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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01방기르드률 보는 시각 

1~년 마리네티(Marine떠)의 미래주의 선언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 둥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æ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은 르네상스 이래 수백 년에 걸쳐 확립된 근대 유 

럽의 문학예술 전통을 전복시키면서 æ세기 문학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1910-30년대에 집중된 ‘역사적’ 아방가르드1) 운동은 전통적 

예술개념을 허물고 작품과 현실의 관계를 전혀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 

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각각의 조류가 형성된 발원지의 문화적 특성과 

정치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아방가 

르드 문예운동의 정치적 연관성은 아방가드르 문예운동이 전개되던 당 

시부터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문제로서， 여기에는 한편으로 파시 

즘과 스탈린주의로 치닫던 극단의 정치적 경험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 

며， 다른 한편으로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은 2차대전 이후 서구문화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문화산업 및 상품미학의 문제와도 긴밀히 결부되 

어 있다. 아방가르드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그런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2OO1-(X)3-AOOl89). 

1)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1앉j()년대 이후의 네오 아방가르드와 구별짓기 위해 

포지올리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레나토 포지올리 『아방가르드 예술론J. 
박상진 역， 문예출판사 1앉16. 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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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익히 알려진대로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에 이미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루카치는 표현주의 

논쟁 당시 아방가르드 운동의 세계관적 기반을 시민사회에 대한 소시 

민적 저항 내지 낭만적 반자본주의라고 규정하였고， 아방가르드 예술이 

추구한 새로운 형식 역시 현실의 총체성을 담아낼 수 없는 쇠락한 형 

식이라고 바판하였으며， 그의 후기 미학에서도 아방가르드 예술 전체를 

상징화에 바탕을 둔 전통적 리얼리즘 예술에 못 미치는 알레고리 예술 

로 펌하하였다. 그런가 하면 2차대전 이후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이 

퇴조하고 이른바 네오 아방가므드를 경험한 시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을 평가하는 마르쿠제는 전통예술의 폐쇄적 작 

품개념을 허물고자 한 시도가 정작 수용자에게는 작가의 의도대로 먹 

혀들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2) 이를테면 마르셀 뒤양의 〈변기> 

작품을 전시회장에 설치한다고 해서 ‘변기’가 아닌 것은 아니며， 거꾸로 

화장실에 그림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림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단토는 전통예술의 ‘제의적 성격 

Ritua1char밟ter’올 대체하는 상품적 성격의 절대적 제약으로 인해 아방 

가르드 예술의 형식실험들이 작가의 의도와 정반대로 ‘통속적인 것의 

미화’에 귀착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3) 루카치처럼 특정한 예술형식올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등가물로 단정하는 것은 독단에 치우친 평가라 

할 수 있지만， 마르쿠제나 단토의 평가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비판적 잠 

재력을 상실할 때 빠져들 수 있는 ‘키취화’의 위험을 적절히 지적한 것 

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2차대전 이후의 문화적 경험에 대 

한 평 가기준올 1910-30년대의 아방가르드 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 

겠는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아방가르드 문학예술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도르노와 

벤야민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수공업에 의존하던 전통예술과 달리 테 

크놀로지와 형식의 혁신은 현대예술의 질료와 창작과정올 제약하는 기 

본조건이 되며， 따라서 현대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이 조건에서부터 출 

2) Vgl. H. Marcuse: Uber die Befreitmg, Fra따며따 a. M. 1972, 72ff 
3) Vgl. A. Danto: Die Verklärung des Gewö비피chen， Frankfurt a. M. 1984, 

S.3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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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지 않을 수 없다.4) 벤야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예술창작 

조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5) 그에 따르면 전통예 

술의 일회적 아우라(Aura)가 붕괴하고 예술의 제의적 기능이 사라지는 

것에 병 행하여 예술작품의 ‘전시적 가치 Ausstellungswert’가 증대하며， 

이와 더불어 예술이 폭넓은 대중의 향유물로 공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다시 말해 예술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 

술의 정치적 활용가능성이 전례 없이 중폭되는 현상은 대중조작에 악 

용될 수도 있고 억압적 권력에 맞서는 투쟁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일반적인 진단 하에 벤야민은 가령 다다이즘이 시도한 예술 

우상의 파괴가 이미 현대예술의 보편적 조건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벤야민의 이러한 평가는 전통적 예술개념과 대비되는 아방가르드 예술 

의 질적 차별성을 다름 아닌 예술생산의 조건변화와 예술작품 수용자 

의 의식변화 속에서 얽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해 

와 평가에 풍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평가를 염두 

에 두면서 아방가르드 문학예술의 새로움을 전통적 예술관과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페터 뷔르거의 견해를 빌리면 19세기까지의 근대예술 

은 외관상 자융성을 구가해온 것처럽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대 시민사 

회를 지탱하는 체제의 한 부분영역으로 고착되어 왔다，6) 그렇게 보면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이 전홍예술올 해체하려는 급진적 시도는 예술의 

자율성의 위기에 대한 웅답인 동시에 이른바 ‘제도 예술 Institution 

Kunst’올 타파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방가르드 조류들이 예외 없 

이 폐쇄적 작품개념올 거부하고 현실에 대해 열려 있는 예술을 추구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열린 예술개념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술 본래의 비판적 잠재력을 

충전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방가르 

드 문화예술이 추구한 새로운 형식들의 혁신적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예술이 조화와 균형올 갖춘 완결된 형식미를 추구한다면 아 

4) Vgl. π1. Adomo: Asthetische 까1eorie， Frankfurt a. M. 1981, S. 앓2ff. 

5)Vgl. W. B빼amin: Ge잃nm뻐he Schriften, V2, S. 431ff. 
6) V gl. P. Bürger: 까leOrie der A vantgarde, Franl며rrt a. M 1974, S. ~ff. 



4 임홍배 

방가르드 예술운동은 조류와 개별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부조화’ 내지 ‘불협화음 Dissonanz’을 추구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벤야 

민과 아도르노가 강조하듯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전면적으로 관철되 

는 19세기 중엽 이후 영속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통예술의 ‘가상 

Schein’은 구속력을 상실한다. 특히 20세기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입장에 

서 보면 그런 예술적 가상은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모순상을 표현하 

기에 적합한 예술적 수단이 되지 못할 뿐더러， 추악한 현실올 미화한다 

는 이데올로기의 혐의마저 면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반해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이 추구한 ‘불협화음’의 형식들은 예술수용자의 친숙한 지각과 

정을 교란함으로써 현실을 새로운 사각으로 대면하도록 촉발한다는 점 

에서 단순한 형식실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그러한 미학적 차원과 결 

부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가파른 정치상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양하게 굴절된다. 대체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낡은 사회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저항의 방향은 정치적으로 매 

우 모순된 양상을 보여준다. 극단의 예외에 속하는 이탈리아 미래주의 

는 기술문명과 속도롤 맹신하고 뭇솔리니의 파시즘을 열렬히 지지했으 

며， 자신들에게 이탈리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문화권력을 위임해달 

라는 영뚱한 요구도 내세웠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전쟁을 예찬하기까 

지 했다，7) 러시아 절대주의도 파시즘을 스탈린주의로 치환한 것을 제외 

하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나마 권력에 저항했던 아방가르 

드 조류들은 결국 스탈린 체제라는 ‘종합예술작품 Gesamtkunst- wer 

k’8)에 흡수되거나 잔인하게 유련당하는 비극적 좌절올 겪었다. 이러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아방가르드 운동은 대체로 문명비판의 바탕 

위에서 억압적 지배질서에 맞서고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편숭한 일체 

의 예술조류를 내적으로 해체하려는 경향올 공유하고 있다. 특정한 이 

념이나 정치적 입장올 전면에 내세운 경우는 그것대로 평가되어야 하 

겠지만， 정치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맞선 조류들은 구체적 예술형식과 

관련지어 섬세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가령 똑같은 미래주의라 하더 

7) Vgl. A. Hewitt: Fascist MαJemism， Stanford Uni. Press 1앉B， S. 133-100. 
8) Vgl. B. Groys: 않sG얹arntkunstwerk Stalin, MUnchen 1!1혔， S. 4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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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탈리아 미래주의는 앞서 언급한대로 예술적 욕구와 권력욕이 

유착된 극단의 부정적 양상을 드러내지만， 러시아 미래주의는 다다이즘 

과 홉사한 예술관을 표명하여 결국에는 당의 문화정책에 의해 ‘불건전 

한’ 예술조류로 닥인찍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기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을 ‘아방가르드’라는 상위개념만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조류의 창작 프로그램과 작품을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특히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을 모태로 탄생하여 다른 조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 문예운동으로 뚜렷하게 반전통의 창작 

