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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록

본 논문은 『유년시 의 수호 DieVerteidigungderKindheit』의 주

인공이 겪는 정체성문제에 한 분석을 통해 독일사가 개인의 정체

성에 미치는 향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 반 이후 사회 상황에 의해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

인의 종속성과 이에 항하여 자신의 독립 존재방식을 확보하려는 정

체성이라는 양극단의 갈등 계를 다루기 시작한 발 는 1980년 에 어

들면서 와 같은 개인-사회갈등 계의 연장선상에서 분단으로 표되

는 독일의 민족 실을 다룬다.특히 그는 ‘2차 세계 ’,‘나치과거

사’,‘분단’그리고 ‘통일’을 집단으로서의 독일민족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

인 개개인의 정체성에 ‘ 인’ 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 인식하면서

이에 한 자신의 역사 인식 그리고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양자

간에 존재하는 상 계를 문학 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발 는 독일의 분단은 독일을 둘러싼 강 국의 이해 계에 의해

강요된,‘인정할 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차 세계 과 유 인

학살에 한 징계로서 분단 실을 받아들이는 일부 좌 지식인들을 강하

게 비 한다.나아가 그는 이러한 분단인식을 바탕으로 분단으로 인한

각종 정치·사회·문화 문제 의 극복수단으로서 통일이 지니는 당 성

을 주장하 다.한편 그는 나치정권시기에 자행된 유 인 학 에 한

반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는 집단 차원에서의 반성과 동시

에 순수한 도덕 양심에 근거한 개인 차원의 반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뿐만 아니라 그는 독일민족 한 쟁이라는 비극의 희생자

임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주장하기도 하 다.

『유년시 의 수호』에는 와 같은 발 의 창작 성향과 역사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1991년 출 됨과 동시에 ‘역사 환기를 다룬 한

독일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장편 소설은 소재 인 측면에서 앞서

언 된 ‘2차 세계 ’,‘나치 과거사’,‘분단’그리고 ‘통일’이라는 독

일사의 가장 핵심 인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에 한 발 자신의



견해,나아가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와 같은 민족의 역사 ·사회 상

황으로부터 막 한 향을 받는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룬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에서 쟁과 분단으로 표되는 민족 실은 한 개인이 올

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깊숙이 작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비정상성을 야기하고 궁극 으로는 정

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좌 시키는 결정 인 장애물로 작용한다.이

를 통해 발 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은 정체성이라는 존재론

인 문제에 있어 쟁과 분단과 같은 민족 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궁극 으로는 이러한 정체성의 장애요소가 극복된

통일의 당 성을 주장한다.

한민국의 사는 앞서 언 된 독일의 사와 많은 에서 유사

성을 지니고 있다.독일과 마찬가지로 한민국은 20세기 반에 한국

쟁을 경험하 으며,1953년 휴 된 이후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북한

과 군사 치 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이러한 쟁과 분단의 상처

는 지 도 수많은 사회 문제들의 궁극 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과 분단으로 표되는 민족 실로 인해 정체성

의 문제를 겪는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면서,궁극 으로는 통일의 당

성을 제시하는 『유년시 의 수호』에 한 연구는 한민국 국군장병의

정신교육자료로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마르틴 발 ,분단,통일,정체성,민족,개인

학 번 :2011-2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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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발 의 작가 발 단계

1924년 독일 바서부르크에서 태어난 마르틴 발 MartinWalser

는 튀빙엔 학에서 문학과 역사학,철학을 공하 으며 1951년에는

같은 학에서 카 카에 한 논문으로 독문학 박사학 를 취득하

다.1949년부터 신문과 잡지,라디오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그는

1953년 47그룹에 청되면서 본격 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 다.그는

1955년에 발표한 첫 단편모음집 『지붕 의 비행기 EinFlugzeug

über dem Haus』에 수록된 단편 소설 「템 로네씨의 최후

TemplonesEnde」로 그 해에 47그룹상을 수상하면서 독일 문단의

향력 있는 작가로 발돋움 하게 되었고 이후 소설,수필,연극 본,

시,방송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발 의 기 작품에는 카 카의 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이는

「템 로네씨의 최후」로 표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이 인의 생

활에서 발견되는 삶의 부조리를 다룬다는 과 소설 속 인물들이 사

회 상황에 극 으로 투쟁하는 웅의 모습이 아닌 소극 으로 반

응하거나 체념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띤다는 에서 나타난다.1)이후

그는 소시민상을 표 하는 ‘카 카 ’작품성향에서 벗어나 사회비

이고 사회참여 인 성향의 작품들을 연달아 출간한다. 표 인

로 『검은 백조 DerschwarzenSchwan』(1964)와 『참나무와 앙고

라토끼 EicheundAngora』(1962)를 들 수 있는데,그는 이 작품에

서 나치시 소시민의 정치 동조행 와 미국의 베트남 쟁에 해

비 하 다.발 는 이와 같은 사회비 ,사회참여 내용을 담은

문학작품의 창작 외에도 독일사회민주당(SPD)에 참여하는가하면

1) Vgl. Andreas Meier: Martin Walser: Templones Ende. In: Klassische deutsche

Kurzgeschichten.Stuttgart2004,S.1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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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Große Koalition2) 이후에는 진 좌 성향의 독일공산당

(DKP)에서 활동하는 등 정치 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 다.3)

와 같은 발 의 사회참여 성향은 1970년 반 이후 독일사

회의 격한 보수화와 함께 변하게 된다.당시 서독사회는 학생운동

에서 시작된 사회변 운동이 실패한 이후 반 인 보수화 경향을 띠

게 된다.발 를 포함한 당시 서독의 많은 작가들 한 이러한 ‘경향

환 Tendenzwende’4)을 하는데,특히 그는 1974년 독일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작가는 을 쓰면서 변화하는 사람이다”5)라고 말하면서 기

존의 사회 참여 문학기조로부터 자기표 Selbstöffnung과 자기성

찰 Selbstreflexion의 성향을 띤 신주 주의 NeueSubjektivität로 돌

아선다.6)하지만 그의 작품이 이러한 “마르틴 발 의 운명에 있어서

명확한 환 ”7)을 기 으로 오로지 개인의 내면 세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그는 리얼리즘에 한 정의를 통해 이후 자신이 문학작

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밝힌다.그는 리얼리즘 작가는 한

개인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는 부정 인 조건들과 이에 한 개인의

반응을 서술함에 있어 특정한 목표의식을 노골 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역사에 한 필요를 무의식 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주

2)1966년 SPD가 정권을 잡기 해 보수정당인 CDU CSU와 정치 으로 연합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서독은 베트남 에 한 정책결정으로 표되는,보수진 과 사회주의 진 간의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다.

3) 한 발 는 1970년 반에는 유럽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노동자 문화사업회 Arbeitkreis

Kulturindustrie’를 결성하는가하면 1973년 그의 논문집『문학의 상과 방법 Wieundwovon

handeltLiteratur?』에서는 사회 실변 을 해서 작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면서 사회변 에의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 다.Vgl.MartinWalser:Wieundwovon

handeltdieLiteratur?:AufsätzeundReden.Frankfurta.M.1973,S.136:“WennderAutor

dieArbeitdesSchreibensnichtzureigenenVeränderungbraucht,dannwirderauch

keinenverändern.”

4)PeterBeiken:NeueSubjektität.ZurProsadersechzigerJahre.In:PaulMichelLützerund

EgonSchwarz(Hrsg.):DeutscheLiteraturinderBRD seit1965.Königsteinim Taunus

1980,S.164.

5)Walser:WeristeinSchriftsteller?.In:WeristeinSchriftsteller?AufsätzeundReden.

Frankfurta.M.1979,S.42:“wersichschreibendverändert,isteinSchriftsteller.”

6)Vgl.HeulmutKreuzer:NeueSubjektivität.ZurLiteraturdersiebzigerJahreimderBRD.In:

ManfredDurzak(Hrsg.):DeutscheGegenwartliteratur.Stuttgart1981,S.78f.

7)AnthonyEdwardWaine:MartinWalser.In:KeithBullivant(Hrsg.):Afterthe‘Deathof

Literatur’.Oxford1989,S.32:“aclearturningpointinMartinWalsersfor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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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다.이를 통해 그는 사회변 이라는 목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

었던 지난 60년 의 참여문학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표 인 로

그는 1976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사랑의 편 JeneseitsderLiebe』

에서 호른이라는 평범한 업회사원이 직업사회의 경쟁체제 속에서

좌 하고 가정 괴를 겪으면서 자기소외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하면

서,사회 상 묘사에만 집 했던 기존의 창작성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 인 자아의 묘사를 추구한다.8)1978년에 발표된 『도망치는 말

EinfliehendesPferd』 한 개인 인 주제와 사회 인 주제를 매우

잘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등9)70년 반 이후 그의 소설에서

는 사회 상황에 의해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종속성과 이

에 항하여 자신의 독립 존재방식을 확보하려는 정체성이라는 양

극단의 갈등 계가 주를 이루게 된다.10)

1980년 에 어들면서 발 는 와 같은 개인-사회갈등 계의 연

장선상에서 분단이라는 독일의 민족 실을 다룬다.이미 「독일이

라는 모자이크 EindeutschesMosaik」(1963)에서 민족과 분단 문제

에 해 성찰한 바 있는 그는 1987년에 독일분단을 주제로 한 첫 번

째 소설 『도를 와 볼 DorleundWolf』를 발표한다.이 작품에서

발 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독일통일을 해 간

첩 활동을 하는 볼 치거라는 동독 스 이의 삶을 묘사하면서 분단

8)고성 :MartinWalser의 『EinfliehendesPferd』에 나타난 소시민상에 한 고찰.서울 학

교 학원 1997,4쪽 참조.이러한 그의 창작성향은 『자의식과 아이러니』에 나타난 소설의

정의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모든 소설은 자의식의 이야기이다.모든 소설은 작가가 그

소설을 쓰는 시 에 자의식이 어떻게 쟁취되는지,방어되는지 혹은 허구화되어야 했는지를 서

술한다.JederRomanistdieGeschichteeinesSelbstbewußtseins.JederRomanerzählt,wie

zuderZeit,alsderAutordiesenRomanschrieb,Selbstbewußtseinerkämpftoderverteidigt

oderfingiertwerdenmußte.”Walser:SelbstbewußtseinundIronie.Frankfurta.M.1981,S.

155.

9)Vgl.AlexanderMathäs:DerkalteKriegeinderdeutschenLiteraturkritik.DerFallMartin

Walser.NewYork.1992,S.123.

10)최재용:M.Walser소설의 인물 모티 연구 -70년 후반 작품을 심으로.부산 학교

학원 1995,2쪽 참조.지블 슈키는 이러한 발 의 쓰기를 고통을 야기하는 삶의 여건들

과 체험들에 한 개인 반응형식이라고 평가하 다.KlausSiblewski:MartinWalser.In:

Heinz Ludwig (Hrsg.):Kritisches Lexikon zu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München1992,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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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한 개인이 강요받는 정체성의 혼란을 언 한다.그는 이듬

해인 1988년,「독일에 해 말하다 ÜberDeutschlandreden」라는

연설에서 독일분단은 인정할 수 없는,강요받은 것임을 주장하며 분

단을 2차례에 걸친 세계 과 유태인학살과 같은 학살에 한 마

땅한 징계로 받아들이며 독일통일을 반 하는 좌 지식인들을 강력하

게 비 하기도 한다.11)

1990년 독일통일 후 발 는 나치시 독일민족의 과거사 수용문제

그리고 이를 도구화하려는 언론매체에 한 비 을 문학 소재로 다

루기 시작한다.그는 나치과거사 수용과 련하여 독일민족이 무조건

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 ,물 ,

정신 피해의 가해자로 취 받는 견해에 반 한다. 표 인 로

그는 1998년에 발표한 소설 『솟구치는 샘 EinspringenderBrunnen』

에서 1차 세계 이후 독일 사회의 정치·경제 혼란과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치에 동조하게 되는 독일 소시민의 삶과 쟁과정에

서 독일민족이 겪는 희생을 묘사함으로써 독일민족 한 쟁이라는

거 한 역사 사건의 희생자임을 주장한다. 한 그는 이 작품으로

수상하게 된 독일출 회 평화상 수상연설에서 아우슈비츠 유 인

학살로 표되는 나치시 독일민족의 어두운 과거를 도구화하는

언론매체들을 비 한다.12)이러한 발 의 매체비 은 2000년 에

어들면서 더욱 일반화 된다.그는 2002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어느

비평가의 죽음 TodeinesKritikers』에서 독일 문학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유 인 비평가의 죽음(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둘러

싼 의혹을 다룸으로써 문학비평을 통한 권력행사와 이를 조장하는 언

론매체에 해 비 한다.13)

11)Vgl.Walser:ÜberDeutschlandreden.In:ders.:DeutscheSorgen.Frankfurta.M.1997,S.

411-412.

12)이에 해 유 인 회 회장 이그나츠 부비스 IgnazBubis는 그를 ‘정신의 방화범 geistiger

Brandstifter’ 이라 부르며 공개 으로 비 하게 되고 이후 ‘발 -부비스 논쟁

Walser-Bubis-Debatte’로 표 되는 발 의 반유 주의 성향에 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정항균:마르틴 발 의 『솟구치는 샘 Ein

springenderBrunnen』에 나타난 “순수한 기억”과 “양심의 자유”문제.실린 곳:독일어문학

제21집(2003),175-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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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는 와 같은 작가 발 단계를 보이며 후(戰後)부터 재

에 이르기까지 당 독일 사회의 많은 쟁 을 문학 으로 형상화한

다.앞서 언 된 바 있는 그의 리얼리즘에 한 견해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가 문학작품을 통해 후 독일사회에 한 자신의 견해를 드

러내고,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 이에 공감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에서 그의 문학세계는 당 사회를 비추는

상학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Vgl.LeoKreutzer:EinRomanundseinDoppelgänger.SiebenAnmerkungenzuTodeines

Kritikers.In:DieterBorchmeyeru.HelmuthKiesel(Hrsg.):DerErnstfall.MartinWalsers

“TodeinesKritikers”.Hamburg2003,S.211u.RainerWimmer:Aufdiesprachlichen

Formenachten!,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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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사 연구방향

발 에 한 연구는 와 같은 그의 작가 발 단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바우징어 Hermann Bausinger와 베커만 Thomas

Beckermann은 발 의 작품에 나타난 리얼리즘 측면을 연구하 고,

보르트만 ElmarWortmann과 라운가르트 Wolfgang Braungart는

주인공의 소시민성에 주목하여 그의 창작 기에서 80년 의 작품을

연구하 다.90년 에 어들면서 그에 한 연구는 그의 작품에 나

타난 민족주의 색채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야블코 스카

JoannaJablkowska와 피에타 SilvioVietta는 발 의 고향,민족개념

에 주목하여 분단 ,통일 에 드러난 발 의 민족주의 성향을 연

구하 다.

이러한 발 문학의 연구단계에서 독일 통일의 분 기가 형성되던

1988년 여름에 집필되기 시작하여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해인 1991

년에 출 된『유년시 의 수호 DieVerteidigung derKindheit』는

그의 민족주의 성향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20세기 독

일사회가 겪은 쟁과 분단이라는 민족 차원의 사회상황으로 인해

정체성 확립을 방해받는 알 트 도른이라는 한 개인의 일 기를 다

룬 이 소설에 해 스크바라 ErichWolfgangSkwara는 “ 기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엄 성,시 인 강조,백과사 인 역사지식 그리

고 지역지식”14)을 다룸으로써 한 시 소설이 되었다고 평가하면

서 문학과 실의 결합이야말로 이 작품이 독일 사회에 감명을 주는

이유라고 말하 다.15) 한 코 린 WolfgangKopplin은 한 개인의

운명에 한 묘사를 통해 독일 민족 체의 역사가 실감나게 표 되

었다고 평가하 다.『유년시 의 수호』의 기존의 연구 한 이러한

14)ErichWolfgangSkwara:EinParzival-RomanderdeutschenTeilung.In:HeikeDoaneu.

GertrudBauerPickar(Hrsg.):LeseerfahrungenmitMartinWalser.NeueBeiträgezuseinen

Texten.München1995,S.190:“schwindelerregendePräzision[…]dichtericheEmphase,

enzyklopädischeGeschichts-undRegionalwissen”

15)Vgl.Skwara:EinParzival-RomanderdeutschenTeilung,S.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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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범 안에서 작품 내 인 의미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테스- 로흐 NadjaAnthes-Ploch와 페츠 GeraldA.Fetz는 문

학과 사회·정치의 상호 향 계에 주목하여 한 개인이 분단 실로 인

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 고,라인홀트 Ursula

Reinhold는 작품에 나타난 공간 배경의 변화를 기 으로 각각의 공

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주인공이 겪게 되는 정체성문제를 다

루었다.한편 마테스 AlexanderMathäs는 앞서 말한 두 연구와 같이

주인공의 정체성문제에 주목하면서도 발 의 창작 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시민성에 한 묘사’에 연구 을 두었다.그는 발

가 20세기 ·후반 독일의 사회 상을 서술하는 에 주목하여 주

인공이 사회 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향을 받으면서도 이에 소극 으

로 반응하는 소시민 인 모습을 분석하 다.

이 작품에 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16)이 작품을 번역한 권선형은 알라이다 아스만 AleidaAssmann

의 문화 기억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한 수단

으로서의 기억과 보존행 에 주목하 는가 하면,17)다른 한편으로는

발 의 역사 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후 독일사회와 통일독

일에 한 작가의 인식을 연구하 다.18)정항균은 발 의 주된 창작

동기의 하나인 ‘결핍의 체험’19)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발 의

역사 과 통일 을 분석하 다.20)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주인공이 겪는 정체

16)이는 발 에 한 국내연구가 주로 그의 70년 작품에 나타난 소시민성에 한 분석과 90년

후반 이후의 각종 연설문이나 에세이에 집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7) 한 내  권선형:기억,정체성 그리고 문화 기억으로서의 시 소설 -마틴 발 의

『유년시 의 정체성』고찰.실린 곳:독일언어문학 제27집 2005,121-140쪽을 참조하시오.

18) 한 내  권선형:마틴 발 의 『유년시 의 정체성』에 나타난 후 독일사회의 조망과

통일독일의 미래상.실린 곳:한국독어독문학회 제81집(2002),130-147쪽을 참조하시오.

19)Vgl.GeorgBraungart:“‘IchhabenichtdasGefühl,daßichmichbewegthätte.’Martin

Walsers‘Wende’zwischenHeimatkundeundGesichtsgefühl.”In:WalterErhartundDirk

Niefanger(Hrsg.):ZweiWendezeiten.BlickeaufdiedeutscheLiteratur1945und1989.

Tübingen1997,S.95-96.

20) 한 내  정항균:결핍의 미학.실린 곳:뷔히 와 문학 제30호(2008),89-117쪽을 참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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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와 그 원인에 해 분석 한 후,나아가 작가가 정체성문제를

소설화한 궁극 인 동기를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긴 한 연

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우선 제1장에서는 주인공이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가장 직

인 계기인 고향상실과 이로 인한 유년기에의 고착을 살펴본다.이 작

품의 주인공인 알 트 도른은 그의 일생동안 총 세 번에 걸친 고향

상실을 경험한다.특히 그는 유년시 에 최 의 고향상실을 경험함으

로써 더 이상 정체성을 발 시키지 못한 채 유년시 에 고착되어 다

양한 유아 특성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비정상

인 모습들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알 트 도른은 ‘정체성을 지닌

성인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그는 어려서부터 의존해온 어머

니에게 성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집착하

는가 하면,여성과의 교제를 포함하여 성(性)과 련된 모든 것을 거

부한다. 한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어느 공간에서도 정착하지 못

한 채 주변 사회에의 편입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 외에도 보다 구체 인 행동

을 근거로 주인공의 비정상 인 측면들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와 같은 비정상성을 보이는 주인공이 정체성을 확

립하기 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과 한계에 부딪 실패하는 과

정을 살펴본다.정체성을 확립하기 한 그의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

로 나타난다.그는 과거 드 스덴에서의 유년시 을 재구성하고,법률

공부 때문에 억 러 왔던 술성을 발휘하며,자신에게 결핍되어 있

는(결핍될 기에 놓인)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어머니에 한 사랑

을 보상받기 해 스스로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정

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하지만 그는 다양한 정체성 확립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목 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주인공의 정체성 확립시도가 실패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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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개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상 계를 살펴보

고,궁극 으로는 작가가 분단 실에서 나타난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묘사함으로써 독일통일에 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본다.정체성

확립을 한 주인공의 다양한 시도는 쟁과 분단으로 표되는 20세

기 ·후반 독일민족이 겪은 역사 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는

다.이를 통해 작가는 분단 실의 개선이자,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의 당 성을 주장한다.

