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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나는 내가 화가보다는 글 쓰는 작가로서 더욱 훌륭한 재능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살바도르 달리의 고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작

가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본고는 조르주 바타유가 제안한 에로티즘(l’éro-

tisme)의 개념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여 달리가 쓴 에세이, 시, 희곡,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즘의 추구 및 초월의 양상을 

추적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바타유는 파리 초현실주의자 그룹을 이끈 앙드레 브르통과의 논쟁을 통

해 주류 초현실주의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 논쟁으로부터 흔히 주류로 인식된 프랑

스 초현실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정서를 지닌 스페인의 독자적인 초현실주

의 미학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다. 브르통이 숭고화의 과정을 통

해 경이감을 조성하되 투명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요구하였다면, 바타유는 

반대로 이분법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금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하부의 물질

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를 예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요구하며 이

를 하류 유물론(le bas matérialisme)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바타유의 시각

은 넓게는 고야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스페인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세계관

과, 좁게는 달리의 글쓰기가 이루어진 20세기 초 스페인의 문화적, 문학적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마드리드 학생 기숙사 시절 달리의 글에서는 ‘파편화된 신체’와 ‘죽음과 

부패’의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같은 상징들은 하류 유물론의 논

리에 속하는 대상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짊어지는 불연속적 존재

(être discontinu)로서의 운명과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을 함의한다. 따라

서 달리의 초기 에세이와 시에 등장하는 위 이미지들은 육체와 같은 한계

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좌절되는, 다시 말해 에로티즘에 대한 

추구와 좌절을 드러낸다.

파리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갈라와 부부의 연을 맺은 후부터 달리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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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는 초기에 비하여 안정된 정서와 더불어, 이성애에 대한 공포와 성적 

무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포착된다. 「광란의 트리스탄」의 경우 달리는 ‘트리

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현대적인 분위기로 다시 쓰는 동시에, 트리스탄

은 성적으로 무능력한 인물로, 이졸데는 수컷을 잡아먹는 암사마귀를 연상

케 하는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이성 관계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공포에 떠

는 인물상을 표현한다. 「광란의 트리스탄」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변용했다면 「방탕-미궁-희생」 삼부작은 그리스 신화를 변용한 것인데, 각

각 사랑과 죽음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공포, 그리고 종교적 희생 제의

와 에로티즘의 상관관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달리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인 �가려진 얼굴들�에서는 이전 시기의 작

품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권성(souveraineté)을 지닌 인물과 함께, 타자

를 향해 해방되고 합일을 이뤄내는 궁극적인 에로티즘이 구현된다. 소설에

서 달리는 여성 주인공 솔랑주 드 클레다에 관한 서사를 통해 ‘클레달리즘’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사디즘과 마조히즘

을 종합한 형태로, 합일 이후 따르는 고통과 쾌락의 승화를 가리킨다. 이러

한 점에서 클레달리즘은 에로티즘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미완성으로 

남은 「순교자: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에로틱한 비극」은 보다 종교적이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인물들은 끓어오르는 욕망을 표출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금기를 위반하려는 시도는 저지당하고 욕망을 좇던 

이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이 오히려 순교의 형태로, 육체

라는 한계를 초월해 비로소 영원성에 도달한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은 클레

달리즘에 대한 �가려진 얼굴들�의 묘사와 흡사하다. 이처럼 달리의 후기 저

작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에로티즘에 도달하고, 초월하는 양상이 그려진다.

주요어 :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주요어 :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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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은 아마도 그 유명한 녹아내리는 시계의 그림이나 곤충의 더듬이처럼 뾰족

하게 하늘을 향해 뻗친 콧수염, 혹은 튀어나올 듯이 부릅뜬 눈을 떠올릴 것

이다. 현재로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성씨(apellido)가 된 

‘달리’라는 이름 자체도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1 천재, 기인, 심지어는 

광인 등 다양한 수식어가 평생 따라붙었고, 세간의 관심은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의 독특한 회화에 집중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살바도르 달리가 

스스로에 대해 화가보다는 글 쓰는 작가로서의 재능이 보다 출중하다고 생

각한다고 밝힐 정도로 글쓰기에 깊은 애정을 보였고 많은 문학 작품을 썼다

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2

글과 그림을 포괄하는 달리의 예술 세계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

히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나아가 달리라

는 이름과 함께 소비되곤 하는 ‘초현실주의’라는 용어 또한 그의 작품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 같은 통상의 해석은 달리를 이해하는 데

에 오히려 한계이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실 달리가 작품 활동을 통

해 던졌던 질문과 이를 통해 찾고자 했던 답은 특정한 사조가 유효했던 시

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나의 욕망은 무

엇을 가리키는가’와 같은, 보다 보편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었다. 이에 대한 

고뇌를 시각화하고자 끊임없이 분투했던 것이 화가로서의 달리의 삶이고, 

이를 둘러싼 사유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 작가로서의 달리의 삶이다. 

1  달리는 생전에 자신에게 아랍인의 피가 흐른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튀니지나 모로코, 

알제리 등지에서 ‘달리’와 철자나 발음이 비슷한 성씨가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Gibson 1997, 30 참조.

2  “Creo que soy mejor escritor que pintor.” https://elpais.com/diario/2004/11/25/
cultura/1101337202_850215.html 참조. (검색일: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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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달리의 그림과 글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달리 연구(es-

tudios dalinianos)’는 대표적으로 던 애즈(Dawn Ades), 엔릭 보우(Enric Bou), 

펠릭스 파네스(Fèlix Fanés), 하임 핀켈스타인(Haim Finkelstein), 이언 깁슨

(Ian Gibson), 조안 라몬 레시나(Joan Ramon Resina), 몬세 아게르 이 테쉬도

르(Montse Aguer i Teixidor) 등의 학자에 의해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연구서도 최근까지 출판되고 있으며(cf. Heath Brown & Isbouts 2021) 

달리에 관한 문학 박사학위논문도 꾸준히 제출되는 추세다.3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달리의 ‘괴짜 화가’ 페르소나가 종종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현상

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예술 작품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미술교육이나 미술

사, 그리고 불문학의 분야에 간혹 존재하기는 하나 달리의 글을 중점적으

로 다루는 문학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본 논문이 달리를 미술이 아닌 문학 연구의 맥락에 위치하고자 하는 이유

는, 스페인과 유럽의 사상적 흐름이 달리 개인이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과정

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달리의 시선을 통해서 스페인의 토양에서 독

자적으로 발전한 초현실주의의 한 갈래가 흘러간 방향을 읽을 가능성도 분

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학 연구가 고정되고 박제된 활자의 집합

체로서의 텍스트를 독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렴한다면, 지금의 문학 연

구는 ‘표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망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 사유의 현현(顯現)으로서 존재하는 다양한 표현의 형식을 ‘문

학’의 범주 안에 편입하여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향한다. 

달리 타계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약 한 세기 전에 전성기를 맞이하자

마자 생명력을 다한 초현실주의에 대한 연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에 대한 근본적 회의는 본 연구가 극복해야 할 큰 산이다. “‘삶을 변화시켜

3  Franklin, Rachel. Eroticism, Narrative and Cultural Renewal: The Writing of Salvador Dalí 1928-1945. 
Ph.D. dissertation, Sheffield Hallam University, 2018. Guinart, Pau. Outdoing Zarathustra: Salvador 
Dalí’s Rendering of Nietzsche’s Übermensch.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2019. Ochando 
Melgarejo, Francisco Javier. Salvador Dalí: siete poemas sobre lienzo. Un estudio de las relaciones entre su 
pintura y su poesía(1923-1950). Tesis doctoral, Universidad de Jaén, 201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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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랭보의 명제와 ‘세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를 동

시에 추구(오생근 2010, 7)”하며 사랑과 자유 등을 갈망하던 20세기 초반을 

살아간 젊은이들의 투쟁이 던진 화두는 현재도 분명 생동하고 있다. 초현실

주의의 이름 아래 태어난 일련의 창작물은 단순히 ‘무의식 상태의 받아쓰

기’ 정도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쟁투

로 읽어야 온당할 것이며, 이러한 기조 아래서 본 연구는 달리의 작품에 대

해,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의 핵심 개념인 에로티즘(l’érotisme)을 틀

로 삼아 추구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제1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글 쓰는 작가로서의 살바도르 달리가 

당대 스페인 문학계와 맺은 관계와 더불어 초현실주의라는 조류에 몸을 싣

게 된 과정을 검토한다. 이때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 더 나아가 스페인 작

가들의 초현실주의 작품—글뿐 아니라 그림 또한—은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주창자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을 위시한 프랑스 작가들의 그것과 확

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스페인

과 프랑스 초현실주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브르통과 바타유의 초현

실주의 논쟁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본고가 상정하는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인 바타유의 에

로티즘 논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분석한다.

제1장에서 다룰 ‘스페인 초현실주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2장에

4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성(性)과 연관된 욕망을 자극하는 성질의 예술 작품이나 행위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경우

에는 “에로틱 예술(Erotic Art)”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며 “성적으로 자극하고자 하

는 의도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공통된 결론을 도출한다(Maes 2018, 3). 그러나 본 연

구가 이론적 틀로 채택하는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닌, 인간 삶의 근본이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특질,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가닿는 문제의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그러나 영역본의 경

우를 본다면 이를 ‘eroticism’이라고 옮기기도 하고, 원어를 그대로 따라서 ‘erotism’이라

고 쓰는 등 그 번역어가 확고불변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논고에

는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작품’을 가리키기

도 하는 ‘에로티시즘’이 아닌, 원어 그대로의 표기를 옮긴 ‘에로티즘’만을 사용할 것이다.



4

서는 마드리드 학생 기숙사(Residencia de Estudiantes) 시절을 시작으로 하는 

초창기의 에세이와 시 텍스트를 이후 달리의 작품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

장하는 ‘파편화된 신체’와 ‘죽음과 부패’의 상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다. 위 상징들은 초기의 달리가 제안한 ‘성스러운 객관성(santa objetividad)’ 

개념에 입각해 있는데, 바타유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상징과 이미지는 

하류 유물론(le bas matérialisme)의 논리에 속하는 무형(l’informe, 無形)의 대

상들이다. 이러한 대상들은 불연속성(la discontinuité)을 담지한다는 점에서 

금기를 위반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끊임없는 좌절을 드러내

보이는데, 따라서 달리의 초기 저작은 에로티즘에 대한 추구와 좌절에 관

한 것이라 하겠다.

제3장에서는 희곡 �광란의 트리스탄Tristán loco�(1938, 1944)과 �방탕-미

궁-희생Bacanal-Laberinto-Sacrificio� 삼부작(1941)을 다룬다. 갈라와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달리의 작품에서는 초기 작품에 비하여 안정된 정서와 더불

어, 이성애(heterosexualidad)에 대한 공포와 성적 무능력(impotencia)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고전주의적 성향이 감지된다. 대본 작성은 물

론 무대장치, 의상, 안무, 음악 등 모든 요소들을 달리 스스로 구성한 이 희

곡들에서는 에로티즘을 추구하는 동시에 불안을 느끼는 양가적 감정의 줄

다리기가 지배적이며, 이 지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제4장에서는 달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가려진 얼굴들Rostros Ocultos』

(1944)과 미완의 희곡 �순교자: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에로틱한 비극

Mártir: Tragedia erótica en tres actos�을 분석한다. 위의 두 작품에서는 앞서 논

의된 작품들에서 한층 더 나아가 주권성(la souveraineté)을 획득한 자아가 타

자를 향해 해방되어 하나 되는 궁극의 에로티즘이 문학적으로 구현된 점에 

주목한다. 특히 독일의 프랑스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시기에 완성된 

『가려진 얼굴들』의 경우, 2년 앞서 출판된 자서전 『살바도르 달리의 비밀스

러운 삶The Secret Life of Salvador Dalí』(1942)과 더불어 달리의 작품 세계가 과

거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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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가려진 얼굴들』에서 달리는 새로운 개념인 ‘클

레달리즘(cledalismo)’을 제안하는데,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종합으로 ‘나’와 상대가 합일의 상태에 이르러서 느끼는 쾌락

과 고통의 승화를 의미한다. 클레달리즘은 바타유적 에로티즘과 상당한 유

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부터 달리의 후기 저작에서 비로소 에로티즘에 

도달, 초월하는 양상이 비로소 관찰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1. 작가로서의 살바도르 달리와 초현실주의 수용

달리가 다만 그림뿐만 아니라 글쓰기까지, 다방면으로 예술적인 재능을 키

울 수 있었던 데에는 성장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카탈루냐주 피게

레스(Figueres)에서 태어난 달리의 모국어는 카탈루냐어다. 이어 달리는 제

2언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며 불문학에 매료되었고, 스페인어는 비교적 나중

에 익히게 되었다(Gibson 1997, 74). 달리는 어린 시절부터 세 가지의 언어를 

고루 접하며, 카탈루냐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등 언어의 경계뿐만 아

니라 에세이, 시, 소설, 희곡, 영화 각본 등 장르의 경계까지 자유자재로 넘

나들 수 있는 풍부한 언어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체득한 것이다. 실제로 달

리는 그림만큼이나 방대한 분량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문제 

제기와 같이, 작가로서의 달리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달리의 글이 연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까?

달리는 화가로 성공한 이후에도, 스스로가 ‘그림보다는 글에 더욱 재주

가 많다’고 진술하기를 반복했다. 달리의 이 고백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 

스페인·카탈루냐 문학 및 문화 연구자 엔릭 보우는 의문을 표한다. 보우는 

그 이유가 “그[달리]의 저작이 대단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의 저작이 가지는 특정한 가치에 따라 생각될 필요가 있기 때문”, 즉 달리

의 글과 그림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두 가지 표현 방식 모두 각기 의

미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화가보다 작가로서 유능하다’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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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Bou 2016, 1).

또 다른 달리 연구자인 하임 핀켈스타인(Haim Finkelstein)은 달리의 글이 

그림과 맺는 관계에 특히 초점을 맞추며, 달리의 글이 그림과 연계하여 연

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달리의 초기 작품들은 그림과 글 사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어진다. 실로 그의 예술 작품은 그의 글 속 주제와 미학적 원칙의 표

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상호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

에서, 글과 그림은 서로를 강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텍

스트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주제와 이미지에 관한 상술(詳述)과 해설

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림들은, 그 나름대로, 글에서 발견되는 아이

디어나 모티프를 상세히 묘사하곤 했다. 정말로, 시와 시적인 텍스트

들은 새로운 이미지와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달리의 작품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Finkelstein 1996, 3)

핀켈스타인과 유사한 맥락에서, 미술사학자 던 애즈(Dawn Ades) 또한 달

리에 관한 연구에서 그가 1920년대 후반 카탈루냐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는다.

1927년부터 1928년 사이 달리는 월간지 『예술의 친구L’amic de les arts』에

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편의 글을 게재했고, 간혹 그 이상 게재하

기도 했다. 이는 그가 1929년에 초현실주의 운동에 동참하고 난 이후

에도 계속된 습관으로 자리잡았고, 달리는 작가 생활을 통틀어 그리는 

만큼 썼다.(Ades 1995, 40)

이러한 애즈의 지적은 달리의 그림뿐 아니라 글이 당시 카탈루냐 문화계

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고한다.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달리의 글이 그

림과는 별개로 그 나름의 중요도를 가지며, 달리의 그림에 대한 더 깊은 이

해를 위해서는 그의 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달리’가 ‘화가 달리’에 비해 여전히 미지의 수준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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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까닭은, ‘화가 달리’ 페르소나가 상업적으로든 대중적으로든, 보다 많

은 관심을 받기 용이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림과 글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문학 작가의 그림은 그림으로서 의미

가 없는가? 화가의 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문학으로서의 의미가 과연 없다

고 할 수 있는가? 애초에 작가와 화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러

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쉬이 구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와 그림 

사이에는 괴리감보다는 친연성이 더욱 도드라지고, 현대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는 사실이다. 다빈치가 말한 바와 같이, 실로 “그

림은 말없는 시요 시는 눈먼 그림이다(La pittura è una poesia muta, e la poesia è 

una pittura cieca)”.5

대표적인 예로 아폴리네르(Guillame Apollinaire)가 시집 『칼리그람Calli-

grammes』에 실은 시들은 시와 그림의 언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시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시도하는 ‘쓰는 그림’의 형태를 취한다. 피카소(Pablo Picasso) 등 

큐비즘(Cubismo) 화가들과 깊은 친분을 맺은 아폴리네르는 심지어 문학의 

언어보다 회화적, 예술적 언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스페

인어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경우로는 창조주의(Creacionismo)를 주

창했던 우이도브로(Vicente Huidobro)가 있겠다. 아폴리네르가 페도라 모자

를 쓴 여인의 상반신이나 에펠탑의 형상을 취한 시를 쓴 것처럼, 우이도브

로는 풍차나 묘비 형상의 시를 쓴 바 있다. “이러한 시 형식에서 ‘형상은 곧 

언술이며 언술이 곧 형상’이라는 회화와 문학간의 동시적 구조가 성립되면

서, 독자는 형상과 의미의 단순한 시각적 ‘읽기’와 청각적 ‘듣기’보다는 새

로운 ‘해독’의 차원에서 작품을 관조하게 된다(권용준 2000, 2).” 이처럼 문

학의 언어와 회화의 언어는 엄격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오히려 두 언어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그 의미망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언어

5  da Vinci, Leonardo. Il paragone delle arti, edited by Claudio Scarpati, Milano: Vita e pensiero, 1993. 
pp. 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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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와 언어의 창조적 종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달리의 글은 ｜비록 

그 실증적 예시가 상기한 아폴리네르나 우이도브로 시의 경우와는 상이하

지만｜ 그림과 맺는 상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말해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dad)의 관점에서 보아도 연구의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6

달리가 생애 처음으로 출판한 글은 고야, 엘 그레코, 뒤러, 다빈치, 미켈

란젤로, 벨라스케스 등 거장의 작품 세계에 대한 짧은 분석으로, 15세 무

렵 친구들과 함께 펴낸 동인지 『스투디움STUDIUM』(1919)에 실려 있다. 

달리는 이 글을 카탈루냐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썼는데, 『스투디움』 전체

가 스페인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발행지가 피게레스였기에 카탈루냐

어로 쓴 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달리의 경우만 이 연작에 대하여 스페인

어를 선택하여 작성, 기고한 것이다(Dalí 2005, 912).7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922년, 만 18세의 달리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 마드리드로 간

다. 어머니를 유방암으로 여읜 슬픔을 뒤로하고 산 페르난도 왕립 미술학교

(Real Academia de Bellas Artes de San Fernando)에 진학한 달리는 마드리드 학생 

기숙사에 거처를 마련했고, 여기서 호세 “페핀” 베요(José “Pepin” Bello), 에

밀리오 프라도스(Emilio Prados), 라파엘 알베르티(Rafael Alberti), 호르헤 기

옌(Jorge Guillén), 페드로 살리나스(Pedro Salinas) 등 시인들, 훗날 영화감독

이 될 루이스 부뉴엘(Luis Buñuel), 그리고 무엇보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

르카(Federico García Lorca)와 교류하면서 시와 창작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달리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았는데, 1923년에 화가 다니

엘 바스케스 디아스(Daniel Vázquez Díaz)가 학과장으로 임용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여 학생들의 항의 시위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 학교의 배려로 한 학년을 유급하는 조건으로 복학을 하게 되었

지만 아예 학교에 나가지 않아 결국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업을 

6 흥미롭게도 달리 또한 1923년경 비를 주제로 한 칼리그램을 쓴 사실이 있다. 

7  Dalí, Salvador. Obra completa. Volumen IV: Ensayos I. Barcelona: Ediciones Destino, S. A., 2005.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약어 OC IV와 페이지 번호만 괄호에 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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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포기한 후 달리는 1925년과 1926년에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1927년에는 고향 피게레스로 돌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Heath Brown & Isbouts 2021, 294-295).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달리

의 문필가로서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24년에 브르통의 주도로 파리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 운동의 여파는 

1926년경 스페인에 도달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카탈루냐였다. 먼저 장 콕토(Jean Cocteau)나 피에르 르베르디(Pierre 

Reverdy) 등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의 시와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로트

레아몽(Lautréamont), 그 외에도 엘리엇(T. S. Eliot)이나 예이츠(W. B. Yeats) 

등 다양한 세계문학과 샤갈(Marc Chagall), 에른스트(Max Ernst), 피카비아

(Francis Picabia), 미로(Joan Miró) 등의 시각 예술 작품을 포괄적으로 소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월간지 『예술의 친구』가 1926년에 시체스(Sitges)에

서 창간되었고, 1929년에는 빌라프랑크 델 파나데스(Villafranc del Panadès)

에서 『엘릭스Hélix 』가 창간되었다. 카탈루냐 이외 지역에서도 초현실주의 

성향의 동인지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는데, 예컨대 라코루냐에서 『알파르

Alfar』, 말라가에서 『리토랄Litoral』, 마드리드에서 『라 가세타 리테라리아La 

gaceta literaria』,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에서 『가세타 데 아르테Gaceta de arte』 

등이 창간되었다(Morris 1972, 15-21). 이 중에서 달리는 특히 『예술의 친구』 

지에 매달 글을 실으며 월간지의 가장 활발한 협력자 중 하나로 여겨졌고, 

『라 가세타 리테라리아』에도 영화 이론에 관한 글이나 시를 발표하며 전국

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스페인을 떠난 이후에도 달리는 끊임없이 썼다. 1930년에 프랑스 초현실

주의 그룹의 기관지 『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Le Surréalisme au Service de la 

Révolution』에, 1933년에는 『미노타우르Minotaure』에 글을 게재했고, 포화를 

피해 미국으로 떠난 이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자서전과 장

편소설을 연이어 써내며 창작열을 불태웠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유럽에 

돌아와서도 달리는 문학과 관련된 작업을 연이어 진행했다. 달리에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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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930년에 『말도로르의 노래Les Chantes de Maldoror』의 삽화를 작업한 경험

이 있었다. 유럽에 돌아온 직후 그는 이탈리아 정부 요청으로 단테 알리기

에리(Dante Alighieri) 탄생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곡La Divina Commedia』 

삽화 작업을 의뢰받았으나 좌초되었고, 이어 『돈 키호테Don Quijote』의 삽화

를 그렸고 작품은 1946년에 최종 출판되었다. 이뿐 아니라 달리는 『성경』,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칼

데론 데 라 바르카(Pedro Calderón de la Barca)의 『인생은 꿈La vida es sueño』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삽화 작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외에도 달리는 화집 『에로틱한 변신Les Métamorphoses Érotiques』(1969)과 또 

다른 자서전 『고백할 수 없는 고백록Confesiones inconfesables』(1975)을 출판하

는 등 말년에 이르러서도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처럼 달리는 시

종일관 화가이자 작가이고자 했다.

달리가 문필가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도, 그리고 그 이후의 글쓰기도, 모

두 ‘초현실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달리는 왜 초현실주의자가 되었는가?’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의 성장 과정과 그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달리는 네 살 되던 해인 1908년에 시립 초등학교에 입

학한다. 달리의 아버지 살바도르 달리 이 쿠시(Salvador Dalí i Cusí)는 피게레

스의 부유한 공증인 겸 변호사로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아

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시립 

학교에 보냈다. 달리의 아버지가 아들의 담임이었던 에스테반 트라이테르 

콜로메르(Esteban Trayter Colomer)를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아들을 시립학교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콜로메르는 달리의 아

버지만큼이나 프랑스 취향 애호가(francophile)였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도

시 풍경이나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특히 잘 그렸다(Gibson 1997, 27).

달리의 성장 환경에서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결코 배제할 수 없

다. 달리 가(家)의 여름 별장이 있던 카다케스(Cadaqués)에는 라몬 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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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on Pichot)와 페피토 피쇼(Pepito Pichot)라는 형제 화가가 살고 있었고, 

이들과 종종 교류하였다. 이언 깁슨(Ian Gibson)은 1910년에 피카소가 카다

케스를 방문했을 때, 여섯살배기 달리가 피쇼 형제를 통해 피카소를 만났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Gibson 1997, 37). 이뿐 아니라 달

리의 첫 유화 물감이 독일인 화가 지크프리트 뷔르만(Sigfried Bürmann)의 

선물이었다거나, 주말이면 유화나 수채화를 그리러 다니던 동네 화가 후안 

사예라스(Juan Salleras)가 달리에게 물감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의 일화는 화

가가 풍부한 예술적 자극을 받으며 성장했음을 방증한다(Gibson 1997, 44). 

이들의 영향으로 달리는 어려서부터 인상주의(Impressionism), 쇠라(Georges 

Seurat) 풍의 점묘법(Pointillism), 마티스(Henri Matisse) 풍의 포비즘(Fauvism) 

등 다양한 현대 화풍을 익힐 수 있었으며(Néret 2017, 11), 나아가 수르바란

(Zurbarán) 풍의 고전적 정물화, 카라바조(Caravaggio)의 그림에서 볼 수 있

는 르네상스 식의 극단적인 명암 표현(chiaroscuro), 네덜란드 황금시대 회화 

등 고전적 화풍 또한 달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Ades 1995, 12).8

이 당시 스페인 밖 유럽에서는 전위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

다. 이탈리아에서는 미래주의(futurism)가, 프랑스에서는 스페인 사람 피카

소와 그리스(Juan Gris)의 주도로 큐비즘이, 그리고 1차대전 종전 이후에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다(DADA)가 태동했다. 특히 초현실주의의 전신이기

도 한 다다는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

에(Le Corbusier)와 화가 오장팡(Amedée Ozenfant)이 주축이 된 순수주의 또

한 같은 시기에 발아했다. 달리는 이러한 전위주의의 격랑을 마드리드에 도

착한 이후 경험한다. 학생 기숙사의 동료들과 순수주의 기관지 『레스피리 

8  네덜란드 황금시대 회화, 특히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가 달리에게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예컨대 1927년의 글 「사진, 영혼의 순수한 피조물(La fotografía pura 
creació de l’esperit)」에서, 달리는 페르메이르의 시선이 화가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가장 바

람직한 시선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전인 1926년 3월에도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편지를 쓰

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Créame, señorito, el pintor más grande que ha habido es Vermeer 
van Delft, no sé si ya te lo había dicho en otra carta(Fernández et al. 200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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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보L’Espirit Nouveau』와 미래주의 기관지 『발로리 플라스티치Valori Plastici』

를 읽으며 초창기 달리의 화풍은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특히 『발로리 플라

스티치』에는 형이상학적 회화(Pittura metafísica)를 창시한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와 카라(Carlo Carrà) 등의 작품이 대거 실렸고, 달리 또한 형이상

학파 회화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Ades 1995, 21). 이뿐 아니라 특히 달리의 

사상에 큰 전환점을 제공했던 텍스트는 다름아닌 프로이트(Sigmund Freud)

의 『꿈의 해석Die Traumdeutung』이었다. 그는, 당시의 다른 청년들처럼, 『꿈

의 해석』에 완전히 몰입했고 수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시

기 『꿈의 해석』만큼이나 달리가 탐독한 텍스트로는 『말도로르의 노래』가 

있었다(Gibson 1997, 117).

1924년 10월에는 파리 다다이스트 출신의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선언

Manifeste du surréalisme�을 펴냈다. �초현실주의 선언�이 스페인에 소개된 것

은 두 달 후인 1924년 12월의 일로, 오르테가 이 가셋(José Ortega y Gasset)이 

창간한 『레비스타 데 옥시덴테Revista de Occidente』가 이를 소개하기 위해 상

당한 지면을 할애했다(Gibson 1997, 117). 달리가 이 텍스트를 발행 즉시 알

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르테가 이 가셋과 그가 

그림 1-2. 〈화실에서의 자화상〉, c.1919 그림 1-3. 〈큐비즘 자화상〉,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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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한 『레비스타 데 옥시덴테』는 마드리드 학생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논

의되는 주제 중의 하나였으므로 어떠한 경로로든 달리가 알게 되었을 가능

성이 농후하다. 그 후 1927년부터 달리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페인 

내의 여러 초현실주의 성향 동인지에 적극적으로 글을 실었고, 동시에 1910

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경향으로 그림을 그렸다. 1910년대의 그림이 인상주

의적 규범을 따르고 있었다면(그림 1-2), 1920년대에 접어든 이후 달리의 

캔버스는 그야말로 실험장에 다름 아니었다. 간혹 풍경화 작업을 하기도 했

지만 주로 큐비즘에 입각한 인물화나 정물화가 주를 이루었고(그림 1-3 및 

1-4), 특히 1926년 말부터 1927년 초의 작품에서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주요

한 인물 중 하나였던 탕기(Yves Tanguy)의 흔적이 엿보이는 등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 회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나타난다. 

그리고 1929년, 달리는 부뉴엘과 함께 〈안달루시아의 개Un Chien Andal-

ou〉를 제작하며 파리에 자리를 잡았다. 마침 구성원들 간 정치적 이념의 대

립 등으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이한 상태였던 브르통은 같은 해 11월에 있

었던 달리의 파리 개인전 서문을 작성하며, 그를 초현실주의가 직면한 위기

를 타개할 돌파구로 정의하였다(오생근 2010, 305).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그림 1-4. 〈순수주의 정물〉, 1924



14

초현실주의 제2기의 주역으로 달리가 자리매김한 것이다.9

그러나 훗날, 브르통은 달리를 초현실주의자 그룹에서 제명한다. 명목상

으로는 그가 파시즘과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초현실주의의 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것이 이유였지만, 기실 그 이면

에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브르통은, 

그와 대척점에 있는 바타유의 표현을 빌리면, 저속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혐오하고 고결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10 개미떼

나 거대 메뚜기와 같은 곤충, 성기, 피, 분뇨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달리

의 그림은 —정치적 입장 차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취향과 완벽하게 일치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르통이 달리를 파리 초현실주의

자 그룹에 영입한 데에는, 떠오르는 신예인 달리를 위기의 그룹에 수혈함

으로써 재기를 노리는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따라

서 브르통과 달리의 결별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달리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은 브르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과는 다소 

이질적인 지점에서 출발했으므로, 프랑스보다는 오히려 스페인 예술 전통

의 맥락에서 고려되는 것이 보다 온당해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경향에 따

라 프랑스 중심적 시선의 초현실주의 담론으로 달리와 그의 동료 스페인 작

가들을 다루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어지는 절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비교한다. 먼저 브르통과 바타유의 초현실주의 논쟁

을 검토함으로써 프랑스의 경우와 구분되는 스페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

9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플로리다 주 세인트피츠버그에 위치한 달리 박물관(The 
Dalí Museum)에서 진행된 《미드나잇 인 파리: 갈림길에 선 초현실주의Midnight in Paris: 
Surrealism at the Crossroads, 1929 》의 온라인 전시 카탈로그 또한 “달리의 [파리] 입성은 초

현실주의 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로써 초현실주의의 두 번째 황금기가 탄

생했다”고 설명하며, 1929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초현실주의 운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Midnight in Paris, 1929—The Online Exhibit”, thedali.org/exhibit/midnight-in-paris-online/ 
참조(검색일: 2022. 3. 8.).

10 Bataille 1970b,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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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서를 규명하고, 나아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를 읽는 방법론의 하나

로 바타유가 제안하는 ‘에로티즘’의 미학을 보다 상세히 조망하기로 한다.

1.2.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와 바타유 사상의 관계

프랑스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이미지 사이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눈(ojo)’이라는 대상을 다루는 같은 시기 작품들을 비교해 보자. 

