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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주제연구는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상당 기간 프랑스 비교문학 

내에서는 주변적 연구로 취급되었다. 주제연구에 부정적이었던 발당

스페르제 Baldensperger에 비하면 방티겜 Van Tieghem이나 기야르 

Guyard와 같은 주요 연구자들은 자신의 저서 속에서 주제연구에 관

한 장을 마련하여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주제연구

가 워낙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연구 분야였기에 상대

* 이 논문은 2014년 프랑스 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귀한 

조언을 통해 이 연구가 나아지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박선아 선생님, 이건우 선생님, 
이충훈 선생님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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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또, 실증적인 

연구 위주의 프랑스 비교문학계에서는 촘촘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주제연구의 한계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중

반 심리학과 인류학의 발전과 더불어 융 Jung, 바슐라르Bachelard, 

질베르 뒤랑 Gilbert Durand 등 인류 보편의 상상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20세기 후반 조르주 풀레 Georges Poulet, 장 루세 Jean 

Rousset, 장 피에르 리샤르 Jean-Pierre Richard, 스타로뱅스키 

Starobinsky 등에 의해 주제비평이 의미 있는 문학 연구방법으로 부

상하게 됨으로써 주제연구가 프랑스 비교문학 내에서도 자리를 잡

게 되었다. 

그런데 주제연구는 촘촘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 

이외에도 자칫 잘못하면 소재 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 작품이 그 모티프나 주제만으로 실제로 상당히 거리

가 있는 작품과 나란히 놓일 수 있고 이때 모티프나 주제 이외에 작

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료가 

한 작품으로 완성될 때 중요한 요소로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

가 이미지, 모티프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연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1)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제연구와 시학적 접

근을 아울러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l’Après-midi d’un faune�

(1865-1876)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고대로부터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소재로 활용되어 온 목신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목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탄생시키는 원천으로

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제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작품의 반향은 마네의 판화 작품

1) 박성창 역시 주제연구의 보편적 한계 세 가지 중 하나로 주제연구가 형식연구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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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고갱의 나무조각 작품(1893), 드뷔시의 곡 <목신의 오후에

의 전주곡 Prélude à l’après-midi du faune>(1894), 앙리-에드몽 크

로의 그림(1907), 니진스키 안무의 발레 <목신의 오후 l’Après-midi 

d’un faune>(1912), 로뎅의 조각상(1912), 드 메이에르 Adolph De 

Meyer 남작의 사진첩(1914) 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당대

의 예술적 흐름을 주도한 이들 예술가들의 작품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다양한 예술 사조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기도 한다. 

그 가운데 목신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다.2) 

또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는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수정, 보

완되었기에3) 이 작품에는 완숙기에 이르러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2) 주제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학과 타 예술장르의 비교 연구는 비교문학계 내에서 20
세기 중후반에 부상했는데 말라르메, 드뷔시, 니진스키의 작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서는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이들 작가들 사이에 일어난 일에 근거한 실

증적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장-미셸 넥뚜 Jean-Michel Nectoux는 니진스키

의 작품을 중심에 두고 말라르메, 드뷔시의 작품을 함께 엮어 전시회를 몇 차례 기

획하고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장-니콜라 일루즈 Jean-Nicolas Illouz는 여기에 고갱

의 작품까지 더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Jean-Michel Nectoux, L’Après-midi d’un 

Faune. Mallarmé, Debussy, Nijinski. Catalogue d’exposition par Jean-Michel 
Nectoux (Les dossiers du musée d’Orsay, n° 29). Éditions de la Réunion des mu-
sées nationaux, 1989; Jean-Nicolas Illouz, « L’après-midi d’un faune et l’inter-
prétation des arts: Mallarmé, Manet, Debussy, Gauguin, Nijinski », Littérature, 
N° 168, déc. 2012.

3) 처음에는 말라르메가 이 작품을 연극으로 구상했지만 무대화에 실패한 10년쯤 후 

시로 다시 만들고 그 다음해에 고급스러운 소장용 얇은 책자로 한정판 출간을 한

다. 그 사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말라르메 작품세계의 변천과정을 살

피면서 동시에 연극 장르와 시 장르, 그리고 책이라는 매체에 관한 말라르메의 개

념을 탐구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생

각이다. 
     현재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판본은 총 3개로, 1865년, 1875년, 1876년 판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마네의 판화가 삽입된 �목신의 오후. 목가 Églogue�라는 제

목으로 출간된 판본을 다루겠다. 불어본 발췌는 다음에서 하였다. Mallarmé, 
Stéphane, Œuvres complètes, I. Édition présentée, établie et annotée par Bertand 
Marchal, Gallimard, 1998, pp. 22-25. 한글 번역은 주로 김화영 번역을 따랐고 

필요한 경우에 황현산의 번역을 따랐다. 말라르메, �목신의 오후�, 김화영 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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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르메 미학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파르나

스 시인들에 이어 말라르메가 시 언어 탐구에 있어 장인으로서의 시

인 개념을 확고히 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시 장르

의 쇄신에 매진했던 말라르메의 모습을 이 작품의 시학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작품을 주제의 차원과 시학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목신, 그 작품화의 역사

알려져 있듯이, 목신 faune [판 Pan, 파우누스 Faunus]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탄생하였다. 그리스 신화를 정리함으로써 유럽 문화

에 원천 콘텐츠를 제공한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을 보면 목

신은 우선 갈대가 된 요정 쉬링크스 Syrinx의 이야기에서 등장한다. 

아르고스를 죽이라는 제우스[유피테르]의 명으로 양치기로 변신하여 

피리를 불며 아르고스에게 접근한 메르쿠리우스가 피리를 어떻게 

손에 넣었냐는 아르고스의 질문을 받고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

에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르카디아에 사는 

요정들 중 가장 유명한 요정인 쉬링크스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디아나]를 흉내내고자 사냥복을 입고 활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목신과 마주치게 된다. 목신은 쉬링크스에게 말

을 걸었는데 쉬링크스는 도망을 치고 강물에 이르자 강에 사는 자매 

요정들에게 자기 모습을 바꿔 달라 간청한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과 같다.

음사, 1974 (1991), pp. 32-47; 말라르메, �시집�, 황현산 역, 문학과지성사, 2005, 
pp.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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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온 목신은 쉬링크스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겠거니 여기고 쉬링크

스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잡고 보니 손에 잡힌 것은 한줌의 갈대일 

뿐이었다. 목신은 한숨을 쉬며 일어서다가, 이 한숨이 갈대 속을 지나면서 

빚어내는 가냘프고도 애끓는 소리를 들었다. 목신은 이 새로운 악기와 이 

악기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와 나는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오.” 목신은 이렇게 속삭

이며, 길이가 각기 다른 이 갈대를 밀랍으로 나란히 붙였다. 그러고는 이 

악기를 ‘쉬링크스’라고 이름했다.4)

이 피리는 오늘날까지 쉬링크스 혹은 목신(판)의 피리[팬 플루트]

라 불린다. 

또 다른 곳에 목신이 언급되는데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에서다. 

손에 닿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바뀌기를 소망한 탓에 음식도 황금으

로 바뀌어 먹을 수가 없었던 미다스 왕은 크게 반성을 하고 부귀를 

마다하고 산이나 숲에 정을 붙이고 산속 동굴에 사는 목신을 섬기게 

된다. 토몰로스 산에 사는 목신은 요정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거

나 판 피리를 불고는 했는데 자만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음악을 아

폴론[아폴로]의 음악과 겨룰 생각을 한다. 토몰로스 산신이 심판을 

4)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1, 이윤기 역, 민음사, 1998, pp. 56-57. 이 이야기는 이 

책 54-57쪽에 나온다. 본문 속 신화적 인물의 한글 표기는 주로 한국인에게 익숙

한 그리스식 명칭에 기반을 두었고 해당 인물이 처음 언급될 때만 로마식 명칭을 

‘[ ]’속에 넣어 병기하였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불어 표기를 

병기하였다. 불어로는 다음과 같다. “À l’instant où Pan croyait déjà saisir 
Syrinx, au lieu du corps de la nymphe, il n’avait tenu dans ses bras que des 
roseaux de marais; tandis qu’il exhalait ses soupirs, l’air agité à travers leurs 
chalumeaux avait produit un son léger, semblable à une plainte; le dieu, 
charmé par cette découverte et par ces sons mélodieux, s’était écrié: “Voilà qui 
me permettra de m’entretenir avec toi à tout jamais.” Et c’est ainsi qu’en rap-
prochant des roseaux de longueur inégale, joints avec de la cire, il avait con-
servé le nom de la nymphe.” Ovide, Métamorphoses, Livre I, traduit par 
Georges Lafaye, Paris, Belles Lettres, 1985, v. 690 et suiv., Jean-Nicolas Illouz, 
앞의 글, pp. 7-8, 각주 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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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목신과 아폴론은 각자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였다. 심판은 아폴

론의 소리가 낫다고 판정했고 청중들도 그에 동의했지만 미다스만

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폴론은 잘 못 들었다는 이유로 미다스의 

귀를 잡아 당겨 당나귀 귀로 만들었다.5)

한편, 아폴론과 대결을 펼친 인물로 사티로스가 언급되기도 한다. 