『유년시 의 수호』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비정상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사의 측면에서가 아닌,그것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상 역사 상황과 결부되어 다루어질 때 보

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발 의 문학세계에서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개인의 정체성과 역사 상황 사회 상 간의 상

계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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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고향상실과 유년기로의 퇴행

1.유년시 상실로서의 고향상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장소(공간)’를 필요로 한다.인간은 행

의 주체로서 지니는 물리 특성상 에 보이지 않는 사고(思 )행

를 할 때에도,가시 인 신체활동을 할 때에도 일정한 공간을 필요

로 하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인간과 장소는 매우 한 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연 성은 인간존재의 보다 본질 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모든 사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다.인간은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감동 인 경험

을 했던 장소에 해서는 그 지 않은 장소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

하며 그 장소를 특별하게 인식한다.

인간은 이러한 의미부여를 통해 장소를 단순한 물리 공간이 아

닌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의 근원이자,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외

부로 지향시키는 출발 으로 여기게 된다.21)인간은 장소라는 일정한

역 내에서 겪는 이와 같은 심층 경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원

천,즉 뿌리의식을 형성한다.한 개인과 그가 유년기를 보낸 고향과의

계가 이에 해당한다.고향은 한 개인( 는 고향이 같다는 공통 을

지닌 ‘개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우리)의 ‘어떤 경계 지어진 고유한 공

21)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드 는 장소의 본질은 그것이 인간 존재의 심층 인 심을 정의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에드워드 (김덕 외 역):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104쪽 참

조.이러한 장소와 인간의 계에 해 클러백과 와일드는 「장소의 존재론 탐구 An

OntologicalConsiderationofPlace」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장소’는 존재의 계시

의미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인간을 치시킨다.인간은 두 가지 방식,곧 수평 차원과 수직

차원에서 장소와 연 된다.수평 차원은 인간의 정치 계에 의해서 규정된다.수직 으로

인간은 존재의 독특성을 은닉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존재의 거소가 된다.‘장소’는 인간 실존

이 외부와 맺는 유 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의 자유와 실존 실의 깊이를 정한다.”

William Klubackand WildeJeanT:AnOntologicalConsiderationofPlace.In:The

QuestionofBeing.New York1958,S.19.신문수:장소·인간·생태 삶.실린 곳:문학과 환

경 제6권(2007),6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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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서,그 사람을 타자와 타자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근본 인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22)다시 말해 인간은 고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자기 치

를 찾아 자기를 정립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이

러한 에서 고향은 한 개인의 과거,그 에서도 유년시 과 연 될

수 있다.그 근거는 우선 유년시 과 고향이 한 개인의 일생을 놓고

보았을 때 과거를 형성하는 시간 ·공간 배경이라는 에 있다.뿐

만 아니라 고향은 조부모와 부모,어린 시 의 친구,자연 풍경 풍

물과 같은 실제 사물들 그리고 그들(혹은 그것들)과 함께 한 활동으

로 가득 차 있는데,이러한 것들은 정체성 형성의 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년시 의 정체성 형성에 기본 인 구성요소가 된다.한편

이러한 것들은 거주자들을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고,추 에서 보호

해주며,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집’이라는 공간을 주요 무 로

한다는 에서 인간으로 하여 ‘평화로움’,‘아늑함’,‘사 (私的)임’,

‘보호됨’등의 행복한 감정들을 갖게 하기도 한다.23)그 기 때문에

한 개인은 고향을 회상하면서 앞서 언 된 일련의 행복과 련된 감

정들을 느끼고,고향을 안식처로 여기게 된다.안식처로서 고향이 갖

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22) 식은 고향과 정체성 형성간의 계를 와 같이 설정하면서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형성되

는 정체성이 지니는 특징들을 열거하 다.본고에서 다루는 고향 ·고향상실의 개념에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유효하다.첫째,고향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소외성을 갖지 않는다

는 것이다.고향은 ‘모든 소외의 지양(止揚)’이다.고향과 련한 논의에서 이른바 ‘소외’된다는

것은 고향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는 것,즉 ‘실향’과 연 된다.왜냐하면 실향은

‘근원으로부터의 이탈’이기 때문이다.둘째,고향은 인간 실존의 귀환 이라는 것이다.인간 존

재를 실향민으로 볼 때 인간은 귀향(歸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킨다. 순례자로

볼 때에도 순례를 끝내고 고향에 안착함으로써 인생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옴으로써 자기 존재를 완성한다.이러한 의미에서 고향은 인생의 출

발지이며 동시에 종착지라고 할 수 있다. 식:고향.문학과 지성사 1999,33쪽 이하 참조.

23) 식:고향,42-45쪽 참조.공간을 철학 사유의 상으로서 연구한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Bachelard는 집이라는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함과 안락함에 해 다음과 같이 말

하 다:“집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산산히 흩어져 버릴 것이다.집은 하늘의 뇌우와 삶의 뇌

우들을 거치면서도 인간을 붙잡아 다.그것은 육체이자 혼이며,인간 존재의 최 의 세계

이다.인간은 성 한 형이상학들이 가르치듯 ‘세계에 내던져’지기에 앞서,집이라는 요람에 놓

여지는 것이다.”가스통 바슐라르(곽 수 역):공간의 시학.동문사 200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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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힘들거나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면 더더욱 고향은 그리워진다.

그것은 고향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그것은

어떤 한 인간이 만약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승리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그 환희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장소로서, 이와 반 로

실패와 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고달 삶을 치유하고 로하

는 의미로서, 최후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

다.24)

이처럼 고향은 한 개인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 이자 완성되는 종

착지로서 인간존재의 본질과 긴 한 련을 맺고 있다.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긴 한 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다.어떤 사람

들은 삶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유에서 고향으로부터 유리되고 소

외되어 고향을 상실하기도 한다.25)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은 곧 귀향

(歸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존재의 근원지에 되돌아감으로써 자기 존재를 완성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기 때문에 고향상실은 한 개인의 삶에 있

어 매우 치명 인 결핍 상이라고 할 수 있다.26)

24)윤병렬: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실린 곳:존재론 연구 제16집

(2007),62쪽 참조.한편 독일의 시인 횔덜린은 귀향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귀향은 걷잡을 수 없는 환희를 방랑자에게 퍼붓는 축제이기도 하다.”울리히 호이서만(강 태

역):횔덜린.행림 1980,17쪽.

25)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과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자의 ‘없다’에

는 ‘애 에 존재하지 않았다’의 의미도 해당하기 때문이다.즉 애당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족

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곳을 고향이라고 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포함된다.이것은 귀향의 주체인 인간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이에 반해 후

자의 경우는 귀향의 상인 고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그 고향이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이 지녀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와 공간상 고향이 사라져버리거나 사회 제약으로

인해 공간 으로 근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식:고향,191-192쪽 참조.

26)발 는 고향을 상실한 인간을 “바람 속에 휘날리는 나뭇잎 Blattim Wind”,“불 한 존재

elendesDing”라고 표 하며 고향상실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치명 인 향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 다:“살인에 비견되는 가장 끔 한 범죄행 는 타인에게서 고향을 강탈하거나 그를 고향

에서 내쫓는 것이다.DasSchlimmsteVerbrechen,vergleichbardem Mord,istes,einem

anderendieHeimatzuraubenoderihnausseinerHeimatzuvertreiben.”Walser:Wieviel

HeimatbrauchtderMensch?.In:Helmuth Kieselu.Frank Barsch (Hrsg.):Ansichten,

Einsichten.AufsätzezurZeitgeschichte.WerkeinzwölfBänden.Bd.11.Frankfurta.M.1997,

S.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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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본 고향·고향상실에 한 논의는 알 트의 삶에

용가능하다.우선 그의 고향은 동독에 치한 도시,드 스덴이다.

그는 1929년에 태어나 1953년 법률공부를 해 서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기 까지,약 25년간을 그 곳에서 생활했다.다시 말해 그는 드

스덴에서 유년시 을 보낸 것이다.그가 떠올리는 그곳에서의 유년시

은 주변 사람들,특히 가족과 함께 한 행복한 추억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는 유년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축음기를 틀어 놓고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즐거워 웃는 등 가족공동체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확인한다. 한 드 스덴은 그의 조부모 때부

터 그의 가족이 3 에 걸쳐 살아온 곳으로서 가족사와의 긴 한 계

를 맺고 있는 “가족의 장소 Familienorte”이자 “세 의 장소

Generationenorte”이다.27)나 에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별거를 하

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가족 간의 유 계와 그로 인한 행

복감이 약화되기는 했지만,드 스덴은 어도 그와 어머니가 ‘함께’

한다는 에서 행복한 유년시 을 보낸 고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28)

하지만 알 트는 인생에 걸쳐 총 세 번의 고향상실을 경험한다.

그는 1945년 2월 13일 밤,첫 번째 고향상실을 경험한다.이 날 밤부

터 3일에 걸쳐 그의 집을 비롯한 드 스덴 체는 철 히 괴된

다.29)이 과정에서 조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주변사람들이 죽게 되고

27)이와 같이 특정한 장소가 ‘가족’,‘세 ’와 연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작가 니얼 호손의

자 소설 『주홍 씨 TheScarletLetter』(1962)에 표 되어 있다:“한 가정이 출생과 묻힘

의 장소와 같은 특정한 장소와 갖는 (이와 같은)장기간의 결속을 통해,장소성과 인간 사이에

는 일종의 친족 계가 성립된다.DurchdieselangeVerbindungeinerFamiliemiteiner

bestimmetenStelle,dem OrtvonGeburtundBegräbnis,wirdeineArtVerwandtschaft

zwischenÖrtlichkeitundMenschengeschaffen.”NathanielHawthorne:TheScarletLetter.

New York1962,S.22.AleidaAssmann:Erinnerungräume-FormenundWandlungendes

kulturellenGedächtnisses.München2006,S.301에서 재인용.

28)실제로 알 트는 고향인 드 스덴으로 가는 길에 편안함을 느끼면서,귀향이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편안함을 주는 행 로 인식한다. Walser: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DVDK),Frankfurta.M.1993,S.65:“그는 드 스덴을 향했고,그곳에 가까워 질 수

록 편안해지는 것을 느 다.그리고 기차가 드 스덴-뷜라우 역에 도착하자 최상의 편안함을

느 다.그는 그 귀향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다.Sofuhrerauf

Dresdenzuundfühltesichwohler,jenähererDresdenkam,undamwohlsten,alsdieElf

hielt,drobeninDresen-Bühlau.Erhattenochnichtsdem HeimkommenVergleichbares

erl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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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함께 했던 행복의 터 은 괴된다.그리고 1949년에서 1957

년까지 불법으로 동독을 떠난 사람들에 해 동독으로의 재입국을

지하는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그는 두 번째 고향상실을 경험한다.30)

그가 이미 1953년에 동독을 떠나 서베를린으로 가기는 했지만,그때

까지만 해도 일련의 행정 차를 밟으면 동독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

다.하지만 그는 1957년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 불법탈주자로 간주되

면서 드 스덴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그는 동독

의 재건사업으로 인해 괴되는 드 스덴을 보면서 세 번째 고향상실

을 경험한다.공산주의자인 시장은 쟁이라는 괴의 과정을 거치면

서도 보존된 드 스덴의 바로크 건물들을 마치 임 아 트인 양 철거

한다. 한 그는 동독정부가 일본자본이 드 스덴에 호화호텔에 짓는

과정에서 그로센 마이스 골목의 마지막 남은 역사 건축물을 괴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이처럼 드 스덴은 행정구역

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지만,더 이상 그가 태어나 자라면서 가족

친구와 행복을 나 었던 ‘그의 고향’으로 존재하는 드 스덴은 아

닌 것이다.31)이와 같이 알 트는 자기 정체성의 근원인 고향을 상

29)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드 스덴 폭격은 2차 세계 이 끝나갈 무

렵 미국, 국, 랑스로 표되는 서방연합군이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1인까

지 항 할 것을 주장하는 히틀러의 지휘 하에 쟁을 지속하고 있는 나치 독일군에게 항복을

강요하기 해 독일의 도시 드 스덴에 가한 폭격을 말한다.이 때 드 스덴은 군사 략 요

충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철 한 괴를 통해 나치독일의 쟁수행의지를 하시키려는

연합군의 의도로 인해 폭격의 상이 되었다.이러한 역사 사실은 작품에도 등장한다.

(DVDK197):“ 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드 스덴은 여자들,아이들 그리고 동부 선에서

도망쳐온 군인들 50만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그리고 그들은 매우 정확하게 겨냥된 리한 세

번의 규모 공습으로 도시를 뒤덮었다.그들은 쟁수행에 요하지 않은 도심부,옛 드 스

덴의 보석을 겨냥했다.DerKriegwardochschonfastzuEnde.Dresdenwarüberfülltmit

500000Frauen,Kindern,Soldaten,dieausdem Ostengeflohenwaren.Unddabelegensie

dieStadtmitdreiklugen,fabelhaftgenaugezieltenGroßangriffen.Gezieltaufdiefürdie

KriegführungunwichtigeInnenstadt,aufdasAlt-Dresden-Juwelalso.”발 는 이를 통해 한

개인이 국가가 겪는 역사 실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표 하 는데,이에 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30)알 트는 이미 1953년에 법률공부를 계속하기 해 고향 드 스덴을 떠나 서베를린에서 생

활하고 있었다.하지만 와 같은 법률이 공포되기 이 에는 자유스럽지는 않지만,일련의 행

정 차를 거쳐 동독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그 기 때문에 드 스덴으로의 입국이 불가

능해진 1957년의 법률공포가 그의 고향상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1)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알 트의 고향상실은 모두 '사회 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이들 모두 쟁,분단,계획경제와 같이 국가라는 거 한 사회집단이 주체가 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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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채 서독에서 타향살이를 한다.32)하지만 그는 서독에서마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

다.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바로 이러한 에서 국가 (민족 ) 실이 그 구성원인 한 개

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이에 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32) 식은 고향을 상실한 채 타향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필연 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

다.왜냐하면 고향상실은 곧 자기 정체성의 근원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타향에서 새

로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정체성을 상실한 실향민은 타향에서 폐쇄 인 모

습을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곳 사회에 응하지 못하게 된다.한편 이러한 부 응은 신체

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 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허무감과 망감,자기 침잠과 고독 그

리고 향수병이 이에 해당한다. 식:고향,118그리고 121쪽 참조.고향을 상실한 채 서독에

서 살아가는 알 트 한 의 통증,치통,편두통,탈모와 같은 신체 이상 징후뿐만 아니

라 주변 사람들에 한 경계,피해의식과 같은 정신 인 이상 징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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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년기에의 고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 트는 총 세 번에 걸친 고향상실을

경험한다.이때 그가 겪는 최 의 고향상실이 그의 유년시 에 일어

났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는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

지 실시된 드 스덴 폭격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그

들과의 계 속에서 행복을 느 던 삶의 무 인 집의 괴를 경험하

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드 스덴 폭격은 그에게 이와 같은 인 ·물

가치의 상실을 넘어 ‘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의 상실을 강요했다

는 에서 그의 삶에 지 한 향을 끼친다.왜냐하면 알 트는 유

년시 에 경험한 최 의 고향상실을 계기로 더 이상 한 인격체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정체성을 발 시키지 못한 채 이 에 지녔던 다양한

유아기 특성을 지속하고 심지어 강화시키는,즉 유년시 에 고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작품의 반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그리고 다양한 양

상으로 개되는 주인공의 유아기 특성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

로 ‘어머니에 한 집착’이다.어머니에 한 집착은 상 으로 아버

지와의 계가 소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33)이것은 주인공 알 트

가 작품의 첫 장면에서 아버지와 계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실망시

켜드리지 않기 해 아버지와의 악수나 포옹을 하지 않는 것에서 드

러난다.

알 트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때 어머니로부터 많은 향을

받는다.그는 자신이 음악 으로는 섬세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단력이 부족해 법률분야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그는

자신이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법률을 공

부한다.그는 라이 치히에서 사법고시에 두 번이나 낙방했지만 자신

의 행복이 오로지 아들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어머니의 정신

33)주인공과 그의 아버지인 구스타 도른과의 소원한 계는 주인공에게 부정(父情)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항균:결핍의 미학,92-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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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으로 인해 서베를린으로 유학해서 법률공부를 계속한다.그는 외

로움을 극복하기 해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그들은 서로를 “왕

자 Prinz”,“양 Schaf”그리고 “왕비 Königin”34)등 동화 속 등장인물

과 같은 호칭으로 부른다.심지어 알 트는 편지에 서명을 할 때

평소에는 자신을 고상하고 연약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의 기린으로 묘

사하지만,슬 때는 울고 있는 아기토끼로 표 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알 트와 어머니의 한 유 계는 이러한 편

지의 형식 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나타난다.그동안 부

모님의 계에 해 침묵하고 있던 알 트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내왔던 생계비를 이려고 하자 어머니에게 아버지와의 이혼을 조

언하는 편지를 보낸다.그리고 그는 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자신과

만 상의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도,35)

그러한 의존 계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의 강요로 서베를린에서 공부하는 알 트는 그녀의 방문

을 통해 로를 얻는다.그는 훗날 어머니의 방문 없이는 서베를린에

서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그는 어머니가 곁에 없

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녀에 한 의존성을 드러낸다.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그는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를 수 없다는 끔 한 불안감 속에 자신의

불안정함을 체험한 지 그의 방에서 다음과 같을 것을 경험했다.바

로 그가 다른 그 구도 아닌 오직 어머니에 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구를 떠올리기만 해도

즉시 쫓겨나거나 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다.오직

그녀에게서만 안식처가 존재했다.그의 안식처.그녀야말로 그의 안식

처 다.

Ermachtejetztinseinem Zimmer,alserseineUnbeständigkeitin

34)(DVDK38)

35)이로 인해 알 트는 서베를린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친화되지 못하는 이

른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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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rentsetzlichenUnruheineinem Nirgendsbleibenkönnenerlebte,

eine Erfahrung: er konnte nur an seine Mutter denken,an

niemanden sonst.Überallwoersonsthindachte,fühlteersich

sofortwiederverjagtoderzumindestnichtangenommen.Nurbei

ihrwareineBleibe.SeineBleibe.SiewarseineBleibe.(DVDK

166)

알 트는 어머니를 통해 정서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회복하기도 한다.그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느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직 보살펴 드리지 못하고 요양원에 맡

겼다는 자책감에 불안해한다.이러한 그의 불안은 탈모와 습진,치통

등 신체 인 결함으로 나타나는데,이러한 증세는 그가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하숙집에서 부양하면서 사라진다.36)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는 알 트가 갖는 불안과 고통

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책이기도하다.이것은 자살하는 방법에 한

그의 생각에서도 나타난다.그는 서베를린에서 함께 법률공부를 하던

달 가 사법시험에 낙방하고 좌 감에 시달리다 약을 먹고 자살한 것

을 보고,자신도 불합격했더라면 자살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하지만 그는 달 와는 달리 엘베강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방

법을 떠올린다.강물이 양수가 들어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모티 로 자주 사용된다는 을 고려할 때,엘베강에 뛰어들고 싶은

그의 소망은 죽음의 세계에서도 어머니와 원히 합치되고자 하는 그

의 마음을 보여 다고 해석할 수 있다.37)

36)알 트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의 최종 문인 구두시험을

비한다는 핑계로 그녀를 제 로 간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그러던 그는

구두시험을 보고나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그는 상황에

한 부정 인 인식을 행복한 미래에 한 정 인식으로 체시키면서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호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더 나아가 그는 어머니의 건강회복을 자신의 건강회복이라

고 여기며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DVDK 282):“그녀는 홀바인 박사가 처방해 약을

복용한 뒤로 회복하고 있지 않는가.그 다 그녀는 회복하고 있다.아,알 트 자신 한.

Gehtesihrnichtbesser,seitsieDr.HolbeinsTablettennimmt?Doch,esgehtihrbesser.

Also.Ach,Alfred.”

37)정항균:결핍의 미학,91쪽 참조.마르틴 발 는 그의 박사학 논문 『카 카의 서사문학에

한 연구』와 에세이 『카 카,끝이 아니다』에서 카 카의 세계 에 한 사변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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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트는 자신의 안정된 삶에 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에

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그녀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거나 단 될

기에 처했을 때 커다란 상실감을 갖는다.라이 치히에서 사법고시

에 연이어 낙방하기 까지만 해도 그는 아비투어를 차석으로 치를

만큼 우수한 학업수행능력을 지닌 학생이었다.그는 자신의 학업성과

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행복을 느끼면서,아비투어를 치르던

날 입었던 양복에 해 “그는 그 양복을 입고 지 까지의 자기 인생

에서 최고의 순간에 도달했었다”38)라며 큰 가치를 부여한다.그는 그

양복을 어머니와 자신이 공유한 행복의 징표39)로 여기지만,그녀는

그에게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그 양복을 팔아 그에게 매우 큰 상실감

을 다.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의 과거에 해 아무런 감각이 없다니!자신의

어머니가 야만인이라니!아,그것은 야만인보다 더한 것이다 […]아비

투어양복에 좀이 스는 즉시 그녀는 그것을 팔아도 된다.하지만 그

에는 결코 안 된다 […]그녀와 그는 과거가 사라지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Daß die eigene Mutter kein bißchen Sinn für die gemeinsame

Vergangenheithat!Die eigene Mutter,eine Barbarin!Ach was,

Barbarin,schlimmer[…]Sobald dieMotten drin sind in seinem

Abituranzug,kannsieihnverkaufen.AberkeinenTagvorher[…]Sie

한 이론을 구체화하 으며 그 때문에 ‘카 카의 모방자’,‘카 카의 제자’,‘카 카의 계승자’라고

불린다.Vgl.Meier:MartinWalser:TemplonesEnde,S.186.이 에 비추어 봤을 때,죽음의

방법으로서 강물에 투신하는 것은 란츠 카 카의 『선고』에서 차용한 모티 라고 볼 수도

있다.알 트가 엘베강에 투신함으로써 사후세계에서 어머니와의 합일을 꿈꾸듯이,『선고』

의 주인공 게오르크 한 익사형이라는 아버지의 사형선고를 스스로 집행하면서 부모와의 화

해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권 :카 카 단편집.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21쪽 참조.