먼저 브르통의 경우, 1928년에 발표한 소설 『나자Nadja』에 등장하는 아름

다운 여인 나자의 “고사리를 닮은 눈(Ses yeux de fougère..., 그림 1-5)”은 화자

인 작가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Breton 1998, 108). 1929년, 

파리 초현실주의자 그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

ritte)가 〈잘못된 거울Le Faux Miroir〉에서 눈을 창공을 담는 거울로 표현했다

면(그림 1-6)11, 〈안달루시아의 개Un Chien Andalou〉와 함께 스페인에서 막 도

착한 부뉴엘과 달리는 빛나는 달을 닮은 눈을 날카로운 면도칼로 사정없이 

갈라버렸다(그림 1-7). 물론, 관객에게 당혹감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고자 하

는 목표는 프랑스와 스페인 초현실주의자들 모두 공유하는 것이었으나, 이

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그 경향성은 사뭇 다르다. 달리 또한 이러한 프랑

스와 스페인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달리는 1955년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국가입니다. 반면 

나, 살바도르 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신비주의적인 

나라인 스페인 사람입니다. (Dali 1990, 127)

달리가 표현한 바와 같이 두 국가 간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프랑스 

11  물론 마그리트는 벨기에 사람으로, 프랑스인은 아니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브르통과 

큰 불화 없이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1929년 이후 달리와 함께 파리 초현실

주의자 그룹의 전면에 드러나는 주요 멤버로 간주되었다. 마그리트는 1930년에 벨기에

로 돌아가 브뤼셀 초현실주의자 그룹을 결성한다. Helfenstein & Elliott 2013, 7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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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마그리트, 〈잘못된 거울〉, 1929

그림 1-7. 〈안달루시아의 개〉 속 안구 절개 신, 1929

그림 1-5. 브르통, 『나자』, “고사리를 닮은 눈...”,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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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와 구별되는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의견의 대

립 또한 매우 첨예하다. 스페인 초현실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모리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나는 초현실주의를 특정한 운동의 형태로 간주하며, 환상 혹은 문학적 

기벽(寄癖)의 느슨한 동의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초현실주의

와 스페인, 혹은 스페인에서의 초현실주의에 대해 논하는 것은 타당하

다고 생각하지만, ‘스페인 초현실주의(Spanish surrealism)’라는 용어는 

프랑스 기지주의(French conceptismo)나 웨일스 공고리즘(Welsh gongoris-

mo)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부조화하다.(Morris 1972, 8)

리카르도 구욘도 비슷한 맥락에서 스페인에 초현실주의적 색채를 띤 시

인들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브르통을 지도자로 간주하여 그의 

강령을 충실하게 따르거나, 혹은 파리의 그룹처럼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

거나 하는 등의 엄격한 의미에서 따졌을 때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존재에 관

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견지한다(Gullón 1982).12 

반면 폴 일리는 ‘스페인 초현실주의(surrealismo español)’의 존재를 기본 

전제로 두고 이를 하나의 양식(modalidad)으로서 검토한다. 프랑스 초현실

주의가 통일된 기조 아래서 명확한 일관성이 발견되는 일종의 집단적 창작 

행위였다면, 스페인 초현실주의자들은 집단적인 움직임의 단계까지 이르지

는 않은 채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창작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대조적

12  한편 구욘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시초를 공고라(Luís de Góngora)
의 바로크적 메타포, 베케르(Gustavo Adolfo Bécquer)의 낭만주의적 언어, 울트라이스모

(ultraísmo), 그리고 창조주의(creacionismo)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는 하나, 뒤

이어 스페인 낭만주의는 혁신적이라고 할 것이 없고, 상징주의는 스페인에서 큰 반향

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창조주의는 스페인 사람이 아닌 칠레 사

람 우이도브로(Vicente Huidobro)가 주창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순수 스페인만의 

문학적 운동은 울트라이스모가 유일무이하여 스페인에는 초현실주의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그가 상정하는 ‘스페인 초현실

주의’란 순수하게 스페인적인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한 움직임만을 가리키는 협

소한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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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스페인 작가들에 대해 ‘초현실주의’라는 

구분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일리는 이들의 작품에서 내면의 불안이

나 트라우마, 무의식으로의 침잠과 같은 공통된 정서가 발견되기 때문이라

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스페인 초현실주의는 이러한 불안의 정서를 표현

하기 위한 양식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Ilie 1982, 95-103).13

한편, 비토리오 보디니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한정하지 않고도 

스페인의 초현실주의는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나아가 보디니는 이 

시기의 젊은 스페인 시인들, 가령 후안 라레아(Juan Larrea), 라파엘 알베르

티(Rafael Alberti), 가르시아 로르카, 비센테 알레익산드레(Vicente Aleixandre) 

등이 특히 네루다(Pablo Neruda)의 시적 언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으며,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이들 사이에서 비이성적 요소들을 포착하여 재

정렬하는 공통된 기법(técnica)14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odini 1982, 

13  한편 일리의 주장은 그가 다름아닌 98세대(Generación del 98)로부터 스페인 초현실주의

자들의 전형을 찾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스페인 초현실주의가 이전 세대의 작

품에 드러나는 병리적 신경 쇠약 증상이나 실체에 대한 거부의 태도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98세대 작가들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폭력이나 그로테스

크의 이미지가 스페인 초현실주의 배태의 ｜비록 98세대의 정치적 관점이나 주제는 초

현실주의자들에게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촉매제(catalizador) 역할을 했다

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리는 마차도(Antonio Machado)를 언급한다. 마차도의 

시에 드러나는 베케르적 낭만주의 감성은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가 활

용하는 그로테스크적 요소와 왜곡된 정체성, 모호한 심리 상태 그리고 시적 자아의 파

괴는 마차도와 스페인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페인 전

통의 맥락 속에 이미 독자적인 전기 초현실주의의 선구적 모델(modelos presurrealistas)이 

존재하므로, 스페인에서도 프랑스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초현실주의가 등장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리의 주장이다(Ilie 1982, 98 참조). 특히 98세대 작가들 중 본 연

구의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작가로 라몬 델 바예-인클란(Ramón del Valle-Inclán)이 있는

데, 바예-인클란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4  이러한 기법에 대해 레오 스피처(Leo Spitzer)는 월트 휘트먼이나 루벤 다리오, 네루다, 

살리나스 등의 시를 예로 들며 “혼란의 열거법(enumeración caótica)”이라고 정의했다. 

Spitzer, Leo. Enumeración caótica en la poesía moderna. Traducción de Raimundo Lida. Buenos Aires: 
Coni, 19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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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6).15

프란시스코 가르시아-사리아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알베르티와 가르시

아 로르카의 시에 접근하며 언어의 통사론적, 화용론적, 그리고 음성학적 

질서에 대한 전복과 해방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적 

언어의 존재를 지지한다(Gacía-Sarriá 1981). 더불어 데이비드 리히터의 경

우 라레아를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father figure)’이자 

‘부재하는 아버지(absent father)’라고 지칭하며, 라레아의 시로부터 스페인

의 독특한 초현실주의적 관념을 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ichter 2014). 

본고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다. 초현실주의가 프랑스에서 발생한 것은 사

실이나 오직 프랑스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러 선행 연구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스페인은 이 유입된 초현실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흡수하여 독특한 형태의 ‘초현실주의’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앞서 살펴본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스페인의 경우 프랑스와 같이 ‘운동’

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집단적 움직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일리의 주장과 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창작 활동 속에서 일

관된 의식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스페인 초현실주의는 존재한

다는 주장의 근거로 고려되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브르통과 바타

유의 논쟁은 당초 제안된 개념과 이질적인 초현실주의의 존재 가능성이 대

두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어지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하다.

불문학자 오생근은 프랑스의 비평가 마슈레(Pierre Macherey)의 표현을 

빌려 “바타유는 브르통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브르통과의 초현실주의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인 유물론의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바타

유]가 현대의 중요한 사상가 혹은 철학자로 인식되고, 그의 독창적인 사상

15  이어 보디니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1927년 바르셀로나 개인전과 알베르티가 시인보다 

화가로서 먼저 등단했다는 사실, 호세 모레노 비야(José Moreno Villa)의 회화, 에밀리오 

프라도스(Emilio Prados)의 콜라주(collages) 작업 등을 언급하며 이들 초현실주의 시인들

이 비록 취미의 수준을 넘지는 못했으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해내기 위한 다른 언어와 

수단을 찾고자 했음을 강조한다. Bodini 1982,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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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롭게 조명하는 흐름 속에서 그와 브르통의 논쟁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생근 2010, 335). 즉 바타유

가 이론가로서의 목소리를 획득한 것은 사실상 이 논쟁을 통해 얻은 성과이

며, 논쟁은 초현실주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마땅한 사건이다.16

브르통은 기본적으로, 그가 최초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통해 천명한 것

처럼, “경이는 아름답고, 어떠한 경이가 아름다운지는 중요치 않으며, 경

이만큼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le merveilleux est beau, n’importe quel 

merveilleux est beau, il n’y a même que le merveilleux que soit beau)”는 입장을 견

지한다(Breton 1966, 24). 그가 1차 선언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가령 백금

으로 된 자(mètre en platine), 거울(miroir), 하늘(ciel), 대리석(marbre), 별(les 

étoiles), 북극성(l’étoile polaire), 색유리(verroterie) 등 또한 본질적으로 깨끗하

고 순수하여 ‘경이’의 개념과 직결된다. 누차 반복되는 ‘아름답다’는 형용사 

또한 이러한 이미지와 호응하며 브르통의 경향 내지 취향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브르통이 초현실주의를 주창하며 상정

한 ‘꿈’이란 맑고 투명한 환상 그 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자동기술법(automa-

tisme)만이 초현실주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바타유의 눈에 비친 브르통과 초현실주의자 그룹은 철지난 이상

주의자에 불과했다. 1929년부터 1930년까지 발행된 『도퀴망Documents』 지

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며 1920년대 말경 프랑스 지성계에 모습을 드러낸 바

타유는 『도퀴망』에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며 브르통의 자동기술법에 의거

한 초현실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간 정신의 최하층에 침잠한 욕망의 

폭력적인 본성을 무시한 채 대상을 이상화하고 숭고화하여 시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려는 초현실주의자의 태도에 반해 바타유는, 브르통이나 초현실

16  그러나 브르통-바타유 논쟁은 그 중요도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초현실주의 운

동을 연대기의 형식으로 정리한 나도(Maurice Nadeau)의 『초현실주의의 역사Histoire du 
Surréalisme』의 경우 “1929년의 위기(La crise de 1929)”라는 챕터에서 바타유와의 논쟁을 

의식하는 듯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Nadeau 1964, 120 및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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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시

각을 제안했다.

[꽃의] 긍정적인 인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태양이 닿는 지표면 아래, 

우글우글 들끓는 해충들처럼 혐오스럽고 벌거벗은 뿌리의 환상적이고 

불가능한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 나아가, 하

류(bas)라는 용어의 논의된 바 없는 윤리적 가치는 뿌리의 의미에 대

한 이 체계적인 해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재고할 필요

가 있다: 악(mal)한 것은 필연적으로, 움직임의 영역에서, 저 위에서 

저 아래로 향하는 하강의 움직임으로 구현된다.(Bataille 1970a, 177)17

이처럼 바타유는 초현실주의가 제안하는 상승의 ‘시적 상상력’ 개념에 

반하여 하류 유물론의 논리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이상적이며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격하하여 여타의 하부적 대상들과 동등한 층위에 두고

자 시도한 것이다(Ades & Baker 2006, 11).18

논쟁은 브르통이 1930년, 「초현실주의 제2선언」을 펴내며 촉발되었다. 

브르통은 선언문에서 바타유를 거명하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매우 

강한 어조로 공격했지만 바타유의 반응은 비교적 냉정했다.

바타유 씨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부패한 세상만을 

생각하기를 공언하는바, 그 무엇이 결정되더라도 거기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피하고자, “그와 함께 —그의 눈빛은 순간 어두워졌고 무어라 표현

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다— 파리떼보다도 지저분하고 이발소보다도 타락

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어느 촌동네의 귀신들린 폐가를 향해 무모하게도 달려

17  위 인용문은 1929년 6월에 발행된 《도퀴망》 제3호에 실린 「꽃들의 언어(Le langage des 
fleurs)」의 일부이다. 위 인용문의 고딕체 표기는 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옮긴 것이다.

18  바타유가 같은 해 11월에 예정된 달리의 파리 개인전에 출품될 작품들의 예시를 본 것

이 「꽃들의 언어」 집필과 더불어 ‘하류 유물론’의 논리를 정립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고 한다. Rothman 2014,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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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다.(Breton 1966, 144)19

“훌륭하고 맹목적인 내면 속의 존재를 파괴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자들”은 그의 눈에 저속해 보이기 때문에, 브르통 씨는 오직, 굼뜬 혼

란 속에서, 간혹 과장된 문체의 안타까운 편린 몇몇만을 불러일으키

며, 본인의 뜻이 엇나가는 상황을 정당화할 공황 상태를 촉발할 방법

만을 찾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브르통 씨 본인

조차 스스로의 호언장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Bataille 1970b, 106)20

결론적으로 브르통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나머지 오히려 논쟁

을 통해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는 억압당하는 무의식을 해방해야 한다고 

외치며 광기를 옹호하면서도, 그가 주장하는 것과 결이 다른 광기는 용납하

지 못하고 배격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약점을 노출하였다. 브르통

의 격렬한 반응은 바타유로 하여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고, 바타유는 이 논쟁을 계기로 삼아 자신의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같은 논쟁의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타유의 미학은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더럽고 지저분한 하부의 대상들과 무형의 존재들을 존중하는 하

류 유물론과 더불어 불안과 트라우마, 두려움 등의 정서에 기반한다. 따라

서 바타유적 초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꿈은 존재의 불안을 자극하는 악몽에 

더욱 가깝다. 이러한 바타유의 사상은 ‘에로티즘’으로 수렴하는데, 이는 곧 

“금기의 위반이자, 죽음의 강박과 타협함으로써 ‘죽지 않고 사물로 존재하

기를 멈추는’ 방법이다(차지연 2010, 6)”. 인간에게 주어진 극한의 공포이

자 폭력인 죽음마저 긍정하는 삶, 즉 에로티즘의 실천은, 태어나는 순간부

터 불연속적인 존재인 인간을 따라다니는 근원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

19  위 인용문의 고딕체 표기는 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옮긴 것이다.

20  위 인용문의 고딕체 표기는 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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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이는 곧 사회의 규범에 따른 각종의 금기들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터인

데, 금기란 기본적으로 동질성에 기반을 둔다. 바타유는 동질성과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고 주체와 객체 간의 이질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이질성은 동질성의 단순한 반의어가 아니다. 삶과 죽음, 금기와 위반이 바타

유의 총체적 논리 안에서 상호 공존하듯, 파괴적 리비도의 이질성은 생산성

과 연결된 동질성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관습적인 가치 체계

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동질성을 완성한다(오생근 2010, 338). 규범과 금기의 

위반은 결국 징벌의 대상인 ‘악’에 다름 아닌데, 바타유는 사드 후작(Mar-

quis de Sade)의 경우를 예로 들며 ‘악’의 체험에 투신하는 존재를 ‘주권적 인

간’이라고 정의했다. 주권적 인간이 자행하는 모든 금기의 위반, 즉 “더럽

히기, 모독하기, 이것이 에로티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차지연 2010, 11).” 

바타유의 이러한 독특한 에로티즘 개념이 그의 스페인 취향과도 깊은 관

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가 1928년에 발표한 논란

의 소설 『눈 이야기Histoire de l’œile』에는 눈알이 뽑힌 채 죽은 투우사가 등

장하고, 그가 출판한 유일무이한 작가론의 주인공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리아 취향이 강했던 화가 『마네Manet』였으며 지면의 일부를 벨라스케스

(Diego Velázquez),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야(Francisco Goya)에게 할애한다. 

나아가 1935년에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소설 『하늘의 푸른빛Le Bleu du 

Ciel』을 쓰기도 했다.

바타유의 스페인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22년에 있었던 약 

8개월간의 스페인 체류이다. 이 기간 동안 바타유는 고야와 후안 데 발데스 

레알(Juan de Valdés Leal) 등 화가들의 그림과 민중의 춤, 노래, 그리고 투우

에서 느껴지는 죽음과 고통의 정서에 매료되었고, 마드리드에서 황소 뿔에 

받힌 투우사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특히 그라나다에서는 가

르시아 로르카가 기획에 참여한 칸테 혼도(cante jondo) 축제에도 참여했다. 

이 시기 바타유는 항상 죽음이 어른대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언어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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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duende)’라고 하는 생과 사 사이의 존재가 깊은 곳까지 서린 스페인

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바타유는 스페인의 문화를 ‘불안의 문화(la 

culture de l’angoisse)’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그의 불안의 미학은 스페인에

서의 경험과 체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Richter 2014, 58-59)

1920년대 스페인 아방가르드 또한 바타유와 유사한 토대에서 출발한다. 

호르헤 기옌(Jorge Guillén), 페드로 살리나스(Pedro Salinas), 가르시아 로르

카, 다마소 알론소(Dámaso Alonso), 헤라르도 디에고(Gerardo Diego), 마누엘 

알톨라기레(Manuel Altolaguirre) 등 ‘27세대(Generación del 27)’로 불리는 일

군의 작가들은 프리모 데 리베라(Miguel Primo de Rivera)의 군사독재와 내전

을 암시하듯 긴장감이 점점 팽배하는 폭력적인 분위기로부터 기인하는 불

안과 트라우마, 강박, 그리고 고독 등의 정서를 공유한다. 억압적이고 혼란

스러운 정치적 상황은 뿌리깊은 실존적 불안으로 귀결되며, 스페인의 아방

가르드와 초현실주의는 이러한 토양에서 꽃을 피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좇는 브르통 식의 초현실주의는 스페인에서 공감을 

얻기에 한계가 있었다.21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에 관하여, 브르통보다 큰 영향을 준 

인물은 후안 라레아라고 보아야 한다. 브르통의 사상과 거리를 두고 우이도

브로의 창조주의에 라레아는 ‘초현실’에 대응하는 ‘내현실(subreal)’22의 관

념을 제시하였고, 이는 스페인 아방가르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불안과 강박 등의 정서를 포착하는 라레아의 ‘내현실’ 속의 자아는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어둠과 추, 그리고 타락한 하부적 물질에 더욱 가까운 자아

다.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브르통에게 추구와 찬미의 대상이었다면, 라레아

21  예외적으로 알레익산드레(Vicente Aleixandre)나 세르누다(Luis Cernuda)의 경우, 이들은 
자동기술법을 실천했다기보다는 일부 작품에서 ‘사랑’이나 ‘자유’와 같은 전형적인 프
랑스 초현실주의의 언어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브르통 식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 Morris 1972, 55-63 참조.

22  철학적 담론에서 ‘초월적’의 켤레말로 ‘내재적’이 사용된다는 점(cf. 백종현 2010, 8), 그
리고 라레아 또한 인간 내면 깊은 곳의 욕망, 불안, 공포 등 실체적 현실을 탐구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초현실(surreal)’에 대응하는 ‘subreal’의 개념을 ‘내현실’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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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바타유와 마찬가지로— 격하와 공격의 대상이었다(Richter 2014, 

37-39). 이처럼 라레아의 사상은 온갖 종류의 위기에 직면하여 팽팽한 긴

장감이 도사리고 있는 1920년대와 30년대 스페인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동

시에, 악몽, 피, 오물, 시체, 구토, 부패, 죽음, 유령 등 동시대 시인들이 공

유하는 시적 상징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미학이며, 특히 바타유

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진실한 시

는 시에서 가장 소외된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라레아의 시각이었다

(Nieto 2003, 45). 

그레게리아(greguería)라는 새로운 문학 형태를 창조한 라몬 고메스 데 라 

세르나(Ramón Gómez de la Serna) 또한 라레아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초현실

주의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레게리아를 통해 고메스 데 라 

세르나는 같은 세대의 스페인 작가들 중에서 최초로 에로틱한 주제들을 아

주 높은 문학적, 예술적 수준까지 고양한 시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으

로 평가된다. 물론 고메스 데 라 세르나를 케베도(Quevedo)나 발타사르 그

라시안(Baltasar Gracián)의 바로크적 경향을 잇는 직속 후계자로 규정하거

나, 혹은 최초의 그레게리아가 1910년경에 쓰인 점을 미루어 그를 유럽 내

지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개척자(iniciador)라고 딱 잘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메스 데 라 

세르나가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한데 아우르는 양가적인 경향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라레아와 더불어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부재하는 아버지’

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Cardona 2002, 13-14).23

『그레게리아』의 카테드라(Cátedra) 사(社) 판본을 엮은 로돌포 카르도나

23  특히 고메스 데 라 세르나의 1922년작 소설 『부적격자El Incongruente』는 브르통의 『나자』
보다도 먼저 출판된 초현실주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벼룩시장의 물건들에 대한 
주인공의 강박적 집착, 지나치게 소름끼치는 꿈, 죽음, 시간의 반전 등의 소재를 풍부하
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바로크적이고, 주인공이 일반적인 의식의 상태를 거부하기도 한
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Hoyle 2004, 15-16). 이러한 측면에서, 
고메스 데 라 세르나와 라레아 등을 출발점으로 하는 스페인 초현실주의의 계보를 추적
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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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꿈은 잃어버린 사물들의 창고(el sueño es un depósito de objetos extraviados)”

라는 그레게리아를 예시로 들며 고메스 데 라 세르나의 의도와 경향성이 고

야의 동판화, 특히 〈카프리초스Caprichos〉와 〈디스파라테스Disparates〉의 그

것과 무척 닮아 있다고 지적하는데(Cardona 2002, 43), 실제로도 고메스 데 

라 세르나는 죽음이나 피, 범죄와 같은 무형의 대상, 하부적 물질을 있는 그

대로 묘사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Ochando Melgarejo 2014, 87).

앞서 언급된 폴 일리는 스페인의 문학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현실

주의의 전형으로 98세대를 지목한 바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예-인클란

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창조하고 『보헤미아의 빛 Luces de Bohemia』

이나 『성스러운 말씀 Divinas palabras』, 『카니발의 화요일 Martes de carnaval』 

등의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에스페르펜토(esperpento) 기법은 라레

아와 고메스 데 라 세르나의 기존의 미의 법칙을 거침없이 위반하는 그로

테스크한 톤과 일맥상통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바예-인클란은 『보헤미

아의 빛』의 주인공 막스 에스트레야(Max Estrella)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에스페르펜토를 설명한다.

막스 ｜ 오목 거울에 비친 옛 영웅들의 모습으로부터 에스페르펜토가 

탄생하지. 스페인에서의 삶의 비극적인 의미는 오직 체계적으로 일그

러진 미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네.(Valle-Inclán 1984, 106)

위와 같은 작가 본인의 정의와 같이, 에스페르펜토는 기형적으로 일그러

진 위기의 스페인 사회를 그려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어딘가 뒤틀린 

인물들과 오목 거울로 가득한 뒷골목 등 바예-인클란의 에스페르펜토를 구

성하는 요소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고, 이는 결국 

스페인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

안, 그리고 공포의 문학적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유럽 문명이 그로테스크하게 뒤틀려버린 형상이 바로 스페인이

라네(Valle-Inclán 1984, 106)”라는 막스의 대사에서 드러나는 스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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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예-인클란의 인식은 바타유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바타유 연구자 드니 올리에(Denis Hollier)는 바타유가 스페인

을 “현재적 죽음의 장소이자 죽음의 불안에 사로잡힌 나라”로 보았고, 이는 

곧 “유럽의 지리적 규칙을 내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이베리

아 반도의 문화에 깊게 매료된 것이라고 정리한다(올리에 2022, 117). 요컨

대 과거 제국으로서 누렸던 영광을 뒤로하고 추락하는 조국을 목도하며 실

존적 불안과 직면한 바예-인클란의 눈에 비친, 마치 오목 거울에 비친 것

처럼 일그러지고 뒤틀려버린 스페인의 에스페르펜토적 현실은 바타유의 문

제의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스페인의 죽음과 불안의 문화, 라레아가 제시

한 ‘내현실’의 개념과 고메스 데 라 세르나와 같은 스페인 아방가르드 시인 

및 그 선례로서 바예-인클란이 채택한 문학적 이미지, 바타유의 독자적인 

초현실주의 노선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적 경

향은 브르통보다 바타유의 이론으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특히 에로티즘의 개념은 달리뿐 아니라 그를 비롯한 스페인의 여타 동

시대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유용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장부터는 바타유의 이론에 입각하여 달리의 

글을 분석한다. 가장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달리의 초기 에세

이와 시가 될 것이며, 욕망의 좌절로 귀결되는 에로티즘의 추구가 문학적으

로 재현되는 양상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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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살바도르 달리의 초상〉,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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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욕망의 좌절에서 극복으로: 초기 에세이와 시

1920년대는 달리의 저술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이때 달리는 거의 

매달 비교적 짧은 분량의 시와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이는 시인으로서의 커

리어를 일찍이 시작한 가장 가까운 동료 가르시아 로르카가 달리의 글쓰기

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방증한다. 게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달리의 문

장과 그림에서 가르시아 로르카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 또한 두 예술가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말하자면 가르

시아 로르카는 달리의 작품 세계를 받치는 기둥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이 

장에서 주요하게 논의하는 주제 중 하나인 달리의 성스러운 객관성(santa 

objetividad) 개념 또한 가르시아 로르카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것

이며, 달리의 문체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이 장의 시간적 배경은 ‘로르카 시기(época lorquiana)’로 정의할 수 있다. 

위 용어가 은유하는 바와 같이, 달리와 가르시아 로르카 사이의 관계는 특

정 시기에 정점을 찍은 후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이 ‘로르카 시기’의 시작

과 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른데, 일례로 로메로 살두엔도의 경우 

‘로르카 시기’를 1924년에서 1928년까지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

다(Romero Zalduendo 2020, 68). 그러나 본 연구는 달리와 가르시아 로르카 

사이의 서신에서 초기적 단계의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며 결실을 맺기 시

작한 1926년을 시작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영화인 〈안

달루시아의 개〉가 파리에서 개봉한 1929년을 끝으로 본다. 1926년부터 1929

년 사이에 두 사람은 주로 서신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곤 했다. 달리는 주로 

그림으로 표현했고, 가르시아 로르카도 종종 그림으로 달리에 대한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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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으나 대개는 글로써 표현했다.24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미묘

한 감정은, 마치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공명하지 못하고 결국 좌절되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달리의 작품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특히, 1926년에 가르시아 로르카가 쓴 「살바도르 달리에게 바치는 송

가Oda a Salvador Dalí」25는 바로 다음 해인 1927년에 달리가 발표한 두 편의 

에세이 「성(聖) 세바스티안Sant Sebastià」과 「사진, 영혼의 순수한 피조물La 

fotograia pura creació de l’espirit」의 탄생과, 세 점의 그림 〈꿀은 피보다 달다

La mel és més dolça que la sang〉, 〈도구와 손Aparell i mà〉, 〈조그만 잿가루Cen-

dretes〉의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26 다시 말해 이 시기 달리의 회화

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작시(作詩)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시를 쓰

듯 그림을 그리며 얻은 깨달음을 언어화한 달리의 에세이 또한 가르시아 로

르카의 글쓰기와 연관지어 읽었을 때 그 해석이 보다 풍부해진다.

2.1. 파편화된 신체와 작은 사물들: ‘성스러운 객관성’과 이질론27

달리의 초기 저작을 살피기 전에, 먼저 가르시아 로르카가 그를 위해 쓴 �송

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926년에 �송가�가 완성된 이후, 이에 깊

은 감동을 받은 달리는 마치 답가를 쓰듯 〈꿀은 피보다 달다〉의 작업에 착

24  실제로 가르시아 로르카는 달리의 뒤를 이어 바르셀로나의 달마우 화랑(Galeries Dalmau)
에서 1927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1주일간 개인전을 열 정도로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전시 카탈로그의 표지에는 추천인의 이름들이 인쇄되어 있는데, 달리의 이름

도 포함되어 있다. https://pandora.girona.cat/viewer.vm?id=2934456&view=dalmau&lang=en 참
조(검색일: 2022. 3. 8.).

25 이하 시의 제목은 「송가」로 표기한다.

26  이 세 점의 그림을 통틀어 ‘전기 초현실주의 3부작(Proto-Surrealist Trilogy)’라고 정의한다. 

류영지 2021, 113 참조.

27  이 장은 류영지, “아이러니한 공존, 그리고 그 분열: 달리, 가르시아 로르카, 「성 세바

스티안」”,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제14집 1호, 2021. pp.107-128의 일부를 수정, 보완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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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했고, 달리의 등단을 알린 글 �성 세바스티안�에서도 �송가�의 흔적을 찾

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송가�는 달리의 글쓰기의 출발점이다.

�송가�는 달리 개인에 대한 찬사이자 최신의 예술 경향에 관한 미술 비

평으로서 발표된 텍스트이다. 「송가」는 20세기 이전에 주를 이루었던 예술 

경향과 20세기 초 당대의 ‘새로운’ 예술 경향을 상반된 이미지로 묘사하고 

나열함으로써, 과거에서 현재로 향하는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동시

에 이 ‘새로운’ 예술을 지향하는 달리의 천재성을 칭송한다. 이러한 시인의 

목표는 「송가」의 첫 번째 연에서부터 명징하게 드러난다.

자네가 갈망하는 높은 정원의 장미꽃 한 송이.

금속의 순수한 통사 안의 바퀴 하나.

산(山)은 인상주의의 안개를 벗고 있네.

마지막 난간(欄干)을 굽어보는 여러 회색빛.

Una rosa en el alto jardín que tú deseas.

Una rueda en la pura sintaxis del acero.

Desnuda la montaña de nieble impresionista.

Los grises oteando sus balaustradas últimas.(García Lorca 1996a, 457)

오, 살바도르 달리여, 올리브빛 목소리를 가진 자여!28

나는 자네의 불완전한 젊음의 붓도

자네가 사는 시간의 색을 맴도는 자네의 물감도 찬양하지 않네만,

유한한 영원을 향한 자네의 열망을 드높일 따름이네.

¡Oh, Salvador Dalí, de voz aceitunada!

No elogio tu imperfecto pincel adolescente

ni tu color que ronda la color de tu tiempo,

pero alabo tus ansias de eterno limitado.(García Lorca 1996a, 458)

28  달리의 생전 모습이 남아있는 영상 기록물들을 보면, 화가의 생전 목소리는 매우 낮고 

중후한 편이다. 가르시아 로르카는 낮고 깊은 달리의 목소리를 “올리브빛(aceitunada)”
으로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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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꿀은 피보다 달다〉, 1927

그림 2-2. 〈꿀은 피보다 달다〉를 위한 연구,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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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송가」에서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고 손

에 잡힐 듯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적 능력이 돋보인

다. 첫 번째 연의 예에서, “금속의 순수한 통사(pura sintaxis del acero)”와 “인

상주의의 안개(niebla impresionista)”는 명징한 대조를 이루는데, 이때 “금속

의 순수한 통사”는 인간의 체온을 품지 않는 수학적, 형태적 정확성을 상징

한다. ‘금속’과 대척점에 있는 시어인 ‘안개’를 수식하는 말이 ‘인상주의’

라는 점에서, ‘금속’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어 1920년대 말엽까지 꾸준히 

영향을 미친 비인간화 경향의 예술 흐름, 예컨대 기계 문명의 우수함을 강

조하던 미래주의나 형태의 순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큐비즘 등을 표상한다. 

이처럼 가르시아 로르카는 호흡이 길지 않은 시행 안에서 시각적인 심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대상의 재현(再現)에 있지 않고, 오

히려 순수한 정신성을 현현(顯現)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달리가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시상(詩想) 그 자체로 작용한 것처럼, 달리에

게도 영감을 주었다.

위에서 논의한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적 이미지즘을 달리가 화폭에 반영

한 작품이 바로 〈꿀은 피보다 달다〉이다(그림 2-3). 1926년부터 연구를 시

작해(그림 2-2) 1927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달리의 전기 초현실주의 3부작

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꿀은 피보다 달다〉에서 달리는 훗날 부뉴엘과 공동 

작업한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에도 등장하는 썩어 문드러져 파리가 꼬인 

당나귀 사체, 목과 팔이 절단된 여성의 토르소, 바늘 모양 오브제 등을 진

열하고 전시한다. 이 이미지들이 종합된 화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수께끼

를 이룬다. 〈꿀은 피보다 달다〉의 화면 속에 떠다니는 ‘그 무엇’들은 비슷

한 크기로 흩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어떠한 시각적 위계(visual hierarchy)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없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없

다. 이 오브제들 사이에는 가르시아 로르카와 달리의 잘린 목이 놓여 있다. 

가르시아 로르카는 달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며, 캔버스에 자신

의 이름을 꼭 새겨줄 것을 부탁했을 만큼 〈꿀은 피보다 달다〉에 개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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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29 이에 대해 달리는 시인의 이름을 그

림에 써넣는 대신, 시인의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머리를 그림의 일부로 

삽입하여 이에 화답하였다.

달리는 1927년에 발표한 「성 세바스티안」을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바친

다고 밝히며 「송가」에 대한 답가임을 천명하였으나, 「성 세바스티안」은 기

실 두 사람이 합일의 단계에 다다를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기인하는 절망을 

노래하는 텍스트이다. 이때 달리의 세계관에 처음 등장한 세바스티안 성인

의 상징은 이후에도 줄곧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바스티안 성인은 하얀 천으로 허리께를 가리고 포박당한 

채 화살에 몸의 곳곳을 꿰뚫려, 취한 듯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청년

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세바스티안 성인의 이미지는 중세부터 르

29  “Lorca, present while Dalí worked on Honey is Sweeter than Blood, [...] wrote to Dalí: ‘Inscribe my 
name in this canvas, so that my name may amount to something in the world.’(Gibson 1997, 212-
213)” 가르시아 로르카가 달리에게 쓴 원 문장은 다음과 같다. “Pon mi nombre en el cuadro, 
para que mi nombre sirva para algo en el mundo.” (Hernández et al. 1989, 278)

그림 2-4. 〈성 세바스티안〉,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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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상스를 거쳐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화가들이 즐겨 선택한 도상(圖

像) 중의 하나였다. 세바스티안 성인은 보수적인 가톨릭교회의 지배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누드화의 주제였기 때문이다. 반라 혹은 전라 상태의 

인물을 그리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으레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세

바스티안 성인의 반라를 그리는 것은 단순한 누드화가 아닌 성화(聖畵)로 

받아들여졌다.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카라바조(Caravaggio) 등 이탈리

아의 르네상스 및 바로크 화가들은 물론이고, 엘 그레코(El Greco; Doménikos 

Theotokópulos)와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án) 등 같은 시기의 스페인 화

가들도 세바스티안 성인을 그렸다.

그런 세바스티안 성인이 호모섹슈얼 에로티시즘의 아이콘으로도 받아들

여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반라의 상태로 피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

는 젊은 성인의 이미지가 성적 절정의 순간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수전 손

택의 해석에 따라 장구한 시간을 거치며 고정된 이 이미지는 육체적 고통이 

아닌 황홀경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Sontag 2004, 86). 누드를 

죄악시했던 가톨릭교회가 허락했던 유일한 누드화의 모델이 수호성인이고, 

이 성인이 훗날 에로티시즘의 절정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굳어졌다는 아이

러니는 가르시아 로르카와의 관계에 대한 달리의 복잡한 고민을 담아내기

에 아주 적절한 기호였다. 이러한 달리의 고민은 「성 세바스티안」의 세 번

째 단락 ‘세바스티안 성인의 외양에 관한 묘사(Descripció de la figura de Sant 

Sebasti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성인의 머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부분은 해파리와 유사

한 완전히 투명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고 니켈로 만들어진 아주 가느

다란 원으로 지탱되어 있었다; 다른 한 부분의 얼굴 절반은 내가 무척

이나 잘 아는 누군가를 닮은 얼굴로 뒤덮여 있었다; 이 원에서부터 성

인의 척추와 같았던 새하얀 석고 지지대가 뻗어 나왔다.

