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8일 목요일제20500호�� 기획

베네치아역사는 567년이민족에게쫓긴이탈리아북

쪽의 롬바르디아(밀라노)의 피난민이 바닷가에 마을을

만든데서비롯됐다고알려져있다 그때베네치아사람

들은개펄에서조개나캐고고기를잡아연명했는데곧

동로마제국의지배를받는식민이되고만다 물론기원

전에도사람들이살았다는증거는있다 역사의아버지

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는 베네치아에 살던

에네토이족의 미개한 풍속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

는것이다

마을마다 매년 한 번씩 다음과 같은 행사(처녀매매)

가 열렸다 시집 갈 나이가 된 처녀들이 소집되어 전부

한곳에모여앉으면남자들이그녀들을에워쌌다 그러

면 전령이 처녀들을 한 명씩 일으켜 세워 경매에 붙였

다 경매는 가장 예쁜 처녀부터 시작되는데 그 처녀가

높은값에팔리면그다음으로예쁜처녀를경매에붙였

다 처녀들은노예가아니라아내로서팔렸다 장가들고

싶은바빌론남자들가운데부자들은젊고예쁜처녀를

사려고서로더높은값을제시했다 그러나장가들기를

원하는하층민은미색을따지지않고못생긴처녀를아

내로얻고돈까지덤으로받았다

처녀는 마을의 공공재나 다름없었으므로 아버지가

자기딸을마음대로시집보낼수없었던모양이다 다만

노예제도와는조금다른듯하다 남녀간의합의를보장

하는 보증인이 있고 남녀 간에 동거할 의사가 없으면

돈을돌려주고헤어질수있었으니까 그래도여성의인

권은 아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런데 당

대최고의지식인이었던헤로도토스(기원전 485년경출

생)조차 처녀매매를 아름다운 관습이었다고 평하는 것

을보면남성의야만과성매매의역사가얼마나뿌리깊

은것인지실감하지않을수없다 성매매야말로인류역

사가운데가장오래된구악이라는생각이든다

일행은 산마르코광장을 벗어나 바로 옆에 있는 두칼

레궁전으로간다 두칼레궁전은베네치아를다스렸던

120명에이르는도제들의공식거처였다고해서 도제의

궁전이라고도부른다 이 궁전역시산마르코대성당과

같이 9세기에짓기시작하여 145세기에완성돼오늘에

이르고있다 흰색과분홍빛대리석으로장식된궁전은

지붕이 뾰족뾰족한 고딕양식에다 동방의 양식이 어우

러져 베네치아 고딕이라고도 하는데 회랑을 따라 직

립한 36개의 기둥들이 기하학적인 장중한 분위기를 연

출하고있다 거기에다기둥사이의아치와섬세한조각

들은화려한멋을보태고있다 고딕의신적인장중함과

동방의인간적인간절함이어우러져있는것이다

궁전 내부는 도제의 방과 접견실 투표실 재판정 등

이있는데 그 중에서가장볼만한곳은재판을담당했

던 10인 평의회의 방 베네치아 출신의 틴토레토

(15181594)의 작품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

국은 세계에서가장큰유화인데가로가 2465m 세로

가 745m나된다 10인 평의회의방의뒤편벽면을가

득 채우고 있을 만큼 대형작품인 것이다 불화의 비천

(飛天)과 기독교 성화의 천사를 비교해 보니 하늘을 나

는방식이조금다른것같다천녀인비천은하늘옷(天

衣)을입었으므로날수있고천사는두개의날개로날

고있다는점이다

두칼레궁전재판정에서수로건너편건물로가는다

리가 하나 있다 다리는 석조 덮개가 있는데 수로 건너

편 건물은 베네치아의 감옥이었다고 한다 베네치아의

호색가 카사노바도 죄수가 되어 건넜다가 탈옥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다리이다 다리에는 창이 두 개만 나 있

다죄수들이베네치아의풍경을마지막으로보았던창

이란다 죄수들은 한숨을 쉬며 저 짧고 좁은 다리를 느

릿느릿건넜을터 그래서 탄식의다리가 됐다는데베

네치아에 온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다리이름을 그렇게

부른데서연유했다고도전해진다

관광객들이 탄식의다리를가깝게보기위해곤돌라

를타고지나친다 나는다리하단에조각된사람얼굴에

흥미를느끼고카메라줌을당겨본다 다리덮개가보이

지않을만큼클로즈업시켜얼굴의표정들을살핀다 기

쁜 표정은 없다 다리 한가운데는 사자머리가 있고 하

나같이무덤덤하거나우울한얼굴을하고있다 다리를

설계한필리포칼레다리오는반역혐의로수감되었다가

1335년에처형됐다고한다

카사노바(17251798) 그의원래이름은 자코모지롤

라모 카사노바 데 세인갈트이다 긴 이름만큼 그는 오

랫동안 방랑했고 가는 데마다 온갖 염문을 뿌렸다 그

의 자서전에는 100명이넘는여인들이등장한다 모녀

자매 수녀 등 다양한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

다 그런데 카사노바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임신을 시키

지않았다고전해진다 그가개발한피임법때문이었다

여인들은 왜 카사노바에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을까?