아폴론이 인간 세계로 귀양 가 있는 동안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나

[미네르바]가 신들의 자리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이 자리에서 피리를 

불 때 뺨이 불룩거리는 모습 때문에 헤라[주노]와 아프로디테[비너

스]의 웃음을 사게 되자 아테나는 피리를 주워 부는 자는 산 채로 

살가죽이 벗겨질 것이라는 저주를 걸며 피리를 인간 세계로 던져 버

린다. 이 피리를 주워 불었던 사티로스인 마르쉬아스(Marsyas)는 아

폴론과 대결을 하게 되고 대결에서 패한 후 대결 전의 약속에 의해 

산 채로 살가죽이 벗겨졌다.6) 같은 일화가 이렇듯 조금 다른 인물과 

전개로도 반복되는 것은 구전되며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신화의 

특성에 기인할 것이다. 과연, 디오니소스[바쿠스]의 시종이자 반인반

양(半人半羊)의 목양신(牧羊神)인 사티로스는 판과 동일인물로 여겨

지기도 한다.7) 여하튼 특별한 일화 없이도 디오니소스의 시종으로

5)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2, 이윤기 역, 민음사, 1998, pp. 116-118 참고. 또, 토
마스 벌핀치의 책에서는 판을 호기심 많고 여성을 밝히지만 인간의 생육을 촉진한

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요약하며 쉬링크스라는 양치기 피리를 발명했다고 소

개하고 있다. 그는 숲에 사는 요정들이 판의 춤 상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요정

들도 있었다면서 “시냇물이나 샘을 다스리는 나이아스 무리, 산과 동굴의 요정인 

오페이아스 무리, 바다의 요정인 네레이스 무리” 등을 언급한다. 이 중 나이아스

는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속에 등장한다. 토마스 벌핀치,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편역, 도서출판 창해, 2000 (2009), pp. 150-152.
6) 이 이야기는 �변신이야기� 1에 나오며(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1, 위의 책, pp. 

262-263.) 다음의 책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온다. 다만, 이 책에서는 마르쉬아스가 

사티로스가 아니라 강의 신으로 나온다.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3, 
웅진지식하우스, 2004, pp. 169-178.

7) 네이버에 탑재된 �두산백과�의 ‘사티로스’ 항목, 정석범, ｢폴 브릴의 ‘님프와 사티

로스가 있는 풍경’｣, �한국경제�, 2012년 1월 13일, 프랑스 위키페디아 ‘Satyre’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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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광란의 축제를 즐기며 술에 취해 축제 행렬을 뒤따르거나 정욕에 

빠져 님프들을 뒤쫓는 목신 사티로스의 모습은 신화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작품 속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빈번히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목신 사티로스가 등장하는 다른 일화를 소개하자면 

안티오페 Antiope와 제우스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 역시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나온다. 테베 Thèbes의 왕 닉테우스 

Nyctée의 딸8) 안티오페를 유혹하기 위해 제우스는 사티로스로 변신

을 한다. 그리고 잠 자고 있는 안티오페를 겁탈한다. 잠에서 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안티오페는 진노할 아버지를 피해 시키온으로 

달아나고 그곳의 왕 에포페우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후 안티오페

와 에포페우스, 그녀의 아버지 닉테우스와 삼촌 리코스, 그녀의 아

이들 암피온과 제토스 사이의 거듭되는 복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일화에서는 사티로스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일화를 그린 화가

들의 그림 속에는 제우스의 모습이 사티로스로 등장하고 이 일화는 

사티로스를 호색한으로 묘사하게 하는 데에 공헌을 한다.

미술 칼럼니스트 이민수에 따르면9), 기원전 6-5세기에 제작된 것

으로 추정되는 도기에 사티로스는 디오니소스의 무녀와 함께 등장

하는데 말 꼬리가 있고 턱에는 수염이 나 있으며 코는 뭉뚝하게 낮

다. 후기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면 말의 꼬리 대신 염소의 다리와 꼬

리, 발굽이 보이고 뽀족한 두 귀 위 이마에 작은 뿔이 나 있다. 이로

써 로마인들이 사티로스를 농경의 신 파우누스와 동일하게 본 점이 

드러난다. 중세에는 기독교적인 시기에 걸맞게 목신 사티로스가 색

목 등 참고. 또, 벌핀치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티로스의 대리석상에 

대한 해설에서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는 연로한 사티로스라고 적고 있기

도 하다. 토마스 벌핀치,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위의 책, p. 152. 이하 ‘목
신’은 판, 파우누스, 사티로스 모두를 포함한다.

8) 바다의 신 아소포스 Asopos의 딸로 나오기도 한다.
9) 이하 미술 분야에서의 사티로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주로 참고함. 이민수, ｢명

화 속 그리스 신화. 사티로스｣, 네이버캐스트; 정석범,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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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左) 잠든 디오니소스의 무녀와 사티로스가 그려진 그리스 도기,

기원전 6-5세기.

[그림 2] (右) 레오나르도 다 빈치, <두개골 위로 숫양의 두 개의 작은 뿔이 

달린 사티로스의 두상>, 15세기경

 

 

[그림 3] (左) 로렌초 로토, <미덕와 악덕의 알레고리>, 1505.

[그림 4] (右) 티치아노, <요정과 사티로스가 있는 풍경>, 16세기경.



 말라르메의 목신 : 목신 재창조와 그 시학적 기반  227

 

[그림 5] (左) 코레지오, <비너스, 사티로스와 에로스, 16세기경.

[그림 6] (右) 와토, <제우스와 안티오페>, 18세기.

욕과 악덕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띠게 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두개골 위로 숫양의 두 개의 작은 뿔이 달린 사티로스의 두상｣(15

세기경), ｢늘어진 귀의 사티로스 얼굴｣(15세기경)이 그 예이며 베네

치아의 화가 로렌초 로토 Lorenzo Lotto의 ｢미덕과 악덕의 알레고

리｣(1505)에서는 술에 취한 채 주전자를 부둥켜안은 사티로스가 악

덕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 티치

아노, 카라바조 등도 요정들과 함께 있는 사티로스를 즐겨 그렸는데 

이때에는 사티로스와 요정의 결합이 생명 잉태를 상징하여 이런 류

의 그림은 자손의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미술 후원자들에게 인기

가 높았다. 

바로크 시대에는 관능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까닭으로 사티

로스가 회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사티로스와 님프와 함께 있는 

모습은 르네상스 이후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코레지오의 ｢비너

스, 사티로스와 에로스｣(16세기경), ｢안티오페｣, 브론치노Bronzino, 

｢비너스와 큐피드 그리고 사티로스｣(1555), ｢머리를 들고 판 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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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벌거벗은 남자 정면 좌상｣(16세기경), 핸드릭 골트지우스, 

｢제우스, 판으로 변장하다｣, 티티엔, ｢파르도 Pardo의 비너스(쥬피터

와 안티오페)｣, 안니발레 카라치의 ｢사티로스, 에로스와 함께 있는 

비너스｣(1588년경), 플랑드르 화가 폴 브릴의 ｢님프와 사티로스가 

있는 풍경｣(1623), 루벤스의 ｢님프, 사티로스와 개｣(17세기 전반), 

｢판과 시링크스｣(17세기경), 세바스티아노 리치의 ｢요정들과 사티로

스｣(17세기 경), 루카 지오르다노의 ｢판과 피리｣(17세기경), 지오반

니 프란체스코 로마넬리 Giovanni Francesco Romanelli의 ｢목신과 

목신 판의 피리｣(17세기경), 19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William-Adolphe Bouguereau의 ｢님프들과 사티로스｣

(1873), 안 루이 지로데 드 루시 트리오종Anne-Luis Girodet De 

Roussy-Trioson의 ｢목신의 피리소리에 춤추는 요정들｣(19세기경), 

앵그르, ｢제우스와 안티오페｣(1851)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그림은 제

각기 목신과 관련되는 서로 다른 일화와 장면을 포착하여 님프뿐 아

니라 아프로디테, 에로스, 제우스, 헤라클레스, 심지어 농민들까지 

다양한 인물들과 목신을 한 장면에 놓는다. 이런 다양성은 목신이 

지니고 있는 재현과 이야기의 원천으로서의 풍부한 잠재성을 보여

준다.

문학 분야에서는 앞에서 목신 관련된 일화를 발췌한 오비디우스

가 목신을 다룬 대표적인 고전 작가로 언급될 만하며 이 밖에 아풀

레이우스, 롱고스, 루크레티우스, 베르길리우스 등의 그리스 로마 작

가들이 있다.10) 이 시기를 지나면 목신은 중세라는 긴 침묵기를 거

치고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숭배했던 당시 작가들 중 플레이야드 시인들을 

10) 이하 문학 분야 목신 등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함. Hervé Joubeaux, « Le 
faune littéraire » in Au temps de Mallarmé, le Faune. Catalogue d’exposition au 
Musée départemental Stéphane Mallarmé, 10 oct. 2004 - 2 janv. 2005, pp. 
10-20.



 말라르메의 목신 : 목신 재창조와 그 시학적 기반  229

 

[그림 7] (左)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 <님프들과 사티로스>, 1873.

[그림 8] (右) 앵그르, <제우스와 안티오페>, 1851.