La cabeza del Santo estaba dividida en dos partes: la una, completamente trans-

parente formada por una materia parecida a la de las medusas y sostenida por 

un círculo finísimo de níquel; la otra mitad la ocupaba un medio rostro qu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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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aba a alguien muy conocido; de este círculo partía un soporte de escayola 

blanquísima que era como la columna dorsal de la figura. (OC IV, 30) 

성인의 머리가 상반된 특성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묘사는 여러 

함의를 지닌다. ‘무척이나 잘 아는 누군가를 닮은 얼굴’, 즉 가르시아 로르

카를 닮은 얼굴의 다른 부분이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의 병치, 즉 상반된 

물성의 공존으로 형상화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가르시아 로르카와 자신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깨달음의 표현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

일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따라서 성인은 고통받을 숙명을 지

고 있고, 『예술의 친구』 지에 함께 실은 달리의 드로잉은 이러한 의미를 한

층 강화한다. 성인의 잘린 목은 물고기로 대체되었고 절단된 오른팔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으며, 허벅지 이하의 하반신 또한 잘려 있다. 당시의 달리

는 가르시아 로르카를 자신의 다른 자아로 인식하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야 비로소 완벽한 인간, 세바스티안 성인이 탄생한다고 생각했다.30 그러

나 이 성인의 신체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결국 

합일을 향한 욕망이 궁극적으로는 좌절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을 읽

을 수 있다.

달리의 문장은 로르카의 「송가」처럼, 구체적인 오브제를 풍부하게 묘사

하며 글 자체의 이미지성을 배가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 세바스티안」은 

전기 초현실주의 3부작과 공명한다. 상술한 ‘세바스티안 성인의 외양에 관

한 묘사’에서 달리는 성인의 육체 일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30  1927년 초, 피게레스에서 달리가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담겨 있다. “En mi san Sebastián te recuerdo mucho y a veces me parece que eres tú... 
¡A ver si resulta que san Sebastián eres tú!... Pero por ahora déjame que use su nombre para firmar. Un 
gran abrazo de tu SAN SEBASTIÁN(Fernández et al. 2007, 92).” 이러한 달리 본인의 표현에 비

추어 보면, 달리의 눈에 비친 ‘이상적인 인간’의 기호인 세바스티안 성인은 가르시아 로

르카를 닮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달리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세바스티안 성인’이다. 즉 

세바스티안 성인은 가르시아 로르카인 동시에 달리이고, 이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는 

두 사람의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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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육체의 특정한 부분들에서, 혈관은 파티니르의31 폭풍처럼 강

렬한 푸른빛을 띠고 표피에 드러나, 산호처럼 붉은 피부 위에 고통스

러운 쾌락의 곡선들을 표현했다.

En ciertas regiones del cuerpo, las venas aparecían en la superficie con su azul in-

tenso de tormenta del Patinir, y describían curvas de una dolorosa voluptuosidad 

sobre el rosa coral de la piel. (OC IV, 30)

달리는 위 단락에서, 성인의 육체 여기저기에서 ‘파티니르의 폭풍(tem-

pesta del Patinir)’과 같은 강렬한 푸른색을 띤 혈관들이 살갗 표면에 드러나

고, 혈관들은 산호 빛의 분홍색 피부 위에 고통스럽도록 육감적인 곡선들을 

31  Joachim Patinir(1480-1524). 벨기에 태생의 16세기 풍경화가로, 그의 작품에서는 폭풍이 

몰려오는 하늘의 묘사가 두드러진다. 프라도 미술관이 파티니르의 풍경화 네 점을 소

장하고 있다.

그림 2-6. 〈살바도르 달리의 눈에 비친

엠푸리에스 해변의 시인〉, 1927

그림 2-5. 세바스티안 성인을 상징하는 달리의 그림

이 덧씌워진 가르시아 로르카의 사진,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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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낸다고 썼다. 이러한 묘사는 3부작을 관통하는 색감 및 심상─푸른색 

배경, 선홍색 피부, 돌출된 혈관, 곡선형 등─과 맞아떨어지며 특히 〈도구와 

손〉의 중심에 있는 손의 표현과 일치한다(그림 2-7). 이러한 표현 뿐 아니라 

달리는 돋보기, 크리스탈, 태양의(太陽儀)와 같은 오브제가 지니는 상징성

을 활용하여 자신의 예술적 지향을 보다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지를 드

러낸다. 그 예술적 지향, 다시 말해 달리가 일련의 실험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성스러운 객관성(santa objetivitat)’으로 수렴하며 세바

스티안 성인 그 자체가 곧 ‘성스러운 객관성’의 현현이다.

 인간의 감각은 대상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유의미한 것’

으로 만들어 감정을 이입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의미 부

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대상을 ‘무의미한’ 상태 그대

로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가 곧 달리가 의미하는 ‘객관성’이다. 이러한 달리

의 지론은 성인을 묘사하는 그의 태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고통 받고 피 

흘리는 세바스티안 성인은 달리에게 있어 공감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달

그림 2-7. 〈도구와 손〉,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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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그의 육체를 과학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냉정한 시선으로 

뜯어보고 그 고통의 정도를 측량할 뿐이다: “물 한 방울, 숫자 하나. 피 한 

방울, 기하학 하나(OC IV, 33).”32

이러한 ‘성스러운 객관성’의 개념은 달리의 시에 등장하는 파편화된 신

체와 작은 사물들을 통해 한층 구체화된다. 먼저 「내 여자친구와 해변La 

meva amiga i la platja」(1927)의 경우, 〈꿀은 피보다 달다〉의 공간을 배경으

로 전개된다. 이때 ‘여자 친구’는, 같은 시기의 달리의 드로잉과 작품을 고

려하면 사실상 가르시아 로르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는 “바

로 지금, 해변에서, 일간지에 인쇄된 작은 글자들이 팽팽하게 부풀 정도로 

부패했지만 마치 운모처럼 깨끗한 당나귀를 먹고 있다(Dalí 2004, 175)”33는 

묘사로 시작된다. 배경에는 “장밋빛의 뜨거운,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날

아다니는 젖가슴”이 산적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자 친구’의 신

체 묘사이다.

드러누워 있는 내 여자친구의 팔다리는 부드럽게 토막나 있고, 내가 

생일날 선물한 마스카라로 온몸을 칠한 그녀의 반금속 나체는 파리와 

작은 알루미늄 프로펠러가 가득 들러붙어 있다. 내 여자친구의 귀는 

사랑스럽다. 내 여자친구는 온몸에 구멍이 송송 나있다, 마치 솔로 구

멍을 낸 마른 나뭇잎을 역광에서 본 것처럼.

32  달리는 「성 세바스티안」에서 “화살표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는: 《키리코 방향(Direcció 
Chirico); 어느 형이상학의 한계를 향하여》(OC IV, 34)”라고 쓰며, 매우 직접적으로 조르

지오 데 키리코와 그가 창시한 형이상학파 회화가 지향점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텍스트

적 근거를 통해, ‘성스러운 객관성’ 코드는 데 키리코의 그림에서 큰 영향을 받은 개념

인 것으로 판단된다. 형이상학파 회화는 대개 인간의 체온이나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공간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갖는다. 실제로 데 키리코 회화의 이러한 비인

간화 경향은 수많은 화가들로 하여금 초현실주의 운동에 매료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연유로 달리가 사용하는 ‘성스러운 객관성’ 개념 또한 데 키리코의 영

향 아래서 고안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알렉산드리안 1984, 59).

33  Dalí, Salvador. Obra completa. Volumen III: Poesía, prosa, teatro y cine. Barcelona: Ediciones Destino, S. 
A., 2004.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약어 OC III와 페이지 번호만 괄호에 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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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amiga está tendida con las extremidades tiernamente seccionadas, llena de 

moscas y de pequeñas hélices de aluminio que acuden a su desnudo semivegetal 

untado con todo el rímel que le regalé el día de su cumpleaños. Mi amiga tiene 

unas preciosas orejas. Mi amiga tiene todo el cuerpo agujereado, transparente 

como las hojas secas perforadas con un cepillo y vistas a contraluz.(OC III, 175-

176)

파편화된 상태로 제시되는 ‘여자친구’의 신체는 폭력적인 이미지다. 이 

같은 달리의 신체 묘사에서는 어떠한 감정 이입도, 개인적인 감상도 감지

되지 않는다. 이어 발표된 「시Poema」(1927)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다 위 

비처럼 내리는 개미떼를 가리키는 곧은 연기 위에 놓인 고요한 귀 하나” 또

는 “눈썹 한 가닥”, “길을 잃은 여섯 개의 가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분침들로 붕붕대는 부패한 당나귀”, “배꼽 하나”, 그리고 “주름 사이에 낀 

올리브 한 알의 그림자”가 병렬식으로 나열된 이 시는, 앞서 다룬 「내 여자 

친구와 해변」과는 달리 호흡이 짧은 문장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OC 

III, 180). 「시」에서 처음 등장한 이러한 기법은 「작은 사물들의 시Poema de 

les cosetes」에 이어 드러난다. 달리는 시의 초안을 1927년경 카스티야어로 썼

다.34 그러나 예술의 친구지 1928년 8월호를 통해 발표된 「작은 사물들의 

시」는 카탈루냐어로 쓰인 것이었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느 장소의 높은 곳에 작디작은 사물이 놓여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바늘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니켈 조각들 속으로 뛰어든다.

내 여자친구의 코르크 손은 쇠못을 한가득 쥐고 있다.

34  1927년 10월경 달리가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보낸 편지에 시의 원형이 실려 있고, “카

스티야어로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no sé si se dice así en castellano)”, “이 시가 자네 

마음에 드는지? 답장 주기 바라. 요즘 별 일 없지? 잘 있길. (¿Te gusta? Escríbeme. ¿Qué te 
pasa? Adiós.)”라는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꽤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 

끝에 완성,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Fernández et al. 2007, 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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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친구의 가슴 한 쪽은 침착한 성게, 다른 한 쪽은 붕붕대는 말

벌 집.

내 여자친구의 무릎은 연기.

작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 작

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

작은 마법들은 따끔거린다.

자고새의 눈은 붉다.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

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작은 사물…….

빵 조각처럼 고요한, 작은 사물들이 있다.

Hay una cosita pequeña puesta alta en un lugar.

Estoy contento, estoy feliz, estoy feliz, estoy contento.

Las agujas de coser se clavan en los niquelets dulces y tiernos.

Mi amiga tiene la mano de corcho y llena de puntas de París.

Un seno de mi amiga es una calma erizo, la otra un avispero movedizo.

Mi amiga tiene una rodilla de humo.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los pequeños hechizos ...

LOS PEQUEÑOS HECHIZOS PINCHAN.

El ojo de la perdiz es rojo.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cositas …

HAY COSITAS, QUIETAS COMO UN PAN. (OC III, 181)35

이 시는 앞선 논의들에서 추적한 달리의 관점이 거친 발전 과정이 마침

내 구체화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요한 어구들, 가령 “나는 행복하

다”, “작은 마법들”과 “작은 사물”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어조 또한 주목

할 만하다. 나아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치부되던 작은 사물들에 초점을 맞

35 원문에서 전체가 대문자로 표기된 시행은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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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데에서 오는 낯섦(unheimlich)을 “따끔거린다”는 촉각적 심상으로 표

현하고 있다는 점, 즉 추상적인 개념을 사디즘적, 육체적인 언어로 치환하

는 전략은 이전의 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는 「작은 사물들의 시」를 쓰는 동안인 192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쓴 편지에서 후안 라몬 히메네스(Juan Ramón Jiménez) 

식의 이미지즘, 즉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에서 비롯한 메타포의 활용

에 반감을 드러낸다. 

조만간 자네는 내가 쓴 시들만으로 거의 채워진 책 한 권을 받게 될 거

야. 시적인 측면에서 나는 후안 라몬과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

어, 내가 보기에 그는 시를 부패시키는 현상에 가장 앞장서는 두목임

에 틀림없기 때문일세. 그자가 부패한 정도는 모든 부패 중에서도 가

장 심각해. […] 메타포와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삽화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네. 정말로 그렇지, 가장 순수하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도 

마치 수수께끼처럼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말이야. […] 『플라테로

와 나』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꽤 좋은 생각이 스치더군. 보지 못하는 

사물, 조금도 볼 수 없는 사물 앞에서 후안 라몬이 느끼는 무아지경의 

황홀감은 아주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네.(Fernández et al. 2007, 129-130)

“반-후안 라몬(anti-Juan Ramón)”경향을 지향한다고 밝힌 달리의 시학은 

「작은 사물들의 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36 통상적으로 직유법은 “마치 

A 같은 B”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상 B의 본질을 대상 A로 제한

하며 대상 A의 특수성을 지워낸다. 가령, 『플라테로와 나』에서 히메네스는 

플라테로의 눈을 “칠흑 같은 거울(los espejos de azabache)”과 “흑요석 풍뎅이 

36  이러한 달리의 ‘반-후안 라몬’ 경향과 1927년 12월 초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보낸 편지 

속 “당나귀에 관한 장식적인 양식화, 자네도 알다시피, 크리스탈처럼 개미가 우글대는 

코르크로 만들어지는 데에 익숙해진 당나귀들의 반-사실주의인 후안 라몬의 당나귀[플

라테로]는 죽어 버려라(Fernández et al. 2007, 140).”는 강도 높은 비난으로 미루어, 달리

가 즐겨 사용한 썩어 문드러진 당나귀의 사체의 기호를 히메네스와 「플라테로와 나」에 

대한 신랄한 비웃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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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dos escarabajos de cristal negro)”에 비유하는데(Jiménez 1985, 85), 이처

럼 ‘검은색’이라는 표면적 유사성을 중심에 두는 메타포는 ‘플라테로의 눈’

에 대한 감상의 범위를 작가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즉, 주관에 의존하는 메

타포는 사물 간의 다름을 지워내고 오직 동일성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사물

의 본질은 직유를 거치며 오히려 모호해진다는 것이 달리의 해석이다. 다시 

말해,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반-메타포적(anti-metaphorical)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물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억눌

러야 한다(Rothman 2012, 37). 

달리는 히메네스와는 반대로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의도적

으로 병치하여 메타포의 오류를 철저하게 설계하고, 익숙한 사물들을 아주 

낯선 것으로 보이도록 전시하여 그 사물의 본질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지 않

고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예컨대, 여자친구의 한 쪽 가슴은 성게에, 

다른 한 쪽은 말벌집에 비유되고, 무릎은 연기에 비유된다. 이와 같이 일말

의 유사성도 발견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완전히 제거한 달

리의 비유법은 「성 세바스티안」에서 이미 논의된 ‘성스러운 객관성’을 달성

하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이뿐 아니라 식탁 위의 풍경을 그린 산문시 「포도송이에 쫓기는 물고기

Peix perseguit per un raïm」(1927)37에서는 “물고기와 포도송이는 작은 사물들

이다”, “꼬리 달린 혜성과 같은 작은 사물들이 있다”, “평평한 작은 사물들

이 있다. 다리 하나로 버티는 작은 사물들이 있다”, “다른 것들은 털 한 가

닥이고, 또 다른 것들은 소금이었다. 문제의 물고기는 작은 소금이었다”와 

같은 시행에서 볼 수 있듯 “작은 사물”이라는 시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

며, 「해와 함께Con el sol」(1928-9)에서는 “해가 뜨면”이라는 문구가 앞서 언

급된 「작은 사물들의 시」의 “작은 사물”과 같이 강박적으로 반복되고, 해

37  그림2-4의 경우나 〈바르셀로나의 마네킹Maniquí de Barcelona〉(1926)과 같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물고기는 성적 함의를 담고 있으며 가르시아 로르카와의 관계 사이에서 흐르

는 모호한 성적 기류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상징한다. Finkelstein 1996,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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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점액”, “붉은색으로 칠한 코르크”, “색깔 깃털”, “침”, “가족의 귀

에 난 털,”, “행복한 짐승들의 구토”, “가수, 댄서, 산양, 국화 애호가 그리

고 바짝 마른 짐승의 배설물”이 나열된다(OC III, 182-187). 비슷한 시기의 

다른 시 「깃털 하나, 그러나 보통 깃털이 아니고, 해마를 상징하는 매우 작

은 잔디, 벌집 그리고 사랑스러운 봄의 풍경 위에 놓인 나의 잇몸Una pluma, 

que no es tal pluma, sino una diminuta hierba, representando un caballito de mar, mis 

encías sobre la colina y al mismo tiempo un hermoso paisaje primaveral」(1929)의 경

우는 “수사슴 머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점액질 위에 바싹 마른 수사슴

의 머리가 놓여 있다, 수사슴 머리에서는 작은 새끼돼지가 나온다”는 행으

로 시작해 “그리고 다른 새끼 돼지”가 반복되며, 중간에 “그리고 다른 작은 

수사슴, 개구리처럼 초록빛을 띤”, “그리고 다른 작은 수사슴, 파슬리처럼 

초록빛을 띤”과 같은 시행이 등장하며 비슷한 구조의 시행이 반복된다(OC 

III, 192-194). 이처럼 이 시기 달리의 시들은 유사한 구조의 호흡이 짧은 시

행들이 발작적으로 반복되며 절단된 사물들, 그리고 사소한 사물들로 점철

되어 있다. 이들 대상 사이에서는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의 형태적 대조

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상호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부재하며, 묘사에 

있어 그 어떠한 감정의 표현도 소거되어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성 세바스

티안」 이후의 시들은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바타유는 이질성(l’hétérogène)에 관하여 양극화(polarisation)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상부와 하부, 성과 속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

향을 지니는데, 바타유가 보기에 이러한 구분은 명료하지 않다. 바타유가 

보기에 상부의 것은 하부의 것을 항상 배제해 왔다. 신이 악마를, 종교가 주

술을 배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바타유는 이질성을 신성(sacré)과 구

분하지 않음으로써 사물의 성질에 관한 이분법적 시선을 거부하고, 사물의 

본질에 존재하는 모호함을 옹호한다(Bataille 1970b, 167). 동질성의 질서를 

따라 수립된 기존의 가치 체계를 전복하며 배제되어온 하류의 물질을 고양

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이질론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작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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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사물 간의 동질성에 기반한 메타포의 원

칙을 파괴하고 대상에 접근할 때 그 어떤 주관이나 판단도 개입하지 않게

끔 하는 ‘성스러운 객관성’의 원칙에 기반한 달리의 시 문법은 바타유의 논

리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38

이 시기 달리의 시적 이미지, 특히 신체 표현이 매우 독특한 논리에 뿌리

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달리가 이러한 언어로 노래하는 상대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성 세바스티안」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와 해변」

과 「작은 사물들의 시」 속 ‘여자친구’는 팔다리가 토막난 상태이거나, 손, 

가슴, 무릎 등 신체의 일부만이 드러나 있어 뚜렷한 정체를 알 수 없다. 또

한 「포도송이에 쫓기는 물고기」의 후반부에서는 1인칭 복수의 동사가 사용

되지만, 시적 화자인 달리와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달리

는 텍스트 속 상대방 내지 타자를 설정하지만, 정체성은 매우 모호하며 그

의 신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성 세바스티안」을 

둘러싼 제반 사실을 통해 달리가 상정하는 대상이 가르시아 로르카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정작 텍스트 안에서는 그를 분명하게 재현하지 못하

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꾸준히 등장하는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의 형태적 대조 또한 상대방과의 극명한 차이에 대한 깨달음의 시각적 표

현이며, 수많은 사물들이 불규칙적으로 흩뿌려진 배경은 이미지성을 배가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이전에 언표의 발작적 반복과 맞물려 정서

38  이질성의 원칙에 관한 여러 도표들 중 ‘예술’에 관한 것을 예로 들어 본다면, 상부의 예

술에는 그리스식 회화, 푸생(Poussin)과 미켈란젤로가 자리한다. 시간이 지나며 이는 곧 

18세기 부르주아 예술의 형태로, 아카데미 예술(Art académique)의 형태로 진행된다. 한

편 하부의 예술은 추하다(laid). 그 예로 피카소, 달리, 고야, 미로, 쿠르베 그리고 마네

가 존재한다. 바타유는 이 같은 추한 예술을 아카데미 예술의 혁명적 경향이라고 규정

한다. 말하자면 상부의 예술과 하부의 예술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아카데미 예

술’에서 접점을 찾으며, 이는 기존 예술 질서에 대한 반작용(réaction contre)으로 규정되

며 새로운 질서로 향한다. 즉 바타유의 이질론은 이원론에서 출발하여 일원론을 추구하

는 변증법적 방법론이라고 할 것이다. Bataille 1970b, 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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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안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1929년에 발표한 에세이 「손가락들의 해방...L’alliberament dels dits...」 또한 

이러한 상징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에세이에서도 메뚜기, 작은 물

고기, 부패한 당나귀, 날아다니는 남근, 손가락 등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달

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물들이 무의식 속 불안과 공포의 

기억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일례로, 달리는 일고여덟 살 무렵에 

메뚜기 잡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느날 물고기를 잡고 보니 물고기의 얼굴이 

메뚜기와 닮아 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인 나머지 메뚜기가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고백한다(OC III, 151). 또한 달리는 해방된 손가락에 대

한 자신의 인상을 제시한다. 해방된 손가락, 잘린 손가락은 다음과 같이 달

리에게 있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상징이다.

내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머니들의 보살피는 손길과 연인들이 손

을 맞잡을 때 오직 손가락만이 튀어나오는 현상에 시선이 완전히 집중

되곤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특별한 손짓을 반복하

는 손가락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은 혼란스러웠다. 습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팔레트의 구멍을 통해 유리된 채 튀어나온 내 엄지손가락은 

혼란스럽고도 기묘한 것으로 보인 탓에 꽤나 여러 번 소스라치게 놀랐

다. 최근에는, 손은 숨기면서 손가락은 자유로이 풀어놓는 (참으로 설

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손짓을 관찰했다.

해방된 손가락은 가장 최근의 내 그림과 사진 몇 점의 주제가 되곤 

했다……. 사물들을 더욱더 자유로이 해방할 수 있는 이 폭력적인 길을 

따라서……. (OC III, 154).39

작은 사물과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의미는 「작은 사물들의 시」를 캔

버스에 옮긴 〈조그마한 잿가루〉(그림 2-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39 원문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단어는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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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조그마한 잿가루들〉, 1927-1928

림의 원제는 〈비너스의 탄생El naixement de Venus〉이었다가 〈의미없는 노력

El esforços esterils〉으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조그마한 잿가루〉가 제목으로 

결정되었다(Finkelstein 1996, 42). 이러한 제목의 변천 과정을 보건대, 사랑

의 여신인 〈비너스의 탄생〉처럼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자 했던 달리의 노력

은 〈의미 없는 노력〉이었으며, 결국 모든 열정은 불에 타서 소멸되어 끝내 

〈조그마한 잿가루〉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림 속, 눈을 부릅뜬 달리의 머리

와 지면과 하늘의 경계에 드러누운 잠든 가르시아 로르카의 머리 사이에는 

시에서 언급된 자고새의 머리, 달걀, 체모, 여성의 토르소, 잘린 유방과 손

가락, 당나귀 시체의 잔해 등이 무질서하게 흩뿌려진 채 떠다니고 있다. 이

와 같이 전기 초현실주의 시기부터 달리의 회화에 등장하는 부유물들, 파편

화된 신체나 벌레와 털 등은, 이 장에서 논의된 이론들이 시각화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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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욕망의 좌절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40

〈조그만 잿가루〉를 마지막으로, 달리의 전기 초현실주의 3부작은 끝이 

난다. 달리는 이 그림에 대해 가르시아 로르카에게 “너무나도 즐거워서 죽

어버릴 것만 같은” 그림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사실상 그림이 완성될 무렵 

두 사람은 표현의 방법에 있어 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상반된 노선을 채택

하였다. 1928년에 가르시아 로르카는 『집시 로만세Romancero gitano』를 발표

40  이 외에도 1928년, 달리는 조개껍질과 모래로 〈만족되지 못한 욕망Los deseos insatisfechos〉
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언급된 것과 같은 기호들은 줄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가 제안한 비체(卑體)또는 아브젝트(abject)의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

하다. 크리스테바의 이 개념은 바타유가 쓴 「아브젝시옹과 비천한 형상L’abjection et les 
formes misérables」에서 출발한다. 아브젝트란 기본적으로 금기의 원리에 의해 탄생한 것

임을 역설하며 크리스테바는 바타유를 “각각의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필연성으로서의 

이 금지의 나약성과 아브젝트의 생산성을 연결시킨 유일한 사람(2001, 108)”이라고 정

의한다. 이뿐 아니라 바타유가 하류 유물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동일성(ho-
mogénéité)과 이질성(hétérogénéité)의 관념은 아브젝트에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아브젝

트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 더 가깝다(크리스테바 2001, 25).” 크리스테바의 관점에서 볼 때 달리

의 글쓰기에서 발견되는 신체 파편, 피, 체액, 동물 사체 등은 전형적인 아브젝트한 대

상으로 죽음의 공포를 상기하는 존재이자 신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는 기호가 바로 성 세바스티안이다. 달리가 그린 성 세바스티

안의 모습은 팔다리가 절단되어 피가 솟고, 머리 대신 물고기 한 마리가 달려 있는 기

괴하고 야수적인 형상이다. 이는 크리스테바의 관점에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살인이

나 성적인 것이 그 전형을 이루는 동물이나 동물성(2001, 36)”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인은 달리를 매혹하는 대상이다. 달리가 비록 성인의 감정에 

공감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성인이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이상을 상징하기 때문이

다. 나아가 파편화된 상태의 아브젝트한 신체를 지닌 성인을 통해 달리가 구현하는 개

념이 ‘성스러운’ 객관성이고, 성스러운 객관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들이 곤충떼, 부

패한 당나귀, 그리고 신체의 파편이라는 점으로부터는 신성한 것, 상부의 것과 비천한 

것, 하부의 것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뒤섞이는 질서의 혼란이 발생한다. 실제로 

대소변이나 침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초현실주의자들의 관심은 크리스테바가 아브젝트

의 개념을 발전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고(Rothman 2012, 224),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로마스(David Lomas)의 경우 살바도르 달리라는 인물 자체가 미술사에서 지니는 위상

을 아브젝트한 것으로 본다(“Dalí […] his abject status in art history”; 2000, 146). 나아가 로

마스는 특히 1930년에 이루어진 달리의 『말도로르의 노래』를 위한 삽화 작업을 중심으

로, 문드러지는 살덩어리나 살덩어리를 뚫고 튀어나온 뼈, 식인 등의 형상을 바타유와 

크리스테바의 미학을 통해 분석한다. 이처럼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개념을 중심으로 

달리의 그림과 시를 읽어내는 것 또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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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안달루시아의 전통적인 이미지의 묘사와 서정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달리는 감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이미지의 객관성을 더욱 중시한다. 이 

같은 달리와 가르시아 로르카의 차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꼬치꼬치 캐물

어 들어가는 표현”과 “얼어붙고 텅 빈 응시”로 대비된다(Finkelstein 1996, 

36). 달리는 『집시 로만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달리는 가르시아 로르

카의 새 작품이 지나치게 지역색에 빠져 있고, 너무 개인적이며, ‘과거의 서

정시 규범’에 지나치게 묶여있는 데다 시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고정 관념에 

빠져 있고 순응주의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Fernández et al. 2007, 147). 

두 예술가의 대비는 점점 극명해졌고, 결국 1929년 〈안달루시아의 개〉의 개

봉을 기점으로 이들의 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달리는 현실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여 극한의 시적 세계를 구축하는 가

르시아 로르카의 글쓰기를 보며 표현의 다른 차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그 결과 내면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

식을 비로소 찾아낼 수 있었다. 달리는 자서전에서,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

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어 모습을 드러나는 현상”에 매료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인의 그림자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순결함에 어둠을 

드리웠고”, 시인의 거부할 수 없는 영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생애 

처음으로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고문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

았다고 썼다(Dalí 1942, 176 및 203). 달리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적 언어에

서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도대체 추월할 수 없음

을 깨닫고 동경하는 동시에 질투하며, 일종의 경쟁심에서 자신만의 방법론

을 찾기 위해 더욱 분투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달리가 파리로, 가르시

아 로르카가 뉴욕으로 떠나며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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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죽음의 상징들: 하류 유물론과 공포의 극복

1929년을 기점으로 달리의 그림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주로 

교류하는 인간관계와 활동 배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르시아 로르

카 대신 부뉴엘을 선택하며 파리에 자리를 잡은 것, 그리고 초현실주의자 

그룹의 선봉이었던 시인 폴 엘뤼아르(Paul Éluard)의 아내 갈라(Gala; Елена 

Ивановна Дьяконова)를 만난 것이 일종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또한 

〈안달루시아의 개>와 더불어 엘뤼아르가 제목을 지은 〈음울한 유희Le Jeu 

Lugubre>(그림 2-9)의 발표는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

고, 이로써 1929년은 달리로 하여금 “초현실주의자 그룹의 열렬한 정회원으

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었다(Descharnes & Néret 2019, 139)”. 나아가 〈음울

한 유희>는 달리와 바타유의 접점을 마련하는 작품이기도 했는데, 바타유는 

1929년 12월, 『도퀴망』 7호에서 이 그림을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하

여 거세 공포를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그림 2-10). 파리 예술 신(scene)

에서 달리를 처음으로 비평한 문예지가 바로 바타유의 『도퀴망』이었다.41

달리가 채택한 제목 ‘음울한 유희’는 그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가리

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거세와 이에 상충하는 반응이 풍부한 

섬세함과 놀라운 표현력으로 번역된다. (Bataille 1979a, 21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방점을 둔 바타유의 이러한 해석은, 원작자의 

반응과는 별개로, 달리의 바뀐 관심사와도 일정 부분 결이 같은데, 1929년

을 기점으로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 자리를 잡으며 달리는 「성 세바스티안」

에서 제안하고 발전시킨 ‘성스러운 객관성’의 구현에 정주하지 않고 프로이

41  이뿐 아니라 바타유는 〈꿀은 피보다 달다>와 ｜비록 제목을 〈피는 꿀보다 달다>라고 

바꿔 쓰긴 했으나｜ 〈안달루시아의 개>를 매우 호평하며 달리에 대한 호감을 누차 표

현했다. 그러나 달리는 〈음울한 유희>에 대한 바타유의 해석을 거부했고, 이는 이후 초

현실주의자들과 바타유의 관계가 파탄나는 데에 원인을 일부 제공한다. Descharnes & 
Néret 2019, 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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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음울한 유희〉, 1929

그림 2-10. 〈음울한 유희〉에 관한 바타유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1929

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수용하며, 마지막 전기 초현실주의 작품이

었던 〈조그마한 잿가루>에 드러나는 페티시즘적 집착과 더불어 섹슈얼리티 

그 자체에 대한 집착과 공포의 표현에 더욱 천착하기 시작한다(Finkelstein 

1996, 63).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1929년 이전 시기에는 스스로의 생물학

적 섹슈얼리티를 남성인지 여성인지, 딱 잘라 구분할 수 없게 표현하곤 했

다면 1929년 이후에는 달리 본인을 조금씩 남성으로 정체화하기 시작하고, 

타자로서의 여성 형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

히 갈라와의 애정 관계를 맺으면서 달리는 사랑과 동시에 이성애에 대한 강

박적인 두려움과, 무엇보다도 갈라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절연에서 비롯된 오이디푸스적 공포에 무척 시달린 듯하다. 이러한 공포와 

공포의 표현에 관하여, 핀켈스타인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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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위대한 자위꾼〉, 1929

달리는 헤테로섹슈얼 성향으로 이행한 것이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

하고, 양성적인 자아상을 유지했다. 그는 또한 위협적인 형태의 여성 

성기와 더불어 남성 성기의, 상당히 과잉된, 표현을 통해 표현되는 성

적 무능력에 대한 공포와 거세 공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Finkel-

stein 1996, 100)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1929년부터 1930년대 초반을 즈음하여 달리가 

종종 사용한 ‘자위꾼(masturbador)’의 상징은 이성애로부터 느끼는 공포에 

대한 일종의 대항이다. 〈위대한 자위꾼Le Grand Masturbateur〉(그림 2-11) 에

서 볼 수 있듯, 콧날이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달리의 얼굴에서 여성의 상

반신이 뻗어 나온다. 이 여인은 코 아래에 붙어 있는 개미가 우글거리는 메

뚜기와 더불어 두려움을 표현하고, 남근에 닿을 듯한 여인의 입술은 에로틱

한 감정보다는 오히려 남근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긴장감을 부

지불식간에 야기한다. 이 시기 달리를 지배한 신경증적 공포의 정서는 죽음

과 부패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동명의 시 「위대한 자위꾼」은 「산 세바스티안」이 그러하였듯, 1929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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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작품 세계에 등장할 다양한 소재와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전의 시와 

마찬가지로 시행의 호흡은 매우 짧고 빠르며, 마치 박물관의 풍경을 그리는 

것처럼 다양한 사물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에는 두 명의 ‘위대

한 자위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자위꾼은 그림과 유사한 모습을 취하고, 

두 번째 자위꾼은 달리 자신인 것으로 묘사된다.42 

위대한 자위꾼의 두 번째 얼굴은

첫 번째 얼굴보다 훨씬 축소된 크기이나

그 표정은 보다 자신감 넘치고 달콤하다.

그는 닷새 전에 머리를 밀었고

진정한 똥에 의해

약간은 똥색으로 그을리고 갉아먹힌

갓 자란 콧수염을 지녔다.

