는데182), 고통에 휩싸여 울부짖는 자를 무자비하게

180)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171 참고.
181) “자기 동일화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자아는 자기 밖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수
렴시키고 포괄한다. (…) 낯선 타자와의 만남에서 자아는 의식의 주요 활동인 ‘인식
connaissance’과 ‘주제화thématisation’의 작업을 통해 타자성을 제거하고, 타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그를 자신의 체계 안으로 통합한다. 인식적 자아le moi
connaissant란 동일자 중의 동일자로서, 인식의 지평에 존재의 발현으로 들어오는
타자는 이미 자신의 타자성을 제거당한다. 그것은 마치 ‘이상과민증allergie’을 일으
키는 이물질에 대한 반응과도 같은 것으로, 레비나스는 존재론의 바탕에 이러한 알
레르기적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그것의 폭력성과 제국주의 성
향을 고발한다.”, 권수경, 「열림과 공존 – 엠마누엘 레비나스에게서의 타자성 연
구」, 『프랑스학연구』 33, 프랑스학회, p. 76.

182) “Sa force à lui était forgée depuis si longtemps ; une force solide, têtue. Il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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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그의 모습은 소름이 끼치도록 냉정하고 그 누구의 제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광분에 사로잡혀 있다.

칙칙한 먼지, 칙칙한 추위와 권태, 칙칙한 침묵, 칙칙한 고독과 망각, 붉

은색과 오렌지색의 이 두 틈새는 때가 낀 마룻바닥에서 피어난 두 송이

병든 꽃, 녹빛을 띤 핏빛 작약과 장미처럼 보였다. 죄수를 가둬둔 지붕

밑 독방의 알록달록한 두 암종. 꼼짝 않는 카미유의 발치에서 아가리를

벌린 아름다운 두 상처. 그녀는 안색이 창백했고, 추위로 입술이 파랬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추위였다. 그녀는 얼이 빠진 듯한 두 눈으로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자신이 갇혀 있는 텅 빈 잿빛 감옥을. 두 어깨가 떨리

고 있었다. 노인은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대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자기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당황해 어쩔 줄 모르

는 너무도 가녀린 저 형체를 그는 황홀감에 젖어 바라보았다. 시몽의 몸

에서 떨어져 나와 마침내 구원받고 돌아온 말괄량이 카미유. 오직 그 자

신만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그의 말괄량이.

Gris de poussière, gris de froid et d’ennui, gris de silence, gris de

solitude et d’oubli. Ces deux trouées de couleur, la rougeâtre et

l’orangée, semblaient deux fleurs malades, rose et pivoine au sang

rouillé, poussées dans la crasse du plancher. Deux chancres de

couleur dans ce cachot suspendu sous le toit. Deux plaies de beauté

ouvertes aux pieds de Camille immobile. Son visage était blême, sa

bouche bleue de froid ; d’un froid qui lui montait du cœur. Ses yeux

hagards fixaient le vide, le vide gris de sa geôle. Ses épaules

tremblaient. Et lui la regardait, l’œil rivé au judas, le cœur frappant

contre la porte. Il contemplait la silhouette mince, si fragile, si

splendidement désemparée, perdue. La Vive enfin retrouvée, sauvée de

Camille, désenlacée du corps de Simon. Sa Vive enfin livrée à son

seul regard.183)

여기에서 카미유가 갇힌 다락방은 마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묘사되고,

tenait en travers du seuil, inébranlable. Il saisit Camille par les cheveux, la
forçant à renverser la tête en arrière. Elle se mit à hurler, de douleur,
d’impuissanace. Ce fut en la tirant de la sorte par les cheveux qu’il la traîna
jusqu’au grenier.”, JC, p. 247.

183) JC, pp.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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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는 무기명 죄수의 신세로 전락한다. 또한 이 갇힌 공간은 오래전 카트

린이 묻혔던 그 무덤의 이미지 또한 연상시키며 카미유의 창백한 안색과 파

란 입술은 죽은 카트린의 모습과 흡사하다. 미래와 희망이 한순간에 박탈당한

채 참담한 절망에 휩싸인 손녀의 모습을 보고 모페르튀는 오히려 크나큰 황

홀감까지 느낀다. 이로써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단순한 아름다움의 재현

이 아닌 ‘죽어가는’ 장면의 재현이었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카미유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노인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광기 한복판에 갇혀 있는 종

양에 불과했고184) 결국 카미유를 통하여서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바는 존재

의 빛이 자유로이 만개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빛을 절멸시켜 어둠으로 바꾸

는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모페르튀가 감금이라는 끔찍한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손녀를

기필코 가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자폐적인 자기 인식과 스스

로에 대한 자아상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대하고도 확고한 상像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현실로부터 점점 더 유리시켜야 했고, 전체주의

적 지배 또한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자아도취적으로 팽창한 자아가 공허한

상상의 산물임이 드러날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더욱 잘 보호받기 위해서”185)

는 세상을 자신에게 맞도록 바꾸는 수밖에 없던 것이었다. 제르맹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자아상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따금 모든 악의 근원은 자아의 폭주, 즉 과도의 거만에 있다. 이따금

우리를 장악하는 교만, 즉 힘과 명예와 군림, 거짓된 권위에의 어두운 의

도는 가치평가의 전적인 오류 속에서 악을 발생시킨다. 나는 우리가 자

기 자신으로부터, 자기에 대해 심하게 과장된 특정 이미지로부터 해방된

다면, 또한 우리가 더 풍성한 어떠한 것으로 가기 위해 ‘자기 망각’ 또는

‘자기 초월’이라는 양상에 이른다면, 그것이 이미 악으로부터 멀어질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Souvent, la source de tous les maux, c’est un emballement de notre

ego, un emballement de notre vanité. L’orgueil qui s’empare parfois de

nous, cette obscure volonté de puissance, de gloire, de règne, de

184) “Elle se sentit enfermée à l’intérieur même du crâne du vieux, comme un
éclat de balle dans la tête d’un blessé, une tumeur fossile.”, JC, p. 249.

185) 에리히 프롬 지음,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2002,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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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 grandeur, dans une totale fausseté d’évaluation, génèrent le

mal. Je pense que si on se libère de soi-même, d’une certaine image

trop enflée de soi, si on accède à une forme d’oubli ou de

dépassement de soi186) pour aller vers quelque chose de plus ample,

c’est une façon déjà d’échapper au mal.187)

인용문에서 제르맹이 강조하는 ‘힘과 명예와 군림, 거짓된 권위에의 어두운

의도’를 내포하는 오만함은 모페르튀의 부풀어진 자아 전능감이 띠는 특성과

유사하다. 자신의 손아귀에 타자의 생사를 관장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전능감

역시 이러한 거만과 교만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거짓 전능감에 사

로잡혀 행하는 폭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더욱 위험하다. 그것이

그럴싸한 명분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 힘의 사용은 당연시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는 모페르튀가 카트린의 ‘파괴된 아름다움의 비밀’188)을

발견한 이후, 복수심과 결합한 파괴욕이 더욱 전횡적으로 발산될 수 있었던

연유를 설명해준다.189)

모페르튀처럼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사디즘은 여러 형태

186) 제르맹이 여러 곳에서 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자기 망각’ 혹은 ‘자기 초
월’로서의 길은 렌의 죽음 이후 에드매와 에프라임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에드매는 딸을 잃은 고통에 쉬이 눈물 흘리지 않고 그 슬픔을 자신의 신
앙과 조화시키려 애쓰며 체념과 공허, 상실 속에서도 삶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다
짐한다. “Edmée ne pleurait pas. Elle s’efforçait d’accorder sa douleur à sa foi,
d’harmoniser l’invisible et la transparence, le silence et le chant, et de mettre
son cœur de survivante au diapason de l’âme de sa fille disparue. Déjà elle
n’était plus que pour avoir aimé, et avoir à aimer encore davantage, dans le
renoncement, le vide, la dépossession.”, JC, p. 306. 이렇게 에드매의 순종하는 모
습 그대로 에프라임 역시 따르는데, 그는 이 사별의 슬픔을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
로 이해한다. “Tout comme Edmée se soumettait, il consentait à transformer en
don l’arrachement subi. Mais pour cela il lui fallait apprendre à s’oublier, à
renoncer à lui-même, à son amour d’homme vivant et désirant.”, JC, p. 307.

187) Sylvie Germain, Le vent ne peut être mis en cage, Alice Editions Bruxelles,
2002, p. 70.

188) “C’est qu’entre-temps le visage de Cathrine s’était emparé de lui, la beauté
mise à cru de Catherine morte lui avait été révélée comme un secret
prodigieux, terrible, sacré. Et au même instant détruit.”, JC, p. 54.

189) “Le sang de Catherine Corvol s’était mêlé au sien, il charriait dans ses veines
un cri sourd, une tenace clameur de vengeance. Le sang de Catherine devenu
noir dans l’herbe de la berge. Devenu noire incantation dans le cœur d’Ambroise
Mauperthuis.”, JC,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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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현되고 모두 하나의 본질적인 충동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타인을 완전하

게 지배하고 자신의 의지를 마음껏 펼칠 무력한 대상으로 삼는 등 신적인 존

재가 되어 타자를 자유롭게 통제하려는 욕망이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체

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 사디즘적 충동의 본질

이다.190) 그리하여 모페르튀는 가학증의 여러 가지 목적, 즉 사람을 사물로

바꾸고, 생명력을 짓밟고,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통제로 말미암아 삶의 본질적

성질인 자유를 탈취하는 것 등을 모두 구현한다.

“죽는다고! 죽을 거라고! 넌 이미 죽은 여자야. 죽은 지 삼십 년이라고!

그러니 또 죽을 수는 없지. 살아나야 할 때야. 이제야말로 사는 거야. 살

아야 해. 다시 살아나야 해! 이렇게 돌아왔잖아! 아, 그동안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널 붙잡았구나. 붙잡았어! 죽은 내 여자가 돌아온 거

야. 먼젓번에 죽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 죽고 싶거든 죽

어! 그래, 죽고 또 죽어. 마음 내키는 대로. 넌 죽을 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Mourir ! Mourir ! Mais tu l’es, morte, depuis bientôt trente ans !

Tu ne peux plus mourir. Tu vas vivre. Vivre à nouveau ! Te voilà

revenue ! Ah, depuis le temps que je t’attends ! En enfin te voilà, je

te tiens, je te tiens ! Ma morte est revenue, aussi belle qu’au jour de

sa mort ! Et bien si tu le veux, meurs ! C’est ça, meurs donc encore

et encore, autant qu’il te plaira, ― tu es si belle quand tu meurs !

»191)

이 대목에서 그가 삶을 죽음으로 이끌고 부추기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모페르튀는 카트린의 상처를 발견하는 순간 요구되었던 자신의 책임

감, 즉 살인자를 향한 고인의 복수를 대신하겠다는 명분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발견한 상처를 재생산해내고자 했던 계획적 사디

스트였음이 판명된다. 결국 모페르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생명과 미를 강탈하

는 것의 재현이었고, 그는 삶을 파괴하고 짓이기는 가학적 폭력이 주는 쾌감

을 위해 몇십 년 동안 인내와 끈기로 분노를 키워온 것이다.

자폐적인 자기 인식과 파괴의 본능이 결합하는 이런 식의 경향이 심화하게

190) 에리히 프롬 지음, 황문수 옮김,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2002, p. 45 참고.
191) JC, pp. 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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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결국 타인의 제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타인을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살인일 것이다.192) 살인은 타인을 단지 소유,

지배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완전하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인

간이 행사하는 힘 가운데서 가장 폭력적이고 전횡적이라고 할 수 있다.193) 타

인에 대해 느끼는 증오와 분노 역시 타인을 제거하려는 악의적 폭력의 발로

가 된다. 특히 증오의 감정은 살인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살인보다

더 잔인하고 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오는 타인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완전

하게 부정하지는 않는 역설적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는 타인을 고

통스럽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 속에서 타인을 내버려 둔다. 고

통받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증오는 그것이 겨냥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타인의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194)

그렇기에 사실 뱅상 코르볼을 향한 원망에 담긴 모페르튀의 진정한 목적은

죄의 심판이 아닌 고통의 가중과 폭력에 있었다. 모페르튀는 뱅상에게 경제

적, 심리적, 정신적 궁핍을 야기하고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

이었다. 그렇게 한 인간을 헐벗은 자로 만들고 평생 고통과 외로움 속에 방치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런데 험상궂고 고집 센 표정에다 심술궂은 눈과 거친 목소리를 지닌

저 벌목꾼, 숲에서 내려온 악령처럼 느닷없이 강에서 튀어나온 저 짐승

같은 인간은 그의 범죄와 닮아 있었다. 코르볼이 보기에 모페르튀는 그

가 저지른 범죄의 화신이었다. 그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끝없이 괴

롭혀대기 위해 온 영(靈)이었다. 사실 그가 필요로 한 것이 그것이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것. 그 누구도 코

르볼 자신보다 스스로에게 더 가혹한 심판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부터 돌연 까마득히 떨어져 나와 있었다. 그

것은 인간들의 법과는 상관없는, 훨씬 잔인하고 광기 어린 어떤 막연한

법과 관련된 일이었다. 쉴 새 없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꾸짖으며 영원히

작열하는 한 줌의 잉걸불처럼 들쑤셔대는 법이었다. 모페르튀는 이 법과

속죄의 광기를 구현했으며, 코르볼은 이에 순종했다.

