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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현 (아주대학교) 

앙리 미쇼 Henri Michaux에 대한 연구자를 가운데 한 영인 장피 

에르 마르탱 Jean-Pierre Martin은 미쇼에 대한 700여 쪽의 방대한 전 

기에서 동양적 예지를 추구하는 수행자객 실천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척 당색이 강하게 일어났던 마지막 20여 년의 상에 대하여 “고행 

자와 싱미가_"1)라는 제목융 올인다 마르탱의 지적은 시인에게 냐타 

나는 어떤 특정을올 지청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소 자극객이다 왜냐 

하면 서구의 전흉에서 용 때 초월을 지향하는 생자의 경향과 인간의 

1) ‘ L‘ascète et I'esthtte." Jean-Pierre Martin. Hrori MiιOOUX， G허ψnard， 1993, P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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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릅 표현하는 예슐가의 경향은 근원척으로 대럽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명에는 의도적인 연이 았다 장-피에르 마르탱은 

이쇼의 후기에 나타냐는 글쓰기가 전기와는 매우 현격한 차이흘 보 

인다는 정에 주목한다 이쇼의 시세계를 특정짓는 도발적 상상력과 

저항 갱신이 약물설협 이후 자기완성과 명화의 목소리로 연모하었 

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급격한 연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시인이 초기의 세계융 버리고 전향이라도 한 것일까? 마르탱은 “그 

의 화， 분노， 져항， 웃음， 조소i 불손， 반도(反i1l)는 어디로 갔는가.1"2) 

라고 을으연서 만약 이쇼의 후기 작용들얀올 아는 독자가 있다고 한 

다연， 이 시인이 f과거의 Lf Qui je fusJ , r플명 PlumeJ , r나의 소유울 

Mes propriétêsJ , r밥이 용직인다La nuit remueJ , r다른 곳써lIeUfSJ의 

작가와 강응 사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올까라고 의구심율 표한다3) 

마르탱의 문제쩨기는 사실틀을 연대기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것에 

서 벗어나 작가의 삶 속에 흐르는 어떤 일관성용 드러내려는 의도에 

서 기인한다 그래셔 그는 영상과 명획을 추구하는 후기의 전반적인 

경향 속에서도 초기의 저항성용 표현"3}-e 글들이 발표되었다는 사 

실융 발견하고 이훌 용혜 미쇼가 지었던 거부의 정신이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유지되었옴을 찾는다 그의 g현을 빌리자연 “앙리 이쇼 

는 누그러둥지 않았고”씨 “낡은， 대문자의 무한’으로 초월한 것이 

아니었다 장-피애르 마르탱은 고행자와 싱이가라는 앙 극단을 제시 

함으로써 그 어느 세계로도 완전하게 연입되지 않는 미쇼안의 독창 

성융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변하지 않는 작가 갱신을 드러낸다는 정에서 

2) “。ù m.it passée ta ∞’ère7 1a fu~ur? 너 rhol1년 où k rire7 Ia dêrision1 I‘'" 
"，I~’ !'anó-tao?" iMι p. 64J 

3) Cf. Jb‘d 
‘ ) "HM n'&il 어s ap~ “ "lnfini archa띠ue et maju.scu le", ibid., p.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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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영 나를의 유효항이 있지만 작용에 나타나는 연화와 시인이 추 

구한 갱신적 세계 그 자제에 대해서는 의이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충멸한다 우리의 견뼈는 

전기와 후기의 서로 다르게 보이는 시적 모생들이 사질은 동일한 근 

원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삶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울음 

이 상이한 양상올 띠연서 나타나는 것이다 노년에 들어 시인이 추 

구했던 영적 당색은 젊은 시절 감행했던 자유로운 모헝과 저항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특히 후기에 

나타나는 연화들은 전반기의 작용들을 배정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 

가드러난다 

이와 같은 액락에서 논문에서는 두 시기의 작풍들에 나타나는 특 

정들을 살며본 후 이쇼의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이 배태되고 결함되 

는 지정올 찾아보고 그 연화의 과정올 추척하고자 한다 그래서 논 

문은 어느 특갱 시기나 한 작용에 대한 미시쩍 분석보다 작가의 삶 

과 예슐 전반에 흐르는 일관생융 드러내고 이것을 중심으로 시의 다 

양한 요소퉁융 채구생하는 데에 초갱용 맞추었다 

2 후기 시의 변화 

후기에 들어 작용에 드러나는 연화들은 일차척으로 작용들의 제 

목에서 확인왼다 r얀트라 YanttaJ ， r산의 딸 Fille de la MontagneJ ,5) 

r영상의 도래 Survenue de 녀 ∞ntemplati.onJ ， r자세 PosnuCSJ , r 청욱의 

날 Jours de silenceι r선택왼 손Mains élucsJ과 장이 영상， 갱신의 고 

양 둥을 직정객으로 연상시키는 어휘들이 전기에 비하여 빈번혜진 

다 개열 작용들이 사유와 행위의 구체격인 측연툴융 표현한다연 

5) 인도의 여신 På，γ'" 의 프앙스어 언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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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찾은 길， 잃어어린 길， 위반Chemins chδ"，，6 ， αlCmlns perd야， Tran

gressionsJ I r 0 1동， 01탕Deplacements ， DégagementsJ과 같은 후기률 

대표하는 작용집들은 미쇼가 시도했던 정신객 모혐의 여갱융 총체 

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들 작풍들이 갖는 지향성은 r대 가라바뉴 여 

행 Voy캠:e en Grande GarabagncJ , r마슐의 냐라어 서 Au pays de la 

magiCJ , r에이도장 MeidosemsJ I r주릅 속의 상La vie 띠ns les plisJ과 

같이 미쇼를 대충들에게 확고하게 얄리는 데 기여한 상상 여행 시리 

즈의 작풍집들과 비교하연 더욱 선명해진다 

삶의 연회는 글M기의 형태와 내용에도 영향올 끼친다 주위의 전 

언에 의하연， 노년에 들어 이쇼는 일요일이연 외부와의 접촉용 철저 

하게 끊고서 오후까지 칭대에 머물여 글올 썼다고 한다 장-피에르 

마르탱은 이 증언에 주옥하연서 작가의 젊은 시절이었다연 이러한 

생활에서 r챔대 운동선수Le sportif au litJ와 갇은 시가 창작되었겠 

지만 후기에서는 t칭묵의 날Jouπ de silence J 0 I 태어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미쇼에게 청대는 단순한 가구 이상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선천성 성장 기형으로 인해 그는 엽제 피곤해지고 이로 인해 칭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칭대는 일 

상의 리틈융 따라갈 수 없게 안드는 고용의 장소이자 홍시에 유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상상의 공간이 되었다 

사실 냐는 운동선수‘ 칭대 운동선수이다 이혜용 장 해야 "는데， 눈올 

감자마자 "t:o. 동작얘 들어간다 
누구 웃지않게 나는 다이영융 잘 한다 내가 하는 것과 강응 다링종이 

엘어지는 듯한 다이빙옴 영화에서도 온 기억이 없다 

Au fond je suis un sportif, le sι>ortif au lit. Comprcnez-moi bien, à 

peine ai-je les yeux 어més que me voilà en action 

ce que je réa1ise comme 야rsonne ， C’est le plongeon. Je ne me sou 

viens pas, même au cinéma, d’avoÎr vu un plongcon en fil å plomb 

∞mme J’en exécut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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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칭대 운풍선수J에서 이쇼 시의 큰 특정이라고 항 수 있는 이야 

기， 서울， 유며 풍을 엿볼 수 있다연 r칭묵의 날j에서는 압축， 사상 

(엉11<)， 쟁적이 시의 공간과 리등올 안든다 

따동 

파동의 행혈 

어느언곳에서와 

연꿋을로가여 

피댐이 나의 충싱율 따료 떼려 간다 

온정올가리키고 걱누며 

Une onde 

un σain d’。nd"

Venant d’un lointain 

allant vers des lointains 

une onde prend mon centte à patt 

montrant, visant l'essentiel.7) 

같은 글쓰기 형식에서도 시간에 따라 글의 어조나 함의에서 연화 

가 냐타난다 1950년에 저응으로 발요된 아포리즘 모음집 r지식의 

단연틀Tranches de savoir J 의 정우 세계의 폭력성과 부조리항에 대한 

직정적인 고발과 조소， 저항이 번뜩인다연， 

6) rLe sportif au IiIJ • dι1s OEu‘=æ，꺼야!US， 1926- 1946‘ lome 1, Mition établie 
어， Raym‘:md BeUour 히 y~ Tran, BîbliotMque de Ia Pléiadι G아Iinwι 