대표적으로 꼽을 만하며 그중에서도 롱사르 Ronsard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다시 목신과 같은 거친 신들은 주로 주변적인 

인물로 등장할 뿐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예로, 몰리에르 희

곡 �멋진 연인들 Les Amants magnifique�(1670), �상상병 환자 Le 

Malade imaginaire�(1673)에는 목신이 주로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라 퐁텐의 경우 사티로스를 철학자로 등장시키는데, 뜨거운 음식, 

차가운 손 모두에 똑같이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인물이다. 이때의 사티로스는 간단한 과학적 원리에도 반발하는 문

명화되지 않은 사람을 상징한다. 

18세기에는 17세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시 목신이 작품 속에 자

주 등장하는데 페늘롱Fénelon의 작품에서처럼 님프들과 함께 춤추

는 목신의 모습, 즉 롱사르와 뒤 벨레 Du Belley로부터 시작된 관능

적인 목신의 모습이 주로 형상화된다. 또, 계몽의 시대였던 만큼 목

신은 점점 더 인간의 형상에 가까워진다. 다만, 음란하고 음탕한 면

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시대의 작가들 중 특히 주목할 사람은 앙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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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셰니에 André Chénier이다. 그는 목가 Idylles와 애가 Élégies를 

통해 고전적인 목신과 후대의 목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디

오니소스 수행원으로서 음악과 포도주에 취한 목신의 모습을 부상

시켰다.11)

19세기에도 시에 목신이 종종 등장하는데 관능적인 모습 이외에

도 18세기처럼 디오니소스의 수행원으로서의 모습이 부각된다. 특

히 포도주, 춤과 함께 음악이 배경에서 전경으로 부각되는데, 이 때

문에 앞서 언급한 마르쉬아스와 아폴로의 대결 일화도 다시 활용된

다.12)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의 시종으로서의 목신이라는 소재는 셰

니에로부터 시작되어 낭만주의자들과 파르나스 시인들을 거쳐 20세

기 초까지 활용된다. 또 목신의 주제를 님프, 음악, 춤, 포도주에 연

결시키는 흐름은 장식적인 방식으로 작품 속에 활용되기도 한다.13) 

한편 20세기 초에 민중극에서 목신은 희화화되어 신화적 인물로서

의 지위는 거의 상실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말라르메의 작품은 목신의 전통을 이어받으면

11) ｢Bacchus｣(목가), ｢네레우스(해신) Néere｣(목가), ｢(힐라스(헤라클래스의 시동). 
팡쥬의 기사에게Hylas. Au chevalier du Pange｣(목가), ｢Au Chevalier de 
Pange｣(애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 셰니에는 테오크리토스(Théocrite, 기원전 

310-250, 그리스 시인)와 베르길리우스(Virgile, 기원전 70-19, 로마의 시인)의 목

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말라르메는 1859년 셰니에

의 작품집을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Henri Mondor, Histoire d’un Faune, 
1948, Gallimard, pp. 28-34.

      또, 18세기 후반 사드 Sade도 목신을 작품의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다(�쥐스틴 

또는 미덕의 불행 Justine ou les malheurs de la vertu�(1791)).
12) 대표적으로 위고(｢Le Satyre｣), 랭보(｢Soleil et chair｣) 등을 들 수 있다. 마르쉬

아스와 아폴로의 일화를 차용한 시인으로는 방빌(Banville, ｢Les caprices en di-
zaine à la manière de Clément Marot, poème XII: Heine｣), 에레디아(Heredia, 
｢Marsyas｣, ｢Le chevrier｣) 등을 들 수 있다.

13) 주로 풍경이나 인물 묘사에 활용되었는데, 발자크(Le Cabinet des antiques, Une 

fille d’Ève, Le Curé de village, Le Médecin de campagne, La cousine Bette), 베를렌

(｢Le Faune｣), 졸라(Nana) 등의 작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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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음악의 창작자로서의 목신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목신을 창

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화적 주제의 쇄신이

라는 점에서 말라르메의 작품에 접근하고자 한다.

2. 말라르메와 목신: 말라르메 목신의 특징

앞서 보았듯, 목신은 고대로부터 관능성이나 음란성, 방탕함의 이

미지로 활용되었고 동시에 자연의 생산력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다

른 한편, 님프들에 대한 성적 욕망 역시 19세기 후반 예술가들이 주

로 활용했던 이미지이고 말라르메의 시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님프들과 엮이는 일화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장면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님

프들을 목신이 염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직접적인 

것으로 주로 조각에서 활용된 것인데, 님프들을 껴안거나 납치하는 

장면이다. 이런 목신의 주제는 누드를 등장시키는 데에 하나의 구실

로 작용하기도 하였다.14) 이처럼 이전에 목신이 주로 회화나 조각에

서 다루어졌기에 목신의 특이한 겉모습이 강조되거나 신화 속 일화

를 끌어들이는 경우에도 목신은 애초에 주인공은 아니었으며 대개 

에로스, 비너스, 디오니소스, 님프 등이 등장하는 결정적 장면 속의 

부수적 인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반면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는 목신을 주인공이자 유일하게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인물로 등장

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님프가 끊임없이 소환되지만 이 작품

은 목신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님프는 목신의 

얘기와 회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14) Hervé Joubeaux, « Le faune et les nymphes » in Au temps de Mallarmé, le 

Faune. 앞의 책, p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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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左) 부셰, <판과 시링크스>, 1759.

[그림 10] (右) 방빌, �숲 속의 다이아나� 표지와 삽화.

이 작품의 배경은 시칠리아 섬이다. 이곳에는 에트나 화산이 있고 

그곳은 바로 볼케이노와 그 아내인 비너스의 터전이다. 이 에트나 

산의 아래에 있는 늪과 그 주변의 갈대밭이 목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시원한 샘이 생각날 만큼 해가 쨍쨍하

고 구름이 없는 어느 날 오후 목신이 잠에서 깨어나 피리를 불면서, 

자신이 두 님프를 납치하여 사랑을 나눈 것을 되풀이해 회상하며 그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자신의 꿈속의 일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목가의 주요 내용이다. 전체는 110행으로 되

어 있는데 목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테오크리토스와 베르길리우스

의 작품이 각 73행, 81행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약간 긴 정도

로 전통적인 목가의 분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목신을 단독 주인공으로 선택한 말라르메의 작품은 에르베 주보 

Hervé Joubeaux가 요약하고 있듯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목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첫째, 님프들을 유혹하는 자, 둘째, 시링크스(팬 

플롯)를 연주하는 자, 셋째, 포도(주)를 먹는 자이다.15) 이 중에서도 

특히 첫째와 둘째 모습이 두드러진다. 물론, 이들 모습은 간략하게

15) Hervé Roubeaux, 앞의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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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전에 이미 작품화되었던 것들이고 특히 18-19세기의 맥락 속

에서 크게 부상한 것들이지만 이 모습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본격

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말라르메 작품의 차별성이 있다.

목신이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말라르메의 작품의 

원천으로 흔히 다음의 세 작품이 지목된다. 첫째 부셰François 

Boucher의 작품 <판과 시링크스 Pan and Syrinx>(1759), 둘째 방

빌Théodore de Banville의 2막 시극, �숲 속의 다이아나 Diane au 

bois�(1863), 셋째, 위고의 시 �사티로스 Le Satyre�(1859)이다.16)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원천 작품과 말라르메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탐구하되 둘 사이의 차이점 파악까지 가고자 한다. 

포착된 차이점은 다음 장에서 말라르메에 의해 재창조된 목신의 모

습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부셰의 그림은 시링크스가 판에게 잡히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였다. 판과 시링크스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 중 이 작품이 말

라르메의 작품의 원천으로 지목된 것은, 말라르메가 이 작품이 소장

된 런던을 1862년과 1863년에 방문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말라르

메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요정이 함께 붙어 누워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말라르메의 작품 속에는 시종일관 두 명의 

님프가 대비되면서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어리고 정

숙하고 푸르고 차가운 눈을 가진, 샘물을 닮은 이미지의 요정이 있

고 다른 한편에는 그 요정보다는 언니이고 정열적이며 대낮의 뜨거

운 미풍을 닮은 이미지의 요정이 있다(10-13행).17) 전자는 사랑을 

16) 앙리 몽도르는 �목신의 오후�의 원천을 연구하면서 이 세 작품을 주요하게 거론

한다. Henri Mondor, 앞의 책, pp. 23-93. 부셰의 그림에 대해서는 알베르 티보

데도 같은 의견이었다. Albert Thibaudet, La poésie de Stéphane Mallarmé, 
Gallimard, 1926 (1930), pp. 393-402. 레나토 포지올리 Renato Poggioli는 두 의

견을 두루 검토하면서 위고 작품의 영향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둔다. The Oaten 

Flute - Essays on Pastoral Poetry and the Pastoral Ideal,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2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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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순간에도 순진하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후자는 금세 흥분으

로 물든다(86-89행).18) 

하지만 부셰의 그림에서는 화면 전면에 배치된 요정의 누드와 상

층부에 배치된 에로스[큐피드](로 짐작되는 꼬마)의 누드가 분홍빛 

살색으로 표현되어 화면 전체가 화사하게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말라르메의 시대로부터 꽤 거리가 있는 로코코 시대의 작품

임을 말해준다.19) 또, 판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 그림 

속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말라르메의 작품이 제목에서

부터 목신을 전경화 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말라르메의 작품과 이 

그림과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두 요정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판의 시선이 화면을 마주보고 배치된 요정에