El segundo rostro del gran Masturbador

era de tamaño más reducido que el del primero

pero su expresión era orgullosa y más dulce.

Afeitado hacía cinco días

llevaba el bigote recién nacido

roído chamuscado ligeramente mierdoso

de verdadera mierda. (OC III, 204-205)

뒤이어, 이 두 ‘위대한 자위꾼’ 사이에 빌헬름 텔(Wilhelm Tell) 부자의 형

상이 드러난다. 텔 부자의 이미지는 달리에게 다른 형태의 신경증을 불러

일으킨다.

두 위대한 자위꾼들의 얼굴, 거대한 그림, 그리고 빌헬름 텔 조각상은 

쾌락의 순간을 새긴 얼굴 조각들의 눈길을 표현하는 토파즈와 똥무더

42  이때 달리는 가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한 상태였

다. Néret 2017,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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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이의 무정한 혼란이 불러일으키는 불균형과 유사하게 공황 상태

를 부추기는 듯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Los dos rostros de los grandes Masturbadores, el enorme cuadro y las esculturas de 

Guillermo Tell guardaban entre sí tal relación y estaban colocados de tal manera 

que provocaban una crisis mental similar a la que puede producir en el espíritu 

la asimetría que ocasiona la confusión culpable entre el topcio que reemplaza a 

la mirada en los rostros esculpidos que representan el momento del placer y un 

montón excremental. (OC III, 205-206)

이 빌헬름 텔의 조각상은 분변학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부패한 사체들과 

직결된다. 이어지는 달리의 묘사에 따르면 빌헬름 텔 조각상의 형상 아래

에는 짧은 분수대 산책로가 있는데, 이 산책로는 썩은 당나귀, 말, 고양이, 

메뚜기, 새, 성게, 메뚜기를 닮은 물고기 등의 ‘맑은 분해(la descomposición 

clara)’를 상기시킨다(OC III, 207-208). 산책로의 분수대들을 이루는 돌에는 

수많은 메달이 박혀 있고, 이 메달들에는 각각 욕망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

하는 이미지, 사이프러스 나무 열매가 든 바싹 마른 똥의 이미지, 나폴레옹

과 빌헬름 텔, 마카베오 형제들의 살육 현장, 모욕을 상징하는 나비 장식, 

그리고 다시 썩은 동물 사체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OC III, 209-211). 이

로부터, 달리에게 있어 빌헬름 텔은 아버지에 의한 거세 공포의 상징물임

을 알 수 있다.

이 메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면 수컷을 집어삼키는 암사마귀의 

모습과 더불어 절박한 노래를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환각적인 미소를 짓는 물결처럼 굽이치는 머리칼과 훌륭한 

가슴을 가진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법한 

악명 높은 모던 스타일 인테리어에만 오직 사용되는 변신 모티프의 장식

용 스테인드글라스의 모습이 매우 정밀하게 떠오른다.

La contemplación sucesiva de todas esas medallas evocaba con precisión la escena 

de la mantis religiosa devorando al macho y también las vidrieras decorativas en 

colores con motivos de metamorfosis que sólo existen en esos infames interi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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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tyle en los que está sentada al piano una hermosísima mujer de cabellera 

ondulada de mirada aterradora de sonrisa alucinante de pechos espléndidos dis-

puesta a gritar un canto inminente. (OC III, 211)43

이처럼 「위대한 자위꾼」에서는 여성 섹슈얼리티가 공포스러운 것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남성

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인물의 형상 또한 등장하여 달리의 복합적인 

두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곳에서는 찬미할 수 있다

머리를 땋은 그리고 여성의 가슴을 가진

그리고 굵직한 음경과 묵직한 고환을 가진

중요한 인물의 거부할 수 없고

섬세한 다양하면서 무척이나 사실적인 재현을.

Allí se podían admirar

varias reproducciones muy realistas

del notable personaje irresistible

y delicado con moño y senos de mujer

de verga gruesa y pesados testículos. (OC III, 213)

달리는 갈라를 만난 이후에도, 타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면의 공포에 

천착하며 죽음의 공포까지도 야기하는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있었고, 이

러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바타유가 말하는 하류 유물론의 대상들로 표현

되고 있었다. 이성애적 관계에서 달리가 느낀 성적 무능력에 대한 공포감은 

기실 아버지 컴플렉스, 오이디푸스적 거세 공포와 불가분의 관계로 그려지

43  짝짓기가 끝나면 수사마귀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암사마귀의 이미지는 또한 「밀레의 

〈만종〉에 얽힌 비극적 신화El mito trágico de El Ángelus de Millet」의 주요한 모티프로 사용

되기도 한다. 달리는 〈만종〉의 부부를 짝짓기를 앞둔 한 쌍의 사마귀로 보고, 파괴와 죽

음을 앞둔 남성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Molina Barea 2012, 183 참조. 원문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부분은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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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빌헬름 텔Guillermo Tell 〉 속 눈알이 흘러내려 피를 흘리며 성기를 내놓

은 아버지 빌헬름 텔이 손에 쥔 피 묻은 가위와, 가느다란 가지에 달린 잎사

귀로 겨우 성기를 숨긴 채 두려움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들 빌헬름 텔 사

이의 긴장감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그림 2-12). 르네 크르벨(René Crevel) 

또한 달리가 빌헬름 텔을 부활시킨 것은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를 부활시

킨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Fanés 2007b, 146). 그러나 달리의 하부적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점차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며, 통념상 혐오스러운 물질

은 달리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찾는 영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에 기고한 「부패한 당나귀L’Âne Pourri」는 이러한 달리

의 목표가 ‘편집증적-비판적 방법론método paranoico-crítico’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론적 텍스트이다.

환영이 너무도 쉽게 현실의 모습을 차용하고, 나아가 유물론적 사고

그림 2-12. 〈빌헬름 텔〉,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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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여기에 특별히 조르주 바타유의 유물론적 사고와 더불어, 

이 양반이 근거도 없이 현대 심리학에 기반하여 노망이 난 것처럼 

회춘하고자 하는 구닥다리 유물론 전반을 언급한다)가 멍청하게도 

현실의 폭력과 혼동하는 환영의 폭력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은, 현실과의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그 존재의 근거가 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 이미지의 예에서, 만약 그 이미지 중 하나가 부패한 당나귀 사체

의 형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문제의 당나귀가 실존하며 수천 마리 

파리와 개미떼에 뒤덮인 채 끔찍하리만치 부패한 상태일 수 있고, 그

리고 이 경우처럼 시간의 관념과 무관하게 이미지의 총체적인 상태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할 수 없더라도, 그 무엇도 내가 환영

의 다중적인 존재를 인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당나귀의 

이 잔인한 부패 과정이 눈부시고 단단한 새로운 보석의 상에 불과하다

고 나를 설득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세 가지 환영, 분변, 혈액, 그리고 부패의 뒤에, 

우리가 열망해 마지않는 바로 그 “보물의 땅”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

지 알 수 없다.

환영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공포의 환영을 통해 

욕망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익혔고, 심지어 비열한 분변학적 환

영을 통해 “황금의 시대”를 일깨우는 법 또한 익혔다(OC IV, 205).44

새로운 이미지는, 사고의 기능적인 형식으로서, 폭력적으로 거부당하

는 동시에 욕망의 자유의지를 기어코 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이미지의 치명적인 활동은, 다른 초현실주의적 활동과 비

교되는 형태로, 미학적, 인간적, 철학적 이상 등 모든 분야의 악명 높

고 혐오스러운 이상을 통해, 자위, 노출증, 범죄, 그리고 사랑의 명징

한 원천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현실의 파괴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어떤 이상도 공유하지 않는 이상주의자들. 인간의 의식이 당면한 

44  여기서 달리가 바타유를 거명하며 그의 유물론적 입장을 논박하고자 천명하는데, 이는 

초현실주의자 그룹의 실권을 쥔 브르통을 고려한 정치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은 주류 초현실주의보다는 바타유의 이론과 더 

많은 접점을 가진다. OC IV, 1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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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봉사하는, 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의 이상적인 이미지들 

(OC IV, 207).

이처럼 달리는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하부적 대상들을 편집증의 상태로 

꼬치꼬치 캐물어 들어가며, 각각의 대상이 지닌 중층적인 본질을 포착하여 

캔버스에 한데 옮기기를 희망하였고 이것이 달리가 표현하는 “새로운 이미

지”, 곧 이중 이미지와 편집증적-비판적 이미지이다.45

「부패한 당나귀」에서 혐오스럽고 역겨운 물질과 상상들이 “보물의 땅”

과 “황금의 시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달리에게 근원적 공포를 불러일으

키는 대상들이 점차 그 파괴적인 힘을 잃어감을 알 수 있다. 아들을 향해 

화살을 쏘는 아버지를 다루는 빌헬름 텔의 신화는 �위대한 자위꾼�에서 아

버지 컴플렉스를 상징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갈라에게 바치는 사랑시 

�사랑과 기억L’Amour et La Memoire�과 �나는 갈라를 먹는다Je mange Gala�에

서 이 공포는 식인의 형태(canibalismo)로 비로소 극복되고, 종국적으로 빌

헬름 텔은 나르키소스로 화한다. 여전히 육체적 성애(性愛)는 달리에게 공

포의 대상이지만, 보다 초월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은 달리에게 그 무엇

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사랑과 기억」에서 달리는 갈라를 들어 “내 삶의/모든 환상이고/모든 

현현이며/그녀의 고통은/나의 고통이고/그녀의 죽음은/나의 죽음이다(OC 

III, 222-223)”라고 말하며 갈라와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빌헬름 텔은 아들의 목숨을 손에 쥔 사투르누스적 아버지의 괴기한 모습을 

지니고는 있으나, 갈라 앞에서 힘을 잃는 것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이 시가 

45  분명히 해야 할 지점은 편집증적-비판적 방법론이 브르통의 자동기술법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초현실주의적 자동기술법이 바로 그 순간 떠오르는 무의식의 편

린을 여과 없이 받아쓰기를 지향한다면, 편집증적-비판적 방법론은 “혼란을 체계적으

로 구성하는 폭력적일 만큼 편집광적인 의지(OC IV, 201)를 필요로 한다. 즉, 브르통이 

창작을 위해 “이성의 온갖 통제가 부재하는 상황(Breton 1966, 37)”을 요구한 반면 달리

는 이성이 매우 기민한 편집광적 상태를 요구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혼란을 매우 체계적

으로 구상하고 설계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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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시기에 그려진 또 다른 빌헬름 텔 모티프의 그림 〈빌헬름 텔의 노

년La vejez del Guillermo Tell〉을 보면, 빌헬름 텔은 아담과 이브를 쫓아낼 정

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나 앞의 피 묻은 가위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서

는 모습과는 괴리감이 있다(그림 2-13). 그는 여성의 가슴을 가진 것으로 묘

사되고, 하반신을 천 뒤에 숨기고 있다. 달리에게 아버지 형상의 초자아가 

패퇴하는 순간이다. 이 같은 승리의 순간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가슴 속 깊은 분노를 지닌 빌헬름 텔이

이빨 사이에 

허리띠처럼 

감는 천과

매우 길쭉한 

빵 한 조각을

꽉 물고

그리하여 자유로운 두 손으로

나무를

기어

그림 2-13. 〈빌헬름 텔의 노년〉,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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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의

이 외설적인 풍경 너머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발기하게 하는

순수하고 유일한 재현.

Representación pura y única

que me hace tener una erección y descargar

al margen

de esta escena indecente

cuando el Guillermo Tell con la rabia en el corazón

con los dientes aferrando la tela

que envuelve

como un cinturón

un pan

bastante largo

y por lo tanto

con las manos libres

trepa

al

árbol. (OC III, 227)

이때 “순수하고 유일한 재현”의 대상은 맥락상 갈라를 가리킨다. 즉, 갈

라의 존재가 분노로 가득한 빌헬름 텔의 망령을 몰아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때 빌헬름 텔의 표정은 “갈수록 화가 누그러지는/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가장 진실된 경멸의 표정이/얼굴에 새겨진(OC III, 228)”것으

로 묘사되고, 아들을 잡아먹고자 달려들던 아버지의 형상은 더 이상 위협적

이지 않다. 이 같은 변화는 시의 마지막 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랑과 기억이 지닌

공통의 쾌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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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

있는

계단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무에 톱질을 하는

이 나체의 여인을

야수가

못 본 체 지나치며

말을 건넨다

부인

저는 이빨이 몇 개 없소이다

Al margen

de la

no muy antigua

alegoría corporativa

del amor y la memoria

esta mujer desnuda

que sierra madera

en lo alto de una escalera

y la bestia

que pasa sin mirarla

le dice

señora

no tengo muchos dientes. (OC III, 232)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달리는 갈라와의 관계에 더욱 몰입할 수 있

게 되었다. 「나는 갈라를 먹는다」에서 달리는 갈라를 마치 음식과 같이 도

량형으로 표현하며 갈라를 삼켜 소화함으로써 비로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다. 시는 두 곡(canto)로 구성되며, 각 곡의 제목은 “액상형 

도착의 탄생Nacimiento de las perversiones líquidas”과 “영양분이 풍부한 도착의 

탄생Nacimiento de las perversiones nutritivas”으로, 달리의 성욕과 식욕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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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대상은 달리에게 정신적 자유를 의미한다(Richter 2014, 9). 즉 달리

는 비로소 강박적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수십 리터의 갈라는 어디에 있나?

갈라

그대를 마시겠소

왜냐면 그대는 내 갈증의

육욕의 탁자와 샅가리개에 다름 아니기에

¿Dónde están los decalitros de Gala?

Gala

te beberé

porque no eres otra

que esta mesa y esta bragueta carnales

de mi sed (OC III, 245)

갈라의 리터와

갈라의 킬로그램은

어디에 있나

왜냐하면

갈라여

그대는 내 갈증의 식탁

내 배고픔의 축음기

내 갈증과

내 배고픔의

대낮의 샅가리개

Dónde están los litros

dónde están los kilos

de Gala

porque

Gala

eres la mesa de mi sed

y el fonógrafo de mi hambre

y la bragueta diu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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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i sed

y de mi hambre (OC III, 255)

이처럼 달리는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의 유령을 떨쳐내는 데에 성

공하여, 내면으로 흐르던 리비도의 방향을 외부로, 상대방인 갈라로 향하

게 재설정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가 바로 동명의 

그림과 함께 발표된 「나르키소스의 변신Métamorphose de Narcisse」이다(그림 

2-14). 달리가 나르키소스로서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은 다름아닌 갈라다. 

마치 라캉의 거울 단계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달리는 갈라에게 스스로를 

투영하며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다다랐다(Molina Barea 2012, 185). 따라서 

시의 제목이기도 한 ‘나르키소스의 변신’은 달리가 갈라가 되고, 갈라가 달

리가 되는 합일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르키소스, 그대는 육신을 잃는다,

그대의 사라지는

천 개의 상(像)에 격노하고 혼란스러워,

치명적으로 상처 입은 그대의 육체는

사랑이 남긴 노란색 잔해

그림 2-14. 〈나르키소스의 변신〉,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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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즈의 벼랑을 향해 떨어지고,

그대의 새하얗고, 게걸스레 먹혀버린 육체는,

코끝이 아린 향이 나는 검은 보석의

흉포한 광물성 홍수의 비탈길을 따른다

그대 육신…….

혈관이 찢어지는 새벽 《피의 부두》46에서 

붉은색 은 장신구가

번뜩이는

깊은 밤 빛도 나지 않는 강어귀까지.

Narciso, pierdes tu cuerpo,

arrebatado y confundido por el reflejo milenario de tu

desaparición,

tu cuerpo herido mortalmente

desciende hacia el precipicio de topacios de los restos

amarillos del amor,

tu blanco cuerpo, engullido,

sigue la pendiente del torrente ferozmente mineral

de negras pedrerías de perfumes acres,

tu cuerpo...

hasta las desembocaduras mates de la noche

al borde de las cuales

ya destella

toda la platería roja

de las albas de venas rotas en «los desembarcaderos de la

sangre». (OC III, 265)

더 이상 그의 어느 부분도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새하얀 머리의 환각적인 타원형을 제외하면,

다시 보다 부드러워진 그의 머리,

46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원주). 시는 가르시아 로르카가 사망한 이후인 1937년에 쓰

였고, 가르시아 로르카가 1925년에 이미 「나르키소스」라는 제목의 소네트를 발표한 사

실까지 고려한다면 달리가 스스로를 투영하는 대상에는 갈라뿐만 아니라 가르시아 로

르카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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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생물학적 의도의 번데기인 그의 머리,

물에서 솟는 손가락 끝이 지탱하고 있는 그의 머리,

손가락 끝으로,

우둔한 손의,

끔찍한 손의,

오물을 집어먹는 손의,

죽음의 손의,

그 자신이 비친 상의 손가락으로.

이 머리가 쪼개질 때,

이 머리가 폭발할 때,

꽃이 피어난다,

새로운 나르키소스가,

갈라,

나의 수선화여.

No queda más de él

que el óvalo alucinante de blancura de su cabeza,

su cabeza de nuevo más tierna,

su cabeza, crisálida de segundas intenciones biológicas,

su cabeza sostenida con la punta de los dedos del agua,

con la punta de los dedos,

de la mano insensata,

de la mano terrible,

de la mano coprofágica,

de la mano mortal

de su propio reflejo.

Cuando esa cabeza se raje,

cuando esa cabeza estalle,

será la flor,

el nuevo Narciso,

Gala,

mi narciso. (OC III, 267)

위 인용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달리를 상징하는 나르키소스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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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성 세바스티안이 온몸에 화살을 맞듯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험난한 길

을 거치며 “육신을 잃”는 단계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명의 그림이 보여주

듯, 사라진 육신은 유일하게 “환각적 타원형” 즉 알의 형체만을 남겼으며 

이 알 껍데기의 깨진 틈으로 피어난 수선화 한 송이는 갈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또한 상징한다. 이는 에로티즘의 논

리에서, 불연속적 존재들이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여 끝내 연속성을 달성하

는 단계에 다름 아니다. 

앞서 다룬 텍스트들은 모두 피, 체액과 같은 무형(informe)의 대상, 분변

학적 이미지, 공포를 상징하는 대상, 가령 메뚜기나 암사마귀, 그리고 죽음

을 상징하는 이미지들, 피투성이의 몸이나 부패한 동물 사체 등을 담고 있

다. 이는 그야말로 바타유가 상정하는 하류 유물론의 물질로 컴플렉스와 강

박, 트라우마, 그리고 욕망의 좌절 등 삶의 어두운 측면, 라레아 식으로 표

현하자면 내현실(subreal)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이 시기 달리를 지

배하던 아버지 컴플렉스에서 기인한 거세 공포는 아들의 목숨을 걸고 활을 

쏘는, 자식의 목숨을 손에 쥔 아버지 빌헬름 텔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

러나 달리는 갈라의 동일시를 통해 공포를 대면하고 극복함으로써 연속성

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할 포스터(Hal Foster)는 브르통과 바타유의 초현실주의가 특히 죽음 충

동을 다루는 태도에서 크게 구별된다고 지적한다. 브르통이 삶과 죽음이라

는 양극단을 ‘초현실’이라는 대안적 세계관에서 융화하고자 했다면, 바타

유는 삶과 죽음을 무형의 상태로 해체하고자 하였다. 바타유의 초현실주의

는 브르통과 달리 죽음 충동을 오히려 계발하고, 심지어는 격화하고자 했다

(Foster 1993, 22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달리는 자신을 덮치는 공포스러

운 트라우마와 강박을 피해 안주할 수 있는 대안적 현실을 찾기보다는 오히

려 이 고통에 직면하고, 편집증적인 상태에서 사고의 흐름을 매우 철저하게 

기록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찾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브르통의 그

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바타유의 ‘이단’ 초현실주의 경향에 더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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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웠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리가 초

현실주의자 그룹에서 축출당하는 사건은 이미 운명지어져 있었던 것이다.47

47  브르통과 달리의 성향 차이는 『말도로르의 노래』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에서도 매우 선

명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의 4장에서 언급되겠으나, 브르통의 경우 『말도로르의 노래』

에 나타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때로는 심지어 잔혹하기까지 한 이미지보다는 제6곡
의 “해부대 위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처럼 아름답다!”는 문장을 특히 금과옥조로 

여겼다. 반면 달리의 경우 후자보다는 전자에 훨씬 관심을 보였다.

달리의 우선순위는 브르통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그[달리]는 텍스트에

서 보다 야수적이고, 격하된 성질의 결합으로 인해 시적 서정성의 가치가 

절하된 지점으로 눈을 돌리는데, 예컨대 말도로르가 상어와 성교를 한다

거나, 브르통에게는 여전히 훨씬 불쾌할 수 있는, 우연히 마주치는 다양한 

젊은 처녀들에 대해 말도로르가 성적 포식(sexual predation)을 저지른다거

나 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로서는 달리가 브르통과 다른 텍스트

를 읽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느 모로 보나 프로이트처럼 현대의 마

이다스에 다름 아닌 그의 손아귀에서, 『말도로르의 노래』에서는 ‘세 가지

의 위대한 복제품(simulacra)’이 조금씩 스며나온다 — 똥, 피, 그리고 부

패. (Lomas 2000, 149-150)

이처럼 브르통을 중심으로 하는 초현실주의자 그룹이 마치 성경처럼 여겼던 『말도로르

의 노래』에 대한 달리의 접근은 브르통이 숙적(sworn enemy)으로 규정한 바타유의 관

점과 합치하는 부분이 더 많다. 달리의 『말도로르의 노래』 삽화 연작이 그가 브르통의 

그룹에 합류하고 파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인 1930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달리는 애초부터 브르통을 필두로 한 주류 초현실주의자 그룹과는 물

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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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설탕의 스핑크스〉,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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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에로티즘의 추구: 죽음과 사랑에 관한 희곡들

무대 예술과 달리의 관계는 비교적 오랜 것이다. 가르시아 로르카의 희곡 

「마리아나 피네다Mariana Pineda」의 무대 디자인은 달리의 손을 거친 것이

고(Gibson 2019, 180), 미로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가 무대를 디자인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Сергей Дягилев)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Roméo et 

Juliette」을 관람하고 큰 감명을 받기도 하였으며(OC III, 79) 파리에 가서 부

뉴엘과 함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와 〈황금 시대L’Âge D’Or〉를 제작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달리는 음악에 본래 큰 관심이 없었던 반면 부뉴

엘은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 〈안달루시아의 개〉에서는 리하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de」를, 〈황금 시대〉에

서는 바그너와 더불어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드뷔시 등 다양한 작곡

가의 곡을 적당히 조합하는 등 음악에 대한 부뉴엘의 조예는 깊은 편이었

다(Edwards 2009, 38). 달리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러한 부뉴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루는 희곡 텍스트는 모두 발레 공연을 위한 것이었다. 각 텍

스트의 문제의식은 앞의 장에서 다룬 강박적인 공포와 트라우마에 관한 그

것의 연장선에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전시하기 위한 무대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 및 안무에 대한 달리의 주문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앞선 논의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시나 에세이에서 제시된 두려움, 공

포, 트라우마가 어떠한 서사적 흐름을 이루면서 그에 따르는 종착점을 보

여주지 않았다면, 이 장에서 논의할 희곡 텍스트는 다소 경우가 다르다. 시

와 에세이의 화자가 달리 본인이었다면, 희곡 텍스트 속에서 발화하는 주체

는 다양하다. 복수의 등장인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진행되는 서

사 구조 속에서, 달리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동

시에 이를 단순히 전시하는 데에 정주하지 않고 나아가 그 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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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희곡들 모두 ‘사랑’을 주제로 취하는 동시에 결말이 ‘죽음’으로 귀

결된다는 점에서, 달리의 사상이 바타유의 에로티즘적 세계관에 보다 근접

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달리의 정서 상태를 잘 나타내는 작품이 바로 〈설탕의 스핑크스

La esfinge de azícar〉이다(그림 3-1). 그림의 상당 부분은 거대한 오렌지색 구

름으로 뒤덮여 있고, 이를 마주하고 앉은 갈라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은 나

머지 위태로움을 자아낸다. 갈라의 앞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함께 에로틱

한 감정과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만종〉의 부부가 있다(그림 

3-2). 달리는 갈라를 수많은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스핑크스라고 말하곤 했

고, 신화 속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한 자를 목졸라 죽이고 잡아

먹는 괴물 또는 포식자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설탕의 스핑크스〉는 죽음

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즉 이 장에서 주요

히 다루는 문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48

48  작품의 제목에서 스핑크스를 수식하는 ‘설탕’의 경우, 스핑크스에게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The Dalí Museum. Collection of 
The Dalí Museum Library and Archives. https://archive.thedali.org/mwebcgi/mweb.exe?request=re-
cord;id=1665;type=101 참조. (검색일: 2022. 5. 12.) 

그림 3-2. 필자 촬영, 〈설탕의 스핑크스〉
부분 확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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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란의 트리스탄」: 사랑으로 인한 광증과 죽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달리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크게 매료

되었다.49 「트리스탄」은 바그너가 완성한 오페라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고 

그 내용도 난해하지만, 동시에 그의 창작력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다(이동용 2011, 189). 특히, “사랑을 통한 구원

(redemption through love)”이라는 바그너의 중심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동

시에 이 주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거치고 원숙해진다는 점에서도 「트리스

탄」의 문학적 의의는 매우 깊다(Raphael 1963, 113).

바그너의 오페라에 기반한 달리의 1938년 및 1944년작 발레 「광란의 트

리스탄Tristán loco」은, 그 스스로도 “내가 창작한 연극 작품 중 최고”라고 스

스럼없이 표현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텍스트였다(Dalí 1942, 379).50 “편집

광적 공연(espectáculo paranoico)”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작품은, 편집증적-

비판적 방법론의 전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만종〉의 이미지를 중심

으로 목발, 메뚜기, 사마귀 등의 상징이 소품으로도, 그리고 안무의 한 부분

으로도 활용되며 사랑 앞에서 불안한 달리의 심리를 실로 섬세하게 그려낸

다. 〈광란의 트리스탄〉에 관한 달리의 그림들에도 〈만종〉의 흔적이 선명하

게 남아있는데, 1938년의 그림 배경에는 〈만종〉 속 부부의 거대한 실루엣이

(그림 3-3), 1944년의 그림 속 이졸데의 등 뒤에서는 〈만종〉의 손수레가 뻗

49  이하 이 작품을 언급할 시 「트리스탄」으로 축약하여 표기한다. 「트리스탄」에 대한 달

리의 애정은, 앙드레 마리(André Mary)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경이로운 이야기Le 
merveilleuse histoire de Tristan et Iseult』를 위해 1970년에 작업한 21점의 삽화 등에서 잘 드러

난다(Elder 2013, 612).

50  흥미롭게도 2013년, 이탈리아 출신의 극작가 다니엘레 핀지 파스카(Daniele Finzi Pasca)
가 〈광란의 트리스탄〉을 위한 배경 그림(그림3-2 참조)에서 영감을 받아 〈라 베리타 La 
Verità〉라는 서커스 공연을 완성했다. 몬트리올에서 막을 올린 이 공연은 목발 춤과 같

은 원작의 요소를 계승하는 동시에, 고난도의 아크로바틱과 현란한 의상과 조명 등 현

대적 기술을 첨가하여 달리가 상상한 꿈의 세계를 현실로 가져왔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

다. https://finzipasca.com/en/creations/la-verita/ 참조(검색일: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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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오고 있다(그림 3-4).

달리의 트리스탄은 작품 내내 대사 한 마디 없다. 그야말로 거세된 

인물에 다름없는 트리스탄은 목발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운 무기력한 모습이다. 반면 트리스탄의 아내는 허영에 사로잡히고 

히스테리컬하며, 천박한 성격의 미국인으로 그려진다.51 대부분의 대사는 

트리스탄의 아내의 것이고, 간혹 ‘출세한 여인(la joven arribista)’이 그의 

대사에 호응한다. 요컨대, 무기력 상태에 빠진 트리스탄은 대사가 없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물인 반면, 트리스탄의 아내와 출세한 여인은 

대부분의 대사를 진행하며 극을 이끌어나가는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다.

작품의 부제가 “편집증적-비판적 희곡”이고, 달리가 편집증적-비판적 

방법론을 개진한 중심 작품이 〈만종〉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광란의 트리

스탄」은 밀레의 〈만종〉을 주요한 모티프로 하여 전개된다. 무기력한 트리

스탄이 유일하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때는 누군가의 입에서 〈만종〉이라

는 단어가 발화될 때이다.

51  이졸데와는 별개의 인물이다. 달리의 이 작품 속에서 이졸데는 이미 죽은 것으로 표현

된다.

그림 3-3. 〈광란의 트리스탄〉,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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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탄, “밀레의 〈만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각한 공황 상태

에 빠진 채 책상 위에 놓인 전정가위를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용수철

처럼 튀어오른다. 백개먼 게임을 하는 두 여인이 트리스탄을 말리고, 

트리스탄의 아내가 그를 앉히면 출세한 여인은 그의 손에서 가위를 거

둔다. (OC III, 956)

그렇다면, 왜 〈만종〉은 이토록 트리스탄을 불안하게 하는가? 달리는 트

리스탄의 아내의 입을 빌려, 트리스탄이 〈만종〉에 대해서만 유독 격한 반응

을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트리스탄의 아내 —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점점 더 강렬하고 황급하

게, 조금은 비장함이 묻어나는 박식한 어조로) 살바도르 달리의 가장 

최근의 편집증적 비판적 발견에 따르면, 누가 봐도 대수롭지 않은 밀

레의 〈만종〉 속 이미지는, 그 판에 박힌 사탕발린 형상 아래에, 늘상 

어떤 수수께끼를 숨겨 왔어요. […] 왜냐하면 그는, 이 남자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 보여요, 트리스탄? 죽어 있다고요! (OC 

III, 957)

트리스탄의 아내 — 불안한 수컷의 육체의 실루엣 앞, 처절하도록 공

그림 3-4. 〈「광란의 트리스탄」을 위한 프로젝트〉,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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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럽게 비워진 경직된 복부 앞에서, 생명력 넘치는, 제국주의적인, 

귀신 같은 암컷이 모습을 드러내요, 사마귀가! […] 언제라도 덮칠 듯

한 공격 태세를 취한 것처럼 갈고리 달린 다리를 번쩍 든, 키가 크고 

화려한, 혼동할 수 없는 수태의 무게와 곡선이 드러나는 배를 채우는

군요.

출세한 여인 — (두 손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마치 아주 먼 일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곤충에 관한 환각적

인 생물학적 신화처럼 모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암사마귀는 교접하

는 동안 수사마귀를 잡아먹는다.” (OC III, 957)

트리스탄의 아내 — (고백할 수 없는 기억을 내비치며, 견딜 수 없이 

슬프고 매우 천천히 말하며) 지금의 내 기억에 따르면 그는, 그 남자

는(고갯짓으로 남자의 형상을 가리키며), 악당 같은 아이들의 손에 잔

혹하게 고문당한 뒤 길거리에 내버려진 채로 다리에 묶인 끔찍한 끈을 

질질 끌고 다니는 메뚜기를 소름이 끼칠 만큼 닮았어요. (그리고, 트리

스탄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어루만지듯, 간청하듯, 말을 건

넨다) 트리스탄, 나의 삶이여, 나는 얼마나 미쳤나요, 얼마나 당신을 

다치게 했나요, 당신을 돌보기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요, 나 어찌 그

대를 해하겠어요, 그대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어찌 다 설명하겠

어요, 당신을 다시금 스스로의 두려움 속으로 깊게 가라앉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찌 다 하겠어요, 그대 기억의 과도하고 본능적인 저

릿저릿한 채찍질 속에서요! 트리스탄, 나의 생명, 다시는 그대에게 밀

레의 〈만종〉을 언급하지 않겠어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트리스탄은 목발을 모조리 

떨어뜨리며 발작을 일으킨다. (OC III, 962)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광란의 트리스탄」의 주제가 이성애적 관

계 속 여성 앞에서 느끼는 성적 무능력과 거세에 대한 공포의 연장선에 있

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마귀는 〈위대한 자위꾼〉에서 달리의 입을 봉하고 있

는 거대한 메뚜기, 두려움과 무력감의 상징에 정면 대응하고 이 곤충의 짝

짓기 중에 수컷을 잡아먹는 본능적 잔혹함은 자신이 여성에 의해 ‘잡아먹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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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일깨우며 그의 거세 공포를 자극한다. 아내의 입에

서 나온 〈만종〉이라는 단어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트리스탄이 곧장 손에 

쥐는 사물이 ‘전정가위’라는 것 또한 이와 결이 유사하다.52

달리가 주로 사용하는 상징물 중 하나인 목발 또한 「광란의 트리스탄」에

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무력감이 작품의 주된 정서라는 데에 

재차 무게가 실린다. 손에 짚는 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의 목발의 

원형은 고야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즐거운 캐리커처Caricatura alegre〉

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No hubo remedio〉와 같은 그림에서, 위와 같은 형

태의 목발은 어딘가 의지하지 않으면 축 늘어져버릴 신체 부위를 받치고 있

다. 특히 〈즐거운 캐리커처〉에서, 수도승이 목발로 받치고 있는 비대한 코

는 크게 벌어진 입과 함께 종교인의 엄숙함을 한바탕 전복하는 남근 이미

지(phallic image)에 다름 아니다. 달리는 이러한 고야의 표현 방법을 계승한 

것인데, 질 네레는 달리 그림 속 늘어지는 물성은 과도한 성적 망상의 표현

이고 이는 목발과 함께 죽음과 부활, 즉 다 타고 남은 재에서 다시 소생하

기를 반복하는 성행위의 영속적인 순환을 상징하며, 특히 확고불변한 지면

에 단단히 고정되어 하릴없이 흘러내리는 사물을 지탱하는 목발은 성욕의 

급격한 팽창을 경계하며 그 균형을 잡는 현실의 관념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다(Néret 2017, 29). 따라서 트리스탄이 추는 ‘목발의 춤’은 이 연장선상에

서 설계된 것이다. 