1998, p. 426 이하 OC I요 약갱 
7) '}ours de siJencc,. OEuvra a깨IpIit~ι 1960- 1984, tome JII, Mi tion bablie par 

&πlOnd Bellour et Ysé Tran. BîbU。κhèque de Ia Pltiade, Gallimard‘ 2004, P 
12 13 이하 OC 1Il$ 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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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인이 말한다 모든 일이 장 되어간다고 용행이 언창한다 

나의 삶 용속얘셔 마자 끌기 피곤하재 태어난 사랑틀은 나용 이얘헝 

것이다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Tout va bien, 이t le bourπau. La siruation du m피""ι esl prospère,8) 

Ma vie Trainer un Jandau sous 1갱u. Les nés-fatigués me 
comprendront.9) 

Même si c’est vral, C’est faux. 1이 

1971년부터 1981년까지 세 차혜에 걸쳐 충보펀 r모용이 기풍 

POleaux d’an앙"에는 풍양 시장의 색채가 짙게 배어있다 

기억하라 

얻는 자는1 엉융 때마다 잃는다 

Souviens-toi 

Celui qui a여"，eπ chaque fois qu ’ il acquiert‘ ￠떠 ", 
후기의 단상에서는 역설의 지혜가 점점 더 많은 자리툴 차지하는 

데 이는 시간의 흐릉에 따라 세상율 이해하고 여기에 대웅융냥 전략 

과 방식에 연화가 나타나고 있음율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포리즘에 이어 연극과 대화 형식 역시 미쇼의 여쟁에 나타난 

변화흘 반영하고 있다 이쇼는 193011대에 두 연의 연극작풍- ，사 

을 Chaînes J과 r건축가들의 드라마 Drame des constructeursJ -올 출간 

한 후 오핸 시간이 지난 70-80년대에 r먼저 떠난 사자{뻐者)La 

') ’TJaIlches de savoÎI,. OEuvres ∞m짜"ι 1947-1959, tome 0 , tdition aablie 
야， Raymo ‘d BelloUT ct Ysé Traι Biblioth여ue de la Pléiadι Gallimard, 
2001 , p. 452 이하 。cn료 약갱 

9) lbid., p. 455 
10) fbid ‘ p. 462 
11) POItaw: dψwk. oc m, p. 1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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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쏠re partie en avantJ, r지용이 무너질 때 Quand ""빼nt les toits J I 

r대결 AJfrontements J 둥 3연의 작풍융 발표한다 큰 툴에서 볼 때 초 

기의 작용들이 ‘지유’흘 주제로 하고 있다연 후기의 작용들은 ‘구원’ 

의 문제툴 답고 있는데， (2) ‘구원1의 주제는 종교가 주는 정신적 위안 

보다는 삶의 온질에 대한 울음이 시인에게 있어 근원적이고 절대적 

이라는 사실을 상정한다 그련 의미에서 r지용이 무너질 때j에 퉁장 

하는 두 풍장인울의 대화는 작가와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던지는 시 

인의 질문을대연한다 

수도원장 생각들융 쓰였죠? 읽히고， 갱찬도 받았융 데고 

새로도와한사랑 가용 

수도원장 그형게 해서 과일과 영래율 용시얘 억재 핍니다 

새로 도확한 사땅 애우고， 알기 위얘 쓴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기보 

다는 

수도원장 보여주는 것이 좋았나요? 악이 깅히 박히는 것율 보셨나요? 

칭송받는다는 악 말이에요 

새로 도확한 사링 어익해야 힐까요? 제 자신도 제대료 하지 옷히는 

제가， 빛융 기다라는 제가 

수도원장 중으로써 받융 것잉니다 다흔 사랍융 워얘 잦옹으로써 

L‘ABBÉ Tu ecnvais des κnsées? EUes étaient lues. LρuOes 
peUI-ètre 

LE NOUVEL ARR1VÉ : Parfois 

L쟁8ε 잉nsi le frujl et le ver mangés en même temps 

LE NOUVEL ARRIVË Pour apprendre, pour savoÌr, j'écrivais 

Plus que pour mQnσ" 

L'ABBÉ : Prena is-ru le goû‘ de montrer? Voya.is-tu le mal qui s’m 
fonce, le mal d‘être admiré? 

12) r언저 에난 샤-^b와 ’지양이 우녀잉 때j의 경우 공용칙으로 종요객 인용이 흥장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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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NOUVEL ARRIVÉ Comment ferai-j낀 Moi qui ne peux 

m'aider moi-n녕me， moi qui attends la 

lumière 

L’ABBÊ En la donnant, tu ,'auras. En 1a cherchanl pout un 

autre. \3) 

지용이 무너지는 사건에는 존재가 처한 상횡의 절박항이 잘 드러 

난다 우리는 여기에서 피난처를 잦아옹 사람에게 ‘사제’가 들려주는 

대당에 주목할 필요가 었다 그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혼을리지 않 

는 믿음융 제시'f는 대신 또 다른 울음으로 이끄는 지혜， 즉 더 농 

은 차원의 인식과 깨달음융 주문한다 

3‘ 내연과관찰 

예지에 대한 추구가 시인의 노년에 틀어 불현풋 나타난 것은 아 

니다 후기에 들어 강하게 두드러지는 양상융 보이고 있지만 갱신세 

계에 대한 관심은 삶의 초기부터 나타났다 앙리 이쇼에 대한 획고 

륙에서 로에르 므레용 Robeπ BTéchon은 미쇼의 후기 시와 상의 흑정 

율 ’‘지혜와 성스러용"14)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한다 그런데 이 

용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보연 ‘지혜’는 시인의 후기와， ’성스러용’ 

은 어린 시절과 연관왼다 15) 자전척 요소을 당고 있는 'A의 초상화 

냐 pomail de AJ에서 ’성스러웅’이라는 단어룡 사용한 바 있듯이 미 

13) ’ Quand tombmt Its t。“ 。C 1TI, pp. 1202-3 
14) “ Sagesse: et $lÎ.nteté." R어"".야<hoo‘ Hmri ^ι'fMUX， ùl ~ comml dnlÎn‘ 

Aden, 2005, p. 191 
15) α “ U ttai‘ .... <10"ι 뼈tim- àla SilÎ.ll“:té. son rtat êtait des 이~~ 

얘à. " oc 1, p.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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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는 일찍부터 자신율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엉속함에서 벗어냐기 

위한 수단으로 신비주의와 성지플의 전기흘 탑독하였다 l이 

성스러웅의 추구는 동양올 만나연서 지혜에 대한 잘구로 연모한 

다 동양은 미쇼에게 서양 문명의 질곡에서 벗어나제 하고 동시에 

존재와 세계의 용질애 대한 대당을 듭려주었다 그런 액략에서 1933 

년에 발간왼 r아시아에 온 야안인 Un barbare en As떠은 않은 의미 

를 갖는다 8개월에 걸친 아시아 여행에서 경험한 놀라용과 발견이 

후일 이쇼에게 깊은 영깜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 사실에 덧불여 r아시아에 

온 야만인j이 여행기이연서도 이후의 미쇼의 삶과 장작 활동을 비 

추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정에서 충요성올 다시 한 언 더 강조 

하.jl자 한다 

미쇼와 동양이라는 광엉위한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논의에 초 

점용 맞추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r아시아에 

응 야만인j의 마지막 장연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17) 방문한 냐라별 

로 서슐되어 있는 전체 구성과 달리 이쇼는 모든 장이 끝난 후 영도 

의 연을 할애하여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칭을 인용한다 

여래째서 송융 거두기 전 제자률에게 말씀하셨다 

〈앙으로 너회 지》신의 빛， 너여 자신의 피난져가 되어라 

〈다른 피난쳐용 찾지 앙고 

〈요직 너회 자신에게셔 피난쳐용 찾아라 

〈다른 사랍읍의 생각하는 엄에 판싱 갖지 알라 

〈영상에 갱장~f<껴 18) 

l이 α ‘μ이뼈 des Vk ψ:s wts, des plus sU!pπ~ι des p[us floignb de 
l’homme moyen ," OC 1, p. CXXX1 

17) 이쇼와 동양의 여러 사상과의 판찌얘 대얘서는 FrançoÎ$ Tro‘et, Hrnri Micha“x 
ou kl sogdSC du vúk, Albin Michel, 199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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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회얘게 있는 자신의 섬에 어융러라 

