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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포크너와 초이스 곁의 작가1) 

셀린의 문학적 포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발현된 것 

은 5막짜리 희콕 F교회 L때'iscJ를 통해서 다. 냉정히 말하자연 이 

작품은 그 자제로 높이 평가할 만한 저작은 아니다2). 그의 공식적인 

1) " [" '1 au<eur à côté dc Faulkner Cl de Joyce". 교회‘발간 당시어l 강리마료사 
에시 제시한 소갯받(표 4) 셀렌윈 주져|의 측면에서 포크니， 분체의 가능성 띤에서 

초이스 옆에 위지시졌다. 

2) 1933년 11 월 1 5일시 나 crapouillot지에 싣련 왈딱한 시명은 이 삭룹옴 이렇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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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작이고 문제작인 ’반 끝으로의 여행 Voyage 111/ b01/1 de {a IllIÍIJ 

(1932, 이하 r여행j으로 표기함)의 성공이 없었더라띤 이 최초의 

창작물은 출판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전기 연구가들은 

여행j의 초고 집멸이 대략 1929년 쯤， 다시 말해 셀린이 콜리시 보 

건소와 〈비오태라피Biothérapic> 제약 연구소에서 일할 무렵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r교회j의 착수 시점은 그보다 앞선 

1926년 말엽으로 잡힌다. 이 1926년이라는 해는 셀린이 국제 연합 

(S.D.N.)에 소속되어 제네따에서 일하다 환멸윤 느끼고 프랑스에 

되돌아온 시기에 상웅한다. 1 927년에 갈리마르는 r교회』의 출판을 

거절했고， 1932년 봄에 투고된 r여행j에 관해서는 분량을 출이고 

내용을 수정한다연 내겠다는 미용적 태도를 취했다. 결국 I여행j의 

판권은 당시 잇달아 화제작과 문제작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하 

던 드노엘 편으로 넘어간다. 교회j는 셀린과 ?여행」에 처음부터 

열광했던 이 드노엘 되분에 뒤늦게 빛을 보았다{1933). 그랴나 이 

극은 단 한차례 무대에 올랐을 뿐(1936년， 리웅) 세간이| 별다른 반 

응을 일으키지 못했다. 

더구나 이 1936년부터는 또 다·른 사건들이 셀린의 이력에 따란을 

불러온다. 한면으로 그가 전력을 기울여 준비한 두 번째 소설 r외상 

죽음Mon à σidiIJ(l936)이 명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얽히 

연서 몰이해와 비난 또는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면으로， 이 

우렵부터 셀린은 반유태주의와 대독협력을 주장하는 햄플릿들을 

펴 낸다. 그는 드노엘 출판사나 우익 계열 『주 쉬 따르투 Je slIis 

panollμ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뱀플릿과 논란적 내용의 편지들을 

딴표했으며( 1937 - 1939) ， 그것들은 1942년까지 출만 금지와 재출간 

샤했다 “Le 1ivre de Célinc nous a c!lonné SU1tOUI par sa masse. a잃rdvée d ’un 
argOI fabñqué exprès. plus encore que par la qua1ilé ou la vlolence des id양S 

dc 1’auteur. La pièce. plus schémanque. moins IIaV하11않 el 야Jrchargée. nc nous 
foumil plus cene sortt! d'mquiélude qui donna.il au roman sa qualil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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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하였다. 독일접령기에 이 선동서들이 일으칸 여따는 알려진 

대로다 셀린은 자신의 문학적 · 사회적 야심과 열기， 충정어린 주의 

주장이 순식간에 외면당한다고 생각한다. “내 책들이 딴로에서 제거 

되었다 ... 나 역시도 Mes ]jvrcs sont retirés de la circulation'" 

Moi aussi"3). 이런 사정에 의해 r교회」는 이래저래 세간의 관심 밖 

으로 떨어져 나갔다. 발표 당시에는 혹평을 샀던 r외상 죽음J ol 

오늘날 보기에는 호불호를 떠나 그 자체로 대단히 현대적인 미학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명가되는 것과 사뭇 대조되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간략한 연대기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 r교회j의 가 

치와 의미툴 보장하는 열쇠는 작품 자체의 성취도라기보다는 그것 

과 거의 연속해서 집필된 「여행j과의 내적 상관성이다 r여행』 속 

여러 주제나 미학， 혹은 인물들의 원형이 r교회j 안에서 때로는 

한층 뚜렷한 형태로， 때로는 뭇밖의 맥락 속에 선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로， r교회j의 주인공은 이미 바르다 

뭐라 불린다4). 그의 여정은 많은 부분 『여행j의 편력과 겹치거나 

유사하다5). 동시에 그러면서도 두 바르다뭐의 세계는 다소간의 차 

이를 보인다. 당연히 독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인불간의 유사성 

보다는 이 자이접일 것이다. ’ 교회』는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불들의 내면을 전달하지만 r여행j은 그 구성상 훨씬 

3) 1939년 7윈 21일자 Je :.1tÍS paη'our지에 싣련 생린의 항의성 답급 증에시 Frédéric 
VilOUX, Cêlill(!, les dossicrs belfond, 1987, p. 95에서 제인용. 

4) 교회 외 l 여행 플 지|외하띤 센련의 작증 허구직 장치는 디 판어틀고 이후 삭풍 

둡외 화자는 。애| 작가의 센11 이릅·이거나 씬냉얀 메르디낭 또는 셀린이q. 
5) 각 박 단위의 공상석 배정은 다용~ 감다 . .1 악; 아프리카， 브라가방스Bra맹mance ; 

2익- 뉴욕 딛로드웨이， 캉연극장 ‘핍 씨어티 QUlck 깨catrc’ 3박: 국제 연한의 nl~ 
같은 사무성듭; 4막: 파리의 가단한 교외 음라lfl 니·쉬르-센 BlavJgny.sur.SelOc， 바르 

다무|사 아파리카에}.I 만났딘 피스틸이 앤 작은 선속집; 5믹: 바르다뷔의 진과설(4익 

의 선순집옴 인수혜 진료설보 딸바꿈시킨 것) 여행」올 얀.è. 있는 독자라변 에피 
소드와 꽁간 이동 싱로의 많온 부분에셔 이 :t이 소션의 션성과 겹치고 있응용 눈 
시젠 수 있윤 섯이다 예외는 31;1to 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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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좀처럽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들과 그 

들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으로 넘쳐난다. 그것틀올 세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미숙하게 자기블 드러내는 첫 번째 바르다뭐의 

세계가 상당히 유용한 것이다. 

나아가 -교회j는 단서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휩씬 더 풍부한 확 

장력을 갖고 있다. 그의 작품의 전체 양상을 조감하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지만， 셀린은 상상의 인물들과 그들 행위의 구조화릎 

통해 허구적인 이야기를 생산하는 작가가 아니다6). 그에게 한 사회 

나 인물의 심리 묘사라든가 허구 속 개연성의 창웰， 스토리의 창조， 

수사법의 활용， 각종 사건의 배지와 플랜의 구성 등 전통적인(19세 

기식) 소설 작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셀련은 프루스트와 마찬 

가지로 블 자전적인 요소틀올 중심으로 출발하여 개인의 삶과 역사 

혹은 다수의 삶을 교직하되， 그런 작업에서 그가 가장 중심에 놓은 

것은 스스보 ‘작은 음악 la pctirc musiquc’이라 일철은 글쓰기 자제의 

문제(문제)， 그리고 그것의 변주와 심화를 홍해 죽」음음 극복， 승화해 

나가는 문제였다. 이 근본적 관심사는 각각 1) 글쓰기의 형식적 

차원에서 음악성과 연극성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 2) 내용 

면에서 축음과 종말에 대한 예고와 대처로 도식화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의 비중은 r교회』에서 상대척으로 두드러졌다 

가 ’여행j이나 외상 죽음」에서는 죽음의 거대한 프레스코화 한켠 

으로 물러나 다소 축소되며기， 중기와 말년의 작품틀에서 다시 본격 

적으로 동장한다 r교회j를 얽지 않았을 경우 잘 포착되지 않는 이 

6) 비피씩 시휴의 소션 형식에 용심힌 여행 l 이후 천풍 행 "'1 요신의 대부분은 첩사~J~ 
포71 ￥!디. 대약 상작기 중기에 해당낀디 합 1945년 이후J，tfl 센린이 시도하는 삿 

은 신니 낀 년t{γ의 띠로서의 :F쓰시， $，훈 흡사 모노드랴l’1"1 늠은 주인공-화자치 
업 사선이 껴온 새월과 정휘. 각좋 견해와 상념를뀔 fi어놓L ".(.~유로운 독액이다. 

끼 ·사회와 띤숭의 현실·애 드러운 쑥옹의 그렴".(.~를 고딴하는 이.죠로 인해 받표 앙시 

두 삭품유 딩l승주의 소설로 분류되쉰 했으띠 앨련 또한 딴랴의 후예로 간주되었 
다는 심이 J1，시함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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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셀린의 작품 세계가 정치적 부침을 거치면서 예술지상주의를 

통한 자기 정당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예술과 

숙음의 관계를 자신의 핵심 주제로 간직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에 

대한 성찰을 일관되게 발전，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톱는다. 

이처럼 작은 세부가 ‘작품’이라는 방대한 전체를 조명하는 지칭이 

될 수 있다는 사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최초의 취약한 극본을 보다 

가까이에서 읽어 보도록 이끌었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문제 제기적 

이거나 독장적인 성격의 논지릎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작품의 형식 

분제와 주인공(주처l)의 특성， 그리고 ‘교회’라는 우의적 ~11목의 의이 

라는 세 가지 항을 바탕으로 대상작을 점검하고， 그 틀 안에서 조금 

이나마 셀린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본 논문의 소박한 목적이 있다. 

n. 고찰의 대상 

1. 형식(장르) 채택의 문제와 그 역설 

“ [ .. 'J 처음에， 밴 처음에만 해도， 나는 흥얼흥얼거리고 었었다 ... 나는 
흔잣말하길! 이것은 오페레타 같은 것이 될 거야! ["'1 그런데 문상틀은 

가연 간수록 점접 더 우울해지고! 옹풍 짐어지더니! 이런， 이건 소설이다! 