192)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209.

193) Ibid., p. 172.
194) Ibid.,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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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 ce bûcheron au visage fruste, buté, aux yeux mauvais, à la

voix rude, surgi de la rivière comme un esprit malfaisant, un noir

génie descendu des forêts, ― cette brute-là ressemblait à son crime.

Corvol voyait en Mauperthuis l’esprit incarné de son crime venant

sans fin le tourmenter, et non pas le juger. Or il avait besoin d’être

tourmenté, humilié, dépouillé, mais non d’être jugé. Nul n’aurait pu le

juger plus durement qu’il le faisait lui-même. Il ne relevait pas de la

loi des hommes, il avait roulé d’un coup très en deçà de leur justice.

Il ne relevait plus que d’une loi obscure, bien plus cruelle et folle, et

qui s’en prenait à son cœur et à son âme incessamment et les lui

fouaillait comme un tas de braises à jamais incandescentes.

Mauperthuis incarnait cette loi, cette folie d’expiation, et Corvol s’y

soumettait.195)

위의 인용문에서 모페르튀를 묘사하는 ‘fruste’(험상궂은), ‘buté’(고집이 센),

‘yeux mauvais(심술궂은 눈)’, ‘voix rude’(거친 목소리)등의 단어들은 그의 인

상과 성격을 드러낸다. 모페르튀는 자신에게 죄를 심판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

에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모페르튀의 행위

들은 정의로운 ‘심판’이 아닌 ‘고통’만을 가하는 악령(un esprit malfaisant)’의

장난에 가깝다. 그는 카트린이 사후에도 코르볼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복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카트린의 설움을 대

신 갚겠다는 분노는 사실상 기만이자 자신의 가학적 탈취행위에 대한 정당화

에 불과한 것이며 일말의 의로움도 가지지 못한 단순한 증오의 발현이고 코

르볼의 고용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고 온갖 노고를 감내해야만 했던 과거의

설욕에 대한 앙갚음이 결합한 것이었다.196) 명백히 그것은 자신이 가지지도

못한 어떤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의 일환이다.

195) JC, p. 57.
196) “Il ne s’agissait dorénavant plus pour lui, le tâcheron, le bâtard, l’ouvrier
floteur du grouillant faubourg de Bethléem, de saisir seulement la chance d’une
revanche contre un homme riche, au service duquel il travaillait de saison en
saison pour survivre, mais d’accomplir une vengeance bien plus grave.”, JC,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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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 앞의 인간과 구원의 주체

3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한계 상황 속에서 구원을 가능케 하는 주체의

탄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원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윤리

적 주체의 어떠한 측면들을 통해 구원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이때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주체의 죽음 혹은

타자의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구원

의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책임은 곧 삶에 대한 책임

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타자의 ‘삶’에 대한 책임은 죽음에

대한 책임의 연장선상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의 애정이 넘치는 ‘삶’은 그 자체로서 주변을 살리며

스스로가 매개자가 됨으로써 다수의 타자를 사랑과 영원으로 이끄는 확장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주체성이 중요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 무한을 향한 주체

의 형이상학적 욕망을 통하여서 타자로 하여금 ‘바깥’의 틈새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전적으로 다른 타자성의 수용을 이끄는 외재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

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재성에 대한 열림 내지는 낯섦에 대한 개방성은 곧 타

자와의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또한 타자의 구원에의 요청이 절박하게 주체의 응답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

서, 그 헐벗음을 외면하지 않은 주체는 책임의 주체성을 획득함으로써 탈존으

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동일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

고 타자의 구원에의 요청을 거절한 인물은, 타자의 죽음을 촉발하는 결론을

가져온다. 이미 고인이 된 망자에 대한 사후적 책임마저 죄의식에 의해 짊어

진 자의 사례를 통해 용서와 속죄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것이 곧 미

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주체의 무력감과 죽음의 무의미함

은 미래를 살아갈 자손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것이다.

타자를 향한 에로스의 욕망이 모성성과 다산성, 신적인 부성의 실현으로써 완

성되면서 주체의 유한성이 극복되고, 미래는 소멸이 아닌 영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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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매개자: 구원의 확장성과 외재성의 틈새

에프라임은 모페르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세 숲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넓은 안마당과 외양간, 헛간이 있고 아름다운 페름뒤파를 상

실했다. 하지만 그가 일말의 후회도 하지 않았던 것은 렌 곁에서 발견한 평화

와 행복이 숲 전부를 합한 것보다 크고 넓고 깊었기 때문이다. 렌은 “그 부드

럽고 넉넉한 몸으로 고요히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온화한 목소리와

미소와 몸짓으로”197) 에프라임에게 망각의 자유를 선물할 수 있었다. 렌은 이

처럼 에프라임과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가득한 넉넉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타

자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그녀의 곁에서는 아홉 아들들 또한 다른 타자들

과 함께 삶을 향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의 심리적, 감정적 풍요로움은 페름

뒤파의 물질적 풍요로움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198)

렌은 타자를 살리는 자이고, 그녀의 곁에서는 생의 기쁨과 활력의 역동이 펼

쳐진다. 이렇듯 렌은 일종의 사랑의 매개자로서 그 어떠한 억압도 없이 주위

의 타자를 함께 사랑으로 물들이는 은총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무한히 열

린 시공간의 자유를 타인과 함께 누리며 ‘낯섦’과 ‘다름’을 포용하는 경향성을

띤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이 지닌 외모나 기질, 심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나의 전적인 다름 그 자체에 기반을 둔 타자

성199)에 근거하여 이미 그 조건만으로도 타자를 받아들이고 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렌의 삶이 주변 타자들에게 향유와 위안의 삶을 선물해주

197) “Ephraïm ne regrettait rien, […]. Auprès de cette femme froide et hauaine, il
n’aurait jamais connu la paix, l’oubli et le bonheur. Tout cela que Reine lui
donnait à profusion de par sa seule présence physique, de par son ample corps
placide et tendre, de par la douceur de sa voix, de son sourire et de ses
gestes.”, JC, pp. 95-96.

198) 시몽은 모페르튀에게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
한 적이 없었다. “Déchu, Simon l’était. Déchu de son amour, déchu de son
orgueil, de sa joie, de sa colère même. Jusqu’à ce jour il n’avait jamais souffert
d’être pauvre. Il n’avait même jamais vraiment pensé qu’il l’était.”, JC, p. 255.

199) 레비나스는 타자를 다음과 같이 볼 것을 종용한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
모나 그의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타자성) 때문이다. 그는 예컨
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이다.”,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Montpellier : Fata Morgana, 1979,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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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렌의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구원200)을 가능케 한다. 그녀은 사후에

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망자 마르소의 영혼을 위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묘사가 등장하는데, 이처럼 그녀는 “타자를 위해 죽을 때까지의 타자를 위한

책임감”201)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죽음 이후 에프

라임과 에드매는 말씀에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슬픔을 정화한다. 사랑

하는 이의 죽음에 마주하였을 때 그들이 보여준 자세는 분노가 아닌 인내였

고, 이는 이미 운명에의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이 삶이 이미 그 자취

를 남긴 것이다. 그러한 존재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이들은 현생에서

더 큰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

반면 모페르튀는 타자의 죽음을 촉발하고 모페르튀 곁에서는 모든 인물이

축소되거나 죽는다. 레제의 경우에는 발육을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

며, 가령, 둘째 아들 마르소의 경우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오히려 모페르

튀는 마르소의 사후, 클로드와 레제가 떠나게 된 사태를 기뻐하기까지 하는

데, 카미유를 드디어 독점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르

소의 ‘죽음’과 모페르튀의 ‘죽임’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자아의 존재론적

지향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들의 탈존은 부정적인 방

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2) 결국 페르튀는 끊임없이 주변인

들의 실존에 위협을 가하며 그들의 탈존을 실패로 유도한다.

또한 ‘탈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렌은 주위의 ‘몸’들에게 사랑과 애정, 자

비와 위로를 베풀어 줌으로써 본인 또한 실존(existence)에서 벗어나는 중이

었다. ‘있음’의 한계를 깨고, 존재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허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줌’으로써 가능했다. 어떻게 굶주림이 ‘줌’으

200) “나의 죽음 이후, 죽음에도 아랑곳없이(après et malgré ma mort) 존재하는 권위
의 의미 (…) 이것은 부활에 관한 어떤 약속도 아니며 죽음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의무이며 재현의 동시적인 시간(temps synchronisable)을 가로지르는 미래다.”,
Emmanuel Lévinas, Entre nous. Essais sur le penser-à l’autre, Paris, Grasset,
1991, p. 192.

201) Emmanuel Lévinas, Entre nous. Essais sur le penser-à l’autre, Paris,
Grasset, 1991, p. 192.

202) “죽는 일(mourir)과 마찬가지로 죽이는 일(tuer)은 존재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는
것, 자유와 부정이 힘을 발휘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엠마뉴엘 레비나스 지음,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à l’existant)』, 민음사, 200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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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결핍-충족의 논리

와는 다른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간의 근본적인 향유 가운데 하나는

음식을 섭취하고 씹고 분해함으로써 허기를 채우고 자기의 몸에 영양을 공급

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렌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향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203) 그녀가 평생토록 시달렸던 굶주림의 형태는

제어할 수 없었고, 인식의 틀을 벗어났고, 끊임없는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 굶주림이 얼마나 간교한지 간파하고 있었다. 그것에 한 번

붙들리면 어떤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 굶주

림이 실은 뜨거운 애정임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세월과 사랑이 필

요했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성모께 끊임없이 바친 무수한 기도가 그녀

안에 이 애정의 심연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가리를 활짝 벌리고 있는 애정의 광기. 그녀는 이 상처를 지니

고 태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타인들을 향한 무한

한 애정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타인들의 몸과 피부, 얼굴과 목소리를 향

한 애정. 타인들의 시선과 몸짓, 잠을 향한 애정이었다. (…) 그 후 에프

라임이 왔고, 아홉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 몸들이 그녀를 에워싸기 시

작했다. 그 몸들은 그녀에게서 자신들의 양식을 구하며 평화와 부드러운

망각과 기쁨을 찾았고, 성장하여 남자가 될 힘을 발견했다. 그 몸들이 그

녀가 이 굶주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몸이 그처럼

엄청난 부피와 너비를 갖게 된 것은 오로지 더 많이 주기 위해서였다.

부드러움과 미소와 애무를 넘치도록 전하며, 육肉의 아름다움을 더 큰

소리로 찬양하기 위해서였다.

Elle connaissait bien la malice de cette faim, elle savait mieux que

quiconque combien cette faim pouvait jeter dans le désespoir ceux

dont elle se saisissait. Il lui avait fallu tant d’années, tant d’amour,

pour comprendre que cette faim n’était en vérité qu’une passion de

tendresse. Les innombrables prières que sa mère n’avait cessé

203) 먹음으로써 영양을 취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관계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다.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나는 내가 아닌 것(음식)을 나로 바꾸는 것이
다. 예컨대 ’타자의 자기화‘를 이루는 것이다. 렌이 타자를 만나기 전에는 타자의
자기화조차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은유한다. 그러나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과 교류
이후에 그녀가 굶주림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음식을 비롯한 타자적인
것들을 앞으로 자기 파괴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수
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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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resser à la Vierge avaient creusé en elle ce gouffre de tendresse.