Et maintenant, 이t Bouddha å ses disciples, au moment de mourir 

(A I'avenir, soyez votre propre lum.ière‘ votre α이π'e refuge 

이e cherchez pas d’autre refuge 

(N'alIez en quête de refuge qu’auprès de vous-même.> 

{Ne VQUS α:cupez pas des façons de penser des autres 

(Tenez-vous bien dans votre i1e à vous 
(COLLES À LA CONTEMPLATION.) 19) 

우선， 우리는 이 인용이 부처가 쩨자들에게 냥긴 마지막 엉문이자 

r아시아에 온 야만인」의 마지악 글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찾 

올 수 있다 즉 자둥명 엉풍영( Ê!!1!明 法없쩨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법은 스숭용 떠나보내고 흉로 냥게 될 제자i을융 위해 행해졌다 

는 점에서 동양율 떠나 서양으로 되올아가는 미쇼의 상황융 암시한 

다 그리고 이쇼의 장작과 관련하여 r밥이 움직인다，(1935) ， r대 가 

라야뉴 여행，( 1 936) ， 영'11，(1938)， r마출 나라애서，(1941) 둥과 같 

이 시인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작용틀이 아시아 여행 이후에 발간되 

었다는 사싱은 통양의 현자가 냥긴 이 글귀가 미쇼의 작용세계율 비 

추는 둥대와 같은 역항융 할 수도 있옹올 앙시한다 

보다 섬충적으로， 우리는 이쇼가 구축한 시세계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사헝융 지척하고자 한다 율교척 관갱에서 룡 때 부처의 아지 

악 가르칭은 수행의 대상과 방엉에 대혜 언급하고 있는데 부쳐는 수 

행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깨달음 

은 그 미음에 대한 강은 용창에서 이루어진다고 알한다 그런데 여 

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수행의 대상과 방엉이 미쇼의 상상세계와 

공영융 일으킨다는 갱이다 왜냐하연 이쇼가 시격 당색의 대상으로 

18) 져져 강조 이혀에셔 영도의 언g이 엉는 정우 모두 저자의 강조이다 

19) Un Ixuban m ~， OC 1,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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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던 것이 바로 내연의 공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연의 오 

슐융 그 누구보다 집요하게 관창하고 닥월하게 형상화한 시인이 미 

쇼이기 때운이다 그련 의이에서 미쇼는 자신이 그풍안 모색했던 것 

틀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방향융 통양에서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풍요로운 결과플 낳기 위해서는 외적 요소의 

영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수용하고 방전시컬 수 있는 

내쩍인 요인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동양과 이쇼의 관계에서 중 

요한 것은 단순히 풍양이 미쇼에게 영향올 끼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쇼와 동양이 어떤 지점에서 어영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다 "1쇼는 

문학과 회화를 넘나드는 자신의 예술 활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냐는 나올 당사하기 위해 글용 쓴다 그리기， 작곡하기， 글쓰기 나용 

당사하기 바로 거기에 상의 모헝이 있다 

J ’écris pour me parcourir. Peindre, ∞mposer ， écrire : me paπ。uru
Lã esl \'aventure d’être en vie.20) 

미쇼에게 자아는 세계를 따악하고 정험하기 위해 주어진 소여가 

아니다 그에게 자아는 이지의 대상이다 ‘당사하다 parcounr’라는 단 

어는 자아를 바라보는 이쇼의 태도를 압축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내연융 여행하고 기록한다 고용받고 변형되는 육체， 현실과 환상의 

혼재1 등장인물들， 여행， 기이한 총족과 그들의 풍습， 환각 실협 동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이 작용 속에 냐타지안 실은 모두 

자아에 대한 당색이라는 공용의 목표틀 향한다 1966년， 지촌에 발 

표된 시집을에서 작풍들을 발쩨하여 시선집을 출간하연서 제옥올 

r안의 공간L’espace du de띠.ßSJ2 1 )이라고 。l릅 붙인 것은 바로 ’자아’ 

20) 이)bseryationsι OC 11,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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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음이 작용 훨동 전제를 판용하는 주제잉올 보여주는 것이 

라하겠다 

화가로서의 미쇼의 경우에도 그립은 외부의 대상융 사성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연에 나타냐는 것들을 포착하 

기 위한 장치로 이용된다 자신의 그립에 대하여 그는， “미쇼는 흥 

미용제도 검은 바탕에， 완역하게 겁응 바탕에 그립율 그린다 어둥 

은 수갱 구슬이다 어둠에서안 상이 나오는 것이 보인대’22)고 셜영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화폭의 빈 공간으로부터 얼굴들이 충현한 

다고땅하기도한다 

륙열한 의도 없이 그컵융 그리거나， 기계적으로 끄척거려보라 그러연 

거의 언제나 종이 위에 영물둥이 나타난다 [ ... J 
연훨이나， 훗융 융연 필야로 내 중이 위에 영， 연다섯， 스우 개의 얼굴 

흘이 연이어서 나타난다 

Dessinez sans intention particulière, griffonnez machina1ement, iI 

'P어raÎt presque toujours sur le papier 야s visages. ( . .. ) 

Dès que je pπnds un crayon, un pinceau, il m'en vicm sur le pa 

pier 1’un après 1’autre ω.x， quinze, vingt.23J 

그러연 미쇼는 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일깨 철학이나 정신분석 

학의 방대한 설명이 아니라 시인의 중언융 용혜 대당융 찾아온다연 

21) r안의 공간j은 아용과 강온 16깨의 싹용융에서 양예원 핵스트용료 구성되어 있 
다 r과거의 냐.(192끼， ’에쿠아도~ Equadα'J(1929)， r냐의 소유용‘(1929)‘ r용 
잉이리는 사링.(1930) ， r망이 용칙인다".(1935)‘ r대 가라8바 여앵J( 1 936)‘ r언 
내우.(1938) ， r그링.(1939) ’아엉의 나랴에셔.(194 1)， r시련， 측귀.(1945)， r주용 

속의 상J( I 949)， r홍영 P“ sages. (195Q), r잉기 u、ctureJ ( 1 950)， r잇장과 아주하여 
Face aux verro띠J(1954) ， r가련한 기쩍 .... πIble mifaç\e.(I95이 ':i!용 육의 

영억 Paix dans 10 brisementsJ(1959) 
22) "Michaux peint curieusement SU1 des fonds noirs, hennétiquement DOirs. Le 

，、。 r cst sa bouk de 。‘.tal. Du noir ιeul il voit la vie sα'" ‘ oc !, p. 706 
23) f En pensant au 야ténomène de la κinrurc. ， OC 11,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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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야말로 가장 효과척이고 좋은 판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쇼는 자아을 타자와 비교한다 미쇼에 따르자연 인간은 외부의 대 

상， 옥 다른 사랍틀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안 타자에 대한 지식은 언 

제나 훌완전하고 를충운한 것잉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자아는 항앙 존재하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지속척으로 고 

장항 수 있으여 그러연서 그 어떤 것보다도 팡대한 대상이다 24) 

내연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융까?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영굴흘은 

누구의 얼굴일까? 미쇼가 'fof애 천착하는 이유는 ‘자아가 우엇인 

가라는 물옹과도 연경되어 있다 이쇼에께 자아는 자영하지 않으며 

흉입왼 주체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 언 내 안에셔 아어지가 지냐가는 것융 느꼈다 공바로 나는 반양 

했다 냐는 아어지용 거스르여 상았다 (그리고 어어니， 영아어지， 힘어 

니， 중조부요흉 거스르여) [ ... [ 

그러연서， 내가 오르는 어잉 션조를융 냐 안에 상재 했는가.1 [ ... [ 
우리는 너우 않은 어어니에게서 태어난다 (선죠， 도억객 정향융 당고 

있는 영색체영 훈 워 어떤가n 그리고 도쳐얘서 전와료 요71는 다온 사 

강률， 현대인을의 생각， 선구톨， 요방하거나， 안대하는 시도률 

j ’ai plus d’une fois, senti en moi des ‘ passagcs ~ dc mon pè:re 

Aussitôt, je me cabrais. J ’ai vécu ∞ntre mon 야re (et ∞ntre ma mère 
et C'Ontre mon gr밍띠 야rc . ma grand-mère, mes arrière-grands-parents) 