당신은 이 굴러 떨어지는 광경이 보이는가!" 

“[ .. . ] au début, tout début, je fredonnais'" je me disais ça sera de 

l ’O야rette! [" '1 et de prose en prose, pl us 미ste! toute noire! roman! 

vous voyez cctte dégringolade!" 8) 

어떤 이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띤서 채택하는 첫 형식에는 그의 

8) 엣냥윤 위한 환상낙 I Ftíeri.‘’ 찌Ir 11I1/! alllrl! fois 1 • pl따dc TV. p. 21. 이하 인용 
항 성우 r환상극 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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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단서가 배어 있게 마련이다. 셀린은 

자신의 최초 작품이 소설이 아니래‘교회’라는 제목과는 그다지 어 

울려지 않게도) 무희들의 공연이 등장하는 극이기를 희망했다. 작품 

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둔 형식이 본디 오페레타-9)라는 위 인용문은 

비단 r환상극j 하나에만 관계된 고백은 아니다. 셀린은 틈틈히 발레 

대본을 썼다l이. 중기 창작물， 다시 말해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따란 

만장한 시절에 구상한 텍스트들은 환상극의 성격을 강히-게 띠며 ， 

작가는 서사의 진행에 옹갖 노래 구절들올 삽입하거나 문제 자제도 

일종의 동작이나 안무 지시와 마임처럼 처리하곤 했다. 가령 r환 

상극JI 1, 2권과 『쪽두밴드 G/lignol's bandJ 1, 2권은 마치 닥쳐옹 

현실의 압박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실존적 투쟁이 뮤지컬과 오 

페레타， 또는 환상극의 실현이라는 듯 전력적으로 떠들썩한 무용과 

노래， 음향적 효과의 생산에 집중한다 셀린이 스스로의 미학에 관 

한 메타 이론처럼 쓴 ry교수와의 대담 EI/tretiens aVl!c le professl!lIr YJ 

(1955)도 거의 희곡〈코미디)에 흡사한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겠다. 이를 통틀어 생각해 볼 때 셀린은 현실의 질곡 

한복판에， 혹은 지속적으로 엄습하는 악몽의 한가운데에 빛과 꿈 

으로 이루어진 최종의 밝은 공간， 하나의 빈터 une éclaircie l 1 )가 열리 

9) 속 장종하퍼 푸거운 바그너 식의 오1111라지 아니리 가볍고 유회적인 오엔1l~효 픔의 

음악낙， 

10) 센런의 ’갚퍼|곡이나 여타 극본 및 시나리오플은 센린 사료십8 Calzieπ Céli/1i' 8 , 
Gal1 imard, 1 988이냐 갚려마료 이마지네같 총서 중 r음악도. 인물도. 아우것도 
없는 발래 Ballets SQ/1S IIII1Siqllζ sans person /1e, salls ηI!I/ .. 어l 시 찾아폼 수 있다. 

11 ) 공교폼제도 이 'éclaircic빈El’라는 땀은 ·존재의 빛 혹은 열협’올 지칭하는 하이 
대거의 용어와도 상용한다， 나치 발홍의 시기에 (그리고 그것에 복부했다는 훗날 

의 비난 앞에 끌까지 침묵융 지쳤딘) 하이데거사 가열차게 선착한 이 깨넙파 요 

하셰 겁칭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급 짚이 생ζL하세 만드는 장연듭이 셀련에게 있다. 
뜩$1 0 1- "1 악 잔관 러고동 RigodO/1J 의 대비가 그러하다. 우리기 절찰에샤 짧게 

다휠- 교회 의 따시막 장띤 역시 이렌 관점에서 접급합 수 있다. 셀린에게 이 열 
혐의 터는 역설칙이셰li 환한 빛으I 3，영 아래 종새에거l 죽음의 헨헨(띤끈)이 가 

장 :ξ용하깨 감지되는 장소. 곧 공언의 f숭실점이 71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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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플 고대했으며， 자신의 작품이 바로 그런 일이 생겨나는 ‘흔냉의 

무대’이기를 원했다 말할 수 있다. 

아쉽게도， 작가사 이처럼 중시한 연극적 특성은 막상 그 형식올 

채택한 유일한 작픔인 r교회」어|서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뭇했다. 부분부분 이미 셀린의 득정을 합축한 의미심장한 대화나 장 

면이 있음에도， 또 공연을 전제한 작품인 이상 그다지 길지 않은 분 

량입에도， 이 희곡은 어첸지 읽기에 지루하고 난삽한 느낌을 준다. 

그 웬인은 어디에 있을까- 단순히 처음 시도한 작풍이기 때분에 서 

흘러서 그런 것이었은까 혹은 그의 언어가 지닌 삼재적 특질이， 극 

예슐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애호에도 불구하고， 근붙적으로 극 형식 

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을까. 그번데， 첫 극작훔의 실패가 콕 끌쓰 

기 숙련 정도에 따픈 결과라고 칸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비 

교했다시피 최초이자 유일한 희곡과 칫 소설은 거의 연달아 쓰였으 

므로 둘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한번 시험한 내용 

을 소성화한 것이므로 r여행 을 집면할 때에는 작가가 좀 더 능란하 

게 관용 쓸 수 있었으리라 가정하는 것도 그리 직절치 않은 것이， 

두 작품의 기본 소재와 주제， 인뭔{틀의 특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플올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전새력과 생각의 일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판이한 차이룹 보이기 때분이다. 소설가이연서 

셀린에 판한 여러 핀의 저서를 말표한 바 있는 프페데릭 비부는 그 

의 책 r셀린 Céfill이 12)에서 어떤 측면에서 r교회 가 실때한 연각인시 

를 석절하게 지적한다. 요약하면， 이 극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건 

혹은 줄거리 intriguc라 불렬 것이 부재한다. 즉 주인공 바르다뷔를 

포함하여 인물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행위’를 연시하지 않으여， 이것 

은 극으로 하여금 내적 드라마의 진행이 존재하지 않는 길디 긴 소 

견 발표exposé가 되어벼리도록 만든다. 따라서 극은 “수다스러우연 

12) Vitoux, op. cil, p. 126- 130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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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정적 bavarde et staoque"이고 배역들의 등장과 교체는 심화된 

인물들의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도 전개될수록 

다만 발언의 목록만이 길어질 l파릎인 이 극에서 인물틀의 행위는 

“보여진다기보다는 말해진다 dite plUIÔI que mo nrrée"13). 보고 보여진 

다는 것이 극 장르 본연의 특질인데도 말이다14). 형편이 이러하다보 

나 극은 전용적인 의미에서 구성적 단일성 혹은 행위의 일관성을 확 

보하지 봇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부조리나 일탈에 기반한 전위극의 

특성을 공공연하게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r교회j룹 통해 셀린 

이 구상한 극은 다소 이상하거나 외설적인 장연을 담고 있긴 해도 

어디까시나 ‘정극’이다. 역시 비투에 의하연， 교회j는 하나의 극 

에 다 담기에는 지나치게 큰 공간 이동을 바탕으로(주 5번 참조) 

우질서하고 혼돈스렵게 뷔를레스크극을 거쳐 띤중주의와 밥의 꿈 

onirisme 사이를 오가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최초 극의 의의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성공하지 뭇 

하고 설매하도록 이끈 자질들 속에 있다는 잣이 우리의 생각이다. 

연극임에도 보여지기보다는 말해진다， 극 형식의 시간적 한계에 비 

해 지나치게 방대한 공간 이동이 있다라는 이상의 명가가 집약하듯， 

이 국의 약점들은 이후의 창작이 ull우 다성 적 이 며 일탈적 인 digressif 

장편 서사의 형식으로 옮걱갈 수밖에 없다는 내적 펼연싱을 예고한 

다. 셀린에세는 할 말이 많았으며， 그에게 극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가장 생생하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도록 해주는 형식으로 이헤되었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가장 생동강 넘치는 표현 형식 

은 그가 하고 싶은 딸올 다 ‘보여’ 주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이 

13) 두 인용까 .Y.두 tbtd. p. 127. 
14) 안샘l안’시 안 위때닫스앤드에 의바맨 이 단순한 이 {l이 연뚜싼 만생사키는 시 

본 소{I이다. “ ]"'J lJ faut er suffit, pour qu’iJ y ail l 'Space lh':d(π11. qu ’iJ y aJI 

des hommes unis par la fonction du rcgard : d‘!S rc탱J'dants el dcs rcgardês." 
(Anne Ubt:l'lfeld, Lm! It! Iltfåm 1/ L 't'(v/t' ψI 후')t"CtUlroκ Belin, 199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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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회곡 r교회』에 소설적 득싱이 농후해서 문제였다낸(행위가 보 

여진다기보다는 말해진나， 즉 서술된다)， 잇달아 시도된 소설 형식 

에서는 동일한 경향싱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입채적인 서숲의 자산 

으로 작용할 수 있c~즉 시솔하는 목소리가 생각과 장띤틸을 생생하 

게 구연11jí.IÎ하여 현시한다). 희곡의 경우 ‘교회’라는 제목이 주는 한 

정적이고 펴l쇄적인 느낌에 비해 그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와 그 전개 방식은 지나지게 방대했다. 주어진 작품이 희곡인 이상 

관객은 우의적 의미이든 구체적 장소이든 그와 같은 극 공산윤 배경 

으로 어떤 집약된 사선과 행위사 전개되리라 예상할 것이기 때운이 

다. 사실 이러한 설정상의 원균형에서부터 이 희곡 작푼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플페이아드 판본 시준 500 

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여행’ 공간으로 늪어나면서， 소설은 

제목과 의도어l 걸맞은 역동직이고 파노라믹한 전새력윤 선보이기에 

이른다 말의 일탈과 사행 자세가 어디로든 떠나갈 수 있는 여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시 소설의 언어는 연극의 언어보다 빠르게， 