프로그램올 표방하면서， 그에 상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상당수의 작품올 남겼올 뿐 아니라，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변혁운동에 

보조를 맞추는 듯하면서도 끝까지 길항했던 이중적 긴장 관계률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방가르드 문예운동의 다충적 면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아방가르드 문예 중에서도 특히 초현실주 

의를 가장 높이 평가한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에 이르러 비로소 전통적 

도덕주의나 이상주의 혹은 추상적 휴머니즘에 기탠 현실비판의 차원올 

넘어서서 현실의 실상올 ‘혁명적 허무주의’에 의해 포착함으로써 진정한 

현실비판에 도달했다고 보기도 한다.9) 본고에서는 우선 초현실주의 운 

동과 정치의 긴장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앙드레 브르통(A Breton)과 

나란히 초현실주의의 주창자로 꼽히는 루이 아라공(L. Aragon)의 소설 

『파리의 시골사람 Paysant de P없is.!J에 대한 구체적 분석올 통해 아방 

가르드 문학의 공과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2 초현실주의 운동과 정치의 킬등 

초현실주의 운동이 정치적 변혁운동과 맞물리는 양상은 대략 세 시 

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었다 10) 제 171는 브르퉁이 주축이 되어 초현실 

9) Vgl. W. Ber뼈nin: Ges때1페teS뼈i做1， Bd. [11, S. ?JJ7f. 
10) Vgl. R Shoπ: Die PoJitik 짧 sun없listischen BeWl맹mg 19'æ-1됐i， in: 

P. Bürger (l!m), S. 341-않었; K Barck: Differenzierung der Bezi하lungen 

a찌schen künstlerischer und p이itis하ler A vantgarde. BJickrichtung fran잉
sischer Surrealismus, in: M Hardt (lgæ), S. 212-228; M Nadeau: Die 
surrealistische PoJi따ι in: M Hardt (1않웠)， S. 175-193; 따~.: Gesch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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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선언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1922-25년 무렵이고， 제2기는 1없5년 

프랑스의 마로코 침략을 계기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급진화 

되 면서 1927년 브르통과 아라공이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하기까지의 짧 

은 과도기이다. 그리고 제3기는 1없4년부터 발간된 초현실주의 기관지 

〈초현실주의 혁명 La révolution SUI얘aliste>이 1929년 아예 〈헥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 Le surréalisme au service de la révolution>로 

제호를 바꾸면서 초현실주의 자체의 내분을 초래하는 한편， 정치운동과 

의 관계가 더욱 착종되고 1935년 차르코프에서 개최된 ‘반전 평화를 위 

한 작가회의’를 계기로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초현실주의가 일단 막을 

내리기까지의 시기이다. 

초현실주의가 태동하던 초기에는 그들의 선언문에 혁명이라는 말이 

자주 둥장하긴 해도 공공연하게 정치성을 띠지는 않았다. 1잃5년까지만 

해도 초현실주의 ‘혁명’은 사회현실의 변혁이 아니라 정신혁명을 지향하 

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초현실주의는 따라서 당시 아방가르드 조류들 

이 대개 공유하던 문명비판의 표적인 경직된 합리주의와 낡은 관습， 가 

족주의와 애국주의， 규율노동， 기독교 둥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의 태도 

를 보인 반면 정치적 변혁운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 무렵의 

아라공 역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혁명의 ‘정신’을 일체의 정치보다 

우위에 둘 것”이며， 그런 의미의 정신혁명에 비하면 “러시아 혁명은 사 

소한 내각 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명할 정도였다. 정신주의에 침윤 

된 듯한 이러한 태도는 초현실주의 1차 선언문0924년)에서 표명된바 

이성과 논리에 의한 어떠한 통제도 단호히 배격하고 일체의 윤리적·실 

용적 관심사를 방기하는 문학관과 세계관의 당연한 귀결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1없5년 여름 프랑스가 마로코를 침공하자 

초현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이를 계기 

로 좌파운동의 견해를 대변하던 잡지 <클라르테 Cl없té> 편집진과 가 

까워지면서 사회주의 이념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하게 된다. 브르통의 

표현을 빌리면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했고， 랭보는 삶 

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슬로건은 하나의 

것이다 "11) 이처럼 문학혁명과 사회혁명을 하나의 과제로 받아들인 일 

des Surrealismus, 1월mbur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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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초현실주의자들， 특히 브르통과 아라공 둥의 주도적 작가들은 결국 

1없7년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순간부터 초 

현실주의와 정치운동은 점점 더 깊은 불화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무엇 

보다 공산당 쪽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의 입당올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가령 브르통은 어째서 애매모호한 ‘초현실주의’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 

는지 몇 차례나 공개질의를 받아야 했고 초현실주의 기관지 〈초현실주 

의 혁명〉의 내용이 사회주의 운동에 도덕적 무장해제를 초래할 뿐이라 

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아예 기관지의 명칭올 바꾸라는 압력에 시달 

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또한 브르통에겐 이탈리아 가스산업 노통자들의 

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보고서률 제출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당의 

요구에 용하지 않았던 브르통은 나중에 “도저히 그런 일온 할 수가 없 

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공산당이 초현실주의자들올 불신하고 초현실 

주의자들 역시 당의 요구에 적웅할 수 없는 이 불편한 관계는 초현실 

주의의 출발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예견된 사태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의식의 홍제를 거부 

하고 무의식의 해방올 추구했던 그들의 태생적 기원을 부정한다는 것 

은 그들의 신념인 초현실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로제 바이앙(R Vailland)은 “우리 자신의 영혼올 구제하 

기 위해 공산주의로 개종했다”고 솔직하게 실토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 

유에서든 ‘공산주의로 개종’한 1927년의 선언문에서도 초현실주의자들의 

내면적 갈둥과 혼란이 엿보인다. 

우리는 문학과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 

지로 문학을 이용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단지 새로운 표현수단만은 아니 

다. 시의 형이상학은 더더욱 아니다. 초현실주의는 정신(그리고 정신과 유사 

한 모든 것)의 총체적 해방율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혁명을 수행할 단호한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가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혁명이라는 말과 결부시키는 

것은 이 혁명의 성격이 사심 없고 초연한 것일 뿐 아니라 절망적이기도 하다 

는 것올 말하기 위합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윤리풍속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미풍양속에 근거한 사고가 미심쩍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 

내고자 하며， 그런 미풍양속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11) K Barck (Hg.l: Surr얹lismus in Paris 1919-1앉m， Leipzig 1앞~， S.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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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분명히 하고자 한다. <".l 우리는 저항의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필요한 경 
우 어떠한 형태의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l 초현실주의는 사의 형식이 아 
니다. 초현실주의는 정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서 일체의 속박을 열광적으로 

(필요하면 망치를 가지고) 타파할 결의가 되어 있는 정신의 절규이다!'2) 

이 시점까지도 초현실주의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정신의 총체적 해 

방’이며 사회적 속박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혁명적 열정보다는 ‘절망’을 

동반하는 ‘정신의 절규’인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시의 형식’이 아니라는 

말도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이제 순전한 문학혁명의 꿈을 접고 사회혁 

명에 헌신하겠다는 결의의 표명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다른 아방가르드 

조류와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의 근원적 동력 역시 삶과 예술의 이원 

적 분리를 지양하고 삶에 새로운 미적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열망이라 

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러한 알리바이는 성 립되기 힘들다. 1없7년 말의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혁명을 오직 그 사회적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혁명은 다름 

아닌 “모욕당한 정신의 복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공산당의 입장에 

서 보면 초현실주의자들이 ‘도덕적 무장해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구심 

을 떨치기 힘든 것이다. 

이처럼 혁명과 예술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기로에서 불행하게도 

초현실주의는 가혹한 금욕적 자기검열의 길을 택했다. 이미 언급한대로 

기관지 명칭을 ‘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럼에도 불구하고 초현실주의가 표방하는 ‘학명’의 슬로건이 공산당으로 

부터 “부도펙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는 냉혹한 질타에 직면하여 누구 

보다도 초현실주의의 주창자인 브르통 자신이 “문필 활동은 더러운 짓 

거리”라는 자조적 자기비판마저 감수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브르통의 

악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초현실주의 그룹의 ‘정화’를 시도한다. 초현 

실주의 기관지에 게재되는 원고를 자체 검열하고， 70명의 초현실주의 

회원들에게 ‘공산당을 위해 초현실주의자들은 과연 어떤 엄무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공개질의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집단적 앙가주망을 촉구 

하는 이러한 요구에 대다수 초현실주의자들은 아예 웅답을 하지 않았 

12) 당성.， S. 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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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기화로 상당수의 구성원이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써 사실상 초현실주의 운동과 공산당의 일시척 접합은 

실낱같은 연대의 끈마저도 상실한 채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한 파국의 미학적·정치적 비극성올 단적으로 증언하는 두 개의 사 

건을 떠올리지 않올 수 없다. 아라공 기소 사건과 크레벨(Crevel) 자살 

사건이 그것이다. 

