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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세기 전환기에 독일과 스위스를 방랑하며 작품 활동을 한 로베르트 발저는

생시에 큰 주목을 받은 작가는 아니었다. 그는 일찍부터 학업을 중단한 채 ‘변

변치 못한’ 직업들을 전전해야 했던 어린 시절부터 20여 년 간 침묵하며 정신병

원에서 지낸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무명의 존재로 세상의 가장자리만을

맴돌며 살아왔다. 본 논문은 로베르트 발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야콥 폰 군텐
에 나타난 글쓰기 형식과 이러한 글쓰기 형식이 지니는 의미의 지평들을 ‘신화

Mythos’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발저의 글쓰기

는 본래부터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구하는 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발저의 글쓰기는 기표들의 연쇄와 이들 간의 유희

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의 작품이나 인물들은 해석되어야 할 필연성

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당시 발저 연구자들이 크게 의존했

던 발터 벤야민의 로베르트 발저 (1929) 비평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러한

입장은 다소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우선 벤야민 특유의 언어관에 입각

했을 때 그러하고, 발저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이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 속에서’ 모색되었다고 본 벤야민의 언급에 주목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러한 연유에서 본 논문은 벤야민이 ‘언어 황무지화’라고 명명한 발저의 글쓰기

형식에 분명 이념과 의미 작용이 수반된다고 전제한다.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일차적으로 언어를 야생의 상태, 즉 정돈되지 않은 상

태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일컫는다. 야콥 폰 군텐에서 이러한 방임하는 글쓰기

형식은 뚜렷한 내용 전달 없이 길게 늘어지는 ‘장광설’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

지 상반된 의미를 병치하는 ‘역설’로,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부정의 아이러니로’, 일반적인 1인칭 서술자의 문법을 위반하는 ‘분열된

화자’의 면모로 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기법들은 단순히 독특한 언

어 실험의 용례들에 국한되는 대신,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법과 의무를 부과

하는 기존의 ‘폭력적’ 서사 방식―‘신화’의 담화 방식―을 중단하고 무력화하는

힘을 발휘한다. 나아가 언어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 ‘속에서’ 정신적

본질을 전달하는 매개라고 본 벤야민의 입장을 참조한다면, 발저의 언어는 자신

의 언어 안에서 스스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준

다고 볼 수 있다. 발저의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공유의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



- ii -

에 지혜의 나눔을 지향한다. 그리고 벤야민에 따르면 이러한 독특한 문학적 전

략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바로 발저 특유의 스위스적 면모인 ‘수줍음’이다. 언어

와 관련된 이러한 수줍음은 언어를 마주대할 때 느끼는 수줍음뿐만 아니라 ‘언

어를 위한 수줍음’이기도 하다. 자신의 말을 재차 지우게끔 하는 ‘언어 앞에서의

수줍음’은 당당하게 구획 짓는 세계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무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바로 이러한 무능력의 능력을 통해 관습화되고 규범화된 언어―신화의

언어―가 힘을 잃고,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난 언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언어-수줍음이라는 좁은 문(門)을 통해 황무지화된 언어가 들

어설 자리가 예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인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들어가

는 야콥 폰 군텐의 이야기 역시 단순히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

다. 야콥을 비롯한 생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그려지지

만, 이들이 훈련하는 ‘완벽히 섬기는 태도’는 ‘크고 높은 존재’에 대한 선망과 획

일적 ‘평등’으로 점철된 근대의 폭력적 ‘신화’를 해체하는 기묘한 전략으로 자리

매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주목을 끄는 점은 야콥이 이러한 근

대의 ‘신화’와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신화의 부정적인 형상들―가령 계급, 규

율, 원칙, 복종 및 인내의 윤리 등―이 한층 더 집약되어 있는 벤야멘타 하인학

교에 입학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야콥은 신화와 대결을 벌이는 방식

으로 이 세계와 비판적 거리를 두는 대신, 오히려 이 세계에 더욱 밀착하는 방

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제는 법적 폭력이 난무하는 신화적 세계를 역사

적 공간 속에서 해체시킬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전적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

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신화 속에 깊숙이 침잠해 신화가 가진 힘―“혁명을 위

한 도취의 힘”―을 훔쳐내야 한다고 역설한 벤야민의 입장과 정확히 조응한다.