멸리 간다. 셀린 자신의 표현온 따르띤， 이런 여행은 눈딴 깐으띤 가 

능한 상상의 여챙인 것이다15)(반변 눈을 감고 보는 연극이딴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소실에시는 극본에서와 달리 확장식 운세의 효과 

적 사용이 가능하다. 일딸과 확장을 거듭하면 극 언어와 행위는 풍 

부해지기는커영 표류하다 즙말하고 말지만， 소설의 자유로운 서사에 

서는 이런 특질들이 장료의 표현 지평을 전에 없이 넓히는 역할을 

한마. 사소한 예를 들자띤， 전동적으로 느낌표나 말쏠임표와 같은 

부호가 좋은 문장에 결포 남용되어서는 안될 요소를이라면， 셀린의 

운장에서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한 형식 자질이 된다， 이 부호틀은 

말을 끊어 발작적이고 간현적인 문제 리듬을 산둡하는 한편， 역으로 

15) cf Voyage. pl뼈del 으| 셰사 “Voya~π. c'cst bien u tJJe, ça folJt trav때Jer 

l’lma밍nation I .. , Et p비s d'abord tout le monde peut en fa.IIe autant () ‘uf. 

fit de fermer les )'c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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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파펀들을 한없이 이음으로써 ‘바칭’을 모르는 긴 서사의 끈응- 짓 

는다. 이런 특성이 극예술의 언어 규약에서 어떻게 고유의 역량과 

리릎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등어 보자. 혼히 셀 

린의 문체라 하띤 벼속의 미학윤 떠올린다._l번데 사실 바속어나 

구어석인 구문의 거침없는 사용괄 상스러움 이상의 것으로， 다시 말 

해 시니컬한 서정이자 통렬한 성찰， 하나의 ‘에토스’로 만들어 주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17세기 모랄리스트에 비견할 딴한 셀 

렌의 빼어난 경구틀이다. 셀린의 소성에서는 이 금언 형식의 압축된 

이휴다룹이 비속이나 구어의 거칩없음과 교차하면시 감정의 상약이 

완음 조절하고 강렬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여행」의 푼처l와 

뉘성이 바로 그러하다. 이 소설의 아름다움과 힘은 경구 형식의 심오 

하거나 정묘한 이전성이 구어와 속어의 날것 l예세를 아우르고 받쳐 

추띤서 증강된다. 하지만 극의 경우， 주인공이 자꾸 금언 형태의 대 

사플 늪어 놓는다띤 그것의 묘파역이 어떻게 진시하게 발휘， 전달될 

수 있겠는가. 우려사 주 2번에 Pr루l 서명이 증명하듯이， 보는 이들 

은 시기서 코믹함 아니면 어색함이나 지루함옹 느낌 젓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에서 실패한 연극적 시도틀은 소설 형식 속에 

틀어오면서 비로소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이는 사 사이의 끊임없는 

위시 전환과 분열올 통해 증식되되 황당하지 않은 서사， 끊임없이 

회로의 안과 밖윤 넘나들며 시간의 경계선윤 분쇄하되 밀도와 강도 

플 잃지 않는 시선과 목소리의 I}-능성이 된다. 글쓰기 혹은 목소리 

는 여행하고 일탈하고 방황하면서 불행의 한가운데서 자유롭다. 고 

전직 에토스와 프푸스트나 조이스가 예비한 모다니즘， 구체적 현실 

의 고발과 환상국에 예한 매혹， 민중주의와 귀쪽적 정신 등 이칠석 

요소들이 만나 낳은 셀린의 소설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문학계에서 

는 좀처럼 주류로 피어나기 힘든 바로크적 세셰， 사기 꿈어l 빠져든 

괴렐의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올 현대 시대에 구현한다. 바로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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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본질적으로 연국의 세계와 맞닿아 있고 그로테스크16)는 더 

할 나위 없는 바로크의 미학적 특질이 아닌가. 셀린의 글쓰기는 흔 

잣말 s떼o이li…il뻐10여q대u뾰le고과} 잠꼬대 somn삐ü뼈i 

낌표의 기나긴 연쇄 속에 무수한 기억과 환상， 남의 말과 나의 목소 

리를 엮아가면서， 오페레타의 표피적 밝음과 무심한 경쾌함을 획득 

하지 못하고 어둡고 무거운 소설의 공간으로 이행하면서 점진적으 

로 스스로의 ‘세계관’이 되어갈 것이다. 바로크에 의하띤 세계는 무 

엇보다도 그 자체로 연극이다 앞서 한 말을 반복하자면 연극(성)이 

선택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의 하나라기보다 어떤 형식을 차용하더 

라도 필연적으로 그 안에 초석으로 깔리고 미·는 근본 관점과 입장이 

라는 뭇이다. 비투의 말마따나 서투르게 (연극으로) 변장한 소설 un 

roman mal déguisé에 다름 없는 r교회j에서 이후 작품들로 향하는 

셀린의 이행 과정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 점이다. 결과적으로， 낭 

만적 거짓의 기능성으로부터 소설적 진실의 심연을 향해 깊어지는 

이 도정을 통해 연극， 환상극， 오페레타와 같은 용어들은 그것들의 

통상적 가치보다 훨씬 더 섬오한 의의를 얻는다. 그 의의를 우리는 

ll-3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6) GroteSque 딘어 .!?I 이윈 자재사 본래 ’용멘’과 판련이 었다 에습시시 짜트라시아 

딴지에르에 의하면 정.JJ!..한 기숙 장~I읍 동윈하이 콸이 -ò1원의 일종인 인공 동굳 
응 꾸띠는 일은 ut니에리즙 시대에 귀촉듭 사。|에시 갚세 유행한다. 바니에리즙 

은 이갚 로대로 쓸라운 과학석 고안불괴 상'l.1듭을 이용힌 지 껴l극 lhéãtre à ma
chinc 형식윤 비약썩으로 반진시 71여 _L잣환 lJt!J.크애 때-원립한다(cf. Patricia 
Falguières, 111 니에리즙. 16새시의 이방'1료드Ú !1I(lni뼈1/.ι Ulle UI'(llIf-glL벼l' 011 

XVI ~ìiclc , Oécouvcrtes Gallimard. 20(μ， P -14, P 102). ul토크 극의 꽉정적 

.11..-::' ‘지껴| 상지에시 니오는 신(Delα I'X 11111끼l’Ul)’은 이 21~! 역사적， 문회적 배깅 

에 uf랑하고 있다 용~~늠+ 이 t>>변하뭇 연극작 꽉성이 집은 셀런의 소성 공간 
내에시 인상석인 성유 _t 안에 -송종 이 ‘네우·스 에스 111 기나‘에 상웅하는 T원지· 

의 능장. 혹은 _t렌 항쟁애 대한 흐|원이 형태용| ￥l다는 사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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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인공 또는 주체의 특정 

“그는 집단적 중요성이 결여된 작자네. 고작 하나의 개인에 지나지 않。t." 

“C’est un garçon sans importance collective, c'est tour juste un 

individu."(l61) 

r교회』가 나름의 지명도를 갖게 한 가장 지대한 공헌자는 아마도 

사르트르일 것이다. 알려진 대로 사르트르와 셀린의 관계는 꽤나 험 

악하였다. 사르트르는 1945 년 『례 당 모데른않 temps modemes.r， 지에 

셀린이 나치의 강령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을 받았기 때 

문이라는 식으로 썼다17). 뒤늦게 덴마크의 피신처에서 그 사실을 알 

고 격노한 셀린은 사르트르를 맹공하는 햄플릿을 작성한다18). 이 사 

건으로 인해 그 이후로도 사르트르는 셀린의 작품에 동장할 때마다 

‘촌충 Taenia’， ‘치석 Tartre’ 따위의 막된 별명으로 불려야 했다 그런 

데， 사르트르의 r구토La naus짜(1938) 첫머리에 제사로 올려져 유명 

해진 문장이 바로 위에 인용한 r교회J 3막의 일부 구절이다 11'구토j 

가 나온 때는 셀린이 정치적 관점에서 이의의 여지 없이 반대펀으로 

판가름나는 시점이다. 소비에트 체제 비판인 r메아 쿨파Mea cuψ'aJ 

를 거 쳐 그의 가장 강력한 뱀플릿 r학살을 위한 바가텔 Bagarc/les potlr 

tl lJ massacreJ과 r시체들의 학교L’강ole des cada Vt"eSJ가 작기 1937년과 

1938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르트르는 셀린의 한 문 

장을 자신의 소중한 첫 소설에 삽입함으로써 그것과 셀린의 첫 작품 

에 하나의 관계를 부여하였다. 독자는 이 삽입문을 토대로 r구토j의 

로캉탱과 r교회』 또는 『여행」의 바르다위 사이에서 모종의 연관성 

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셀린을 인용했고 그에게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1 7) "Portrail d’un amÎsêrnite". 띠 Réjlexions sur 10 quesrion jtÛI'(!. 