게만 향하고 있고 두 요정들의 반응을 비교해 봐도 판이 두 요정 중 

화면을 향한 요정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말라르메의 작

품 속에서 목신의 욕망이 두 요정 모두에게 향하고 있어 사랑을 나

누는 장면에서 둘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20)는 점에서도 이 그림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사실, 두 요정을 동시에 노린다는 설정은 두 요정

의 서로 대비되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흔히 말라르메의 작품을 구성

하는 두 축과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비되면서도 상보적인 

이 두 요정은 하나로 합치되어 뒷부분에 비너스의 이미지와 연결되

기도 한다. 또, 목신 혹은 목신을 형상화한 말라르메가 이 둘을 떼어

17) 말라르메 작품 속 시행 vers 번호를 가리킴.
18) “단순한 손가락 하나로는, 얼굴도 붉히지 않는 / 순진한 동생을 붙들어 그 깃털 

같은 순백이 / 불붙는 제 언니의 흥분에 물들게 하고. gardand / Par un doigt 
simple, afin que sa chndeur de plume / Se teignît à l’émoi de sa sœur qui 
s’allume, / La petite, naïve et ne rougissant pas”

19) 사실 부그로의 작품처럼 19세기 신고전주의 화가들의 그림 속에도 살색이 밝게 

표현되어 두드러지지만 신고전주의의 경우는 피부 표면과 윤곽선이 좀 더 매끈

한 느낌을 풍긴다.
20) “나는 그네들을 덮쳐, 떼놓지도 않은 채, 후려 안고 Je les ravis, sans les dé-

senlacer” 이 번역은 황현산의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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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둘이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21)

두 요정 사이에서의 망설임은 방빌의 희곡에서 단서를 얻은 것이

라고 할 수도 있다. 말라르메는 일찍이 방빌을 존경하여 젊은 시절 

산문 ｢전원교향악Symphonie pastorale｣에서 고티에, 보들레르와 더

불어 방빌을 이상적인 시인으로 다루었으며 방빌과 서신을 주고받

으며 직접 교류하기도 하였고 후기까지 방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여 방빌을 위해 ‘médaillon et portrait’를 썼다. 프랑수아 브

뤼네 François Brunet는 말라르메에 끼친 방빌의 영향이 보들레르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크게 어휘의 차원과 리듬의 차원에

서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22) 또 말라르메가 �목신의 오후�와 같은 

시기에 번갈아가며 창작한 ｢에로디아드｣ 역시 방빌의 같은 제목 작

품에서 단서를 얻었으리라 추측된다. 살로메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

되 여주인공의 이름을 ‘에로디아드’로 바꾸어 부른 데에서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몽도르는 방빌이 두 명의 요정을 각각 아폴로의 수금과 목신의 

판피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형상화했던 점을 지적하는데, 앞서 언급

했듯이, 말라르메의 작품 속에서도 역시 두 명의 요정이 서로 상반

되는 인물로 표현되는 점에서 볼 때 요정과 관련된 부분은 방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인 목가에서는 목신이 나이

를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꽤 든 인물로 그려지는 데 반해 방

빌의 작품 속에서는 비교적 젊은 자로 등장한다는 점 역시 말라르메

21) 한편, 이 작품에 삽입된 마네의 그림 속에는 님프가 둘이 아니라 셋이 등장하는

데 비너스까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수’의 님프를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탐구가 더 필요하다.
2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François Brunet, « Mallarmé lecteur de 

Banville », in Thierry Roger (dir.) Actes de colloques et journées d’étude à 

l’Université de Rouen en novembr 2013. (ISSN 1775-4054), publications numér-
iques du CÉRÉ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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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신도 순결한 자로 나온다는 점23)과 연결할 수 있다.24)

그런데 이번에도 우선 작품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방빌의 작품

이 희극이고 그 속에 등장하는 사티로스인 그리퐁Gryphon은 짓궂

고 익살맞다. 반면에 말라르메의 목신은 생각이 많다. 작품이 시작

되고 얼마 안 있어 “내가 꿈을 꾸었던가?”(5행)25) 하는 질문을 던지

고 “생각해 보자”(8행)26)면서 생각에 빠져든다. 앙리 몽도르는 방빌

의 목신이 대담하다면 말라르메의 목신은 우유부단하고 방빌의 목

신이 공격적이라면 말라르메의 목신은 몽상가이자 음악가이며 방빌

의 목신이 사랑을 나누는 자라면 말라르메의 목신은 시인이라고 정

리한다.27) 욕망에 있어서도 방빌의 작품과 말라르메의 작품은 차이

가 있다. 방빌의 작품 속에서 님프들을 향한 목신의 욕망이 다소 일

시적 기분으로 나타난다면 말라르메의 작품 속에서는 사랑이 비록 

실패로 돌아가지만 목신의 욕망이 삶에 있어서 훨씬 더 근원적인 것

으로 그려진다. 님프들을 영속화하려는 바람(1행)28)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에서 님프들에 대한 목신의 육체적 욕망은 님프들을 더 오래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님프들을 가상적으로 더 오래 존재하게 하려

는 예술적 욕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고의 목신은 그동안의 목신과는 달리 상당히 반항적이고 이교

도적으로 형상화된다. 나아가, 그 목신은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민

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29) 그러한 목신은 비너스를 정

23) 목신과 님프에 대해 ‘순결한 pur’, ‘순진함 innocence’ 등의 어휘가 반복해 등장하

고 있으며 37행에 등장하는 ‘백합 lys’은 그 대표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24) 조금 더 나아가면, 전통적 목가에서 겉모습과 관계없이 중년 정도의 인물로 육체

적 노화를 겪은 목신이 사랑 행위에서 실패를 겪는다면 젊은 목신은 아직 경험이 

충분치 않아 실패를 겪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25) “Aimai-je un rêve?” 직역을 하면 “내가 꿈을 좋아했던가?”인데 문맥상 “내가 꿈

을 꾸었던가?”로 의역할 수 있다.
26) “Réfléchissons..”
27) Henri Mondor, 앞의 책, 84쪽.
28) “Ces nymphes, je les veux perpét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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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려는 불경한 생각을 품었던(101-105행, 107행)30) 말라르메의 목

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목신이 배경을 구성하는 인물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작품을 이끄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말라르메의 목신은 민중을 이끄는 선구자적 인물, 위대한 

인물, 신적이고 영웅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남성성이 넘치는 인간적 

존재에 가깝다. 위고의 목신은 신화에서 소재를 차용했을 뿐 전통적

인 목가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반면, 말라르메의 목신은 님프를 쫒

는 인간적인 목동의 모습을 취하는 전통적인 목가의 틀을 따르고 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술보다는 대화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

함으로써 말라르메의 목신은 실제의 행위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

으로 이동해 있다.

3. 말라르메의 목신 분석: 주제연구와 시학적 접근의 접목

지금까지 말라르메 작품의 원천으로 지목된 작품들과 말라르메의 

작품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 작품 사이에 단

순한 소재 활용이나 초점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는 점을 느

끼게 되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차원의 차이이다. 좀 더 구조적이고 

근원적이고 심리적인 차원, 그것이 말라르메의 작품이 원천 작품들

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가령, 두 요정 사이의 대비적 성격과 긴

장, 그리고 그 둘의 동시적 공략은 다분히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 육체적 욕망과 예술적 욕망 사이의 긴장과 전이도 그러하다. 게

다가 두 개의 축 사이의 긴장과 순환은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움직

2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길훈, ｢위고적 민중에 대한 개념적 연구 - 
�Satyre�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0집, 2000.

30) “c’est parmi toi visité de Vénus [...] Je tiens la reine! / O sûr châtiment......”, 
“en l’oubli du blasphè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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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맞물려 있다. 마지막으로, 목신이 욕망의 실체를 집요하게 탐

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차원

을 말할 수 있다. 말라르메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말라르메의 신화

에 대한 관점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과연, 말라르메의 신화에 대한 관심은 단지 소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독일민족의 전설을 적극적으로 소재로 활용했던 바그

너의 작품에 대해 말라르메가 쓴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말라르

메가 청년일 시절에 유럽을 휩쓸었던 열풍의 주인공 바그너는 말라

르메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보들레르를 흠모하고 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젊은 시절 말라르메가 쓴 ｢Hérésies artistiques｣ 

속에는 모차르트, 베토벤과 나란히 바그너가 높여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1885년 친구 에두아르 뒤자르뎅의 부탁을 받고 바그너에 관

한 글을 썼어야 했을 때 말라르메는 무척 난감해했고31) 결국 바그

너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에둘러 부정적인 견해를 제출한다.

모든 것이 원시의 냇물에 다시 빠져든다. 그러나 원천까지는 못 간다.