벤야민에게 신화로의 침잠은 특유의 ‘미메시스적 능력’을 통해 신화로부터 깨어

남과 연결되고, 도취는 혁명과 교차된다. 이렇듯 신화에는 그것이 가진 폭력성

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각될 수 없는 그 무엇, 즉 자유와 공동체를 도래시키는

힘이 존재한다.

따라서 야콥 폰 군텐은 신화적 인물 유형―가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에 해당하는 야콥이 신화적 공간인 하인학교에 들어가 황야로 떠나기까지, 이

신화적 세계 혹은 신화 그 자체와 벌이는 세속적인 대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도들이 학교의 훈련에 따라 점차 ‘영(零)’에 가까운 존재로 자신

을 비워가며 학습하는 ‘하인의 섬김’은 이 세계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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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무엇보다 균질한 신화적 공간으로부터 깨어나는 각성의 계기를 마련

한다. 또한 하인의 수동적 삶의 양태는 ‘신화로의 침잠’과 ‘신화로부터 깨어남’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하고 있는 독특한 경험들과 관계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다름 아닌 시대적 허무주의의 자리를 지울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존재로 수렴

해가지만 언제나 여전히 ‘나눔’ 가능한 존재의 이념을 선사한다. 하인의 기묘한

존재 방식은 신화적 세계를 초월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세계가 부과한 법과 경

계를 한 번 더 ‘분할’함으로써 자유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신화의

화석화된 언어를 그 내부에서 한 번 더 나눔으로써 마련되는 ‘언어 그 자체’를

위한 공간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신화의 공간 ‘내부’에서 ‘기적’의 순

간을 예비하는 ‘섬김의 이념’과도 정확히 조응한다.

주요어: 새로운 신화, 신화, 발터 벤야민, 운명, 미메시스, 동화, 지혜, 섬김,

이야기꾼, 하인, 언어 황무지화, 마이크로그램, 수줍음, 수동성,

자유, 영(零), 니힐리즘, 나눔, 분할, 피조물성

학 번: 2010-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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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스위스 출신 작가 로베르트 오토 발저 Robert Otto Walser(1878-1956)

의 야콥 폰 군텐 Jakob von Gunten(1909)1)에 나타난 글쓰기 형식과 이러한

글쓰기 형식이 지니는 의미의 지평들을 ‘신화 Mythos’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신화란 일차적으로 ‘세계의 근원이나 신, 자연현상 등에 대해 한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유가 반영된 이야기’를 가리킨다. 특히 서구에서 고대 그

리스 신화는 그 자체로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칭송되면서 시대를 거듭해 새롭게

해석되어 온 바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9세기 전환기의 후기 계몽주의와 초

기 낭만주의 시기에 이르러 고대 그리스 신화에 상응하는, 혹은 이보다 더 나은

‘새로운 신화 Neue Mythologie’가 탄생되어야 함이 요청되었다. 후기 계몽주의

가 강조한 새로운 신화 이념이란 개체와 보편의 합일을 지향하고, 이러한 이상

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성’의 힘을 빌리는 문학의 또 다른 이름을 일컫는다.