[ ... [ 

Faisan’ cela , quel ancétre inconnu ai-je laissé vivre en moi? [ ... ] 

on esl nê de trop de Mères. - (Ancttres simpl.es chromosomes 

porteuπ deren따nces morales, qu’unporteη Et puis les idées des au 

trcs , des ∞mcmporaîns ， partout léléphonées 띠ns I'espace, et les amis, 

24) Cf. “Dommagc quc le! rensc:ignemcnts qμm 이찌'"‘ SU! ks aω。:sou:-nt 51 
"" .... 잉nts， SUSκcts， tTOmpcUfS 히 q'‘it fiιlle !oujours m κ~cnir ] 'obseπation 

'" ι。ir， comme SÎ 1a marim premib'e Ia mîew: 어~able， la plus Va5‘'. " ,1‘.IS S(lUY('Ilt v6ifiable, 1a pl여 야~’=‘e." oc n ,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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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 tentatives à imiter ou à ‘ être contre >>.25) 

고전척인 자아의 개녕은 더 이상 미쇼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내연 

의 공간은 닫혀 있는 쟁제된 공간이 아니라 수않은 흐릉과 정향들이 

난우하는 교차로 같은 곳이며 나 흩로 고요하게 거주히는 곳이 아니 

라 타인틀과 다른 사함들의 생각을로 소용톨이치는 공간이다 그리 

고 그곳은 때로는 명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한 대결과 싸 

웅이 벌어지기도 한다 역성적으로 미쇼에게 자아는 내연의 공간이 

자 외부의 공간이며 나의 공간이자 타인의 공간이기도 하다 26) 이러 

한 맥락에서， 미쇼가 자신의 내연애 정중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자신 

에 대한 이혜를 념어 궁극적으로 나와 타자를 아우트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싱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고할수 있올것이마 

자아의 문쩨와 더불어 이쇼의 작용에서 두드러지는 륙정 충의 하 

냐는 시선이다 미쇼의 시를 주의 깊게 살여보연 ’보는 것 t행잉.，b‘ 

이 주제의 의도에 봉사하는 도구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위가 아니 

라 그 자체가 옥적이 되는 정우올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쇼는 시 

인이기에 앙서 ‘보는 사람’이며， 관창은 그의 가장 열정적얀 관심사 

이다 어린 시절 그가 몇 시간이고 옴확 않고 개미틀을 바라보여 시 

간을 보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27) 1 957년 팔이 부러지는 사 

고를 당했올 때에도 자신의 부상을 새로운 발견의 기회로 상는다 

일반적인 껑우， 명은 치료의 대상이여 도덕적인 교훈융 주는 정험 

25) Pluπ prtadi fk μimain /ointain, OC 1, p. 662 
26) Cf. “ l'espaι mais vous ne pouvez ∞nι:evoir cet h이rrible en d떠ans-en de 

hors qu'est lc VTai espacc ’‘ oc U, p. 525 
21) Cf. "Dans le jardin, je restaα "" h，ω'0 immobiJe‘ j ’observais les fourmis. 11 

y en avait de σ''" ‘ypes. des nαres， des rouges, des jaunes. Des jaunes? Oui 
oui, des jaunes, toutt:s petites ... " Diana Gran양Fiori. 'Presence-absence 

d'Henri Michauι ， dans EUfOJ.ι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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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로 인식되지만 미쇼는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이 생기고 진행되며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본다 r부러진 왈 S"" 

cassê J 의 서두는 관찰 혹은 보는 행위가 이쇼에게서 차지하는 중요 

성을잘보여준다 

어느 날 냐는 념어졌다 활이 벼티지 옷하고1 부러졌다 펠이 부러진 

것일 톨 대당한 것온 아니다 여러 샤랍률， 많은 사랑틀에게 일어났었다 
그넣기는 하지안 질 관창해융 영요가 있올 것이다 우연이 가져다 준 이 
상태용 몇 가지 다른 중상응과 함께 고장하려고 한다 그 속에 장져 노닐 
었다 공바로 빠져냐오려고 하지 않~다 

Je fis un jour, une chute. Mon bras , n’y résistant pas , cassa. ce 
n’@‘ pas grand<hose qu‘un bras cassé. C'esl arrivé å plusieurs, à 

beaucoup. ce ser잉t néanmoins à observer bien. Cet état que [a fOf 

tune m’envoya avec ensuite quelques complications, je le ∞ 1Sidérai 

Je pris un bain dedans. Je ne cherchai pas tQul de suite à rejoindre le 
nvag<ι28) 

。l 예애서 옥륙한 것응 미쇼 자신이 판창자이자 동시에 판창의 

대상이 왼다는 정이다 측 미쇼의 시션은 외부의 대상융 향하기도 

하지만 주제 자체릎 겨냥하기도 한다 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 

도 관창하는 자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갈은 그의 보려는 

의지와 욕앙이 극대화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약융 실험이다 약울 

을 시의 영역으로 끌어틀이고자 시도하였던 시인을은 미쇼 이전과 

동시대에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과 구멸되는 이쇼의 절정적 차이 

접 중의 하냐는 이쇼의 정우 약툴이 선사하는 인공낙원을 추구하고 

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약툴이라는 장치몰 흉혜 일상 

의 조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연과 정신올 들여다보려고 

한다 

28) rSras ca“ι ， OC 1II, p.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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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충요 작업 대야 엿보기 대아료 정신융 엿보기 대마로 자신 

옵엿보기 

TroLS opérations majeures espionner le chanvre. Avec le chanvre 

espionncr I’esprit. Avec le chanvre s’espionner soi-même.29) 

관창자의 모습은 이쇼의 작용에서 큰 비중용 차지하는 여행자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왜냐하연 미쇼에게서 여행X는 무엇보다 능동적 

이고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운이다 판창자인 여행자 

의 혹징은 r아시아에 온 야만인， 30)과 같은 실제 여행기에서도 장 

나타나지만 상상 세계의 여행에서 더욱 잘 부각왼다 시인이 목격한 

상상의 나라들은 끔찍항과 이질갑올 불러일으키는 용송과 셰도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이상합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여행자의 눈에만 드러난다 그런데 미쇼는 이 여행기를 

상상 속 이상한 이야기로안 치부합 독자플에게 대혜서는 이것이 매 

우 현실척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캉조한다 

몇몇 폭자들은 이 나라읍이 흉 기이하다고 생각힐 것이다 하지만 그 

헌 생각은 오혜가지 않융 것이다 이 느김윤 영써 샤라진다 ( ... ( 
철국에는 아 나리율이 완벽하재 자연스럽다는 것융 확인하께 필 것이 

다 도처에서 곧 다시 보게 훨 것이다 식물1 명헤쳐링 자연스엉고， 배고 

용， 슐판， 나이， 판혜i 예의， 알려진 것 바로 영에 오르는 것이 있듯 자연 

스럽다 존재하는 것‘ 존재항 연 했던 것， 촌재하려는 것， 존재힐 위형이 
있는 것， 존재하기 시작한 수액만 가지의 가능성을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지 옷한것 뒤에 

29) G:m 잉issan<< par ks gm에~， OC n’‘ p . .. 
3이 이쇼는 출판사의 은간 안내에 성형 r아시아에 용 야안인」의 소깨융융 작성하연 

서 여앵자를 깨이융 원앙하언 어링 객 싹가의 모융과 에요한다 a. “ L'au t(ur 
dC' ce livπ étanl enfant , allait d잉15 Ie jardin ObSer'Iπ Ies fourmis . U Ies met 

ωI sur une tablc. ou ωi même s'allonge.잉‘ par terπ ， " """'"‘ à leur 
삐eau. 1 ... 1 Il D’y a pas observé: les fourmis, qui cepen어nt abondent, maÎ$ 

I~ ~∞~ humaina,‘ OC 1, p.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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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s lecteurs 00‘ trouvé ces pays un 야" étran양$. Cela ne du 

'''' 어s. Cette impression 어"" déjà. ( ... ( 
ces pays, 00 ’e constatera, 50nt en sonune parfaitement narurels 

on les retrouvera 어ttout bîentöt ... Narurels comme les plantes, les in 

잊ctes ， naturels commes la faim, I’ habitude, l'ãge, I’야age ， les usa양-， 

la présence de I’m∞nnu tou’ pres d" ∞nnu. Derrière ce qui est, ce 

qui a failli ξtre， ce qui tend킹t å être, menaçaiα d’étrι e‘ qui entre des 

삐삐O야 d, ‘ possibles ‘ oomrn，야'anl à être, mais n’a pas pu parfaire 

50n instaUation .. .3 I) 