이 무렵 브르통에 못지 않게 열렬한 사회주의자가 된 아라공은 1932 
년 코민테른의 노선에 적극 동조하여 노동자들의 혁명적 투쟁을 고무 

하는 r적색 전선」이라는 선동시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아라공은 당 

국에 고발을 당한다. 공산당과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불화로 인해， 인간적 양심의 요청에 더더욱 이끌린 초현실주의 동 

료들을 비롯하여 2백여 명의 작가와 예술가들이 아라공 기소의 부당성 

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올 함으로써 아라공은 법적인 제재는 변하 

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브르통이 아라공을 옹호한다고 내세운 

논거는 아라공으로 하여금 초현실주의를 떠나게 만드는 화근이 되었다. 

당국이 아라공올 기소하자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문학이란 어디까지나 

‘무의식의 표현’이므로 ‘의식의 검열’에 해당되는 법률적 제재는 부당하 

다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아라공의 시가 초현실주의의 창작 프로그램에 

견주어 보면 초현실주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실적 정황에 호소하는 

선동시였다는 것이다.13) 아라공을 위한 변론이 자신의 문학적 신념과 

상충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브르통은 곧이어 r시의 비참 h따sére 

de la PoésieJ 이라는 팝플랫에서 초현실주의와는 대척되는 예술관으로 

아라공의 시에 면책사유를 주려고 했다는 자기모순을 시인하였고， 결국 

브르통의 논지는 초현실주의 본래의 입장， 즉 예술이 일체의 실용적 목 

적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애초의 입장올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로써 브르통은 자신의 정치적 참여를 은연중에 

철회하는 한편， 아라공에게는 초현실주의와 절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 

13) 뒤에서 『파리의 시골사람』에 대한 분석올 통해 살펴보겠지만， 아라공은 그 
자신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작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초현실주 

의 ‘주류’에 대해 모종의 ‘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며， 브르통이 ‘초현실 
주와 무관하다’고 한 아라공의 션동시를 아라공 자신은 새로운 초현실주의 
혹용 초현실주의의 극복 가능성으로 선택했을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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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공한 셈이다. 가장 가까운 동료로부터 자신의 문학이 초현실주 

의와 상반된다는 문학적 ‘유죄평결’을 받은 아라공은 역시 좌파 계열의 

잡지인 〈위마니테 L’Humarùté>지 기고에서 마침내 초현실주의와의 결 

별을 선언하였고， 브르통이 감행한 자기겁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 

현실주의가 ‘객관적으로 반혁명적’이라고 단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 

럼 자신의 예술가적 태생을 부정함으로써 혁명적 양심을 구제해보려는 

절망적 시도는 유럽 중심부의 아방가르드 문예운동 역시 결코 스탈린 

주의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태의 참담한 반증이다. 당시 

유럽 어디서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프랑스 공산당 역시 코민테른과 모 

스크바의 노선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그들이 초현실주 

의자들을 금욕적 자기부정으로 몰아넣은 파괴적 강압은 스탈린 체제 

하의 예술가들이 겪은 좌절과 결묘 다르지 않다. 그 징후적 사건인 크 

레벨의 자살은 일찍 이 초현실주의가 몰아내고자 했던 유령이 결국 그 

들의 예술적 영혼을 질식시켰음을 중언하는 비극적 사건이다)4) 

그처 럼 예술가의 양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정치적 중압에 

직면하여 마침내 결별하는 브르통과 아라공의 상반된 입장은 아방가르 

드 문예운동의 내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1935년 체코 ‘좌익전선’ 

의 초청으로 행한 강연에서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 당시 천명 했던 

이중과제 - 이른바 ‘마르크스와 랭보의 결합’ - 의 실현가능성에 근본 

적인 회의를 표명한다. 예술가 고유의 수단으로 세계를 ‘해석’하기를 ‘포 

기’하든지 아니면 세계의 ‘변혁’에 실천적으로 관여하기를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딜례마를 실토함으로써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운동이 결국 

마르크스와 랭보의 신념에서 모두 벌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브르통은 좌파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리얼리즘에 

기반올 두는 ‘낡은 예술형식’만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폰 

질서에 저항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예술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 

더라도 그러한 ‘시류에 거슬러서 헤엄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초현실주의 본래의 입장으로 회귀한다. 그 반면 아라공은 아방가르드 

14) 1935년 ‘반전 평화를 위한 작가회의’에서 연설할 C얘정이던 브르통은 전야제 
에서 러시아 작가 일리야 에렌부르크(I. Ehrenburg)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연설을 취소당하며， 이 사건의 중재에 실패한 크레밸은 목숨올 끊고 말았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문예이론의 정치적 지평 11 

예술의 한시적-과도기적 성격올 강조하고 아방가르드 개념 자체도 시 

대의 흐름 속에 변화될 수밖에 없음올 인정해야 한다고 역셜한다. “초 

현실주의는 바로 그 혁명적 성격으로 인해 사치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는 그의 자조적 자기비판은 초현실주의가 ‘전위적 형식’올 구사할수록 

현실정치의 요구와는 점점 더 큰 괴리를 빚었음올 자인하는 것이다. 이 

처럼 감당하지 못할 정치적 요구에 짓눌련 초현실주의의 질식이 결국 

“20년대까지만 해도 본질적 중요성올 지녔던 개인주의의 단말마와 죽 

음”이라는 진단에 도달한 아라공은 초현실주의를 떠나 그 대척점에 있 

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길로 접어든다. 

초현실주의 운동과 정치적 변혁운동의 이 불행한 착종이 ‘혁명에 봉 

사하려는 예술’의 불행이기 이전에 또다른 억압척 체제률 구축한 정치 

혁명 자체의 비극임은 물론이다. 그렇기에 초현실주의가 그들의 내적 

논리에 충실한 한에는 오직 당조직의 바깔에서만 진정으로 혁명적일 

수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들이 추구한 꿈과 무의식은 언제나 규범 

화된 의식의 검열과 갈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외적 강압올 자기검 

열로 받아들인 순간 자승자박의 파탄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요컨대 정 

치와 예술의 도구적 치환 논리는 예술올 잠식하는 치명적인 독소였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정치의 논리에 재단된 초현실주의의 정치적 과오 

야말로 초현실주의 본래의 예술적 생명을 지키고자 한 고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가 정치화되기 이전에 추구한 자유야말로 진정 

한 급진성올 지녔다고 평가한 벤야민의 말도 그런 맥락에서 이혜된다. 

3. ‘공간화된 과거’와 초현실의 이미지 
_ Ii"파리의 시궐시립』의 서솔전략과 그 바판적 의미 

아라공의 『파리의 시골사람』은 1앉%년에 발표된 소셜이다. 작품의 전 

반부에 해당되는 〈오페라 아케이드 Passage de 1’야JeI'a>는 1잃4년에， 

후반부인 〈뷔트 쇼몽 공원에서 느끼는 자연감정 Naturge짜삐 a따 빼1 

Butte-Chormnt>은 이듬해에 씌어졌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들의 초발심에 가장 충실했던 시기 

의 산물인 셈이다. 그런 만큼 작품 전체는 초현실주의의 원형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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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득 차 있다. 의식의 개입올 불허하는 초현실주의 독백의 규약에 

따라 작중의 ‘나’와 화자 사이의 거리는 소멸되고， ‘나’의 끝없는 즉홍적 

구술에 의해 텍스트의 문자적 특성마저도 흐릿하게 표백되며， 의미를 

판독하기 힘든 에피소드의 돌출과 이론적 단상의 삽입， 꿈의 물결처럼 

번져 가는 몽환적 상념과 이미지의 분출 사물의 예기치 않은 변형과 

변신， 두서 없는 대화와 막간극， 다다풍의 시와 우화적 풍자시， 사물을 

향한 종작없는 절규와 거꾸로 사물이 ‘나’에게 던지는 훈계와 절규， 문 

학 및 철학적 저작의 돌발적 인용， 길거리의 낙서와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낙서그림， 광고문구， 카페의 메뉴와 가격표， 거리안내 표지판， 신문 

기사 토막 둥이 작품의 도처에 아무런 여과 없이 몽타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를 끝없는 혼란의 미로 속으로 끌고 다니다가 

도 불쑥 ‘아직도 이 황당무계한 소설을 읽고 있는가?’라거나 ‘내 구두나 

짧으시오’ 하는 식으로 독자를 모독하기 일쑤이며， 이 소셜을 연재중인 

잡지의 편집자이자 동료 초현실주의 작가인 필립 수포(Ph. Soupa버t)를 

야유하는 공개서한을 끼워 넣기도 한다. 