Elle était née avec cette plaie, cette folie de tendresse grandes

ouvertes au plus profond de son cœur, de sa chair. Elle était née

dévorée d’une infinie tendresse pour le monde, pour les autres ; pour

les corps et la peau, pour le visage et pour la voix des autres, pour

leurs regards, leurs gestes, leur sommeil. […] Puis Ephraïm était

venu, et neuf fils lui étaient nés. Alors tout ces corps qui s’étaient

mis à l’entourer, tous ces corps qui avaient cherché en elle leur

propre nourriture, pour trouver la paix, la douceur de l’oubli, la

jouissance, ou pour trouver la force de grandir, de devenir des

hommes. l’avaient aidée à nommer cette faim. Elle n’avait tant et tant

pris ampleur et volume que pour mieux pouvoir donner, se répandre

en douceur, en sourires et caresses, que pour mieux glorifier la

beauté de la chair.204)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잡히지 않은 게걸스러움이 렌의 영혼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녀를 좌절에 빠뜨렸지만, 타인들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자신 안에 있

는 마음을 줌으로써 조금씩 해소되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렌이 죽음 직전에

깨달은 이 허기의 정체는 어머니의 신심 어린 기도가 만들어낸 애정의 심연

이었고 사랑의 광기를 실천해야 할 운명임을 알려주는 표지와도 같은 것이었

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기쁨과 평화, 망각과 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에 상

응하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비로소 가라앉힐 수 있었던 성질의 것이었다. 타인

들에게 무형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로지 세상에 더 많은 위안을 베풀기 위

하여서 그토록 많은 부피와 너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얻음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충족되는 이러한 ‘형이상

학적 욕망’205)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온전히 채워질 수

204) JC, pp. 273-274.
205)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Totalité et Infini)』의 앞부분에서 부각되는 욕망
(Désir)의 함의를 살펴보면,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부족하거나 결핍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는 전자를 일반적인 욕구, 또는 욕망이며 후
자를 ‘형이상학적’ 욕구 또는 욕망이라 칭한다. 좋음에 대한 욕망, 내가 욕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 좋기에 욕망하지 않을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욕망이 레비나
스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의 가치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있다는 사실이다. 레비나스가 주창했던 ‘형이상학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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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완전히 가라앉힐 수는 없되, 언제까지고 사랑

을 경유해서 더 베풀어 줄 것을 향한 욕망이다. 레비나스는 절대적 타자를 향

한, 무한성을 향한 사유를 진정한 형이상학적 욕망으로 본다.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초월하는 것’인 이 욕망은 사유되지 않는 것을 사유한다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한자, 혹은 무한자인 타자를 인식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 윤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세월이 흘러 사랑의 매개적 주체로 변모해 가면서 렌의 배고픔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바깥’과 구별되는 ‘비공간적인 바깥’을 보여주는 통로, 다시 말해 존

재 저편, 존재와 다른 차원으로 초월할 수 있는 통로”206)가 되었다. 그녀에게

배고픔이라는 현상은 더 이상 막연한 괴로움이 아닌 것이 되고, 그녀가 어떤

환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현실 세계에 몸담고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이 아닌 타자의 배고픔에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렌은 주변에 있는 타자들의 애정에의 필요를 섬세히 받아들이고 자

비로이 반응함으로써 비천한 조건에 처해있던 기존의 존재론적 한계를 벗어

나 초월로 이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고 있었다.207) 즉, 존재론적 허기에

잠식되어 자신에게 묶여있는 ‘있음’의 사태 속에서도 타자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이끌어 놓는 수고를 아낌없이 함으로써, 진정한 실존(existence), 곧

탈-존(ex-istence)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렌이 직접적으

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음에 대한 욕망, 선(善)에 대한 욕
망이다. 그가 말하는 이 ‘욕망’은 완전한 만족을 전제하지도 예기(豫期)하지도 않는
다. 그래서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 형이상학적 욕망은 끝내 충족될 수 없으며 오히
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 중심이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아서, 즉 욕망의
대상인 타자가 동일자인 나와 같은 차원에 있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한에 대한 유한의 욕망이라서 그러하다. 문성원 지음, 『타자와
욕망』, 현암사, 2017, pp. 103-104 참고.

206)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191.
207)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자는, 타인을 향해 그 자신을 벗어나는 자는 배고픔의 물
음과 기도에 앞선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따라서 배고픔 가운데서, 매우 비천한 차
원에서 초월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Emmanuel. Lévinas, Dieu, la Mort et le
Temps, Paris: Grasset & Fasquelle, 1993, pp. 196-197. 렌의 유한한 존재의 삶은
마감될지라도 무한의 욕망, ‘선함’을 향한 욕망은 산 자들이 훗날 기억하며, 잊지
않는 자들의 삶을 통해 지속될 것임이 작품의 결말 부에 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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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몸소 ‘탈-존재’로의 삶을 방식을 스며들게

함으로써 깨우치고 보여줬고, 그녀의 식구들 역시 그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타자 관계의 양식을 배워갔다면, 이러한 상호 구원의 과정이 가족 공동체를

넘어 더 확장될 가능성은 없을까? 에드매가(家)의 식구들이 자신의 가정을 넘

어, 더 나아가 부락을 넘어 저지대의 사람들에게까지 탈존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성모상의 축성식 에피소드에서 찾을 수 있다.

잘 숲과 솔슈 숲 사이에 위치한 숲속 교차로의 넓은 공터에서 ‘너도밤나무의

성모님’(Notre-Dame-des-Hêtres)이라는 이름으로 봉헌되는 성모상의 축성식

이 치러진 어느 8월 15일날 어떠한 파문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에프라임의

아홉 아들들이 터뜨린 이 ‘행복하고 영광스럽기까지 한 추문’208)이 있기 직전,

행사의 의식은 신부들이 앞장서고 신자들이 그 뒤를 잇는 엄숙한 분위기의

행렬이 선행되었다. 성모상에 향을 뿌려 축성한 후 안치식이 거행되고, 바로

성모의 죽음과 승천에 관한 수석사제의 강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군중은 반수

상태에서 귀를 기울이다가 서서히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머리를

꾸벅이고 무거워진 눈꺼풀을 한 채로 나른한 모습으로 걷는 신자들은 마치

‘몽유병자들 무리’로 묘사된다.209)

맹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무기력에 잠겨있는 그들은 마치 관례와 보편,

전통적 관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고 순응하는 집단적인 광기를 상징한다.

그렇게 무력하고 몽롱한 기운을 풍기며 서 있는 군중의 부동성과는 대비되는

아홉 형제의 연주가 시작된다.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음향을 통해 ‘쾌활

하고 야성적인 춤꾼이자 음악가의 면모’210)를 무람없이 보이는 그들에게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도의 풍속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하

지만 그들의 리듬과 격정은 삶에 대한 기쁨과 성모에 대한 진심이 담긴 찬양

이었기에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사제들조차 흡족해한다. 특히 이

208) “Vint un jour où leur joie fut portée à son comble, où ils la firent exploser
en formidable retentissement. Un retentissement tel que sa démesure fit l’effet
d’un scandale. Mais un scandale heureux, et même glorieux.”, JC, p. 111.

209) “Beaucoup semblaient s’endormir debout, en douceur. Les têtes dodelinaient,
les paupières s’alourdissaient. Puis la foule se remit en marche avec langueur à
la suite des hommes d’église et des enfants de chœur, comme un troupeau de
somnambules meuglant d’un ton indolent.”, JC, p. 118-119.

210) “Ils étaient les princes du royaume des arbres, princes danseurs et musiciens,
princes sauvages et enjoués.”, JC,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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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형제들의 연주에 본능인 반응을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카미유의 모습을

통해 본원적인 자유와 리듬을 열망하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타자성을 엿

볼 수 있다.211) 급기야 카미유는 노인이 씌어놓은 만틸라를 벗어 던지고 격정

적인 노래와 리듬을 한껏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데,212) 이날의 경험

은 카미유로 하여금 존재를 탈출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이다.

한편, 형제들의 연주가 사그라들고 못난이 블레즈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신도

송을 읊자 군중들의 얼굴에는 감탄이 맴돈다. 그의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목소

리는 ‘마치 뜨거운 대기를 맴돌며 햇빛 속을 헤엄치고 온 공간을 가로질러 물

결치는’213) 듯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의 입을 통해 발산된 목소리와 선

율은 그곳에 모인 모두의 분노와 편견을 허물어뜨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

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경계선을 제거할 수 있었다.214) 그렇게 형제들은 자신들만이 지닌 재능과 각

211) 그녀의 ‘초록빛 두 눈은 강렬히 빛나고’, ‘반쯤 열린 붉은 입술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등 몹시도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그녀의 신체를 통해 발현된다. “Il
tourna la tête vers Camille. Et ce qu’il vie exaspéra sa fureur. Bien qu’immobile
en apparence elle se tenait comme prête à bondir vers le cœur de la clairière ;
ses épaules tremblaient du désir de danser. Le vieux vit son profil tout tendu
vers le groupe des frères, il entr’aperçut l’éclat intense de ses yeux verts et
l’humide rougeur de ses lèvres entrouvertes. Il devina les battements saccadés
de son cœur, l’extrême tension de ses muscles et la légère raucité de son
souffle.”, JC, p. 123.

212) “Et puis, elle eut ce geste ― elle arracha sa mantille et secoua la tête avec
brusquerie, décoiffant son chignon. Ce geste sec, rapide, il le reçut comme une
gifle en plein visage. Camille lui échappait. Le désir venait de s’engouffrer dans
son cœur, de s’emparer de son corps, de la détourner de lui.”, Ibid..

213) “En fait ils ouvraient un nouvel espace, clair et léger, à la voix mélodieuse de
Blaise-le-Laid qui se mit à psalmodier les Litanies de la Vierge. La foule
écoutait, non plus abasourdie comme l’instant d’avant encore, mais émerveillée.
La voix du Laid glissait avec tant de grâce qu’elle semblait voleter dans l’air
brûlant, nager dans la lumière, ondoyer à travers tout l’espace.”, JC, p. 126.

214) “Même ceux qui au début avaient été hostiles aux neuf frères surgissant à
grand fracas dans la clairière avaient retourné leurs sentiments. La beauté et la
douceur du chant de Blaise-le-Laid avaient fait céder toute résistance et toute
indignation. Et cela d’autant plus que les prêtres, y compris celui de la paroisse
qui avait jusque-là toujours jugé avec suspicion les bûcherons qu’il tenait pour
des demi-sauvages s’étaient à la fin approchés des frères Mauperthuis et leur
avaient manifesté leur émotion. Cette reconnaissance par ceux-là même qui
auraient pu les condamner avait ainsi renversé l’impression initiale de scan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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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타고난 자질들을 통해 다수의 타자들을 감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블레즈 역시 자신의 한계

를 극복하려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명제인

‘실존(existence)이 본질(essense)에 앞선다.’에서 이 본질은 결국 타고 난 자

리이다. 뒤틀리고 못생긴 입을 지닌 블레즈는 객관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신

체적 여건을 지녔지만,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과 노래 속에 담긴 메시지는

개인의 의지로 표현되었으며, 타인에게 ‘말씀’의 힘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

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블레즈의 사례를 통해, 자기가 처한 비참한 실존적 조

건을 인지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타자에게로 향할 때, 비로소 개인의 실존은

성공적인 탈존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렇게 한 존재가 탈존으로 나아갈 때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매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를 매개로 하여 혹은 무엇을 매

개로 하여 비가시적 은총이 담지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도 종래의 폐쇄적인 사고와 반감은 누그러들 수 있고 기쁨과 자부심은 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저 스스로가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더 이

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눈부신 은총으로 죽고 말 거예요. 저는

마치 저 혼자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다

고 믿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제 말을 훨씬 능가하는 무언가가 제 안

에서 노래합니다. 저를 매개로 해서 말이죠.”

« Si je connaissais pleinement ce dont je parle je ne pourrais plus

vivre, je mourrais de cet excès de splendeur et de grâce. Tout

comme j’aime plus que je ne saurais aimer par moi seul, je pense

bien plus que ce que je crois penser, et je parle bien en deça de ce

qui se chante en moi. A travers moi. »215)

또한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블레즈가 이미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모두 다 은

총의 선물이라고 믿으며, 천사로부터 ‘꿈꾸는 능력’을 선물 받은 덕분에 무한

en sensation de joie et de fierté.”, JC, pp. 127-128.
215) JC,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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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광을 증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이미 자신이 매개

자로서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의 실존은 탈존의 방향으로 이미 성

공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애원의 억양으로

‘사랑의 교만’ 혹은 ‘감사하는 마음’216)을 담아 부르는 노래는 진정한 탈자적

주체가 느낄 수 있는 삶과 은총에 대한 지복(至福)의 전형을 나타낸다.

이때 블레즈가 제 안에서 명확히 잡히지는 않더라도 자기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랑과 은총의 언어는 렌의 ‘배고픔’의 경우처럼 비

공간적인 바깥을 암시해준다. 자신 안에서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해하기란 불

가능한 낯선 무엇은 ‘외재성’의 틈새를 보여주는 것인데, 외재성의 특성은 내

가 짐작하는 나의 능력과 한계 이상으로, 동일자의 지평을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가 동일자를 ‘매개’로 하여 드러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

의 특성이 바로 작품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

잡는다. 그건 바로 동일자의 환원 불가능성을 표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블레즈가 노래하는 ‘말씀’은 곧 자기의 인식으로 환원 불가능한 ‘타자’를 인정

하는 말이었으며 그 외재성의 틈새를 통해서 ‘바깥’을 수용하도록, 더 나아가,

그 ‘바깥’으로 한 걸음 떼도록 다른 이들을 이끄는 말이었다.