피아노 연주자가 위기의 테마를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한다. 트리스탄

은 춤을 춘다. 이 춤은 목발의 춤이다. 목발의 춤은 영혼과 근육의 절

대적 쇠약 상태에서 기인하는 물리적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쇠

약 상태는 광범위하고 폭발적인 충동 뒤에 따라온다. 따라서 춤은 중

력 법칙이라는 흉포한 존재의 지배를 받으며 이에 따라 결정된다. 해

부학적 날갯짓 이후에는 팔다리가 극도로 이완되고 이러한 상황에 목

52  1930년작 그림 〈빌헬름 텔〉에서 나뭇가지로 고간을 겨우 가린 아들 앞에서 빌헬름 텔이 

손에 황금색 가위를 쥐고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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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빌헬름 텔의 수수께끼〉, 1933

그림 3-6. 프란시스코 고야, 
〈즐거운 캐리커처〉, c.1796

그림 3-7. 프란시스코 고야,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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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목발은 트리스탄의 과격한 몸짓이 지나는 

최소한의 미학적 뉘앙스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OC III, 959-960)

이처럼 1938년 판에서는 트리스탄의 광증과 내면의 공포를 중심으로 내

용이 전개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에서 극이 끝난다. 그러나 1944년 판에

서는 이 긴장감이 절정에 다다랐다가, 이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938년 판의 특징적인 안무가 트리스탄의 ‘목발

의 춤’이었다면, 1944년 판은 ‘만종의 춤’으로 시작된다. 달리는 만종의 춤

의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만종의 부부를 향해 몇 발짝 움직인다. 그 순간, 남녀의 짝들이 짚단을 

흔들고, 비제의 「아를의 여인」의 무곡이 연주되자, 어안이 벙벙한 채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진 트리스탄의 바로 눈앞에서 만종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만종의 춤은 사마귀의 식인 의례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모두의 춤은 만종의 강박증적 특징 중 하나인 같은 행동을 무한히 반

복하는 환각적인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완벽히 통일하여 서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치해야 한다. (OC III, 971)53

이뿐 아니라 만종의 춤을 추는 무용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달리는 “여자 

역할은 남자 무용수들이 그리고 남자 역할은 여자 무용수들이 해야만 한다

(OC III, 972)”고 지시한다. 이러한 설정에 따라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보다 건장하고 강인한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기어

이 남성을 잡아먹고 무력하게 만드는 여성의 이미지, 말하자면 암컷 사마

귀로 구체화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공포스러움, 트리스탄을 불안에 빠뜨

53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가 작곡한 「아를의 여인L’Arléssienne」은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가 지은 동명의 단편소설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작품은 뜨거운 사랑

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트

리스탄과 이졸데」와 「광란의 트리스탄」과 같이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코드를 공

유하고 있다. 도데 2011, 47-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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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연출의 일환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트리스탄의 광기와 강박은 달리의 편집광적 광기에 

다름 아님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두 번째 부분의 후반부에서는 이졸데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다. 이미 죽어 유령이 된 이졸데 또한 사마귀의 복장을 하고 등장해 만종의 

춤을 추지만, 그 톤은 위협적이지 않으며 달리의 표현을 따르면 “목가적이

고 서정적”이다. 트리스탄의 아내와 이졸데 모두 사마귀를 연상케 하며 죽

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두 인물로부터 떠오르는 최종 

목적지로서의 죽음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 트리스탄의 아내는 그야말로 교

미 중에 수사마귀를 잡아먹는 위협적인 포식자로서의 암사마귀로서 불안

에 의한 공포스러운 죽음을 상기시킨다면, 이졸데는 수사마귀를 잡아먹기

는 하지만 사랑의 상대를 먹어 삼킴으로써 궁극적 합일에 도달하는, 즉 존

재의 불연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암사마귀인 

것이다. 죽음이 도래한 트리스탄은 고향 콘월의 틴타겔(Tintagel)의 환각을 

보기 시작하고, 이졸데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졸데의 형상은 등장하

고 사라지며 그 자리에 나무를 남기기를 반복한다.

트리스탄, 별안간 어느 잔혹한 존재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고 구체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돌아본다. 그 즉시, 사마귀와 완벽하게 똑같은 옷

을 입고,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 이졸데의 거대한 이미지가 어둠 속

에서 나타난다. 이졸데, 두 눈을 뜨고, 있던 자리에 바람에 이파리가 

떨리는 어린 떡갈나무를 남기고 사라진다. 두 번째로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무성한 나뭇잎이 바람에 떨리는 두 번째 나무는 자리에 꼼

짝않고 멈춰 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이졸데는 스스로를 단정히 하고 

춤을 춘다. 만종의 춤의 첫 부분이지만, 덜 도식적인 대신 더욱 발전된 

형태로, 가능한 한 최대로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이다. 바람 소

리가 들려올 무렵부터, 앞서 등장한 두 이졸데의 유령이 바그너의 사

랑의 서곡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가 음

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턱밑까지 다가온 트리스

탄의 죽음을 예고하는 코러스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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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여인의 목소리 — 트리스탄, 그대는 미쳤어요!

바람 소리를 흉내내는 여러 목소리 — 그대는 미쳤어요, 그대는 미쳤

어요, 그대는 미쳤어요, 그대는 미쳤어요.

같은 여인의 목소리 — 그대는 사랑에 미쳤어요, 이졸데의 기억이 그

대를 집어삼켜요.

바람 소리를 흉내내는 여러 목소리 — 그대는 미쳤어요, 그대는 미쳤

어요, 그대는 미쳤어요, 그대는 미친 사랑에 미쳤어요.

같은 여인의 목소리 — 이졸데의 기억이 손톱을 침식하고, 손가락을 

침몰시켜요.

두 번째 여인 목소리 — 손을

세 번째 여인 목소리 — 손목을, 팔을, 어깨를, 연인의 내장까지도.

여러 여인의 목소리가 동시에 — 트리스탄은 죽을 거예요.

첫 번째 여인 목소리 — 검은 닻을 단 배가 바람을 타고 자줏빛 수평

선에 가까이 다가와요.

두 번째 여인 목소리 — 틴타겔의 단풍이 오후를 덧씌워요.

세 번째 여인 목소리 — 그리고 이렇게 확실했던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여인 목소리 — 다섯 시가 되면, 모든 것은 새의 노래, 사람들

의 목소리가 될 테지요. 트리스탄! 당신의 검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폭력적으로) 

세 번째 여인 목소리 — 트리스탄의 검.54

두 번째 여인 목소리 — 초록색의 차가운.

세 번째 여인 목소리 — 눈물에 젖어 축축한. (OC III, 974-975)

코러스가 노래하듯, 이졸데의 기억은 미친 사랑으로 인해 광기에 사로

잡힌 트리스탄을 점차 집어삼키고 뒤이어 이졸데의 형상은 트리스탄을 향

54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2막 3장과 연관된 알레고리이다. 마르케 왕의 

아내여야 할 이졸데와 왕의 조카인 트리스탄의 밀애에 분노한 왕의 기사 멜로트는 트

리스탄에게 칼을 겨누고, 이졸데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이미 삶의 의지가 꺾였

던 트리스탄은 멜로트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칼에 맞아 죽음을 선택한다. 이

때, 트리스탄이 결국 죽고 이졸데가 그를 따라 혼절하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3막 3장
에서 ‘사랑에 의한 죽음’의 선율이 절정에 다다르는데, 이 선율은 작품의 정중앙, 두 사

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2막 2장에서 예고되며 이들의 사랑은 오직 죽음만이 완성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바그너 2021, 289 및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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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트리스탄의 사랑과 죽음의 서곡에 맞춰 춤을 추며 다가간다. 이로써 트

리스탄은 죽음에 더욱 가까워지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트리스탄이 이졸

데가 있는 저 너머의 세상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 죽음은 트리

스탄이 간구하는 것이다. 결국 트리스탄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무기력 상

태에 빠져 겨우 연명한 이유는 이졸데와의 엇갈린 운명 때문이었음이 결말

에 이르러 점차 드러나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무대의 배경 또한 이에 발

맞추어 변화한다.

각 면마다, 튀튀를 입은 열 명의 발레리나들이 경쾌하고 기품 있게 손

수레를 끄는 남자들을 돕다가, 수레가 1인치씩 나아갈 수 있도록 직

접 붙잡기에 이른다. 게다가 어떤 순간에는, 발끝으로 선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 손수레를 몇 센티미터씩 밀기도 한다. 이는 점점 도달하는 

성적 무능력에 관한 콤플렉스를 향한 숭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 

발레리나들과 함께, 숲의 정령들(몸이 큰 상자로 이루어져 있고, 머리

는 단풍잎, 나뭇가지 그리고 이파리로 만들어진 인물들)과 인물-수레

가 한데 섞이며 사라진다. 바그너의 음악이 점점 커지면서, 광물성의 

건조하고 삭막한 배경의 풍경은 점차로 숲이 도착함에 따라 자리를 내

어준다. 숲은 틴타겔의 목가적인 땅을 떠올리게 하고, 수레들은 온 힘

을 다해 올라간다. (OC III, 976)

위와 같은 「광란의 트리스탄」의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듯, 트리스탄

의 생명력은 빛이 바랠수록 삭막하고 건조한 배경은 점점 녹지로 변하며 생

명력이 충만해진다. 이 같은 설정은 트리스탄에게 죽음이 구원이며, 이졸데

와의 사랑은 오직 죽음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달리의 ‘죽음’ 관념이 바타유적 에로티즘의 논리 속 죽음과 교

호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연속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이 숙명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연속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체

적 에로티즘의 본질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연속성 대신 엄청

난 연속성을 들어서게 하는 데에 있다(조르주 바타유 2009, 21)”. 여기서 나

아가 바타유는 죽음과 연속성은 비교적 무관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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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연속성을 드러내며 에로티즘은 결국 죽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에로티즘의 영역은 자신에게로의 웅크림의 의지를 거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다. 에로티즘은 죽음의 

문을 열어 준다, 죽음은 개인적으로 존속하고 싶은 욕구를 부정할 수 

있게 해준다. […] 시는 상이한 에로티즘의 형태가 마침내 이르는 같

은 곳, 즉 상이한 사물들이 뒤섞이는 불명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

다. 그리하여 시는 우리를 영원성에 이르게 하고, 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연속성에 도달케 한다. (조르주 바

타유 2009, 27-28)

결론적으로, 달리의 트리스탄은 죽음으로써 이졸데의 세상에 진입하고, 

육체적 경계를 초월하고 연속성에 도달하여 궁극의 합일을 이뤄낸다. 이처

럼 「광란의 트리스탄」과 같은 욕망의 서사가 합일을 암시하는 결말을 맺는

다는 점은 달리의 과거 글쓰기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이다. 달리의 이전 시

나 에세이가 내면의 공포와 불안감을 표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면, 그 이후의 문학적 산실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아와 타자의 합일을 보

다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숲이 황무지를 잠식한다는 설정은 달리의 유일한 장편 

소설 『가려진 얼굴들 Rostros ocultos』에서 다시 등장한다. 『가려진 얼굴들』 또

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모티프를 창조적으로 수용한 작품인바, 이러한 

이유에서 본 절에서 논의한 희곡 「광란의 트리스탄」은 논고의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3.2. 「방탕-미궁-희생」 삼부작: 그리스 신화의 에로티즘적 변용

처음부터 달리가 이 세 편의 희곡을 삼부작의 형식으로 엮으려던 계획을 가

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1939년에 뉴욕에서 「방탕Bacanal」을 공연하고, 

2년 후 「미궁Laberinto」을 같은 무대에 올리면서 이어 제작할 「희생Sacri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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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합쳐 삼부작의 발레를 완성하기로 결심했으나, 결론적으로 「희생」이 

결국 공연되지 못하며 이 삼부작 모두를 상연하려던 목표는 좌절되었다. 앞

서 살핀 「광란의 트리스탄」과 마찬가지로 「방탕-미궁-희생」 삼부작도 바

그너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방탕」 편은 그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 바

그너의 초기 오페라인 「탄호이저Tannhäuser」에 포함된 〈바카날Bacchanale〉의 

곡조에 맞춰 발레가 진행되며, 또 다른 바그너 오페라의 하나인 「로엔그린

Lohengrin」의 흔적 또한 발견된다. 그러나 「미궁」 편에서는 바그너의 음악

이 아닌 슈베르트(Franz Schubert)의 7번 교향곡이, 마지막 「희생」 편에서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음악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변화로부터 점점 

달리의 취향에서 고전주의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OC 

III, 1265-1267). 물론 이 같은 선곡을 통해서도 달리의 고전 취향이 깊어지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명징한 근거는 그가 삼부작의 주 소재로 

그리스 신화의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차용한다는 점이다.

첫 작품인 「방탕」의 경우, 〈탄호이저〉와 〈베누스베르크Venusberg〉라는 

그림 3-8. 〈「방탕」을 위한 프로젝트〉,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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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붙은 두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공연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

다. 전자는 극 전개와 안무를 총 29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한 목록이고, 후자

는 극의 배경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작품은 제목이 가리키듯 주

취의 신 바쿠스를 숭배하는 바쿠스 제의와 깊게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그리스 신화 모티프를 차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공주 레다를 유혹하는 신화로, 실제로 레다의 신화는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다빈치, 틴토레토(Tintoretto) 등의 고전 화가

들에 의해서도 에로틱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으로 재탄생되었으며 달

리 또한 갈라를 레다로 묘사하는 초상화를 남겼다(그림 3-9). 특히 작품의 

말미에서, 레다의 에로틱한 신화는 달리의 해석을 통해 죽음과 연결된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루트비히 2세는 로엔그린의 투구를 쓴 채 

쓰러진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 그리고 그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백조에게 부드럽게 안겨 있는 레다의 모습으로, 이 신화는 

고대 이래로 이성애의 고전적인 상징으로 작용했다.

그림 3-9. 〈원자의 레다〉,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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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는 두 인물이 있다. 하나는 굴욕적인 우산의 형태 아래에 있다. 

다른 하나는 롤라 몽테즈이다. 두 인물 모두 같은 것을 상징한다: 바

로 죽음을. (OC III, 985)

달리 스스로도 이 작품의 주제가 “낭만의 혼돈(el caos romántico)”이라고 

밝힌 것처럼, 「방탕」의 분위기는 더없이 밝고 활기차다. 조명이나 무대의 연

출 또한 장밋빛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낭만’이라는 감정은 그 존재감

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결말은 결국 죽음인데, 사랑스러운 백조와 레

다의 신화는 주인공 바바리아의 왕 루트비히 2세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상대라고 묘사되며 레다의 신화에 대한 설명에 뒤이어 죽음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곧장 소개된다. 달리는 루트비히 2세라는 인물에 대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그너가 부여한 자양분이 풍부하고 웅장한 북유럽 신화의 광기

와 매우 근접한 지각 과민 상태로 살아간”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나아가 너

무도 예민한 나머지 마치 이성과 광기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달리 

자신을 투영한 듯한 루트비히 2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신화적 환각과 

이미지의 바쿠스제”가 발레극의 주제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OC III, 984). 

사랑과 공포, 그리고 죽음 사이의 긴장 상태는, 결말 바로 직전 비너스를 

만나고자 하는 루트비히 2세의 여정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순례자로 하여금 길을 떠나고자 하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전주의 가

장 첫 화음은, 베누스베르크를 바라보는 루트비히 2세의 시선에 순간

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폭발시킨다. 그는 탄호이저와 스스로를 동일시

하므로, 비너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능란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비너스는 갑자기 토비아와 천사 신화의 암흑(어둠 중의 

어둠)과 혼동되어, 비너스는 물고기로 변신하고, 물고기는 용으로 변

신하며, 루트비히 2세는 로엔그린의 검으로 용의 내장을 꺼낸다. 이 영

웅적인 행위는 그 자신의 목숨을 앗는 일밖에 되지 않고, 물고기의 내

장은 그의 눈빛을 더욱 어둡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루트비

히 2세에게 튀는 피는 비너스의 피이고 루트비히에게는 용의 리비도

적 독액으로, 그의 욕망을 진정으로 두려움에 빠뜨린다. (OC III,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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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성경의 토비아와 천사 신화는 큰 물고기가 토비아를 발부터 집어삼

키려는 사건을 중심 축으로 삼고, 달리에게 있어 물고기 또한 공포감을 심

어준 존재임을 상기한다면, 비너스가 토비아 신화 속 물고기로 변모하고, 

이 물고기는 용으로 변하여 루트비히 2세의 칼에 죽으면서 독을 뿜어 왕을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설정은 욕망을 느끼고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성

적 무능력 앞에서 느끼는 불안을 함의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

시 말해 달리에게 사랑과 죽음, 그리고 공포의 관념은, 마치 비너스와 물고

기와 용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삼부작의 두 번째인 「미궁」은, 달리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신화에서 연원한다(OC III, 986).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미

궁에 가둬놓은 황소 머리의 괴수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기 위해 찾아온 아

테네의 장수 테세우스는, 적국인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를 유혹하여 미

궁을 빠져나갈 수 있는 보석 실타래를 받아내어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고 

나서 미궁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간다.55 이러한 신화의 내용에 기반을 둔 

「미궁」에서 언급되는 미궁, 출구, 실타래 등에 관해 달리는 다음과 같은 독

자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미궁」에서 나는 가능한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혼란과 미학적,이데올

로기적 방향 상실에 관한 영원한 신화를 현실로 가지고 왔다. 이 출구

는 큰 틀에서 낭만주의를,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가장 심한 정도

의 낭만주의를 상징한다.

테세우스가 “미궁”의 출구를 찾을 때 큰 도움을 준 “아리아드네의 실

타래”는 전통을 상징하며, 나아가 “구원자와 같은 고전주의의 실타래”

를 상징하기도 한다! (OC III, 986)

이뿐 아니라 테세우스는 역사를, 미노타우루스는 혁명을, 미노타우루스

55 https://www.britannica.com/topic/Ariadne-Greek-mythology 참조. (검색일: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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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미궁」을 위한 프로젝트〉, 1941

그림 3-11. 〈「미궁」을 위한 프로젝트〉, 1941

그림 3-12. 〈「미궁」을 위한 프로젝트〉,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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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물로 바쳐진 처녀들은 민중을 상징한다고도 덧붙인다(OC III, 986).56 

이 모든 상징들을 종합하며 달리는 “역사의 준엄한 행진이 영웅적으로 그

리고 눈먼 상태로 흐르는 와중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민중이 계속해서 

희생되는 동안 살해당하고 되살아나기를 반복한다(OC III, 987)”고 요약, 정

리하여 제시한다.

「미궁」은 삼부작의 다른 작품에 비하여 에로티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설정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미궁」은 「방탕」과 같

이 신화적 모티프를 창조적으로 수용했다는 점만을 공유할 뿐, 사실상 달리

가 견지하던 초현실주의적 톤(tone)이 점차 고전주의, 전통주의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적확하다. 달리는 

바이런이나 슈베르트의 예를 들며, 과거를 향하는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합

리화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적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극적으로 찾는 데에 

열중한다. 가장 완전한 낭만주의자, 바이런 경의 경우, 그가 사랑한 그

리스 고전주의의 품에서 낭만적으로 죽었고, 슈베르트는, 그의 교향곡

에서, “멜로디에 관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통해 끊김 없이 계속

해서, 음악의 미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한다. (OC III, 986)

그러나 「미궁」은 삼부작을 구성하는 마지막 작품인 「희생」의 중심 사건

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희생」의 부제는 “펠리페 

2세의 꿈(Un sueño de Felipe II)”이다. 물론 펠리페 2세의 꿈은 달리의 상상력

의 산물이다. 이어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와 특히 엘 그레코

를 언급하며 연극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56  과거 초현실주의자 그룹이 발행한 동인지의 제목 중에는 『미노타우루스Minotaure』도 있

었다. 달리 또한 1936년에 그 표지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혁명의 상징

이 미노타우루스라는 설정은, 한때 예술적 혁명으로 인식되었던 초현실주의로부터 거

리를 두려는 달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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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에로니무스 보쉬는 어둡고 악마적이고 추악한 주술이 부글부글 끓

어오르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엘 그레코는 문명을 깨우치는 가

톨리시즘의 광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OC III, 988) 

엘 그레코를 언급한다는 점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희생」의 배경

은 톨레도로 설정되며,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광적인 희생 제의를 중심

으로 신앙과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작품은 톨레도 교외, 주술사, 투

우사, 무어인, 집시 그리고 하층민이 한데 뒤섞여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데, 이들은 「미궁」의 연장선상에서 미노타우루스의 우상을 숭배한다. 극의 

중심 인물은 이 미노타우루스 우상의 사제(sacerdote idólatra)이다. 이 사제

의 긴 머리와 수염은 하얗게 셌지만 육체는 매우 젊고 아름답다고 묘사된

다(OC III, 989).

우상 숭배와 주술이 판치는 불경한 분위기는, 그러나, 황홀경에 빠져 아

기 예수를 향해 사에타(saeta)를 부르는 신성함이 충만한 성주간의 행렬이 

다가옴에 따라 반전된다.57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는 생전 본 적 없는 성주간 

행렬을 보고 충격을 받아, 행렬이 지나간 뒤 신도들에게 그들의 신 미노타

우루스를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한다. 뒤이어 사제는 지하의 문을 열어 

잔혹한 미노타우루스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 순간 무대 위에 투

우사 무리가 등장해 실제와 같은 투우가 일어나고, 미노타우루스는 치명적

인 부상을 입는다. 미노타우루스가 쓰러지자 이번에는 이단 심판소의 기사

와 병사들이 나와 쓰러진 미노타우루스의 머리를 뽑아버리고, 이는 이교도

들에게 있어 회심과 개종의 계기가 된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얀 머리와 수염에 피가 흩뿌려진 그들

57  사에타는 스페인 종교 음악의 한 갈래로, 스페인 한림원은 이를 성주간 행렬을 향해 부

르는 짧고 강렬한 기도나 4행 민요의 플라멩코 가락으로 정의한다. https://dle.rae.es/saeta 
참조. (검색일: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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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제를 알아보고 정신이 혼미해져 소리를 내지른다. 죄를 씻고 신

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진 이 위대한 희생 앞

에서, 가톨릭 신앙으로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개종한 이들 모두 심

오한 경건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풀썩 무릎을 꿇는다.

(가짜 미노타우루스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며 죽는다). (OC III, 990)

이어지는 2막은 엘 에스코리알(El Escorial)에서 “가짜 미노타우루스”, 즉 

개종한 미노타우루스를 매장하며 시작된다. 투우와 희생 제의, 참수와 같

은 광신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던 1막과는 다르게 2막의 리듬은 매우 평온하

다. 이때의 안무 지도나 연출에서는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에 대한 달리의 오마주를 찾아볼 수 있다.

진정으로 열광적인 안무의 진행 속에서, 형형색색의 긴 날개를 단 천

사들(마치 엘 그레코의 그림과 같이)의 춤은 스페인 기사들의 제복처

럼 검은 배경 앞에서 매우 도드라진다. (OC III, 990)

「희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시 달리가 거치고 있던 변화들을 드러

낸다. 1929년부터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에 주로 머물다 1940년부터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달리는 스페인과는 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엘 그레코나 톨레도, 투우와 같은 스페인의 문화적 

전통을 이루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국에 대한 관심을 되새기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종교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견지하던 과거와는 전혀 다

르게 가톨릭 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에

서 유럽으로 돌아온 후인 1949년 11월경 당시 교황 피오 12세를 만나 갈라

를 모델로 그린 성모화 〈포르트리가트의 마돈나La Madona de Portlligat〉(그림 

3-13)를 선물한 일화는 1940년대 이후부터 달리가 종교에 대해 가진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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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Taylor 2008, 7-8).58 

이러한 맥락 속에서 「희생」 속에 등장하는 야만적이고 피 튀기는 희생 제

의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바타유는 살해와 제사의 주제를 다루면서 “불연

속적인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 연속성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상기하는 동

시에, “격렬한 죽음은 불연속적 존재에 파열을 초래한다. 침묵이 감돌고, 제

사를 참관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제물이 도달한 존재의 연

속성”임을 지적한다(조르주 바타유 2009, 93 및 94). 실제로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희생」의 1막에서 미노타우루스가 처형당한 후 톨레도 마을 사람들

은 일순 압도되어 아무 말 없이 풀썩 주저앉는 것으로 묘사된다. 위와 같은 

바타유의 관점에 입각하여 본다면, 이는 톨레도 마을 사람들이 제물의 죽음

으로부터 각자의 존재의 연속성을 깨닫는 순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8  그러나 달리의 점점 커지는 종교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화가가 진정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 거듭났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례로 테일러의 경우 그가 단 한 

번도 진정한 신자는 아니었다(never a true believer)고 단언한다. Taylor 2008, 7 참조.

그림 3-13. 〈포르트리가트의 마돈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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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유의 관점에서 희생 제의, 종교적 제사와 육체적 애정 관계는 사실

상 같은 것, 연결된 것으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두 행위 모두 존재의 연속

성, 다시 말해 영원성을 향한 열림이자 드러냄이기 때문이다. 바타유는 애

정 행위와 제의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통 제사는 삶과 죽음을 일치시키며, 죽음에서 삶의 분출을 느끼게 

하고, 삶에서 죽음의 무게, 죽음이 주는 현기증과 죽음의 서곡을 느끼

게 하는 일을 한다. 삶은 죽음에 이어져 있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죽

음은 삶의 표징이자 무한에로의 열림으로 거기에 있다. […] 오늘날 우

리의 체험은 과거 제사가 갖던 경건함을 거꾸로 체험하게 한다는 말도 

가능할 것이다. 애정 행위와 제사를 비교 검토해 보면 ‘거꾸로’라는 말

이 실감날 것이다. 애정 행위와 제사가 드러내는 것은 육신이다. […] 

육신은 기독교적 금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타고난 적인데, 그러나 만

약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로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막연하면서

도 보편적인 어떤 금기가 있다면, 내 생각에 육신은 위협받는 그 자유

의 회귀를 구현한다. (조르주 바타유 2009, 104-105)59

에로티즘의 시작을 종교적 행위의 하나인 희생 제의에서 찾는 바타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희생」에서 투우사 무리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자 이단 

심판소의 병사가 그 머리를 잘라버리고, 우상 숭배 사제가 새하얀 머리와 

수염과 온몸에 뿜어나온 피를 뒤집어쓴 채로 회개하는, 작품의 중심적인 장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성 속 광란의 살육제는 그야말로 한계와 금기를 

초월한 육체적 충동의 과잉, 그리고 그것이 극화된 형태라고 할 것이다. 제

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타우루스는 처단당함으로써 영원의 세상에 진입

함으로써 신성해졌고, 이를 실행하고 지켜보는 톨레도 사람들은 이 살해 행

위에 동참함으로써 폭발적인 삶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제의적 희생은 “욕망하는 대상(희생물)의 옷을 벗기고, 그 안에 

59 고딕체 표기는 원문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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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숙히 파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듯이 […] 의도적

인 것이다(조르주 바타유 2009, 103).” 제사의 경건함은 희생물에 대한 잔

혹한 폭력과 죽음을 담지하지만, 동시에 이 죽음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속성을 회복하여 성적 희열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은 ‘작은 죽음(petit mort)’으로 일컬어지고, 따라서 제사와 애정 행위는 본

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광기와 경건한 제의가 공존하는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희생」에 관하

여, 종교라는 소재를 통해 존재의 불연속성에 대한 인식에 효과적으로 파열

을 일으킴으로써 영원성의 경지에 다다르는 내적 체험, 즉 금기를 위반하는 

육체적 자유를 탐구하는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

에서 삼부작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첫 작품 「방탕」에서는 레다의 신화

를 통해 사랑과 죽음, 그리고 공포 사이의 줄다리기를 다루고, 「미궁」에서

는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신화를 통해 자신의 고전주의적 취향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희생」에서는 테세우스 신화에 등

장하는 미노타우루스를 제물로 처형하고 바치는 제의를 중심으로, 카톨릭

에 대한 달리의 높아진 관심이 드러나는 동시에 종교적 제의를 통한 존재의 

불연속성이라는 한계의 극복과 육체적 충동과 비이성의 표출이라는 에로티

즘의 핵심 개념이 다루어진다. 달리의 발레 삼부작은 이처럼 그리스 신화

라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에로티즘을 추구하고, 또 탐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달리는 1941년에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Aristofanes)가 기원전 423년에 발표한 작품 「구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여 발표하며 극작가로서의 열정을 꾸준히 드러냈다. 시와 희곡을 주로 다

루는 달리의 『전집Obra Completa』 제3권의 해설을 쓴 아구스틴 산체스 비달

(Agustin Sánchez Vidal)은 「구름」에 대해 “새로운 환상의 인형극(nuevo retablo 

de maravillas)”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2004, 106). 이와 같은 작품의 출발점

에서 볼 수 있듯이 달리의 「구름」은 앞서 살펴본 「방탕-미궁-희생」 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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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 나타난 고전과 전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명징하게 드러

내는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에로티즘’이라는 본 연구의 

큰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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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구운 베이컨과 부드러운 자화상〉,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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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에로티즘의 초월: 『가려진 얼굴들』과 「순교자」

달리의 유일한 장편소설 『가려진 얼굴들』이 발표된 시기, 달리는 자전적 글

쓰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소설의 초판본이 출판되기 2년 전인 1942년에는 

반(半)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살바도르 달리의 비밀스러운 삶The Secret 

Life of Salvador Dalí』을 펴내기도 했다.60 이때 달리는 담당 영문 번역가 하콘 

슈발리에(Haakon M. Chevalier)를 만나게 되었고, 슈발리에는 『비밀스러운 

삶』부터 시작해 『가려진 얼굴들』의 영역본이 출판되기까지 달리가 두 권의 

책을 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비밀스러운 삶』과 『가려진 얼굴들』을 통해서는 달리가 과거의 자신에

서 완전히 탈피하고 고전주의자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산체스 비달은 

이러한 달리의 의도가 마치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껍데기만 남은 달리의 

얼굴 가죽이 목발의 힘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구운 베이컨

과 부드러운 자화상Autorretrato blando con beicon frito〉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

적한다(Sánchez Vidal 2004, 63). 이처럼 허물 혹은 마치 가면처럼 ‘얼굴’을 바

꾸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달리의 시도는 기실 전쟁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처음 미국으로 떠난 것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한 

것이었고, 스페인 내전이 끝난 이후 프랑코의 독재가 시작된 스페인으로 돌

아가서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얼굴’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장에서 주로 다룰 『가려진 얼굴들』과 희곡 「순교자」에서는 타자와의 

합일에 대한 에로티즘적 문제의식이 보다 성숙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의 비극을 구현하는 데에 성공한다. 『가려진 얼굴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

전이 한창인 프랑스와 미국을 배경으로 기나긴 사랑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좌절되는 사랑이, 「순교자」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제지당하고 기어이 죽음

으로 귀결되는 형태의 사랑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먼저 

60 이하 이 책을 언급할 때 『비밀스러운 삶』으로 축약하여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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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얼굴들』을 중심으로 달리가 텍스트를 통해 제안하는 ‘클레달리즘’

이라는 개념을 살피고, 나아가 텍스트의 핵심을 이루는 이 개념이 에로티즘

과 맺는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4.1. 『가려진 얼굴들』과 클레달리즘

『가려진 얼굴들』은 달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동시에, 그가 전쟁 및 파시

즘과 맺는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충

분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 장에서 분석한 〈광란의 트

리스탄〉의 예에서 한층 더 나아가, 사랑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까

지 그려낸다는 점에서 에로티즘의 관점에서 진정한 연속성, 영원성을 달성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달리는 자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장편소설에서, 하나의 완결된 서사와 등장하는 인물들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보다 심오하게 에로티즘을 탐구하

고 있다.

사랑과 죽음에 대한 달리의 보다 성숙한 관점은 『비밀스러운 삶』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육체적 에로티시즘, 아름다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

는 각각의 공간을 예시로 들며, 달리는 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엮어낸다.61

나에게 신비롭다는 인상을 가장 심오하게 남긴, 가장 다채롭고 상이하

다고 할 수 있는 세 장소를 선택하려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샤바네(Chabanais)”62의 계단은 가장 불가사의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에로틱한” 공간이고, 비첸차 시(Vicenza)의 팔라디오 안에 

있는 극장은 가장 신비롭고 신성한 “아름다운” 공간이며, 엘 에스코리

61  Dalí, Salvador. The Secret Life of Salvador Dalí. Translated by Haakon M. Chevalier, New York: Dial 
Press, 1942.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약어 SL과 페이지 번호만 괄호에 기재하기

로 한다.