이 모든 이유에서 독자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의 시골사 

람』이 ‘과연 소설인가’ 하는 의문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작가 자신도 나 

중의 회고에서 이 작품이 “소설작법의 전통적인 규범을 모조리 깨부수 

는 새로운 종류의 소설”이라거나 아예 “소설이 아닌 소셜"15)이라 규정 

한 바 있으며，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r문제론 Traité du StyleJ 
(1앉졌)에서도 자신의 창작이 “통사구조를 체계적으로 짓밟는 글쓰기 "16) 

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단순히 다다 시절의 

온갖 해프닝17) 또는 맹목적 해체실혐의 연장선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여러 모로 적절치 않다. 역셜적이게도 일체의 전통적 소설규범을 파괴 

하려는 시도의 철저함과 그 일관성에 힘입어 위에 열거한 이질적 구성 

요소들은 모종의 내적 연관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도르노의 견해를 

15) 다음의 영 역본 서문 참조. L. Aragon: Paris Peasant, tr. by S. W. Ta1yer, 
Boston 1잃4， S. xi-잉1. 

16) K Barck (Hg.): a. a. 0., S. 642. 
17) 가령 다다 시절의 브르통은 미래주의의 마리네티와 합작하여 당시 대중의 
우상인 채플린이 파리에 오기로 했다는 거짓 선전으로 광장에 관중을 끌어 

모은 다음 다다의 즉홍사를 낭송하는 희대의 ‘관객모독’ 해프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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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자면18) 이 소설의 도처에서 발산되는 ‘불협화옴’은 작가가 부정하 

고 해체하려는 유기적 통일성과의 대비를 통해 진가를 발휘하며， 전통 

적 소설유형에 친숙한 독자일수록 자신의 기대치를 여지없이 허물어뜨 

리는 대비효과를 통해 더더욱 충격에 빼져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작가 

가 노리는 그러한 충격의 의미롤 짚어보는 것이 곧 이 ‘소셜 아닌 소셜’ 

을 이해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파리의 시골사람』 

의 파격적 서술양상올 살펴보고 이처럼 철저히 규범을 무시하는 서술 

전략올 구사한 근왼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3. 1 공간회된 과거’의 미로 of케01드 거리 

『파리의 시골사람』이 전통소셜과 대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야기의 전후맥락을 이어주는 사건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시간와 순차적 흐름에 바탕을 둔 인과관계를 읽어 

내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예컨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처럼 기억의 저장고로부터 불러낸 과거의 회상이 현재를 대신하는 것 

도 아니다. 이 소설에서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은 대기 속으로 중발했거 

나 뒷골목의 하수구 속으로 씻겨 내려가서 자취를 감춘 그 무엇이다. 

전통소셜에서 시간이 이야기를 엮어내고 사실적 환상올 창출하는 본질 

적 구성요소라면 『파리의 시골사람』에서 그런 의미의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론가 사라진 이 시간의 흔적올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의 부재를 대체하는 아케이드 거리의 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현실주의의 아버지는 다다이고 어머니는 아케이드 거리이다"19)라는 

벤야민의 말처럼， 작품 전반부에서 ‘나’의 행동반경올 감싸고 있는 아케 

이드 거리는 작가의 변덕과 자의에 의해 우연히 선돼된 공간이 아니라 

초현실주의를 탄생시킨 모태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대도시의 역사는 건 

18) Adomo: a a 0., S. 정5: “혜술이 극단적인 형태의 비일관성과 불협화음올 
고집할 때조차도 그러한 예술적 요소들은 동서에 통일성의 요소들이기도 하 

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일성의 요소들이 없다면 결코 불협화음도 낼 수 없 
올 것이기 때문이다 

19) Benjamin: Gesammelte Schri뼈n， V /2, S.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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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의 역사에 집약되어 있으며， 특히 ‘ 19세기의 도시’ 파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퇴적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아케이드 거리이다. 아케이드는 

도시의 번영과 발전속도 첨단의 유행을 시시각각 투명하게 전시하는 

진열창인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시꿀사람』에 등장하는 ‘오페라 아케이 

드’는 첨단의 전시장이 아니라 발전에서 밀려나고 조만간 퇴출당할 위 

기에 처한 음습한 뒷골목일 뿐이다. 1822123년에 건축되어 파리에서 가 

장 노후한 아케이드의 하나인 ‘오페라 아케이드’는 실제로 아라공이 동 

명의 장(章)을 집필하던 1없4년 다음해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20) 말하자면 ‘오페라 아케이드’는 어제까지만 해도 도시의 영화를 함 

께 누렸으되 내일이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짧은 과도기의 시공간 

적 단층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페라 아케이드’는 벤야민이 말한 

“공간화된 과거 die raumgewordene Ve평ange마eit"21)의 원형 적 공간 

에 속한다. 그렇다면 작가가 하필 이 철거 직전의 아케이드 골목을 작 

품의 전경에 내세운 까닮은 무엇일까. 작품에는 그 이유를 암시하는 갖 

가지 세밀화가 동장한다. 우선 ‘오페라 아케이드’라는 공간 자체가 극히 

사실적인 의미에서 도시의 팽창과 속도로부터 차단된 일종의 유폐공간 

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양쪽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좁은 통로의 위쪽은 

유리지붕으로 막혀 있으며 소설의 묘사에 의하면 통로가 바깥의 대로 

와 만나는 양쪽 끝에는 다시 철제 격자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케이드 

안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통로 양쪽 끝의 문도 닫게 되어 있는 것이 

다. 이 밀폐된 공간에는 밤과 낮의 구분도 없다. 낮에도 녹청의 이끼가 

낀 유리지붕으로 인해 야간조명처럼 흐렷한 햇살이 비쳐들 뿐이며， 아 

케이드 문이 닫힌 한밤중에도 바깥 대로를 밝히는 조명의 반사광이 비 

쳐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바깥세계로 통하는 문이 매일 열리고 닫 

히는 것도 시간의 누적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그 

리고 통로 양쪽 끝의 문이 각기 출구인 동시에 입구라는 이중성을 띠 

고 있다는 사실은 이 소설 전체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없다는 사태 

20) Vgl. ].Fψ따äs: Surrealismus 외s Erkenntnis, Stuttg없t 1얹혔， S. 51. 
21) Benj없lin: a. a. 0., S. 1041. ‘ 19세기의 도시 파리의 사회문화사’로 기획된 
벤야민의 『아케이드 작품 Passagenw<뼈』이 아라공의 『파리의 시골사랍』에 

대한 독서와 그 무대인 ‘오페라 아케이드’에 대한 현장답사률 통해 영감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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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얄리l고리이다 소설의 〈오페라 아케이드〉 장용 이 밀혜왼 공 

간에 대한 세밀 묘사와 그 호홉을 단속적으로 끊어놓는 환상적 상념으 

로만 이어지고 있올 뿐이다 예컨대 19세기까지만 해도 보들레르를 사 

로잡았던 거리의 군중이나 고독한 산책자의 모습 같온 대로의 풍경은 

전혀 동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외부와 절연되고 시간의 호륨마저 끊긴 

Die G'ale rie du Thermom강tre 
d er 1925 abgerissen en Passo.qe de 1’'Opérn 

작용의 주무대인 l오떼라 이케이드1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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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멸하는 공간에 작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오페라 아케이드’의 바 

깥을 지배하는 팽창과 속도에 의식적인 거리를 두고 그것을 교란 내지 

무화하기 위한 서술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연명암과 인공 

조명이 혼색되어 뿌떻게 흐려 있는 이 공간의 불투명성 자체가 대중을 

홉인하는 바깥세계의 자명한 투명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냉정한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아케이드 공간의 이러한 불투명성은 바깥의 투 