38)(DVDK 210):“Indiesem AnzughaterdenHöhepunktseinesganzenbisherigenLebens

erreicht.”

39)이에 앞서 그는 어머니를 씻겨주면서 그녀의 왼쪽 귀에 자기와 같이 작은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러한 ‘신체 특징의 공유’는 그를 안정시킨다.(DVDK277):“그는 어머니를 씻겨

드릴때 그녀의 왼쪽 귀에 자신과 꼭 같은 치에 작은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이것은 그

를 안심시켰다.AlserdieMutterwusch,entdeckteer,daßsiegenauwieerim linkenOhr

einekleineWarzehatte.Dasberuhigtei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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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dürfendieVergangenheitnichtvergehenlassen.(DVDK210)

여기서 “야만인 Barbarin”이라는 표 은 서베를린 유학 기에 알

트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녀를 “어린양 Schaf”,“왕비

Königin”라는 친근함과 애정이 깃든 호칭으로 표 했던 것과 극명한

조를 이룬다.

알 트가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

와의 계는 단 될 기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정체성 확립 시도의

일환으로 유년시 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에 막 한 향

을 끼친다.40)어머니를 그 로젝트를 한 가장 요한 동반자로 여

겼던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를 재구성 할 수 없

다는 망감을 느낀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된 이래로 본래의 자신의 모

습으로부터 내버려진 것으로,단 된 것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것으로

느 다.그는 자신의 과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그의 과거가 보존되어 있는 보물 같은 존재 다.그는 그녀

가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과

거를 도달할 수 없는 륙으로 만들어버렸다.어머니의 죽음은 1960년

8월 3일에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그 요성과 견딜 수 없음이 매일

같이 확장되는 일종의 국이었다.

Seiter die Mutter nichtmehr fragen konnte,fühlte er sich

ausgesetzt,abgeschnitten,verloren.OhneseineVergangenheitwar

ernichts.DieMutterwarderHortseinerVergangenheitgewesen.

Erhattesich einfach daraufverlassen,daß sieimmerdasein

würde[…]DerTodderMuttermachteseineVergangenheitzu

einem unerreichbaren Kontinent.DerTod derMutterwareine

Karastrophe,dieam 3.August1960begonnenhatteundseitdem

40)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과거재구성에 해서는 본고 제3장 1 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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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uerte,sichausbreitete,jedenTagzunahm anWichtigkeitund

Unerträglichkeit.(DVDK337)

어머니에 한 알 트의 집착과 의존은 그가 그녀로부터 안식처

와 로를 얻는다는 장 에도 불구하고,그것을 정수 에서 통제하

지 못했을 때,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에서 부

정 인 측면이 더 강하다.이에 해 알 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어머니와 그가 소 무나도 긴 한 결속 계를 가졌었고 그것을 제

때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망쳐버렸든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망쳐버리지 않았던가!

Wassollerinseinem Lebennichtallesverlorenoderverpatztoder

verloren und verpatzthaben,weiler angeblich eine zu enge

Mutterbindung gehabt und nicht rechtzeitig überwunden habe.

(DVDK509)

결국 그와 어머니의 강한 유 계는 외롭고 불안한 서베를린에서

의 삶에 ‘일시 인‘안정감만을 주었을 뿐,정체성확립이라는 궁극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극복’되었어야 할 상이었던 것이다.

알 트는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 외에도 유아기 특성을 보이

는 다양한 행동을 한다.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여자친구도 사

귀지 않을 뿐만 아니라,엄지손가락을 빨려고 하는가 하면41)겨드랑

이와 사타구니의 땀 냄새를 맡기도 한다.그리고 그가 죽을 때 마치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이 굽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과 <시

스틴의 마돈나> 그림에 나오는 곱슬머리 소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도 이에 해당한다.42)특히 알 트는 서베를린에서 사법고시 응

41)엄지손가락을 빠는 행 를 유아기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로이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로이트는『성욕에 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엄지손가락 빨기를 아동기 성 표 의

로 삼았으며,후기 서 『정신분석학 개요』에서 손가락을 빠는 행 가 성기능의 발 단계상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구강기에 해당된다고 하 다.박혜 : 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여성 Ⅰ.

실린 곳: 랑스문화 술연구 제23집(2008),1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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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기를 계속해서 미루는데,이것은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유

년시 을 연장시킴으로써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그의 내 욕구

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43)

유년시 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의 욕구는 유년시 에 다녔던 크로

이츠학교의 동창회에서 반친구들에게 느끼는 내면 거리감에서도 나

타난다.그는 졸업 후 40여년 만에 만난 어린시 친구들의 달라진

얼굴에서 낯설음을 느끼지만,학창시 의 추억에 해 이야기 나 는

그들을 보며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년시 의 친구들로 인식하려

고 한다.하지만 그가 보기에 그들은 진정 유년시 로 돌아가 과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단순히 그러한 과거를 지녔었던’자신을

입증하기 한 수단으로서 유년시 을 이야기할 뿐이다.그는 결국

모임이 끝난 후 잠자리에 들기 에 학창시 의 추억을 되살렸다는

행복감이 아닌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한편 거기서 이야기를 나 었던 신사들은 그가 알고 있었던 우들이

아니었다.그 우들은 분명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오직 다 자

란 성인들만이 있었다.그들이 학창시 의 기억으로 스스로를 증명하

지 않았더라면,그들은 완 히 낯선 이들로만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dererseitswaren dieHerren,diedageredethatten,nichtdie

Klassenkameraden,dieernochwußte.Diegabesoffenbarnicht

mehr.EsgabnurnochErwachsene.Hättendiesichnichtdurch

ihreErinnerungenausgewiesen,hätten esganzFremdegewesen

seinkönnen.(DVDK507)

42)정항균:결핍의 미학,92쪽 참조.

43)알 트는 유년시 부터 어머니로부터 법률가가 될 것을 강요받아왔고,이를 실 하기 해

라이 치히에서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베를린으로까지 유학을 가서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한다.사법고시 비생으로서 낯설고 힘든 서베를린에서의 유학생활을 하는 그는 지속

으로 편지를 보내주고 방문하는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로를 받는다.이런 그에게 사법고

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로를 받는’ 재의 상태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

한 의미에서 사법고시일자를 미루는 것은 어머니에 한 사랑과 애정의 기간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Vgl.NadjaAnthes-Ploch:Diedeutsche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In:Gardez!Hochschulschriften.Bd.3.Mainz1996,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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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유년시 에 머물고자 하는 내 욕구로 가득 찬 그에게는

지극히 개인 인 사안에 있어서도 상 방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는 결

정을 내리지 못하는 단력의 결여가 나타난다.그는 어머니와 유

계가 약해질 때 치통을 느끼는데 이를 치료할 의사를 선정할 때 어

머니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결정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편지 투

를 할 때 로 침을 발라도 되는지를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아기 특성을 보이는 알 트는 때로는 자신의 어

른답지 못한 행동에 자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식하기

도 한다.하지만 그는 결국 요한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인이 되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한다.이로써 그는 죽는 순간까지 ‘원한 아이’로

남아 있는다.44)

44)이것은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구부린 형태로 죽은 채 발견된

그의 마지막 모습과 그가 죽기 직 에 읽은 것으로 추정되는『카스 하우 기』에서 ‘조숙

한 아이’라는 단어가 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다는 에서도 드러난다.Vgl.(DVDK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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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정체성의 혼란

1.비정상 인 성정체성

성인이 되기를 거부한 채 평생을 아이처럼 산 알 트는 성정체

성의 측면에서도 비정상성을 드러낸다.이것은 성 (性的)인 것에

한 그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우선 그는 자 행 를 해롭고 불

쾌하며 나쁜 행동으로 간주하는데,이것은 성에 한 부모님의,특히

어머니의 기독교 인 욕의 교육에 기인한다.어머니는 유년시 의

알 트에게 성교육을 하려는 아버지에게 매우 화를 내며 다시는 그

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알 트를 성 인 것으로부터

근본 으로 차단시키고자 한다.그는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기독교

인 욕의 가치를 내면화하고는 자신의 첫 자 행 를 “(부모님이

지닌)최후이자 최고의 심 기 인 기독교 정신이 유죄로 결하고,

지했으며, 주했던”45)행 로 규정한다.그는 이후에도 매번 자

를 하고 나서 기를 어긴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자 행 뿐만 아니라 모든 성 인 것을 거부하고 오한다.

그가 보기에 서베를린 사람들은 오직 성 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화의 주제로 삼는 “야만인들 Kannibalen”46)이다.그가 보기에 서베

를린은 타인과 교류를 맺을 때에도 상 가 성 인 상으로 합한지

를 가장 우선 으로 살펴보는 야만인들로 가득한 “사악한 오물 덩어

리 einböseartigeSchmierenstück”47)일 뿐이다.그는 이러한 서베를

린의 성도취 사회분 기에 오감을 느끼며,이곳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성 욕망과 연 지어 설명하려고 했던 심리학자 로이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성 인 것에

45)(DVDK176):“dasChristentum,dieletzte,höchsteInstanzalso,hatesverurteilt,verboten,

verdammt.”

46)(DVDK406)

47)(DVDK344)



-25-

한 그의 오감은 ‘로이트의 도시’서베를린을 떠나서도 계속된다.

그는 헤센 주에서 극장 련 법률업무를 담당하는데,등 정 과정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편의 화에 묘사된 성행 를 보고는 다음

과 같이 느낀다.

그는 이 성 행 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야만인들.그것이 그가

받은 인상이었다.이 화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야만성을 보여

주었는데,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야만 인 경향을 지녔음에도 시민

인 생활에서는 그것을 발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역겨

울 정도로 매혹 인 것으로서의 나체 -이것이야말로 야만성이었다.

ErwardiesenSexualhandlungennichtgewachsen[…]Kannibalen.

Das warsein Eindruck.Alle,die an diesem Film mitwirkten,

spielten Kannibalen, und das taten sie, weil sie wirklich

kannibalisch tendierten,in ihrem bürgerlichen Leben aberkeine

Gelegenheit hatten, ihr Kannibalenwesen auszuleben […] Das

Nackte als etwas scheußlich Appetitliches - das war doch

Kannibalismus.(DVDK406)

알 트가 거부하는 성 인 것에는 이성(異性)과의 계도 포함

된다.그는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

로지 어머니(와 어머니 역할을 하는 리여성48))하고만 교제한다.그

녀 한 자기 스스로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표 하는데,49)이러한 두

모자의 근친상간 계50)는 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나타난다. 를 들어 한나 더만이라는 여인은 그들 모자를 처음 봤

48)친모인 마르타 도른 외에 알 트가 ‘어머니 역할의 리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에는 괼츠 부

인,라데부인 그리고 페르가멘트 부인이 있다.

49)(DVDK50):“하지만 그녀는 결국 알 트와 화를 보러가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어머니,자

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다.Abereserheitertesieimmerwieder,daßdieneue

Freundin,mitderAlfredendlichmalinsKinoging,Muttiwar.”

50)알 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모님이 성 계를 맺던 침실에서 마치

성행 자로서 남편의 빈자리를 신하듯 처음으로 자 행 를 시작했다는 에서도 알 트

와 어머니의 근친상간 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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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연인사이로 착각했으며,알 트의 친구 바일러는 평소 알

트가 자기 에 정성껏 편지를 쓰던 상이 그의 어머니 다는 말

을 듣고 “ 은이가 결혼하면 어머니와는 이혼하게 된다 When a

youngmanmarries,hedivorcedhismother”51)라는 유 인의 속담

을 언 하며 그들 모자를 ‘부부 계’에 비유한다.그리고 그녀의 진료

를 담당하는 여의사는 어머니를 향한 알 트의 사랑이 부자연스럽

다고 말하기도 한다.52)

어머니에게 국한된 알 트의 이성 계는 그녀의 죽음 후에도 지

속된다.알 트 주 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 여자를 만날 것을 권한다.하지만 그와 어머니 사이에는 다

른 여성이 고들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그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한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어머니

와의)신체 공감을 통해 형성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3)

라며 거부한다.

와 같이 알 트는 어머니라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과 련된

일체의 것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남성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피해망상으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한다.54)이것은 특히 주변 사

람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간주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표 되기도

한다.서베를린에서 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자신에 한 청동료들

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단정짓는다.

로체부인이 이끄는 청동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은행에서 출받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어머니의 묘지에 많은 돈을

51)(DVDK181)

52)(DVDK 253):“어머니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부자연스럽습니다.IhreLiebezuIhrerMutter

istunnatürlich.”

53)(DVDK389):“MiteinerFrauzusammenzuleben,dasheißtfürihn,aufdasverzichten,was

durchkörperlicheSympathieerzeugtwird.”여기서 말하는 신체 공감은 알 트가 어머니

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어머니의 양수를 의

미하는 엘베강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욕구와 죽는 순간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을 구

부린 것에서 구체 으로 표 된다.

54)정항균:결핍의 미학,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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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동성애자일 것이다.

DievonFrauLotzedirigierteAmtsmeinungkonntenursein:Wer

sovielGeldausgibtfüreinMutter-Grab,Geld,dasersichzuerst

nochdurcheinenSparkassenkreditbeschaffenmuß,soeinermuß

homosexuellsein.(DVDK372)

‘상상된’자신에 한 평가에 해 그는 오히려 자신을 동성애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동성애자이지 않을까 추측한다.그는 그러

한 사람들 에서도 자신에 한 심을 공개 으로 드러내 보이며

자신을 둘러싼 동성애 의혹을 주 사람들의 심거리로 만드는 로젤

박사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다.55)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취 받

는 것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말년에 은 남성에 해 경탄

의 시선을 보내거나 자기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56)

이와 같은 알 트가 지닌 성정체성에 나타난 비정상성은 앞서

살펴본 그의 유아기 특성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그

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해 어머니와

한 유 계를 맺고 있는 유아기 성향을 극복해야만 했다.하지만

그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의 한 공생 계를 강화

시킴으로써 남성성이 결여된 비정상 인 성정체성을 지닌 ‘원한 아

이’가 된 것이다.이와 같이 알 트가 ‘원한 유년시 ’에 머무르게

된 것은 로이트의 성발달단계이론과 이를 기본으로 인격형성과정을

설명한 에릭슨의 인간형성론에 입각해 설명될 수 있다.57)

55)알 트는 로젤 박사가 자신을 유혹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그와의 동성교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무(無)의 상태로 이끄는 사랑”이라 거부하면서 “동성애자로 취 받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긴다.(DVDK374):“einfachnichtvorstellbar.Einezunichts

führendeLiebe.”u.(DVDK 389):“seineschlimmsteBefürchtung,füreinenHomosexuellen

gehaltenzuwerden”

56) 은 남성에게 경탄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작 그들이 근하면 매정하게 뿌리치는 알 트

의 동성애 성향은 그의 고백 속 표 처럼 ‘실천되지는 않지만’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기에,

그의 본성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DVDK498):“나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 동성

애자입니다.IchbineinnichtpraktizierenderHomosexu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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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은 인격형성과정을 아기, 아동기,아동기,학령기,청소

년기 그리고 기, 기,후기 성인기 등 총 여덟 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하 는데,이 기 5단계는 각각 로이트가 제시한 구강기,항

문기,남근기,잠재기,성기기에 칭된다.58)이 알 트는 아동기

(남근기)에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에릭슨은 아동기의 유아가

개인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부모에 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도

으로 행동하려 한다고 주장하 으며,이때에 주 로부터 지지와 격

려를 받으면 주도성이 발달하여 다음 단계인 학령기에 들어설 수 있

다고 주장하 다.59)하지만 알 트는 어머니로부터 법률가가 될 것

을 강요받은 것을 표 인 로 하여 모든 것을 어머니와의 계 속

에서 실행하는 ‘주도성이 결여된’유아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상은 로이트의 성발달단계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로이트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성기능의 발 단계상 제 3단계인 남근기에 들어서

면 자신의 성기로부터 쾌락을 느끼고 이를 해 손에 의한 임의 행

,즉 자 를 시도한다.자 를 통한 성 쾌락을 경험한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육체 으로 소유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이를 허용되

서는 안되는 행 로 간주하고 남자아이의 성기를 없애겠다는 을

한다. 로이트는 남자아이가 거세의 으로부터 받는 정신 충격

을 거세 콤 스라고 하 는데 부분의 경우 남자아이는 자신의 성

기를 해 어머니의 소유를 완 히 포기한다고 주장하 다. 한 그

는 와 같은 과정을 거친 유아는 남근기와 잠재기를 거쳐 성기기에

어들면서 다른 충동들을 성기(성욕)에 종속시킨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알 트는 남근기에서 성기기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 모

습을 보인다.그는 남근기에 있는 남자아이의 발 과정과는 반 로

어머니와의 유 계를 지속하고자 성기와 자 행 로 표되는 자신

57)에릭슨 ErikH.Erikson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생득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이러한 내재 욕구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져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에서 로이트와 같은 발달 을 가지고 있다.박아청:에릭슨의 인간이해.교

육과학사 2010,238쪽 참조.

58)박아청:에릭슨의 인간이해,286쪽 이하 참조.

59)박아청:같은 책,2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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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욕구를 포기한다.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첫 자 행 에

한 부정 인 결 후 성과 련된 일체의 것을 거부하는 ‘성기(성욕)

의 거부’를 내면화하는 것이다.이것은 그가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조

각상을 보고는 바로 길을 피하는 것과,남성의 성기(페니스)라는 단

어를 들을 때 오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성기를 표 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생각한 “부속물 Anhängsel”60)이라는 단어를 제 로 발음하

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난다.61)이는 에릭슨이 제시한 성기기의 응

개념인 청소년기에 실패한 것에도 용가능하다.에릭슨은 어린아이

가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격한 신체 변화와 새로운

사회 역할이 요구되는 것에 당황하며 자신의 치에 한 회의와

의문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62)하지만 알 트는 어머니(어머니 역

할을 하는 리여성)하고만 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

기 때문에,그에게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 역할이

결핍되어 있다.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시작한 공직생활을 통해 그가

법률가로서 일정한 사회 역할을 요구받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청소

년기에 진입하 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진

입하지 못한다.에릭슨은 기 성인기를 겪는 사람은 타인과의 계

속에서 친 감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며,이성과의 계에서도 성 으

로 계를 맺으려 시도한다고 말하 다.그러나 어느 집단에서도 주

변 구성원들과 친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 교제하지 못하는

알 트는 이러한 성인기에 어들지 못한 ‘미성년자’일 뿐이다.

60) (DVDK 373)

61) 한편 로이트는 남근기에 놓인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와 같이 손에 의한 성기자극을 통해 쾌

락을 얻으려 시도하지만,여자아이에게는 남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고 주장하 다.여자아이는 이를 신체 열등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체 인격으로 확장시

킨다.일반 으로 여자아이는 자신과 조되는 주변 남자아이들의 우월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곧 자 시도를 그만두고 성 일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알 트가 남근기의 남자아이로서 실

행했었어야 할 ‘어머니 포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시기의 여자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비록 자

행 를 완 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자 행 를 부정 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에서)을 보이는

것은 그에게 남성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지그문트 로이트(박성수·한승

완 역):정신분석학 개요.열린책들 2004,425쪽 이하 참조.

62)박아청:에릭슨의 인간형성론의 발달이론 구조에 한 일고찰.실린 곳:사회과학논총 제26

권(2007),1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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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착의 실패와 이방인의 삶

어머니와 떨어져 낯선 서베를린에서 홀로 유학하는 알 트는 하

숙집에서 생활한다.그는 라이 치히에서 이미 사법고시에 두 번이나

낙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의

편지와 방문에 로를 얻으며 학업에 정진하려 한다.하지만 그는 다

양한 이유에서 하숙집 주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한 곳에 정착

하지 못한 채 서베를린에서만 총 네 번의 이사를 하게 된다.