만약 완전히 상상력 풍부하고 추상적인,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프랑스 

인사가 섬광을 비추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그는 전설을 싫어한

다. 그 일화가 연극 공연에 갖고 오게 될 시대착오적인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으로서 그가 어떤 거대하고 낡은 일화도 폐지된 날들로부터 간직하

지 않는 것을 보시라. [...] 알려진 장소, 시간, 인물 등 모든 것으로부터 

그 신화가 비워진 채로 모든 이들의 협력 속에서 잠재적인 의미로부터 

빌려졌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말이다. 그런 신화는 하늘의 페이지 속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란 단지 그 신화의, 비어있는, 해석, 즉 시편, 오드(서정

단가)일 뿐이다. 뭐라고! 신화를 찬미하는 이 세기 혹은 우리나라는 신화를 

다시 만들기 위해 생각으로써 신화를 해체하였다.32)

31) Eric Gans, « Mallarmé contra Wagner »,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25, 
No. 1, April, 200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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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뚜렷하게 대비되어 등장하는 개념은 ‘전설’, ‘일화’와 

‘신화’이다. 앞의 두 개념은 모두 소재로서의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

런 소재주의로는, 즉, 신화를 이야기거리 이상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냇물’까지는 가 닿을 수 있어도 그 근원까지는 거슬러 갈 수 

없다. 신화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기존에 알

려진 내용물, 예컨대 특정한 장소, 시간, 인물들을 비워내고, 즉 기

존의 신화를 해체하고 그것을 모든 이들이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

는 구조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신화 해체 작업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말라르메의 다른 글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말라르메는 1885년 11월 16일 베를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돈 벌

이 수단으로 �고대의 신들 Les Dieux Antiques� (1880)과 �영어 단어

들 Les Mots Anglais� (1877)을 출간했다고 밝히고 있다.33) 이 중 첫 

책은 런던에서 출간된 조지 콕스 George W. Cox의 소책자 �문답 

형식의 신화 교본 A Manuel of Mythology in the Form of Question 

and Answer�을 약간 변형하여 불어로 옮긴 것인데, 이 작업이 실제

로는 말라르메에게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신화를 탐

구하고 신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32) « Tout se retrempe au ruisseau primitif: pas jusqu’à la source. / Si l’esprit 
français, strictement imaginatif et abstrait, donc poétique, jette un éclat, ce ne 
sera pas ainsi: il répugne [...] à la Légende. Voyez-le, des jours abolis ne 
garder aucune anecdote énorme et fruste, comme une prescience de ce qu’elle 
apporterait d’anachronisme dans une représentation théâtrale [...]. À moins 
que la Fable, vierge de tout, lieu, temps et personne sus, ne se dévoile em-
pruntée au sens latent en le concours de tous, celle inscrite sur la page des 
Cieux et dont l’Histoire même n’est que l’interprétation, vaine, c’est-à-dire un 
Poème, l’Ode. Quoi! le siècle ou notre pays, qui l’exalte, ont dissous par la 
pensée les Mythes, pour en refaire! » « Richard Wagner. Rêverie d’un poëte 
français », O.C.II., p. 157.

33) S. Mallarmé, Œuvres complètes I, Édition présentée, établie et annotée par 
Bertand Marchal, Gallimard, 1998, p.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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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리스 라틴 신화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아리아, 힌두, 

페르시아, 노르만 신화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으며 아시리아 신화를 

부록에 싣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신화들을 접하게 될 독자

들에게 말라르메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신화를 통합적으로 바라보

는 시각을 제안한다.

신화라는 이 흥미로운 학문은 독일이나 노르웨이의 조상들, 라틴인이나 

그리스인들이 어쩔 수 없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것

들을 느끼고 희망하고 걱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각 신화는 있는 그

대로 아름답고 진실하다. 사실상 나는 이 생각들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의 시인들의 언어에 영감을 주는 같은 생각들이라고 본다. 그렇다, 예전처

럼 요즘도 시인들은 그들이 그들 주위에서 보는 것들, 듣는 것들에게 생명

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 태양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침실을 나오는 어떤 약혼자나 자신의 여정을 주파한 것이 기쁜 어

떤 영웅이다. 그것이 바로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아킬레스 혹

은 벨레로폰, 또 다른 많은 인물들의 전설에 토대를 제공한 아이디어이다.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에 마음과 정신을 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신화가 

허용하는 특별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유혹을 느끼게 되리라.34)

34) « Cette science intéressante, la Mythologie, nous montre que les ancêtres des 
Germains ou des Norvégiens, des peuples latins ou des Grecs, subissaient, 
tous, les mêmes impressions, les mêmes espoirs et les mêmes craintes que 
nous aujourd’hui, malgré des différences inévitables; et somme toute, telle 
qu’elle était, chacune était belle et vraie. Au fond, je les vois, ces pensées, les 
mêmes qui inspirent le langage des poètes de tous les temps et de tous les 
pays. Oui, maintenant comme autrefois, les poètes ne font autre chose qu’at-
tribuer la vie à ce qu’ils voient et à ce qu’ils entendent autour d’eux. [...] 
Qu’est le Soleil? Un fiancé qui sort de sa chambre ou un héros qui se réjouit 
de parcourir sa route. Telle est l’idée qui fait le fond des légendes d’Hélaclès, 
de Percée, de Thésée, d’Achille et de Bellérophon, et de beaucoup d’autres; et 
tous les hommes d’à présent dont le cœur ou l’esprit sont ouverts à la beauté 
du ciel et de la terre, sentiront la séduction, spéciale et permanente à la fois, 
que comporte la Fable. » « Origine et développement de la mythologie » S. 
Mallarmé, Œuvres complètes II, Édition présentée, établie et annoté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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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실은 공히 하나

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음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비단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로운(‘아름답

고 진실’한) 것이다. 특히 그 아이디어는 오늘날 시인들의 것과 같은

데 바로 주위의 존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인들과 더불

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각한 사람들도 근원적인 신화의 세계에 동

참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신화를 이처럼 하나의 근본적인 

태도, 그것도 자연과 삶에 대한 태도로 보는 관점은 이 글의 뒷부분

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오늘날 우리는 태양이 지고 뜬다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눈 앞에 

보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갖고 말한다. 하지만 원시인들은 이러한 규칙성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 저녁이 오면 그들은 “우리의 친구 태

양이 죽었군. 태양이 다시 올까?”라고 말하곤 했다. 동쪽으로부터 태양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그 별이 자신과 함

께 자신의 빛과 인간들의 생명을 다시 가져왔기 때문이다. / 그것이 계절

의 순환, 즉 봄이면 자연이 탄생하고 여름이면 절정에 이르고 가을이면 죽

고 겨울이면 사라지는 것(이 단계들은 정오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밤에 지

는 것에 상응한다.)과 함께 신화의 위대하고 영원한 주제이다. 매일의, 그

리고 매해의 이러한 태양의 이중 변화가 말이다. 빛과 어둠의 투쟁을 서술

하는 주요 특성들 중 어떤 하나 속에서 유사성으로 인해 비교되고 대부분 

자주 혼동되면서 신들과 영웅들은 모두 이 학문[신화]에서는 이 위대하고 

순수한 광경의 행위자들이 된다. 그 위대함, 순수함 속에서 그들은 우리 눈

앞에서 곧이어 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의 비극이다.35)

Bertand Marchal, Gallimard, 2003, p. 1460. 이하 O.C.II.로 표시함.
35) « Nous parlons aujourd’hui du Soleil qui se couche et se lève avec la certitude 

de voir ce fait arriver; mais, eux, les peuples primitifs, n’en savaient pas assez 
pour être sûrs d’une telle régularité; et quand venait le soir, ils disaient:
« Notre ami le Soleil est mort, reviendra-t-il? » Quand ils le revoyaient dans 
l’Est, ils se réjouissaient parce que l’astre rapportait avec lui et sa lumière et 
leur vie. / Tel est, avec le changement des Saisons, la naissance de l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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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자연현상 중에서

도 태양의 움직임을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그 움직임은 

우리의 매일과 매해를 관장한다. 그 움직임 속에서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며 소멸한다. 신화의 인물들도 이와 같고 빛과 어둠의 투쟁과 

같은 흔하고도 근원적인 움직임도 이의 변형일 뿐이다. 앞의 이야기

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대문자로 된 

부분(번역문에서는 굵은 서체로 된 부분)에서 신화에 관한 생각을 

일갈하는 말라르메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느

껴지는 순간성, 그 소멸 앞에서 느껴지는 위대한 슬픔이다.

마지막으로 신화와 같은 신들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신성

성’에 대해 말라르메가 느끼는 바를 아래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인들 중 여럿은 제우스가 그들이 우리 존재 깊숙이 새겨진 

신성성(divinit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 어떤 순수한 이름이라는 점을 아

는 데에 대해 만족해했다. [...] 그들로서는 제우스가 신성성의 대표였다. 

제우스라는 이름은 다른 형태들을 거쳐 왔는데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테오

스’와 라틴어의 ‘데우스’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모

두 하나의 신 혹은 (유일한, 대표적인) 신을 의미한다.36)

au printemps, sa plénitude estivale de vie et sa mort en automne, enfin sa 
disparition totale pendant l’hiver (phases qui correspondent au lever, à midi, 
au coucher, à la nuit), le grand et perpétuel sujet de la Mythologie: la double 
évolution solaire, quotidienne et annuelle. Rapprochés par leur ressemblance 
et souvent confondus pour la plupart dans un seul des traits principaux qui 
retracent la lutte de la lumière et de l’ombre, les dieux et les héros deviennent 
tous, pour la science, les acteurs de ce grand et pur spectacle, dans la gran-
deur et la pureté duquel ils s’évanouissent bientôt à nos yeux, lequel est: LA 
TRAGÉDIE DE LA NATURE. » « Origine et développement de la myth-
ologie » O.C.II., p. 1461.