18) “ A I'agité du bocaf’ (1943). in SI沙le colure les idées. édiúon complexe. 1987. 



l11 르다헤 이 전의 u~료다부1 : 샌린의 .ií!.회 L’챙lisc 에 판힌 고찰 47 

는 사실 자체는 들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셀린의 어떤 점이 

그것올 가능케 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란 떼로 어렵다. 그러나 

셀린의 두 바르다뷔， 특히 『교회』의 주인공 바르다위에 관한 고찰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을 제시해 준다. 1936년 이후의 작품들에서 

야 펴자의 차이가 확연해지지만， r교회j를 놓고 보면 주인공 바르다 

위는 셀린의 이후 화자들인 ‘페르디낭’이나 ‘셀린’보다도 외려 로캉 

탱과 더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최초의 바르다위를 두고 셀린 이전 

의 셀린이란 표현을 쓰연 말장난이 될까 나중에 완전히 변해버린 

젤린이라는 뭇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연행의 이변에 깔린 셀린 

의 원천적 보습이라는 의미에서. 이 바르다뭐라는 첫 주인공의 모습 

과 특질이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특성을 겁토 

해 보자 

사실 셀린과 사르트르 이 두 작가를 비교하려는 시도는 일찌감치 

있어 왔다. 징k피에르 리샤르는 r셀린의 구토 NIIIIS양 de C.강:Ulle，J 19)에서 

셀린이 F여행j을 통해 사르트르에게 끼쳤음직한 영향을 간략히 지 

적한다. 그런가 하면 갈은 맥락에서 구토 대 욕지기라는 주제를 놓 

고 두 작가를 비교 연구한 김현의 논문도 었다20). 이 중에서 리샤르 

가 자신의 책 부록에 밝힌 핵심적인 지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셀린의 지배적 관정인 세계-몸의 내적 불확실성 I' incertirude 

mtcmc, 다시 말해 ‘지탱혁의 걸핍 le manque de tenue’은 좀재의 무용 

성과 비 필연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물정합이 이렇듯 우발성을 

발견하고， 이 께달음은 알려진 다l로 사르트르에게 영향을 끼친다21). 

19) fata Morgana. 1980. 
20) r 생런괴 사프트료에 나다년 구토 엔구J . 촌재와 언어/힘대 프랑스 분한왈 찾아시 

(김현푼화전십 12권) . 문학과시싱사， 1992 
21) 리샤료， op. cit. 우복 6번. 강조는 랴샤르 자신에 의현 섯 덧환이자띤. tenue는 

인종의 /ffl 새(웃애쭈새라듀/~)윤 풋하나 리샤단뉴 씬연에게서 manquc de 
tcnue지 샤새나 관71짐의 우반척인 효프C!I짐용 뒀}는 것이 아니라 섣종의 난본적 

비낙!J"，iL L.타난마그! 본디 마시 반해 -t잣이 성선과 육지|의 분원적 외선성， 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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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욕지기라는 반응이 이 우발성의 자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2) 이어 랴샤르는 셀린의 다음 구절들에 주목한다. “사땅의 

문전으로부터 쫓겨냥을 당한 끝에， 나는 나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이렇게 되뇌곤 했다. 용기를 내랴， 페르디낭， 너는 틀림없이 저들이 

벌벌 떨게 될 한방을 발견하게 될 거니까. 저놈들 전부에게， 저 더러 

운 자식들 모두 tous ces saJauds-là 남김 없이 말이다. 그 방법은 분명 

히 밤의 끝에 있을 거야， 저들이 밤 끝까지 가지 않는 건 바로 그래 

서야!"22) 리샤르를 따르띤 사르트르의 ‘더러운 자식’의 의미는 구체 

적으로 셀린의 이 텍스트， 이런 문백에 뿌리를 두고 있으리라 추측 

할 수 있다. 더러운 놈플， 비열한 자들이란 물까지 가지 않는 자， 그럼 

으로써 자유와 ‘죽음을-향한-존재 l’eσe-pour-Ia-moπ’를 거부하는 자다. 

부르주아 세계의 비열함과 위선에 욕지기를 느끼며 부빌의 거라와 

도서관을 떠도는 로캉탱， 비가 내려 이 진부한 비열한들의 세상이 다 

휩쓸려 사라지기를 바라는 로캉탱， 흑인 여가수의 재즈 가락에 한가 

닥 회한을 느끼며 롤봉에 대한 연구서 대신 어쩌연 사는 것의 비천 

함을 넘어설 수도 있을 일종의 모험이야기를 써야 하리라고 마음을 

굳히는 로캉탱은 셀린 두 작품의 바르다뭐들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세상에 뭔가 단단히 한방 먹일 방편을 궁리하는 단독자다23). 

주제의 극꼭할 수 없는 지탱 뭔가농성윌 현시한다는 것이다. 

22) lbid .• 부흰 7번. 리샤르I} 인용한 씬련의 원문온 다음과 갑다 “@따age. Fcrl이nand. 

que JC me r，어쩌ta잉 å moi-mêroe. pour me soutenir. à force d‘êrre foutu à la 
porte de p강tout， tu fi띠tais sûremcnt par le Lrouver le truc qui Icur fait si 
peur à cux tous. à tous ces saJauds.là autant qu’ i1s sont ct qui doit êrre au 
boUI de la nuil. C’CSI pour ça qu ’ils n’y vOnt pas eux au bOUI dc la nuit!" 
(Voyage, p. 22이. 

23) 그렇다고 」틀 간에 존재하는 엽연한 차이를 간과해시는 안 될 것이다. 로장탱의 

단팍성은 바자의 부재에서 지인하는 것이다. 사르트드 자신의 표현옵 빌띤 로캉 
탱운 ·인간듬이 l빠진 자연녀 nalufe sans Ics bommes’(μ1 nau앓， p. 36. 이하 주 
23번 인용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켈이다)에 ;{.I한 것파 마찬가지다. 그는 타자 
와의 관계가 결여되었기에 결국 자기 자신 또한 밥견할 수 없는 1간독자인 것이 

다 반띤 여행j의 바르다부|의 단독성온 」만이 홉로 죽음윤 온다고 밀기 때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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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 

마. 아니연， 내가 훌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로캉탱) 

“ Peut-ètre est-i1 impossible de comprcndrc son propre visage_ Ou 

peut-être est-ce paκc que je suis un homme seul?"24) 

“그렇다연 나는 이 연대 안이l서 죽음에 관한 상상력올 가진 유일한 사 

람이었을까~"(바르다위) 

“Étais-je donc le se비 à avoir I’imagination de 1a mOI1 dans ce régi

menr?"25) 

“그것[=모험 이야711은 강철처럽 아름답고 단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리라."(로캉탱) 

‘. LJ taudrait qu ’e l1e soit beUe et dure comme dc I'acier et qu’리le 

fasse hontc aux gcns de leur existence" .26) 

.‘결국 난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로빈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아주 단 

단한 단 하나의 생각융 획득하지 뭇했던 것이다[…]"(바르다뭐) 

"J’avais pas réussi cn définirive_ J ’en avais pas acquis moi une 

seulc idée bicn solide comme ceLle qu’iI avait cue r '''1η7) 

그렇다면 ’여행j에 앞서 -교회j에서는 이 단독자의 문제가 어떻 

게 다뤄지는지 보자. 문제된 i 교회j의 인용구에서 ‘그저 개인에 지 

생성된다. 죽-암f 보는 시션은 부<1 1지어 사뉴 삶의 원 식 으료부터 빗이나는 연단 

의 비전이다. 보기에 따라 신l’|주의에 시깝게 여겨지기도 헐 좋딸롤석 시선의 
밥!E성은 센￥l 의 장삭 선제 과정에 111교해 환 떼 쿄흥L~I 단계에서는 훨씬 덤， 
여행 에시는 uj피석 연 드러난다， 혹은， 이 푸 초시작의 성우 인물듬은 아직 사 

회의 테두리에시 현섣파 사회의 감각을 HI려지 않으띤서 예외적~l 종재 - 바판 

석인 단독자 의 익한윤 수행하고 있시에 ‘죽응 la Mort’플 보는 신l’l주의사 시 

션이 선정에 대두하시는 않는다. 
24) Sartn:. La llartsie. folio Galωnard. p. 36 
25) Vo)'tJge, p. 19 
26) Sartrc, op cil, p. 250. 
2끼 Vo)'agl'. 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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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자’란 집단의 삶에 협조하지 않고 홀로 가는 자 따라서 

사회와 집단의 이익이란 차원에서 볼 때 무의미한 방해 인자를 뭇한 

다 r~회』의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절은 국제 

연합의 중재위원국Seπice de compromis 장이자 유태인 의사인 유댄 

츠베크가 바르다뷔에 대해 내린 촌명이대3막). 국제 연합 소속 바 

르다위 의사를 아프리카에 파견한 상관이 바로 유덴츠베크다28). 식 

민지의 보건 실태와 각종 전염병 현홍}에 관한 조시를 하고 그에 관 

한 보고서를 꾸려 올리는 것이 바르다뭐가 맡은 임무였다. 극의 l막 

은 브라가망스의 뜨거운 사무실에서 현미경으로 무언가 실험을 계 

속하고 있는 바르다뷔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한다. 방 한쪽 

첨상에는 얼마 전 영국령 식민지에서 건너 온 게이지 의사가 누워 

있다. 그는 얼핏 7.}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죽은 상태다. 그의 사인을 

놓고 현장 책임자들과 국제 연합에서 파견한 검시관 클라포 의사는 

식민지 간의 미묘한 상황을 의식해 조용히 타협적 결론올 보고하기 

를 원하지만 바르다뷔는 그에 응하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아나키스트로 간주되는 그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지 않 

을 뿐더러 국제 연합에서 떠날 것을 결심한다. 게다가 어차피 바르 

다뭐의 행동은 문책 사항이 휠 것이 뻔하다. 이런 정황에서， 국제 연 

합의 관료 조직에 대한 풍자와 비꼼이 주를 이루는 3박 중에， 막후 

의 실력자 유덴츠베크는 바르다뭐를 잠깐 연담하고 난 후 그에 관한 

28) 유덴츠에크는 기꽁의 인풀이 아니마. 셀린이 제네바에서 국제 연함에 꼭부할 때 

그할 이끌어주고 놀라울 정도로 호의륜 보인 유배인 의사 루드비히 라즈크만 박 

사가 그 실제 인물이다， 국제 연합 내 〈국세 보건 지구〉의 ~이었던 이 싣력자 

I~ 조직 생판에 비협조적이고 다소 저|옛대로인 데스투슈 의사{생런의 본앵)에꺼l 

보였던 인내심과 애정왈， 후자는 납득하기 힘둔 배은망덕으로 갚는다. 읽는 사랍 

어| 따라 교회 는 라즈크만의 유태석 특성올 희확직으로 그렀다고 딴딘함 수도 

있는데， 셀린은 이 미묘한 부분쓸 굳이 라즈크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높려 
움과 배신강읍 안거 주었딘 것이마.0] 일이 있고도 이후 직업 석으로 곤란한 싱 

황에 ;;.1힐 때nt다 생린은 라즈크만에 세| lt용왈 정했으띠 랴즈크만은 그뜰 원조 

해 주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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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한 명가서를 작성한다 . 