첫 번째 하숙집 주인인 슈탄트 부인은 그와 어머니 사이의 서신

왕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동독에서 부친 속달편지의 수신자가

자기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이 동독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는 자신의

계획에 조 이라도 악 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기 때문이다.앞

서 살펴보았듯이 알 트는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로와

안정을 얻는데,슈탄트 부인은 이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를 자극

한다.이어서 그녀는 알 트가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그의 생활에 간섭하고,결국 그는 다음 하숙집인 츠 부인의 집

으로 이사를 간다. 츠 부인은 그가 연탄 값을 제 로 지불하지

도 못하면서 화를 보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더욱이 그녀는 알 트가 고향을 방문하느라 방을 비운 사

이 그의 방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기까지 한다.이 과정에서 그녀는

그 방에 있던 침 소 를 치우는데,이것은 알 트에게 자제할 수

없을 정도의 화를 불러일으킨다.그 침 는 어머니의 방문에 사용될

‘신성한’물건이었기 때문이다.63)그는 타테씨의 집으로 이사를 가지

만 그곳의 생활도 만족스럽지는 않다.주인인 타테씨가 그가 지불하

는 연탄 값을 조 씩 횡령하다가 그에게 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계속되는 하숙집에서의 불화로 인해 그는 자신이

마치 국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 갖는다.알 트는 사법고

63)본고 제1장 2 에서 살펴보았듯이 알 트는 서베를린에서 겪는 외로움을 어머니와의 서신왕

래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으로 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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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합격한 후 라우 히트 부부의 집으로 이사한다.그곳의 타

일장식과 변기에 새겨진 자는 그에게 드 스덴에서의 유년시 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는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긴다.64)하지만 지나치

게 근검 약하는 라우 히트부인은 그에게 사소한 것도 약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를 압박한다.이성교제를 강요하는 것 한 그에

게 불쾌감을 다.결국 그는 서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하숙집인 클라

로트 부부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그는 주인집 부부의 잦은 가정불

화로 인해 스트 스를 받지만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25개월을 함께

보낸 추억이 깃든 장소라는 생각에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하지만 그

는 라우 히트부인과 마찬가지로 이성친구를 사귈 것을 강요하는

클라 로트 부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고 나 에 서베를린에서

비스바덴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서베를린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

한다.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안정 으로 거주하지 못

한 채 방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와 같은 알 트의 ‘방황’은 인간

의 거주를 단순한 공간학 개념을 넘어 철학 주제로 삼은 철

학자 볼노 의 인간학 거주론과 연 시켜 다룰 수 있을 것이다.그

는 거주개념이 공간 차원이 아닌 편안함이나 만족감과 같은 인간의

정신 인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65)‘거주 Wohnen’에 해 다음

과 같이 정의하 다.

거주란 더 이상 자신에게서 낯선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자리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친숙해지는 것,곧 그 공간 안에서 인

간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지속 인 련 속에서 구

64)알 트는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지 까지의 인생과제를 해결한 후 이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

성 확립을 한 획기 인 기를 마련하고자 한다.새로운 거처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정

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유년시 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에게 고향 드 스덴에서의 유년시 을

떠올리게 하는 라우 히트 부부의 주거환경은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진다.정항균:결핍의

미학,98쪽 참조.

65)Vgl.OttoFriedrichBollnow:MenschundRaum.Stuttgart1994,S.127.



-32-

출할 수 있는 하나의 확고하고 지속 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

한다.66)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거주란 공간을 차지하는 자기 집뿐만 아니

라 세계 체와 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다시 말해 거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집에 놓인 어떤 물건처럼 단순히 공간을 유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살아가고 삶을 구 하면서 세상

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67)나아가 그는 인간은 오직 거

주를 통해서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주를 인간과 세계의 계를 결정하는 인간의 본질 특성으로 간주

한다.68)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실 시키기 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69)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그 가장 우선 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바로 공간 안에 정처 없

이 헤매고 있는 탈주자와 모험가의 고향상실70)에 항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의 일정한 자리에서 정주하고,확고하게 기 를 세우고,

안 을 한 고유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하지만

알 트는 하숙집 주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해 스트

스를 받으면서 네 곳의 하숙집 어느 한 곳에서도 와 같은 요구

를 충족시키지 못한다.이러한 에서 잦은 이사로 표되는 그의 삶

66)오토 리드리히 볼노 (오인탁·정혜 역):교육의 인간학.문음사 1988,148쪽

67)강학숙:존재와 공간,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한길사 2011,392쪽 참조

68)Bollnow:MenschundRaum,S.126:“여기서 거주란 다른 활동과 같은 임의의 활동이 아니

라,인간이 세계 체와 갖는 계를 결정짓는 본질 인 특성이다 […]여기서 제시되었듯이

인간은 오직 거주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DasWohnenisthier

also nichtmehr eine beliebige Tätigkeitneben manchen andern,sondern isteine

WesensbestimmungdesMenschen,dieüberseinVerhältniszurWeltim ganzenentscheidet

[…]nurim WohnenkannderMensch,wiehiergezeigtwird,zurErfüllungseineswahren

Wesensgelangen.”

69)볼노 는 인간 본질을 실 시키는 거주를 ‘(인간에게) 합한 거주 rechtesWohnen’라고 표

하 으며 이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첫째는

고향상실에 한 항이고,둘째는 내부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험에 한 항 그리고 셋째는

스스로 집안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더 큰 공간의 체(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이다.Vgl.

Bollnow:MenschundRaum,S.310.

70)고향상실 Heimatlosigkeit은 알 트의 삶 반에 걸쳐 나타난다.이 에서 다루어진 그의

떠돌이 생활은 그의 고향상실을 우회 으로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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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종의 도피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71)

한 볼노 는 합한 거주의 마지막 요구과제로서 인간이 집안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더 큰 규모를 지닌 공간의 체(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인간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

류의 공동체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고,그 안에서 요구되는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알

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그는 자신이 속한 두

사회,동독과 서독 모두를 비 하고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몰아세운다.그는 서베를린에서 하숙집을 바꿀 때마다 낯선 느낌,심

지어 자신이 국에 있는 듯 한 느낌마 갖는데,이러한 성향은 서

독을 자신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72)서독에 한 그의 거부감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다.우선 그는

서독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로 인해 야기된 물질만능주

의를 거부한다.그는 화려하게 장식되는 상품세계로 변해가는

서베를린에서 자신이 단지 손님의 자격으로 방문했을 뿐이라는 느낌

을 받는다.그는 서독 사람들은 이론의 정당성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해서만 심이 있으며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

면서 자신을 해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원칙의 용

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알 트는 서독의 정당에 기반을 둔 의회민주정치에 해서도 매

우 비 인 견해를 지닌다.그는 연립과 베트남 쟁의 승인에 반

하는 학생들의 거리시 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국회에는 더 이상 그것을 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사법고시

에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하는 그는 서독의 정당들과 정부부처의 공

생 계를 체험하며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비 한다.

그는 정당들에서 단지 권력회사들만을 보았다.그러한 정당들에는 다

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71)Vgl.Anthes-Ploch:DiedeutscheTeilungimWerkMartinWalsers,S.104.

72)정항균:결핍의 미학,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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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그런 권력회사들이 있었다.이를 해 정당들의 로그램은

자신들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력이 공 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행

해진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InParteiensahernurnochMachtfirmen.Diegibtes,daßEinzelne

ihrBedürfnis,Machtüberandereauszuüben,befriedigenkönnen.

Das Programmgesums der Parteien solldie Illusion erzeugen,

Machtwerdezum BestenderAllgemeinheitausgeübt.(DVDK489)

하지만 그가 와 같이 서독의 정치 ,경제 실에 해 비

인 견해를 지녔다고 해서 동독에 해서 우호 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그는 동독의 부정 인 사회 실에 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 한다.무엇보다 그는 모든 것을 지배이데올로기,즉 사

회주의와 연결 짓는 경직된 동독정치의 피해자이다.그는 라이 치히

학시 사법고시에 낙방하는데,그 이유는 그가 법률 지식이 부

족해서가 아니라 경제계획수립을 논할 때 국가의 주도 인 역할을 제

로 다루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 그가 사회주의 에서 요구

되는 정치 견해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동독의 경제체제와

료제의 억압성과 비효율성 한 비 의 상이 된다.그가 보기에 동

독의 시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에 의해 자율성과 경쟁력을 상실

했다.73) 한 동독은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경제 궁핍함 때문에

녁에 기를 차단시키는가 하면 세 을 내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그에게 동독사회는 추진력을 상실한 사

회이다.이처럼 알 트는 동독과 서독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존재

로 자신의 본질을 실 하기 한 거주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디에

도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 친화되지 못하는 에서

73)알 트는 서베를린에서 세탁을 맡기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동독을 방문할 때 그것들을

가져간다.그는 서독과 비교했을 때 공짜에 가까운 빨래비용을 지불하면서 동독사람들은 자신

들의 경제성장의 정도에 비해 자신들의 노동량에 요구되는 합당한 임 을 요구하는 능력을 상

실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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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드러난다.이것은 서독에서의 그의 생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베를린 유학생활 기,드라이어 교수의 수업을 듣는 그가 강의실

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다른 수강생들은 그 자리는 이미 정

해진 자리라고 우기며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그들은 그가 동

독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학문 으로 무시하기도 하고,성 인 것에

무 심한 그의 태도를 가지고 조롱하기도 한다.그들에게 알 트는

서독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동독

에서 온,“자리를 해 투쟁하는 장기이주민”74)일 뿐이다.집단으로부

터 소외받은 그는 그 집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언어가 이해될

수 있기 해서는 소속감이 필요하지만 그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속감

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75)그는 주변 사람들이 화를 하면서 어

떠한 맥락에서 웃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웃지

못했기 때문에 웃음의 상이 되면서 더욱 강하게 소외된다.그의 소

외된 삶은 그의 부재에 한 주변사람들의 무 심한 태도에서 극명하

게 드러난다.그는 드라이어 교수의 수업에 3개월이나 결석하지만 교

수를 포함한 그 수업의 구성원 어느 구도 그의 부재를 치

채지 못한다.물론 그가 수업시간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

다.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재가 인식의 상조차 되지 못한 것에

해 모욕감을 느낀다.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소외된다.그는 그의 성 정체성을 둘러싼 의혹들,자기의사

달력의 결여 그리고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어머니에 한 집착으로

인해 주변 동료들과 친화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멀어진다.

그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그가 보이는 사회부 응성향은 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다시 말해 그는 서베를린 사회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모습을 보인

다.그는 드라이어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

으려했던 다른 수강생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다.그는 다만 자리선정으로 인해 더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꺼리

74)(DVDK78):“DerumeinenStuhlkämpfendeDaueremigrant”

75)정항균:결핍의 미학,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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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빈 의자를 갖고 와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 앉는다.사법고시라

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그에게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은 낭비일

뿐이다.이러한 그의 자발 인 사회 고립은 앞서 살펴보았던 그의

어머니에 한 집착에도 일부분 기인한다.사법고시가 얼마 남지 않

은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법학공부를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호패씨에게 그동안 강요된 법학공부로부터 받아온 정신 괴

로움을 털어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는다.하지만 그는 곧 주변 사

람들에게 속을 터놓고 말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명령을 떠올리며 이러

한 충동을 억 른다.어머니와의 강한 유 계가 자신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발 되려던 그의 사회성을 차단시킨 것이

다.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

아야 했다는 에서도 서베를린은 그에게 단지 낯선 곳일 뿐이다.76)

이러한 감정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욱 심화된다.그는 어머니가 떠

나고 없는 서베를린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기 스스로를 “ 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에게도 존 받지 못하는 사람.일종의 방치

된 자”77)라고 느낀다.

와 같이 동독출신의 알 트는 법률공부를 하기 해 동독을

떠나 1953년부터 서베를린에서 유학을 하고,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78)1987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

할 때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낯선 곳,서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

간다.79)

76)실제로 알 트는 자신을 서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뮐러박사의 말에 동

의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나는 옷을 입어도 낯설고,벗어도 낯설다.Fremdbinich

eingezogen,fremdziehichwiederaus”(DVDK201)

77)(DVDK 381):“Man istwiederjemand,den keinerfördert,keinerschätzt.EineArt

Liegengelasseneristman.”

78)1956년,사법고시라는 지 까지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하지

만 그는 다음 해인 1957년에 1949년에서 1957년 사이에 동독을 불법으로 떠난 사람의 재입국

을 제한한 동독의 탈주자 입국 지 법률이 공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이로써

그는 낯선 서독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이처럼 분단이라는 사회 실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 인 향에 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79)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 트가 서독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동서독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경

제·문화 등 다양한 역에 걸친 차이 들과 여기에서 오는 가치 의 혼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알 트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주민들이 겪게 되는 상 박탈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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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정체성 확립시도와 그 한계

1.유년시 의 재구성

세 차례에 걸친 알 트의 고향상실은 그를 고향으로부터 공간

으로 단 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근원인 고향에서의 유년

시 로부터도 단 시켜 놓았다.과거로부터 단 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상 인 삶을 하지 못하게 된80)그는 심지

어 자신이 살아가는 실이 일종의 괴과정이라고 여기기까지 한

다.81)하지만 그가 단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러한 실에 자신을 내

맡기는 것은 아니다.그는 자신을 괴시키는 실에 항하여 정체

성을 확립하기 해 노력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그의 노력이

사회 부 응,성 정체성의 혼란 등 재 자신의 비정상 인 면들

을 개선하려는,다시 말해 재를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발 을 도모

하는 ‘미래지향 ’인 노력이 아니라 드 스덴에서의 유년시 을 재구

성하는 것,즉 과거를 실에 재 치시키는 ‘과거지향 ’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82)유년시 에 겪은 ‘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고향

의 상실’과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정상 인 성장을 하지 못하

취한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독일의 통일은 경제 으로 월등한 치에 있었던 서독의 주도하

에 흡수통일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통일독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표되는 이

른바 ‘서독 인’가치 이 지배하게 되었다.통일 기,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은 이를 일종의 해

방으로 여기며 반겼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지녀왔던 가치 과는 무나도 다른 ‘서독

인’가치 이 지배하는 통일독일 사회에서 심각한 상 박탈감을 갖게 된다.그들은 자신

들이 독일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여긴다.이 란: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 박탈감.실린 곳:한국 사회학 제39집(2005),138쪽 이하 참조.

80)권선형:기억,정체성 그리고 문화 기억으로서의 시 소설,128쪽.

81)(DVDK384):“DieWirklichkeitisteinVernichtungsprozeß.DassogenannteWirklichkeitspri

-nzipisteinSystemzurVerklärungdiesesVernichtungsprozess.”

82) 알 트의 과거지향 인 성향은 여러 차례 언 된다.그는 미래를 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소멸되어서는 안되는 보존의 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자신의 과거가 불분명해지거나

기억에서 잊 지려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 그는 심지어 기차를 탈

때에도 기차가 가는 방향을 등지고 앉는다.



-38-

고 과거 유년시 에 고착된 삶을 살아가는 그는 올바른 정체성을 확

립할 수 있는 기반이자 단 된 과거인 유년시 을 재구성함으로써 궁

극 으로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83)

알 트는 드 스덴에서의 유년시 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와 련된 기억들을 끊임없이 떠올리는데84)이때 그는 그가 살았

던 드 스덴(그 곳에서의 집)이라는 ‘장소’를 주된 상으로 삼는다.85)

그는 유년시 을 보낸 고향의 상실을 극복하기 해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함에 있어 ‘장소에 기반을 둔 기억’을 그 근간으로 삼은 것이

다.

기억과 공간의 계에 해 연구한 알라이다 아스만에 따르면 기

억과 공간은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그는 기억하는 행 에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필수 이라고 주장하 는데,하나는 기억

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한 그림으로 코드화한 ‘상상 imagines’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그림들을 구조화된 공간의 특수한 터에 배치한

‘장소 loci’이다.그는 이런 유형학 이해에 근거하여 건축물(그 안의

물건들)을 기억이 형상화된 것으로 간주하며 장소에 기반을 둔 기억

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 다.86)

83) 이 외에도 작품에는 그의 과거지향 (집착 )인 성향을 나타내는 표 들이 여러 차례 언 된

다:“그는 이 에 존재했던 것을 구하려고 했다.Erwollte,wasgewesenwar,retten.”

(DVDK 13),“그는 사라지는 것에 항해 자신을 지켜야만 해야만 했다.Ermußtesich

wehrengegendasVernichtetwerden.”(DVDK14)

84)정체성은 자기자신에 해 인식하는 ‘자아의식’이라는 용어로도 표 할 수 있다.자아의식은

자신의 과거에 한 기억 없이는 형성되지도 못하고 한 보존될 수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기

억은 자아의식(정체성)의 형성 보존을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

항균:므네모시네의 부활.뿌리와이 리 2005,25쪽 참조.

85)알 트가 정체성 확립을 한 시도로서의 과거 재구성의 노력과정에서 드 스덴이라는 장

소,그 에서도 특히 유년시 을 보낸 집이라는 공간을 상으로 한 것은 집이 갖고 있는 인

간 존재와의 긴 한 연 성에 기인한다.빈센트 비시나스는 집이라는 상에 해 “우리가 복

종할 수밖에 없는 압도 이고 교환 불가능한 무엇이며,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해도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길잡이가 되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했다.즉,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토 가 되는 ‘존재의 거주장소 dwelling-place

ofbeing’가 되는 것이다.에드워드 :장소와 장소상실,97쪽 참조.

86)Vgl.Assmann:Erinnerungsräume,S,158.이와 같은 주장은 고 로마 시 기억술의 이론

가인 키 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키 로는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하다”라

고 주장하며 자신의 서에서 이미지와 장소를 기억행 의 석이라 명명함과 동시에 특정한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코드화된 공간 인 결합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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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장소가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문화 기

억공간들을 구성하는 데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장소는 기

억을 공고히 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 비교 단기 인

기억을 능가하고 인공물로 구체화된 개인과 시 ,그리고 문화의 지속

성을 구 한다.

SelbstwennOrtenkeinimmanentesGedächtnisinnewohnt,sosind

siedoch fürdieKonstruktion kulturellerErinnerungsräume von

hervorragender Bedeutung.Nicht nur,daß sie die Erinnerung

festigenundbeglaubigen,indem siesielokalim Bodenverankern,

sie verkörpern auch eine Kontinuität der Dauer, die die

verglichsweise kurzphasige Erinnerung von Individuen,Epochen

undauchKulturen,dieinArtefaktenkonkretisiertist,übersteigt.87)

한 그는 장소뿐만 아니라 (장소와 련된)사물들에 기반을 둔

회상과 과거의 재구성의 상 계를 주장한다.

과거의 정신 인 유산은 으로 알 수 있는 유물들을 만나는 숙련된

시선을 통해서 감각 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재생은 회

상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데,이러한 회상에서는 고 작가들의 원

텍스트 외에도 역사 인 유 지와 그 유물들이 ‘재생돕기’에 기여한다.

dasgeistigeVermächtnisderVergangenheitwirdsinnlicherfahrbar

durch kundigeAugen,dieaufsichtbareReliktestoßen […]diese

erneuerndeWiedergeburtfindetim Medium einerErinnerungstatt,

bei der neben den Originaltexten antiker Autoren auch die

historischenStättenundihreRelikte‘Wiedergeburstshilfe’leisten.88)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면 효과 인 기억을 해서는 우선 특정 장

Ebd.,S.298u.313f.

87)Assmann:a.a.O.,S.411f.

88)Assmann:a.a.O.,S.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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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선정한 후,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싶어 하는 상에 한 심리

인 상을 만들어 그 장소와 결부 시켜야 한다. 한 일련의 장소와

거기에 놓여진( 련된)일련의 사물들을 연상하고 그 장소를 재구성

함으로써 기억행 를 완성하는 것이다.89)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은 알

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베를린에서 수차례에 걸쳐 하숙집을 변경하 던 알 트는 사

법고시에 합격한 후 라우 히트 부부의 집으로 이사한다.알

트는 그 집의 각종 장식,가구에서 드 스덴 유년시 의 집과의 유사

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이것은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과거를 재구

성하려는 그에게 매우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그는 자신의 유년시

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드 스덴 폭격이 있기 유년시

과 련된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한다.90)그 첫 번째 시도로 알

트는 드 스덴을 방문하는 벤트 를 통해 자신의 고모가 갖고 있는

크로이츠학창시 의 사진을 습득한다.이때 알 트는 사진의 복사

본이 아닌 ‘원본’을 구한 것에 해 매우 기뻐한다.그는 오직 원본에

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복사본에 인화된 자

신은 삼십 명의 학생들 한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느낀다.이

러한 에서 그의 과거집착성향,특히 과거를 ‘온 하게’재구성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의 성향이 나타난다.91)이러한 그의 성향은 드

89)최호근:집단기억과 역사.실린 곳:역사교육 제85집(2003),164쪽 참조.이처럼 기억행 와 장

소의 한 계는 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Nora)의 ‘기억의 터 lieuxdemé́

moire’개념으로도 설명되어 질 수 있다.그가 말하는 ‘기억의 터’란 환기력을 지니는 특정한 사

물이나 장소,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 행 와 기호, 는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

기제들을 총망라하는 개념틀이다.이후 설명될 알 트의 과거기억은 이와 같은 ‘기억의 터’로

서의 드 스덴과 그와 련된 사물들(집,가구 등)에 기반을 둔다. 진성:역사가 기억을 말하

다.휴머니스트 2001,57쪽 참조.