명한 열광에 의해 눈처럽 녹아 없어질 성질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 

케이드 공간올 감싸는 분위기는 뷔르거의 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 

의 아우라 Aura des Vergänglichen’22)인지도 모른다. 이 아케이드 공간 

을 작가가 “인간 수족관"(PB 18f.)23)이라 명명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어느 날 아케이드 상가의 문이 모두 닫히고 홀로 이 통로 안에 갇힌 

‘나’는 쇼윈도 안의 마네킹이 인어로 변신하여 헤엄쳐 다니는 진기한 광 

경을 목격하며， 또 어떤 때는 담배 파이프며 지팡이 혹은 모자들이 소 

라 등의 온갖 해저생물로 변신하는 환상적 변용올 체험하기도 한다. 이 

렇듯 폐업 직전의 가게들에 내버려져 있다시피 아무렇게나 진열된 온 

갖 오브제의 불가사의한 변용은 살바도르 달리의 저 유명한 ‘시계’ 그립 

에서처럼 무형의 질료인 시간이 모래사막에 액체로 흘러내리는 시공간 

의 상호침투를 연상시킨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 

‘초현실적’ 환영들은 아라공이 초현실적 이미지 조형의 수법으로 채돼한 

이른바 ‘이중적 의미작용 signification double’24)의 전형적 사례로서， 담 

배 파이프와 소라처럼 경험적으로는 아무런 유사성도 없는 별개의 사 

물을 자의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각각의 사물에 고유한 의미를 제거하 

고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변형사키는 서술전략이다. 벤야민이 말하듯 

그런 의미에서 ‘우연의 수수께끼화 머eatorische Veπaα머ung’25)는 어떤 

22) P. Bürger: Der französische Surrealismus, Fr와lktfuπ a. M 1앉~， S. lffi. 
23) 앞으로 작품 인용은 다음 독역본에 따라 PB로 약칭하고 해당 면수를 병기 
하기 로 한다.Lo띠s Aragon: Der Pariser Bauer, 디bers. v. L. Babilas, 
Franl띠Jrt a. M. 1앉~. 

24) Vg1. G. Metken (Hg.l: Als die Surrealisten noch recht hatten, Texte und 
Dokumente, Stuttgart 1976, S. :1) 않 

25) 벤야민은 이 ‘인간 수족관’의 아케이드를 ‘자연사 박물관’으로 일반화시키연 
서 그 풍경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고 있다. “이 동굴벽에서 상품은 태고적 
식물로 번성하고 복잡하게 뒤영킨 직물이 종양처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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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도 규범화될 수 없는 무질서룰 연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억압적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초현실적 이미지의 

환상적 총위는 동시에 역사적 시간대와 포개져 있기도 하다. ‘인어’의 

유영에 매료된 ‘나’는 다음날 아침 아케이드 문이 열리자마자 그 가게로 

달려가 전날 밤에 보았던 ‘인어’가 곧 부러진 마네킹임을 확인하거니와， 

이 폐허의 아케이드가 ‘인간 수족관’의 해저풍경으로 둔갑하는 것은 언 

젠가는 철거되어 땅속에 파묻히고 지각의 변동에 의해 전설의 도시 아 

툴란티스처럼 심해에 ‘수장’되고 말 아케이드 골목의 역사적 운명올 증 

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부러진 마네킹’은 이 ‘인간 수 

족관’이 깨졌올 때의 모습이기도 하다. 

박물관에 전시된 밀로의 비너스 대신 뒷꿀목에 버려진 부러진 마네 

킹에서 환상적 신비를 발견하고 다빈치의 모나리자 대신 먼지 묻은 우 

표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나’는 “영속적인 것에 대한 환상올 버리 

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속한 탐닉"(PB 100)에 몰입한다. 그리 

고 아케이드 골목 안에서만 맹도는 그의 발길은 - 파이프가 소라로 변 

용되는 우연의 수수께끼처럼 - 바로 다음 순간의 지향점을 모른 채 전 

적으로 우연에 내맡겨져 있다. 시간의 사슬과 경험적 인과율을 걷어차 

버리는 이 우연의 행보를 ‘나’는 다음과 같이 정당화하고 있다. 

나는 내 감각과 우연의 노리개이다. 나는 자신이 률렛 게임의 도박꾼처럼 느 

껴진다. 그러니 석유주식에 돈을 투자하라고 권하지는 마시라. 그런 자들은 

한방에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온몸과 영혼을 룰렛에 걸고 당 

첨패를 노린다. 나는 언제까지고 내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임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올 것이다.(PB 9) 

예측불허의 도박에 ‘온몸과 영혼’을 걸고 ‘자신올 방엄하는 것’ 말고는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는 이 절대적 불확실성의 게임은 벤야민이 보 

들레르론에서 말하듯이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에 포섭된 노동윤리 

로 - 너무나 무질서하게 서로 결합된다. 그렇게 해서 신비로운 유사성의 세 
계가 성립된다. 종려나무와 먼지혈이， 환풍기와 밀로의 비너스， 의족과 우편 
배달부가 여기서는 오랫동안 떨어져 었다가 재회하는 것이다끼&띠뻐lin: a. 
a. 0., S.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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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는 도발적 옴짓이며 일체의 도구적 합리성의 수단이 되기를 

거부하는 결의의 표명이다. 이 도박사가 자본의 포식성에 의해 매순간 

사멸하는 것들에서 불가해한 신비를 발견하려는 것도 그런 비판적 인 

식과 비타협적 태도의 귀결일 것이다. 영속적인 것에 대한 일체의 미련 

을 버린 ‘나’는 마침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신성함(Gottheit)의 

다양한 형상(p!oymorph)만큼이나 다양한 신성"(PB 101)의 구현물이라 

일컬으며， 바깥세계의 화려한 영광과는 정반대로 하루살이처럼 단명할 

비속한 것들의 거처인 오페라 아케이드야말로 진정한 “마법의 장 

소"(PB 104) 혹은 “성소(聖所)"(PB 1(0)라는 신앙고백을 하기에 이른 

다. 이 도박사가 아케이드 골목을 정처 없이 배회하는 것은 환상적 마 

법여행 혹은 성지순례인 셈이다. 이로써 ‘파리의 시골사람’이라는 형용 

모순의 표제가 붙여진 이유도 비로소 밝혀진다. 아케이드 바깥 대로의 

군중이 자본과 속도와 발전의 논리로 통합된 첨단의 정점올 유일신으 

로 숭배한다면， 그 유일신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는 이 ‘시골사람’은 유 

일신의 신봉자들에 의해 유폐된 음습한 아케이드의 미로 속으로 숨어 

들어， 부러진 지팡이며 마네킹 따위의 잡동사니를 ‘다양한 형상의 신성 

p에'lllorphe Gottheit’ 혹은 ‘무정형’의 신성으로 받드는 ‘이교도’인 것이 

다. 작품 속의 정의를 빌리면 이 ‘시골사람’은 “우상의 신비로운 새로움 

을 지각할 능력이 있고 또 폭력적 죽음에 바쳐진 장소들을 선호하는 

이교도"(PB 1(0)이다.26) 새로운 것， 첨단의 것만을 숭배하는 바깥세계 

의 논리로 보면 덧없이 사멸하는 것들을 받드는 우상 숭배자인 것이다. 