잘생긴그의외모 여성을대하는태도 성적능력그리

고그의천재적인박학다식이매력이지않았을까싶다

그의 천재성은 생전 직업이 말해준다 법학박사 소설

가 철학자 사제 바이올리니스트 연극배우 도박꾼

외교관 등 수십 가지가 넘는다 내가 보기에도 우월한

유전인자를가진남성임에틀림없다특히내가부러운

것은 그의 외국어 능력이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

어히브리어에능통했고영어와스페인어도조금할줄

알았다고한다

카사노바는 관능의 쾌락을 숨기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즐기는것을자신의생활신조로삼았

다 그는 여성을 위해 태어났다고 자각한 나는 언제나

여자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여성들로부터 사랑받고자

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 그러니위선적인남성들

에게질린여성들이그에게열광하지않을수없었을것

이다 명석한 카사노바는 뒷사람들이 자신을 호색가로

만 평가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자서전에서 자신을 변호

하는말도잊지않았다 나는 여성을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한 것은자유였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행한모든일들이선한것이든악한것이든자유인

으로서 나의자유의지에따라행동했다며자신의부도

덕을 감추고자 넉살좋게 당시 유럽에서 풍미했던 계몽

주의사상가로변장하려했던것이다

탄식의다리에잠시서있는동안문득젊음과반항의

상징인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17881824)이 떠오른다

동성애 가학 근친상간 등 온갖 세평에 시달리다가 나

에대한세평이옳다면내가영국에맞지않는인간이고

틀리다면영국이나에게맞지않는나라이다라는말을

남긴채 바이런은 1816년 4월 25일에영국을떠난다큰

명성과오명을모두얻은그의나이는그때 28세였다 그

는스위스제네바에머물다가드디어카사노바가살았던

베네치아로 온다 카사노바와 바이런의 공통점은 조각

상같은외모 바이런을보자마자기절한여성도있었다

고한다 베네치아에서만 200여명의여성과사귀었다고

하니결코과장만은아닌듯하다상냥한카사노바와달

리 바이런은 괴팍하고 변덕스럽고 더구나 한쪽 다리가

짧은 절름발이였지만 여성들은 왜 그를 좋아했던 것일

까낭만적이면서도대중적인시도한몫을했을것같다

그의시 다시는방황하지않으리를두런거려본다

이렇게 밤 이슥토록 우리 다시는 방황하지 않으리

마음아직사랑에불타고 달빛아직밝게 빛나고있지

만칼날은칼집을닳게하고영혼은가슴을해어지게

하는것이니 마음도숨돌리기위해멈춤이있어야하

고 사랑 자체에도 휴식이 있어야 하리 밤은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 그 밤 너무 빨리 샌다 해도 우리

다시는방황하지않으리 달빛을받으며

마음은아직사랑에불타고밤은사랑을위하여이루

어진 것이라고 찬탄한 바이런도 결국 그리스에서 방랑

을 멈추고 죽는다 생각나는 대로 쓰기만 하면 시가 되

었다는 바이런 나는 절대로 글을 고쳐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한 그의 시가 갖는 매력은 바로 꽂히는 직구 같

은 단순함과 날것의 활발발(活發發)함이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바이런같은시인이있는지얼른떠오르지않

는다 모교은사이신미당서정주선생은제자들앞에서

이야기하는대로시가되었던생이지지(生而知之)의 시

인이었다고생각하지만말이다

베네치아최고지도자인도제들의공식거처였던두칼레궁전(우측건물)은유럽의고딕양식과동방의양식이결합해아름다움을자랑한다

부도덕감추려계몽주의자인척카사노바 넉살도좋네

여자를위해태어났다는카사노바

오랜방랑생활중모녀자매수녀등과수많은염문

법학박사연극배우외교관도박꾼외국어도능통

관능쾌락 숨기는건위선내가진정사랑한건자유

재판관애인유혹한죄로베네치아감옥에갇히기도

두칼레궁전(왼쪽)과감옥사이의수로로관광객을태운곤돌라들이다니고있다

카사노바는바람둥이인가 자유인인가?

정찬주작가의

그리스인조르바를찾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