앞서 2장에서 그 정체를 포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을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타자의 얼굴’ 개념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레

비나스는 ‘외재성’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얼굴의 외재성은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차이, 절대적 차이를 의미한다.217) 이 차이는 타인의 얼굴이 나의 인

식, 나의 지배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난다는 사실에서 존립한다.218) 주체의 인

216) “ « Ma parole n’a que l’accent que lui dictent la joie et l’émerveille ment qui
m’ont été donnés de pure grâce. Je n’ai d’autre orgueil que mon amour pour
Dieu, mon amour de la terre et des miens. Tout mon orgueil est d’aimer,
d’aimer plus que je ne suis par moi seul capable d’aimer. Car j’ai été favorisé
d’un songe par l’Ange qui visita Marie. Cela n’est pas de l’orgueil, c’est de la
gratitude.”, JC, p. 129.

217)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는 인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게 응답réponse을 요구
하는 자이고, 그래서 내가 책임responsabilité을 져야 하는 자이다. 인식이 대상을
내 틀 안에 끌어들여 그것을 동화하고 지배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라면, 응답과 책
임은 나와 같지 않은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름의 부름에 나를 투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성원 지음, 『해체와 윤리』, 그린비, 2012, pp. 51-52.

218)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타인의 얼굴은 구체적인 형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얼굴의
중요한 특질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벌거벗었다는 데 있다. 벌거벗음의 의미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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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타자의 고유성, 타자성을 느끼는 감정은 당연

히 익숙함이 아니라 낯섦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체의 표상과 지식이 재단

할 수 없는 타자의 외재성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익숙해질 수 없고, 잡히지 않

기에 주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에게 전적으로 “낯선 이”

인 타인의 얼굴은 주체의 표상과 인식, 자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

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타인 고유의 현현 방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타인을 향한 분노가 언제나 그

를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타인의 얼굴이야말로 주체의 표상과 주체의 자유,

즉 주도권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외재성과의 조우는 모페르튀에게는

불쾌하고 저항과 통제의 욕구를 가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타자를 자기만의

틀과 영역 안으로 전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모페르튀에게는 자신의 인식으로

환원할 수 없고 그의 이해와 능력으로 지배할 수 없는 타자와의 관계는 늘

성마른 분노와 짜증을 동반한 것이다.

앞서 우리는 모페르튀가 주변의 모든 얼굴에게서 타자성을 소거하고 죽은

사물의 표면처럼 대하며 얼굴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해보

았다. 모페르튀는 처음부터 오직 카트린에게만 매료되었고, 평생 카트린만을

위해서, 카트린에게 중심이 놓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며, 타자의 외형적 조

건 혹은 유용성의 정도를 척도 삼아 그들의 가치를 평가할 뿐이다. 시간이 지

나도록 여전히 독단의 잠에 빠져 스스로 고립 가운데에서 자기 영역을 확장

하는 모페르튀는 진정한 타자의 얼굴과 만났다고 볼 수 없다. 타자와의 진정

한 만남이란 그로 인하여 기존의 내 사유의 틀과 존재 이해의 틀을 벗어나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자기 자신을, 의식을, 그리고 나의 자유를 문제 삼는 일

은 타자의 개입을 통해서”219)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페르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시를 피해 페름뒤파에

서도 ‘바깥’으로의 움직임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음을 찾아

내지는 장악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음이다. 즉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포착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채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완전한 무방비의 상태로 다가오는 얼굴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초월로 드러난다. 이 헐벗은 얼굴은 무한과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는 어떠한 권위나 제도, 규정도 넘어서는 타자를 만나게 된다. Ibid., 2012, p. 113
참고.

219)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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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사실 페름뒤부의 블레즈가 지닌 ‘꿈꾸는 능력’은 페름뒤파의 레

제 역시 공유하는 능력이다. 레제는 시각적 감각기관인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념을 축적하고 다양한 심상을 껴안으면서 살아가는 인물

이다. 그리고 그는 카미유와 진심 어린 애정을 나누면서 카미유에게 ‘마음’으

로 이미지들을 담는 방식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덕분에 카미유는 다락방 속

에 홀로 갇히는 감금의 기간을 죽음과 좌절 속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있

었다. 그녀는 레제가 알려준 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끝까지 자유에 대한 희

망을 붙잡았고, 모페르튀라는 광기 어린 의식 속에 영영 갇히지 않기 위해 적

극적으로 대항했다. 그렇게 그녀는 동일자적 시각 너머의, 인식의 한계 너머

의 세상을 그려 나가며 자신의 테두리를 주파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결국

그녀는 다락방 속에서 구조의 신호를 ‘들을 수’있게 되며, 탈출에 성공하게 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미유가 감금 상태에서도 자신이 처한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외재적인 바깥을 그리고 염원하는 방식으로 신체의 결박에 순

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정신적, 심리적 자유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타자와의 만남이 중요한 계기로서 선행되

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고립과 유폐의 공간으로 확정

지어진 것처럼 보이던 페름뒤파에서도 실상 타자와의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

서, 서로를 통하여서 탈존을 향한 움직임이 부단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2. 관용의 주체성

이번 장에서는 타자의 구원에의 요청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반

응을 보이는 타자를 통해 탈존으로 향하는 인물과 실존에 머무는 인물을 구

분지어 확인해볼 것이다. 구원의 요청을 환대로서 받아들인 인물은 책임의 주

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탈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지만, 끝내

동일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노로 거절하는 자의 경우에는 결국 타자

의 죽음을 촉발하는 자로 남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미 고인이 된

망자에 대한 사후적 책임마저 자기의 죄의식에 의해 기꺼이 짊어지길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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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 용서와 속죄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것이 곧 미래를 열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3.2.1. 구원의 요청: 환대 혹은 분노

카미유와 시몽은 위게의 옆집에 살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여타의 이방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막도, 변호자도 없는 “나그네와 고아”220)의 모습

으로 위험에 처한 그들에게 위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둘을 불길로부

터 대피시키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 어떤 외부인에게도 공개한 적 없

던 자신만의 비밀의 성소를 내어준다. 위게에게 이러한 환대의 경험은 존재의

한계를 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꿈의

파수꾼이 되길 자처함으로써 위게는 구원을 행사하는 주체로 변모할 수 있었

다. 그동안은 “‘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경향conatus essendi’속에서 외재적 대

상들을 자기 필요besoin에 따라 소유”221)하는 주체에 머물렀지만, 타자를 환

대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제 안에 있는 이타성을 발견하는 주체로 거듭난 것

이다. 스스로를 타자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움으로써 그는 책임

적 존재 또는 윤리적 주체로 새로 탄생하게 되었다.222)

위게는 이후에 도둑질도 멈추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도 그만둔다. 원래는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그 부당한 소유에서 안위를 경험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속옷을 훔치지 않는다는 점

은 단연코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자신만

의 공간을 채웠고, 심지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당에 심어진 꽃

들을 꺾어오는 것에도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거리낌이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기적 자아는 타자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고통

받는 타인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윤리적 주체로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223) 또 한편으로는 더 이

220)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49.

221) 서동욱 지음,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p. 106.
222)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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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머니의 자궁을 연상케 하는 방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타자에의 환대라는 하나의 사건이 ‘존재의 탈출’과 ‘타자의 세계

로의 침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위게의 퇴행적 경향을 어느 정도는 개선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도 있다.

물론 한 가지 한계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가 과거의 기억에 지나

치게 사로잡혀 ‘기다림의 광기’에 침잠할 미래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의 내

적인 변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새로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홀로 외톨이가 되며, 은둔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에까지는 도

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위게는 바깥과의 교류를 차단한 채

자신의 공간에 더욱 폐쇄적으로 갇혀 오로지 과거에 보았었던 시몽의 아름다

움이 박제된 과거의 영상 안에 갇혀 살아갈 자이며, 결국 시몽의 이미지에 붙

박인 채로 남아있게 될 자이다.

따라서 그에게 찾아온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단순한 ‘내어

줌’의 경험만으로는 유폐된 존재가 자기 세계를 완전히 깨기에는 역부족이라

는 귀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이 온전히 퇴행과 고착 경향으로부

터 해방되어 미래의 전망을 탐색하는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위게

역시도 타인으로부터의 내어줌을 받는 경험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주체 자신도 타인으로부터의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의 경험

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제시하는 구원의 향방은 앞 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쌍방향적인 줌과 주체와 타자 사이의 비대칭적이지 않은 교류와 온전

한 결합에 놓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위게가 자신의 거처 밖으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고립되었다거나 갇

혀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 코르드뷔글은 오로지 과거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였다. 기억 속

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염탐했다.

(…) 어느 날 아침, 시든 꽃들로 뒤덮인 빈 침대를 남겨둔 채 사라진 시

몽. 숲과 비에 내몰려 돌투성이 급류 바닥으로 던져진 시몽. 격정의 시

223)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181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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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쌍둥이 시몽.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쑥

나타나곤 하던 시몽. 그때마다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아름다움을 과시

하던 시몽. 새로운 출현,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게 했던 시몽. (…) 계절이

바뀌면 시몽은 물줄기를 타고 돌아올 것이다. 위게 코르드뷔글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방은 준비되어 있었다. 시몽이 돌아오면 그에게 방

열쇠를 내주고 그의 잠을 지켜줄 것이다. 그가 꾸는 꿈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Cordebugle ne maraudait plus que dans le passé, il revenait sans

cesse épier dans sa mémoire les images qui s’y étaient fichée. […]

Simon disparu au matin, laissant vide le lit jonché de fleurs fanées.

Simon précipité par la pluie, la forêt, dans le lit du torrent hérissé de

cailloux. Simon-l’Emporté, Simon le jumeau, Simon qui ne tenait

jamais en place, qui surgissait toujours à l’improviste, doué à chaque

fois d’une beauté nouvelle, stupéfiante. Simon dont il attendait une

nouvelle apparition, une nouvelle métamorphose. […] Simon qui

reviendrait au fil de l’eau. En une autre saison. Huguet Cordebugle

attendait son retour. La chambre était prête. Quand Simon reviendrait,

il lui donnerait la clef de la chambre, il veillerait sur son sommeil, il

serait le gardien de ses songes.224)

본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게는 오히려 시몽이 다시금 오는 날을 기다

리며, 시몽이 돌아오면 기꺼이 자신의 방을 기꺼이 더 내어주고 그의 단잠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또 한 번 되기 위해서 기대를 품고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그는 항시 준비된 환대의 주체로서 다가올 타자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으며,

예정된 초대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 자족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

다.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평생토록 위게의 기억 속에 깊

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게 될 이 환대(hospitalité)의 경험은 그에게 있

어 트라우마와도 같다. 헐벗고 고통받는 타자가 마치 폭력을 행사하듯 주체에

게 윤리적 행위를 호소하고, 그의 호소가 트라우마의 형태로 주체에게 각인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향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 출현해 그가 영위했던 모든 질서를 흐트러뜨려 놓는”225) 타자

224) JC, pp. 340-341.
225) 서동욱 지음,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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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 덕분에 오히려 ‘책임의 주체’라는 새로운 주체성이 발견될 수 있었다.

기존의 이기적인 “자아는 (타자의 호소라는) 트라우마에 의해 발가벗겨”226)질

수 있던 것이다.

레비나스는 “책임성을 지닌 자아의 유일무이성은, 타인에 의해 겪는 괴로움

속에서, 모든 자율적인 자기 정체성 확립에 앞서서 겪는 상처 속에서만 가능

하다”227)고 주장한다. 즉, “동일자(나 중심의 존재 유지 노력)를 문제 삼는 일,

동일자의 자기중심적인 자발성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 일은 타인을 통해서 일

어난다. 나의 자발성을 타인의 현존으로 문제 삼는 일”228)을 윤리라고 부른다.

만약 위게가 문을 꽁꽁 걸어두고 시몽과 카미유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외면하고 분리된 채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갔더라면, 그것은 책임으로부터의 도

피이며 이것 역시 윤리적 의미의 ‘악’이 된다. 레비나스는 윤리적 악의 근거를

도움을 호소하는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 유기(遺棄)에서 찾는데 타인에 대한

책임 거부가 곧 악이고 이 악은 모든 윤리적 악의 근원이 되며 ‘죄’의 형태로

나타난다.229)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차원, 즉 선을 행하는 일은 타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타인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베푸는 환대의 주

체는 수동적인 존재로, 타인의 부름 앞에 “여기 제가 있습니다Me voici”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내어놓는다. 여기서 핵심은 ‘나’를 주격Je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격me으로, 즉 목적어로 내어놓고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타자의 부

름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내 집과 나의 소유, 나의 지식을 타인을 섬기는 수

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호소하는 윤리적 요구”230)인

데, 위게는 이 요구에 정당히 응답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응답, 환대, 줌, 희

생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순수한 줌이 아니라 주고받음의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행에

는 보상도, 반환도, 심지어는 감사로 되갚음도 없다.231)

226) Emmanuel Lé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tinus Nijhoff, 1974, p. 186.