3.2. ‘현대의 신회’ 혹은 대도시의 미노티우루스 

지하동굴처럼 음침한 아케이드의 미로 속에 숨어든 이교도는 자신의 

은신처를 “미노타우루스가 없는 미로"(PB 123)라고 말한다. 알다시피 

26)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 p빼en’의 라틴어 어원에 해당되는 paganus는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초기에 로마의 성 밖에 거주하면서 ‘다신교’률 믿 

는 이교도의 무리를 가리켰다고 한다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일신올 섭기는 
옛가로 ‘시민권’을 얻은 성안의 시민들과 달리 다신교를 믿는다는 죄로 입성 
하지 못하는 무리이며， 이것은 소셜에서 ‘파리의 시골사람’이 아케이드 골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홉사한 형국이다. V gl. ]. Ftimkäs: a. a. 0., 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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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타우루스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올 잡아먹는 전 

설의 괴물이다. 그렇다면 아케이드의 미로에는 그런 괴물이 없다고 말 

하는 것은 이교도가 발견한 새로운 우상의 신비가 괴물올 쫓아내는 영 

험이라도 발휘하기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교도에 의해 새롭게 

축성된 이 성소에서 미노타우루스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깥세계가 이 

미 아케이드률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철거가 확정된 오패라 아케이드에는 폐업 공고문이 곳곳에 나불어 있 

으며， 어떤 가게는 아예 재고품올 거저 가져가라는 쪽지률 내걸기도 했 

다. 작가는 아케이드의 철거와 소상인돌의 파산올 알리는 온갖 공고문 

들올 작품에 그대로 오려불여 넣었으며， 작가 자신이 출입하는 카패들 

이 폭력적 재개발에 의해 점포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얼마나 막심한 

손실올 입었는가률 구체적인 금액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잉) 바깥 

대로의 부동산업자들은 재개발로 점포가치가 폭확한 가게들을 헐값에 

매입하려 하고， 파산에 직면한 소상인들은 그들을 규탄하는 전단올 불 

이기도 한다. 그야말로 “내전 상태"(PB 31)의 살풍경이다. 그런가 하면 

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랍들의 ‘공식 대변자’는 그가 발행하는 신문 

올 통해 겉으로는 ‘공화국의 이릅’으로 소상인들의 권익올 옹호하지만， 

정작 속셈은 ‘아버지의 대률 이어’ 시의원이 되기 위해 가난한 대중올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아케이드 바깥에서는 ‘세계의 수도’ 

파리의 영광올 상징하는 세계박람회가 여전히 “구왼의 여신이자 새로운 

태양"(PB 32)으로 각광받는 동안 오페라 아케이드는 “거대한 유리관 

(植)"(PB 40)으로 매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럽 회생의 출구가 가로막 

혀 있는 한계상황에서 세상에 대한 절망적 혐오롤 가리키는 ‘염세주의 

pessirnisme’의 절규마저도 다다풍 유회의 노리개가 될 뿐이다. 

'Z7) 아라공은 〈오페라 아케이드〉 장을 발표하기 전에 브르통에게 미리 읽혔는 
데 브르통은 ‘그게 전부야?’하는 식의 냉담한 반용을 보였고， 아라공의 후배 
초현실주자들까지도 아라공의 면전에서 온갖 야유률 퍼부었다고 한다 (각주 
15의 영역본 서문 참조)， r파리의 시골사랍』이 다홈 아닌 동료 초현실주의 

자들에게 이처럽 냉대률 받온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사실적 디테일의 
여과 없는 삽입 때문이다. 이른바 ‘무의식의 자동기술’올 신조로 삼았던 동 

료들로서는 당연한 반옹이지만， 아라공이 사멸하는 것들에 부여한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옴울 반증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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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IMISME - PSSIMISME - PESIMISME 
PESIMISME - PESSMISME • PESSIISME 

PESSIMSME - PESSIMIMIE - PESSIMISE 

PESSIMISM - PESSIMISE (PB 56) 

작가는 이 대목을 ‘아코디언 풀무질’의 리듬에 따라 자음과 모임이 뒤 

엉킨 “파도가 제멋대로 요동쳤다가 해안에 부딛쳐서 요동이 벚고” 

(PB 56) 마침내는 포말로 사라지는 어두운 환상의 장면으로 연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페시마즘’의 자음과 모음은 망망대해의 조각배처럼 격 

랑에 난파하고 좌초하여 산산이 부서지는 운명을 맞는 것이다. 파산에 

직면한 아케이드 골목의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어디에서도 반향을 

얻지 못한 채 자본의 위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의 사실적 

증언이다. 이처럼 작품의 도처에 둥장하는 꼴라주나 다다식의 실험도 

단지 형식실험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 현설의 극적 단면들을 포착하는 

생생한 사실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스스로 ‘현실적 

초현실주의’잃)라 규정한 이 소설에서 그러나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초현실적 환상은 예외 없이 현실의 몇에 걸리고 만다. “환락의 실험실” 

(PB 20)로 명명되기도 하는 아케이드 골목의 사창가에 대해 ‘나’는 ‘관 

습으로부터의 도피처’니 ‘오아시스’니 하는 환상을 품고 그곳을 방문하 

기도 하는데， 오히려 접대부 여성들이 고객인 ‘나’를 고르고， 내가 당황 

해하고 있는 사이에 금방 옆방에서 내 방의 여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 

린다. 포디즘의 생산기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 기막힌 ‘매춘 공정’은 자 

본과 상품이 지배하는 대도시의 일상에서 일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신기루’를 쫓는 환상에 불과함을 씁쓸하게 확인시켜준다. 

파괴를 통해서만 새것을 추구하는 ‘현대의 신화’는 ‘나’의 눈앞에 환생 

한 졸라의 소설 주인공 ‘나나 Nana’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남자들의 군단이 해일처럼 나나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다. 

“나나t" 내가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이 시대의 취향에 적용했단 말이 

오’” 

28) 앞의 영역본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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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저는 바로 이 시대의 취향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나샅 통해 숨을 쉬지요， (.,,) 거울에 비친 것들을 먹고사는 모든 것， 번쩍거리 

는 모든 것， 몰락하는 모든 것은 내 발길에 찰짝 달라붙는 답니다. 나 나나는 

시간의 이데아랍니다. 이봐요， 눈사태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제 살결을 한번 

보세요. 나는 불멸의 존재이지만 다른 이들을 단명하게 만들지요. 나는 사람 

들이 만지고 싶어하는 짚불이거든요，"(PB 480 

알다시피 졸라의 ‘나냐’는 독불전쟁 무렵 파리의 상류층 남성들을 사 

로잡은 배우이다. 그렇지만 ‘나나’는 이미 졸라의 소설에서도 그 꽃다운 

얼굴이 천연두로 흉하게 침하되는 비운올 맞는다. 그 ‘나나’가 1924년의 

파리에서도 여전히 이 ‘시대의 취향 Zeitgeschmack’으로 군렴하고 있올 

뿐 아니라， 그 어떤 ‘시대정신 Zeitgeist’보다도 막강한 힘으로 대도시의 

대중을 홉인하고 있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것들을 먹고사는’ 존재， 다 

시 말해 상품가치와 삶을 맞바꾼 대중들이 탐하는 우상은 결국 불시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리는 ‘눈사태’나 불나방올 유인하여 태워버리는 

‘짚불 Strohfeuer’의 맹목적 파괴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 뜻에서 자멸올 

위해 새것올 추구하는 맹목적 현대화의 신화에 대해 작가는 “우리가 발 

걸음올 옮길 때마다 새로운 신화가 탄생한다， (..J 하나의 신화가 세워 

졌다가 붕괴한다끼PB 10)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적 성찰에 도 

달한다. 

우리에겐 과거와는 다른 맹목적인 힘들， 과거에 비해 막강한 다론 불안이 생 

겨났으니，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인 기계와 온갖 이념에 굴복 

하는 것이다. 한때 우리는 그런 기계와 이념을 아무런 의구섬 없이 꿈꾸지 

않았던가. 이러한 마술의 지배가 도래하는 것을 목격한 c.J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마술의 지배에서 새로운 미적 감정의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아름다운 것과 신성한 것올 착각했던 것이다，(PB 142) 

작품에서 ‘금속제의 허깨비’니 ‘오일탱크의 우상’이니 하는 것들로 지 

칭되는 이 맹목적인 파괴의 ‘기계’는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되지 않으면 

서 굴러가는 거대한 차륜"(PB 134)에 비유되거니와， 그것이 곧 아케이 

드 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미노타우루스의 실체임은 물론이다. 이 

대도시의 마신(魔神)에 신성올 부여하고 아름다웅과 동일시한 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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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은 미래주의를 겨냥한 메타텍스트로서，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아라공의 초현실주의는 맹목적 현대화에 포획된 그릇된 신성함과 아름 

다움의 결합체를 해체하려는 집요한 시도에 바쳐지고 있다. 전통적 소 

설규범을 무시하고 ‘통사구조를 체계적으로 짓밟는’ 서술전략이 채택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3. 3 초현실의 이미지와 대도시의 ‘자연김정’ 

이제 독자는 그러한 해체를 통해 ‘나’는 과연 어디에 도달하려는 것일 

까 하는 의문올 갖게 된다. 해체를 통한 바판적 현실인식도 결국 ‘나’의 

삶을 지켜줄 힘이나 위안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페라 아케이드〉 장의 마지막에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날픈 확신은 심연의 언저리에 어른거리는 의 

식의 엄청난 현기중에 휩쓸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나는 영원한 추락의 

한 순간일 뿐이다. 제지할 기회를 놓쳐버린 추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 

었다. 오늘의 세계는 나의 존재방식올 제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거대한 

위기와 엄청난 혼란이 도래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제 더욱 분명한 모습을 드 