낯설옴은 이중적이다 작용에서는 오직 여행자안이 그 세계의 이 

상힘융 알아차리고 현실에서는 미쇼만이 상상세계의 기이함이 현실 

의 세계와 매우 닮았다는 것융 안다 결국 미쇼가 바라보는 것은 다 

른 곳이 아니라 역설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이다 그는 상 

상 속 나라의 여행자가 .~듯 우리의 세계툴 낯선 눈으로 관창함으로 

써 현실이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모슐융 드러 

내는것이다 

4 존재의 탐색 

장 피에르 마르탱이 제기하는 언뜩이는 상상혁의 세계흘 창조하 

는 예슐가와 정신적 수행의 길올 걷는 고행자의 대립은 어디에서 오 

는 것일까? 우리는 이 연화툴 단철이 아닌 연속의 판정애서 설명하 

고자 한다 측 내연과 관찰이라는 판정에서 올 때 전기와 후기의 연 

화는 내연공조F에 대한 탐색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절과일 분 미쇼 

의 상과 창작 전체는 내면에 대한 관찰이라는 주제에 의하여 판용되 

31) Aψ1'f3"， OC U,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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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환각제의 설험에 앙선 전반기 동안 이쇼의 눈은 내연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갑쟁과 의식의 다양한 발현 양상틀에 주목한다 가브라엘 

부르누르 G.bπiel Boumoure는 앙리 미쇼에 대하여 “현대인의 불행 

과 불안과 공포가 이보다 더 고양되고 분석척인 선정에 의해 느껴지 

고 탕지되고 측갱원 객은 없다’'32)고 지격한다 미쇼에게 내연은 존 

재의 실존아 척나라하게 멸쳐지는 극장이며 그는 예민하고 날차로 

운눈올 지닌 관잭이었다 

‘”아， 냐의 대단한 일훈。t ."0), 앉아봐 
쉬어봐 

너와 냐랑 서로 장시 쉬지구나 

쉬어라 

너는 냥 찾아내고， 고생시키고， 그결 과시하는구나 

냐는 녀의 파영 

냐의 거대한 극장， 나의 항구‘ 나의 이웅이 

냐의횡긍장고 

냐의 미래‘ 냐의 전쟁한 어머니‘ 냐의 지명성 

너의 빛， 너의 광대항， 나의 공，. 속에 

나용 내앙낀다 

Le M외.heur， mon grand laboureur, 
Le M헤.heur， as‘50lS-tOl, 

Repose-toi, 
Reposons-nous un 야U ‘0 1 et mOL, 
Repose, 

32) “Lc malheur, l'angoisse. Ia peur de l'homrne d'aujourd‘hui n'Onf jamais étt 
='", πpCrés， mesurés a이， d,,,,,'" 이us êlectrisés, plus anaIystes," Gabriel 
Bournourι μ darçanil d'Hmri Micha，ι Fata Morgana, 198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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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me trouves‘ α m ’éprouves, tu me le α。uv，"

Je suis ta ruine 

Mon grand théâtre, mon havre, mon âtre, 
Ma cave d’o. 

Mon avenîr, ma vraie mère, rnon horizon)3) 

“시인은 올행에 대해 알0"는 것이 아니라" "불행에게 알올 건예 

고냉) 불행은 인물이 되어 삶의 드라마흘 만든다 우리의 마음올 잘 

들여다보연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타인플이 상고 있고， 얼마나 많 

은 대화를이 오가는가1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는 분노와 회한， 고뇌 

와 욕망으로， 지냐간 시간의 장연융 얼마나 자주 되흘리고 재구성하 

는가1 미쇼는 우리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이 드라마툴 

가시적인 언어의 표충으로 융겨놓는 데 닥휠한 재놓을 보인다 

예상했던 것처럽1 가혹생활에셔 냐는 따귀 기관총융 실현시겼다 오래 

생각하지 않고 실현시켰다 화가 강자기 내 손에서 발사되었다 [ ... [ 
손은 용확 않고 그대로인데， 진쩌호 따귀가 연속책이고 양작적으로 용 

어져 나강다 

그냥 냐는 이엄융 이투었다 

C ’esl dans la vie de famille , CQmme il falJait sγ attendre, que je ré‘ 

alìsai 1a mitraillcuse ä gifles. Je 1a réaJ isai, sans 1'avoir m뼈tée. Ma 

colère tout à ∞up se projeta hors ma main [ ... ] 

Véritable éjacuJation de gifles, 잉acuJation en cascade et ã sou 

b=u이S ， ma rnaln rcstant ngoureusemen‘ immobile 

Ce jour-Ià, je touchai la magie)5) 

33) ’ Rcpos dans Ie MalheUTJ • OC 1, p. S96 이 시얘서 Le Ma\heur 는 대용자로 
R기되어 의인화외어 었다 언익운애서는 ‘5앵융 굵은 긍써애로 강죠하였다 

34) “ Le poète ne parle pas du malheur," ‘ IJ , ’adresse à lui." Michel CoUot, 
r Poétique de la rnisèfι ， dans P=ges et fal영앵r.s d'Hmri Michaιx， Josê Corti, 
1987,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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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따귀 기관총La mitrailleuse å giflesJ 이라는 유어려스한 쩨목의 이 

시는 누구나 한 번용은 느껴봤올 그러나 실현할 수 없었던 상황올 

파격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꽁갑과 카타르시스블 유양한다 내연의 

극장에서는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1 도덕과 욕앙의 정계가 사 

라진다 미쇼적 상상력의 생동강은 고흉， 화， 복수， 쾌감과 같은 갑 

쟁을올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쳐1의 제약이 사라진 인간의 내 

면에서 영어지는 모습 그대로 포착하는 예에서 옹다 

미쇼의 시륭 가득 채우고 있는 가상의 풍올들과 존재들 역시 불 

안과 언뇌에서 태어난다 “자연스럽게 올안과 강박으로부터 환상의 

동울들이 빠져나와 방의 벽에 내던져진다 영은 비교합 수 없올 만 

큼i 지지지 않고 동을을 탄생시킨다"36)고 시인은 말한다 그런데 이 

렇게 태어난 수많은 동을들은 미쇼에게 있어 상상력의 유회를 즐기 

기 위합이 아니다 약해진 의식의 장막을 뚫고나와 연신을 거듭하며 

잔인하게 인ζk율 공격하다 흉연히 사라지는 이 창조물들은 일상에 

서 보이지 않거나 강지되지 못하는 이웅의 느낌틀올 확대하고 중쪽 

히는 역할올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쇼는 내연의 공간 저 깅은 곳에 

서 얼어나는 미세한 균열과 혼틀림융 매우 인감하게 감지하여 전하 

는 ‘지진계 sismographe’Jn와 같다 

미쇼의 상상세계에는 기이한 동식울들과 더왈어 또 다른 인울들 

이 퉁장한다 그들은 시인과 같이 호홉하며 동예의 이웃쳐럽 일상을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느끼고 고뇌하지만 인간과는 다 

른 몽율 갖고 있다 ’‘서른너! 재의 창이 뒤영켜 한 존재를 이훌 수 

35) ' La rrùtrailleuse å gillesJ , OC ll, p. 163 

36) ‘ Avec simplicitt'! les anima lU filC1WtiqUes sortenl dcs angoisses el des ob
sc:ssions ct SQnt lanI.:tt au -dehoIS sur Ies murs des chan:ψres ( ... J La m찌di， 

accouche, ψLfatigableme에， d’"’‘e ~ation animaIe in생;<k. Cε 1, p. 581 

37) α Michel Butor, ι """"""껴~ awnt“_1，η7prorualÌr>>U sur Hmri MICMι 
La IJifféren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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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올까? 그렇다 에이도갱이다 고흉스러워하는 에이도쟁， 옴 툴 바 