90)하지만 이에 앞서 동독정부에 의해 불법탈주자 신분이 된 그는 드 스덴을 직 방문하지 못

하고 드 스덴을 방문하는 서독의 지인들 는 드 스덴에 남아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야

만 했다.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알 트의 시도는 동-서독 분단이라는 사회

실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이러한 사실은 국가(민족) 실이 한 개인의 삶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1)알 트는 드 스덴 유년시 인 1931년,베르텔의 결혼식에서 은 부모님이 나온 사진을 분

실하고 이를 찾기 해 게시 에 고문을 낼 때도 이와 같은 성향을 드러낸다.그는 이 사진

의 원본을 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진 속에서 자신의 유년시 을

발견하기 때문이다.(DVDK428):“그는 단지 이 원본이 무 갖고 싶었다.갈색에서 붉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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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덴과 련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려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그

는 심지어 드 스덴에 있는 어머니가 몸져 워 있는 동안에도 그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것을 기 하며 그녀가 드 스덴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여기서 주목할 만 한 은

알 트가 작성한 이 목록들 최우선순 가 바로 슈타인 회벨 부

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라는 것이다.그녀는 총 삼 회에 걸친 드

스덴 폭격 당시 알 트의 조부모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그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한 여 히 드 스덴에

살고 있다면,크리스마스에 그녀를 방문하겠다고 계획한다.이처럼 알

트에게는 드 스덴 유년시 의 집과 가구들 같은 사물뿐만 아니

라 그 시 과 련된 인물들 한 과거재구성을 한 수집의 상이

되는 것이다.이후 드 스덴 유년시 을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은

더욱 활발해진다.92)

그는 드 스덴의 유년시 을 재구성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2천 년

의 고 도시인 페르가몬 유 을 발굴하는 탐사 로젝트에 비유한

다.93)발굴 는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서 집단의 역사가 재구성되고

까지 이르는 이 어두운 색감은 그에게 있어 사진에 힌 시 그 자체 다.Erhättedieses

Originalnurzugernbehalten.Dieserdunkle,vonBrauninsRötlichereichendeFarbtonwar

fürihndiefotografierteZeitselbst.”

92)알 트는 드 스덴의 유년시 을 재구성하는 것을 그가 지 당장 해야 할 가장 요한 과

업으로 인식한다.(DVDK 263):“언젠가 그것(유년시 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의 주된 작업이

자 유일한 방향이 되어야 했다.언젠가가 아니다.지 ,당장.Irgendwannmußtedasseine

Hauptarbeit,seineeinzigeRichtungwerden.Nichtirgendwann.Jetzt.Sofort.”

93)과거의 재구성을 유 을 발굴하는 행 에 비유하는 것은 로이트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로이트는 자신의 논문 「KonstruktioneninderAnalyse」에서 정신 상담을 받는 환자의 징후

를 보고 망각한 것을 알아내고 구성하는 정신분석가의 작업을 고고학자의 유 발굴작업에 비

유하 다.Freud,Sigmund :Konstruktionen in derAnalyse.In:Anna Freud (Hrsg.):

GesammelteWerke.WerkeausdenJahren1932-1939.Bd.16.Frankfurta.M.19501,S.45f:

“고고학자는 괴되었거나 묻힌 과거의 주거지나 건물을 발굴한다 […]고고학자가 잔존해

있는 담의 잔해로 건물의 내벽을 구성하고,바닥에 인 구덩이를 보고 기둥의 수와 치를 알

아내며,폐허에서 발견한 잔해로 당시의 벽장식과 벽화를 복원하듯,정신분석가도 같은 방법

으로 기억의 편들,연상들,피분석자가 하는 말들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다.고고학자도 정신

분석가도 남아 있는 잔해를 끼워 맞추어 보완하여 재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dereinezerstörteoderverschütteteWohnstätteodereinBauwerkderVergangenheit

ausgräbt[…]WiederArchäologeausstehengebliebenenMauerrestendieWandungendes

Gebäudes aufbaut,aus Vertiefungen im Boden die Anzahlund Stellung derSäulen

bestimmt,ausdenim SchuttgefundenenRestendieeinstiegenWandverzierungen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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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것처럼,자신의 삶 한 과거에 한

탐색과 그 결과물들의 재구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확

신하기 때문이다.94)이러한 확신에 근거하여 그는 사진 한 장,침

앞에 까는 양탄자 하나에까지 요성을 부여하며 그것들을 수집하려

한다.

옷들,그의 것과 어머니의 것들,책들,그림들,속옷들,침 앞에 까는

양탄자, 등,가구들,모든 것들은 되찾아져야 했고 한데 수집되어진

다음에 서베를린으로 옮겨져야만 했다.그는 집을 세 얻은 다음 그것

들을 드 스덴에서와 꼭 같게 꾸며야만 했다.그러나 모든 것들은 단

지 드 스덴에서의 상태 그 로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그곳에 놓여

있던 내용물과 방식까지 모두 동일하게 존재해야 했다.냄비들, 라

이팬들 그리고 시들로 말이다.

DieKleider,seineundMutters,dieBücher,dieBilder,dieWäsche.

die Bettvorleger,die Lampen,die Möbel,alles mußte wieder

aufgefunden, zusammengetragen und dann nach West-Berlin

transportiertweden.ErmußteeineWohnungmieten,siegenauso

einrichtenwiedieinDresden;abernichtnursoaussehensollte

alles,wieesdortausgesehenhatte,essolltevorhandensein,was

und wie es dortgewesen war.MitTöpfen und Pfannen und

Tellern.(DVDK263)95)

Wandgemäldewiederherstellt,genausogehtderAnalytikervor,wennerseineSchlüsseaus

Erinnerungsbrocken,AssoziationenundaktivenÄußerungendesAnalysiertenzieht.Beiden

bleibtdasRechtzurRekonstruktiondurchErgänzungundZusammenfügungdererhaltenen

Resteunbestritten.”

94)권선형:기억,정체성 그리고 문화 기억으로서의 시 소설,129쪽 참조.

95)이처럼 드 스덴 유년시 에 살았던 집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려는 알 트는 마치 그 장소에

서 직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집과 가구들,장식들을 생김새에서부터 정확한 치

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낸다.한편 이푸 투안은 와 같이 과거에 살았던 집에 있는 사물들에

한 구체 인 회상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 다:“과거의 매혹 인 이미지는 바라볼 수

있을 뿐인 체 건물에 의해서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주택의 구성요소와 설비(다

락방과 지하실,난로와 내달은 창,구석진 모퉁이,걸상, 박 입힌 거울,이 빠진 잔)에 의해서

환기된다.”이푸 투안(구동회 외 역):공간과 장소. 윤 200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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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드 스덴 유년시 의 집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려는 알

트의 노력은 “토르 가(街)의 재탈취”96)로 표 되기도 하는데,여

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어머니에 한 그의 ‘집착’에 가까운 의

존 계가 반 되어 있기도 하다.그가 폭격으로 인해 붕괴되기 이

의 드 스덴의 집을 완벽하게 재 하는 것이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호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그의 노

력은 어머니의 죽음 후에도 지속된다.97)

한편 발 가 주인공이 정체성확립을 한 수단으로서 과거재구성

의 상으로 삼은 ‘행복했던’유년시 을 역사 인 에서 보았을

때 나치정권이 지배했던 시기에 해당하도록 설정하 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설정을 통해 나치과거사

수용문제에 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나치정권 당시 행해졌던 유 인 박해를 암시하는 에피

소드를 통해 독일민족의 역사 책임에 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드러낸다.알 트는 유년시 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인식

하지 못했던 나치정권지배하의 독일민족이 행한 유 인 박해를 인식

한다.그는 유 인을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충고를 떠올리다가 유년시

한 유 인과 마주했던 에피소드를 기억해낸다.그가 한 겨울 철로

작업을 하던 유 인이 잠시 쉬고 있을 때 “헤이,유 인!He,Jude

!”98)이라고 말하자 그 유 인은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당시

나치정권 주도하에 행해졌던 유 인 핍박에 동조하지도,참여하지도

않았던 그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민족사회주의

의 선 을 내면화한 나치 었다는 것을 고백한다.99)즉 한 개인에게

는 아무 지도,오히려 행복하기만 했던 유년시 이 역사 인 에

96)(DVDK269):“ZurückgewinnungderThronerStraße”

97)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 ‘집착’에 가깝게 긴 한 유 계를 지녔던 알 트에게 어

머니의 죽음은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에 치명 인 결함요소로 작용한다.즉, 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회상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에 방해요소로서 작용하는 것

이다.

98)(DVDK308)

99)(DVDK308):“이 순간 그는 한 명의 나치 었다.IndieserSekundeistereinNazige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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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가 성립되었던 강압 인 시기

던 것이다.

하지만 발 가 모든 독일민족 체를 일방 인 유 인 학살의 가

해자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알 트가 유년시 을 회상하는 장면

에서는 나치정권의 유 인 학살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유 인

을 도왔던 이른바 ‘착한 독일인’의 모습이 여러 차례 언 된다. 표

인 로 알 트의 부모님은 의사자격을 박탈당한 할 에델 박사

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집을 제공하여 유 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돕

는다.100) 한 그의 어머니가 드 스덴 폭격 당시 공습경보가 해제된

후 처음 만난 제복을 입은 수 에게 ‘히틀러 만세’라고 인사하며 자신

은 맘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와 같이 인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독

일 국민 모두가 나치정권에 동조하거나 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

여 다.101)오히려 발 는 드 스덴 폭격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의 죽

음 그리고 정체성의 근원인 고향 드 스덴의 괴를 겪은 알 트에

게 나타나는 정체성문제를 통해 독일민족 한 나치정권과 이에 결부

된 역사 상황의 피해자임을 드러내기도 한다.즉 발 는 와 같은

알 트의 유년시 회상을 통해 나치정권시 의 독일민족에게 가해

자와 피해자,어느 한쪽으로의 일방 인 단이 아니라 양자의 측면

에 근거한 객 인 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 발 는 와 같은 나치과거사에 한 역사 인식을 알

트라는 한 개인의 회상과정을 통해 표 함으로써 나치과거사에 한

반성이 민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이

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102)알 트는 지극히 개인 인 일상 속에서

우연한 계기에 의해 유 인 박해와 련된 유년시 의 에피소드를 떠

100)이외에도 알 트의 김나지움 재학 당시 친구 던 한스는 유 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의 고 리 던 다른 친구 데트 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

다.

101) 항균: 결핍  미학, 106-107쪽 참 .

102)발 는 이미「아우슈비츠는 끝나지 않았다 AuschwitzundkeinEnde」(1979)를 통해서도 나

치과거사에 한 구체 인 반성은 민족차원에서의 집단 반성과 동시에 이에 한 책임을 공

감하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지닌 개인의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

다.Vgl.Walser:AuschwitzundkeinEnde.In:ders.:DeutscheSorgen,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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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게 된다.그는 유 인을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의도치 않게’

유년시 의 유 인 에피소드를 연상하게 된 것이다. 한 그가 이러

한 유 인과 련된 유년시 의 에피소드들을 떠올리고 역사 차원

에서 재인식하는 과정도 어디까지나 알 트라는 한 개인의 범 에

서 다루어진다.다시 말해 알 트의 유년시 회상에 나타난 과거

재인식은 발 가 비 했던 언론 매체들의 ‘강요된 도덕’에 기반한 과

거사 서술103)이 아닌,그가 모범으로 삼았던 ‘정확성의 원칙’에 기반한

‘개인 ’차원에서의 과거사 서술인 것이다.104)

한편 정체성을 확립하기 한 알 트의 노력은 ‘과거의 재구성’

외에도 ‘재상태의 보존’노력으로도 나타난다.보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고 불가피한 법칙으로 인해 재가 과거

가 되었을 때,바로 그 과거를 잊지 않고 보존하려 하는 것이다.105)

그는 50세가 된 이후로 죽기 바로 날까지도 7년이 넘게 하루도 빠

103)발 는 언론 매체들이 아우슈비츠 학살로 표되는 나치정권시 의 유 인 박해에 있어 독일

민족을 일방 인 가해자로 상정하고 학살의 잔혹함만을 부각시키며 무조건 인 반성을 할 것

을 요구하는 ‘강요된 도덕’에 반 하며 도덕 인 의도를 배제한 ‘순수한 기억’의 차원에서 역사

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Vgl.Walser:UnserAuschwitz.In:ders.:

DeutscheSorgen,S.190.그 다고 해서 발 가 민족차원에서의 집단 반성에 반 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이 에세이에서 괴테와 쉴러뿐만 아니라 유 인 학살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괴벨스

와 힘러 같은 인물들도 독일민족으로 받아들이고,모든 독일민족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른 범죄에 해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발 는 이를 통해 유

인 학살의 가해자를 오하고 희생자에게 공감을 표함으로써 잠재 인 가해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 한 것이다.Ebd.,S.200.

104)발 는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나치의 유 인 학살 범죄를 고발

한 유 인 클렘퍼러의 쓰기 방식을 자신의 리얼리즘 쓰기의 모범으로 삼았다.Vgl.

Walser:DasPrinzipGenauigkeit.ÜberVictorKlemperer.In:ders.:DeutscheSorgen,S.586.

한편 이와 같이 알 트가 정체성확립의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난 과거

회상이 역사 사실에 한 민족 차원에서의 재인식의 계기가 된다는 에서 한 개인의 정

체성이 민족의 역사 상황과 갖는 연 성을 짐작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105)(DVDK500):“과거를 물질화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인간은 재가 지속되는 한 그것

이 과거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재를 어도 문서화해서 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바로

사라지지 않게 해야만 했다.Esgenügtenicht,Vergangenheitdingfestzumachen.Die

Gegenwartmüßteman,solangesiewährt,daranhindern,Vergangenheitzuwerden.Sie

wenigstens so dokumentieren,daß sie,wenn sie Vergangenheit wird,nichtsofort

verschwindenkann… Ihm solltekeinDatum mehrverlorengehen.”이외에도 알 트는 부

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에 그리고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장들을 무

엇이든 가장 가까이 있는 종이에 메모해서 서류철에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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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없이 잠자리에 들기 그날의 일과와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한

다.

5월 15일 요일.로테 고모가 깨움

결에 한 화감정소 강연 비.

[…]

22시 30분.리하르트의 화,자동차 보험,뻔뻔해진다. 르스 부인의

편지를 읽음.

Freitag,15.5.WeckendurchTanteLotte.

VorbereitungdesFBW-VortragesüberRechtsprechung.

[…]

22Uhr30Anr.Richard,Kfz.-Versicherung,wirdkeß.FrauParrs

Briefgelesen.(DVDK500)

이때 기록되고,지속 으로 읽힘으로써 그 내용의 구화를 보장

하는 문자의 속성은 알 트의 기록행 를 뒷받침해 다.106)이처럼

알 트는 문자와 기록행 를 기억과 보존의 매체이자 수단으로 활

용하여 재의 삶이 시간이 지나 과거가 되더라도 망각되는 과거가

아닌,보고 기억함으로써 언제든지 재구성 될 수 있는 과거가 되도록

노력한다.

알 트는 와 같은 자신의 과거재구성 노력을 과거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박물 의 건립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행 를 인간의 본

능 인 욕구와 연 시킨다.

가 이 박물 을 방문할지에 한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보존하는

것은 일종의 욕구이다.모든 인간은 보존되려고 한다 […]모든 인간

은 (자신의)박물 을 가질 가치가 있다.

106)Assmann:Erinnerungsräume,S.182:“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불멸의 속성은 지속 으로

읽힘으로써 구화를 보장하는 기억매체로서의 문자가 지니는 특성을 통해 성립된다.Die

ChancezurAbspaltungeinesunsterblichenTeilsderPersonstelltsichmitderSchriftals

einemGedächtnismedium,dasSelbstverewigungüberkontinuierlicheLesbarkeitsich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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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Frage,werdieseMuseenbesuche,istnichtangebracht.Das

Bewahren istein Bedürfnis.JederMensch willbewahrtwerden

[…]JederMenschverdienteinMuseum.(DVDK320)107)

알 트는 자신만의 박물 을 건립하는 행 를 통해 유년시 이

라는 과거의 시간을 사물화·공간화시켜 되찾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

을 확립하려 하는 것이다.박물 은 자신의 흔 을 남기고 보존함으

로써 망각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구가 반 된 결과이다.따라서 이

러한 그의 박물 로젝트는 기억과 정체성을 둘러싼 인류의 근본

인 행 에 한 기표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108)

107)알 트는 ‘보존행 Bewahren’를 본능에 기인한,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상들이 자신

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성스럽게 다룬다.Vgl.(DVDK365-366):

“그에게는 보 그 자체가 가장 요하다.그는 거기에 해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는다.그

는 그냥 보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것들이 마치 낯선 성스러운

것인 양 소 하게 다룬다.Ihm seidasBewahrenselbstdaswichtigste.Darübergebeesin

ihm nichtdengeringstenZweifel.Ermüsseeinfachbewahren[…]Deshalbbehandelter

seineVergangenheitzeugnisse,alshandleessichumfremdeHeiligtümer.” 

108)권선형:기억,정체성 그리고 문화 기억으로서의 시 소설,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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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도피와 체 실의 추구

2.1. 실보상과 도피수단으로서의 술

알 트의 어머니는 자신의 행복이 그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법률가가 될 것을 강요한다.어머니에게 으로

의존하는 그는 라이 치히에서 사법고시에 두 번이나 낙방하고 내면

으로 결코 법률가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고통 받으면서도 서베

를린으로 유학을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법률공부를 한다.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만 법학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이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그는 스스로 “알 트는 일차 으로

술가이고 그 다음에야 법률가이다”109)라고 말하는가 하면,자신을

헨델,괴테,차이코 스키와 같은 술가들에 비유하면서 자신도 그들

처럼 법학공부를 하지만 궁극 으로는 술을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

한다. 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인본주의 이며 술 인 사고방식을

지닌,특히 뛰어난 음악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고 여기도 한다.그는

이와 같은 자기인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술,특히 음악을 자기정체

성 확립의 수단으로 삼는다.

알 트는 자신이 원치도 않는,어머니로부터 강요받은 법학공부

를 하기 해 유년시 이 깃든 고향 드 스덴을 떠나 낯선 곳 서베를

린에서 유학생활을 한다.그곳에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어느

집단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음악

( 술)은 어머니와 더불어 유일한 안식처가 된다.110)그는 “사악한 오

물덩어리”111)라 느끼는 서베를린에서도 음악회에 참석하는 순간만큼

은 술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109)(DVDK113):“AlfredseizuerstKünstler,dannerstJurist.”

110)알 트는 서베를린 유학생활 기 사법고시 비로 인해 바쁘고,경제 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 화를 보러 간다.

111)(DVDK344):“einböseartigeSchmierenst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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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트는 음악회에 앉아 있을 때 마침내 다시 자기 자신과 일치한

다는 느낌을 받았다.그는 음악을 듣자마자 다시 자신감을 가졌다.음

악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에 반 되는 개념이다.

AlsAlfredim Konzertsaß,hatteerendlichwiederdasGefühl,mit

sichselberüberzustimmen.SobalderMusikhörte,trauteersich

wiederetwaszu.Musik istdasGegenteilvon im eigenen Saft

schmoren.(DVDK46)

그에게 음악이란 다른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안정을 취

할 수 있는 것처럼,그것을 듣거나 직 연주함으로써 평온함을 느끼

는 안식처인 것이다.112)

그는 지 껏 자신을 압박해왔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자 본격

으로 자신의 술성을 발 하고자 한다.그는 그동안 법률공부로 인

해 피아노 연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앞

으로는 피아노만 칠 것이라고 다짐한다.113)피아노연주로 표되는

그의 술성 발 시도는 앞서 살펴본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의 과

거 재구성 노력과도 연 된다.그는 한 때 후견인을 자처하며 돌보았

던 동독 청년 리하르트와의 계를 끊은 후에,그토록 갖고 싶어 하

던 그랜드 피아노를 살 것을 결심한다.이 때 그는 유년시 드 스

덴의 고향집에서 연주하던 그랜드 피아노를 떠올리며 그것을 “과거의

생산물.그의 유일한 자기실 의 가능성”114)이라 표 한다.피아노 연

112)(DVDK 171):“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인 것이,알 트에게는 음악이었다.Wasfür

anderefrischeLuftwar,warfürihnMusik.”알 트는 서베를린으로 표되는 서독시민들

에게서는 성과주의,물질만능주의,성(性)지상주의를 느끼고,동독시민들에게서는 비효율성,체

제에의 복종 등을 보며 양측 모두를 비 한다.하지만 이러한 비 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는 자신의 술추구에 동조하는 라러 부인에게서는 인간성을 느끼며,그녀를 유일한 인간으로

인정한다.이러한 에서도 술이 그에게 있어 근본 인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3)하지만 그는 이러한 다짐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도 법률

청에서 일을 하는 등 법률과 련된 일을 계속 할뿐만 아니라,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를 간호하

는데 그의 시간과 노력을 모두 쏟아 붓는다.이러한 에서도 그의 술성(음악성)추구가 그

의 정체성 확립을 한 시도로서 완벽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4)(DVDK 487):“DieProduktionderVergangenheit.SeineeinzigeMöglichkeiteinerArt

Selbstverwirklichung.”