러낼 것이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정의로운 것， 참된 것， 실재하는 것올 비 

롯하여 그 모든 추상적 인 말들은 이 순간 파산하고 만다.(PB 124) 

이처럼 ‘나’는 ‘날개 없는 추락의 한 순간’의 점일 뿐이며， 세상올 거 

부하는 ‘나의 존재방식’마저도 제것으로 흡수하는 세상에 집어삼킬 위기 

는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아라공은 ‘나’의 존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바로 이 위기의식을 도약대로 삼아 ‘나’를 초현실의 영 

역으로 데려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둔감한 자에겐 현실에 동화 

되는 것이 곧 삶의 목표가 되겠지만 매 순간 바닥 없는 심연에 추락하 

는 자의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에 충실할 때만 비로소 현실은 동화의 대 

상이 아니라 초극되어야 할 무엇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아라공이 꿈꾸는 초극된 현실 즉 초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앞에 

서 살펴본대로 초현실적 이미지가 시간적 지속과 공간적 확장의 바깥 

에서만 명멸하는 어떤 것이라면 이 초현실의 영역은 결코 논리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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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검증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아라공이 말하는 ‘현대의 

신화’가 비판과 해체의 표적일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비판적 해체의 

수단이자 지향점이기도 하다는 사실， 말하자면 ‘반(反)신화의 신화’라는 

사실올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의 집합소인 오페라 

아케이드가 ‘성소’로 지칭되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아라공은 현대 

의 단일신화에 맞서는 반신화(Anti-Mythos)를 꿈꾸는 듯이 보인다. 논 

문으로 치면 ‘서론’에 해당될 <현대의 신화에 관한 서셜 Vorwort zu 

eioer modemeo Mytholgie>에서 그 인식론적 전제가 암시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비극을 가져온 단일신화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진리와 

오류를 양분하는 “그릇된 이윈론"(PB 10)에 의거하여 확실성과 진리에 

관한 믿음의 “자명성에 의한 그릇된 추론"(PB 8)올 바탕으로 중식되어 

왔다. 그 반대로 아라공이 꿈꾸는 새로운 신화는 “오직 오류를 통해서 

만 덧없이 스쳐 가는 현실을 확증활 수 있다"(PB 8)는 정반대의 믿음 

과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오류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다"(PB 9)는 전복적 사유에 기초한다. ‘오류와 불확실성’ 대 ‘진리와 

확실성’의 이러한 대립이 곧 오메라 아케이드와 그 바깥세계의 대립으 

로 전이되었음올 알 수 있다. 그리고 확실성의 단일신화가 지배하는 바 

깥세계의 작동원리 역시 그 파괴적 포식성으로 인해 아케이드와 마찬 

가지로 사멸할 운명에 처해 있음올 예민하게 감지하는 위기의식의 틈 

새로 ‘덧없이 사라지는 것의 아우라’ 즉 초현실의 이미지가 열린다.정) 

벤야민이 말하는 아우라의 본질적 특정이 유일무이한 ‘일회성’과 ‘영속 

성’의 동시적 공존이라면， 아라공의 초현실적 이미지를 감싸는 아우라에 

서 영속성의 계기는 오직 ‘지워진 흔적’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초현실적 아우라의 다른 이름인 이 ‘새로운 신성’은 사물의 차원 

에서 보변 인어로 변신한 마네킹의 그것이자 “쇼윈도의 바닥에 산(醒) 

에 의해 부식된 쇠붙이처럽 침전하는 어떤 것"(PB 17)이기도 하다. 작 

가는 그러한 초현실적 이미지에 그 어떤 신화의 힘보다도 강력한 신성 

29) 그런 점에서 아라공이 초현실적 이미지의 구축원리로 도입하는 ‘새로운 신 
화’는 ‘숭고한 것의 비속화’와 ‘비속한 것의 시화’라는 양가적 기능올 갖는다. 

VgJ. H FJ1잉er: Odyssee eines Pariser Bau없1 - Aragons “mythol，앵ie 

modeme" und der Deutsche Ide외ismus， in: κ H 밟lrer (Hg.): Mythos 
und Moderne, Frankfurt a. M. 1앉경， 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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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고 있다. 

‘초현실주의’라는 이름의 악덕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미지’라는 환각제를 

열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혹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이미지 자체를 위해 

이마지를 불러오는 방식， 예측불허의 교란이나 변화를 꿈꾸며 이미지률 불러 

오는 방식이다. (…) 그러한 교란과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하나하나의 

모든 이마지가 매번 우리로 하여금 전 우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PB 75) 

무차별한 파괴력을 내장한 동질적 연속의 시간대에서 미세한 균열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이 초현실적 이미지의 섬광이 한 순간 ‘전 우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은 당연히 그러한 ‘환각’에 

도취할 줄 아는 자만의 몫이다. 그것은 ‘기계신’을 섬기는 인공의 도시 

에서 “죽음에 휩싸인 구체적 생활감정"(PB 162)을 다름 아닌 ‘자연감정 

Naturge펴삐’으로 환기시켜 주는 힘이기도 하다.<뷔트 쇼몽 공원에서 

느끼는 자연감정〉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 공 

원과 도심을 이어주는 다리가 “자살의 성지 "(PB 195)로 불리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건강한 삶의 본능인 에로스마저 상품화된 도 

시의 삶에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의 억눌린 충동은 

- 도시를 지배하는 파괴의 충동에 동참하지 않는 한에는 결국 죽음 

에의 충동에서 출구를 찾게 마련이며 그 죽음의 장소로 뷔트 쇼몽 공 

원으로 통하는 다리가 선택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죽음에 휩싸인 

구체적 생활감정’을 체득한 자만이 이 인공의 도시에서 ‘자연감정’을 느 

낄 수 있다는 말은， 삶의 무의미를 죽음의 언저리까지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거꾸로 덧없이 사라지는 인공의 사물에서도 모종의 신비를 감 

지할 수 있다는 돗일 것이다. 이 대도시에서 예외적 상태로만 허용되는 

‘자연감정’은 그런 뜻에서 “구체적인 것에 대한 최대치의 의식 "(PB 247) 

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자연은 나의 무의식"(PB 139)이 

라는 말도 덧없이 사라지는 사물에서 감지되는 신비를 한 순간 ‘우주에 

대한 생각올 바꿀 정도의 최대치의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청 

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라공에게 현실의 초극은 다시 현실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여정인 셈이다. ‘자살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간 자에게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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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뷔트 쇼몽 공원이 오페라 아케이드와는 또다른 차원의 ‘성소’로 선 

택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올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의 품속에 있는 유 

목민들의 숙소"(PB 135)인 이 뷔트 쇼몽 공원은 정작 밤이 되면 외부 

에 차단되고 언적이 끊기는 공간이다. 죽음의 충동까지 견뎌낸 자에게 

도 ‘유목민’의 자유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도시의 막다른 현실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를 사로잡는 초현실적 이미지의 환각은 끝내 지상 

에 안착하지 못한 채 어두운 밤하늘에 투사될 뿔이다. 

마침내 우주공간의 업자 하나하나가 분해된 낱말의 낱개의 음절처럼 의미를 

감추고 었다. 원자 하나하나가 여기에 침전된 모종의 인간적 신념올 내걸고 

있다. 매순간의 호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첨묵의 외투가 자락을 펼친다. 하 

늘에 가득한 별들의 주름을 보라. 신성함의 섬세한 손길이 환영올 어루만지 

고 심연의 유리창에 가녀련 숨결올 토해내면서， 가슴을 졸이는 이들에게 마 

법의 메시지룰 보낸다. ‘참고 견뎌요. 신비가 다가오는 중이니.’ 그리고는 별 

빛 아래 알폼올 드러낸다. 신성함은 저 깊은 사랑의 포용에서 솟아오르는 것 

이다. 온 대기가 이러한 이데아로 충만해 있고， 이 이데아는 아무리 조그만 

미풍에도 톰올 떤다.(PB 1910 

인간사를 포함하는 자연의 순환에서 보면 밤하늘의 대기중에 떠도는 

이 ‘업자’며 ‘원자’들은 도시의 유리관(혐) 속에서 시간의 온갖 풍화작용 

올 거쳐 해체되고 다시 정제되어 옹전한 자연으로 회귀한 것들의 순수 

한 결정체일 것이다. 해저생물로 변신한 아케이드 골목의 진열품들. 죽 

음과 환생올 거듭하며 모든 도시인에게 자신과 똑같은 운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나나’. ‘자살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죽음의 유혹에 굴복한 

불행한 영흔들. 이 모든 개체들이 자기분해를 통해서야 비로소 도달한 

초현실적 자유의 표상인 것이다. 현실에서는 진정한 교감의 통로가 차 

단된 모나드의 개체들이 이렇게 자연의 미립자로 회귀하여 우주적 사 

랑을 나누는 에로스의 향연은 물론 초현실적 환각의 영역에서만 가능 

하다. 냉정한 현실감각으로 보면 “사랑의 종교"(PB 202)를 믿는 자에게 

나 베풀어질 비현실의 향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별심 또한 어쩌 

면 ‘그릇된 이원론’의 검은 손길은 아닐까.<뷔트 쇼몽 공왼에서 느끼는 

자연감정>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마침내 식물로 변형된 ‘나’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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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톨의 이삭 알갱이처럼 누군가의 키질에 의해 길바닥에 내버려진 

다. 그리고 길을 가던 개구쟁이가 우연히 그 알갱이를 주워들고는 “이 

딸기는 아직도 한쪽이 빨강잖아"(PB 214) 하고는 다시 내던져 버린다. 