.. 바르다위l' .. ] 영려하시만 ...... 예술가이고， 과학적으호는 법용， 행정적 
으로는 무용함. 개인주의사， 요컨대 거의 추천할 만하지 않응. 우리의 장 

래에 관련한 중요성 선무” 

“Bar없mo [ ... , mtclhgenl'" artiste. scientifiquemcnr médlocre, ad

ministrativemcnt nul, mdlviduahste. peu commandablc , Importance 

par rapport à nOtrC avcnlr : nullc"( 173). 

집단의 장래를 논하는 자틀은 어떤 진실이나 윤리갑 위해 자신의 

신념과 판단을 걸고 움직이는 구체적 깨개인이 아니라 판료 조직의 

기능과 운영， 자본과 무력의 안배와 조절을 위해 설충하고 기획하고 

죠작하는 막후의 은밀하고 셔대한 익명적 힘이다. 그앤 연유에서 극 

의 3막은 한동안 인물들블 직섭 무대에 보여 주는 대신 복잡한 미로 

강은 사무실들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회의와 담함， 싸웅과 소란 

을 타고 동시적으로 어시렵게 융려 나오는 목소21플반용 희화적으 

로 전달한다. 가리위끼 배후의 발， 요컨대 그것은 ‘더러운 놈될’이 

시용하는 진실을 뒀는 말이다. 반면 집단적 중요성응 갖지 않는 개 

인은 어떠한가. 이중적 의미에서 현명하고 유연히며 수수께끼 같은 

내연올 가진 거물 유덴츠버|크는 이 말의 문제와 관련하여 바르다뷔 

룹 설명하기도 한다. 사신의 동료 모이즈에게 긴내는 의견이다. 

“ ['''1 그는 나참 판단하곤 했네 우리 두 사람이 동안한 싼원 사용하지 

않'1 때문에 나는 그 섞유 팔이어 눈~，쳤어. 그는 개인의 언어감 말하고 

나는 오직 십단의 언어R’f웠 구사하지， 나는 그 사싣플 새닫시 신까지 그 

에게 왜 관심을 기 섰었다 네. 그 다응‘부터는， 훈육에 의ßII. 나는 그의 말 

에 귀를 기울이는 것윤 숭탄했네. 그들， 다시 알해 개인즙이 하는 말은 

득이나 다픔없네 .. 

“[ ... ) 11 mc Jugealt. JC I'al en애ItC compns, parce que nous n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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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s pas la même langue, 11 parla ít le langagc de I'índividu, moi, je 

nc p때e que le langagc collcctif, 11 m’intéressait assez j usqu’au mo

ment ou j'ai compris ça , Alors, j’ai ccssé de 1’écoUler, par disciplíne, 

C’est du poison qu’i1s parlcnl, Ics indi이dus，" (163) 

유덴츠베크는 사적인 종오나 몰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과 

집단의 원칙을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플 추구하고 진실 

블 말하려는 고독한 바르다뭐를 국제 연합에서 내보낸다. 개인의 말 

은 자본과 무기와 조직올 이용하여 현실을 영원히 띠망 속에 며무르 

도록 조절하고 중재하는 잎에 아부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무용함에 

도(혹은 무용함이라는) 독이다. 이 속내를 알 수 없는 교요한 유태인 

은 사실 바르다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에게 우정과 애정 

을 품고 있기초자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그대로 ‘암합 

리’의 인정이다. 귀가 잘 들리시 않고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검은 

딩어리 같은 이 인물은 안 보이는 곳에서 끈기 있고 주도연밀하게 

용씩이는 이연의 험올 상징하기 때문이다29) ， 현실의 국제 정세를 좌 

시우지하는 현명한 판단력， 또는 바르다뭐가 ‘용기’라 칭한(J69) 환 

상 없는 조절력을 가진 유댄츠배크는 어쩌면 셀린의 상상력올 움직 

이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용화 판본에 해당할 것이다{주 16 참조)， 

이 상상력이 최악의 경우에 달할 때 유덴츠베크나 모이즈， 모자이크 

의 파벌clan이 대변하는 ‘유태인’은 가공할 절대악으로서의 타자로 

인식되면서 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 어쨌든， 그 단계에 이르 

기 전인 r교회j의 바르다위는 집단 내에서 흘로 개인의 말올 구사 

하며 그럼으로써 유덴츠버l크의 발올 심판한다. 그에게 속거나 복종 

하는 대신 암중을， 그 한가운데의 진셀을 꿰뚫어 보고자 한다. 바르 

다위 의사의 친구이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선술집을 언 작중인물 

29) 이애 관혜서는 p. 162애 나오는 유덴츠에크의 성찬용 산소한 삿 샌'\!은 유댄스 

에크의 엉응 벌어 샤신의 신해한 II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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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스틸은 술집을 찾은 한 인부와 대화콜 나누면서 그에 관해 의미심 

장한 말을한다. 

·‘[",] 그에게는 결점이 하나 있는데 ...... 내가 보기에 그는 사랍플에게 

진실을 좀 지나치게 빨~I 갱r혜버런다네 ” 
"r"'1 11 a un défaut , .. Je CrOl5 qu’ il dit un 야u trop vlte la vérité 

aux geus" (234) 

”뭐. 난 그륜 잘 아니까 ...... 그 친구한댄 선하다고 항 만한 띤이 있는 

데. 단 그것은 가혹한 선의에 속하지. 자네 내가 무슨 안 하는시 알아 듣 

겠시1" 

“Je le connals bicn. va'" 11 a du bon, mais c ’esl du bon qui est 

dur, ru comprends?" (235) 

유덴츠베크와 바르다뷔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또는， 같은 말을 

진혀 상이한 근거와 방향에서 사용한다. 가령 국제 연함에시 파견했 

으벼 그들의 의견을 대변히는 달링 의사는 바르다위에게 어째서 사 

망한 게이지 박사의 해부 낌과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지 않았는지 붙 

는다. 그에 대해 바르다뷔는 ‘잊어벼렸다 J'따 oublié’는 부책임한 답 

변윤 함으로써 자신의 무용합쓸 입증한다( 1 04)， 반띤 바르다위에게 

사적으로 공감과 호시십윤 느끼연시도 그를 내보내는 유덴츠베크는 

그의 집단적 무가치함윤 객관화， 공식화하는 혜임 보고시즙 완성하 

는 순간 정말로 기억에서 그쉰 지워벼리는 완벽함을 보인다. 이 장 

띤에서 단숨에 작동하는 그의 효융적 망각은 극중 비시갚 놀라게 하 

는 동시에 보는 관객 또한 의아해 하도록 만든다. 밥끔 진까시 그는 

바르다위에게 사적인 질분윤 던지며(“자네는 부슨 연유에서 의학 공 

부블 하게 되었는가7") 제법 간곡히 그를 붙잡으려 했던 것이다. 집 

단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보 하니의 ‘인간’을 지워버리는 냉혹한 기작 

에 의해， 그리고 아마도 “훈육에 의해”， 유벤츠베크는 사선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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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도 바르다위에게서 그의 이름과 외교관 신붐， 나아가 일 

체의 특성을 떼어 낸다. 새인이란 근본적으로 ‘특정 없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바르다뛰는 집단석 기치가 요구하는 규준의 실천을 저절 

로 잊고， 유댄츠베크는 그 규준을 실전하고자 내화된 훈육윤 바탕으 

로 바르다뷔를 잊는다. 마찬가지로， 그의 보고서 내용 역시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상관 없이 어떤 이를 조직에서 내칠 때는 적정한 근 

거의 제시(결격 사유와 실책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심무 원칙에 

맞추어 작성된다. 바르바뷔에 대한 유멘츠베크의 태도가 양면적이며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짓은 그 노회한 유연성 때문이다. 더구나 따지 

고 보면 그의 평가는 거짓된 내용도 아닌 것이다. 비서가 자신이 작 

성한 인물 평가 서류를 다시 얽어주자 그제서야 그는 탄성윤 발한다. 

“애 바르다뭐! 바로 그서 지， “중요성 전무". (모자이크 쪽으로 향하연 

서) 봤나 모자이크， 나는 그갇 싼벽하게 잊어 버렸녀I! ...... 이재 나는 이 
토폭 “잘” 잊는다네!" 

“ Ah! Bardamu! C’esl bicn ça : “ Importance nulle. )) (11 SI' loume 

WTS Mosaïc.) Voyez-vous. Mosaïc. je 1’avais complètcmcnt oublié!... 