36) « Mais plusieurs chez les Anciens demeurèrent satisfaits de savoir que Zeus 
était un pur nom, à la faveur de quoi il leur fût possible de parler de la di-
vinité, inscrite au fond de notre être; [...] Zeus était pour eux le représentant de 

la divinité. Le nom de Zeus a passé par plus d’une autre forme, car il est d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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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말라르메에게 신화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자각이고 그것에 

대한 생명부여의 유혹이며 신화 속의 신성성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성성의 반영인 것이다. 그것이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대에 

고유명사를 부여받아 구체적인 이야기로 탄생한 것이다. 일찍이 그

리스 신화를 정리한 오비디우스의 책 제목이 �변신이야기�인 것을 

이 대목에서 한번 되새길 만하다. 변화무쌍한 제우스를 비롯하여 신

화 속 인물들은 자주 다른 모습으로 바뀌며 모든 것이 변화의 가운

데에 놓인다. 변화의 흐름은 영원하되 인물들의 모습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모습 속에서 저마다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위에서는 주제의 차원에서 말라르메의 목신이 어떤 점에서 전통 

속에 위치하고 선구자들의 성과를 계승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목

신을 재창조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재창조의 배경에 있

는 신화에 대한 말라르메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된 목신이 어떤 시학적 특징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작품 속 목신은 앞서도 밝혔듯이, 우선 내면적인 인물이다. 이

때 이 특징을 살려 주는 장치는 첫째 독백이다. 이 작품은 독백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독백은 로만체, 이야기는 이탤릭체로 인쇄

되어 있다. 이탤릭체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에 걸쳐 등장하는데 

26-32행, 63-74행, 82-92행이다. 모두 합해 30행인데 총 110행에서 

이를 빼면 나머지 80행은 모두 독백, 즉 대화이다. 이처럼 그는 끊

임없는 대화로써 자신의 내면을 독자에게 그대로 드러낸다. 그로인

해 독자는 앞서 목신을 다룬 어느 작품보다 목신의 내면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기에 목신은 신이거나 괴물이라

rivé de la même racine que le grec theos et le latin deus, qui tous les deux 
signifient un dieu ou le Dieu. » O.C.II., p. 1476. 사실 이 부분은 원저자인 콕

스의 글을 조금 변형한 것인데 말라르메가 변형한 부분은 ‘신성성’을 우리 존재 

속에 있는 것으로 본 점이다. O.C.II., p. 18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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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인간적인 존재로 독자에게 각인된다.

둘째, 목신이 내면적 인물이 되게 도와주는 또 다른 장치는 배경

의 전면화이다. 목신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자신과 얽힌 사건을 전

하는 화자로 등장하는 만큼 이전의 작품들에서 목신을 형상화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되던 목신의 겉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목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목신의 내면과 연결되며 목신의 생각

의 흐름을 형상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구절

(1행-7행)에서 목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은 그대로 목신의 상

상력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네들 발그레한 살빛 하그리 연연하여 숲속같이 깊은 잠에 싸여 조는 

대기 속에

하늘하늘 떠오른다. [...]

내 의혹은 해묵은 밤인 듯 쌓이고 쌓여

마침내 숱한 실가지로 돋아나더니

생시의 무성한 숲이 되어 내게 일깨우니,

오호라!

끝에 남은 것이란 나 혼자 애타게 그린

장미꽃 빛 과오.37)

여기에서 처음에 목신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차곡차곡 쌓

이는 그림이 그려지다가 그것은 이내 나뭇가지로 변형되고 다시 그

것이 많이 모여 이룬 숲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숲은 실제 목신

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 그보다 위에서 목신의 머

37) « Leur incarnat léger, qu’il voltige dans l’air / Assoupi de sommeils touffus. 
[...] // Mon doute, amas de nuit ancienne, s’achève / En maint rameau 
subtil, qui, demeuré les vrais / Bois mêmes, prouve, hélas! que bien seul je 
m’offrais / Pour triomphe la faute idéale de ro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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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에 떠오른 님프들의 살빛은 맨 아래로 가면 역시 실제로 목신의 

눈앞에 피어 있는 장미꽃으로 연결된다. 더군다나 목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작 졸고 있는 것은 ‘대기’이다. 그것도 목신이 

놓여 있는 장소인 숲속의 이미지가 잠의 빽빽함을 나타내는 비유에 

동원된다. 목신과 주변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듯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말라르메의 신화의 개념을 떠올릴 때 자연스러운 일

이라 하겠다. 목신의 신성성은 그의 특이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에서 나오며 그러한 신성성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것들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며 이 

교감으로 인해 또한 목신의 상상과 사유는 풍부한 이미지들로 채워

진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태양

광이나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장밋빛뿐 아니라 가장 미세한 주의

를 요하는 공기조차도 목신과 교류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다.38) 

다음 부분(8-19행)도 목신의 상상세계가 주변 사물과 연결되어 있

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은 그대 엉뚱한 감각이 열망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가!

목신이여, 환각은 가장 청순한 쪽 여자의

푸르고 차가운 두 눈에서, 눈물 흘리는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러나, 한숨에 젖은 저쪽 여자는, 그대 털 가슴에 깃드는 대낮 미풍처럼 

대조적이라 할 것인가?

아아 아서라! 움직이지도 않고 나른하여 정신이 혼미하니, 안간힘을 쓰는 

신선한 아침도 열기로 목이 조인다. 화음으로 추겨 주었을 뿐 내 피리도 

38) 광선과 관련하여 장밋빛 살색의 표현을 넘어 공기의 표현에까지 이르렀던 인상

주의자들, 특히 마네의 공기 표현은 말라르메에게도 큰 흥밋거리였다. 말라르메

의 마네 비평은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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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左) 마네의 판화작품(제목 페이지 전에 위치함).

[그림 12] (右) 본문 첫 페이지.

이제는 부어주지 않는 물소리로 속삭이지 마라. 메마른 빗속에 그 소리가 

흩어지기 전에, 이제, 막 대롱 밖으로 터져 나가려는 것은 오직 바람일 뿐.39)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장면에서 목신은 두 명의 님프들을 각기 대

조적인 성격으로 상상[회상]한다. 푸르고 차가운 눈을 지닌 청순한 

쪽은 샘물의 이미지로, 한숨에 젖은 정열적인 쪽은 대낮 미풍의 이

미지로 형상화된다. 샘물과 미풍은 모두 목신을 둘러싸고 있는 숲에 

있을 법한 대상이니 목신의 상상력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목신이 다

39) « Ou si les femmes dont tu gloses / Figurent un souhait de tes sens fabuleux! 
/ Faune, l’illusion s’échappe des yeux bleus / Et froids, comme une source 
en pleurs, de la plus chaste: / Mais, l’autre tout soupirs, dis-tu qu’elle con-
traste / Comme brise du jour chaude dans ta toison! / Que non! par l’im-
mobile et lasse pâmoison / Suffoquant de chaleurs le matin frais s’il lutte, / 
Ne murmure point d’eau que ne verse ma flûte / Au bosquet arrosé d’ac-
cords; et le seul vent / Hors des deux tuyaux prompt à s’exhaler avant / 
Qu’il disperse le son dans une pluie ar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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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폈을 때 그것들조차 자신의 갈대 피리 

소리로 인한 감각의 자극에서 생겨난 환상임을 깨닫게 된다. 비록 

실제가 아니란 것이 밝혀지기는 하지만 독자는 자신의 주위와 교감

하는 목신의 상상 세계를 목신과 함께 거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

는다.

배경과의 뒤섞임은 이 작품에 곁들여진 마네의 판화작품에서도 

느껴진다. 거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목신이라기보다 목신 주변의 갈

대숲이다. 목신을 그린 선이 그대로 목신이 앉아 있는 바위와 목신 

주변의 갈대밭 묘사에 활용되어 목신은 배경에서 두드러지는 대신 

풍경 속에 파묻히기 때문이다. 또 판화 가장자리에 여백이 많아 목

신의 상념이 주변과 어우러지며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독

자가 적극적으로 그려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목신의 생

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창조된 목신의 특징은 내면을 드러낸 목신이 

회의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빌의 희곡과 비교하면서 지적

했듯이, “내가 꿈을 꾸었던가?”(5행)나 “생각해 보자.”(8행)와 같은 

직접적인 회의감으로 표현된다. 또, 목신은 갑작스러운 님프들의 사

라짐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33-34행).40) 이외에도 목신이 사건의 실

제성의 실마리를 풍경으로부터 구하려는 다음의 부분(23-25행)에서 

40) “라음을 찾는 자가 소망하는 너무 많은 혼례가 무슨 재주로 한꺼번에 흔적도 없

이 사라졌을까? par quel art ensemble détalas / Trop d’hymen souhaité de 
qui cherche le la;” 이 번역은 황현산의 것을 따랐다. 

한편, 여기에서 라음을 찾는다는 것은 절대음을 찾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한 예로, 디아파종(소리굽쇠)은 악기들의 조율을 위한 기구인데 ‘라’음을 기

준점으로 삼고 있다. 이 점에서 말라르메의 미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로이드 제임스 오스틴은 이 표현을 두고 단지 목신이 본격

적인 연주를 앞두고 음을 고르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말라르메의 작품 세계를 염두에 둔다면 ‘절대 음 찾

기’라는 말라르메적인 예술가의 목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할 

듯싶다. 오스틴, 앞의 글, p. 27, 각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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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신의 고민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태양에게 질세라 내 들뜬 허영이 휩쓰는 늪, 햇빛 반짝여 튀기는 불꽃들

의 꽃 밑에 입 봉하고 말없는 늪, 그 늪의 시실리아 기슭이여, 오오 이야기

해 보라.41)

목신은 풍경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증언해 달라 하지만 풍경

은 “입 봉하고” 말이 없다. 목신이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의문은 고

스란히 독자들에게로 와서 독자들 역시 목신을 따라 목신이 겪은 사

건이 실제인지 꿈속에서의 일인지 모호하게 여기게 된다.