227) Ibid., p. 158.
228)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13.

229) Emmanuel Lévinas, Humanisme de l’autre homme, Montpellier: Fata Morgana,
1972, p. 81.

230)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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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줌, 참된 선물은 ‘존재 사건으로부터 벗어남des-interesse-ment.’ 곧 ‘이

익 추구를 벗어남’이다. 이때 비로소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줌이

가능하며,232) 위게는 이러한 ‘내어 줌’의 선을 실천한 인물이 된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받을 보상이나 대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

히려 언젠가 다가올 그 타자의 자리를 마련해두며 평생 기다림으로 일관할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게라는 인물의 존재 근거를 새로이

형성했다면, 그로 인해 평생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이처럼 타자의 얼굴은 나의 자발적인 존재 확립과 무한한 자기 보존의 욕구

에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자는 거주와 노동을 통해 이

세계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추구하는 나의 이기심을 꾸짖고 윤리적 존

재로서, 타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나 자신을 세우도록 요구

한다.233) 위게에게 타자는 그 자신을 침몰시키는 위협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

신의 내면성의 닫힌 세계를 밖으로부터 깨뜨려 열린 세계로 인도하는 자였다.

그러한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진정한

주체가 가능하다.234)

사실 위게는 변태 기벽의 성격 파탄자로 오해받는 타자였다. 파악할 수 없는

타자이자 소외되고 배제된 자, 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던 주변부 인물이 구원

의 주체로 변모하였다. 카미유와 시몽의 성행위의 지속적인 목격과 결정적인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변곡점을 맞이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중

간자적 위치에 거주한다는 특징을 반영한다. 에드매가 기독교적 선의 극단에

놓여서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내어줌과 수용의 상징이었다면 위게는 미지

의 영역, 불분명한 선과 악의 경계에서 뚜렷한 선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위게의 환대가 에드매의 환대와는 다른 측면은 강요하지 않

는 ‘수동성’으로서의 환대라는 점이다. 그는 자신에게 환대의 기회, 도움의 요

청이 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았다.

한편, 그가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면모를 둘 다 지닌 양성적 타자라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성성은 음양의 조화와 화해를 도모했던 인간의 욕

231) Ibid., p. 189.
232)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192.
233)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p. 147-148.

234)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1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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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대변하는 관념으로 상호배타적 이분법을 지양하고 상호 공존을 향한 욕

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완벽한 과거의 통합 상태를 향한 지향, 안정성

에 대한 희구, 상실에 대한 보상 욕구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양성성은

성을 명확히 구획하여 차별하려는 이분법적 분리주의에 반기를 드는 성적 취

향의 개념이다.235) 작품 속에서 위게는 처음에는 수탉을 길렀지만, 나중에는

수탉을 기르지 않는다. 이는 즉 그가 동성애적 취향만 고수하지 않게 되었다

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시 타자에 대한 논의로 돌아와, 동일한 트라우마적 체험에 모페

르튀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되는가? 그는 헐벗은 타자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이를 거부했다. 위게는 이웃의 위험을 마치 자신의 위험처럼 받아들

였고, 모페르튀는 뱅상의 구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외면했다. 뱅상 코르볼은

임종 전날 모페르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남긴 편지를 전한다. 편지에

는 자신이 그 옛날 카트린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절

망감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는지, 얼마나 큰 좌절과 공포로 정신이

날카로워진 상태였는지에 대한 심경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스스로 저

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아낌없는 속죄의 대가로 오른손과 심장이 적출된 상태

로 묘에 안치되었다.236) 뱅상이 속죄의 징표로 카트린의 곁에 묻어달라고 부

탁했던 신체 부위를 모페르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돼지 여물통에 내다

버린다.

코르볼이 편지에서 줄곧 언급한 심판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따위

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 편지에 쓰인 엄숙한 어휘는 그의 이해를 넘어

서는 것이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까스로 읽어나가며 어렵사리 편

지의 의미를 해독했다. 빼곡이 들어찬 비스듬한 필체의 가느다란 글자들

을 손가락으로 서투르게 짚어가면서. 그가 글을 배운 건 숲들의 소유주

가 된 뒤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나무 판매 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였

235) 조용훈 지음, 『에로스와 타나토스』, 살림, 2005, p. 304 참고.
236) 그는 제 심장을 적출하고 살인을 저지른 오른손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남긴 상태
인데, 스스로가 카트린을 찌름과 동시에 자기의 심장도 손상된 것이나 마찬가지이
기에 마지막 사랑이 담긴 고백의 증표로서, 그리고 사후 지하에서조차 카트린에게
용서를 빌기 위하여서 자신의 파손되고 텅 빈 심장을 그녀 곁에 묻어달라는 부탁
을 한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오른손은 세상 어딘가 적절한 장소를 직접 찾아
묻어달라는 말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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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장된 어투로 떠벌리는 이따위 편지로 골머리를 앓기 위해서가 아

니었다. 코르볼이 뻔뻔하게도 카트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안 것만으

로도 충분했다. 그는 감히 카트린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대담하게도 그

녀가 묻힌 곳에 자신의 심장을 묻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모페르튀가

보기에 그것은 정신 나간 요구였다. 그는 이 모욕적인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들이지도 않았다. 분노에 휩싸여 숨 가쁘게 편지를

한 차례 읽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코

르볼에게 어떤 의무감도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는 그

를 향한 무한한 보복과 저주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Sans la moindre frayeur à l’égard de ce Juge que Corvol avait

invoqué tout au long de sa lettre. D’ailleurs il n’avait guère compris

le langage solennel de cette lettre qu’il avait déchiffrée à grand-peine

en trébuchant sur chaque mot, suivant maladroitement du doigt la

fine écriture resserrée et penchée. Il n’avait appris à lire que lorsqu’il

était devenu propriétaire des forêts, pour pouvoir tenir ses livres de

comptes et comprendre les avis de ventes de bois, non pour se casser

la tête avec des lettres d’une dérisoire grandiloquence. Il lui avait

suffi de comprendre que Corvol avait eu l’audace de lui parler de

Catherine, avait osé prétendre l’aimer, et, pis encore, s’était aventuré à

lui demander de déposer son cœur là où Catherine était enterrée. Une

telle prétention était aux yeux de Mauperthuis un défi insensé. Il

n’avait pas poursuivi davantage l’effort de compréhension de cette

lettre outrageuse. Une seule lecture, aussi poussive que furieuse, lui

avait suffi. Il avait déchiré la lettre. Non seulement il ne se sentait

aucun devoir envers Corvol mais bien au contraire il se reconnaissait

d’infinis droits de vengeance et de malédiction à son encontre.237)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페르튀는 뱅상 코르볼의 진정성이 담긴 속죄하

는 마음, 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심정에 대해 전혀 공감하

지 못하고 있다. 편지에서 드러나는 ‘감정적인’ 호소 중 모페르튀의 마음을 동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최후 심판의 날 심판자 하느님 앞에 출두

명령을 두려워하며 당당한 생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는 ‘엄숙한 어휘’

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후퇴를 모르는 저주와 보복심이 오히려 더 되살

237) JC,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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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게 되는데 이는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모든 기준이 전혀 타인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모페르튀는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인물이다. 세계

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무한히 확장하고 소유물을 증식시키려는 욕망은 “전

체화에 대한 욕망”238)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이렇게 한계를 모르는 이기성은

어느 날 예고 없이 타인이 헐벗은 얼굴로 찾아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호소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런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건을 애초에 차단함으로써 모페르튀는 인간 행위의 당위적 규범

을 깨우칠 계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 모페르튀의 악마성은 그가 살해의 목격

자에서 출발하여 피그말리온의 극단적 양상으로 나아가며 타인의 속죄의 기

회, 구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인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함으로써 종국에는

결국 살해자가 된다는 데에 있다.

뱅상 코르볼의 살인 현장을 목격했던 모페르튀 영감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

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타인의 죄를 고발하는 것에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는지 알 수 있다. 코르볼은 이 작품에서 최초의 폭력의 가해자이

기도 하고, 인륜의 죄악 중에 가장 죄질이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그리고 모페르튀는 그 범죄의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으로 등장한다.

폭력의 장면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음을 직감하는 순간, 모페르튀에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코르볼의 폭력을 고발하고 규탄할 권리를 지녔음에 대한 기

쁨이었다. 그는 자신이 죄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심판자의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즉 다른 사람에게

죄의 명목으로 고통과 위해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에 환희를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239)

238)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41.
239) “Mais le silence qui irradiait de ce couple etait si dense, tangible presque,
qu’il ne pouvait pas emaner d’un reve. Un tel silence ne pouvait provenir que
de corps faits de chair et de sang. Et il ne pouvait annoncer que la mort.
D’emblee Ambroise Mauperthuis percut cette stridence d’extreme violence a
travers ce silence. Mais avant qu’il n’ait eu le temps de crier pour briser ce
silence de mort, la femme avait vacille et s’etait effondree. L’homme venai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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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손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카트린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직후 뱅상 코르

볼은 갑자기 생명력이 대폭 축소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는 되도록 면적을

적게 차지하려는 사람처럼 온몸을 수그리고, 양손은 죽은 새처럼 축 늘어 뜨

리고 경사진 땅을 올라간다. 그런 뱅상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며 모페르튀는

역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파괴의 욕구를 증폭시킨다. 이렇듯 죽음의

편으로 넘어가는 카트린의 얼굴을 마주하기 이전에 사실 모페르튀는 일차적

으로 ‘파괴에 대한 기대’로 사로잡혔었다.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라는 실책을

꼬투리잡고, 그의 고의성 여부나 앞뒤 정황은 깡그리 무시하여 고발하는 것에

앞장서고, 이러한 흠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응당한 죄의 값 이상의 고통을 가

하는 것이 모페르튀가 가진 악의 특징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놈의 가지를 전부 쳐내서 잔가지 하나만 남길

테다. 널 잡아 비틀고 죽은 나무토막처럼 부숴버릴테다!’ 그리고는 쾌활

하게 투지를 드러내며 덧붙였다. ‘이제부터 주인은 나다!’ 그는 풀숲에 누

운 여자 쪽으로 몸을 돌렸다.

« Ce n’est qu’un début ! Je te réduirai comme une branche qu’on

élague et qu’on taille jusqu’à en faire une brindille ! Je te tordrai, je

te casserai comme un bout de bois mort ! » Et il avait encore ajouté

avec une hargne joyeuse : « Dorénavant le maître c’est moi ! » Puis

il s’était tourné vers la femme qui gisait dans l’herbe.240)

본문에서 볼 수 있듯 ‘비틀다’를 의미하는 ‘tordre’와 ‘부숴버리다’를 의미하는

‘casser’라는 단어들이 모페르튀의 폭력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 그가 폭력을

휘두르는 방식은 언제나 타자의 고통을 보다 더 잔혹하게 가중시키는 방향으

로 이어진다. 또한 그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음을 외치는 대목은 자신이 새로

운 숲의 소유주가 된다는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뱅상 코르볼

la poignarder a la gorge. Le couple s’etait disloque. Et ce fut a cet instant
qu’Ambroise Mauperthuis reconnut Vincent Corvol, le proprietaire des forets de
Saulches, de Jalles et de Filly. […] Alors une joie fulgurante, mauvaise, l’avait
saisi. Il s’etait senti soudain illumine par ce crime dont il venait d’etre temoin
comme par une lumiere d’orage, incandescente, crue. Il s’etait redresse et avait
crie le nom de Corvol. Il avait crie ce nom d’une voix eclatante, allegre.”, JC,
p. 46.

240) JC,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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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한 인간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결정권 또한 제 수중에 확보하게 되었

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

해버릴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즉 타인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

에 기쁨을 느끼는 자다. 따라서 이런 모페르튀의 모습은 타인의 죄를 고발하

는 사탄의 전형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정죄자로서의 ‘신’

이 느낄 수 있는 전능감에의 욕망을 갈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에

게는 어떠한 자비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다.