Comme j ’oublie “ bien )', å présent! ’'( 176) 

그러나 이토록 무가치한 개인 주제임에도， f교회l의 바르다위는 

r여행 의 바르다위에 비해 좀 더， 그리고 이후 셀린 작품의 모든 등 

장인물이나 화자와 판이하게도 영웅적이다. 그것이 이 작품올 예외 

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 주인공을 (베케트나 아르토나 주내의 인 

붉플 보다는) 말로나 사르트르， 카뭐의 주인공들과 훨씬 더 가깝게 

만든다. 위에 잠깐씩 인용한 에피소드나 대화에서도 엿팔 수 있듯 

r교회j에서 바르다뷔의 단점은 그를 윤리적이며 예외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결함， 말하사연 고대 벼극의 하마르티아Iwman찌와도 

같은 특성을 지닌다. 그의 곁에서 ’여행j의 바르다뷔는 이01 반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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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주인공-화자는 아예 쓰레기 같은 존재， 

벌례나 유령의 상태3이로 나아낀다. 마치 글쓰기나 문체란 말δ}는 주 

체가 누움으로써만， 그가 와병함으로써만 진전하고 가지를 획득하는 

양 말이다 ，.교회j에서 바르다뭐는 이미 셀린의 세계판과 주요 내면 

적 특질들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병자나 불구가 아니라 의 

사이고 그의 출신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반듯하다. 극의 설정을 따르 

면 그는 약사의 아들로(이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r교회」 집필 당시 

제약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작가의 경협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 군복무를 한 후 의학을 공부했다. 현재 국제 연합 소속의 

외교관 신분이고， 언극을 좋아해 희곡 작가가 되고자 글을 쓰는 중 

이며 극중 인물들은 그런 그를 존중한다 바르다뭐가 가혹한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피스틸의 평가는 생린에게 빈번한 비하적이거나 

위악적인 유머와 거리가 멸며， 주인공의 긍정적 자질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예다. 비-르다뭐가 집단의 가장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가 독자 

적 판단자이기 때문이고 이후 작품들에서와 달리 병증은 오히려 주변 

인물들이 나눠 가진다. 실제 셀린이 그랬듯이 이명으로 고생하는.3 1 ) 

유덴츠베크가 그 한 예다 r여행j의 바르다뭐/로맹송 짝패의 전신 

격인 바르다무1/피스틸의 경우에서도 관계의 우위성은 정해져 있다. 

로뱅송이 죽음을 통해 바르다뭐가 못한 바를 이루는 선배이자 분신 

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 피스틸은 바르다위의 조수 같은 인상을 

강하게 용긴다. 그틀 간의 분신의 관계는 따라서 미약하다 r여행」의 

대미이자 절정은 마들롱이 자신 앞에서 세상의 진실은 죽음이고 

사랑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히는 로뱅송을 죽이는 대목이다. 

30) 이휴비 애법떼 주제 S미CI larvaire. ' laπe'의 이원은 렐레와 유영의 의미를 휠 마 

포함힌다 

31) 심세보 정!생 부상의 여흔으로 .9.듭앞511 홍승파 함께 에니에프씨 병윤 앓았던 씬 

련은 소음괴 난생， 그로 인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병증읍 지신의 띠하애 갔이 
연관사 ~l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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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극에서 이 몫은 바르다뭐가 담당한다. 로뱅송이 약혼녀 마들 

롱에게 난폭하고 강하게 퍼부었던 말을 바르다뭐는 자신에게 존경 

심과 고마움， 그리고 연정을 풍고 있는 절름발이 처녀 자닌에게 정 

잖게 타이르듯 한다. 자닌은 5막에서 총으로 그를 죽이려 하지만 실 

패한다. 바르다뭐라는 주체는 집단과 집단의 기만적 말로부터 자신 

을 분리했듯이 불구와 병증의 세계로부터도 스스로를 구분하고， 그 

들과 친근하게 함께 하지만 지적으로 그들의 위에 위치한다. 

r여행」외 화자가 로뱅송의 죽음에 대한 고백에 이르러 마첩내 긴 

회한의 서사를 마치고 어두운 침묵에 든다면 『교회』의 끝장면은 

모든 이가 바르다위를 찾아온 아름다운 무용수 엘리자베스의 춤과 

음악에 서서히 빠져들연서 꿈결처럼 끝난다. 죽음이 춤과 음악 속에 

서 장이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축음기에서 울려 나오는 〈노 모어 

워리스No more IVO꺼양〉가 천천히 도취감올 고무시키고， 방 안에 들 

어서던 ’장의사’는 축음기라는 기계에서 나오는 이 희한한 음악t재즈) 

에 놀란다. 극의 마지막 설정은 『구토』의 끝장면을 강하게 연상시킨 

다. 실은 그 반대로 이야기해야 맞을 테지만. 그리고 r교회j의 주인 

공은 아무런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삐딱한 개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역설적으로 미와 진실과 윤리의 세계에 가까이 가고자 훌로 분투하 

는 존재다- 사르트르가 젤련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여기까 

지의 주인공이었올 것이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 『쿄회j는 그 

서투른 극작술 속에 실은 셀린의 창작기 마지막에 특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희원을 슬며시 끼워 넣는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이나 인터 

뷰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미처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치게 될， 마지막 

긴 지문 내용이 그것이다. 음악에 맞춰 엘리자베스의 춤이 시작되자 

피스딸은 넋을 잃고 마치 모든 것올 체념한 듯 그것에 빠져 든다. 

그는 오랜 지병에 종지부를 찍듯 서서히 음악과 춤 속에서 죽어 간다. 

그 옆에서 바르다뭐가 그의 손을 잡는다. 그보다 조금 전 자닌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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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총을 쏘려다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했을 때에도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였다. 모든 이가 농담과 음악 속에 척당히 얼근하게 풀 

련 한 가운데에서(그들은 거의 장들려는 것만 같다) r교회j의 바르 

다뭐는 셀린이 만년에 누누이 강조했던 존재， 즉 죽음을 달래고 죽 

을 이가 명화 속에 죽음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외로운 동반자의 역할 

을 한다. 이 끝장연의 지시문은 사실 연극보다는 영화 연출에 더 적 

합하다 방 너머 사방으로 음악 소리가 확산되어가는 기운데 보이지 

않는 외부의 카메라시선이 있어 그것이 춤추-는 무회 주변으로 몰려 

드는 사람들올 조망하며 무대로부터 아득히 줍아웃되는 듯한 공간 

감을 연출하기 때문이다32)_ 따라서 무대를 장악하는 핵심은 아름다 

운 엘리자베스의 무용과 음악이고 죽어가는 피스틸과 그를 지켜 주 

는 바르다위의 행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무대 구석의 일부분으로 

처리된다 시야에서 죽음을 걷어내지 않는 작기; 그래서 그에 대항 

해 거의 신벼주의적으로까지 보이는 역할33)을 떼맡으려던 의사. 그 

리고 그의 비이성적인 팽플릿. 사르트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 

각했을지， 거기서부터는 의문이다. 아무튼 r교회j의 끝처리 장면은 

훨씬 더 공들여 읽을 가치가 있다_ 1926년 첫 회곡에서 셀린이 시도한 

이 마지막 장면의 분위기는 그의 최후 작품들인 r성에서 성으로 D ’Wl 

clzåteOIl 1'1I1‘treJ(l 957), r북쪽 NordJ( 1959), 그리고 『리고동 Rig，α101lJ， 

(1961)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아주 흡사하게 재현될 것이다. 문제의 

춧접은 사회와 역사와 상황 내 한 개인 주체의 행위나 결단이 아니 

라 모든 것의 사라짐에 관한 환상적 미장센의 현시에 모아진다. 

32) 이 인상적인 상띤이 연극 우tH에시는 띤쓸해kH 11 힘듭다는 갓도 이 삭풍의 취약 

신 종 하나임 삿이(1\"1 1111 랴까 아난 이싱 어떻셰 이 줍·아웃-의 아득히 입어지는 

사시 효과{} 장출혈 깃언 'D 1안띤 쪽1，1는 이 싱떤의 분위기외 효과픔 ~I분 누리 
새 한여 이 111정센의 의의는 우리까 주 11에서 언급한 \，1 터의 새녕과 결부시갖| 
:'1잔함 수 있옴 것이다 

33) 씬|이 종총 ’관-，1 선실한 수녀 bonne sæur91 역할’이라고 임검은， 망자'11 평온 
힌 ‘숙음으| 갚_'1-_ 갈 수 있~꽉 :<1 거주고 인도해 수뉴 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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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와 무희 

기법상 셀린은 은유보다는 우의에 기대는 작가이다. 그렇다면 제 

목 ‘교회’는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회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셀 

린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그 

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아니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근본 동기를 설 

명할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흔히 지적되듯이 극이 조망하는 

국제 연합 의시들의 세계이다. 이들은 의사이기 이전에 인류의 생사를 

좌지우지 주무르는 관료들이고 행정가에 정치기들이다. 1924-5년의 

데투슈 의사의 눈에 이틀은 돈과 무기와 정보로 세계의 질서를 조작 

하여 l세계와 나머지 세계의 경계선을 가르는 공고하며 비밀스러운 

질서 조직， 단체의 이름으로 집단의 논려를 강요하고 그것을 삶과 

행복과 영속과 도덕이란 이름의 포장지로 강싸 정당화시키는 무리 

틀로 비친다. 그 유지의 논리를 신성불가침의 독트린으로 삼고 받든 

다는 접에서 이 의사단corps médical은 곧 사제단이기도 하다. 셀린 

이 제네바의 자기 통료들을 우스팡스럽게 여겼듯， 국제 연합이라는 

거대 관료 조직의 사제들 틈에서 그 가치와 기능을 신봉하지 않는 

‘이단자 p하en’가 바로 바르다뭐 의사이다. 그가 의사인 것은 정치 

관료화된 의사단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을향한-존재라는 인간 

의 실존 조건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자로서이다. 집단의 허위성과 

그 메커니즘이 구축히는 가만적인 교리의 경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열외자로서 자유에 저단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분명 

바르다뭐는 로캉탱의 선배이고 동지이다. 반떤， 이러한 교회와 사제 

단에 대한 비판과 혐오가 신비주의에 가까운 공포감과 맞물려 반유 

태주의로 넘어갈 때 셀린은 사르트르의 반대면에 자리할 것이다)4) 

34) 유덴츠베크외 모이죠， 모자이크라는 인괄틀의 이픔이 압시하듯 작품에서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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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의미를 암시하는 또다른 중요한 실바리는 5막 바르다위 

의 말에시 잦아볼 수 있다. 바르다위에게 자신융 바치겠다고 주장하 

며 인생에서 사랑의 숭요성을 강초하는 자닌에게 하는 디l답이 그것 

이다. 바료다위는 사제단과 구약의 계명에서 신약의 설교로 넘어오 

듯，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비틀듯 사랑의 기만성을 얘기한다. 불구 

이고 오랫동안 고용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현명해진3!i} 처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만플 들어보세요. 그 무잇보다도 슬픈 것은 죽는 집니다. 심지어 

인생에서 간푼 일이라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1"'1 사량이깐 쑥는 것에 
대한 두려용에 속합니다 " 

“ Cc qlli est plus tristc que rout, écolltez-moi, C’est de mourir. (] y a 

mêmc que ça dc trlSIC dans la vic. […]1’amour, c'est dc la peur de 

mourir." (252) 

그 다픔이 우리가 추복하는 대꼭이다 . 