회의하는 목신의 형상화는 이 작품 속 사건 서술 방식에 의해 한

층 강화된다. 겁탈 장면을 제외하고 행위의 서술은 대체로 간략화되

기 때문이다. 가령, 목신이 (아마도 상상 속에서) 비너스를 범하는 

것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난다.42) 또, 사건이나 인물들의 사라짐

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방식도 사건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겁

탈[납치] 장면에서도 님프가 물에 빠지는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라 

그 뒤의 장면, 즉, 님프의 머리카락만 보이는 장면, 빛을 받으며 님

프의 육체 중 마지막으로 보이던 머리카락이 물 속으로 사라지는 장

면으로 대체된다(66-67행).43) 게다가 앞서 이 작품 속에는 독백이 

아니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셋이 있고 독백에 비해 현저히 적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중 둘째, 셋째 부분은 독

백(75-81행)에 의해 중단되기까지 한다. 사건의 진행이 목신의 독백

41) « O bords siciliens d’un calme marécage / Qu’à l’envi des soleils ma vanité 
saccage, / Tacite sous les fleurs d’étincelles, CONTEZ »

42) 101-105행. 각주 30 참고.
43) “찬란하게 멱 감은 머리털은 빛과 오열 속에 사라진다 오 보석들아! Et le splen-

dide bain de cheveux disparaît / Dans les clartés et les frissons,” 이와 같은 

기법은 사실 말라르메 작품 전반에서 발견된다. 물 속으로 빠지는 요정을 비롯하

여 사물의 마지막 모습이나 흔적을 그린 작품으로 소네트들과 �주사위 던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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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중단되는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하나의 수수께끼를 독자들 앞에 던져놓

는다. 1행을 시작하는 “이 님프들”44)에서 ‘이(ces)’라는 지시형용사

는 독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운 표현이다. 마치 지금까지 이 인물이나 

이 인물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설명이 쭉 제시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

지가 않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무언가가 한창 진행된 이후에 뒤늦게 

이 사건의 장 속으로 초대된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화자로 

등장하는 목신의 정체도 그렇고 그 목신이 끈질기게 탐구하고 있는 

님프의 정체도 그렇고, 인물들의 정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 독자들

은 작품을 가로지르며 목신과 함께 스스로 인물들의 윤곽을 서서히 

그려보아야 할 뿐 아니라 무슨 사건에 관한 회의인지조차도 퍼즐을 

맞추듯 적극적으로 추론을 해야 한다. 이 점은 사물을 그리는 대신 

그 효과를 그리려고 했던45) 말라르메 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창조된 목신의 모습 중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

다. 앞서 서술했듯, 이 작품 속 목신은 육체적 욕망을 가졌을 뿐 아

니라 욕망의 대상을 영속화하려는 욕망 또한 지니고 있다. 작품 전

체를 감싸고 있는 욕망은 첫 행에 제시된 후자이며 이것이 보다 더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자가 후자로 그대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작품화의 욕망은 대상에 대한 욕망 없

이 탄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품화의 욕망이 생긴 이후에도 대상에 

대한 욕망은 잔존할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 속에는 목신의 육체적 

욕망이 다음 부분(71-81행, 93-98행)에서 관능적인 표현으로 제시되

어 있다.

44) « Ces nymphes »
45) « Peindre non la chose mais son eff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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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로 안은 팔 풀지도 않은 채, 이 미녀들을 호려 내어, 경박한 

그늘도 들지 않는 이 산등성이에 날 듯이 뛰어오르니 태양열에 장미 향기 

모두 닳고 / 엎치락뒤치락 우리들의 열전은 불태워 버린 대낮 같다. 

그대를 찬미하노라, 처녀들의 분노여, / 오 성스러운 전라의 짐이 주는 

미칠 듯한 감미로움이여, 번갯불이 몸을 떨듯, 불타는 내 입술의 목마름을 

피하려 그대는 미끄럽게 달아난다. / 살의 저 은밀한 몸서리침이여, / 무

정한 여자의 발끝에서부터 수줍은 / 여자의 가슴에까지, / 광란의 눈물에, 

혹은 보다 덜 슬픈 / 한숨에 젖은 순진함은 벌써 옛날 얘기.46)

할 수 없지! 다른 여자들이 내 머리에 난 뿔에 머리채를 감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리라. / 정열이여 너는 알리라. / 빨갛게 벌써 익은 저마다의 석

류알은 / 터져서 벌떼들로 지저귀고, / 때맞게 잡은 자에게 쉬 반하는 / 

우리들의 피는 욕망의 영원한 모든 / 벌떼들을 위하여 흐름을.47)

이처럼 벌떼들과 같은 욕망의 흐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영속화하려는 욕망은 함께 증가한다. 그리

고 이런 이중의 욕망을 지닌 목신의 모습은 이 작품의 액자 구조 속

에서 두드러진다. 작품의 서두부터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목신

은 님프들과의 사건을 겪은 후 그 사건에 대해 사유를 시작하는 목

46) « Je les ravis, sans les désenlacer, et vole / A ce massif, haï par l’ombrage frivole, / 

De roses tarissant tout parfum au soleil, / Où notre ébat au jour consumé soit pareil. 
/ Je t’adore, courroux des vierges, ô délice / Farouche du sacré fardeau nu 
qui se glisse / Pour fuir ma lèvre en feu buvant, comme un éclair / 
Tressaille! la frayeur secrète de la chair: / Des pieds de l’imhumaine au cœur 
de la timide / Que délaisse à la fois une innocence, humide / De larmes 
folles ou de moins tristes vapeurs. » 이 작품에 관한 정치한 분석을 행한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에서 관능성이 거의 저속하기까지 하다고 평

가하며 “humide de moins tristes vapeurs”나 이후에 나오는 “sa sœur qui s’al-
lume” 같은 표현이 특히 그렇다고 쓰고 있다. Alain Badiou, Petit manuel 

d’Inesthétique, éditions du Seuil, 1998, p. 205.
47) « Tant pis! vers le bonheur d’autres m’entraîneront / Par leur tresse nouée 

aux cornes de mon front: / Tu sais, ma passion, que, pourpre et déjà mûre, 
/ Chaque grenade éclate et d’abeilles murmure; / Et notre sang, épris de qui 
le va saisir, / Coule tout l’essaim éternel du dés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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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다. 즉, 말라르메는 님프와 관련하여 기존의 작품에 자주 등장

하였던 결정적 장면, 가령, 목신이 님프들을 염탐하거나 납치, 겁탈

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후의 장면, 즉, 일이 끝난 후 잠에서 깨어나 

바위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장면을 작품의 주요 시점으로 선택한 것

이다. 제목에 나오는 ‘오후’ 역시 ‘정오’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위의 

절정기가 아니라 사유의 절정기를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오후, 그것

은 반성과 회고와 고민의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목신은 본능적

인 인물만이 아니라 사유도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마네의 삽화 역시 목신과 님프를 한 화면에 배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둘이 각기 다른 독립된 장면으로 분리되어 있

다.48) 목신이 등장하는 삽화는 텍스트 시작 전에, 님프들이 등장하

는 삽화는 본분 시작 부분에 놓여 있다. 또, 각각의 장면 속에서 인

물들은 극적인 상황 대신 평온하고 고독한 시간과 장소 속에 놓여 

있다.

다른 한편, 예술가로 표상되는 목신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처럼 

자신의 예술성에 자신만만한 마르시아스나 한껏 술과 즐거움에 취

하는 디오니소스의 시종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상을 영

속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자이며 실제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

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자이다.49) 이 때문에 말라르메 자신이 그

리하였듯, 목신은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관점과 이미지, 방식으로 

48) 이 작품에서 욕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피에르 브뤼넬은 목신과 님프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곧 욕망의 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욕

망의 긴장보다는 욕망에 대한 반성적 거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Pierre Brunel, « L’après-jouir d’un faune », Litterales, No. 24, 1999, p. 64. 

49) 우리는 까다로운 이 작품의 해석에 있어 로이드 제임스 오스틴의 도움을 많이 받

았는데, 그는 이 작품 속의 목신이 꿈과 회상 사이에서 꿈과 현실을 종합하고자 

애쓰며 그로써 상상력을 예찬하고 있다고 요약한다. Lloyd James Austin,
« L’Après-midi d’un Faune. essai d’explication », Synthèses, Vol. 258-259, 196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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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해 표현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 시가 다루고 있는 사

건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사건을 때로는 요약적으로, 때로는 세세

하게 변주하고 있으며 나무, 장미, 피리, 번갯불, 석류알, 벌떼, 화

산, 포도송이, 그림자 등 매우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동원하여 자신

의 느낌, 자신의 머릿속에 오고가는 것들을 암시하고 그 표현을 계

속해서 모색한다. 예를 들면 목신과 님프 사이의 일은 26-32행과 

68-92행에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다. 앞부분에서 다소 모호하고 

비유적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뒷부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또, 피리의 선율이 하늘에 가 닿

기를 희망하는 내용도 20-22행, 43-48행에 반복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된다.

그 바람은 [...] 하늘로 되돌아가는 영감의 가시적이고 맑은 인공의 숨결

일 뿐.