62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창가 중 한 곳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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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의 왕묘 입구는 온 세상을 통틀어 가장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영안실

이다. 내게 있어 에로티시즘은 항상 추해야 하고, 아름다움은 신성해

야 하며, 죽음은 아름다워야만 한다. (SL 208)

위 인용문에 드러나는 달리의 관점은 바타유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바타유는 “아름다움은 더럽혀지기 위해 욕구되는 법”이기 때문에, “아름다

운 것에 대한 욕구는 아름다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더

럽힌 후에 오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조르주 바타

유 2009, 166). 아름다움의 크기와 더럽히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를 뒤따

르는 쾌감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바타유는 에로티즘의 본질을 이 ‘더럽히

고자 하는 욕망’에서 찾는다.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에로티즘의 본질은 더럽히기에 

있고, 추함은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름다움이 크면 클수

록 더럽힘의 의미는 그만큼 커진다. (조르주 바타유 2009, 167)

달리의 경우, 에로티시즘을 상징하는 파리의 사창가는 ‘더럽히고자 하는 

욕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추하다. 반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팔라디오의 

극장은 신성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엘 에스코리알은 가장 비밀스럽기 때문

에 아름다우며 욕망의 대상이 된다.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적 

관계는 달리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의 반려자 갈라는 1940년대에 접

어들며 성모(聖母)의 형상으로, 혹은 여신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이로부터 

달리의 ‘사랑’이란 오직 ‘신성’의 개념에만 연결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더럽히고자 하는 욕망의 존재 의미로서의 아름다움’은 

『가려진 얼굴들』, 특히 소설의 주인공인 그랑자이유 백작과 솔랑주 드 클레

다의 서사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가려진 얼굴들』의 프롤로그에서 달리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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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항목으로 나누어 열거한다.63 특히 네 번째 항목에서 달리는 여러 이유

를 복합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서 클레달리즘의 개념이 압축되어 사드와 

함께 언급된다. 말하자면 클레달리즘은 사드의 사상을 잇는 개념이기를 목

표로 둔 것이다.

네 번째로, “역사를 베끼는 것” 대신에, 역사를 예측하고, 역사가, 최선

을 다해, 당신의 창작물을 모사하도록 두는 것이 더욱 흥미롭기 때문

이다……. […] 그리고 18세기 이래 신성한 사드 후작이 창조한 열정의 삼

부작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디즘, 그리고 마조히즘. 이 

문제에 관하여 종합과 승화의 세 번째 용어를 발명해야 했다: 내 소설의 주인

공인 솔랑주 드 클레다의 이름에서 유래한, 클레달리즘. 사디즘은 대상에게 

초래한 고통에서 경험되는 쾌락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마조히즘은 대상에

게 초래된 고통에서 경험되는 쾌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클레달리즘은 대상

과의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무결한 합일을 통해 승화된 쾌락과 고통을 일컫

는다. 솔랑주 드 클레다는 보통의 열정을 다시 정의하는 인물이다. 그

녀는 세속의 성 테레사이고, 여성적 신비주의의 단 하나뿐인 불꽃 속

에서 타오르는 에피쿠로스요 플라톤이다. (RO 12-13)64 

달리가 천명한 바와 같이 ‘클레달리즘’이 사드의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

기를 겨냥한 것이라면, 『가려진 얼굴들』에 관한 이어지는 논의는 선행 텍스

트로서 사드의 글쓰기에 관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이뿐 아니라, 그랑자이유 

백작의 성격은 악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로트레아몽(Isidore Ducasse, 

Conte de Lautréamont)이 창조한 ‘말도로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슈발리에는 『가려진 얼굴들』 영문판의 역자 서문(foreword)에서 직접적으로 

이 텍스트를 들어 트리스탄과 이졸데 신화를 현대적으로 다루는 소설이라

63  Dalí, Salvador. Rostros Ocultos. Barcelona: Editorial Planeta, 1974.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약어 RO와 페이지 번호만 괄호에 기재하기로 한다.

64 고딕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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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기도 했다(HF vi).65 이에,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위와 같은 『가려진 

얼굴들』의 문학적 전형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분석의 초석을 다지기로 한다.

1.1. ‘트리스탄과 이졸데’, 사드, 로트레아몽 다시 쓰기

슈발리에는 역자 서문에서 소설의 문학적 전형으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제가 텍스트 내에서 활용 및 변주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가려진 얼굴들』의 근본적인 주제는 죽음 안의 사랑이다. 우리는 영

원한 고전인 트리스탄과 이졸데 신화가 현대의 옷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다. 닥쳐오는 죽음보다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없

고, 사랑으로 이어진 끈끈한 결합보다 죽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모티프는, 그 대응물을 통

해 균형을 잡는다: 바로 부활이다. 부수적인 동시에 구석구석 스며드

는 부패와 파괴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는 소설 전체를 관

통하고, 이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매년 봄 크류 드 리브류의 평

원에 샛노랗고 푸르른 부드러운 새순을 뻗쳐내는 코르크나무 숲으로 

상징된다. (HF vi)

그랑자이유와 솔랑주 드 클레다의 사랑이 살아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

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큰 줄거리는 분명 트리스탄과 이

졸데 이야기와 동일하다. 이뿐 아니라 달리가 『가려진 얼굴들』을 쓴 해인 

1944년에 「광란의 트리스탄」의 두 번째 판이 나온 사실과, 특히 『가려진 얼

굴들』의 에필로그에서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직접적으

로  수 차례 언급된다는 사실 또한 달리가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분

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5  Dalí, Salvador. Hidden Faces. Translated by Haakon M. Chevalier. London: Peter Owen Publishers, 
2017.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약어 HF와 페이지 번호만 괄호에 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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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슈발리에가 말하는 ‘죽음 안의 사랑’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만의 

주제는 아닐 것이다. ‘죽음 안의 사랑’은 피라모스와 티스베(Píramo y Tisbe) 

혹은 헤로와 레안드로스(Hero y Leandro)의 이야기에서도 다루어지고, 이는 

또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비극의 서사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장 대

중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가장 많이 다

루어진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예시 중의 하나이고, 이러한 의미

에서 『가려진 얼굴들』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슈발리

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같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설화를 기저에 두고 있는 만큼, 『가려진 얼굴

들』 속 인물들은 3장에서 다룬 희곡 「광란의 트리스탄」 속 인물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 가장 먼저 그랑자이유 백작은 「광란의 트리스탄」 속 무기력한 

트리스탄과 같다. ‘그랑자이유’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엄청난, 거대한’과 

같은 뜻의 ‘grand’과, ‘분출’을 의미하는 동사 ‘saillir’의 합성어인데, 이름이 

에로틱한 함의로 읽히는 ‘엄청난 분출’을 의미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랑자이유 백작은 예술적인 감각은 기민하지만 반대로 상상력

은 매우 빈약하여, 그의 공증인이자 막역한 친구인 피에르 지라르댕 영감

(Maître Pierre Girardin)의 지식과 유머를 동경한 나머지 그의 절뚝이는 걸음

걸이마저 따라한다. 그랑자이유의 정서 상태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종종 

빠질 만큼 불안정한데, 그런 그에게 안정을 되찾아주는 대상은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코르크나무 숲이다. 그랑자이유 백작은 크류 드 리브류의 땅과 스

스로를 동일시하여, 코르크나무 숲이나 평원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것

으로 받아들여 과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밤이 짙게 깔릴 때에도, 크류 드 리브류의 평원은 여전히 빛나는 듯 

보였다. 그랑자이유 백작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그의 영혼에 멜랑콜

리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그의 고통을 먹고 자란 가시 돋

친 코르크나무가 우거진 깊고 어두운 숲에서 영원토록 비옥한 생명력

이 고개 들기를 바라온 선조 대대의 희망을 보곤 하던 것은, 빛에 대

한 평원의 예사롭지 않은 섬세한 반응 때문이었으리라. 뜨거운 햇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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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 흐르는 크류 드 리브류의 평원이여, 빛이 드리운 평원이여! 파리

에서 오랫동안 머문 뒤, 그랑자이유의 영혼이 감성적인 삶에 대한 나

태한 회의감의 심연에 가라앉을 때마다, 도망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평

원의 풍경에 대한 기억이 삶에 대한 사랑을 불꽃 튀기도록 새롭게 일

깨운 적은 또 얼마나 많던가! (RO 21) 

그랑자이유 백작이 트리스탄이라면, 이졸데는 그의 연인 마담 솔랑주 

드 클레다이다. 두 사람은 여러 해동안 사랑의 줄다리기를 해왔고, 서로에

게 에로틱한 욕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사랑

의 게임을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그랑자이유 백작은 상상력이 부족하지

만, 솔랑주와 식사를 하는 동안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상상과 갖은 에로틱

한 상상을 한다.

너무나도 곱고 새하얗기 그지없는 [솔랑주의] 살결을 바라보는 동안, 

그랑자이유는 그녀의 피부 대신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표면에 숟가락

을 담갔다가, 맛을 보기 위해 아주 조금만 떠서 민첩한 혀끝을 능숙하

게 놀렸다. 그 맛,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짜고 쓴 맛이 불러일으킨 암

송아지의 동물적인 여성성은 [그랑자이유의] 마음 깊은 곳에 곧장 전

달되었다. 미세하지만 맛이 좋은 불안감과 함께, 그랑자이유는 호메로

스적인 접시에 담긴 티없이 맑은 풍만함을 계속해서 칼로 썰며 마찰을 

일으켰고, 치즈를 다 먹었을 때에는, 식기들이 일으키는 익숙한 진동

이 솔랑주의 광택 없이 살짝 그을린 창백함과 꽤나 잘 어울린다고 생

각했다. 이는 처음으로 그의 상상력 속에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RO 39)

그러나 「광란의 트리스탄」 속 이졸데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묘사되듯, 

솔랑주는 결국 그랑자이유 백작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리움에 고통을 받으

며 나무가 고사하듯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때 ‘솔랑주’라는 이름에 주

목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어에서 ‘sol’은 땅을, ‘ange’는 천사를 의미한다. 

‘땅의 천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솔랑주는 그랑자이유 백작을 위해 숙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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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포르(Rochefort)에게 넘어간 크류 드 리브류의 땅을 다시 사들이기로 하

고, 그랑자이유 백작이 전쟁터로 떠난 뒤에도 솔랑주는 크류 드 리브류를 

정성껏 지키며 황폐해져 가는 코르크나무 숲을 가꾸어 나간다. 이는 1944

년판 「광란의 트리스탄」에서 이졸데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나무를 

남기고, 결말에서 삭막한 배경에 점점 나무의 모습을 한 무용수들로 이루어

진 ‘숲’이 도착해 녹지가 되어가는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4-2). 즉 솔

랑주는 황무지를 숲으로 바꿀 수 있는 넘치는 생명력의 화신으로, 사랑으

로 인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여 진정한 “땅의 천사”가 될 수 있

던 것이다. 그랑자이유 백작을 사랑하고, 그의 신체 일부와도 같은 숲을 지

키다가 그 영원한 일부가 되는 솔랑주라는 인물의 특성은 『가려진 얼굴들』

에 나타나는 에로티즘과 합일의 관념을 가장 명징하게 함축하여 보여준다.66

「광란의 트리스탄」 속 트리스탄의 아내는 미국 태생의 부유한 집안의 상

속자인 베로니카 스티븐스(Verónica Stevens)의 모습을 취한다. 사교계에 있

는 베로니카는 찰랑이는 금발과 벽안을 지녀 흠잡을 곳이 없는 외모의 미

인이지만,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처럼 텅 비어

66 솔랑주와 에로티즘에 관한 논의는 이어지는 소절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4-2. 〈「광란의 트리스탄」을 위한 프로젝트〉,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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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즉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베로니카는 달리가 상정하는 공포스러운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

을 취하고 있다.

잔인한 성정만 제외하면 베로니카는, 마치 먼 옛날 올림포스의 신들이 

그러하였듯 착하지도, 못되지도 않았다. 선택받은 계층의 호전적인 존

재들이 모두 그러하듯, 그녀는 차가우리만큼 매정했고, 당한 만큼 복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으며 돌이킬 수도 없을 만큼 갑

작스럽게 격노하곤 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절대적인 생물학적 필요에 

따라 연인을 잡아먹는 “기도하는 사마귀”였다. (RO 77)

위에서 언급된 베로니카의 잔인하고 냉혹한 성격은 베트카(Betka)와의 

관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베로니카와 베트카의 관계는 매우 착취적이고 

일방적이다. 베로니카는 베트카에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한편 언

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고통받는 베트카는 자살

을 기도하기까지 하지만 베로니카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다. 자신을 학대

한 어머니까지도 사랑해 마지않는, 사랑에 헤픈 베트카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베로니카의 옆을 지킨다.

금발의 베로니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전투기 조종사 랜돌프(Randolf; 

Baba)인데, 사실 베로니카는 바바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다. 베로니카와

의 첫 만남에서 바바는 스페인 내전에서 얼굴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완전히 망가진 얼굴을 거대한 헬멧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헬멧으로 얼굴을 감춘 바바는 베로니카의 눈에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기에,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베로니

카는 랜돌프의 전사 소식을 전하러 온 그랑자이유 백작을 바바로 착각하고 

결국 그와 결혼을 한다.67 

67  잘못된 결혼 또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졸데는 사실 
트리스탄의 외숙부인 콘월의 마르케 왕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지만 그만 트리스탄과 사
랑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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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혼을 한 그랑자이유 백작과 베로니카 부부는 당연하게도 파경

에 이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랑자이유 백작은 쇠약해진 몸으로 크류 드 

리브류로 돌아오지만, 코르크나무 숲만이 무성할 뿐 진정 그만을 사랑했던 

솔랑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처럼 『가려진 얼굴들』 속 서사

와 인물들은 분명히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얻고 이를 현

대적으로 다시 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가려진 

얼굴들』을 스페인 문학의 전통 안에 위치한다면, 달리의 유일한 소설은 트

리스탄과 이졸데보다도 오히려 페르난도 데 로하스(Fernando de Rojas)의 『라 

셀레스티나La Celestina』와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68 

『라 셀레스티나』와 『가려진 얼굴들』을 한데 묶는 요소는 바로 ‘사랑의 

마법(hechizo de amor)’이다.69 흥미로운 것은 칼리스토에 대응하는 그랑자이

68  『라 셀레스티나』는 『가연지서Libro de buen amor』나 『사랑의 감옥Cárcel de amor』 등으로 대
표되는 스페인의 중세 궁정 연애담의 패러디로 으레 정의되고, 실제로도 그 내용은 당
대 연애 소설의 문법을 우스꽝스럽게 격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세식 궁정연애 소설
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이고, 큰 틀에서 접근했을 때 『
라 셀레스티나』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패러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
으나,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라 셀레스티나』 사이의 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는 연구
는 많지 않다. 다만 김춘진(2006)의 경우는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애정 행각에 대하
여 “사랑하기 때문에 별리를 선택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상적 
사랑과는 격을 달리 한다. […] 『라 셀레스티나』는 궁정 연애의 모범적 전례가 아니라 
과장된 패러디와 풍자로 볼 수밖에 없다(11)”고 지적하며 두 텍스트 사이에 대조 관계
를 설정하기도 한다.

69  물론,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에도 마법이 등장하고, 이 주술이 내용 전개에 있어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트리스탄과 이졸데’ 속 마법은 『라 셀레스티나』의 
마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이졸데의 시녀 브랑게네가 죽음의 약 대신 사랑
의 묘약을 이졸데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법이 행해져 사랑
이 더욱 열렬해진다. 물론, 중세에 전승되던 고트프리드 폰 슈트라스부르그(Gottfried von 
Straßburg)의 이야기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이 사랑의 묘약으로 인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영감을 받은 바그너의 오페라는 이 묘약이 감춰오던 사랑의 감
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매개체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서사 구조
는 동일하다(최선 2012, 96 참조). 그러나 『라 셀레스티나』의 마법은 서로 표현하고 있
지 않던 호감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전자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호감보다도 정념과 욕정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더욱 분명한데다 
사랑의 주인공인 칼리스토 스스로 뚜쟁이 셀레스티나에게 부탁하여 의도적으로 행해지
므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속 마법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이 지점으로 인해 『가려진 
얼굴들』의 마법은 『라 셀레스티나』의 마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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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백작에게 오컬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고 스스로도 묘약을 짓는 등 

주술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스스로 셀레스티나

가 된 칼리스토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어느 연금술사라도 질투할 만한 백

작의 서재와 침실 뒷방(RO 166)”에서 그랑자이유 백작이 직접 실행하는 사

랑의 마법은 다음에서 볼 수 있듯 매우 중세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를 풍기는데, 이러한 주술 행위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20세기 중후반

을 시기적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플롯의 초현실성을 배가한다.

구멍이 송송 난 흙으로 만든 약병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고약이 담

긴 채 하얀 덮개로 확실하게 싸여 있었는데, 덮개가 너무 빨리 지저분

해져 신생아를 감싸는 포대기로 바꿔야 했고, 자줏빛 돌기와 시커먼 

혹으로 한껏 부풀어오른 두툼한 뿌리는 마치 상피병에 걸려 알뿌리 모

양으로 잔뜩 부은 손의 모양을 하고 천장에 걸려 있었으며, 두꺼운 납 

침대 아래 불투명한 크리스탈 항아리에서는 버들꽃이 무두질되고 있

었다……. 이 모든 불규칙한 혼란 한가운데, 구석에 놓인 탁자에 덮인 

티 없이 하얀 천 위에는 […]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서로 색은 다르지만 크기는 똑같은, 에나멜을 입힌 두 개의 작은 유리

병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잔 그리고 숟가락과 함께, 항상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 두 개의 유리병에는 천천히 초콜릿 색으로 변하는 무취의 

송진 같은 초록색 액체가 담겨 있는데, 그 맛은 서로 달랐고 강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유리병에는 진하고 아주 달콤한 넥타르의 한 종

류가 담겨 있었고, 왼쪽의 파란색 유리병에는, 빨간색 병의 액체를 먼

저 한 숟가락 먹어서 맛을 중화시키지 않는 한, 곧장 토해내지 않고서

는 도저히 삼킬 수도 없을 만큼 쓰고 속을 메스껍게 하는 아주 불안정

한 맛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RO 166-167)

9일 정도를 파리에서 보내고 돌아온 그랑자이유는 다시금 솔랑주에 대

한 뜨거운 애정을 느끼며, 그녀를 만나 이 사랑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다. 그랑자이유의 사랑의 마법은 끝날 때까지 금욕의 상태를 지켜야 하

는데, 그 끝에서는 사랑에 영원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상화(una nueva 

fase de la idealización)”가 이루어지며 솔랑주는 이를 “승화(sublimación)”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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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한다(RO 173). 이 마법에 대한 솔랑주와 그랑자이유 사이의 대화는 다

음과 같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솔랑주가 질

문했다. “최종 목표가 뭐죠?”

“최종적으로,” 그랑자이유가 이어 말했다.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로 

두 연인만이 홀로 남을거요. 결혼식 면사포를 떠올리게 하는 풍성한 

베일만을 걸친 상태로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육체가 맞닿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도금양나무에 꽁꽁 묶여 있

을 거요.70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실험이 의도했던 성공을 거두

게 되면, 연인은 눈물을 터트릴 거요. 두 사람은 비로소 사랑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거요.” (RO 172-173)71

사랑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솔랑주와 그랑자이유 백작 사이의 

미묘한 감정은 보다 깊어진다. 솔랑주 또한 이 마법에 관심을 보이고, 한동

안 솔랑주에 대한 감정이 식어 있던 그랑자이유 백작 또한 두 사람을 사랑

으로 한데 묶을 사랑의 마법에 대한 열정을 보인다.

“우리 사이에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참으로 휼륭한 축복이 아

닐 수 없소.” 그리고 [그랑자이유는]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사

이의 욕망을 깎아먹을지도 모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

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솔랑주의 다른 손에 입을 맞추며 단호하

70  천인화라고도 불리는 도금양나무(Mirto)는 다양한 서구 문화권에서 사랑의 여신 비너
스의 권능의 상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평화와 감사, 그리고 불멸과 부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김영숙, 안계복 2017, 72 참조). 요컨대 도금양나무는 사랑과 부활이라는 소
설의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소재이다.

71  이 부분은 스페인어판과 영어판의 차이가 있다. 『가려진 얼굴들』은 내용과 주제가 너
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52년이 되어서야 프랑코 정권의 검열을 거친 후에 겨우 스페
인에서 출판될 수 있었다(Villacèque 2008, 145). 바로 이 부분에서 프랑코 정권의 검열이 
남긴 흔적이 나타난다. 위 인용에서 그랑자이유의 사랑의 마법에 대한 설명 중 도금양
나무에 관한 언급이 나온 이후의 대사는 영어판에서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실험이 의도했던 성공을 거두게 되면,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오직 표정만으
로 소통할 수 있는 두 사람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끼게 될 거요. 
그리고 이 현상은 항상 눈물과 함께 발생한다고 하더이다.” (HF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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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 힘에 함께 

꽁꽁 묶이게 될 거요.”

“내가 지금보다 더 당신의 힘 아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솔랑주가 그

에게 한 손을 늘어뜨리며 물었다. “나는 당신 아래에 있고 싶소.” 그

랑자이유가 대꾸했다. 그리고 솔랑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들여

다보면서 그녀의 팔을 거의 만지지 않고 감싸 안았다. (RO 176-177)

위와 같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그랑자이유 백작의 마법은 『라 셀레스티

나』 속의 마법과 같이 두 사람 사이의 열정과 욕망에 불을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의 마법에 관한 대화가 있은 후, 로슈포르가 소유한 

크류 드 리브류의 땅과 숲에 대한 솔랑주의 집착은 더욱 심해진다. 그랑자

이유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그의 코르크나무 숲이라고 생

각하는 솔랑주는, 숲을 사들이고 숲의 일부가 되어서 그랑자이유와 하나가 

되겠다는 욕망을 더욱 강렬하게 품게 된 것이다(RO 181). 이뿐 아니라 제3

자의 눈에도 솔랑주는 마치 마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당제르빌이 대답했다. “솔랑주 드 클레다의 이상한 정신 상태 때문에 

꽤나 걱정이 되는군요. 그렇게 감정의 폭이 극단적으로 널뛰는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그녀는 마치 도화선에 불을 당긴 폭

죽 다발처럼 감정에 복받쳐 있었소. 나는 못다한 대화를 계속하기 위

해 새벽 두 시에 솔랑주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었소. 그리고 도대체가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

기를 내려놓더군요……. 불면증을 겪는 것 같지는 않았소, 다만 마치 

마법 주문에 걸린 것만 같았죠.” (RO 199)

 그랑자이유의 경우에는, 사랑의 주술을 행하기로 한 그날 밤 처음으

로 연적인 딕 당제르빌 자작(Dick D’Angerville)에게 질투심을 느낀다(RO 

194).72 나아가 그가 여러 해동안 솔랑주의 마음에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인

72  스페인어판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영어판에서는 그랑자이유의 이 질투가 성적 무능
력에 대한 컴플렉스(complex of impotence)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HF 148).



108

해 솔랑주가 그간 겪었을 마음고생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겠

다는 생각을 마침내 품는다. 

그랑자이유 백작은 [파리에서] 돌아가는 대로 곧장 솔랑주 드 클레다

가 결혼을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 그제서야 백작은 그간 솔랑주

가 대답 없는 사랑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을지 이해했다. 하

지만 곧, 과거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기대 이상으로 지대한 기쁨을 

솔랑주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RO 200)

이처럼 『가려진 얼굴들』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와, 이에 대

한 스페인적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 『라 셀레스티나』의 흔적이 발견된다.73 

73  스페인 문학 전통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가려진 얼굴들』에서는 『라 셀레스티나』 뿐만 

아니라 바예-인클란의 영향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것

처럼, 백작은 초대받은 손님들이 은 장식품의 오목하고 볼록한(en las concavidades y en las 
convexidades) 곳에 반사되어 마치 난쟁이처럼 왜소하게 오그라든 형상을 관찰했다(RO 
38)”는 대목은 바예-인클란의 『보헤미아의 빛』 속 오목 거울로 가득한 가토 거리의 묘

사와 그 에스페르펜토적 상징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랑자이유 백작

이라는 인물도 바예-인클란의 작품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바예-인클

란의 알터 에고(alter ego)인 브라도민 후작(Marqués de Bradomín)이다. 브라도민 후작은 

바예-인클란의 소나타들은 물론이고 『보헤미아의 빛』 등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데, 그

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소나타에서는 『가려진 얼굴들』과 공통되는 데카당스적 모

티프와 더불어 네크로필리아와 사도마조히즘, 나르시시즘, 사타니즘 등의 모티프가 발

견된다(de Ràfols 2001, 31). 특히 달리가 동명의 작품을 남기기도 한 『가을 소나타Sonata 
de otoño』는 사랑과 죽음을 주요한 주제의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가려진 얼굴들』의 

서사와 매우 유사하다(그림 4-3). 이그나시오 하비에르 로페스(Ignacio Javier López)의 경

우 『가을 소나타』를 돈 후안 서사의 일환으로 보고 바예-인클란의 작품 속에서 석상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추적하며, 브라도민 후작과 콘차(Concha) 사이의 목가적 

연애담(idilio)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사랑이 작품의 일차적인 주제이고, 또 다른 중

요한 주제인 죽음은 석상의 모티프를 통해 드러난다고 지적한다(López, 1996, 83). 이 작

품 속 브라도민 후작은 “내 영혼의 정원에 자라는 꿈을 잘라내곤 하는 차갑고 말없는 

죽음의 환영을 마주한 나는 절망적이고 조용한 불안을 느꼈다. 사랑을 매혹하는 아름다

운 꿈들! 내 삶에 황혼의 어스름이 드리운 것만 같은, 나의 삶, 겨울의 어느 슬픈 날을 

닮은 나의 삶이, 해가 뜨지 않는 아침에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끝나버린 것만 같은 기

묘한 슬픔 또한 느꼈다. 불쌍한 콘차는 죽었다(Valle-Inclán 2002, 118)!”와 같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그랑자이유 백작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고 쇠약한 모습과 정서적으로 불안

한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약초와 미신에 대해서도 박식하다. 브라도민 후작이 주로 돈 

후안적 인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랑자이유 백작에 대해서도 돈 후안을 계승한 인물이

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가려진 얼굴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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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학적 전형은 바로 사드와 로

트레아몽이다. 기실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사드에 대한 해석을 기저에 두

고 있는데, 바타유의 사드론(論)은 동시대 사상가인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의 사드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바타유는 블랑쇼의 책 『로트레아몽과 사드Lautréamont Et Sade』를 “사드

의 사상을 일관성 있게 정리한 최초의 연구”라고 정의했다(조르주 바타유 

2009,  194). 블랑쇼는 『로트레아몽과 사드』에서 사드의 모럴을 다음과 같

이 규정하였고, 바타유 또한 이를 자신의 사드론에 직접적으로 인용한다.

[사드의] 모럴은 가장 먼저 절대적인 고독에 기반한다. 사드는, 자연

은 우리를 외로운 존재로 태어나도록 하기에, 한 인간과 다른 인간 사

이에는 어떠한 연결 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따라

서, ‘나’라는 존재가 따르는 유일한 행동 강령은, 나의 선택이 타인에

게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일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타인이 겪게 될 극한의 고통은 나의 기쁨에

는 하등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주 미미한 쾌

락을 느끼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일련의 끔찍한 범죄가 

될지언정, 그 쾌락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를 즐겁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범죄의 결과는 나의 밖에 있으므로 나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Blanchot 2004, 10)

그림 4-3. 〈가을 소나타〉,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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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블랑쇼는 사드가 창조한 인물들｜사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 

인간｜은 바타유가 말하는 ‘불연속적 존재’에 상응하며, 이 고독한 존재들

이 타인에게 고통스러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쾌락과 기쁨

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 같은 행위는 타인에 대

한 부정(否定)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타유는 이것이 자아의 긍정과 연결

된다고 본다(조르주 바타유 2009, 202).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인을 부정함

으로써 존재의 극단으로 무한히 질주하는 인간은 종내 죽음을 초월하고 존

재의 연속성을 달성한다. “사드의 절대 인간은 어떤 구속으로부터도 자유

로운 허구적 인물이다(조르주 바타유 2009, 203).” 이처럼 오직 즐거움을 위

해 금기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해 고통스럽게 하되, 이러한 행위

에 따르는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인간의 성격을 바타유는 ‘주권성

(la souveraineté)’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려진 얼굴들�의 그랑자이유 백작은 사드가 그

리는 절대 인간의 모습에 매우 가깝다. 그랑자이유 백작은 무기력하고 무

정한 면모를 종종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잔

인한 폭력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솔랑주의 얼굴은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랑자이

유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이 미소를, 힘으로 지워버리겠노라고 결

심했다. 백작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려, 솔랑주의 얼굴을 쿠션에 파묻

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내리눌렀다.

솔랑주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동공이 확장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에서 그 미소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랑자이유가 

울부짖었다. “이런 멍청한! 당신이 나의 세상에 대해 뭘 알지?” 말하

는 동시에 점점 더 강박적으로 그녀를 누르며, 무의식 중에 그의 새끼

손가락이 솔랑주의 습하고 열린 입에 들어가자 큼지막한 금반지가 여

인의 잇몸을 잔인하게 때렸고, 그 즉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빠르게 

다시 주도권을 되찾자마자, 백작은, 괴로운 마음으로 제정신을 되찾고

서, 침대 발치에 무릎을 풀썩 꿇고서 용서를 구했다. (RO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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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그랑자이유 백작이 솔랑주를 공격하고 진정하는 과정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블랑쇼는 사드가 무감정(apathy)이라는 말을 타인을 지

배하는 순간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이를 “스스로 주권적인 삶을 선택한 사

람이 지닌 부정의 정신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이 무기력함이 “에

너지의 원인이자 원칙(Blanchot 2004, 37)”이라고 덧붙인다. 바타유 또한 이

러한 블랑쇼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이 무기력한 순간은 열정을 에너지로 바

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감정에 복받쳐 저지른 죄악보다는 침착한 가운데 저지른 죄악이 더 

중요하다. […] 그러한 죄악은 자신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한 다음 힘

을 모은 엄청난 영혼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이제 영혼이 준비

한 전적인 파괴의 충동과 온전히 일체가 된다. (조르주 바타유 2009, 

200-201) 

이러한 바타유의 주장은 침착한 상태에서 그랑자이유가 솔랑주를 아프

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도권을 회복한 후 이내 

그림 4-4. 〈로트레아몽 작품 속 사마귀의 식인〉, c.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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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되찾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처

럼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작품 속 갈등의 절정에서 솔

랑주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매정하게 짓밟고 부정

하는 것도 모자라 솔랑주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결국 그녀를 

고사(枯死)하도록 내모는 그랑자이유는 사드가 말하는 절대 인간, 바타유

의 언어로는 주권적인 인간의 모습에 부합한다. 

그랑자이유는 솔랑주에게 치명타를 날린 것이었다. 솔랑주는 그 즉시 

이해했고, 심안에 피어오르는 그 모습, 사나울 만큼 온전하고 원한으로 

그득한 앙숙의 모습— 그랑자이유 그 자체였다. 그랑자이유는 솔랑주

의 적이었고 단 한 순간도 적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 그렇다, 백

작은 솔랑주가 죽기를 원했다. 솔랑주는 불평도 불만도 없이 삶의 끈

을 놓을 것이다. (RO 406)

이처럼 달리가 창조한 그랑자이유 백작은 어떠한 구속도 없이 욕망을 

마음껏 행사하는 주권성을 지닌 사드적 인물이고, 그랑자이유 백작의 에로

티즘은 파괴적인 사디즘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Elduayen Castillo 

2020, 100). 그러나, 그랑자이유 백작의 폭력적 행위 뒤에 따르는 용서와 참

회의 과정은 사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랑자이유 백작이라는 인물의 성격(personalidad)은 사드의 ‘절

대 인간’의 모습과 닮아있을 뿐만 아니라, 로트레아몽이 창조한 악의 주체 

말도로르(Maldoror)와도 매우 흡사하다. 19세기에 완성된 로트레아몽의 『말

도로르의 노래』는 사드와 더불어 초현실주의자들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부

여받았고, 특히 제6곡의 “해부대 위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처럼 아름

답다!(comme la rencontre fortuite sur une table de dissection d’une machine à coudre 

et d’un parapluie !)”는 구절은 초현실주의의 교리와 같았다(Lautréamont 1970, 

224-225). 이처럼 『말도로르의 노래』는 초현실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기도 

하거니와, 그 삽화뿐 아니라 작품 속 한 장면을 회화로 남기기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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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로트레아몽의 텍스트에 대한 애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생

각한다면(그림 4-4), 두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자와 합일에 이르려는 로트레아몽의 시도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폭력

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윤경의 경우에는 로트레아몽

이 “즉각적인 경험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장 잔

인한 방법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사디즘적인 이미지를 펼친다(2015, 289)”고 

주장하며 사드와 로트레아몽 사이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

나 두 사람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데, 블랑

쇼의 경우 로트레아몽의 악은 ‘본래적 정열(original passion)’과는 거리가 멀

고, 특히 의도 면에서 사드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로트레아몽의 작품은] 잔학한 행위들로 분명히 넘치고 있지만, 그 즉

시 인간 정신의 관대함에 대한 격한 긍정과 더불어, 관능적인 쾌락으

로 탐구되고 맛보았을 고통에서 출발해 어둡고 마비를 일으키는 억압

으로 진행되는 기묘한 변화가, 아주 기민한 수준에서 후회의 감정과 

함께 따라온다. […] 의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로트레아몽은 사드

와 매우 거리가 멀다. 로트레아몽의 작품에는 불의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 선에 대한 본능적인 지향, 그리고 애당초 도착으로도 악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강력한 고양의 양상이 발견된다. (Blanchot 2004, 62-63)

요컨대 사드의 악과 폭력이 쾌락 원칙에 충실한 정신적 자유의 행사에 

가깝다면, 로트레아몽의 악은 이보다 입체적인 측면이 있다. 후자의 경우 

쾌락 원칙에 충실한 악행과 폭력이 이루어진 후에는 후회 등의 감정이 밀려

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양가적인 속성이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려진 얼굴들』에서 그랑자이유가 솔랑주에

게 물리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가한 뒤 곧이어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구하

는 모습이나, 솔랑주가 자신으로 인해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음을 부정하며 

광분하다가, 괴로움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고뇌에 빠지는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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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다도 오히려 로트레아몽의 인물상과 더욱 닮아있다. 