오르고， 어떻게 쳐신해야 할지， 어떻게 대연해야 항지 모르는， 단지 

한 영의 에이도갱밖에 될 중 모르는 메이도쟁"3히이라고 미쇼는 말 

한다 메이도쟁은 시인이 창조한 많은 존재툴 중의 하나이다 순간 

순간 스쳐 지냐가는 감정의 연린들에 이릉율 부여함으로써 창냐에 

생영융 블어넣는다 사웅들이 내연의 감갱들로 전환되고 느낌을은 

외부의 물제를로 변모한다 

수혜애서 떨어진 옷징율1 혼둡리는 썽사 조각， 융융 억어 긍세 거의 가 

득 찬 스언지， 아르고 인 스앤지， 거용얘 서린 중기， 반싹이는 지국， 장 

바'*-"-，*， 지켜보라 그것이 아야 한 명의 에이도쟁일 수도 아아도 그것 

률이 모두1 다양한 감갱툴얘 사로잡히고1 휠리고， 부용리고， 굳어진 에이 

도쟁률일 수도 

Quelques ballofS tombés d 'une 이'"에ζ un fiI de fer qui pen띠lle， 

une ép。앵:e qui boit et d이å Pπsque pleine, l'autre vide et sèche, une 

bωe sur une 밍ace， une trace phosphorescente, π:gardez bien, π얻"'，， 

Peut-etre es깨-ce un MeidosetTI. Pcut.ξtre son[-î!s tous des Meidosems 

saisis, piqués, gonflés , durcis, par des sentiments divers .. )9) 

미쇼가 내연의 세계에 천악하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몽 이해하는 

홍로이자 방엉이지 때운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환각제에 대한 실 

험찌)을 거쳐 영상융 홍한 수행에 이르연서 더욱 더 강해진다 정신 

적 예지의 추구는 일제의 지식에 대한 단녕이나 무조건적인 긍정의 

38) "Tπ""‘'1uarre Jances enchevëσées peuvenl‘ lles com∞ser un !tre? Oui. un 
Meidosem. Un Meidosem soul쥬3m ， un Meidosem qui ne sail plus OÙ se met 
tre, qui ne sait plus ∞mmcnt se tenir, commenl faire face, qui ne sail plu$ 
êo< q" ’un Meidosem.‘ oc [1 , p. 202 

39) rportraits des Meidosems,. OC 11, p. 203 
4이 이쇼가 경영힘 환각각용의 욕성과 잉헝용 충단하재 원인에 대얘서는 다용의 찌 

& 장￡안 것 Cf. Anne.EIisa야th Halpem, Hmri MidIo.μ Lt labororoirr du f>> 
tu, Sdi Arstan, 1998, pp. 1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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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쇼의 ‘보려는’ 욕구는 ‘알려는’ 의 

지의 다른 표현이다 r모용이 기퉁j애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질옷의 끝까지 가라， 최소한 몇 가지라도 장웃의 유영용 장 판창양 

수 있도혹 안약， 중ζ에서 엉춘다연 너는 한영생 내내 계속해서 강은 유 

형의 실수흩융， 사랍툴이 네 ‘운영1이라고 부르는 그것용 앵옥척으로 되 

율이하게 영 것이다 객은 바로 너의 구조이니， 묘융융 드러내재 안툴어 

라 네 운영을 비용지 옷했다연‘ 너는 빌린 아파트에 지나지 않융 것이다 

Va jusqu'au bout de tes erreurs, au moins de queJques-unes, de fa 

çon à en bien JXluvoir observer le type. Sinon, t'arrêtant à mi<hemin, 
m αas toUl0urs aveu잉ément rφrenant le même genre d'erreurs, de 

bout en bout de ta viζ ce que cettams apκlIeront ta “ destinée". L’'" 
nemi, qui est 13 structure, force-le à se découvrir. Si tu n’as pas pu 

gauchir 13 destinêe, tu n’allras été qu’un appartement loué.41) 

쓸모없음의 유익함으표 해석될 수 있을 이 예문은 다른 한연으로 

미쇼가 가진 근원적인 깨달응융 향한 의지가 얼마나 치열한지흉 보 

여춘다 잘옷에 대한 철저한 관찰융 흥해 그 잘못의 뿌리를 찾아내 

듯이， 그는 감정과 의식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초기의 고찰로부터 

그것틀이 생겨냐고 작동하는 싱충의 원리와 구초에 대한 후기의 탐 

색으로이행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쇼에게 있어 영상이 의미하는 비등 정고 녕어 

갈 멸요가 있다 미쇼에게 영상은 사연적인 사유나 고행을 흉한 현 

실의 초월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쇼가 영상의 세계에 본격척으로 들 

어가제 되는 것은 그가 처응부터 견지해온 존재의 당색이 아옹과 의 

식에 대한 수행올 통혜 더욱 더 심화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2) 

41) Pot= d’'<mgι 。C Iß, p. I여3 

42) 이러한 액학에서 이쇼가 19，.년 ￥에노스아이애스에서 영연 앤용렁 대회에서 

‘시의 이예 L'averur dc la poésie’라는 세욕으-"'Il한 연설용 그가 갱의하는 시 
의 역양훌 이왜하는예 ，"，.용이 영 '"안 아니라 이후 그의 상 전세애 정쳐서 나타 



앙리 이쇼억 전기외 *기 시에 나타나는 g쓰기외 연용생 27 

특히 용교의 전용객 수행은 이쇼가 시도하고자 바와 매우 근정뼈 있 

다 합쿄의 방엉롱은 ”영상의 대상은 "1-옹"43)이며 그 목척응 ”마용 

이 작용하는 땅식융 더 장 이뼈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더 갱확하게 

인식하는 것"44)이라고 규갱한다 흑 영상의 요제는 생각이 학용하 

는 원리와 의식의 특성옵 명확하게 아는 대에 있는 것이다 이 과갱 

융 홈 더 세분하여 보자연 다용과 강이 두 단계로 나놀 수 있다 

언저 생각뚫이 어앵재 연쇄씩으로 생져나여 또 어잉재 수많용 흥용과 

기용과 고용융 용러일으키는지용 지켜보고 이혜한다 이어 생각외 장악 

융 용고 률어가 의식의 기용척인 구성과， 일째의 생각파 다용 갱신 현상 

톨이 솟아나는 근용객얀 인식 놓력융 깨달는다 

On commence donc 띠"，bseπ'et et comprendre COmmeJ1l 1es pen 

.... , ’enchainent et en양ndrent tou‘ un monde d'émotions, de joies et 

de souffrances. on ~ ensuite derrière I'écran des 야~ po", 

apprthender la ∞mp∞ante fiαndamentale de Ia consciencr, la faculté 

∞gnitive première, au sein de laQueUe toutes Ies pensées et tOUS les 

autrð phénomènes mentaux surgisser“ ‘” 

냐에 횡 g응 시도용* 에강에 안다 ‘ Une assurance accrue provenant dc I'as 
5Urance ~ par les sciences en ~πb"aJ ， une assurancc plus pa rticu.lière 
duc awt pr앵"ês dc \a psychopathologie, de Ja psydw피* ‘c' ('ethoo

... 어"， 야U(~ de Ia πltupsydûquc. et d’= ""'-<<c띠bJ，me， ω~ =‘ 
’‘M잉.nc:e de plus m plus ci.π'CI05WlCiée des rapportS cervcau-m띠.Jisrtxz. cu

~'" 밍”‘dcs. ceJVeilU경 ... ðπlt-ncris， I'~ω，<1< 끼US CIl pl띠 κ‘.ssæ et C'x 
PmmCmaJe des ttoubks d~ 바녕age， de Ja dne:sthe:siC", des imago, du sub

∞nscienl et de I 'ml뻐양ncc ， tc:nd • donner au potι la curiosi~ de toucher 

IOUt oela de l'intérieur, et le g<찌t de plus au야a‘s κ‘”’ons aux “'" 
"'"뼈$， aux “,. 띠.ngtmlJl de soi.'’ 。C 1, pp. 969.7 ‘J) “ L'objet de 1a mMitation α l’esprit. " Matthlα Rkard. L 'm1 de Ia "““ '/Jlùm 

Nι ， 2‘lO8‘ p. 26 ‘4) ‘Une mei1kurt ∞nnaissanct de: la façon doot I'espnl fonctionne et une per
_00 끼~J야u: de 1a rtaJ.i1~." lbid., p. 2J 

‘ 5) lbid.,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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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쇼는 영상융 흥해 자신이 그동안 보았던 내연의 세계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세계로 틀어간다 이쇼는 자신이 정험한 영상의 정헝 

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 상 션체가 성영의 말 한 마다 없이 나애께 영쳐졌고 내 앞에서 용 

러갔다 나는 상이 나타나도륙 내어려 두기안 하였다 [ ... [ 

율것 검토하지 말것 

‘다릎 사립、이(1) 판장용 이끈다 간성하지 알 것 ‘다릎 사립‘이 방해 

받아셔는안되었다 [ ... ] 