푸른 하늘 아래서 골풀 쌍피리를 부노라. / 피리는 [...] 독주에 잠겨, [..] 

사랑이 조(調)를 바꾸는 그만한 높이로 / 피리는 불어 내려고 꿈을 꾼다.50)

게다가, 행위의 절정기가 중심 시점이 아닌 만큼 포도와 피리와 

같은 목신의 소품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중 포도는 마네에 의해 

페이지 하단 그림으로도 삽입되었다. 피리는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청각적 심상을 담당하며 말라르메가 방빌의 파르나스적 작품 경향, 

즉 시각성에 치우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징주의의 경향으로 진입

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51) 포도는 이 작품 속

에서 알맹이를 먹고 난 속이 빈 상태가 부각된다(57-59행).52) 이 

50) « C’est [...] / Le visible et serein souffle artificiel / De l’inspiration, qui re-
gagne le ciel. » « Le jonc vaste et jumeau dont sous l’azur on joue: / Qui [...] 
rêve, dans un solo long, [...] de faire aussi haut que l’amour se module [...] »

51) 후일 드뷔시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곡을 만들 때 플릇을 주요 악기로 선정

한 것은 설득력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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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별지 삽화. [그림 14] 본문 마지막 페이지. 

이미지는 빈 공간을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견하는 잠재적 공간으로 

상정하는 말라르메 특유의 글쓰기 기법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목신

과 님프 이야기의 가상성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이로써 목신은 예술

가, 그것도 지시하거나 재현하는 대신 암시하는 것을 지향하는 상징

주의자로서의 예술가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작품과 함께 독자에

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52) “하여, 내 모른 체하며 회한을 지워 버리려고, 맑은 포도알을 빨아 먹고 / 웃으

며 빈 포도 껍질을 여름 하늘에 비쳐 들고 / 투명한 살 껍질에 숨을 불어넣으며 

/ 취기에 잠겨 저녁토록 비춰 보노라. Ainsi, quand des raisins j’ai sucé la 
clarté, / Pour bannir un regret par ma feinte écarté, / Rieur, j’élève au ciel 
d’été la grappe vide / Et, souffalnt dans ses peaux lumineuses, avide / D’iv-
resse, jusqu’au soir je regarde au tra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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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상 목신이라는 신화적 인물이 시대에 따라, 예술 장르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그 속에서 말라르메의 목신은 어떤 재창조를 

이루어냈고 그 시학적 기반은 무엇인지를 역사적․실증적 접근과 

주제연구, 그리고 장르․시학적 접근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말라르

메의 목신은 18-19세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님프를 유혹하는 목신과 

음악을 연주하는 목신,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목신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제각기 다루어져오던 이들 모습을 통합하였으며 목신을 주

인공이자 유일한 실체적 인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하

겠다. 게다가 말라르메는 신화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이 작품에 반

영하여 목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특정 성격이나 특정 일화가 아니

라 좀 더 근원적이고 내면적이며 심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목신의 내면을 중심에 두고 일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목신의 내면과 풍경 사이의 교감에 초점을 맞추었고 흔히 다

뤄지는 겁탈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사유하는 시점을 중심 

시점으로 잡아 사유하는 목신을 그렸고 육체적 욕망만이 아니라 욕

망의 대상을 영속화하려는 예술적 욕망을 함께, 그리고 그것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새로운 목신의 창조는 작품의 시

학적 측면에 기반을 둔 것으로, 서사의 최소화와 독백의 전면적 활

용, 질문들의 활용과 서술 대상에 대한 부분적이고 분산적인 제시, 

풍경과 사유 사이를 연결하는 풍부한 이미지들의 제시, 액자 구조의 

도입과 서술의 반복과 변주, 삽화와 서체, 페이지 배치의 활용 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은 향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탄

생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시학적 기반을 장

르적 특성에 중심으로 두고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은 이 작품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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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작품과 비교 검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서사성의 최소화와 독백의 전면적 활용을 통한 화자의 내면 공개

는 소설에 비해 시 장르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둘째, 서술 대상에 대한 부분적이고 분산적인 제시를 통해 인물과 

사건의 실체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형상

을 확정지어 표현해야 하는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언어예술, 특히 

시에서 가능한 기능을 적극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액자 구조의 도입과 서술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사건의 체험과 그 

체험에 대한 사유를 분리할 수 있는 장치는 관객의 감상과 동일한 

시간 위에서 작품이 진행되는 공연예술 장르에서 기대하기 쉽지 않

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라르메는 자신이 구상한 신화적 인물의 

재창조를 자신이 탐구하고 있던 시 장르에 최적화하여 이루어낸 것

이 아닌가 싶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주제연구와 시학 연구의 접목은 앞으로 이 

작품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다양한 작품들의 비교 

연구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세기 전환기의 예술

의 흐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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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e faune de Mallarmé: la recréation du faune et son 

fondement poétique

Do Yoon-Jung

(Université Inha) 

L’approche thématique, considéré comme peu scientifique, a 

été longtemps délaissé dans le monde d’étude comparative en 

France et a commencé à émerger au milieu du XXe siècle grâce 

à l’essor de la psychologie, de l’anthropologie et de l’étude sur 

l’imagination. Mais la possibilité de la lier avec l’approche poét-

ique me semble reste encore à explorer. D’un autre côté, Yves 

Chevrel, successeur de l’école française dans l’étude littéraire 

comparative, en développant dans son ouvrage récent le thème 

des ‘formes artisiques - la limite de ce qui est littéraire’, a proposé 

la comparaison entre ces trois œuvres: �L’après-midi d’un faune� 

de Mallarmé (1865-1875), <Prélude à l’après-midi du faune> de 

Debussy (1894) et <l’après-midi d’un faune> de Nijinsky (1912), 

qui ont été créées respectivement influencées par l’œuvre 

précédente. Or, le ‘faune’ est un personnage qui est traité sans 

cesse par des artistes depuis l’antiquité et chacune de ces trois 

œuvres est reconnue comme le chef-d’œuvre qui a introduit une 

innovation dans l’histoire du genre. Alors, nous voulons m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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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 recherche sur ces œuvres en liant l’approche thématique et 

l’approche poétique[formelle]. Dans cet article, nous examinerons 

l’œuvre de Mallarmé en guise de début de cette étude.

Les sources du personnage “faune[satyre]” sont fournies par la 

mythologie greco-romaine. Nous y trouvons trois anecdotes où il 

apparaît comme suivantes: 1. faune a poursuivi un nymphe ap-

pelé “Syrinx” mais elle a été changé en roseaux au moment qu’il 

l’a attrapée. Alors il a fait une flûte avec ces roseaux et l’a 

nommé d’après le nom de la nymphe “Syrinx”. 2. Faune ou sa-

tyre “Marsyas”, fier de sa musique, a proposé de lutter avec 

Appollon et fini par être battu et puni par ce dernier. 3. Jupiter, 

en convoitant Antiope, fille du roi de Thèbes, Nyctée, s’est méta-

morphosé en satyre et a ravi celle-là. Dans le domaine de la 

peinture et de la littérature, le faune est traité en gros sous ses 

aspects comme suivants: faune lascif, faune productif et faune qui 

jouit de la fête bachique en tant qu’acolyte de Bacchus, surtout 

dans les siècles des XVIII et XIXe siècles. Sous cet aspect, la 

musique, la danse et le vin est éclairé par les auteurs.

Le faune de Mallarmé a hérité ses aspects en tant que bac-

chant, faune qui poursuit les nymphes, qui joue à la flûte et qui 

mange des raisins, mais son faune est remarqué par les différ-

ences comme suivantes: son faune devient le personnage central 

du poème car il est le seul personnage dont le lecteur puisse être 

sûr de l’existence réelle. En plus, il se distingue des personnages 

des œuvres de Boucher, Banville et Hugo, qui sont considérés 

comme ses prédécesseurs, car il poursuit les deux nymphes à la 

fois, sublime son désir en désir artistique et devient quelqu‘un 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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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fléchit plus qu’agit. 

Cette récréation s’appuie, d’après nous, sur le fondement poét-

ique de l’œuvre: 1. autrement que le roman, la poésie peut se 

composer seulement par la conversation. Ce poème, entièrement 

composé par le monologue du faune, guide le lecteur à s’in-

troduire dans l’intérieur du faune. Et l’aspect bestial du faune 

s’atténue et le paysage le remplace qui se corresponds avec 

l’imagination du faune. 2. Comparée à l’art plastique, la poésie 

peut s’interroger sur la substantialité de l’existence même des 

personnages. Cet aspect facilite la métamorphose du faune lascif 

au faune musicien. 3. Par rapport à l’art du spectacle, la poésie 

peut supprimer l’action et y substituer la pensée. Mallarmé a 

choisi la cime pas de l’action mais de la réflexion, ‘l’après’ le 

rapt, ‘l’après la jouissance’, ‘l’après-midi’.

En somme, en recréant le faune, faune pensant, faune s’in-

quiétant de son art, faune qui veut retenir les nymphes plus dans 

son rêve que dans le réel, Mallarmé a personnifié son propre 

idée sur l’acte de création littéraire. Il nous reste de rechercher 

plus de motifs qui peuvent se lier au thème de faune dans d’au-

tres textes de Mallarmé. Nous devons aussi aller voir les relations 

entre les trois œuvres mentionnées au dé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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