3.2.2. 용서와 속죄

모페르튀는 자신에게 용서의 기회가 다가와도 거부했다면, 타자의 직접적인

구조 혹은 구원의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용서를 베풀고, 자신의 죄에 대

해서 또한 수치심을 느껴 먼저 속죄하는 인물도 있다. 그건 바로 모페르튀의

며느리 클로드 코르볼이다. 뱅상 코르볼의 장례식 날, ‘디에스 이레’가 울려

퍼지는 성당 안에서 클로드는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유도 모르는 채 헤어져야 했고 그의 손에 이끌려 성혼을 위해

고지대의 제단까지 끌려 와야만 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녀는 아버지의 속죄

하는 마음과 무언의 호소를 공감으로 알아채고 용서하며 스스로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오랫동안 얼음 밑에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녹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고통처럼, 그녀 안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수치심과 애정, 후회와 연

민과 회한이 뒤섞여 끓는 물처럼 감정이 솟았다. (…)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미 두 차례나 절단된 경험이 있다

는 것을. 아내에게서, 두 자식에게서.

L’émotion montait en elle comme le sang et la douleur d’une

blessure longtemps endormie sous la glace et qui brusquement se

réchauffe. L’émotion se levait en elle comme une eau brûlante où se

mêlaient la honte, la tendresse, le remords, la pitié, le chagrin. […] Ce

qu’elle savait, ce qu’elle comprenait maintenant, c’était que son père

avait été par deux fois mutilé, ― de sa femme, puis de ses deux

enfant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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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강압에 의한 부녀간의 이별을 ‘절단’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강

제적인 이별이 아버지에게 야기했을 영혼의 상처와 고독감을 오히려 가혹한

절단 행위로 인지하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린 것, 그리고 아버지가 두

자식을 낯선 곳에 떠나보내게 된 것에 대해 그의 심장이 얼마나 난도질당하

였을지 절절히 느끼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눈물을 되찾는다. 이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그토록 오랜 시간 아버지 홀로 내버려 둔 것에 대

해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과 연민,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의 시체가

안치된 관을 바라보며 클로드가 느낀 것은 수치심과 죄책감이다.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도덕적 감정들의 종류로서 창피

함, 수치심, 죄책감 등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나 그리스 비극 속 과

오에 의한 운명적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죄책감은 인간의 근원적 경험에 속

한다. 인간이 느끼는 죄책감의 기본전제는 공감능력이며, 이는 곧 타인이 입

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또한 양심의 가책에는 자기의 행동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부당함에 대해 느끼는 분

노와 혐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자기비난도 혼재되어 있다. 흔히들 우리

가 가장 빈번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는 본인의 행동 혹은 무행동이 타인

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다.242)

위게 또한 결국에는 시몽과 카미유의 밀애 사실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 죄의

식을 인지하고 있었듯이, 환대와 용서의 근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을

먼저 아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하지만 모페르튀는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함의 소유자이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에게 고통을 주고 타자

를 망가뜨리는 데에서 희열을 느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엇나간 정의심과

보복의 욕구는 폭력의 연쇄를 낳을 뿐, 폭력의 중단 혹은 해소를 가져오지 못

한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닌, 단지 악을 위한 악이라는 것

이다.

시몽의 폭력제의243)가 바로 복수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41) JC, pp. 155-156.
242) 롤프 데겐 지음, 박영호 옮김, 『악의 종말』, 현문미디어, 2010, p. 142 참고.
243) 사실 시몽과 카미유의 사랑은 엄연히 근친상간의 한 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이 둘의 사랑이 친족 간의 에로스라는 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내용
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엘렌 샤레롱이 지적했듯, 작품 속 배경은 처음부터 근친
상간이 용인되는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정념에 열려 있고 그 어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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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순종하던 에드매, 에프라임과 달리 시몽은 모페르튀를

향한 거대한 증오에 못 이겨 가장 사랑하던 소 루제(Rousé)를 희생양으로 삼

아 잔혹한 살해 제의를 저질렀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모페르튀의 원한과

복수심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시몽은 무고한 한 희생양의 죽음만을

남겼을 뿐, 악 그 자체를 정조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시몽의 연인 카미유

역시 결국 모페르튀의 돌을 맞게 되었듯, 분노는 결과론적으로 자기 파괴적이

며 자기소멸의 길로 향하는 지름길로 작용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고 모

페르튀의 죄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폭력을 가하는 대신

말없이 페름뒤파를 떠났던 클로드의 경우에는 결국 가문의 영광과 부를 되찾

게 된다. 이러한 설정으로부터 작가는 용서라는 행위에 구원과 연관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용서는 시몽과 같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잘못을 저지른 이가 만약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와 동일인인 경우, 복수는 자기 파괴에 이르기 쉽

다. 잘못을 기억하되 그 잘못을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능동적

태도가 더욱 효과가 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무화 해줌으로써 새로운 시

간 지평으로 향하는 미래를 마련해준다.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에

대한 용서이므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데, 그래서 더욱

용서는 과거에 대한 망각과는 거리가 멀다. 망각은 사태가 은폐되는 한 방식

에 불과할 뿐이어서 진정한 새로움을 산출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기 때

문이다. 반면, 용서는 과거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가 사라

지거나 잊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현재를 구속하지 않게 됨으로써 새로운 미

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계도, 열등하거나 우등한 법과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부락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
써, 작가는 인간의 본성에 더 집중하고자 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작가는 전통적인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소설 속 세계 안에서 인물의 구원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타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를 들었을 것이다.
“Espace entouré de forêts, lieu de l’inconscient et de la déraison, les paysages
des terres paternelles sont la métaphore d’un monde archaïque. Les premières
pages de Jours de colère caractérisent de façon emblématique l’univers
incestueux par son isolement. « Hameau sans limite», situé en dehors du
monde, « ouvert à toutes les passions », le système qui y règne ne se réfère à
aucune loi, à aucune instance supérieure mais passe « de corps en corps [...]
dans la chair de ceux qui vivaient » (JC, 17).”, Alain Goulet, L'univers de
Sylvie Germain,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2008,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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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용서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현재의 어긋남이 해소되기 위해 중

요한 대응 방식이다. 용서가 교환관계를 벗어난 일종의 증여 또는 선물244)인

이유는 복수 내지는 보상과 같은 대칭적 연관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

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즉 용서는 “과거를 밀어내거나 도외시하지 않

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 정체성을 잃은 채 부유하지 않고 새로움을 마련

할 수 있는 길”245)이 된다.

3.3. 자손과 시간: 소멸 혹은 영원

시간성의 핵심은 멈출 수도 돌릴 수도 없다는 비가역성이고 이 거스를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없이 관계 맺을 운명은 우리 유한성의 징표이다. 나이 듦,

늙음은 유한한 주체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구

체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반항도 지극히 수

동적인 시간의 질서의 완고함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생 자기중심적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던 모페르튀에게도 결국 노년의 무게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 찾아온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완강히 저항한다.

모페르튀는 삶이라는 불확실성을 죽음이라는 확실성으로 바꿈으로써 일종의

통제감과 전능감을 느끼는 것을 즐겼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통제를 잃고 저

항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제 손안에 놓여있고, 그 존재가 죽어감의 수

동성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슬픔으로 덧칠된 존재감을

얻었다. 누군가의 삶 마지막에 자신이 놓이기를 바라는 그의 욕망으로부터 타

인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체의 존

재론적 불안감과 불가해함을 스스로 통제하고 때로는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도 있다는 데에서 얻게 되는 전능감, 힘에 대한 열망만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244) 용서를 뜻하는 프랑스어 ‘pardon’은 ‘par-don’이라는 조어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
로, ‘선물 또는 증여(don)에 의하여’라고 풀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이 ‘pardon’ 외에
용서하다는 뜻의 일반적인 단어 ‘forgive’ 역시 ‘for-give’라는 비슷한 조어 구조를
보인다. 한편, 한자어 용서(容恕)에서의 ‘서’(恕)는 ‘如-心’, 즉 ‘마음을 같이함’으로
풀 수 있으므로, ‘용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나와 같은 것으로 헤아려서 허물을 덮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5) 문성원 지음, 『해체와 윤리』, 그린비, 2012,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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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생 그가 지배하고 통제하려 했던 죽음이었건만 죽음의 갑작스러운

방문 앞에서는 여지없이 인간으로서의 유한성을 증명해 보일 뿐이다.

부와 힘을 자랑하던 모페르튀는 그렇게 단번에 끝장이 나버렸다. 교만

과 분노가 등등했던 모페르튀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그의 이성은 농장

과 함께 불타버리고, 그의 힘도 카미유와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그는 무

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는 태도가 나날이 악화되더니 끝내 모든 권리와

재산을 박탈당해야 했다. (…) 성마르고 난폭하며 질투심 많은 모페르튀

는 폐허가 된 농장 뒤편에 자리한 창고 깊숙이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가련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C’en était d’un coup fini de Mauperthuis, le riche, le puissant. Le

temps de Mauperthuis plein de morgue et de colère était révolu. Sa

raison avait brûlé avec sa ferme, sa force était partie avec Camille. Il

devint à ce point divagant et irresponsable qu’il fallut le déchoir de

ses droits et de ses biens. […] Mauperthuis l’irascible, le violent, le

jaloux, n’était plus qu’un pauvre hère terré au fond d’une remise

derrière les ruines d’une ferme, dans le recoin d’un potager devenu

terrain vague.246)

사후에 모페르튀는 망각의 운명에 놓여있다. 그 누구도 모르는, 혼자만의 죽

음을 맞이하고, 일평생 일궜던 재산들은 다시 원래대로 코르볼가의 클로드에

게로 돌아간다. 이처럼 죽음이야말로 자기 소유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던 한

존재에 갑자기 뛰어든, 전적으로 낯선 존재이며, 주체의 무력감을 암시하는

동시에 자유의 한계를 내포한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신비이며, 절

대적 타자성으로부터 나를 지배하는 미래다.247) 죽음은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폭력과의 만남인데,248) 모페르튀와는 정반대로, 에드매의 남편이었던 주

제Jousé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바로 이 시기에, 평생토록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산 주제의 몸이 눈에 띄

246) JC, p. 333.
247)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p. 153-155 참고.
248) “죽음의 폭력은 마치 전제군주의 폭력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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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쇠약해져 갔다. 그는 손자들이 전부 태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

지 못하고 뚱보 레네트가 셋째 아들을 출산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그는 눈을 감으면서 다시는 이 눈을 뜰 수 없

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이 아닌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확신도 그를 전혀 불안에 빠뜨리지 못했다. 마음속에 동요도 일

지 않았다. ‘난 살 만큼 살았어. 갈 때가 되었지.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은

한 거야. 딸애도 결혼했고 손자들도 벌써 커가고. 또 하나가 곧 태어날

테지! 이제 바통을 넘겨준 거야. 그래, 에프라임과 그 아들들에게로 바통

이 넘어간 거야. 그런데 가난은 여전해서 이곳은 자리가 비좁아. 그러니

자리를 내주어야 해.’

Ce fut aussi au cours de ces années que Jousé s’effaça tout à fait

après toute une vie de soumission à l’effacement. Il n’attendit pas que

la lignée de ses descendants soit établie au complet. Il décéda avant

la naissance du troisième fils de Reinette-la-Grasse. Un soir il se

coucha et lorsqu’il ferma les yeux pour la nuit il sut qu’il ne les

rouvrirait jamais plus. Et cette certitude d’avoir cette nuit-là à glisser

non pas dans le sommeil mais dans la mort ne l’angoissa nullement.

Il n’en fuit même pas troublé. « J’ai assez vécu, pensa-t-il, j’ai fait

mon temps. J’ai eu ma part en ce monde. Et puis maintenant la fille

est mariée, et des enfants déjà qui poussent et encore un bientôt à

naître ! La relève est prise. Oui, elle est bien prise avec l’Phraïm et

ses fils. Et puis, on est toujours bien pauvres et avec ça on manque

de place ici. C’est ça, il faut laisser la place. »249)

그에게는 죽음을 향한 공포나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순

종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일 뿐이다. 위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에게

있어 죽음은 자신이 일시적으로나마 차지했던 이승에서의 자리를 다른 이에

게 넘겨준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그에게 죽음은 삶의 마지막 국면이 아니

다. 그의 존재 의미는 이미 렌과 에프라임의 아들들이 가져올 미래에 있기 때

문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이기적인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250)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었을 때 죽음

이 지니는 무의미성 내지는 비극성은 상실된다.

249) JC, p. 70.
250)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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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타자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 지평의 두 차원이 죽음과

타자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소멸의 차원이고 후자는 구원의 차원이다. 모페르

튀의 죽음은 소멸과 망각의 길로 쇠락하지만, 주제의 죽음은 구원으로 이어진

다. 주제가 보여주는 증여로서의 죽음은 “존재 안에서는 결손이고 시듦이며

어리석음이지만 존재를 넘어서는 탁월함이며 높음”251)이다. 모페르튀와 주제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주제에게 있어 그의 존재의 무게 중심은 주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 즉 타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제의 육신은 비록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의 사후 시간은 타자의 미래에 계속 펼쳐질 셈이다. 주제는 자

신의 존재 의미를 타자에게 둠으로써 죽음에 다다른 순간에까지 탈존을 실천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252)

한편, 주제의 딸 렌의 장례 행렬에는 세상과 타인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아

낌없이 베풀었던 삶을 애도하는 많은 이들의 슬픔이 녹아있다. 비록 렌은 세

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나누었던 자비와 위로의 온기는 산 자들이 대대손손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 이름을 대대손손 찬양하리다.