-50-

주라는 술성 추구와 더불어 유년시 에 연주했던 피아노라는 사물

의 재구성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한 그는 편지

투를 할 때 로 침을 발라야할지의 여부조차 어머니에게 물어볼

정도로 단력이 없지만,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내려야할 결정들은

매우 쉽게 내린다.이와 같이 그는 술 속에서만 단을 내릴 수 있

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알 트는 이러한 가능성을 정체성 확립이라는 최종목표

로 발 시키지는 못한다.그에게 음악으로 표되는 술의 세계는

상처와 고독을 주는 실세계로부터 유일하게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피안의 세계이기는 하지만,궁극 인 구원을 약속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115)그는 연극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보면서 자신이 다른

세계로부터 이해받았다고 느끼지만 곧 이 세계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곳임을 인식한다.

그는 무더 속에서도 1마르크 50페니히를 주고 세탁한 하얀 셔츠를

입고 동독으로 가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감상했는데,존재

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존재하

지 않는 세상.틀림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그 세상에 한

욕망이 있었지만,그것은 충족되지 못했다.화음은 그 욕망을 말하고

있었다.그러나 그 욕망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그래서 세상은 견딜 수 없었다.그래서 사람들은 이승에서의

체류를 단축시켜야만 했다.

Alsoging erindergrößten Hitzein dem füreineinhalb Mark

präparierten weißen Hemd in dieOst-Operund sah und hörte

TristanundIsoldeundfühltesichverstandenvoneinerWelt,die

esnichtgab.Absolutnichtgab.Sicherniegegebenhatte.Nach

derabereinBedürfnisbestand.Dasunerfülltblieb.Dassagtendie

Akkorde.UnerfülltbleibenwürdeinderexistierendenWelt.Also

wardieunerträglich.AlsomußtemandenAufenhalthierabkürzen.

115) 항균: 결핍  미학, 96쪽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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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K238)

그가 술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그

가 모범으로 삼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그는 헨델,괴

테,차이코 스키와 같은 술가들 외에도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트 3

세,루트비히 2세 그리고 리드리히 2세와 같은 역사 으로 실존했

던 왕들에 비유하는데,이들은 모두 술에 몰두했다는 에서 알

트와 공통 을 갖는다.116)이 에서도 특히 작센의 왕 아우구스트 3

세와 루트비히 2세는 왕으로서 충실해야할 국정운 을 소홀히 하고

술에만 몰두함으로써 국력의 쇠퇴를 래하는 등 실에서 좌 한

인물들이다.알 트가 이러한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한 모

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의 술 성향이 실과 상충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117)

한 알 트는 자신이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로서 어머니의 기

와 강요 외에도 자신의 음악 재능에 한 자신감의 부족을 든다.

그는 자신이 지휘자가 되기에는 음악성이 무 약하고,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무 약한 신경을 지녔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한다고 고백한

다.이러한 에서도 그의 술 성향이 정체성 확립을 한 궁극

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부정 인 실로부터 도피하기 한 수단에

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118)

116)특히 알 트가 ‘작센’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트 3세와 자신을 동일시 한 것은 개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간의 상 계에 한 논의와 연 될 수 있다.이에 해서는 본고 제4장 1 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117)정항균:결핍의 미학,96쪽 참조.

118)알 트의 술 성향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은 구 에서 명확하게 표 된다:“알

트는 이따 씩 그가 설정한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법학에서 음악으

로,음악에서 역사 소설로,소설에서 그 자신의 과거로 Manchmalkam esAlfredvor,als

flieheervordem Aufgaben,dieersichstellte.VonderJurazurMusik,vonderMusik

zum historischenRoman,vom RomanzuseinereigenenVergangenheit.”(DVDK227)안테

스- 로흐는 이와 같이 법학→음악→역사소설→과거 순으로 끊임없이 도피하는 알 트의 삶

을 도주의 연속으로 보았다.Anthes-Ploch:Die„deutscheTeilung“im WerkMartinWalsers,

S.104:“근본 으로 그의 일생은 도주이다.Im Grund istsein ganzes Leben eine

Fluchtbewegung.”



-52-

2.2. 체 실 추구를 통한 결핍 보상 시도와 그 실패

인류학의 역사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결핍의 존재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생물학 인 결 을 지녔지만,이를 정신

인 능력으로 보완한다.이에 해 18세기의 철학자 헤르더는 그의

서 『언어의 기원에 한 』에서 인간이란 동물 본능의 결여를

이성과 자유라는 가치로 체하는 ‘결핍의 존재 Mängelwesen’라고

규정지었다.119)발 의 작품들에는 이러한 ‘결핍의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일상 인 결핍에 한 고백과 이를 보완하려는 욕구가 표 되

어 있다.120)이것은 알 트에게 ‘부정(父情)’의 결핍과 어머니의 죽

음으로 인한 ‘아들역할’의 결핍으로 나타난다.그는 이러한 결핍을 메

우기 해 노력한다.

알 트는 성인이 되고나서,특히 낯선 서베를린에서 외롭고 힘

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유년시 부터 지녔던 어머니와의 긴 한 유

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이러한 계는 그녀가 죽고 나서도 그가

어머니의 묘지 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에서도 짐작할 수 있

다.이에 반해 알 트와 그의 아버지인 구스타 도른의 계는 정

반 의 양상을 보인다.알 트가 어머니를 안식처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아버지로부터는 어떠한 로도 받지 못한다.오히려 그의 아버

지는 알 트가 라이 치히에서 두 번이나 사법고시에 낙방한 이유

가 국가가 요구하는 정치 견해를 서술해야 한다는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면서,그가 우유부단한 성격으

로 인해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한다.121)정치 인 측

119)Vgl.JohannGottfriedvonHerder:FrüheSchriften,1764-1772.In:UrlichGaier(Hrsg.):

DeutscherKlassiker.Frankfurta.M 1985,S.695-810,hierS.711.

120)Vgl.Jong-DaeKim:BeschreibungderAlltäglichkeit.EineStudiezurexistenzialistischen

SchreibweisebeiMartin Walser.University ofOulu Finland 2005,S.50f.u.Georg

Braungart:“‘Ich habenichtdasGefühl,daß ich mich bewegthätte.’Martin Walsers

‘Wende’zwischenHeimatkundeundGesichtsgefühl.”,S.95f:“내가 생각하기에 사방에 결핍

이 있으며,결핍이 있는 곳에서는 문학이 생겨나기 마련이다.문학은 언제나 충족되고자 하는

욕구 는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그것이 바로 문학의 동기이다.Ichglaube,

überallwoeinMangelist,wonacheinMangelist,dawirdLiteraturvonselbsterzeugt.

LiteraturhatimmereinerfülltesBedürfnis,odereinunerfüllbaresBedürfnis:Dassindso

AnlässefürLiter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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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볼 때 알 트는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안에 있어서는 비 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세 을 내고도 그에 상응하는 기본 복지혜택조차 리지 못하

는 동독 료체제의 비효율성과 국가주도 계획경제에 익숙해진 동독

시민들이 자신들의 노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법조차 모르는 것을

보며 동독사회를 비 한다.이러한 그와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 강제로 합당될 때 항하지 않음

으로써 동독의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이러한 아버

지의 충고와 언은 알 트에게 못마땅하게 느껴질 뿐이다.더욱이

그는 알 트가 으로 의존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은 여자와

동거한다.알 트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은 동거녀에게 애

정표 을 서슴치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오감을 느낀다. 한 그는

아버지가 드 스덴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용돈

의 액수를 이려고 하자 분노를 느끼며 어머니에게 그와 헤어질 것

을 요구하기도 한다.122)이후 알 트는 동독의 불법이주민 재입국

지령으로 인해 아버지와 심리 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차단

된다.이와 같이 알 트는 일생동안 부정의 결핍을 안고 살아간

다.123)

121)알 트는 아버지가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존재했었던

로이센의 왕 리드리히 2세를 떠올린다.그는 리드리히 2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연약

한 놈이라고 비난받았던 것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한다.하지만 그는 이러한 아버지의 비난을

극복하고 왕이 된 후에 수차례의 쟁을 이끌며 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루어 왕으로 칭송

받았던 리드리히 2세와는 달리,성인이 되고나서도 아버지의 언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가

만든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에 고통 받는다. 

122)알 트는 이미 유년시 부터 부모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그는 부모님

과 함께 사진을 을 때 언제나 둘 사이에 끼어 서로 떨어져 있게 만들었다.이러한 사실에

해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까지는 행복한 결혼생활이었다 BisdieKinder

kamen,wardaseineglücklicheEhe.”라고 말하면서 부부사이에 끼어든 알 트의 존재를

부정 으로 평가한다.이와 같은 아버지에 한 알 트의 반감은 그에 한 경쟁의식과 항

의식으로까지 발 한다.그는 열쇠를 잃어버린 트 크를 여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열어야만 한다는 심리 인 압박감을 갖는다. 한 그는 “어

머니에 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버지에 반 하기는 쉽다.Mankannnichtgegendie

Muttersein[…]GegendenVaterseinistleicht.”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한 자신의

항을 정당화한다.(DVDK431u.511)

123)라인홀트는 이러한 부정의 결핍이 알 트로 하여 어머니와의 유 계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고 말한다.Vgl.UrsulaReinhold:Figuren,ThemenundErzählen.“DieVertei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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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트는 이러한 부정의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시도한다.그는

드 스덴 앙역에서 리하르트라는 동독의 한 고아청년을 만나 인연

을 맺고,그의 후견인을 자처한다.124)그는 후견인이라는 명분하에 한

사람에게 보살핌을 베풀고 때로는 간섭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역할을 직 수행함으로써 결핍상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

이다.그는 리하르트가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 그에게 경제

지원을 하고 그의 일상생활에 간섭한다. 를 들면 오토바이를 살

수 있게 돈을 부쳐달라는 리하르트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때 그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매우 구체

이다.그는 리하르트에게 오토바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 인 경우를 제시하는가 하면,오토바이를 탈 때 뽐내기 한 수

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스포츠맨처럼 잖게 탈 것을 요구하는 등 마

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간섭을 하는 듯 한다.리하르트는 이러한 그

의 간섭이 섞인 보살핌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좋

았을 것이라며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한다.알 트 한 이러한 그

의 반응에 흡족해 한다.

알 트는 이 은 남자에 한 자신의 향력을 직 으로 체험했

다.그는 지 까지 마주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청년을 할 때 더 자

신감이 생겼다.

AlfrederlebtedirektseineWirkungaufdiesenjungenMann.Er

wurde sicherer,als er je einem anderen Mensch gegenüber

derKindheit”inästhetischen,poetologischenundpolitischenKontexten.In:HeikeDoaneu.

GertrudBauerPickar(Hrsg.):LeseerfahrungenmitMartinWalser.NeueBeiträgezuseinen

Texten.München1995,S.198.

124)작품 첫 장면에서 알 트가 아버지와 작별을 하는 곳 한 드 스덴 앙역이다.우르 라

라인홀트는 드 스덴 앙역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와의 작별이 알 트에게 있어 유년시 과

의 단 이자 앞으로 지속될 그의 실패의 시작이라고 보았다.그러면서 그는 와 같은 의미를

지닌 장소의 재등장이 알 트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하 다.이를 통해 알

트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고,궁극 으로 이를 통해 정체성

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Vgl.Reinhold:Figuren,

ThemenundErzählen,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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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esenwar.(DVDK459)

그는 자신도 군가에게 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함

으로써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125)아버지 역할 수행에 만족감을

느낀 알 트는 경제 인 지원을 넘어 그를 ‘교육’하려 한다.그는

리하르트를 베를린의 박물 에 데려가 페르가몬 제단에 해 설명하

기도 한다.그는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웅에 해 자세히 설명하면

서 리하르트 한 그 웅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126)이 때

요한 것은 페르가몬 제단이 알 트에게 지니는 의미이다.앞서

알 트는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유년시 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페르가몬 제단의 발굴작업에 비유한 바 있다.이러한

의미를 지닌 페르가몬 제단을 리하르트에게 소개하고 그것과 련된

것을 좋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리하트르에 한 그의 아버지 역할

수행이 부정의 결핍에 한 보상이자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그의 노력

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리하르트

는 알 트와 함께 페르가몬 제단의 시를 보고 난 후,그에게 제

단은 자신의 취미가 ‘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정체성 확립

시도에 참여시키려는 알 트의 노력을 좌 시킨다.이러한 상황은

알 트가 정체성 확립을 한 그의 다른 시도인 술(음악)성

발 에 리하르트를 동참시키려는 과정에서 반복된다.그는 리베에

게 자신의 피후견인을 청소년 음악 클럽에 넣어 것을 요청한다.이

에 해 리베는 리하르트를 “사기꾼 Ganove”,“부끄러운 모르는

괴짜 hemmungsloserExzentriker”127)에 비유하면서 화를 내고 그의

125)앞서 살펴본바 있듯이 알 트는 치과의사 선택, 로 침을 발라 편지 투를 붙이기 등 지

극히 사소한 일부터 진로설정에 이르기까지 술성에 한 추구를 제외한 부분의 사안에

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126)알 트는 어머니가 살아있었을 때 그녀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었다.그가 으

로 의존했던 어머니에게 했던 설명을 리하르트에게 같이 되풀이 한다는 에서도 리하르트

에 한 그의 의존도를 알 수 있다.그는 어머니는 자신의 제단을 순례하기에는 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리하르트는 아직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이러한 그의 모습은 흡사 그

가 라이 치히에서 사법고시를 치를 때 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경제계획에 있어 국가의 역할

을 강조하라고 충고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이러한 에서도 알 트가 리하르트에게 아버지

로서의 역할을 하려 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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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거 한다. 한 그는 알 트에게 리하르트를 돕는 일을

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그뿐만 아니라 알 트 주 의 모든 사

람들이 리하르트에 한 후견인의 역할에 반 한다.그들은 알 트

가 리하르트를 돕지 않는 것이 그에게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라고

말한다.심지어 알 트의 정신과 주치의인 드 본 박사는 리하르트

와의 계를 단하지 않을 경우 알 트와의 우정을 단 하겠다고

박하기까지 한다.알 트는 이러한 주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

이고 리하르트에 한 후견인 역할을 단한다.이로써 부정의 결핍

을 보완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수행되었던 알

트의 ‘아버지 역할’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128)

알 트에게 나타나는 다른 결핍은 ‘아들역할’의 상실이다.그

는 부정이 결핍된 채 어머니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의존하며 살

아간다.낯선 서베를린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이

성교제도 하지 않았던 그는 어머니에게 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

이자 애인의 역할을 부여한다. 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정체성 확립

을 한 과거재구성의 가장 요한 동반자로 여긴다.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알 트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알 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머니의 아

들’이라는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정체성 확립을 시도한다.그는

어머니를 보살피는 아들의 역할을 일종의 숭배로 표 한다.

알 트는 숭배하기를 즐겼다.그는 군가를 숭배하면 자신이 더 생

기 있게 되는 것을 느 다.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충일감이었다.

127)(DVDK465u.466)

128)이러한 알 트의 실패는 그와 리하르트 사이에 존재하는 립 인 특성에서 이미 진행되었

다고 볼 수 있다.성 인 것을 오하고 거부하는 그와는 달리 리하르트는 알 트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 까지 섹스 화를 상 하는 성인 화 에서 기다리는 등 성 인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한 알 트가 드 스덴 유년시 의 사진이나 집기 등을 수집하며 과

거를 재구성 할 때나 술을 감상하고 실천하면서 즐거움을 느 던 것과 달리 리하르트의 후

견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 했던 에서도 와 같은 그의 노력

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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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verehrtegern.Erfühltesichlebendiger,wennerverehrte.

Eswarderihm liebsteÜberfluß.(DVDK207)

그는 와 같이 숭배로 표 된 아들역할 수행을 통해 정체성 확립

의 가장 근본 인 요소인 자존감을 느끼면서 아들역할이야말로 자신

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라고 고백한다.즉 그에게 있어 아들역할

의 수행은 일종의 정체성 확립의 수단인 것이다.129)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지 껏 수행해 왔던 아들역할을 상

실할 기에 처한다.숭배의 상이 사라져 버린 이상 그 자신도 더

이상 숭배행 의 주체로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하지만 그는 어

머니에 한 숭배를 멈추지 않는다.그는 어머니의 묘지 리,특히 그

곳에 세워질 묘비제작에 매우 집착하면서 자신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지속시킨다.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의 묘비를 보고도 그녀를 떠

올리지 못할까 걱정하면서,그녀를 기념할 수 있는 화려한 묘비를

세우려 한다.이때 그는 빚을 내는 등 경제 인 노력뿐만 아니라 자

신의 업무를 제쳐두면서까지 묘비에 새겨질 문양과 문구130)를 직

도안하기도 한다.그는 이러한 자신을 보며 기념비 제작에 한 회의

감을 갖기도 하지만,곧 “단지 자기 자신을 해 nurfürsichselber”131)

129)이것은 그가 와 같은 감정을 느 을 때 자신의 어머니로 상정한 사람이 친모가 아닌 넬리

르가멘트라는 다른 여자라는 에서 분명해진다.다시 말해 그에게는 어머니의 존재보다는

어머니가 존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아들역할이 요한 의미를 지니

는 것이다.(DVDK 340):“그는 무엇보다도 하이 에 있는 넬리 페르가멘트에게로 가고 싶었

다.그녀의 침 에는 분명히 아들이 없을 것이다.아들역할 수행자.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

하는 직업일 것이다.만약 이런 형태의 매춘이 있다면,그는 즉시 그것을 취했을 것이다.Am

liebstenwäreernachHaifageflogenzuNellyPergament.AnderenBettfehlteoffenbarein

Sohn,Sohndarsteller,daswäreseinLieblingsberuf.WennesdieseForm derProstitution

gäbe,würdeerzugreifen,sofort.”이외에도 안데스 로흐는 이 문장에 알 트에게 나타나

는 두 가지의 요한 문제 인 직업선택과 성정체성의 문제가 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Vgl.

Anthes-Ploch:DiedeutscheTeilungimWerkMartinWalsers,S.99.

130)알 트는 어머니의 묘비에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어린양을 새긴다.그는 어머니의

묘비에 새겨진 어린양을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희생당한 어린양 DasLamm,welches

geopfertwurde,weilesselbstwollte.”이라고 표 한다.이러한 에서도 그가 스스로 아들역

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 수반된 희생을 통해 그 역할의 결핍을 보상받으

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DVDK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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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의 노력을 정당화한다.그의 어머

니숭배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한 것이라는 은 그가 타인

의 평가에 매우 민하게 반응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 군가와 그녀에 한 이야기를 나 때면 먼

상 방에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132)라고 묻는다.그는 이어서 아들

로서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 방으로부터 자

신의 아들역할수행에 해 ‘인정’을 받고 나서야 안도감을 느낀다.그

는 자기만족뿐만 아니라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통해서도 스스로에게

부여한 아들역할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지속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스스로에게 부여

한 아들역할을 지속하지 못한다.이에 한 근본 인 원인은 바로 그

가 아들역할을 할 수 있는 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로테 고모,괼츠 부인 등 여러 명의

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들과 교류한다.그러나 그는 이들 모두

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의존 계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죽은

어머니의 묘지와 묘비에 집착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자

신의 지 를 유지하려고 한다.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어머니-숭배

MUTTER-KULT”133)도 1964년,그가 비스바덴으로 이사함과 동시에

끝나게 된다.134)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역할이 결여된(결여될 기에 처한)

자신의 실을 체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정체성 확립에의 기여라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131)(DVDK391)

132)(DVDK301):“Washabeichfalschgemacht?”알 트는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처음 했

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한다.(DVDK 288):“제가 뭘 잘못했나요?Habeichetwas

falschgemacht?”

133)(DVDK299)

134)알 트는 비스바덴으로 이사 간 뒤부터 어머니의 죽음과 아들역할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성정체성,정치 견해로 인한 사회부 응 등 다른 종류의 비정상성을 보인다. 한 나

에 알 트가 베를린에 있는 어머니의 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가 자신의 상징물로서 묘비에

새겼던 어린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도 그가 어머니숭배를 통해 아들역할을 지속시키려했

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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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회복

:작가의 분단 통일

1.민족 실과 개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 트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유아기 특

성을 보이는가 하면,사회 으로 인정되는 남성으로서의 정상 인 성

정체성을 지니지도 못한다. 한 그는 서베를린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곳에도 안정 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할 뿐

만 아니라,어느 집단에도 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과

거재구성, 술성 추구,아버지와 아들역할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

지만 이것마 그 목 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이

와 같은 알 트의 비정상성과 정체성확립 시도의 실패는 그가 살았

던 당시의 독일이 처한 사회 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35)다

시 말해 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 정체성,즉 그가 속한 국가(민족)

의 사회 실과 연 되어 그로부터 막 한 향을 받는 것이다.이

는 작품의 내용 ,구성 측면뿐만 아니라 발 의 창작성향을 통해

뒷받침 된다.

『유년시 의 수호』에는 20세기 독일이 겪은 주요사건들이 형상

화되어 있다.그 에서도 알 트의 비정상성과 불안정한 정체성은

드 스덴 폭격과 분단이라는 역사 사건과 긴 히 연 되어 있다.