코르크나무 숲의 한가운데에 마르탱 형제의 형이 지난 일요일 표식을 

남긴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그것은 전쟁으로 인해 순교하고, 평화에 

의해 산 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저 나무들 뒤에 죽어서 묻힌, 솔랑주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프랑스의 솔랑주, 바위의 가슴, 자스민의 입술

이여! 사랑하는 크류 드 리브류의 평원을, 이 찬란한 평원을 다시 보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그랑자이유 백작은 얼마나 오랫동안 환각 상태에 

빠져서 살았던가! […] 하지만 평원을 올려다보는 대신, 그랑자이유 

백작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따름이었다. (RO 416)

이처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갉아먹는—달리의 표현을 빌리

자면, “서로를 유혹하는 무자비한 전쟁(una guerra implacable de mutua seduc-

ción)”이었던74—솔랑주와 그랑자이유의 관계는 1936년의 작품 〈가을의 식

74 RO 25 참조.

그림 4-5. 〈가을의 식인〉,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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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Canibalismo de otoño〉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된다(그림 4-5).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부드러운 구조물과 삶은 콩(내전을 예견하다)Construcción blanda 

con judías hervidas(Premonición de la guerra civil)〉(그림 4-6)와 함께 스페인 내전 

상황을 그려낸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가을의 식인〉은 한 쌍의 남녀

가 서로의 살을 숟가락으로 뜨고 칼로 썰며 하나로 엉겨붙는 장면을 그리는

데, 이에 대한 애즈의 평은 다음과 같다.

1936년 말, 달리는 서로의 살을 먹는 한 쌍의 남녀로 괴물 같은 육체

를 대신한 작품인 가을의 식인을 그렸다. 〈부드러운 구조물〉에 나타나

는 광기를 많이는 찾아볼 수 없지만, 〈가을의 식인〉은 야수적인 만찬

을 미식적이고 심지어는 미학적인 현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훨씬 

공포스러워 보인다. (Ades 1995, 111)

이뿐 아니라 스페인 초현실주의와 스페인 내전, 그리고 파시즘의 관계를 

탐구한 그릴리의 경우에는 〈가을의 식인〉을 달리의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그림 4-6. 〈부드러운 구조물과 삶은 콩(내전을 예견하다)〉,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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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내고자 시도한다. 이때 그릴리는 1930년대 이후 천착

한 성과 공포 등의 문제와 작품을 연결짓고 사도마조히즘적 코드를 발견하

기도 한다. 그릴리의 다음 해석은 비단 〈가을의 식인〉뿐만 아니라 �가려진 

얼굴들� 속의 연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스페인 내전의 살인적인 공포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가을의 식인〉과 

〈내전을 예견하다〉는 모두 어둡고 불안한 인간 열정에 대한 달리의 오

랜 매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30년에 “사랑”을 “도착과 악덕(vice)”

과 동일시한 것에 충실하게, 달리는 정통파 초현실주의자들이 고귀하

기 그지없는 것으로 승격한 사랑을 끌고 와 성적 타락의 수렁으로 빠

져드는 해방의 원천으로 삼았다. 성적 잔학 행위(erotic cruelty)의 야만

스러운 레퍼토리에 대해 달리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착란 상태에 빠

져, 서로를 잡아뜯고 찢어발기는 팔과 다리의 괴물 같은 이상 생장” 

현상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애무는 죽음의 손아귀로 변하고, 입맞춤은 

거머리의 흡혈 행위로 변한다. 이 두 작품은, 로트레아몽의 �말도로르

의 노래�를 위한 1934년의 삽화와 같은 달리의 초기 작품에서 발달한 

성적 도착의 주제를, 내전 동안 스페인을 황폐화한 극한의 정치적, 사

회적 폭력의 알레고리로 바꾸어 놓았다. (Greeley 2006, 54)

이처럼 솔랑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랑자이유의 냉정함과 잔혹함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랑자이유는 솔랑주를 

학대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위 뒤에는 고통스러운 후

회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은 로트레아몽과 말도로르의 모습과 크

게 닮아있다. 그랑자이유의 모습은 사드가 제시한 악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주권적 자아의 모습인 동시에, 나아가 선과 악의 양가적이고 입체적인 관계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며 영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로트레아몽

이 창조한 말도로르와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

본 소절에서는 『가려진 얼굴들』의 주요 인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그랑자이유 백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면 이어지는 소절

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은 솔랑주 드 클레다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달리가 



117

이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클레달리즘’이라는 개념이 이 인물의 이

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솔랑주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순교’라

는 이름으로 언어화된다는 점에서, 솔랑주라는 인물은 바타유가 제안하는 

에로티즘과 죽음, 그리고 초월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1.2. 클레달리즘: 사랑, 죽음을 초월하다

그랑자이유 백작과 여러 해동안 감정의 줄다리기를 해온 상대인 마담 솔랑

주 드 클레다는 『가려진 얼굴들』에서 그랑자이유 백작보다도 핵심적인 인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달리가 그녀에게 부여한 의미의 정도는 작품의 권

두 삽화(frontispiece)에서 짐작할 수 있다(그림 4-7). 달리가 그린 솔랑주 드 

클레다의 모습은 성(聖)과 속(俗)이라는 양 극단의 한가운데에 있는, 2장

에서 다룬 성 세바스티안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된다. 에로티시즘의 

좌절을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 속 다프네(Daphne)처럼 양 팔을 벌리고 나무

가 된 솔랑주의 나신은(그림 4-8)75,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형상뿐만 아

니라, 수전 손택의 해석과 같이, 황홀경에 빠진 것인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엘 그

레코가 그린 성 세바스티안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그림 4-9). 같은 맥

락에서, 그랑자이유 백작과의 이별 뒤, 솔랑주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해가

는 과정은 산체스 비달의 주장과 같이 “성 세바스티안 테마의 새로운 표명

(una nueva formulación del tema del san Sebastián)”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Sánchez Vidal 1988, 291), 2장에서 주요하게 다룬 텍스트 중 하나인 「성 세

바스티안」과 �가려진 얼굴들�의 텍스트 안에 달리가 가르시아 로르카와 맺

었던 깊은 관계가 승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Cate-Arries 1995, 13).

75  아르테미스의 님프 다프네는 아폴론의 집착에 가까운 구애를 피해 도망치다가 강의 신

인 아버지 페네이오스의 도움을 받아 월계수로 변하는데, 사랑으로 인해 나무로 변신했

다는 점에서 클레다와 비슷한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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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류 드 리브류의 숲을 둘러싼 오해로 인해 솔랑주와 관계가 완전히 틀

어져버린 그랑자이유 백작은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

기 직전에 잠시 솔랑주를 만나 이별을 고한다. 이별 후 솔랑주의 모습을 달

리는 엘 그레코의 그림을 빌려 묘사하는데, 이때 엘 그레코의 특정 작품 제

목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통해 그리스인 화가가 매우 즐겨 그렸

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4-10).

솔랑주 드 클레다, 당신의 육체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당신의 

영혼으로 무슨 짓을 하는가? 

지상에는 육체와 영혼에 대한 자비란 없지만, 사회는 둘 모두에 대한 

저급한 아첨으로 충만하다……! 화가와 시인들은 그대 눈빛의 수수께

끼같음 앞에서 황홀경에 빠지고, 춤의 거장은 그대 몸짓의 유연함을, 

미조술사는 그대 낯빛의 잡티 하나 없는 순수함을 칭송한다. 그러나 

나는, 솔랑주 드 클레다여, 그대 혼자 방에서, 그대 우상을 향해 고개

를 들고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대는 마치 엘 그레코가 

그린, 죽어가면서도 탐스러운 저 신비한 여인들과 같다. 엘 그레코의 

여인들처럼, 그대 눈동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눈물의 녹청으

로 빛나며, 마치 황홀경의 조가비처럼 단단하고 불투명하다. (RO 207)

이와 같이 성과 속을 넘나드는, 양가적이고 다면적인 솔랑주의 성격은 

그녀를 매료시킨 문장이자, 그녀가 죽는 순간 내뱉은 말 “Je suis la dame”에

서 잘 드러난다. 바로 ‘dame’이라는 단어가 지닌 다양한 의미 때문이다. 프

랑스어에서 이 단어는 귀부인, 요정, 천사, 성녀 등 다양한 의미의 여성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이 말은 그랑자이유 백작 부인이 되고자 했던 솔랑주의 

열망도, 코르크나무 숲을 지키는 요정이 되고자 했던 열망도, 마침내 사랑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모두 바치는 사랑의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까지

도 모두 담아낸다. 솔랑주에 대한 지라르댕 영감의 언급에서도 솔랑주라는 

인물이 가진 성격의 다면성이 매우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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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가려진 얼굴들 권두 삽화, 1944

그림 4-8. 폴라이올로, <아폴론과 다프네>, 1470-1480 그림 4-9. 엘 그레코, <성 세바스티안>, 16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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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여지 없이, 당제르빌 자작은 마담 클레다의 여신과 같은 육체

가 여왕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애자들

도, 마담의 눈길 속에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을 잘못 이해하고는, 마담

의 성격이 매춘부처럼 비사교적이라고 생각하지요. 무엇보다도 공증

인으로서 저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마담은 마치 아주 사랑스러운 짝으

로 보이기도 하고, 저의 목가적이고 시적인 천진한 시각에서 본다면 

마치 요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중 어떤 쪽도 만족스럽지 못합니

다. 오히려 저에게 마담 클레다는 성인(聖人)으로 보입니다.” (RO 63)

이처럼 솔랑주의 정체성은 여신과 여왕, 매춘부, 요정 등을 넘나들다 마

침내 성인의 모습으로 고정되는데, 솔랑주가 성인의 정체성을 취하는 이

상 순교는 그녀의 운명이 된다. 바타유는 말년의 저작인 �에로스의 눈물Les 

Larmes d’Éros�에서 성스러운 것과 에로티즘, 그리고 죽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한다.

그림 4-10. 엘 그레코, 〈회개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c. 158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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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sacré)!……

이 단어의 음절들에 이미 불안이 실려 있고, 그 불안의 무게는 희생 제

의에 깃든 죽음의 무게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음을 싣고 있으니…….

하지만 내 안에서, 최종적인 죽음은 기이한 승리를 의미한다. 최종적 

죽음의 빛은 나를 휘감고, 내 안에서 무한히 즐거움의 웃음을 터뜨린

다. 소멸의 웃음을! (조르주 바타유 2020, 116)

위와 같은 바타유의 진술에 의하면 희생 제의에 의한 죽음은 곧 삶과 같

고, 이 죽음은 불연속적인 개체를 초월적인 경지로 이끌기 때문에 “기이한 

승리”와 같다. 다시 말해, 희생양은 “죽음에 의해 […] 돌연 존재의 연속성

에 이르며, 그의 개별성은 사라진다(조르주 바타유 2009, 102).” 초월적인 

경지로 향하는 희생의 시퀀스는 『가려진 얼굴들』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아

닌데, 소설이 완성되고 1년이 지난 뒤인 1945년에 디즈니와 합작을 시도한 

단편영화 〈데스티노Destino〉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76 

영화 속 시간의 신 크로노스(Cronos)를 향한 인간 여자 달리아(Dalía)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봉인된 크로노스를 찾아가는 길은 

달리아의 고행에 다름 아니고, 달리아는 마침내 스스로를 희생하고 민들레 

홀씨를 날려보냄으로써 크로노스를 해방하고, 자신은 풍경 속으로 사라진

다. 사랑하는 이를 자유케 하고 소멸한 달리아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연속성에 이르게 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불멸자 크로노스가 가슴 속 

깊은 곳에 달리아의 사랑을 품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람의 사랑은 달

리아가 죽음으로써 완성되었다. 한쪽의 희생으로 완성된 〈데스티노〉 속의 

76  〈데스티노〉는 60여년이 지난 이후인 2003년이 되어서야, 로이 디즈니의 주도로 1945년 

당시 달리와 함께 스토리보드를 그렸던 존 헨치(John Hench)의 감수를 받아, 도미니크 

몽페리(Dominique Monferey)감독의 손을 거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달리가 남

긴 스토리보드 스케치나 습작들을 보면, 2003년 완성된 〈데스티노〉는 달리의 본래 의도

와 비교적 가깝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아의 품에서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나 

새, 종탑의 종이 되는 달리아의 그림자 등 영화의 많은 요소는 달리의 원 스케치에서 이

미 찾아볼 수 있다(Fanés 2007a, 18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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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그리고 솔랑주의 희생과 부활로 영원해진 『가려진 얼굴들』 속 사랑은 

바타유가 말하는 “기이한 승리”의 한 형태이다.

전장으로 떠난 그랑자이유 백작을 기다리며 크류 드 리브류의 숲에 코

르크나무를 심다가, 고통 속에서 차츰 죽어가는 솔랑주는 정신 착란 상태

를 겪는다. 이때 솔랑주가 겪어온 고행이 육체가 아닌 정신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육체적 고행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현저하

게 해치지만 정신적 고행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희생당할 운명인 대상

의 아름다움─특히 외적인 아름다움─은 에로티즘의 세계관에서 대단히 중

요한데, 바타유가 보기에 아름다움은 에로티즘의 충동을 핵심적으로 보여

주고 따라서 죽음, 그리고 연속성을 추구하는 모순된 태도까지 드러내보이

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의 추구에는 연속성에 이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그것을 모

면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이러한 모호한 노력은 모호성을 그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 모호성이야말로 에로티즘의 충동을 잘 요약해 주는, 

에로티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조르주 바타유 2009, 165)

바타유는 왜 에로티즘에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름다움의 정도와 모욕의 욕구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제

의의 경우에도, “속죄양의 선택에 있어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어서, 죽

음의 잔인성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완벽성이다(조르주 바타유 2009, 

166).”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야말로 에로티즘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에로티즘의 본질은 더럽히기에 

있고, 추함은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금기의 의미와 다름 아닌 인

간성은 에로티즘에서 위반된다. 인간성은 위반되고 모독되고 더럽혀

진다. 아름다움이 크면 클수록 더럽힘의 의미는 그만큼 커진다. (조르

주 바타유 20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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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데스티노〉 스틸, 2003

그림 4-12. 〈데스티노〉 스틸, 2003

그림 4-13. 〈데스티노〉 스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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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순교자 솔랑주의 죽음의 의미는 죽는 순간의 아름

다움에 비례한다. �가려진 얼굴들�에서 솔랑주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사건

으로서 ‘클레달리즘’이라는 초월적 관념의 에로티즘을 제시하는 데까지 도

달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솔랑주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볼 수 있듯, 고통은 오히려 솔랑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고통을 겪고 보다 아름다워진 모습의 솔랑주의 희생과 죽음은 에로

티즘의 의미를 극대화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울까? 그렇다! 고통의 흔적은 솔랑주를 

더욱 고결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와인이 익어가

듯, 고통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했다. 그녀의 고행에는 초라함도 핑

계도 조금도 섞여있지 않았다. 사소한 걱정과 비천하고 평범한 분노 

따위만이 얼굴을 추하게 만들고 몸을 쪼그라들게 할 뿐이다. 위대한 

순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불타는 상처 

사이로 보이는 눈처럼 새하얀 뼈처럼 빛나는 불안한 아폴론적 열정으

로 수축된 근육에 경련과 기형을 일으킨다. 솔랑주 드 클레다, 칼에 베

인 자국 하나 없는 사랑스러운 순교자! (RO, 399)77 

그랑자이유 백작과의 오해를 도저히 풀 수 없고, 그가 베로니카와 결국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야 그랑자이유 백작 부인이 될 거라는 일

말의 희망조차 사라지고 난 후, 솔랑주는 점점 심해지는 정신 착란 속에서 

도래하고 있는 죽음을 감지한다.

정신 착란 상태에서 솔랑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며칠 동안이나 

죽어 있었죠?” 그녀가 물었다. “닷새 ─저도 알아요─ 닷새 동안이었

죠. 이제 저를 땅에 묻기 시작해야 할 거예요. 저 때문에 안 좋은 냄새

77  이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지는데, 영어판에는 그대로 수록되어 있으나 스페

인어판에는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억눌린 보물인가, 그녀 육체의 부활은 온

전한 욕망의 도취적인 속삭임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어떤 필멸자가 이 여인, 금욕과 성

스러운 기도의 착란으로 숭고해진 이 여인의 기적 근처까지 올 수 있었던가!” (HF,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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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 지도 몰라요. 제 살이 썩고 있어요……. 오늘까지는 손님을 받

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군요. 왜 제 

관이 뼈로 가득한 거죠? 이 뼈들은 누구의 것이고요?” (RO, 407-408)

결국 솔랑주는 그랑자이유 백작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기 직전에 죽고 

만다. 솔랑주는 숲을 살리기 위해 심어왔던 나무처럼 변해가며 숨을 거두는

데, 크류 드 리브류의 한 피혁공이 솔랑주의 주검을 발견한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머금은 솔랑주의 표정은, 육체라는 한

계를 탈피하고 영원한 자유에 도달한 주체의 승리를 의미한다. 

바타유가 “발작적인 쾌락의 폭력이 나의 심장 깊숙한 곳에 있다. 동시

에 그 폭력은 죽음의 심장(2020, 11)”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드니 올리에

는 “향락과 희생, 성욕과 잔인성 사이의 혼란스러운 관계로 인해 생식력은 

영원성을 잃게 된다. 신체의 형태는 향락을 억제하고 억압한다(2022, 166)”

고 덧붙인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던질 때 인간은 비로소 에로티즘의 궁극적

인 지향점인 영원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랑주의 죽

음은 앞에서 언급된 “기이한 승리”의 한 형태이고, 죽는 순간에도 잃지 않

았던 지복의 미소는 육체의 억압에서 비로소 탈출하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솔랑주가 거의 알아들을 수도 없게 “Je suis la dame!”

하고 내지르는 비명 한가운데서, 경련을 일으키듯 달그락거리는 소리

를 들었다.

피혁공이 문을 반쯤 열었다. 솔랑주 드 클레다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

다. 양 팔을 나뭇가지처럼 뻗고, 고개는 뒤로 젖히고 경직된 얼굴의 입

술은 더없는 행복으로 넘치는 미소로 살짝 벌어져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죽었군!” 피혁공이 말했다.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생명만 내준 것이 아니라…… 영혼 전부를 기꺼이 주고자 했구나. 그

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RO,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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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혁공의 대사에서, 솔랑주가 몸과 영혼 모두를 그랑자이유 백작에

게 주고자 했다고 말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혁공의 이 대사는, 

솔랑주가 사랑의 주술이 있은 후 크류 드 리브류의 숲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라르댕 영감과 나는 대화의 일부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랑자이유 백작은 크류 드 리브류의 코르크나무 숲을 마치 신체의 일

부처럼 생각하고 매우 아낀다. 솔랑주가 숲을 사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

이다. 숙적에게 넘어간 숲과 땅을 다시 사들이고 그랑자이유 백작에게 돌

려주고 그와 합일에 이르기 위함이다. 이러한 솔랑주의 의도는 아래 부분

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추측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랑자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그가 직접 증거를 보여주어 확인해 

주었는걸요. 좋아요, 나 스스로 그랑자이유가 사랑했을 법했던 것, 자

부심을 가질 법했던 것으로 변하겠어요……. 나는 그의 숲이 될 거예

요, 그 여인78이 될 거예요. […] 그의 아내, 그의 연인, 혹은 그의 노예, 

그 무엇으로도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방패에 새겨진, 그 여

인이 될 거예요…….” 솔랑주의 말투가 격해졌다. “그래요, 나는 백작

을 사랑해요. 맞아요, 내가 숲을 사는 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예요. 

그의 땅 위에서, 그의 땅에 심어진 채 그에게 예속된 존재로 느껴지기 

위해서요.” 솔랑주는 스스로를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가둔 뒤, 다시 말

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분명, 나는 어떤 악마적인 자

존심에 완전히 홀려 있을 지도요……. 나는 그랑자이유의 답을 듣지 

못한 사랑 때문에 병을 얻었지만, 그가 나를 경멸한다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그녀는 난로 가까이 다가가, 양탄자 위에 웅크린 채 지

라르댕 영감을 마주보고 앉았다.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나는 내 자

존심을 그 땅에 묻을 수도 있다고요…….” (RO 181)

위와 같은 솔랑주의 말에서 볼 수 있듯, 솔랑주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78 원문은 la dame 이다. 원문의 이탤릭 표기는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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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자이유 백작과 합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

랑자이유 백작은 솔랑주가 숙적에게 넘어간 몫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

식에 분노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베로니카와 잘못된 결혼까

지 하면서, 솔랑주가 품고 있던 합일의 희망을 완전히 소거해 버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로티즘적 욕망의 좌절과 더불어, 솔랑주의 고통과 순교 또

한 예견된 것이 된다. “에로티즘의 최종적인 의미는 경계의 제거와 상호 융

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차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의미

를 부여받(조르주 바타유 2009, 148)”기 때문이다. 그랑자이유 백작의 분노

로 인해 궁극적인 상호 융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상, 욕망의 대상인 그

랑자이유 백작과의 애정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그가 전장으로 따

나게 된 이상, 솔랑주가 추구하는 에로티즘은 결국 혼자만의 욕망으로 끝

나게 될 운명에 처한다.

하지만 �가려진 얼굴들� 속의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지키는 

인물은 솔랑주 뿐이다. 오직 솔랑주만이 그랑자이유 백작에 대한 마음을 지

킬 뿐, 그랑자이유 백작은 자신을 랜돌프로 착각한 베로니카와 결혼을 하는 

등 다른 인물들의 사랑은 변하기를 거듭한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

생하는데, 솔랑주만이 살아서 대상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랑자이유 백작이

나 베로니카는 욕망의 대상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소유욕에 대한 바타유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빗대어 본다면, 베로니카나 그

랑자이유 백작은 착각으로 인해 원래의 대상을 잃고 다른 상대방을 소유하

게 된 반면, 오직 그랑자이유 백작만을 원했던 솔랑주는 그 욕망의 불꽃에 

끝내 불타 죽는다. 욕망의 주체가 결국 사라졌으니 욕망 그 자체 또한 사라

졌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솔랑주는 역설적으로 그랑자이유 백작을 비로

소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를 애태우는 그러한 욕망의 대상은 소

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둘 중 하나다. 욕망이 우리를 태워 없애든

가, 아니면 욕망의 대상이 우리 안의 불을 잠재우든가. 우리는 오직 



128

한 가지 조건, 즉 대상에 대한 욕망이 차츰 소진되는 조건에서만 대상

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욕망 없는 삶이라면 차라리 내게 죽음을! 

우리는 환상에 만족한다. 욕망하는 대상의 소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

지 않은 채 극단에 이른 느낌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죽음을 거부하

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대상을 욕망(기실 죽고 싶은 욕망)과 연

결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을 잃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조르주 바

타유 2009, 162)

그랑자이유 백작과 결혼해 사랑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거의 사라져

갈 때 솔랑주도 착란 속에서 점점 죽어간다. 그랑자이유 백작은 솔랑주가 

욕망하는 대상이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그랑자이유 백작

을 항상 따라다니는 율수 수녀도 솔랑주의 죽음은 백작 때문이라며 그를 

다그친다. 

“그래, 당신은 잘 알고 있지, 그랑자이유! 불쌍한 솔랑주 드 클레다, 

그 천사같았던 여자를 당신이 죽였어! 천천히, 느리게, 더디게 — 그랑

자이유 가문 핏줄을 물려받은 자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고. 

네놈은 그 여자의 고행이 몇 해에 걸쳐 이어질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 

여자의 피부를 찢어 벗겨 버렸지. 마침내, 그 여자가 네놈이 자기를 행

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순간에, 네놈은 그 여자의 고귀한 가슴 한

복판에 최후의 일격으로 칼을 푹 찔러넣은 게야……!” (RO, 413-414)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타유의 지적처럼, 그랑자이유 백작은 솔랑주에게 

죽음과 영원한 삶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죽음 이후 솔랑주의 영원하고 

풍요로운 삶은 풍성해진 크류 드 리브류의 코르크나무 숲의 이미지로 구현

되는데,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는 땅의 생명력은 부활과 영생, 영

원성의 세계를 상징한다. 죽어가던 땅을 살려내고 그 일부분이 된 솔랑주는 

실로 그 이름처럼 땅의 천사, 생명력의 화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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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 솔랑주 드 클레다가 그랑자이유 백작의 무도회 다음 날부

터 심기 시작한 어린 코르크나무들은 쑥쑥 자라고 있었다. 숲은 우거

졌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작은 사람의 키가 아닌, 거인의 키높이

에 다다랐다. (RO, 410-411)

그랑자이유가 신체의 일부처럼 아끼던 숲을 되살리고자, 그가 떠난 이후

에도 꾸준히 땅을 지키고 황폐해진 숲에 나무를 심던 솔랑주는 스스로 나무

가 되어 크류 드 리브류의 숲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태어났다. 인간의 육체

를 지녔을 때에 이뤄내지 못했던 합일을 죽은 뒤에 이뤄낸 것이다. 부활한 

솔랑주의 모습은, 달리가 묘사하는 것처럼, 신성하기 그지없어 드넓은 평원

을 은총으로 가득 채운다. 솔랑주가 나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정

은 작품의 초현실성을 배가하는 효과까지 거둔다.

나무 기둥 중간쯤, 코르크 껍질이 벗겨진 부분에 연약하고, 비단결 같

고, 부드럽고, 예민하며, 거의 사람 같은 피부가 드러났다. 그 피부는 

신선한 피와 색깔이 똑같아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코르크 껍질을 벗

어던진 나무들은 놀라울 만큼 가장 고결한 태도로 두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든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열정적으로 드러내보여 더욱 사람 같았

다.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내리고 있을진대 굵직한 선과 밑둥에 드러

난 둥그런 요철의 매끈하고 부드러운 형상은 가장 신성하고 이상적으

로 껍질을 벗겨낸 감각 세계의 육신을 모사하고 있었다. 풍경 한가운

데 오도카니 서있는 벗겨진 코르크나무 한 그루의 존재는 황혼녘을 은

총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RO, 411)

이처럼 나무에 깊게 새겨진 클레달리즘의 순교자는 불멸할 것이고, 이 

이미지는 이 절의 서두에서 본 것처럼 성 세바스티안의 이미지와도 중첩된

다(Cate-Arries 1995, 23). 솔랑주는 에로티즘의 궁극에 다다라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고 사랑을 완성한 것이다. 이 작품을 꿰뚫

는 문제의식은, 그 모티프가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인 만큼 죽음 속의 

사랑, 죽음으로 완성되는 사랑인바, 솔랑주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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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행을 겪으며 더욱 아름다워진 솔랑주는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크

류 드 리브류의 풍요로운 코르크나무 숲을 지키며 사랑을 지킬 것이다. 솔

랑주는 그랑자이유 백작의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부활함으로써 그를 소

유하게 되었다. 반면 자신의 욕망이 가리키는 곳을 너무 늦게 깨달은 그랑

자이유 백작은 욕망의 대상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바타유의 언어로 말하

자면, 죽음보다도 못한 욕망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솔랑주의 삶

과 사랑을 통해 달리가 제시하는 “대상과의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무결한 

합일을 통해 승화된 쾌락과 고통을 일컫는(RO 12-13)” 클레달리즘의 개념

은, 바타유가 제안하는 에로티즘 전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초월하

는 양상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4.2. 「순교자: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에로틱한 비극」

미완의 비극 「순교자」는 부제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에로틱한 비극’에

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동시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매우 두드러지는 작품이다.79 달리가 평생 존경했던 화가 페르메이르가 태

어난 해의 네덜란드 델프트 지역을 배경으로 삼는 이 극은 19세의 처녀 에

데리에타(Hederieta), 32살의 왕자 포풀루스 알바(Populus Alba), 그리고 32

살의 고해성사 사제 일렉스(Hílex),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또

한 「순교자」는 고전적인 연극 형태의 규범을 따라, 페르메이르가 태어난 해

의 네덜란드 델프트라는 시공간적 배경, 그리고 세 명의 인물과 그 사이에

서 벌어지는 사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삼일치의 법칙을 준수하며, 대

사는 14음절 시구(alejandrino)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3장에서 다룬 

79  이 작품의 정확한 창작 연도는 알 수 없다. 1954년부터 1960, 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

지, 달리가 매우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 「순교자」의 집필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기 때문

이다(Sánchez Vidal 2004, 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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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미궁-희생」 삼부작과 마찬가지로 고전주의로 회귀하려는 달리의 의

지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텍스트는 2막의 일부까지만 완성되

었기 때문에 결말까지 어떻게 이르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본이 시작

하기 전에 제시되는 각 막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 달리가 당초 구상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극의 1막에서는 결혼 전날, 고해성사 사제인 일렉스에게 모독당하고 더

럽혀지고 싶다는 성적 욕구를 털어놓는 처녀 에데리에타의 모습이 등장한

다. 에데리에타는 왕자 포풀루스 알바와 결혼하지만 첫날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에데리에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만 태운다. 사실 포풀

루스 알바는 성교보다 자위를 선호하는 자였고, 실망한 에데리에타는 2막

에서 그녀가 상상했던 성행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아쉬움을 토로

하는데, 이 에데리에타의 대사까지만 완성된 상태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

실 첫날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포풀루스 알바가 계획한 이

단 행위를 위한 예비의 일환이었다. 포풀루스 알바는 모든 존재가 이미 원

죄로 얼룩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처녀라고 하더라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본 �가려진 얼굴들�에서, 그랑자이유 백작이 사랑

의 마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솔랑주와의 어떠한 신체적, 성적 접촉도 경계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포풀루스 알바는 신에게 원죄를 씻어내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기 위

해서는, 원죄에 반하여 최후의 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후의 

죄악이 항문 성교(acto de sodomía)라고 믿는다. 에데리에타도 처음에는 포

풀루스 알바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호소에 사제 일렉스까지도 혼란

을 느낀다. 포풀루스 알바는 일렉스에게 이 ‘정화의 항문 성교(sodomización 

purificadora)’를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에데리에타와 영원히 사라지겠노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일렉스는 이 악의 파괴에 기반한 새로운 이단으로 인해 

생겨나는 의심을 혼자서 이겨낼 자신이 없다. 포풀루스 알바는 독이 든 캡



132

슐과 병자 성사(extremaunción)80를 위한 고약을 두고 퇴장한다.

독이 든 캡슐을 씹지는 않고 물고만 있는 일렉스의 모습과 함께 3막이 오

른다. 포풀루스 알바가 에데리에타의 손을 잡고 등장하고, 독 캡슐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분노한다. 포풀루스 알바는 일렉스에게 돌진해 독 캡슐을 터트

리기 위해 입을 맞추고,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난다. 일렉스가 입을 맞춘 채 

머금은 독을 포풀루스 알바에게 뱉어내자, 포풀루스 알바는 호흡곤란을 겪

으며 고통스러워한다. 두 사람의 머리가 떨어지고, 일렉스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세어 있다.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에데리에타는 “알비노!”라고 외

치고, 포풀루스 알바의 칼을 꺼내 자결한다. 이때 비로소 일렉스는 병자 성

사를 행하고, 스페인 국가(Marcha Real Española)가 흘러나오며 막이 내린다.

전체의 약 2분의 1정도만 존재하는 미완성 상태의 텍스트를 통해 전체

적인 내용을 조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확인

이 가능한 텍스트적 근거로 미루어 보건대 「순교자」는 일종의 “초현실주의

적 성찬 신비극(auto sacramental surrealista)”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OC III, 

1270).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칼데론 식의 성찬 신비극 형태를 차용하고 있

지만 그 내용은 신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성적 묘사가 매우 노골적이

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결말까지 2막에서 드러나

는 타락의 행위가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교자」는, 알베르티의 

희곡과 유사하게, 칼데론이 정립한 ‘창조-타락-구원’의 구도를 ‘구원’ 없

는 ‘창조-영원한 타락’의 구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81 기존의 규범을 특

유의 유머 감각으로 비꼬는 초현실주의적 색채를 띤 성찬 신비극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원초적 욕망을 제지하려던 사제는 오히려 타락의 징표를 안고 

살게 된 반면 욕망에 충실했던 자들은 순교의 형태를 띤 죽음을 맞이함으

80  스페인 한림원은 병자 성사(extremaunción)를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죽음을 목

전에 둔 신도들에게 성유를 바르며 행하는 성사”라고 정의한다. https://dle.rae.es/ex-
tremaunci%C3%B3n 참조(검색일: 2022. 6. 19.).

81 성초림 2003, 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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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러한 작품의 결말은 타락과 초월이 사실상 

욕망을 사이에 둔 채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서로의 존재를 전제하고 내

포하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에로티즘의 관점에서 「순교자」에 접근하면서 에데리에타라는 인물과 종

교에 대한 태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에데리에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노골적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의 언어를 사용

하며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에 열정적으로 투신하기 때문이

다. 이 같은 에데리에타의 주권적인 성격은 1막 말미에 결혼을 앞둔 상황에

서의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에데리에타 — (긴 침묵 끝에, 고통스러워하며)

연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꺼내기를

반복할 때 그들은

한꺼번에 모든 걸 안에 넣지 않고, 질서 있게 행동하죠.

종종 정액을 쏟아낼 때면,

제 것에서는 항상 새어나가곤 하죠,

모든 게 한 곳에서, 한 곳 안에서.

내 남편의 남근이 아주 거대하기를,

그리하여 내 온몸이 엉덩이와 음부가 되길,

몸의 어떤 부위로든 섹스를 할 수 있도록!