마용속에서 호용<1. 혜석되지 않고， 분석외지 않고 지냐는 것이 관조 

되며 지나간다 

Ma vie dans 50n ensemble m'ttail étalée, sans un seul mot ex

pl띠uée ， déroulée devant moi qui simplemen‘ laissais venÎt. [ .. . ) 

Voir, mais pas examiner 

L' .. autre ~ (끼 mène 1‘。bservation . Ne pas s’en mêJer. L’‘ autre .. 

ne devait pas être inteπ。mpu. [ ... } 

Ce qui 혀ors p잉"， d잉，， 1 ‘esprit ， posément, non commenté, non an 

히ysé ， passe contemplé.46) 

부처의 가르칭에서와 같이 미쇼의 명상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관조와 관찰의 시선이다47] 미시의 세계， 사회의 제도와 관습. 존재 

의 조건을올 바라보던 눈이 마음의 근원객인 작용으로 향한다 r얀 

트라YantraJ에서 시선은 다응과 같이 묘사된다 

공간 속애서 옐굴 없는 눈이 바라본다 

연하지 않는 시선 

46) 'Survenue de la oontemplationJ, OC 1Il, pp. 8'J6.-900 
47) 쭈쳐가 앵한 영상인 미여사나 Vψι .... 는 산스크리트어토 끼리용’ ‘관용융 의 

이힌다 Cf. W피pola Rahula , L'ms6gnemeπ " &ud.“Q d'apris Ið raus ks 끼ι 

aκrι SeuiJ, 1961 ,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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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지 않"" 눈꺼풍이 없으어 

지청중모르는시션으로 

Dans I'espace un æ il sa띠 vi5agc contemple 

d ’un re옹ard înaltérable, 
g따 따chπ， sans paupièrc 

sans fatigue"8) 

영상으로부터 태어난 후기의 시들은 전기의 시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애우 압축적이고 간경한 리등을 지닌다 아포리즘이 영상에서 

얻어진 지혜을을 주로 표현한다연， 칭묵과 여액， 최소한의 언어로 

구성된 시을은 의식의 흐륨융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올묘사한다고 항수 있다 

나는옥격한다 

생기재 항운 

사라지게앙훈 

J ’assiste 

je laisse faire 

je laisse défaire49) 

미쇼는 생각과 감정을올 의도왼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용전히 생 

겨나고 사라지재 내버려둔다 이것은 생각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싸의 집착과 연견이 개잉"f-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여 그리하여 변 

화무상(찢化無햄)한 생각과 갑쟁의 파도를 만드는 심연의 흐름이 드 

러냐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고행자의 은둔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f는 관녕과 욕망에 대한 저항의 또 다른 모습이며 숭겨져 있는 

더 큰 진실에 도당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노력의 표현이다 

48) ’Ym .. ι OC 111, p. 758 
49) t Jou r$ de silencι OC 111, 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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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악에서 왜앵되어 

정계에 다다른마 

선영히 보고 

용명히 느끼여 

현영히 깨닫는다 

Délivrê des conttaintes 

j'arrive au se띠l 

。arr ，。 σ

clair sentir 

claiπ intellectionSOl 

5 위생， 축귀， 분리/수리 

미쇼에게 시는 무엇올 위한 것일까? 시간이 흐르연서 내면세계에 

대한 당색의 차원이 깊어지는 것과 궤툴 같이 하여 01쇼가 g영'f-는 

시의 의미도 확장된다 그는 r밥이 용직인다j의 후기에서 시집이 만 

들어진 배정율 소개하며 다응과 같이 기솔한다 “위생상， 어쩌연， 나 

는 건강을 위혜 r나의 소유율」을 썼다 아야 샤랍을이 다른 것을 위 

해 글옵 쓰지는 않올 것이다 "51) 이쇼의 증언은 문화에 대한 전흥적 

인 생각틀을 갱연으로 거스른다 고귀하고 갱신객인 활동에 물질적 

이고 육체적이며 게다가 의학적인 풍기을 대입시킨다 다분히 의도 

적이고 도전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쇼의 주장율 잘 살며보연， 

거칠고 파연객으로 보이는 전반기의 시가 시척 상상혁에 신선한 왕 

50) lbid. , p. 1215 
51) “ Par hy밍ène， peut.ëtTe, j ’ai b:rit • Mes prop끼ttés '", pour ma santi!. Sans 

doute I이。il-on pas pour au야 chose," OC 1, p.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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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율 불어넣었던 것쳐링， 그의 이 장작 풍기는 문학과 관련된 개념 

들융 재고하게 만든다 건강의 쟁의는 무엇인가? 갱화와 고양은 우 

엇을 위한 것인가7 문학은 여가나 지적유회얀가? 아니라면 문학의 

기놓은 무엇인가? 사회로부터 소외왼 약자툴S2)에게 시와 언어는 우 

엇인7~1 

며쇼는 1945년에 발간된 시집 r시련， 축귀j의 서문에서 또 한 언 

시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I-는데 이번에는 악한 기운융 올아내어 명 

온융 가져다주는 주슐에 비유한다 ’‘해야 항 일들 충의 하나， 축귀 

파생추의 공격 같은 강혁한 반풍인 축귀는 갇힌 자의 진정한 시이 

다 "53) 미쇼어1게 시는 마엉사의 주운과 같다 단순한 언어의 조합용 

뛰어념어 인간과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융 끼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다 시의 효용성이라는 측연에서 ‘건강과 ‘축귀’는 공흥정융 지닌다 

흰상과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고용 받는 존재의 내연융 용어낸다 

연 축뀌는 ”존재를 둥러싸고 있는 적대객 세계의 힘융 무력화시킨 

다 "54) 

이쇼는 어떤 주의(主훌에 흥사하는 창여문학과는 다른 액락에서 

시의 유용생융 이야기한다 55) 그의 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당색을 

52) 이쇼는 그의 액이 ‘건강하쳐 옷언 사링{f'에게 유용하다고 양안다 Cf. "Voilå 
，~ 이Jération à Ia por!êe de t。이 le monde et qui semble devoir tσe si prof 

irabk aux f.니bJes， aux malades et maIadifs, aux enfants, aux oppr1mb e‘ m 
adaptés de loute sortC OC 1, p. 512 

53) “ Une des choses à “irc: : 1’uorcisme. L’a~，며mc. rta∞。tl en force , en ana 
que de bélier, esl Ie véritabIe potme du prisonnie:r." OC 1, p. 773 이쇼는 여 
기애서도 ‘워생‘과 건강처엉 혹귀’라는 단어용 흥빼 g입었이 운하융 기촌의 논 

의 영역 앙으호 예혀강으흐써 기성의 얘념얘 균영융 일으킨다 
54) ' 'Tenir en ~ Jes pu ‘5aOCCS environnantes du mondι h∞미e，" OC 1, P 

774 
55) 디 "En poésie, il vaut mieux avoι senti Je frisson à propos d‘une goutte 

d'eau qui IOmbe à lefTe et Je communiquer, a: frisson, que d’e찌야>SeI' le meil 

]eur programme d'entraide sociaJe. ccttc goutte d’eau fm dans Je lecteur 
plus de spi꺼 .... ι que les plus gran야 encowagements à av，。‘’ k α:eur h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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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인간에 대한 깅은 이해에 도달한다는 정에서 유용하며 이러한 

샤질은 그의 삶 마지막까지도 유효하다 영상융 흥해， 마음에 대한 

판창융 용해 그의 시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 ，칭욱의 날」올 

이루고 있는 〈의식 Consciences>이라는 제목의 시는 다옹과 같은 두 

개의 단어로 시작된다 

분리 

수리 

앙어ratlons 

RφarationsS6) 

영상이 마읍의 현상으로부터 떨어져 의식의 흐릉올 온전히 관창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현실융 보께 하며 그리하여 완전한 사유의 

자유와 명화흘 얻게 하는 것임을 고려한다연 ‘분리’와 ‘수리’ 이 두 

단어는 명상의 과정과 절과율 철묘하게 앙혹하고 있다 특히 빼a<. 

t10ns과 réparations 두 단어가 s2f , 단 두 문자에서안 차이 날 훈 

동일하게 구생되어 있는 것은 바라용과 깨달옴의 밀접한 관계흩 어 

떤 이흔들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다 

건강과 혹귀는 영상으로 연결되연서 그 영역과 힘이 약혜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된다 왜냐하연 현실을 있는 그 

대로 본다는 것은 체녕을 의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욕앙과 지식 

의 예쇄성에 저항하며 이지의 다른 세채율 찾아 끝없이 도정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파괴하고 싶은 것들올 다 파괴하고 냐연 우엇을 파 