• ‘["'1 이띤， 자닌， 삶온 종교가 아니캅니다. 당선도 그 점유 상 암 댄데 
.1l! 삶，0 ... 감쪽이에요! 그 벽들은 JJ!.회보 꾸미r!l.lt 해서는 인펀니다 ... 샤 
방에 뀐1 건 사슴판이요 ... " 

"["'1 C’cst pas llnc reli링on， mon petit, Jantne, la VIC VOllS devrícz 

겨l단퓨 이끄는 핵 H ~l l.~갔은 유태인아니. 쩨져1 ~I 사한 t:f스리는 ~!씨의 대잉-분ν 

이 유태인이어시 우려'::'ll다는 생각은 당시 악사옹 표‘상λ11스11 II‘양하던 사항이 

'1도 했rl .:.l넣다맨 ’i찌l ‘는 맨션깅!쉰펀 쩨외g센! 센 ~I의 반유태수S'I의 11 송 
공어야 '11 y삭되간 유의한 관하 작섞‘。1"lj! 한 수 있깐까? 센갇1 91 ’사 등~ '11 
퓨EF r써l꾀 희화화되 l셰， 7171 시 유덴，，_에크관 "1싸한 유태언한이 ’ f별히 니 

심하개 니‘，H! 섯은 아니아. 째다시 삭승 유덴츠에드t는 우스운 ?!3·j·이랴지보다는 

의111 있는 '11열이다- ’l어!E 유태인~I 예외성에 대한 수적-이 "1이싱선언 ‘혐오삽s>1 
Jl펀01나 .... -，액석 인사’·’ 이어 시 시 않간다는 뜻이다 신!'r!은 아감야??한 선에시 

범추，1 양시석 판닌s>1 시능녕응 \1 ()나. 
35) cf p. 25 1. 따르다~'IOl .il현짚 요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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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avoir! C’est un bagne! raut pas essayer d ’habiUer les murs en égl

ise ... iJ y a des ch，허nes partout ..... (253) 

극의 핵심 내용과 작가의 세계관의 정수가 그 발 속에 응축되어 

있다. 벽. 사르트르나 카뷔 또한 그것으로써 세상을 바라보았지 않 

았던가. 벽은 실존과 의식이 가 부딪히는 세상 그 자체다. 셀린에세 

벽을 허폴로 장식하여 성전으로 만드는 기보녁처럼 견딜 수 없는 일 

은 없다. 화려한 허울을 뱃겨 사슬윌 드러내고 그 적나라한 삶의 조 

건을 웅시하도꽉 딴드는 일이 그가 일생에 걸쳐 하려던 일이었다. 

셀련은 피스틸의 입을 벌어 그 같은 시도가 곧 여행의 다른 이듭임 

을증명한다. 

인부 : (=울려받은 유산이 있었더랴연l 여행원 떠났을 서야. 

띠스띨 : 이삿 보게， u}-로 그게 시작이야. 

인부 ; 시작이라니， 뭐가 7 

피스틸 : 자네사 진실블 찾기 시작하는 일 

L’ouvrier J ’aurais été faire des voyages! 

Plstil : Tu vois, ça c’esl le commcnccment. 

L’ouvrier : Le c∞ommenceme삐nt dc quoi? 

P1S찌ti비i1 : Qu따lC ru ch맘chcs 1녀a v얘6끼t앤é. (239) 

그것이 셀린의 대 주제라는 것은 다시 강초하지 않아도 될 것이 

다. 달콤한 허상 뒤에 도사린 사슬 투성이 댁. 죽음의 밴얼굴. 의사 

들의 세계건 아니건， 교회란 그 진실(죽음)을 가리거나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왜곡하려는 모든 집단적 솔책의 통칭이다. 그것은 관료 소 

직이나 권력의 메커니즘일수도 있고 그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신 

용하고 남발하는 세상의 용상적 가치틀일 수도 있다. 사랑이 그 대 

표적인 예다. 젤련은 생에 누차례의 인터뷰플 흉해 『여행』의 핵심 

주제가 口뚫홍이 사랑의 이름으로 로뱅송과 대치하다 그를 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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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띤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36). 그것을 상조하면 셀린에게 

사랑을 말하는 교리는 교려 중에시도 가장 기만적인 것이라랴. 그에 

게 사랑은 죽윤의 본능을 감추거나 외연하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 

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작품에서 ‘교회’와 정띤으로 대지되는 이상이 

무대 위의 ‘무희’를 통해 강렬하게 부각된다는 침이다. 어먼 내적 논 

리가 진싣의 추구를 예술과 ul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이어지 

게 하는가. 희곡은 셀린의 다륜 작풍에 비해 며에 대한 상찬의 근거 

를 드울게도 직접적으로 상줍힘으로써 그가 무용과 노래， 음악에 그 

토록 큰 의의콸 부여한 이유갚 이해하도록 한다. 이젓이 우리가 살 

펴볼 마시막 항목이다. 

셀린에게는 일견 특이하지민 풍요한 관점이 있다. 그젓은 그에세 

무대가 축응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믿음이다. 이는 바로크 연 

극이나 풍세의 죽음의 무도dansc macabre 전홍과 맞닿는 생각이기 

도 하다. 여행 의 그 유명한 타랴푸 극장 장면이 예시하듯 예솔， 

특히 환상과 꿈의 구체적 표현인 부용수의 춤과 유악과 노래는 그 

디오니소스직인 힘을 통해(그때까지 가리워진 신성인) ‘죽음 la Mon' 

이 무대의 진면으로 다가오세 한마 교회와 사제단이 통념 doxa의 

체계와 시깐의 언어를 통원하여 쑥음을 가리는 것과 반대되는 역한 

이다. 셈딛|은 일생 동안 우용수끈펠 사랑했고 단탄한 근육과 힘， 가 

벼웅의 풍세인 무용수들의 나리란 아름다웅의 핵으로 상찬했다. 콧 

끗이 서 버티거나 라듬을 타고 날아오르는 무대 풍앙의 다리는 허불 

어지는 생명듬 앞에 벽의 맨엄굳과 죽음이라는 칩~습이 드러나게 

하는 우기이띤서 그것들에 대힌 예외적으로 빛나고 꿈감은 승리륜 

상징한다. 교회라는 가짜 질시와 기또F극에 맞서는 다리의 노래와 환 

희. 나리 볼구에 통찰력을 갖훈 자닌의 구애 앞에서 바르다위는 흔 

36) Cf C<I/llm G/III/' / , p. 31 " Inlc"il'“ ,wec M윈T'j Brom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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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지 않고 자신의 어두운 서|계관올 설파하지딴 그에 앞서 대단히 

아릅답고 마치 그괄 떠나기 위해시 존재하는 듯한 무용수 베라 앞에 

서는 여지 없이 무너졌었다. 자닌은 바르다뭐가 사랑을 인정하시 않 

으며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야심산 여자들， (데리고 살기 딱 좋은 

적당히 예쁘장한 여자가 아니라) 대단히 아름다운 무용수틀만올 좋 

아한다고 비난한다. 그러자 바르다뭐는 대답한다. 

‘'l" '1 그녀등은 사신틀이 해야 하는 것을 옹전하게 헤내오 그니플은 
아콤-당고， 그건 사랑하기 위해 사는 일과 마찬가시효 아리석소만， 냐는 

그 연이 더 마음에 릅니다. 그건 아부것도 숨기지 않고， 그래서 맹세서럼 

불경거려지 않소. 그것은 영원블 약속하지 않아요. 미란 것은， 적어도 우 

리는 그것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윤 얀지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허|시 우리 

는 그것이 존새한다는 사실을 인니다…” 

“[ ... ] eUes font ce qu’elJcs doivent fairc. pleinement. Ellcs sont 

bclles. c'est aussl bète que de vivre pour aimcr. m잉s ça mc plail 

mieux. ça nc cache rien, c’cst pas mou comme un se.rmcnt ; ça nc 

promet pas I’étemité. La bξauté ， au moins. on sait que ça mcurt. et 

comme ça. on sair que ça cxistc ..... (253) 

자닌과 베라는 각기 ‘사랑-생환’(교회와 교리)과 ‘죽음미’(진실파 

예술의 핵심)의 쌍윌 대변하는 우의처럼 바르다뷔 앞에 나타나 그에 

게 어느 면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젓이다. 그퍼나 바르다위에겐 영 

속성에 대한 환상이 없다. 띠는 영원을 담보하지 않고 스스로의 불 

영속성에 관해 거짓말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렇기에 바르다뷔는 그 

씹은 찰나의 기적과 오만합이 제공하는 신벼와 꿈의 순간에 스스로 

를 던진다. 삶이 영원한 사랑의 뱅세로 이망의 성전을 건설할 때 미 

는 죽음을 조명삼아 저 자신의 덧없음과 의마없음을 잔란하게 드러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용문이 영시하듯， 미는 바로 그런 방식으 

로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있음’용 현시한다. 자닌에게 바르다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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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벽에 교회의 옷을 입혀시는 안된다고 타일렀다. 무용수 엘리자베 

스는 극의 끝장면에서 전전히 옷플 벗으면서 춤을 춘다. 그러자 쑥 

음이 방 안으로， 다시 말해 춤에 판리어 무대로 다가온다. 그렬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옷올 벗은 것이 아니라 춤으로 벽윤 감싼 ul망 