뭇 백성이 당신 은덕 길이길이 찬미하리다.

그들이, 아들들이, 그들 어머니의 이름을 영속시킬 것이다. 그들 기억

속에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게 하고 그들의

자식들 마음속에도 자리 잡게 할 것이다.

Que je fasse durer ton nom d’âge en âge,
Que les peuples te louent dans les siècles des siècles.

Ils le feraient durer, le nom de leur mère, eux, les fils. Ils le

feraient durer dans leur mémoire, ils lui feraient traverser leurs vies,

ils le déposeraient dans le cœur de leurs enfants.253)

구원이란 존재론적인 유한성을 극복함으로써 무한하게 열린 미래를 가능하

251) Emmanuel Lévinas, Dieu, la Mort et le Temps, Paris: Grasset & Fasquelle,
1993, p. 252.

252) “주체의 해방에 시간과 타인(Autrui)는 필수적이다.”, 엠마뉴엘 레비나스 지음, 서
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à l’existant)』, 민음사, 2001, p.
167.

253) JC, pp. 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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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것, 곧 시간의 영속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제시하

듯, 세속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내가 없는 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나

의 아이는 내가 그의 시간을 ‘염려’해주고 내가 거기에 희망을 거는 나의 미

래이다. 내가 없는 곳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살아갈 그들을 염려할 때, 그들이

누리는 시간, 그들의 삶은 나의 미래이다.254)

작품 속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무한한 지평을 열어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타자로서 ‘자손’이 놓인다. 타자에 대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출산

성(la fécondité)’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한 수태 가능성이다. 작품 내에

서 에로스의 결합이 예고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출산성으로 완성되며 출산성

을 통해 미래와 시간이 다시 새롭게 출현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자신이 거주하는 살의 왕국 안에서 스스로 결박당한 존재가 되어 격렬한 전

투를 벌이고 아픔을 겪어내던 렌에게 에프라임과의 만남은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그러나 그녀가 허기로부터의 해방의 길로 들어선 시점은 자신의 생식

능력, 즉 다산성의 개화를 실현한 다음이었다. 렌에게 아홉 명의 아이가 태어

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은 ‘영광의 몸, 흰 빛의 계시와도 같은 몸’들로 묘사

된다. 굶주림이라는 정체 속에 감추어진 것, 일종의 타자적인 것을 찾아 헤맸

던 여정은 마침내 아홉 아들들의 태어남이라는 사건으로 실현된다. 감추어진

기다림은 이제 그 익명성에서 해방되어 개별적인 이름과 구체적 얼굴을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렌의 생식 능력이 살 밖으로 팽창됨으로써 탄생한 새 생명

들은 결국 ‘타자가 된 나moi étranger à soi’255)였다.

렌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

로운 삶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경험한다.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존재의

한계가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와의 관계, 다시 말해 힘으

로서가 아니라 출산성으로서의 타자와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절대적 미래 또

는 무한한 시간과 관계를 맺게 된다.”256).이러한 미래와의 관계가 곧 ‘출산성’

이다. 에프라임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통해 그의 어둡고 침울했던 과거에서 벗

254) 서동욱 지음,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p. 356 참고.
255)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245.

256) Ibid.,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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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 아이의 출산으로 그에게는 새로운 삶,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서 아이의 존재는 주체의 새

로운 미래를 열어주며 시간의 영속성을 이어줄 수 있는 타자257)로 그려진다.

“나는 나의 자손을 소유하지 못하며 나는 나의 자손이다. 부성은 전적으로 타

인된 나로서 존재하는 이방인과의 관계이다.”258) 이렇게 낯선 자기로서 존재

하는 자손들은 신적인 부성의 초월적인 은혜를 담지하며, 주체는 자손이라는

타자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새로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259) 에프라임은 페름

뒤파를 떠나 페름뒤부에서 새로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기존의 부자 관계와 자

신에게로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된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구원을 기대해볼 수 있는 미래는 자손 또는 나의 죽음

이후에 삶을 살아갈 타자들을 통하여서 가능해진다. “시간은 나와 다른 것,

이타성(altérité)을 지니고 있는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레비나스는 말한다.260) 그에 따르면 시간조차도 타자이기에 타자 없이는 미래

도 존재하지 않는다.261) 그리고 여기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통시성의 시간은

인간적 사유에 의해 파악되거나 죽음의 종말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

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명령의 실현이다.레비나스는 “자손과의 관계는 타자와

257)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p. 158 참고.
258) “Je n’ai pas mon enfant, je suis mon enfant. La paternité est une relation
avec un étranger qui tout en étant autrui est moi.”,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254.

259) “죽음 저편을 넘어서서 자손들의 시간에 의해 타자의 시간을 통과하고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역사 속에서 존재의 비극
적 성격을 제거시키고 나를 위한 어떤 희망 없이 존재하는 종말론을 제시하는 것
이다.”, Catherine Chalier, Judaïsme et Altérité, Paris, Verdier, 1982, p. 193.

260) “참으로 어떻게 홀로 있는 주체 속에서 시간은 솟아오르는가? 만일 시간이 제자
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의 환상이 아니라면, 다른 순간의 절대적 이타성은, 확고하
게 ‘그 자신lui-même’인 주체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이타성은 오로지 타인으로부
터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사회성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표상의 원천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사회성이 시간 자체 아닌가?” Emmanuel Lévinas, De l’existence à
l’existant, 1947 ; Paris, Vrin, 1990, pp. 159-160. 그가 말한 여기서의 사회성이란
언제나 타자와의 만남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사회’는 그 어의 그대로 ‘더불어
있음’ ‘홀로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61) “미래는 타자다. 미래와의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홀로 있는 주체
에게서 시간을 말하고 순수하고 사적인 지속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
Emmanuel Lévinas, Le Temps et l’Autre, Paris, Arthaud, 1948 ; Paris, PUF,
198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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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이며 권력이 아니라 생산성인데, 절대적인 미래 또는 무한한 시간과의

관계”262)라고 말하며, 지속의 관념은 최후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

제된 미래의 삶 속에서 또한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263)

에드매가(家)의 인물 중 그 누군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에로스적 생성과 창조

의 다산성의 소산인 자녀들은 세상 곳곳으로 뻗어나가 저마다의 보금자리를

틀고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뻗어나가는 각기 다른 대륙

과 장소 속에서 아들들은 새로운 사랑의 기적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264) 결국

구원으로서의 미래는 오로지 이런 방식으로만, ‘타자가 누릴 삶으로서만’ 나에

게 찾아온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보살피고 중요하게 여기는 타자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나의 미래는 지속되는 것이다. 이 미래는 아무런 규

정도 되어 있지 않은 무한히 열린 미래이기도 하다.

262)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a Haye:
Martinus Niihoff, 1961, p. 300.

263)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 291.
264) 언청이 블레즈는 선천적 기형성의 조건을 통하여서 평생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는 제르맹의 후속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마그누스 Magnus』
에서 장수사(frère Jean)로 등장하는데, 이때,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상처 입어 외곽으로 쫓겨난 주인공 마그누스를 치유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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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숲이 뚜렷한 경계가 없어 온갖 바람과 폭풍, 눈과 비에

노출된 곳인 것처럼, 이곳에 거주하는 인간들 역시 온갖 열정에 노출되어 있

다. 각종 정념과 욕망의 뒤섞임은 끊임없는 광기의 연쇄를 낳는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이 부락의 과묵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마을 사제 마저 반半

미개인(demi-sauveage)인 이들에게 신의 말씀은 닿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

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말씀은 이미 그곳까지 들어가 있었고, 삶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그 주요 인물들을

‘반미개인’으로 설정했을까? 마치 ‘디딤돌 하나를 내디디면 불행과 고독이 펼

쳐지듯’ 분리된 공간적 배경 안에서, 최소한의 지식과 교육 수준을 지닌 인물

들을 설정한 것의 효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러한 설정 덕분에 인간의 근원적 실존 조건에 집중하고, 인간의 솔

직한 욕망265)을 파헤치고, 타자를 향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적 한계를

타파해가는 인간들의 형상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었다. 이성의 실

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양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진정한 야만성을 어

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반야만인’으로 편견의 대상이 되었던 뢰오셴 부락민

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야만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 같다. 다른

이들은 그들을 향해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단순함에 고개를 젓기도 하

지만, 주변을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간 악의 핵심은 되려, 물질적이고 명료한

수(數)적 계산을 중시해온 모페르튀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오히려 주

변을 살리는 인물들은 상처에 취약한 감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타자에 열려있

는 그 연약한 특질이 모두를 포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타자와의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만남, 의식 이전

265)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존재(exister)하고자 하는 본능에 극도로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아, 처
해 있는 모든 자리가 허식인 그런 자아의 모든 심연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고
백하는 일이 불가능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욕망할 수 있는 것[욕망의 대상]을 향해
솔직하게 나아가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욕
망의, 그리고 솔직성의 가능성 자체이다.”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à
l’existant)』, 민음사, 2001, p. 71.



- 110 -

의 가장 근원적인 만남이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공포와 불안으로 점철된 존재론적 숙명을 마주한 인

물들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숙명을 극복하고, 삶에 다

른 흔적을 남기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1장에서는 작품 속 인물

들이 ‘있음’의 사태 속에 평등하게 비인칭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아의 실존적 의미가 고독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있음’은 실존

의 내재적 조건이며, 고독을 선험적 의식으로 갖는 모나드의 자립체가 어떠한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겪어야 하는지 조망해보았다. 또한 고립의 상태가 인

물들에게 끼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실존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

해서는 ‘있음’의 존재가 내재하고 있는 타자성을 향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타자와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존재론적 숙명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물들이 각기 다른 방

식으로 대타 관계를 맺는 과정들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얼굴로

발현되는 기형성과 연약함, 고통으로부터 책임의 요청을 듣고 무한성을 발견

하여, 포용과 치유로 나아가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의 상반되는 인식 차

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신의 ‘상처받을 수 있음’의 특성을 타자의 고통에 대

한 무한한 수용성으로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적 한계를 타파하려는 인물

의 사례를 통해서 고통이 윤리로 승화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어

서 ‘탈주’의 욕망은 자아를 탈피하려는 존재의 본원적 욕망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에로스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타나토스적

에너지에 집착하여 지배와 배제의 방식으로 타자를 동일자적 틀에 포섭하려

는 시도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자아라는 동일자와 타자와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욕망이라는 형태

를 취하지만 이 욕망이 나아가는 곳이 동일자의 확장이냐 혹은 그것을 넘어

서는 타자의 외재성이냐에 따라 펼쳐지는 삶의 국면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

을 살펴보았다. 또한 오해받고 배제된 타자가 환대의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

을 관찰해보았고, 속죄의 요청을 받아들인 주체가 구원의 행위자임과 동시에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

성을 확보하는 인물들의 경우를 통해 결국 이해관계에 얽매인 욕망을 평생토

록 추구한 자는 오히려 그 욕망 속에서 일말의 종적도 남기지 못한 채 자취

를 감추게 되고, ‘탈이해관계(désintéressement)’로서의 ’무관심하지 않음



- 111 -

(non-ind ifférence)’을 지향하는 욕망을 고수했던 자는 더욱 크고 넓은 애정

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갈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있음’에서 탈피하기 위해 작중 인물들이 시도했던 각기 다

른 움직임들을 조명함으로써, 그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탈존’으로 부단히 움직

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있음’의 존재에서 진정한 ‘주

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이 필수적인데, 진정한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긍정적인 형태의 대타 관계는 상호 간의 주고받

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실 페름뒤파와 페름뒤부는 모두 ‘극단’을 상징한다. 전자는 광기와 악의 과

도함이라면, 후자는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과도함이다. 에드매가 타자와의 관

계에서 고수하는 것은 한없는 비대칭성이며, 무한한 섬김과 환대이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한계는 발견되었다. 하지만 렌의 탈존 과정이 제시하는 대칭적이고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대타 관계가 오히려 구원의 확장성과 복수성을 낳는 가

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이 도출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세계와 공간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

식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가능한 구원의 방식은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

를 읽어낼 수 있다.266)

또한 작품 속에서 작가는 삶과 죽음의 미묘한 상관관계와 에로스와 타나토

스의 공존 및 긴장 관계를 그려낸다. 그리고 에로스적 사랑은 항상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질투로 점철되다가 끝내 죽음을 향해 질주하도

록 이끄는 타나토스적 욕망이 되기도 한다. 이 둘 간의 변환은 너무도 빠르

고, 예기치도 못한 요소들이 도중에 개입한다.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불행을 인간의 언어로 간단히 규정짓기란 불가능하며, 선악의 경계는 인

간의 거짓 없는 욕망과 정념의 추구 하에 쉽게 힘을 잃는 것이다. 다만 그 속

266) 카미유가 나중에 모페르튀의 돌을 맞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시몽의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시몽의 옷 때문이었다. 만약 카미유가 시몽과 함께 페름
뒤부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시몽의 옷을 입고 다리를 건널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실족사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클로드가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페름뒤파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기로 감행하고도 저지대로 내려갔지만, 결국엔 자신
의 것이었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는 결말이 펼쳐지는 것 역시도 작가가 클로드
라는 인물의 소신 있는 탈주와 탈존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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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 하나는 이 모든 뒤범벅 안에서 벌

어지고 있던 각 개인의 진정한 실존을 위한, 즉 탈존(脫存)을 향한 부단한 움

직임이다.