연인들의

고환과 남근, 고환과 남근

모든 것이 거대하기를,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를!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관계를 가질 수 없기를!

죽지 않으면서는 쾌락을 느낄 수조차 없기를! (OC III, 1022-23)

위 대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데리에타는 한 문장 안

에서 에로틱한 쾌락과 죽음을 동시에 언급한다. 이러한 대사는 3장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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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략히 소개한 바타유의 ‘작은 죽음’ 개념, 즉 쾌락의 절정에서 느끼는 

오르가즘, 생명력의 절정이 죽음과 맺는 긴밀한 관계를 매우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에 눈을 뜨고 솟구치는 욕망에 충실

한 에데리에타는 성 충동, 과잉된 생명력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절정에 이어 오는 침몰은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하나의 ‘작은 죽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격렬한 동요에 이어 오는 썰물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죽음은 그러한 

막연한 비유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종족의 번식과 죽음이 긴

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존재들의 증식만 있는 

막다른 길에서의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 그럼

에도 끝내 거기에 있는 것은 번식이 부르는, 삶의 과잉이 부르는 죽음

이다. (조르주 바타유 2009, 115)

「순교자」에서 백색증(albino)이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된다는 점 역시 흥

미로운데, 달리는 「순교자」 속 백색증을 “아담의 원죄에 반하여 봉기한 인

간의 선아담적(pre-adánica) 퇴행 경향이자 선천사적(pre-angélica) 경향”이

라고 정의하며 완전히 새하얗게 세어버린 머리로 이를 형상화한다(OC III, 

1014). 즉 백색증은 창세기의 아담 이전으로, 원초적 욕망에 충실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시각화한 형태인 것이다. 다음 에데리에타의 대사

에서 드러나듯이 통상 순결과 순수를 상징하는 하얀색은 「순교자」에서는 

절정의 순간 팽창한 성기에서 폭발하는 정액과 체액을 가리키고, 에데리에

타는 이 하얀색을 온몸으로 흡수해 머리까지도 하얗게 세어버리기를 원망

한다. 이 같은 에데리에타의 갈증은, 솔랑주 드 클레다가 그토록 바라 마지

않았던 상대방과의 궁극적 합일에 대한 갈증과 결을 같이한다. 

에데리에타 — 모든 것이 새하얀 밤을 보내요,

그의 새하얀 정액은 제게서 멀리 떨어진 채로.

정액이 흘러갔어요, 저의 눈물과 뒤섞여서,

그리고 촛농처럼 녹진한 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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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정액, 그리고 풍부한 침과도 뒤섞였고,

저는 지치지도 않고 모두 꿀꺽 삼켰어요,

가슴은 메말랐고 음부는 흠뻑 젖은 채로,

끈적하고 덩어리가 진 수액을 삼켰어요.

오! 나의 음침한 창백함이여,

그대를 우유처럼 들이켜고 싶어라,

나의 새하얀 혈관을 관통하기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남김없이 가득 채우기를.

내 검은 머리칼이 새하얗게 변할 때까지

몸 속, 털 한 가닥 한 가닥이 이를 전부 빨아들이기를.  

(OC III, 1024-1025)

「순교자」의 대사들에서 명징하게 드러나는 지저분하고, 거칠고, 노골적

일 만큼 에로틱한 톤은 라블레와 케베도, 심지어는 사드의 그것과도 매우 

닮아 있다(OC III, 1270). 집필 시기로 추정되는 1970년대 초를 즈음하여 달

리가 �거꾸로 뒤집힌 신성한 후작의 소돔 120일Las 120 jornadas de Sodoma del 

Divino Marqués al revés�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깁슨도 동의하듯이 

「순교자」는 �소돔 120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Gibson 1997, 

472).82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는 결국 완성되지 않았기에, 논의를 확장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애초 달리가 제시했던 전

체적 서사에 따라 3막의 내용과 「순교자」의 결말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단 행위를 실행에 옮기려던 포풀루스 알바는 일렉스와의 난투 끝에 치

명상을 입어 생사를 오가고, 오히려 일렉스의 머리카락이 한순간 하얗게 세

어버리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에데리에타는 충격을 받아 “알비노!”라고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고 칼로 자결한다. 에데리에타는 사랑하는 남편을 따

라 숨을 끊었으므로 이들은 자아와 타자를 모두 파괴함으로써 합일의 경지

82  그러나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뒤집힌 신성한 후작의 소돔 120일� 또한 완성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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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해소할 터

이다. 하지만 포풀루스 알바의 이단 행위를 기어이 막아내려던 사제 일렉스

가 선아담적 퇴행을 상징하는 백색증을 얻어 머리가 하얗게 되었으니 오히

려 이단으로 보이고, 포풀루스 알바와 에데리에타가 사랑의 순교자로 보이

게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결말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제목이 예고하고 있는 

‘순교’의 주체는 이단 행위를 시도하려던 포풀루스 알바와 에데리에타이고, 

이들과 대비되어 고해성사 사제 일렉스가 외려 진정한 이단자로 그려진다

는 전개는 에로티즘적 전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포풀루스 알바와 에데리에타의 이단 행위는 요컨대 인간의 원죄

를 씻기 위한 수단으로 최후의 죄악을 범해야 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 자체

로 종교적 금기의 위반을 의미한다. 바타유는 에로티즘의 논리를 정립하면

서 기독교적 질서가 불러온 인식의 변화에 방점을 두는데, 그가 보기에 기

독교는 신성을 간구하면서 불결, 불경, 죄 등을 거부하는 우를 범했다. 기

본적으로 바타유는, 가령 희생 제의와 같은 종교적 행위들이 금기 위반 및 

그로부터 기인하는 쾌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시선을 견지한다. 

그런데 “교회는 위반이 가능케 하는 에로티즘 행위의 신성을 부인했다(조

르주 바타유 2009, 146).” 

종교가 아직 우상 숭배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위반 자체가 

신성이었다. 그때에는 불결한 쪽도 순결한 쪽 못지않게 신성했다. 불

결과 순결이 동시에 전체 신성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

독교는 불결을 배척했다. 금기의 위반이 없이는 신성에 이를 수 없는

데도, 죄를 전제하지 않고는 신성을 생각할 수 없는데도, 기독교는 죄

를 배척한 것이다. (조르주 바타유 2009, 137)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포풀루스 알바와 에데리에타의 금기 위반 행위

야말로 신성을 향한 것으로 봄직하다. 바타유 또한 이교도의 야연(夜宴)을 

예로 들며, “이교도 세계의 틀 안에서 보면 야연은 에로티즘이 이르는 종착

역이 아니다. 야연이란 에로티즘의 신성한 측면이다. 존재들의 연속성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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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초월하여 표현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로써 상호

간 경계가 소거되고 융합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조르주 바타유 2009, 147). 

오히려 이러한 초월적 행위를 막으려는 마음이 앞섰던 일렉스야말로 신성

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서 백색증을 얻게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사제가 단죄의 대상인 불경한 에로티즘을 표상하는 백색

증으로 인해 머리가 새하얗게 세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교자」로부터 종교에 대해 달리가 여전히 조소의 눈초리를 보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년 달리는 부뉴엘과 함께 〈안달루시아의 개〉에 이

어 〈황금시대〉를 제작하면서, 첫 번째 시퀀스에서 무리지어 성가를 부르던 

네 명의 주교를 한순간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네 구의 주검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가톨릭을 조롱하고 불경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그림 

4-14; 임호준 2014, 55). 중년이 된 달리는 3장에서 보았듯 과거에 비해 가톨

리시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이는 그가 신실한 교인이 되었

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83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공

의회El concilio ecuménico〉를 들 수 있다(그림 4-15). 이 작품에서 달리는 〈황

금 시대〉에서 죽였던 주교들에게 다시 피와 살을 주고 승천하도록 하는 한

편, 그림 상단의 성 삼위일체를 성자는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가운

데의 성부는 나체의 남성으로, 그리고 성령은 하얀 새 한 마리와 안개 속으

로 사라지는 인물의 모습으로 그린다. 그림 속에서 가장 뚜렷한 형상을 지

닌 인물은 성 헬레나(Santa Elena)의 모습을 한 갈라와 관객을 바라보는 달

리 자신 뿐이다. 달리는 벨라스케스에게 바치는 헌사의 일환으로 〈시녀들〉

의 구도를 차용해 그림 속에 스스로의 모습을 포함시킴으로써84—벨라스케

스가 국왕 부부는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방의 가장 뒤에 걸린 거울 속

에 조그맣게 그려넣고 스스로의 모습을 그림의 전면에 배치한 것처럼—신

83 이에 관한 내용은 본고 pp.88 를 참고할 것.

84 Neret 2017, 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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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선이 머물도록 하여 영원히 그림 속에서 죽지 않

고 존재하기를 간구하였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위반만이 신성의 

세계로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조르주 바타유 2009, 139).

이뿐 아니라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또한 기독교에 대한 달리의 태도를 매우 잘 보여주는 작품

이다(그림 4-16 및 4-17).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의 화면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가 가득 채운 하늘과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정리하는 포르

트리가트의 바닷가로 상하부가 뚜렷하게 나뉘는데, 이처럼 화폭 안에 성과 

속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종교화와 구분된다. 포르트리가트의 바

다를 굽어보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에서도 반복되는데, 콜럼버스의 함선 오른편에 수도승의 옷을 입은 달리는 

마치 회개를 하듯 고개를 수그리고 십자가를 움켜쥐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

도의 모습은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

의 머리 부분에서 달리 본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

난다(Wallis 2008, 48-49). 달리는 그리스도에게 회개를 구하는 동시에 그 자

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였으며, 특히 달리가 그린 그리스도는 모두 얼굴

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달

리의 전기를 쓴 로버트 래드포드는 전후 시기 작품의 종교적 혹은 예술적 

기능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작품도 종교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Radford 1997, 236). 이처

럼 “달리의 전후 시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화가가 세속적이었던 만

큼 신성했다는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진다(Wallis 2008, 50).”

요컨대 달리는, 『가려진 얼굴들』에서 솔랑주가 코르크나무 껍질 속에 새

겨진 채 영원히 크류 드 리브류의 땅의 수호천사로 존재하고, 「순교자」의 

에데리에타와 포풀루스 알바 부부가 육체라는 물리적 한계를 끝내 초월해 

에로티즘의 저편에 도달한 것처럼, 주어진 생명이 다하더라도 사물로 존재

하기만을 멈출 뿐 영혼만은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했던 것에 다름 아니다.



139

그림 4-14. 루이스 부뉴엘, 살바도르 달리, 〈황금시대〉 스틸, 1930

그림 4-15. 〈공의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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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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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195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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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환각의 투우사〉, 1970



143

V. 결론

본 논고는 바타유가 평생에 걸쳐 정교화한 에로티즘의 논리에 입각하여, 

1920년대부터 달리가 남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살바도르 달리’라

는 인물을 단순히 화가가 아닌 문학 작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달리

는 지금까지도 초현실주의라는 혁명적 예술 사조의 대명사와 같이 인식되

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은 자연히 그의 그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달리의 글은 미지의 영역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달리의 글쓰기

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피게레

스의 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Fundació Gala-Salvador Dalí)이 주도하여 달리

가 평생 남긴 시, 에세이, 자전적 글쓰기, 소설, 영화 대본 등을 한데 모아 

편집한 �전집Obra Completa�이 출판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연구될 수 있

는 환경이 되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진행된 〈살바도르 달리: 상상력과 현실Salvador Dalí: Imagination 

and Reality〉 전(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달리 타계 후 30여년에 달하

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의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수수께끼로 가득한 그의 그림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을 매

혹하고 있다. 그러한 그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이었던 달리의 고뇌와 

사고의 흐름은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또한 그림과 글이 맺는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달

리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으로 작용하고자 달리의 문학

가적 면모를 발굴하고 그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궤적을 발견하는 데

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한 제반 작업으로 가장 먼저 프랑스 초현실주의와 구별되는 스

페인 초현실주의만의 성격을 문학사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 두 갈래

의 초현실주의가 가지는 차이점을 브르통과 바타유의 논쟁을 통해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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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실제로 브르통이 초현실주의를 주창하며 제시한 미학적 관념은 

바예-인클란이나 고메스 데 라 세르나, 라레아, 가르시아 로르카 등 동시대 

스페인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경향성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했으나, 바타

유의 개념과는 상당 부분 합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초현실

주의의 존재론에 관한 토론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따라서 그 존

재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기원한 집단적인 

움직임이라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최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스페인

은 프랑스의 초현실주의를 수용하고 재해석하여 독자적 형태의 ‘초현실주

의’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브르통과 바타유의 논

쟁을 통해서 주류와 결이 다른 초현실주의의 맹아가 싹튼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타유가 스페인 문화를 보고 받은 충격과 영감이 

에로티즘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고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 세바스티안」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 후반 달리의 글쓰기에서는 파

편화된 신체의 기호와 죽음, 그리고 부패의 기호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달리의 문학 작품은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시와 에세

이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호들은 바타유가 제안하는 하류 

유물론의 논리에 속하는 대상들로, 인간은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는 탄생

의 순간부터 불연속적인 존재라는 근원적인 공포감을 상기한다. 이 시기 달

리가 반복해서 표현하던 타자와의 합일을 향한 욕망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연속성에 대한 공포로 인해 끝내 좌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평생의 동반

자 갈라를 만나고 난 후의 시에서는 갈라를 먹어치운다는 극단적인 형태로 

합일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 지점에서 달리가 안정감을 주는 상대를 만나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사이 가장 두드러지는 달리의 문학 작품은 

희곡이었다. 「광란의 트리스탄」과 「방탕-미궁-희생」 삼부작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희곡에서는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성애에 대한 공포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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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특히 서양식 사랑 이야기의 전형 중 하나인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

야기를 여성 앞에서 느끼는 성적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변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달리는 이 희곡들에서 꾸준히 에로티즘적 합일을 추구하면

서도, 실존의 뿌리를 뒤흔드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여과없이 

드러내보인다. 특히 「방탕-미궁-희생」 삼부작 중 「희생」 편에서는 제목과 

같이 희생 제의가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는데, 바타유 또한 애정 행위와 제

의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달리는 이 작품을 통해 종교적 제

의를 통한 금기의 위반과 육체적 충동의 표출을 그려내고 있다.

1944년에 출판된 달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가려진 얼굴들�에서는 비

로소 완결된 에로티즘의 서사가 나타난다. 냉혹한 그랑자이유 백작과 사랑

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마담 솔랑주 드 클레다 사이에는 서로를 갉아먹는 

감정의 줄다리기가 몇 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솔랑주는 끝내 사랑을 지키다 

고통 속에서 순교했다. 달리는 �가려진 얼굴들�에서 마치 성 세바스티안이 

여성의 몸으로 부활한 듯한 솔랑주라는 인물을 모델로 하여 사디즘과 마조

히즘을 종합하는 제3의 개념인 클레달리즘을 제안하는데, 이 개념은 자아

와 타자가 하나가 되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의 승화를 의미한다. 이로부터 

달리가 과거와는 상이하게, 단순한 공포나 좌절감을 전시하는 대신 하나의 

완결된 에로티즘적 서사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단계까지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완의 비극인 「순교자」 또

한 마찬가지다. 결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석의 한계는 분명히 따르지

만, 작가가 소개하는 서사를 따르더라도 비극의 주인공들은 금기를 위반하

고 욕망을 실현하려 하지만 종교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결국 죽음

을 맞이하고 육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영원성에 도달함으로써 궁극적 합

일을 완성하게 된다. 이처럼 시기별로 다른 특징과 서사 구조를 보이는 달

리의 문학 작품은 작가 본인의 정서적 변화와 어느 정도 발맞추어 에로티즘

의 좌절과 공포에서 초월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말년의 자서전 �고백할 수 없는 고백록�에서 달리는 “에로스와 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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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달리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Qué relación hay para Dalí entre Eros y 

Dios?)”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에로틱한 착란 상태에서 나만의 신비주의에 천착하게 되었다. 

[…] 에로티즘은 신의 영혼으로 향하는 진실한 길이다. […] 나에게 있

어, 이것은 내 욕망을 탐사하는 이성애에 대한 불안의 기저를 구성한다. 

Profundizo en mi misticismo mediante el delirio erótico; […] El erotismo es un 

camino real del alma de Dios. […] Para mí, es la base de la angustia heterosexual 

explorando mi deseo. (Dalí 2003, 609)85

나의 에로티즘은 정확한 규범이 있는 동시에 마치 성인식과 같이 가혹

한 고행이 따르는 유희와 같다. 

Mi erotismo es un juego con reglas precisas y al mismo tiempo con una ascesis tan 

rigurosa como una ceremonia de iniciación. (OC II, 612)

달리는 실제로 바타유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 각자의 글에서 서로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서전의 위 

문장에서 달리가 사용한 ‘erotismo’가 통상적인 의미의 에로티시즘을 가리

키는 것인지, 바타유가 사용한 에로티즘을 가리키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듯

이 실제로도 달리가 바타유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창작 활동을 계속한 것인

지 또한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본 논고에서 추적한 것처럼 달리와 바

타유의 사상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 모두 추함, 

더러움, 죽음, 부패, 비이성과 같이 주류의 시각에서 다소 벗어난 대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 영혼의 심연에 도사린 공포와 강박 따위의 감정

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예술로 승화하고자 했음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말하자면 달리는 시각적인 기호로 자신의 내면을 캔버스에 표현하기 위

85  Dalí, Salvador. Obra completa. Volumen II: Textos autobiográficos 2. Barcelona: Ediciones Destino, S. 
A., 2003.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약어 OC II와 페이지 번호만 괄호에 기재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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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글로써 그 형태를 구체화하였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예컨대 메뚜기, 개

미떼, 벌레가 들끓는 동물 사체, 눈을 감은 자신의 얼굴 가죽, 밀레의 〈만

종〉 속 부부와 같은 기호들을 그림 속에 등장시키기 위해 달리는 먼저 글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들이 갖는 효과를 실험해 보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

험은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이 아니며, 내면을 지배하는 고뇌나 공포와 같은 날것의 감정을 있는 그대

로 긍정하고 드러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주장

하듯 달리의 그림에 대해 단순히 ‘초현실주의 거장의 작품’ 식의 피상적인 

감상을 초월하여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분명 필요하다.

달리를 포함한 20세기의 초현실주의자들은 비이성과 무의식에 잠재된 

사고의 편린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내포하

고 있다고 믿었다. 억압된 비이성이 왜곡된 형태로 폭발한 것이 바로 양차 

세계대전이었고,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당대 젊은 예술가들에게 건전한 방

법으로 억압된 무의식을 해방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

는 계기로 작용했다. 바타유도 예외는 아닌바,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성 

중심의 사고관을 벗어나 인간 내면의 심연에 자리한 성적 욕망을 흔쾌히 인

정하여 이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고, 이로써 금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성의 경지에 이르러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결국 달리와 바타유가 활동했던 시기의 젊은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천

착했던 문제는 진정한 정신적 자유였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심연에서 자

연스럽게 움트는 무의식과 욕망을 해방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함으로

써,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탐구는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로부터 한 세기도 더 지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매우 유효

한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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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성 안토니오의 유혹〉,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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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castellano

Un estudio sobre la búsqueda y transcendencia
de l’érotisme en las obras literarias de Salvador Dalí

Jessica Youngji Ryu

Maestría en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Salvador Dalí, conocido como un pintor surrealista y máximo representante de la pin-

tura española contemporánea, también fue un escritor prolífico en diversos campos a lo 

largo de su vida. La amplitud de la escritura de Dalí no es un asunto que solo involucra 

el género literario, sino también el idioma. Dalí escribía en catalán, su lengua materna; 

en castellano, en francés y en inglés. Esta diversidad de idiomas fue uno de los princi-

pales factores que enriquecieron la literatura daliniana. Con esta pasión hacia la litera-

tura, una de las estrategias que utilizaba frecuentemente el pintor fue la de establecer un 

vínculo entre la escritura y la pintura, que se demuestra más claramente en el ejemplo 

de Metamorfosis de Narciso, una de las obras maestras de Dalí, la cual fue exhibida con 

una poesía bajo el mismo título en París, en 1937. Asimismo, para apreciar mejor el 

mundo artístico de Dalí, esta tesis pretende demostrar la necesidad de la comprensión 

de las obras literarias del mismo artista. Con este objetivo, el presente estudio parte de 

las palabras del pintor cadaquense, quien dijo: “Creo que soy mejor escritor que pintor”.

Entre las obras que escribió Dalí, esta tesis se enfoca en los ensayos y las poesías se-

leccionados entre las décadas 1920 y 1930, dos guiones de teatro de Tristán loco (1938, 

1944), la trilogía Bacanal-Laberinto-Sacrificio (1941), su única novela Rostros ocultos 

(1944), y una obra de teatro que nunca se llevó a escena, Mártir. En dichas obras,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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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aca un ambiente erótico, grotesco e inquietante que tiene semejanzas con el concep-

to de l’érotisme sugerido por el pensador francés Georges Bataille. La mayor diferencia 

entre el erotismo como un término común y l’érotisme es que si el primero implica una 

tendencia artística que provoca el deseo sexual, el segundo señala la actitud de vida que 

reconoce la muerte como una parte de la vida humana, como definió Bataille: “L’éro-

tisme est dans l’approbation de la vie jusque dans la mort”. 

Este rasgo de los textos de Dalí se comparte con sus contemporáneos, denominados 

como la Generación del 27. Esta característica también distingue el surrealismo español 

del francés. Se puede encontrar la originalidad del surrealismo español desde la con-

troversia de André Breton y Bataille. Mientras que Breton intentó describir lo sublime 

del sueño y el inconsciente, Bataille subrayó lo bajo e inferior. La inquietud, angustia y 

trauma fueron las emociones básicas del pensamiento de Bataille y lo compartieron los 

artistas jóvenes españoles incluyendo a Dalí. 

En los primeros ensayos y poesías de la época de la Residencia de Madrid, se repiten 

los símbolos de partes del cuerpo amputados, la muerte y la putrefacción. Estos símbo-

los están basados en la noción de la ‘santa objetividad’ que apareció en el ensayo “San 

Sebastià”, que es la estética original de Dalí creada para describir sin emoción elementos 

como dedos o pechos mutilados, gotas de sangre o asnos podridos, pero con la máxima 

objetividad. También, se pueden interpretar con la idea de le bas matérialisme. Según 

Bataille, estos elementos bajo esa teoría implican la discontinuidad innata y la angustia 

de soledad. Las imágenes recurrentes de Dalí en esta época, como partes del cuerpo, 

sangre, carroñas de animales, excrementos e insectos como hormigas pululando o sal-

tamontes, demuestran la frustración incesante de las luchas para traspasar estos límites 

existenciales. Por lo tanto, se puede deducir que los ensayos y poesías del año 1920 

representan la búsqueda de l’érotisme y su fracaso. Aunque Dalí trató de conectarse y de 

unificarse con los otros, las inquietudes que padecía impidieron su esfuerzo.

Después de su matrimonio con Gala, se puede encontrar un cambio emocional del 

artista. A pesar de que podía establecer la relación constante que resolvió los obstáculos 

anteriores, una nueva compulsión dominó a Dalí: el temor a la heterosexualidad 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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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edad de impotencia sexual. Esta alteración psicológica se exterioriza en las obras de 

teatro de Tristán loco y en la trilogía Bacanal-Laberinto-Sacrificio. Uno de los símbolos 

destacados de esta época es la pareja en L’Angélus, de Jean-François Millet. Para Dalí, la 

mujer de la pareja se asimila con la mantis religiosa, que devora al varón cuando termina 

la cópula. Especialmente en Tristán loco, que es una nueva versión moderna de Tristan 

und Isolde de Wagner y del mito original, Dalí caracteriza a Tristán como un hombre 

impotente completamente agotado y a Isolda como la mantis religiosa devorando a su 

pareja. En dichas obras de teatro, se halla la tensión entre la búsqueda de l’érotisme y la 

desazón producida durante el proceso. En el caso de la trilogía, modifica el mito griego 

como hizo en Trístan loco con el mito de Tristán e Isolda. La primera parte, Bacanal, 

toma el mito de Leda como su referente. Este “caos romántico”, según el autor, demues-

tra el miedo o la tensión entre el amor y el temor de la muerte. La segunda, Laberinto, 

derivado del mito de Teseo y Ariadna, aunque no tiene relación íntima con l’érotisme, 

connota bien el interés creciente que tuvo Dalí sobre el clasicismo. Laberinto ofrece el 

hilo de la historia de la tercera parte, Sacrificio. El mayor enemigo de Teseo, el minotau-

ro, desempeña el papel central del espectáculo. En la obra, el minotauro es la ofrenda 

que suscita su ejecución un tipo de l’érotisme religioso como lo que señaló Bataille: el 

rito del sacrificio religioso y las relaciones sexuales, ambos manifiestan la explosión del 

impulso libidinal y, a la vez, la apertura existencial en dirección a la eternidad. 

En su única novela, Rostros ocultos, la tensión y la compulsión erótica que trastornaba 

a Dalí consiguen su representación literaria y esta adquiere su propia forma. La novela 

propone la idea del “cledalismo”, palabra creada por Dalí que sintetiza el sadismo y el 

masoquismo y que, además, completa un trino. En Rostros ocultos, se descubren perso-

najes soberanos, según la idea de la souveraineté de Bataille. Esta narración demuestra 

que Dalí creó un sujeto liberado que supera los límites corporales, que trata de alcanzar 

a otros para unirse y establecer una relación sólida. En definitiva, se interpreta el “cled-

alismo” como un fenómeno sublime de pasión que llega tras la identificación absoluta 

con el objeto. Mientras que no era tan claro el fin de los deseos eróticos en los textos 

anteriores, en Rostros ocultos, Dalí presenta su propia noción que tiene aspectos homog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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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 con l’érotisme, y que conlleva la transcendencia. Lo mismo ocurre en Mártir, una 

tragedia inacabada sobre el fracaso del deseo. Este deseo sexual de dos personajes nau-

fragó bajo el orden y el tabú religioso, no obstante, se puede deducir que la muerte en la 

forma de martirio es sinónimo de la transcendencia y la última liberación que permite 

la identificación perpetua.

Palabras claves : Salvador Dalí, surrealismo, Georges Bataille, l’érotisme

Número de estudiante : 2020-2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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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tudi sobre la cerca i transcendència de l’érotisme 
a les obres literàries de Salvador Dalí

Jessica Youngji Ryu

Màster en llengua i literatura hispàniques

Universitat Nacional de Seül

Salvador Dalí, conegut com a pintor surrealista i màxim representant de la pintura 

espanyola contemporània, també va ser un escriptor prolífic en diversos camps al llarg de 

la seva vida. L’amplitud de l’escriptura de Dalí no és un assumpte que només involucra el 

gènere literari sinó també la llengua. Dalí escrivia en català, la llengua materna; en castellà, 

en francès i en anglès. Aquesta diversitat de llengües va ser un dels factors principals que 

van enriquir la literatura daliniana. Amb aquesta passió cap a la literatura, una de les 

estratègies que utilitzava sovint el pintor va ser establir un vincle entre l’escriptura i la 

pintura, que es demostra més clarament a l’exemple de Metamorfosi de Narcís, una de 

les obres mestres de Dalí, la qual va ser exhibida amb una poesia sota el mateix títol a 

París, el 1937. Així mateix, per apreciar millor el món artístic de Dalí, aquesta tesi pretén 

demostrar la necessitat de la comprensió de les obres literàries del mateix artista. Amb 

aquest objectiu, aquest estudi parteix de les paraules del pintor cadaquenc, que va dir: 

“Crec que soc millor escriptor que pintor”.

Entre les obres que va escriure Dalí, aquesta tesi s’enfoca als assajos i les poesies 

seleccionades entre les dècades 1920 i 1930, dos guions de teatre de Tristany boig (1938, 

1944), la trilogia Bacanal-Laberint-Sacrifici (1941), la seva única novel·la Rostre ocult 

(1944), i una obra de teatre que mai no es va portar a escena, Màrtir. En les esmentades 

obres, es destaca un ambient eròtic, grotesc i inquietant que té semblances amb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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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e de l’érotisme suggerit pel pensador francès Georges Bataille. La diferència 

més gran entre l’erotisme com un terme comú i l’érotisme és que si el primer implica 

una tendència artística que provoca el desig sexual, el segon assenyala l’actitud de 

vida que reconeix la mort com una part de la vida humana, com va definir Bataille: 

“L’érotisme est dans l’approbation de la vie jusque dans la mort”.

Aquest tret dels textos de Dalí es comparteix amb els seus contemporanis, anomenats 

com la Generació del 27. Aquesta característica també distingeix el surrealisme espanyol 

del francès. Es pot trobar l’originalitat del surrealisme espanyol des de la controvèrsia 

d’André Breton i Bataille. Mentre que Breton va intentar descriure el sublim del somni i 

l’inconscient, Bataille va subratllar el baix i inferior. La inquietud, angoixa i trauma van 

ser les emocions bàsiques del pensament de Bataille i el van compartir els artistes joves 

espanyols incloent Dalí.

Als primers assajos i poesies de l’època de la Residència de Madrid, es repeteixen 

els símbols de parts del cos amputats, la mort i la putrefacció. Aquests símbols estan 

basats en la noció de la ‘santa objectivitat’ que va aparèixer a l’assaig “Sant Sebastià”, 

que és l’estètica original de Dalí creada per descriure sense emoció elements com dits o 

pits mutilats, gotes de sang o rucs podrits, però amb la màxima objectivitat. També, es 

poden interpretar amb la idea de le bas matérialisme. Segons Bataille, aquests elements 

sota aquesta teoria impliquen la discontinuïtat innata i l’angoixa de solitud. Les imatges 

recurrents de Dalí en aquesta època, com a parts del cos, sang, carronyes d’animals, 

excrements i insectes com formigues pul·lulant o llagostes, demostren la frustració 

incessant de les lluites per traspassar aquests límits existencials. Per tant, es pot deduir 

que els assaigs i poesies de l’any 1920 representen la cerca de l’érotisme i el seu fracàs. 

Encara que Dalí va intentar connectar-se i unificar-se amb els altres, les inquietuds que 

patia van impedir el seu esforç.

Després del matrimoni amb Gala, es pot trobar un canvi emocional de l’artista. Tot 

i que podia establir la relació constant que va resoldre els obstacles anteriors, una 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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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ió va dominar Dalí: el temor a l’heterosexualitat i l’ansietat d’impotència sexual. 

Aquesta alteració psicològica s’exterioritza a les obres de teatre de Tristany boig ia la 

trilogia Bacanal-Laberint-Sacrifici. Un dels símbols destacats d’aquesta època és la parella 

a L’Angélus, de Jean-François Millet. Per a Dalí, la dona de la parella s’assimila amb la 

mantis religiosa, que devora l’home quan acaba la còpula. Especialment a Tristany boig, 

que és una nova versió moderna de Tristan und Isolde de Wagner i del mite original, 

Dalí caracteritza Tristany com un home impotent completament esgotat i Isolda com 

la mantis religiosa devorant la seva parella. En aquestes obres de teatre, hi ha la tensió 

entre la recerca de l’érotisme i el neguit produït durant el procés. En el cas de la trilogia, 

modifica el mite grec com va fer a Tristany boig amb el mite de Tristán i Isolda. La primera 

part, Bacanal, pren el mite de Leda com a referent. Aquest caos romàntic, segons l’autor, 

demostra la por o la tensió entre l’amor i el temor de la mort. La segona, Laberint, 

derivat del mite de Teseu i Ariadna, encara que no té relació íntima amb l’érotisme, 

connota bé l’interès creixent que va tenir Dalí sobre el classicisme. Laberint ofereix el 

fil de la història de la tercera part, Sacrifici. L’enemic més gran de Teseu, el minotaure, 

exerceix el paper central de l’espectacle. A l’obra, el minotaure és l’ofrena que suscita la 

seva execució un tipus de l’érotisme religiós com el que va assenyalar Bataille: el ritu del 

sacrifici religiós i les relacions sexuals, tots dos manifesten l’explosió de l’impuls libidinal 

i, alhora, obertura existencial en adreça a l’eternitat.

A la seva única novel·la, Rostre ocult, la tensió i la compulsió eròtica que trastornava 

Dalí aconsegueixen la seva representació literària i aquesta adquireix la seva pròpia forma. 

La novel·la proposa la idea del “cledalisme”, paraula creada per Dalí que sintetitza el 

sadisme i el masoquisme i que, a més, completa un trino. En Rostre ocult, es descobreixen 

personatges sobirans, segons la idea de la souveraineté de Bataille. Aquesta narració 

demostra que Dalí va crear un subjecte alliberat que supera els límits corporals, que 

intenta assolir els altres per unir-se i establir una relació sòlida. En definitiva, s’interpreta 

el cledalisme com un fenomen sublim de passió que arriba després de la identificaci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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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a amb l’objecte. Mentre que no era tan clara la fi dels desitjos eròtics en els textos 

anteriors, a Rostre ocult, Dalí presenta la seva pròpia noció que té aspectes homogenis 

amb l’érotisme, i que comporta la transcendència. Passa el mateix a Màrtir, una tragèdia 

inacabada sobre el fracàs del desig. Aquest desig sexual de dos personatges va naufragar 

sota l’ordre i el tabú religiós, però, es pot deduir que la mort en la forma de martiri és 

sinònim de la transcendència i l’últim alliberament que permet la identificació perpètua.

Paraules Clau : Salvador Dalí, surrealisme, Georges Bataille, l’érotisme

Nombre d’estudiant : 2020-26194



165

그림 5-5. 〈욕망의 적응〉,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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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기억의 지속〉,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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