1945년 2월 13일부터 3일간 지속된 드 스덴 폭격으로 인해 그는 조

부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 사람들을 잃게 된다.하지만 드 스덴

폭격은 그에게 단순히 지인들의 상실을 넘어 한 개인의 정체성의 근

135)Vgl.Mathäs:CopyingKafka’sSignature-MartinWalser’sDieVerteidigungderKindheit.

In:TheGermanicReview.Bd.69.(1994),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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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향의 상실로 나타난다. 한 드 스덴 폭격은 망각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 그의 삶에서 정신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도 한다.그는 상수시 궁 이 화재로 인해 손실되었다는 소식을 하

면서 다음과 같이 느낀다.

지하에 있는 국 매 에 불이나 북쪽부분이 괴되었다고 한다.이같

은 소식은 알 트에게 일종의 쇼크로 작용했다.그는 더 이상 그 어

떤 상실도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그는 상실과 련

한 소식을 하면 그것을 조 도 외면 할 수 없었다.그 어떤 로도

없었다.그 어떤 고통의 분담도,그 어떤 의미도 없었다.9년 의 공

습 때부터 말이다.나 에 그가 드 스덴의 옛 거리를 찾았을 때 이러

한 충격이 나타났다.버려진 느낌이 들었다.그 어떤 상실도 과거의

상실만큼 상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지는 않는다.

IndenKellernhatteeinHO-LagerFeuergefangen,derNordflügel

sollzerstörtsein.AufAlfredwirkteeinesolcheNachrichtwieein

Schock.ErhattedasGefühl,alskönneerüberhauptkeinenVerlust

mehrverkraften.Erkonnte,wennihm dieVerlustnachrichttraf,

kein bißchen ausweichen. Es gab keinen Trost. Keine

Schmerzverteilung.KeinenSinn.Seitdem AngriffvorneunJahren.

Nachträglich,alserdiealten Straßen suchte,hattesich dieser

Schockeingestellt.EsbildetesicheineVerlassenheitsempfindung.

Durch keinen Verlust wird Verlust so deutlich wie durch

Vergangenheitsverlust.(DVDK84-85)

이 에는 그의 고향 드 스덴과 아무런 연 성도 갖지 않았던 상

수시 궁 이 단지 ‘괴’되었다는 이유에서 그에게 9년 의 드 스

덴 폭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한 그가 폭격을 당시의 장에서

직 체험했다는 은 폭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더욱 강렬하게 각인

시킨다.136)드 스덴 폭격으로 인한 고향상실은 이후 그가 겪는 모든

136)아스만은 쟁으로 인해 한 개인에게 각인된 트라우마가 신체 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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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 인 상실( 는 무언가를 상실한 기)의 시발 이 된다.실

제로 그는 고향상실을 시작으로 아버지와 결별하고,성정체성의 기

를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상실하기도 한다.하지만 무엇보다 큰

피해는 바로 그가 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이것은 그에게 있어 과거를 뒤에 남겨 놓고 삶에 충실하라는 강

요 다.삶,이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제들의 조합이었다.미래

는 그에게 참을 수 없게 된 재의 연속일 뿐이었다.

Gegenwart-,das war für ihn der Zwang,die Vergangenheit

zurückzulassen,sichdem Lebenzuzuwenden.Leben-,daswareine

ZusammenstellungvonAufgaben,dieihm nichtlagen.Zukunftwar

fürihn nureine ins Unerträgliche gesteigerte Fortsetzung der

Gegenwart.(DVDK198)

과거 유년시 에 각인된 드 스덴 폭격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무

나도 강력하게 작용한 나머지 그가 충실해야 할 재와 미래의 삶을

과거와 맞서는 립개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자신이 속해 있는

재와 속하게 될 미래에 한 와 같은 반감은 그로 하여 삶에

한 방향설정을 불가능하게 한다.137)이러한 부 응과 방향상실은

탈모,치통,피부질환과 같이 신체 이상 징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작가는 그것의 궁극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직 으로 밝히고 있다.

1945년 2월 13일.그날은 언제나 그가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날이었다.

Der13.Februar1945.DaswarimmerderTag,indem erlandete.

(DVDK198)

에서 더욱 강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Vgl.Assmann:Erinnerungsräume,S,278.

137)권선형:기억,정체성 그리고 문화 기억으로서의 시 소설,127쪽 참조.이에 해 발 는

한 인터뷰에서 알 트에게 있어 ( 재의)삶은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Walser:KindheitnachdemTode,DieZeit(9August1991):“알 트는 재와 미래에

맞서 유년기를 수호해야만 한다.그는 삶에 항하는데,그 이유는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AlfredmußdieKindheitverteidigengegenGegenwartundZukunft.Erwehrt

sichgegendasLeben,weileszumTodef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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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쟁으로 인한 괴와 폭력은 알 트에게 심리 ,정신

압감을 주는 트라우마로 각인되어,상실에 한 두려움의 원인

으로 작용한다.나아가 트라우마는 그에게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러한 에

서 이 작품의 주된 테마 하나인 알 트 도른의 고향상실과 이와

결부된 유년시 의 상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정상

성은 치유되지 않는 역사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38)

드 스덴 폭격이라는 과거의 체험이 알 트에게 쟁의 트라우

마로 향을 미친다면,독일의 분단은 존하는 사회 실로 그의

삶에 개입한다.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알 트에게는 어머니와의

비정상 인 상호의존 계가 나타난다.유아 인 그가 낯선 서베를린

에서 외로운 유학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로로 삼는 것은 어머니와

주고받는 편지와 소포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이다.하지만 이러한 그

의 자기 안수단들은 냉 체제하에 강요된 동서분단이라는 독일사회

의 실에 의해 방해받는다.그는 서베를린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

안 자신의 빨래를 직 하지 않는다. 신 소포를 이용하여 그것들을

동독지역의 드 스덴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면 어머니가 신해서

빨래를 하고 다시 소포를 이용하여 그에게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이

용한다.이때 어머니는 세탁물뿐만 아니라 홀로 유학생활을 하는 아

들에게 각종 음식,선물을 동 하기도 하는데,그는 이러한 어머니

의 사랑과 심에 기뻐하고 자신의 아들역할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소포교환은 동서독의 갈등 계로 인해 단된다.

그는 어머니에게 빨랫감을 보낸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런 연락이 없자 이를 확인하기 해 동,서베를린 국경에 있는 동독

의 우체국에 간다.그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확인한다.

138)페츠는 20세기의 후반에 살고 있는 많은 독일인들이 2차 세계 으로 인해 그들의 고향과

그곳에서의 추억(유년시 )을 상실했다는 에서,이 작품에 나타난 알 트의 고향상실이 독

일국민의 거 한 운명을 보여 다는 발 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Vgl.GeraldA.Fetz:

MartinWalser.Stuttgartu.Weimar1997,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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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주공화국=민주주의 역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운송로 그

반 방향의 운송로에서 가족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지됩니다.

Auf den Transportwegen DDR=DS nach Westberlin sowie in

umgekehrter Richtung ist der Versand von Familiensendungen

unzulässig.(DVDK146)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소포를 주고받지 못한다.더 나아가

1957년 12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동독 탈주에 한 법률을 공포

하면서 어머니와의 만남 연락은 더욱 제약받게 된다.이 법률은

1949년에서 1957년 사이에 불법으로 동독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동독

에 재입국하는 것을 지하는데,알 트의 서베를린으로의 유학이

이 법의 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 이 법은 동독주민이 서독지역으

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서베를린을 방문

역시 받게 된다.

한 분단의 역사는 알 트가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때 결정

인 장애물로 작용한다.그는 서베를린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자

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다양하게 시도한다.그 그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은 바로 드 스덴에서의 유년시 을 재구성하

는 것이다.이때 그가 재구성하려는 유년시 은 바로 1945년 2월의

드 스덴 폭격이 있기 ,즉 쟁트라우마가 각인되기 이 의 ‘행복

했던’유년시 인데,이를 해 그는 그 당시와 련된 모든 것들을

수집하려고 한다.‘페르가몬 유 발굴 로젝트’에 비유되는 그의 유

년시 의 재구성은 반에는 부분 인 성과를 거둔다.그는 드 스덴

에 있는 친,인척들과 서베를린에서 함께 공부를 하지만 자신처럼 불

법탈주자의 동독재입국 지령의 용을 받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 유

년시 의 사진을 수집하는데 성공한다.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은

분단이라는 역사 실에 직면하여 결국 목 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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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에 그들은 모든 틈새를 막아버렸다.처음에는 철조망을 설치

하더니,나 에는 담장과 기계장비를 설치했다.이제 (동독을)도망치

려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드 스덴은 멀어졌다.

Und am 13.Augustmachten die überhauptdicht.Zuerstmit

Stacheldraht,dann mitMauern und technischen Feinheiten,daß,

werjetztnochfliehenwollte,seinLebenrisikierte[…]Dresden

warfort.(DVDK318)

그의 유년시 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것은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했던 드 스덴의 집의 재구성이다.그는 어머니가

사용했던 세간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체를 그가 살고 있

는 재 서베를린으로 데려옴으로써 행복했던 자신의 유년시 을 완

벽하게 재구성하려고 한다.이를 해 그는 어머니의 서독행을 합법

인 국외여행으로 장하려고 했지만 1961년 베를린 장벽의 등장으

로 그녀의 서독행은 무산되고 만다.139)

와 같이 2차 세계 때 행해진 드 스덴 폭격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독일의 분단 등 알 트의 과거재구성 노력이 그가 속한

독일 사회의 역사 경험과 재 직면한 상황에 의해 향을 받는 것

은 개인의 기억이 사회학 기억이기도 함을 주장한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의 이론으로 뒷받침된다.그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그것이

어떤 사건과 련된 것이든 늘 집단 이다. 한 그는 인간은 태어나

면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은 다

양한 집단의 을 벗어나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즉 우리가

개인 인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가 소속된 집단의 기억에

서 완 히 벗어난 독창 인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140) 한 그는

139)후에 동독 정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고 싶다는 알 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녀

의 서베를린 행을 허가한다.하지만 이때 그녀가 드 스덴의 집에서 사용하던 집기들을 가져오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베를린으로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어머니를 자신의 박물

로젝트의 가장 요한 동반자로 여겼던 알 트에게 그녀의 죽음은 치명 인 결함요소

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그의 유년시 재구성은 실패로 돌아간다.

140)신지은:장소의 상실과 기억-조르쥬 페 의 장소 기록에 하여.실린 곳:한국사회학 제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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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의 기억은 그가 속한 집

단이 겪고 있는 실에도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기억은 계속해서 되살려지고,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감이 지속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기억은 우리 생애의 다른 시기마다 다른

개념에 종사하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와 외 을 잃게 된다.어떤 일에

한 원래의 인상이 지니고 있던 실질은 상실되고 재의 사회가 부

과하는 형태만 보유하게 된다.141)

알 트의 과거재구성 노력이 드 스덴 폭격과 분단된 동서독의

정치 긴장 계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의 사항에 해당된다.142)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삶과 과거재구성으로 표되는 그의 정체성

확립 시도가 그가 속한 집단의 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은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을 다루는 발 의 에서도 찾을 수 있다.이

작품에는 앞서 언 된 동서독의 정치 긴장 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조치들 뿐만 아니라 1954년과 1955년에 있었던 동,서독 외무장

회의,동독주민의 집단탈주 등 동서분단에서 비롯된 각종 정치 ,사

회 사건들 한 언 된다.발 는 이러한 사건들을 언 하면서 사

건 자체에 한 해석이 아닌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력을

심으로 서술한다.143)즉,독자로 하여 실제 그 사건이 지니는 정

(2011),235-236쪽 참조.

141)MauriceHalwachs:OnCollectiveMemory.ed.andtr.byLewisA.Coser.Universityof

Chicago1992,S.40.김 범: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실린 곳:사회과학연구 제6집(1999),

579쪽에서 재인용.

142) 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과거를 기억해내려는 행 는 과거 자체를 괴하거나 그것

을 재의 목 에 따라 왜곡시킬 뿐이라는 발 의 견해도 이를 뒷받침한다.즉,이 작품 속에

서 알 트는 순수한 과거 회상이 목 이 아니라 폭격으로 괴되기 이 의 드 스덴 유년시

을 재구성할 ‘특정한’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를 기억해내려 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재구성은

불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정항균:기억의 도구화에 한 항.실린 곳:뷔히 와 문

학 제21집(2003),539쪽 참조.

143)Mathäs:CopyingKafka’sSignature,S.79:“발 는 언제나 단순한 사회 그 자체에 한 묘

사보다는 그 사회가 한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향에 심을 가져왔다.그의 소설의 심에서

해체되어버린 개인은 사회상을 반 한다.Walserhasalwaysbeeninterestedinsociety's

impactontheindividual'spsycheratherthanamererenderingofsocietyitself.The

deformedindividualsatthecenterofhisnovelsreflectsociety's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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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인 쟁 이 아닌 오로지 그것이 알 트의 삶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에 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실제로 알 트는 에 언

된 각종 사회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어 오직 그것이 ‘자신의’삶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유일한’기 으로 삼게 된다.144)

하지만 이미 종종 그래왔듯이,세계사는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를 좌

시키기 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 다.

AberwieschonöftertatdieWeltgeschichtealles,dasWiedersehen

zwischenMutterundSohnzuvereiteln.(DVDK205)

이처럼 그에게 냉 체제하의 양 세력의 갈등을 심으로 진행

되는 세계사는 자신과 어머니의 만남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한 시

도로서의 드 스덴 유년시 재구성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로 받

아들여질 뿐이다.145)

이와 같은 사항은 서술시 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 확고해진다.

서술형식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알 트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

건과 이를 받아들이는 그의 내면심리가 행 자 본인에 의한 직 인

표 ,즉 인물의 시 에서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 에

서 간 으로 표 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서술된 ‘내용’에

을 맞추었을 때에는 인물의 시 이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

면 알 트가 드 스덴 폭격,분단,동독재입국 지,베를린 장벽의

건설 등 작품에 제시되는 주요 역사 사건들에 한 평가는 오직 알

트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 으로 지극히 ‘주

144)작품에는 에 언 된 사건 외에도 베트남 에 한 반 (反戰)시 ,서독에서의 사회주의당

활동 지,아우슈비츠 련 소송, 규모 실업 사태 등 알 트 생애 당시 독일의 사회 쟁

들이 언 된다.하지만 이들 모두는 그의 비정상성 그리고 정체성 확립시도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쟁,분단을 강조하기 해 반(半)문장 혹은 단어형식으로 간략하게 언 된다.Vgl.

Anthes-Ploch:DiedeutscheTeilungimWerkMartinWalsers,S.92.

145)라인홀트는 발 가 독일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을 주된 공간 배경으로 설정한 이 분단상황

이 한 개인에게 강요하는 고통을 더욱 효과 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 다.Vgl.Reinhold:

Figuren,ThemenundErzählen,S.2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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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술되기 때문이다.146)이와 같은 시 의 혼용을 통해 발 는

국가분단이라는 집단의 역사가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에 긴

하게 연결되어 막 한 향력을 행사함을 보여 다.147)

륄백작과 재단사의 일화는 이와 같은 집단(국가,민족)과 개인

간에 존재하는 상 계의 용범 를 확장시킨다.아우구스트 제

때 수상을 지낸 륄백작은 자신을 연회에 참석시켜 달라는 재단사의

요청을 들어 것을 약속하고 재단사는 손수 만든 연회복을 입고 연

회에 참석한다.자리를 안내받은 재단사는 자신의 식기 앞에 놓인,

‘숫염소를 타고 가는 재단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자기 세트에 실제

로 숫염소를 타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던 귀족들은 이 그림을 방 인식하 고,재단

사 역시 그것을 치 채고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다.이때 요한 것

은 알 트가 이 일화를 실제로 있었던 역사 사실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재단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 한다는 이다.

알 트는 이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신했

다.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의 추락을 장 한 스 일의

구성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그 역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146)사회 사건에 해 반응하는 알 트의 내 세계의 진상규명이 작가가 달하고자 하는 주

된 의도라는 이 이를 뒷받침한다.Reinhold:Figuren,ThemenundErzählen,S.197f:“이 소

설에서 발 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인 상황에 한 (주인공들의)반응을 통한 내

세계의 정확한 진상규명은 역사 인 범 로의 확장과 연 되어 있다.이러한 확장은 서술기법

상 인물시 의 강하고 느슨함 사이에서의 변동을 통해 표 되었다.DochdiefürWalser

RomanecharakteristischenVorzüge,diegenaueAusleuchtungderinnerenWeltinihrer

ReaktionaufgesellschaftlicheGegebenheiten,verbindensichhiermiteinerErweiterungdes

historischen Horizonts,dersich erzähltechnisch im Fluktuieren zwichen engererund

weitererFigurenperspektiveausdrückt.”

147)Reinhold:a.a.O.,S.212:“이 작품에서 서술된 일 기는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즉 독일

의 고통을 으로 제시한다.이 소설은 주인공의 해체과정을 통해,그의 결합,교제능력 상실

그리고 괴된 드 스덴이라는 근원에 한 고수를 통해 상실의 거 함에 한 감을 달한

다.이것은 동시에 서술자 발 의 의도이기도 하다.DieerzählteBiographiestelltdasLeiden

anderSpaltungdesVaterlandes,dasLeidenanDeutschlandexemplarischvor.DerRoman

vermittelt in den Deformationen des Protagonisten, in seiner Bindung- und

Beziehungslosigkeitunddem sehnsüchtigenFesthaltenvonSpurendeszerstörtenDresden

eineAhnungvonderGrößedesVerlustes.DasistzugleichdieIntentionvonWalsers

Erzäh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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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warsicher,daßdieAnekdoteaufeinenwirklichenVorfall

zurückging.In einer großen Komposition wollte er den Sturz

dessen zeigen,derübersich hinauswill[…]Übersich hinaus

wollteerauch.(DVDK213)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재단사뿐만 아니라 륄백작의 운명에도 비유

한다. 륄백작은 선왕의 실정으로 국력이 약해진 아우구스트 3세 시

작센왕국의 재상으로,왕을 도와 오스트리아, 랑스, 로이센과

같은 강 국 사이에서 부국강병을 꾀한다.하지만 그는 토를 둘러

싼 슐 지엔과의 쟁에서 잇달아 패배함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

라 조국 작센의 멸망도 래하고 만다.즉 그는 부정 인 실을 극

복하기 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목 을 달성하지 못하고 마는 ‘실패

한 인물’의 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알 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 인 실,한계를 극

복하기 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역사 인물들에게서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표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148)이러한 그의 생각은 정체성의 미확립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것을 암시한

다.149)나아가 알 트가 자신과 동일시 한 륄백작,재단사 그리고

앞서 언 되었던 아우구스트 3세가 모두 ‘작센’과 련된 인물이라는

은 개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상 계를 부각시킨다.왜냐하면

알 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작센인이라는 것에 지를 가졌는데

이는 발 가 주장한 민족의 핵심요소인 ‘구성원의 소속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그는 이러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아우구스트 3세-재단사-

륄백작으로 이어지는 ‘작센 인 주제 sächsischesThema’150)에 자신

의 정체성을 기 것이다.

이와 같이 발 는 작센의 인물인 아우구스트 3세-재단사- 륄백작

148) 항균: 결핍  미학, 105쪽 하 참 . 또한  에  항균도 브륄 과 재단사   

 브륄  운  알프레트  연 시켜 하고 다. 

149)Vgl.Mathäs:CopyingKafka’sSignature,S.83.

150)(DVD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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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화 속 인물인 벨 로폰151)일화를 자기에게 투 한 알

트의 모습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집단의 역사 상황으로부터 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규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 으로써 개인

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 사이의 필연 인 상 계를 강조한

다.152)

151)알 트는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향해 돌진하려다가 신들의 미움을 사 추락하고 만

신화 속 인물 벨 로폰을 자신에 비유하기도 한다.