『분노의 날들』은 찰나의 비이성과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곳

곳에서 폭력이 자행되어왔던 인류 역사의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대량 학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며, 현 세기는 ‘악’과 ‘야만성’, ‘오만’과

‘어리석음’이 정점에 달한 듯 보인다고 주장했던 작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

한 것이다.267) 작가는 고통과 불합리, 부조리가 영원히 인간을 지배할 역사와

현 세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소설 속 공간을 창조하고, 모든 인물이 공유하는

광기(folie)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

에 충실한 본원적인 인간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선두에 막내아들이 섰다. 입에 천사의 불타는 손가락 자국이 새겨진 아

들이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이 광기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좀처럼

이성적일 수 없으며 선함도 인내심도 결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삶

은 폭력이 관통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임을 – 매 순간 자비와 애정과

용서의 감미로운 기적이 실현될 수도 있는 –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추한 외모를 은총의 짐처럼 가뿐히 짊어진 자였다.

En tête avançait le dernier-né, celui dont la bouche portait

l’empreinte du doigt de feu de l’ange. Celui dont le cœur savait que le

monde est folie, que les hommes ont si peu de raison et si peu de

patience et si peu de bonté, que leur vies sont des fables traversées

de violence où à tout instant peut poindre le doux miracle de la

miséricorde, de la tendresse, du pardon. Celui qui portait sa laideur

avec simplicité, comme le poids de la grâce.268)

소설의 초반에서부터 대립적으로 등장하는 모페르튀와 에드매의 광기의 양

상은 이 두 인물만의 특성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욕망을 이겨버

267) “Nous somme au siècle des génocides, mais le monde a toujours été tel que
l’a décrit Shakespeare avec acuité et une justesse extraordinaires ― féroce,
cynique, sanguinaire. […] Ce siècle semble être parvenu au comble du mal et
de la barbarie et aussi de l’arrogance et de la bétise […] .”, Sylvie Germain,
Les échos du silence, Albin Michel, 2006, pp. 105-106.

268) JC,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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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증오와 순간의 광기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뱅상, 격정적인 광분에 홀

려 자기가 아끼던 소를 죽이게 되는 시몽,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몰입하여 딸

의 고통에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에드매의 경우처럼 선함과 인내심

은 그 기준을 쉽게 잃고야 만다. 인간의 태생적 속성은 불완전하고 안정적이

지 않기에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삶은 폭력이 늘 관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르맹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작

가 자신조차도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다만 ‘폭력이 관통

하는 터무니 없음’ 한가운데에서도 ‘자비와 용서와 애정의 감미로운 기적’ 또

한 하나의 틈새로서 비출 수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즉, 독자는 제르맹이 비

관주의 속에서 좌표를 잃어버린 작금에도 작가로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수

세기 동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고민해 왔던 대논쟁에 뛰어듦으로써 가지

게 된 ‘낙관주의적 소신’269)의 흔적을 이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존재론적인 한계 조건을 자신을 오히려 지우는 방식

으로 극복하는 인물들에게 기인한다.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이

는 공감의 수동성을 지니고, 타자를 위한 주체로 다시 섬으로써, 내가 염려하

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됨으로써 상호적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인물들 말이다.

죽음이라는 타자 앞에서 자신을 지운 인물은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들에게 죽음은 미래 지평의 연속성을 획득함으로써 구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신을 지우지 않은 인물들은 소멸과 망각으로 귀결되었다. 타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탈존의 길을 성취하려 했던 자에게 시간은 가능하지 않게 되지만,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탈존의 길을 따르는 인물에게 시간은 초월과

무한의 지평으로 열리며, 영원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폭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전개되었던 서사의 이 같은 귀결점은 독자에게 얼마간의 여운

과 시사점을 남겨준다.

269) “À une époque ou règne le pessimisme dans une société qui a perdu ses
repères face à la mondialisation, Sylvie Germain répond par l’optimisme en
inscrivant la mémoire personnelle dans le grand mouvement de la mémoire
collective et immémoriale. Hantée par le problème fondamental du mal dans le
monde, Sylvie Germain ne cherche pas à résoudre la question, mais se lance
romancière dans le grand débat qui a préoccupé pendant des siècles théologiens
et philosophes.”, Mariska Koopman-Thurlings, Sylvie Germain La Hantise du
Mal, L’Harmattan, 2007,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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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De « l’il y a » à « l’existence »

- Une étude sur J ours de colère de Sylvie Germain

SONG Chaerin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 éclairer le sens du salut qui peut être

révélé en s'échappant du moi de « l’il y a » en anaylisant le processus
d'existence des personnages révélés dans Jours de colère de Sylvie
Germain, en utilisant la philosophie de l'altérité de Lévinas comme

cadre conceptuel.

La vocation de Sylvie Germain est de révéler le sens de la vie

humaine et de la vie à travers ses réflexions philosophiques, religieuses

et éthiques entourant le sujet du mal à travers la littérature. L’écrivaine

a reçu beaucoup d'influence idéologique de l'éthique de Lévinas, et la

pensée de Lévinas vise à souligner la nouvelle subjectivité établie par

l'autre, comme on l'appelle la philosophie de l'altérité. S'il s'est focalisé

sur le sens de l'autre et de l'altérité, et sur le rapport éthique à l'autre,

c'est pour briser la tradition de la totalitaire métaphysique occidentale

qui a réduit l'autre au cadre du même et tenter de restituer le statut de

l’autre.

De plus, l'acquisition d'une subjectivité décentralisée s'impose même

au regard de la condition d'existence du moi. C'est parce que le moi de

l’il y a a des attributs tels que la fatigue fondamentale, l'anxiété, la
léthargie et l'ennui comme conditions existentielles. Dans ce cas, l’il 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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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référence à une existence anonyme, non substantielle et

impersonnelle Existence dans laquelle une substance ou une entité

personnelle est absente. Pour que le moi surmonte la peur, l'anxiété, la

léthargie et la fatigue de l’il y a, il doit passer par le processus de se
déposer à l'évasion. autrement qu'être, et ex-cendance. Autrement dit,

pour se libérer de l'enchaînement à soi et pour exister vraiment, devenir

« pour l'autre, malgré soi », et un-pour-soi devrait être remplacé par

l'un-pour-l'autre.

Dans ce contexte, l'œuvre analysée dans cette étude est approprié pour

examiner le processus par lequel les personnages qui étaient simplement

dans l'état de l’il y a avant de rencontrer l'autre accèdent à l'existence
dans un rapport avec l’autre qui change selon e point de vue dont ils

définissent l'autre et renaissent en tant que sujet.

Et dans cet ouvrage, on pourra constater que plusieurs concepts

importants de la pensée de Levinas sur l'autre comme « le visage de

l'autre », « le désir métaphysique », « l'idée de l'infini », « la vulnérabi

lité », « l'éthique de la réciprocité et de l'asymétrie », « l'hospitalité »,

« la rédemption » se sont incarnés de manière littéraire. L'objet de

cette étude est donc de comparer et d'analyser les différents aspects de

l'eixistence que les personnages au destin ontologique révèlent dans

leurs rencontres avec les autres en passant par le regard sur l'humain

et l'autre que Levinas et Germain ont en commun.

Pour atteindre cet objectif, dans la première partie, nous examineront

les conditions existentielles du sujet à travers la solitude, l'impuissance

et la peur partagées par les personnages. Les personnages de l'œuvre

ont des déficiences, des cicatrices et des difformités différentes. Ils ont

tous des imperfections telles que la vulnérabilité comme condition

humaine. On peut affirmer que la solitude qu'ils éprouvent est un

phénomène fondamental que personne ne peut éviter s'il est «hypostase»

comme l’il y a.
Dans la deuxième partie, nous analyserons comment les personnages

font face à leurs limites fatidiques à travers leurs relations avec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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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res. Selon la manière de définir du statut de l'autre, l'aspect de la

rencontre avec l'autre est différent. A ce moment, on pourra constater

que l'existence des personnages se déploie de différentes manières selon

la façon de répondre à la vulnérabilité que l'on retrouve dans le «visage

de l'autre». Nous examinerons également comment la subjectivité

caractérisée par la passivité et la faiblesse peut être transformée en

subjectivité de substitution et de responsabilité dans la conscience de

soi ouverte. De plus, le monde du salut, dominé par Eros, et le monde

démoniaque, dominé par Thanatos, sont dessinés de manière opposée

dans l'œuvre, et l’éthique visant à l’autre est également nettement

contrastée. Dans le premier, le mouvement d'existence est caractérisé

positivement avec la libre jouissance de l'altérité, mais dans le second,

on observera la progression des aspects négatifs de l'existence dans la

violence de la possession et de l'oppression.

Enfin, la troisième partie de notre étude est consacrée à l’anaylse du

point où la possibilité du salut est déterminée par les attitudes à l'égard

de la mort des autres. Et, l'attitude ou la responsabilité envers la mort

de l'autre est une extension de l'attitude et de la responsabilité envers

la vie de l'autre personne. Ainsi, nous pourront constater le processus

par lequel le sujet qui vit une vie de coloration d'amour autour de lui

conduit de nombreux autres anonymes à l'éternité en tant que

médiateur du salut. Dans ce cas, l'ouverture à l'extériorité est une

condition préalable à une véritable rencontre avec l'autre, et nous seront

également possible de confirmer le sens du « dehors ». Ensuite, nous

analyserons deux cas en opposant une personne qui a accueilli la

demande de salut avec hospitalité et l’autre qui l'a rejetée par colère.

Par cela, il sera confirmé que le premier personnage brise le cadre

ontologique et acquiert une nouvelle subjectivité, et le second

personnage ne pourra pas dévier des limites de l'existence. Dans ce

contexte, le pardon conduit au salut mutuel de ceux qui recherchent

l'expiation et de ceux qui l'acceptent, et ouvre des horizons infinis pour

l'avenir. Enfin, nous examinerons comment la réalisation de l’existence

rendue possible par la descendance peut être un moyen de dépass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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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ude du sujet et le non-sens de la mort.

Grâce à l'analyse ci-dessus, nous pouvons découvrir que les

personnages se dirigeaient constamment vers l'existence, même dans l’il
y a. Il est possible de capturer les meilleurs efforts des personnages qui
ont tenté de s'échapper de l'existence avec des circonstances différentes

dans leurs positions respectives. Un tel mouvement était motivé par la

sensibilité et le désir franc au niveau émotionnel et illogique, et non au

niveau rationnel ou logique. Une sensibilité fragile ouverte aux blessures

des autres et une empathie qui n'évite pas la douleur des autres sont

les qualités les plus importantes dans la naissance d'une subjectivité

responsable et décentralisée,

La tentative de l'hors de l'il y a par l'oppression et la domination
d'autrui est probablement l'histoire de la violence. Au contraire, ce sera

l'histoire de l'amour et de la guérison que dans laquelle l’existence de

soi s'accomplit mutuellement avec l’existence de l’autre, en d'autres

termes, l'existence de soi conduit finalement au salut des autres. Dans

cet ouvrage, en mettant en scène un groupe d'humains où ces deux

histoires se mêlent, Sylvie Germain déroule l'histoire de l'humanité, et

c'est au lecteur de décider ce qui est bien ou mal. Cependant, compte

tenu des conséquences de Jours de colère dans laquelle celui qui s'est
effacé par la vie acquiert la permanence du temps, tandis que l'autre

sera tombé à l'extinction et à l'oubli face à la mort, une fin comme

celle-ci devrait donner au lecteur une idée du chemin à suivre.

Mots-clés : Sylvie Germain, Emmanuel Lévinas, l’autre, il y a,

existence, sa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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