의 버|일을 벗겨낸 것과 갇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상J의 효과 

고 기능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윌 것이다. 셀린 자신의 표현에 

의하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훌로 죽음을 보는’ 시선(주 24 창조)， 

혹은 종말의 사유 une pensëc cschatologique37)의 효과일 젓이다. 그에 

게 에숨은 죽음의 시선， 종말의 사유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핀이자 

자리이다. 죽음과 미， 혹은 진실과 예술의 옐페야 옐 수 없는 관셰가 

이 지진에서 디·시 한번 부각된다. 그리고 여행-진실의 추구는 미의 

탐험에 스스로갚 바지는 일과 명행선상에 놓인다.，.구토j에서는 의 

식적인 진술을 동해 제시원 예술에의 기획이 이 희곡에서는 이렇듯 

우의와 환상극의 몽환융 용해 의의갚 획득한다. 무희틀은 집단의 실 

서나 도덕， 교회의 교2.1쉰 비웃는다. 야심자고 냉정하며 단단하고 

가벼운 그네능의 아릉나유다리는 그것플은 단슴에 섣어차고 보는 

이의 눈앞에 새로운 가농싱의 세계쉰 벌린다. 그 순간 ul의 빛과 쑥묶 

의 그굉자가 카라바초 Caravaggio의 화폭처럼 극명한 영암 대비갈 이 

루며 나타닌다. 그 모든 것에 매혹페어 기약 없는 여행올 떠나려 결 

심한 원모없는 남자， 집단적 중요싱이 없게 된 하나의 개인올 부고 

베라는 이렇게 발하는 섯이다-

아 ! 패료디냥 ...... 당신이란 사람은 산아 있는 한 언제나 세계의 tJ l 띨 

픔 파고자 여시-퓨의 다리 사이로 퓨이갈 거예요 ! 

37) 이 강밤의 사유·간 센권의 예슨관깐 이해하는 내 '{!.:;，적인 사항이다. ::1상의 종 

요싱에 대얘 '1 '안!븐누‘i.ol 상:ε한 ’tl 었나. rH.H 서인 상i 샤iξ로，L..:. t’l' ’ 1 

앙，'1191 의 대나 111 g-?- .' .. 수 인디(cf “ Dialogut' av('c Marc Hanrez". Qlltil!π 

Cil /llt" Z, pp 111 -119). 이 외"1 심야한 대낚에서 센，'1유 ·영화~11uC1de 생샤이한 

M섣석P쿄 ，.II~의 ，+으 a J}I 사의 '.'t~!윈Q 낚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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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Fcrdinand'" tant que vous vlvrez, VOUS ircz entrc lcs jambes 

des fcmmcs pour dcmander le sccret du monde!" (223) 

유지와 영속의 교리륜 믿지 않는 이 반-교회에서 진실응 추구하는 

여행은 언세나 패배와 상실을 전제로 하므로， 베라는 이 얼음 같이 

이를답고 저추스러운 말과 함께 그의 곁을 떠난다. 이후 셀린은 잃어 

벼린 미를 되찾기 위해， 죽음을 유인하고 어르는 그 예외적 순간의 

비밀을 찾기 위해 일생 동안 언어와 문체를 갈고 닦게 되리라쩌) 

r교회j어11^1 r여행j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26년의 아름다운 

엘리자베스는 죽음 위에서 약동하여 춤추었다. 만년작 성에서 성 

으로j의 대단원은 이 장연을 늙고 정신 나간 노파가 다리륜 드러내고 

렐구나무 서시를 하떠 축음에 맞서는 웃기띤서도 환상적인 1957년 

의 백일몽으보 변용시정 것이다-

m, 결론 : 글쓰기의 토포스 

우리는 『교회j가 채돼한 극 형식의 문제와 그것이 함축힌- 역셜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여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진실을 

캐려는 서려는 개인 주체에 대해 샅펴보았고， 이어 그 단독 주체가 

진실의 추구룹 예술의 추구와 동궤에 놓기에 이르는 과정올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고찰을 마무리 짓는 이 자리에서 하나의 실문이 생 

낀다. 극 형식， 그중에서도 음악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진 가벼운 환 

상극의 세계룹 그처럽 사랑하고 꺼기에서 죽유쏠 극복할 유일한 방 

편을 찾았던 사람에게 소설 또는 글쓰기라는 ‘무거운’ 언어 예술은 

38) 이와 깐렌， 외상 죽장 에논 사;;1 져 cl 시 삿용 수 없{; ·아뜸다유 선↑"에 판~! 

언급이 여러 샤혜 풍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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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의 ul였을깨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의미의 사슬몫 구축한 

다. 유덴츠베크의 말과 바르다위의 발에 대한 고찰에서 확인했듯， 

바르다위가 대항하는 ‘교회· 또한 결국엔 집단의 통념올 공고히 유지 

하는 말들의 체계이기도 하지 않은가. 음악과 무용과 노래가 의미의 

반대편에 속한다면 얀어적 의띠의 생산을 판간으로 하는 끌쓰기는， 

셀린이 말했듯 가벼운 환상의 세계로부터 삼이라는 질팩한 땅바닥 

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석 결합쏠 안고 었다.39>. 안이는 

근본적으로 미의 정집에， 부희의 세셰에， 밤의 종삭지에 다다를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글쓰는 자는 언제나 무희의 세계 아래쪽에 흡로 

남겨지는 자인 것이마. 게다가 이띠 그는 스스로 괴-회의 문밖으로 

축출되기를 선택한 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셀린은 가장 힘든 내시 

에 자신을 내간 젓이 아닐까. 가벼운 정접으로 오르기 위해 셰속 시 

장 무거운 지점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닐까 오르는 일과 

내려기는 일이 갈아지는 역설적 지접이 존재하는지 어둠 속에서 혼로 

디듬으면서. 미와 환상은 그 자체로 늘 가볍고 무의미한 젓이어시 

애초에 전환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시 않는다. 집단의 말은 전환이니← 

전복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나 글쓰시는 끔없이 룹굴의 의지로 전 

환을 이룰 것만을 생각한다. 앞서 인용한 비~르다뭐 표현대로 하떤， 

모두의 문밖에서 굴러 떨어지 지 않도록 스스로를 받지면서 sc souteOlr 

애써 떠올리는 ‘단단한 한방’의 가눔성이 그것이다. 그렇세 볼 때 

교회 의 단독자 바르다위에서 단단한 생각을 얻지 못한 여행』의 

따르다뭐로， 이어 쓰레기 주치I rejet 1111르디냥이나 생린으로 옮겨까는 

작가의 긴 글쓰기 과정은 표연적으로는 실패와 전락의 과성일지 보 

르나 싶제로는 역설직 전환윌- 도모하고 획득하는 끈질긴 의지의 도 

정이리라. 셀린에게 글쓰기의 토포스는 교회와 무희 사이에 위치한 

39) 가영 향앙 } 2에서 딘쓰기와 :1 펀꼬}딘~응 현시아는 종이 상 '(1쉰， 삭감의 용환 

<tl<1! 'F 상'[1에서 그 J，!갚은 아새쿄. 시냉요로 꾸역꾸역 잉어꺼 내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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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회와 무회 사이플 오르내리는 글쓰기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미의 끈에 이떻게든 가벼운 상승의 리듬을 부여하려는 끊임 

없는 여정이다. 셀린의 세계와 글쓰기를 종종 단태 류의 긴 순례에 

비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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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Bardamu avant Bardamu 

une lecture de L행lise de Cél피e 

Kπtf Ycryung 

(u띠versit강 Nationale de Séo비) 

L’앓l양， la première rcntative li따r따re ct pièce de th허tre de 

Céline, est généralement considérée comme une ‘répétition’ du 

Voyage au boUI de “ nuir. L’æuvre contient en cffet eo germes 

[Ous les éléments révélateurs de I’univers célinien 

Notrc objectif consiste à t ’ex뻐피lcr à σavers les thèmes suivants : 

En prcmier lieu, sa fonne. A savoir le problème de la th허tralité 

qui s’étcint 강trangcment dans cettc “comédie en cinq actes" , et 

qui se déploiera merveilleusement dans les romans. De I’église au 

voyagc, d ’une langue restrcinte au style libéré, la comparaison de 

deux premièrcs créatio<15 démontre commenr une 1앵que imérieure 

conduit 1’écriture à explorer sa vérité romanesque avec un regard 

inπospective du monde th혀σe. 

En deuxième lieu , la question du héros. Avcc ßardamu, il 

s’a땅 d ’un “띠띠에du sans importancc collcctive". Vaincu volontaire, 

il cst le seul à aller jusqu’au bou t. Ce que lcs “salauds" ne vcu1ent 

jamais pour se rcfuser d ’assumer la vérité du monde : la moπ. 

Bardamu de L'Eglist! ne sc révèle pas encorc - ou suffisamm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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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ujet larvaire, comme le sont la plupart des peπonnages 

céliniens. Lui et sa languc se caractérisant par leur solitudc solidc, 
Bardamu sc présente commc l'ainé aurhentiquc de Roqucntin , un 

autre condamné à la libcrté. 

En derinicr lieu , la significalion de “ l’Eglise'’ et Ic rôlc dcs 

danseuscs. S’ il ne faur pas “ habillcr les m山'S cn église", sculcmcnt 

les danscuscs SOnt capables de les d강shabilJcr. C값 leur bcauté nc 

promet point 1녕temiré. A 1’opposé des salauds, clles nc dansent 

qu'avec la mort, pour la mort. Dcvant 8ardamu le païcn, leurs 

jambes s ’écartent comme la voic uniquc contcnanl le scσet du 

monde. Ainsi, L’쟁lisl! exprime une des idécs primordiales de 

Célinc sur Ic rapport étroit de la mort et dc la dansc, ou de la 

vérité et dc 1 ’art dans sa formc ct sa languc plutôt promencuses 

qu ’aboutics. 

주제어 : 집단적 중요성이 없는 개인， 주제， 사르트르， 연극， 교회， 무효l 

Mots .. c1és : individu sans importance ∞llective ， s매et， 없rtre， théâtrc, 

6밍isc ， dans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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