152)발 는 개인이 사회 ,정치 존재로 집단 소속감을 갖고 있으며,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에

필연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에서 민족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만큼이나 자신을 형성하는

요한 요소라는 을 강조하 다.Vgl.Walser:DeutschländeroderBrauchen wireine

Nation?Ein Gespräch überStaaten,Nation,Heimatund Literatur.In:ders.:Deutsch

Sorgen,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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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작가는 이 작품에서 독일의 분단문제를 단

순히 추상 인 정치 문제가 아닌 집단의 구성원인 한 개인의 정체

성과 긴 하게 연결시켜 제시하 다.즉,알 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정상성과 정체성 확립시도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 인 결핍의

상황이 아닌 그가 속한 집단(독일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이라는 역

사 결핍과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제 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다.153)이와 같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정체성 간의 상 계’에 한

작가의 견해를 작품의 결말과 연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

를 통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집필 당시 독일민족이 안고 있던 분

단 실에 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트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했지만 그 과정에서 분단이라는 거 한 역사 결핍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독일 분

단이 극복되기 3년 인 1987년,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다.그 다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이 집단

의 운명과 정체성으로부터 막 한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로 했을 때,작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주인공의 삶을 미완성으로,궁극 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는

지에 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이러한 의문에 한 해답은 분단에

한 작가의 견해와 이 작품이 독일통일 이후에 출 되었다는 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 는 여러 연설문,담화,인터뷰 등에서 다음과 같이 분단상황에

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의 산물이며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나는 독일의 역사를 -비록 그것이 결과 으

153)정항균:결핍의 미학,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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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나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 국의 산물로 끝나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의 담함에 떨며 이 게 말

해 니다.우리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서독도 인정해서는 안됩

니다.우리는 독일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DaßesdiesezweiLändergibt,istdasProdukteinerKatastrophe,

derenUrsachenmankennenkann.Ichhalteesfürunerträglich,die

deutscheGeschichte-soschlimm siezuletztverlief-ineinem

Katastrophenproduktendenzulassen[…]Wirdürften,sageichvor

Kühnheitzitternd,dieBRDsoweniganerkennenwiedieDDR.Wir

müssendieWundenamensDeutschlandoffenhalten.154)

나는 그 이 나라의 분단에 익숙해 질 수 없었고,한 나라 체의 역

사가 국의 산물로 끝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이것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그 구도 이러한 사실을 무 에서도

그리고 실 속에서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Ich habe mich einfach nicht an die Teilung dieses Landes

gewöhnen können un konnte mir nicht vorstellen, daß die

GeschichteeinesganzenLandesineinem Katastropheproduktenden

soll.Dasistdochsehrunbefriedigend.Dasmöchtemanwederauf

dem TheaternochinderWirklichkeitertragenmüssen.155)

와 같이 발 는 독일의 분단상황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국의

산물로 인식한다. 한 그는 동서독의 경계를 ‘제정신이 아닌,우둔한

그리고 억지스러운 것’156)이자 ‘역사의 해체’157)로 여기며 독일의 분단

154)Walser:ÜberDeutschlandreden,S.416f.

155)Walser:DasGejammerüberdieZukunftderdeutschenLiteraturfindeichabsurd.In:

FranzJosefGörtz,VolkerHageu.UweWittstock (Hrsg.):DeutscheLiteratur1994.

Jahresüberblick.Stuttgart1995,S.303-309,bes.S.303.권선형:마틴 발 의 『유년시 의

정체성』에 나타난 후 독일사회의 조망과 통일독일의 미래상,134쪽에서 재인용.

156)Walser:DeutscheSorgenⅠ..In:ders.:DeutschSorgen,S.435:“Diedeutsch-deutsche

Grenzewarundisteineverrückte,blödsinnige,künstlicheLinie.”

157)Walser:ÜberdenLeser-sovielmanineinem Festzeltdarübersagensoll.In.der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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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이러한 발 의 분단상황 인식은 알

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는 라이 치히에서 치른 사법고시

구두시험에서 2차 세계 당시 국의 수상이자 연합군의 수뇌부

던 처칠이 얄타회담에서 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면 원들이 원하는

바를 알면서도 답변하지 않는다.왜냐하면 후 국제질서 재정립에

한 논의를 한 얄타회담의 결과로 바로 독일의 분단이 생겨났기 때

문이다.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드 스덴 폭격,동서분단과 같은 독일

민족의 역사 상황이 주는 부정 인 향은 알 트에게 있어 치

통,탈모,구강염 등과 같은 신체 인 결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

러한 에 비추어 봤을 때 구강염으로 인해 아 입으로 독일분단에

한 직 인 언 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독일분단에 한 부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폐해를 동시에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158)이처

럼 발 와 알 트가 독일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모두가 독일의 분단을 독일국민의 의지가 아닌 타국의 이해 계

에 의해 ‘강요된’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발 는 2차 세계 이라는 제 3제국의 국제 범죄행 를 인정하

기는 하지만 그에 한 처벌로서 독일민족에게 가해진 분단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분

단이 일종의 처벌로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목 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독일이 더 이상 처벌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159)그

isteinSchriftsteller?AufsätzeundReden.Frankfurta.M.1979,S.99:“Liquidierungvon

Geschichte”

158)(DVDK 57):“ 를 들면 처칠은 얄타회담에서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알 트는 기 되는

답을 알고 있었다.그것은 독일을 다섯 개의 독립구역으로 나 는 것이었다.하지만 알 트

는 이러한 답을 자신의 아 입술에 담는 것에 실패했다.Washat,zum Beispiel,Churchill

inJaltagewollt?AlfredkanntedieerwarteteAntwort:Deutschlandinfünfselbständige

Teile spalten.Alfred schaffe es nicht,diese Antwort über seine sowieso schon

schmerzendenLippenzubringen.”

159)Walser:ÜberDeutschlandreden,S.412:“내가 얄타회담과 테헤란회담 그리고 그것들의 결

과들을 처벌행 라고 부르는 것 […]처벌행 는 속죄가 아니라 교화에 기여하는 것이다.우리

는 우리가 교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동독과 서독에는 그 어떠한 퇴보의 가능성도 보

이지 않는다.DaßichJalta,TeheranunddieFolgenStrafaktionnenne[…]Strafedient

nichtderSühne,sonderndochwohlderResozialisierung.Fühlenwirunsnichtresozialisiert?

InOst-undWestdeutschlandkeinAnzeichenirgendeinerRückfallmög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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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같이 정당성을 상실한 처벌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독일을

둘러싼 강 국들의 이해 계라는 것을 강조한다.

(동서독에)퇴보의 험이 없다면 […]그 다면 분단상황을 지속시키

는 데에는 단 하나의 동기만이 있을 뿐이다.그것은 바로 외국의 이해

계이다 […]이러한 핑계 하에 독일의 분단을 그 로 지속시킨 것은

외국의 이해 계이다.

Also,wenndieRückfallgefahrausgeschlossenist[…],danngibt

esnureinMotivfürdieFortsetzungderTeilung:dasInteresse

desAuslands[…]EsistdasInteressedesAuslandes,unterdiesem

VorwanddiedeutscheTeilungungemildertzuerhalten.160)

이와 같은 분단의 발생과 지속됨의 원인에 한 발 의 견해는 알

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그는 어머니가 자유롭게 서베를린

을 출입하는 데 필요한 통행증을 얻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

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지에 해 자문하게

되고 그 결과 독일분단의 발생과 지속원인을 인식하게 된다.그가 보

기에 독일의 분단에 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표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이와 립되는 상 방의 의견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그는 이러한 상황을 “귀머거리 증상 Taubheit”,“자기귀

막기 Selbstbetäubung”161)라고 표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냉

’이라는 국가 간의 이념 립,이해 계의 립 계에 기인한다는 것

을 인식한다.그는 이와 같이 타국의 이해 계에 의해 ‘강요된’피해

인 분단을 종교 쟁 당시의 독일에 비유하기도 한다.162)

160)Walser:ÜberDeutschlandreden,S.412-413.여기서 말하는 ‘퇴보의 험 Rüchfallgefahr’이

란 1차 세계 을 일으킬 당시의 호엔 러른 왕가시 나 2차 세계 을 일으킬 당시의 나치

시 의 독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161)(DVDK139)

162)종교 쟁 당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던 약소국 독일은 종교 가치

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 으로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경쟁국가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국, 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주변 강 국들의 이해 계가 충돌하는 쟁터가

되었다.30년간 지속된 이 쟁으로 인해 독일은 1871 로이센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기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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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에 한 발 의 인식은 와 같은 원인규명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작품에서 알 트의 ‘개인 결핍’이자,나아가 독일민족의 ‘집

단 결핍’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단과 그로 인한 각종 폐해들을 보

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의 통일이다.작

품에서 핵심 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비록 알 트라는 한 인물

의 비정상성과 정체성에 련된,지극히 ‘개인 인 것Privates’이라 할

지라도,그것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문제의 근본 인 원인인 그가

속한 집단이 겪는 문제,즉 분단이라는 정치 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 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각종 연설,담화 등 다양한 문학 외

인 활동을 통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통

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만 하는 당 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그가

주장하는 통일의 당 성은 다음과 같다.첫째,동서독의 경계는 냉

체제의 두 립축인 자유진 과 공산진 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써 이

둘의 군비경쟁은 오히려 통일독일보다 더 큰 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그는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유럽에서는 더 이상의

쟁의 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163)두 번째 당 성

은 앞서 언 한 분단원인에 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분단

자체가 독일민족의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존재

해야만 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셋째,독일민족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은 민족 결핍이자 극복되어야 할 상이라는 것이

다.164)마지막으로 독일의 재통일은 평화를 하는 요소가 아

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종교 쟁 이 의 상태보다 더 많은 소국가들로 분

리되어 있었다.발 한 독일의 분단의 원인이 냉 이라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강 국

들 사이의 이념 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종교 쟁에 비유한다.Walser:DeutscheSorgen

Ⅰ.,S.435:“냉 은, 를 들면 30년 쟁의 버 인 셈이었습니다.DerKalteKriegwar

unserezeitgenössischeVersionderfrüherenReligionskriege,alsodasDreißigjährigen,zum

Beispiel.”

163)발 와 달리 그라스로 표되는 독일의 좌 지식인들은 통일독일에 잠재된 쟁의 험성을

근거로 통일을 반 하 다.그들은 제 2,제 3제국으로 불리는 통일독일이 1871년부터 1945년

까지 한 세기도 되지 않는 75년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과 유태인 규모

학살 등 수많은 역사 범죄를 질 다는 역사 사실을 근거로 통일독일의 재등장은 세계평

화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Vgl.Walser:ÜberDeutschlandreden,S.4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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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독일인이 지녀야 할 신념이자

독일이 지난 75년간의 범죄에 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처벌이라는

것이다.165)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근본원

인인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1987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는

에서,그의 정체성확립 시도의 실패를 독일민족의 정체성확립의 실

패로 확 해석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이는 작가가 이 작품을

독일통일 이후인 1991년에 출 하 다는 에서 뒷받침 된다.앞서

언 했듯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 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 성을 주장했던 발 는 통일의 문제 과 폐해를 근거로 통

일에 반 하는 일부 좌 지식인들과는 달리 분단의 문제 들을 인식

시키고 그것의 폐해를 강조함으로써 재(출 당시)이루어진 통일

을 옹호하고자 했던 것이다.166)즉,정체성문제의 근본원인이었던 분

단이 통일을 통해 극복됨으로써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각각의 개인들 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한 바탕

이 마련된 것이다.167)이와 같이 발 는 『유년시 의 수호』를 통해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정체성문제의 원인

164) 와 같은 통일의 당 성에 한 발 의 주장과 이에 한 통일반 론자들의 반박,다시 이

에 한 발 의 반박 등 발 를 심으로 일어난 독일지신인들의 통일논의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정항균:“나는 변하지 않았다.”.실린 곳: 히트와 연극 제18집(2008),

194-197쪽 참조.

165)Walser:Zum StandderdeutschenDinge.F.A.Z(5Dezember1989):“군사블럭들의 해체와

양독 사이의 경계선의 해체는 뗄 수 없는 계에 있다.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어야 할

것이다 […]독일인들이 지른 일에 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수하는 것이 지당한 일

이 아니겠는가?(통일을 통한)평화가 완성되어 평화로 가득 찬 독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

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난이 다반사인 이 세계를 해 (통일)독일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리데만 슈피커(임정택 공편):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창작과 비평사 1991,87쪽에서 재인용.

166)정항균:결핍의 미학,114쪽 참조.발 는 통일 이후 발생한 사회 문제를 통일 탓으로 돌리

는 비 주의 태도에 반 하며 통일을 옹호하 다. 표 인 로 통일 이후 증가한 극우청년

세력에 해서도 그 원인은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민족 인 것을 부정 으로만 여

기고 기시함으로써 형성된 잘못된 민족 정체성에 있다고 보았다.Vgl.Walser:Deutsche

SorgenⅡ..In:ders.:DeutscheSorgen,S.458.

167)분단된 독일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드러내는 데 이 소설의 함이 있다는 해석 한 이를

뒷받침 한다.Vgl.Braungart:“‘IchhabenichtdasGefühl,daßichmichbewegthätte.’,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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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특히 분단이라는 집단의 역사 상황에 있다고 보고 그 안

에서 나타나는 개인 ,민족 차원에서의 결핍상황을 부각시킴으로

써 그러한 결핍을 교정하고 메워 유일한 해결책인 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168)

168)정항균:결핍의 미학,113쪽 참조.이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문제 해결을 한 집단정체성 문

제해결의 선행을 강조하는 발 의 인식은 “정치 인 것에 개인 인 것이 뒤따른다 zurPolitik

kommtdaPrivates”라는 알 트의 독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DVDK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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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년시 의 수호』의 주인공 알 트 도른은 1927년에 태어나

1990년 10월 3일,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 이 인 1987년에 삶을 마감

한다.그의 고향 드 스덴은 1945년 2월 13일,지옥으로 기억되는 공

폭격으로 인해 철 히 괴되고,이 과정에서 그는 정체성의 근원

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게 된다.이후 그는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지

녀야 할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다양한 측면에서 비정상

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성 인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성(性)과

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 채 어머니를 제외한 어떤 이성과도 계를

맺지 않는다.특히 그는 낯선 서베를린에서의 유학생활에서 오는 외

로움을 오직 어머니와의 의존 계를 통해 달래고,이러한 의존 계가

느슨해질 기에 처할 경우 극심한 스트 스와 신체 이사징후를 보

이는 등 어머니에 한 강한 집착성향을 보인다. 한 그는 서베를린

으로의 유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죽기 까지 서독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어느 집단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독립 인 인격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상 인 정체성

을 확립하지 못한 그는 고향 드 스덴,정확히 말하면 1945년 드 스

덴 폭격 이 의 유년시 추억이 담긴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고향을

재구성하기 해 그 시 과 련된 모든 것을 수집한다.뿐만 아니라

그는 유년시 부터 결핍되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상받기 해 자기

스스로 한 은 남성의 경제 ·정신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어머니

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들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

체성확립을 한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은

쟁의 트라우마와 동·서독의 분단이라는 역사 상황에 의해 끊임없

이 방해받으며,결국 그는 정체성확립이라는 궁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작품이 1991년 출 됨과 동시에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역사

환기를 표하는 시 소설로 평가 받은 것은169)단지 이 작품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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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독일에서 일어난 각종 정치·사회 사건을 다루었다는

에만 근거하지는 않는다.이 작품은 나치시 의 유 인 학 ,드

스덴 폭격으로 표되는 2차 세계 의 고통,이어진 독일의 분단과

립 등 독일 민족이 겪은 사가 와 같이 알 트 도른이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문제의 근본 인 원인이자 정체성확립시도를 좌 시

키는 결정 인 요소로 작용하는 과정을 다룬다.개인정체성과 집단정

체성 사이의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개인의 정

체성확립을 해 민족이라는 집단의 역사 상황과 련된 문제해결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발 의 역사 인식이 드러난다는 에서 이

소설은 한 시 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69) 표 인 로 독일의 문학평론가 하게 VolkerHage는 차이트지에 낸 서평에서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독일어로 쓰여진 소설 에 (이 작품처럼)-주인공을 시야에서 놓

치지 않으면서도 -독일의 역사 ,정치 사건들에 해 이 정도의 망을 가능하면서 동시에

실성으로 충만한 소설은 오랫동안 없었다.(1945년)2월의 드 스덴 공습,법학의 복습과정,

동독 청의 자의 인 행정,작센 인 주제,보상 련 문제, 후 독일 화 는 장벽의 건설 등

은 단순히 독립 인 것들로 소설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동시에 단순히 소설의 배경으로 평가

하되지도 않는다.EshatlangekeinenRomanindeutscherSprachegegeben,der-ohne

seineFigurausdenAugenzulassen-indiesemAusmaßDurchblickeaufdiehistorischen

undpolitischenEreignissegestattethatundvonRealitätdurchdrungenist.Obdasder

FebruarangriffaufDresden,dasjuristischeRepetitorium,obdasdieBehördenwillkürinder

DDR,dassächsischeThema,ob dasdieFragederWiedergutmachung,derdeutsche

Nachkriegsfilm oderderBau derMauerist:nie machtsich das selbständig,aber

ebensowenigwirdeszurFoliedegradiert.”VolkerHage:WalsersDeutschesRequim.Ohne

MusikwäredasLebeneinIrrtum.DieZeit(9Augus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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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deutsche Trennung und 

die Identität des Individuums

Eine Untersuchung von Martin Walsers 

DieVerteidigungderKindheit

Cho, Kwang-Mi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ieser Arbeit wird das Problem der Identität, das der

Protagonist des Romans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hat,

analysiert und versucht, dadurch den Einfluss der deutschen

zeitgeschichtlichen EreignisseaufdieIdentitätdes Individuumszu

erforschen.

AbMitteder70erJahrenbehandelteMartinWalserdenKonflikt

zwischenderIdentitätdesIndividuums,dasnacheinerunabhängigen

Existenzstrebt,unddessenAbhängigkeitvonden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Inden80erJahrenbegannWalserdanndiewirklichen

VerhältnisseDeutschlands,diedurchdie,deutscheTeilung‘gepr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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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alsliterarischesThemazubehandeln.InsBesonderefassteer

denZweitenWeltkrieg,dieNazivergangenheit,diedeutscheTeilung

unddiedeutscheWiedervereinigungalsdiewichtigstenFaktorenauf,

dienichtnuraufDeutschlandalseineNation,sondernauchaufdie

IdentitätderIndividuenalsAngehörigeeinerNationEinflußhatten.

Seine Ansichtüber die deutsche Geschichte und die Korrelation

zwischen nationaler und individueller Identität fanden in seinen

Werken literarischen Ausdruck. Walser hat bei verschiedenen

Gelegenheiten seine Meinung verlauten lassen,dass die deutsche

TeilungeinZustandsei,dernichtanerkanntwerdensollte,weiler

ein von den Großmächten, die großes Intersse an ihrer

HerrschergewaltüberDeutschlandhatten,erzwungenerZustandsei.

HierbeigaltseineKritik insbesonderegewissen Linksintellektuellen,

die die deutsche Teilung als regelrechte Strafe fürden Zweiten

Weltkrieg und den Holocaust betrachten und aktzeptieren. Des

WeiterenvertritterdieAnsicht,dassdieverschiedenenpolitischen,

gesellschaftlichen und kuturellen Probleme nurdurch die deutsche

Einheitbehobenwerdenkönnen,undsomitdiedeutscheEinheiteine

unweigerliche Notwendigkeit sei.Darüber hinaus ist Walser der

Meinung,dassdieDeutschenzwarüberdenHolocaustreflektieren

sollten,aberdabeisowohlalseinekollektivewieauch einereine

moralischeReflexion derIndividuen erfolgen müsse.Außerdem ist

WalserderAnsicht,dassauchdieDeutscheneinOpferdesZweiten

Weltkriegsseien.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die als ,der große deutsche

Roman,derWendezeit‘anerkanntwird,istdurchdieobenerwähnten

Tendenzen und geschichtlichen Ansichten Walsers geprägt.Dieser

RomanistvongroßerBedeutung,weilernichtnurdiewichtigsten

deutschen Themen wie ,den Zweiten Weltkrieg‘,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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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ivergangenheit‘,,diedeutscheTeilung‘und,diedeutscheEinheit‘,

sondernauchWalserspersönlicheMeinungüberdieseThemenund

darüberhinausein individuellesSchicksal,dasvon den nationalen,

geschich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stark beeinflusst

wird, behandelt. In diesem Roman wirken die nationalen

WirklichkeitenwieKriegundTeilungalsentscheidendeWidrigkeiten,

dienichtnurdenBildungsprozessderIndentitätbehindern,sondern

auch verschiedeneAbnormalitäten in derPersönlichkeithervorrufen

undletztlichdieAnstrengungendesProtagonisten,seineindividuelle

Identitätzuentwickeln,zum Scheiternbringen.

An diesem Beispielzeigt Walser,dass das Individuum von

ontologischenDiskussionenübernationaleBedingungenwieKriegund

Teilungnichtlosgelöstseinkann.Danebengibterzuerkennen,dass

die deutsche Einheit der Zustand sei,indem diese Widrigkeiten

überwundenwären.

DiekoreanischeRepublikweisteinigeAnalogienmitderdeutschen

modernen Geschichte auf.Wie Deutschland istauch Korea durch

Kriegserfahrungen (namentlich dem Koreanischen Krieg) und der

daraufhin resultierenden Teilung desLandesgezeichnet.Nach dem

Waffenstillstandin1953bestehtaufderkoreanischenHalbinselimmer

nochdienun60JahreandauerndemilitärischeKonfrontationgegen

Nordkorea.DieWunden,diedurchdenKriegunddiedarauffolgende

Teilungbewirktwurden,wirkenalshauptsächlicherGrundfürviele

gesellschaftlicheProbleme.UnterdiesenBedingungenkönnteWalsers

Roman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der das Schicksaleines

Individuumsbehandelt,dasvonden nationalen,geschich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stark beeinflusstwird und dadurch

Problemein seinerIdentitätsfindung zeigt,und schlussfolgernd die

NotwendigkeitderEinheitvorAugenführt,alsBildungsmaterial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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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koreanischenSoldatengenutztwerden,um dieNotwendigkeitder

,koreanischenEinheit‘zuerkennen.

Schlüssellwörter : Martin Walser, Trennung, Einheit, Identität, 

Nation, Individ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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