이 엽기적 환상의 전언은 자명하다. 머리가 잘려나간 다음에도 검은 머 

리칼과 핏빛의 섬찢한 대비로 표상되는 ‘이원론’의 각인은 지워지지 않 

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초현실의 환각은 

지상의 삶에서 무한 추락의 순간들로 미분된 시간 속으로 자신을 방임 

하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신비인지도 모른다. 그 신비 

의 순간 초현실의 이미지는 생명처럼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은 

알레고리적 성격이나 상징성을 띠지 않고도 내 눈앞에서 변용될 수 있 

었다“(PB 128)고 ‘나’는 고백한다. 덧없이 사라지는 사물올 구제하는 초 

현실의 이미지는 결코 그 어떤 이념이나 개념의 표본도 아니며， 또한 

전체의 일부로 귀속된 개체가 아니라 거짓된 인과와 종합의 사슬로부 

터 벗어난 진정한 자기회귀를 통해서만 성 립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변증법적 사고의 불완전함"(PB 7)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한 ‘나’의 모험 

은 변증법의 ‘완성’이 아니라 변증법의 ‘정지’에 맞을 내린다. 

4. 맺는말 

『파리의 시골사랍』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전염병처럼 번지 

는 아나키즘” 혹은 “모든 개인에게서 공동의 운명올 박탈하고 개인의 

낙원을 만들려는 시도"(PB 76)로만 표상되는 것도 그처럼 정지된 변증 

법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되지 않으면서 굴 

러가는 차륜’처 럼 냉혹한 자기목적을 추구하는 역사의 철칙은 그러한 

초현실적 몽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아라공 자신이 그 점을 깊 

이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랍들올 서로 결속시켜 주는 확실성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조만간， 아니 내 

일이면 벌써， 섬찢한 금지의 법률을 강요할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전파자들은 

형틀에 묶이고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며 이미지에 탐닉하는 자들은 거울감방 

에 감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해받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양송 카페에 숨 

어서 그들의 이미지를 전염시키며 밀거래를 일삼올 것이다.(PB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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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념의 확실성과 체제에 홉수되기를 거부하는 보혜미안으로 

서만 초현실주의는 예술과 삶에서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2장에서 

살펴본대로 그러한 자유는 짧은 과도기에만 명맥을 유지했다. 벤야민의 

초현실주의론에 ‘유럽지성의 마지막 스법사진’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도 

그런 사정올 반영하는 것이다. 아라공도 결국에는 그 자신이 개척한 

‘현실적 초현실주의’에서 초현실주의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현실주의의 

길올 태했던 것이다. 그러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문제는 또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겠지만Ii'파리의 시골사람』 시절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1!fiì년의 아도르노는 초현실주 

의에 대해 “추상적 자유가 사물의 위세에 짓눌린 퇴행현상”이라 혐하한 

바 었다.30) 그리고 처음 『파리의 시골사랍』올 읽올 당시만 해도 “나는 

이 책올 두세 페이지 이상 계속 원어나갈 수가 없었다.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자꾸만 책올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D라고 흥 

분올 감추지 못했던 벤야민 자신도 나중에는 아라공의 극복올 『아케이 

드 작품』의 목표로 삼았다.앓) 초현실적 몽환의 계기보다는 ‘각성’의 계 

기로 선회한 벤야민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아라공 시절의 파리가 아닌 

‘19세기의 도시’ 파리률 탐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울 

것이다. 역사적 조망의 거리롤 확보한 관찰자에겐 역사가의 냉정한 시 

선이 요구되지만， 이미 과거가 된 공간의 지충에서 다시 새로운 무덤으 

로 퇴적되는 미로률 더듬는 20세기의 모험은 어떤 형태로든 초현실의 

꿈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올 것이기 때문이다. 

30) Vgl. Adorno: Noten zur Literatur, Fra따åurt a. M. 1972, S. 101-HIi. 
31) 킹tat nach: J. Fürnkäs, a. a. 0., S. 00. 
32) Vgl. Be띠amin: a. a. 0., s. 앉웠: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물 
론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아라공이 말하는 ‘신화’는 사물을 다시 먼곳으로 
밀어낸다. 우리에게 친근한 것， 우리롤 제약하는 것의 서술만이 중요하다. 
19세기는， 초현실주의자들의 표현율 빌리연， 우리의 꿈속에 틈입한 소옴이 

며， 우리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음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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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sammenfassung 

Politische Dimensionen der literarischen Avantgarde 

un 때. J따π'hundert am Beispiel von Surrea1ismus 

und Aragons Pariser Bauem 

Hong Bae Lim (Seoul Nationa1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spannungsvollen Be

ziehungen von Iiκ~atur und Politik innerh머b 따 historischen A vant

garde in besonderen bezug auf den franzäsischen Surrealismus und 

Lo띠s Aragons Rornan Pariser Bauem zu untersuchen. 

Am Anfang hatte die surrealistische BeWI맹mg keine explizite 

politische Intention, was ihrem Schreib띠nzip ganz entsprach. Das 

‘automatische Schreiben des Unbewußten’ schließt nänùich die Kon

trolle des Bewußtseins aus, die bekanntlich die Mechanismen der 

Politik ausmacht. Aber in der zweiten Phase der surr얹1istischen 

Bewegung geriet sie unwiderruflich in den p이itischen Strudel dama

liger Zeit, was wieder zur widerspruchvollen Koa1ition mit der Kom 

munistischen Partei f비rrt. Damit konfrontiert die Sur-Bewegung mit 

der falschen Altemative, entweder im Namen der Revolution ihre 

eigene k뻐stlerische Prinzip aufzugeben, oder urngekehrt zugunsten 

der Kunst die sozi떠e Revolution aufzugeben. 않r erpreßte Kompro 

miß brachte en버ich die innere Zersetzung der Sur-Bewegung und 

zugleich das tragische Scheitem der kurzlebigen Zusammenarbeit mit 

der p이itischen Gruppe. 

Aragons Pariser Bauer entstand in der frühen Höhepunktsphase 

des Surrealismus. Dennoch ziegt dieser Rornan seltsame Abwei 

chungen vom surrealistischen Kanon, was der Autor später ‘r얹listi

schen Surrealismus’ n없mte. Das gleichzeitige Nebeneinander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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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en Wìrklichkeitsausschnitte und der surrealen Phantasiebilder 

bewirkt Dissonanz des Ganzen, was den Leser unaufualtsam beunru

higt. Darnit wird die scheinbar sichere Ordnung der Gesellschaft in 

Frage gestellt, als deren Opfer ‘Pas잃ge de 1’아Jera’ zugrunde geht. 

Aber in diesem ‘Labyrinth der mensc비ich윈1 Aquarien’ erf삶πt das 

surrealistische Ich die geh잉mnisvolle Verwandlung bzw. Verkl삶ung 

der verlassenen Dinge. Diese ‘Aura des Vergänglichen’ ist die Trieb 

feder der surrealistischen Bilder, in deren Verrätzelung die surrelis

tische 맘zählstra맹ie des Autors besteht. Solche surrealistischen 

Bilder evozieren die Auflösung des f;머schen Dualismus und die 

‘StilU맹mg der Dialek빼’ im Sinne W，머ter Be띠때ns， obgleich er 

später in sein윈n Passagenwerk die surrealistischen Momente des 

Rausches à la Aragon überwin뼈1 αIer austilgen woll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