괴항 것인가? 그건 바로 예 지식의 둑이다"57)라고 미쇼는 말한다 

et plus d'humani!é que tOUles les strophes humanitaires. C'。‘ ocla Ia Irans 
6양rabon α~tique. Le αJotte montre son humanité par des façons à luι q" 
50nt souvent de I'inhumanilé (ceUe-ci apparen!C et momentanée). Mbne anti 
sociaI, ou asocial, il peut Etre sociaI." OC 1, p. 968 

56) rJours de silenceJ . oc m, 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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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과 정험은 견고한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은 높 

고 두터워져 외부로부터의 공칙융 더 장 견다게 되겠지안 동시에 그 

것은 바깥세계와 더욱더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올 의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넓은 세상올 알기 위해서는 역성적으로 자아라는 성을 파괴 

혜야한다 

영상이 끝나고 

고요한 

슨이 나타나 

짓눌린 이용진갱시킨다 

다용상 

다른시선 

다른공혀 

Ap어s méditation 

n3ÎlTait une main 

serellle 

apaisant J'accablé 

Dans une autre vie 

dans une auσ'e vue 

dans un autre vÎde58) 

미쇼의 싸웅은 외부와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웅으로 확장왼다 

그리고 그 싸웅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 

며 세계의 새로운 차원용 연다는 점에서 한 촌재에게 있어 전면적이 

고근본적이 된다 

5기 “~"‘truire lorsque enfin tu auras déuui{ ce que tu voudrajs dêtruire'’ 1< 
""'"κ dc 100 propre savoir. ‘ 。C 111, p. 1047 

58) 'Mains éluκ . OC 111, p.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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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미쇼에게 저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깨 그리고 저항의 대상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대당은 전기와 후가 샤이의 연화， 장-피에르 

마르탱의 표현율 벌리자연 ’‘육제와 분노의 글쓰기”가 “ r깨어정 속 

의 명화J에 대한 찬양’59)으로 변모'1는 것에 대한 대당이기도 하다 

미쇼에게 저항은 세상에 대한 반대의 격혈한 몽짓이나 외캠안올 의 

"1'1-는 것이 아니다 그의 거부는 다다이스트의 따괴와 아나키스트 

의 투쟁과 다르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1'는 저항의 미학이 아니다 

흔히 분돼 폭력의 모숭으로 냐타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것 

은 앓의 욕망， 깨당음을 향한 열땅의 표현이다 

그의 부정과 저항은 외부의 세계와 내연의 자아 모두를 향한 것 

이며， 이 전방위적 웅직임은 다시 존재에 대한 총제적인 당색으로 

수영왼다 안정과 영화는 영상에서 생겨나는 결과들 중의 하나일 분 

명상의 옥쩍은 아니마 앙에서 살며보았듯이 영상은 마음의 작용에 

대한 관창과 이해이며， 그 자제가 폰재의 본질융 찾기 위하여 관념 

과 욕망의 집착애 대항하는 영원한 부쟁의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 없는 바라봉에서 떨어져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쇼의 후기에 두드러졌던 의식의 본질에 대한 관창은 전기의 작 

엽들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인간의 내연에서 일어나는 거친 소용동이에 대한 용찰이 

았었기에 이 현상틀융 일으키는 원리에 대한 보다 심충적인 고창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쇼의 글쓰기는 존재의 탑색이라 

는 자신의 길융 다양한 방식으로 일판되게 걸어갔다고 알할 수 있올 

것이다 

59) “Une écrirure du ∞φsct de la fuπ"'끼 “une c.ιébration de la << PaU dιu 
Ics brisements ,.." J-P Martin, op. cil. , p. 644 



앙리 미쇼의 션기와 후기 시에 나타냐는 블쓰기의 연속성 35 

D 창고운현 

l 작풍 

OEuvres comJ에'ètes， 1926-1946, tome 1, éφtion établie par Raymond 

Bellour et Ysé Tran, Bibliothèque de la Plé녕de， G왜1 

mard. 1998 

OEUl’.，'"껴끼ëtes， 1947-1959, tome U, é이tion établie par Ray

mond Bellour et Ysé Tran,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혀ψna띠， 2001 

OEuvres COtψ'ètes， !960-1984, tome III, édition établie par Ray

mond Bellour et Ysé Tran, Biblî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2004 

2 논운 및 저서 

BOURNOURE Gabri리 ， Ú rúl1fOt7a d ’'Henri λfìchauι Fara Mor행na， 

1985 

BRÉCHON Robert‘ Henri Michaux, La poésie comme destin, Aden, 
2005 

BUTOR ’ficheI, Le sism앵Ta야'e aventur(l，α. 1m]>>ηvisations SUT Henri 

Mic!Ulux, La Différence, 1999 

COLLOT Mìchel, rpoétique de la mi양reJ ， dans Passages et lan 

gages d'Henn Michaux, José Corti, 1987 

GRANGE-FJORJ, D녀na， rprésence-absence d’He띠i MichauxJ , 
dans Europe, Henri Michatα， nD 698-699, juin-jui.llet 1987 

HALPERN Anne-Elisabéth, Henri Michaux, Le laboraroire du poète, 
Seli Arslan, 1998 



36 용어운화권연구 재깅호 

MARTIN, Jean.Pierre, Henri Michaux, G잉limaffi， 2003 

MAULPOIX Jean-Mìchel, PIι"SI1ger c/andestin, ch잉np V.따100， 1984 

PEYRÉ Yves, Henri Michau.ι Permanence de I 'aiffeuπ， J∞ξ Cotti, 
l잊잉 

RAHULA Watp이a， L ’'enseignement du .&uddha d'après /es textes les 

pl.“:s anáens, Seuil, 1961 

RICARD Ma떠ueu ， L 'art de la méditaJion, N iL, 2008 

TRQTET Franφis， Henri Miιhaux ou la sagesse du Vide, A1bin 

Mich리， 1992 



앙리 이쇼외 정기와 후기 시에 나타나농 융쓰기의 연용생 J7 

‘ Résumé >> 

La continuité de 1’&미ture 

entre la première et la seconde période 

de la poésie d ’Herui Michaux 

Iill‘ Yong Hyun 

(Université Ajou) 

Chez Michaux, "écrirure du refus et dι 1a fureur se transrorme 

en celle de 1a méditation ∞ntemplative dans la se∞nde 야끼여e 

de sa vie. Ces deux tendances semblent s’opposer en apparence, 
mais elles dëcou1ent de la même aspiration à la connaissance 

profonde de I ’Eσe 

L'univers michaudien se caractérise par deux éléments : 1’ intér. 

ieur de I’être et J'observation. Michaux écrit pour se parcourir. II 

choisit 1’espace du dedans pour champ de recherche κ)étique . Et 

le regardement est une action primordì허e pour le αi야 qui est à 

1a fois observateur, spectateur, ∞ntemplateur. S띠 ce point, la po
ésie de Mîchaux se trouve près de la méditation ∞u뼈hlste qui 

∞nsiste à a여uérir “une meilleure ∞nnaissance de 1a façon dont 

l’esprit fonctionne et une 야'"ψtion plus juste de la ré허ité ... 

Si 1’imaginaire, plein de créatures étranges et de fables exσa 

。rdìnaires OÙ S’expriment la souffrance et le ma1heur, etc. , repré 

sente le paysage de I’ intérieur rumulrueux de I’homme, la αJé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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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10 ∞ntemplation et de la sagesse montre le principe et la 

structure de la conscience ql띠 sous-tend tωs les phénomènes 

sentunentatα Dans cette perspective, le Michaux de ses derruères 

années n’a ni abandonné la révolte de sa jeunesse, rû succombé à 

un ∞mpromis facile. Par ∞ntre ， il déve10ppe et approfondit sa 

tentative de dé∞uvrir l'intérieuT de 1’être 

Aînsi Michaux pourswt sa propre voie pe띠ant toute ta durée 

de sa création artistique de façons diff'érentes tantôt ma uve 

mentées tantôt sereines. C’est sous cet an밍e que les foncti。떠 de 

l’écriture comme 1’acte d’hygiène, te coup de I’exorcisme et le 

mouvemem de séparations et de réparations de la conscience rév 

èlent la cohérence de l'écriture de Michaux malgré leur caractère 

singu1ier et hétérogène 

주쩨어 내연， 관창， 영상， 존재， 의식 

Mots-clés intérieur, OOselVation, méφtatlon ， εIre ， ∞nso.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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