다른 한편 초기 낭만주의가 요구한 새로운 신화 이념은 총체성과 조화의 정신

을 강조하는 독일 관념론 철학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성의 렌즈로 포착할 수 없

는 삶의 다채로운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 ‘심미적 혁명’의 정신

을 가리킨다. 각 시기마다 요구된 새로운 신화의 구체적인 모습에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념들은 세계의 파편화에 맞서 삶의 총체성을 구현하고

자 한 취지에서 접점을 갖는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예외상태’를 경험

한 20세기 사상가 발터 벤야민은 신화를 역사 공간에서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

한다. 그에게 있어 신화란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국가

를 수호해 줄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주권자의 법적 지배를 가리킨다. 벤야민은

당대 법실정주의나 자연법 사상이 합리화하는 ‘법의 지배’가 사실은 무고한 인

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속죄’에 빠지게 하고, 삶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화적

폭력’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법의 전적인 지배를 의문시하

지 않는 이상 역사의 피조물들은 세상의 파국을 막아낸 영웅에게 자신의 삶 자

체를 빚지게 되고, 이러한 연유에서 부지불식간에 부채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

게 된다는 것이다.

1) Robert Walser: Jakob von Gunten. In: Jochen Greven (Hg.): Sämtliche Werke in 

Einzelausgaben Bd. 11. Zürich u. Frankfurt a. M. 1985. (국역본 로베르트 발저: 벤야멘타 

하인학교. 홍길표 옮김. 문학동네 2009.) 이하 본문 내에서 작품을 인용할 경우 (JvG 쪽수)로 

표기한다. 국역본을 따라 번역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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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화 개념에 담겨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철학적 함의는 야콥 폰

군텐에 나타난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

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발저의 기묘한 언어 기법이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

인 대결 속에서’ 모색되었다고 한 벤야민의 언급을 상기할 때 발저의 방치되어

있는 언어들은 기존의 폭력적인 신화의 서사방식을 무력화하는 것이면서, 동시

에 신화에 내재한 본연적인 힘―자유와 공동체를 도래시키는 힘―을 훔쳐내는

문학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저의 언어 기법으로 구제되는 신화의

힘은 후기 계몽주의나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과 구별되는 것이기

도 하다. 이처럼 발저의 작품은 신화의 다채로운 면모들을 선회하면서 균질한

신화적 공간으로부터 깨어나는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볼 수 있다.

1. 로베르트 발저의 생애와 문학

로베르트 발저는 스위스가 연방국가 체제를 확립한 해(1874년)로부터 4년 뒤

인 1878년에 스위스 북서부의 작은 호반 도시 빌 Biel에서 태어났다.2) 문구점과

장난감 가게를 겸해 소규모 제본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아돌프 발저 Adolf

Walser와 어머니 엘리자 발저마르티 Elisa Walser-Marti 사이에서 8남매 중 일

곱 번째로 출생한 발저는 처음엔 비교적 안정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일꾼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발저와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충

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게에 새롭고 진기한 장

난감들이 잇따라 소개되고, 손님들이 데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역시 끊이지 않

는 덕분으로 생기 넘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던 터였다. 또한 발저의 네 살

터울 누나인 리자 Lisa의 한 친구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 발저의 아버지와 어머

니는 “자식을 매우 끔찍이도 사랑하는 sehr kinderfreundlich”3) 사람들이기도 했

다. 특히 로베르트 발저는 어릴 적부터 한 살 위의 형 카를 발저 Karl Walser

와 유독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개구쟁이 단짝의 결속은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

2) 이하의 서술은 다음을 참조한 것이다. Diana Schilling: Robert Walser. Hamburg 2007; 

Robert Mächler: Das Leben Robert Walsers. Eine dokumentarische Biographie. Genf u. 

Hamburg 1966.  

3) Lina Marty-Hauenstein an die Redaktion der »Neuen Zürcher Zeitung«, 18. April 1938. 

Zitiert nach Bernhard Echte: Karl und Robert Walser. Eine biographische Reportage. In: 

Bernhard Echte u. Andreas Meier (Hg.): Die Brüder Karl und Robert Walser. Maler und 

Dichter. Stäfa 1990, S.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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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런데 1876년과 1895년 사이에 걸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수많은 상공업

분야 소기업들이 줄지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발저 집안의 가세도 점차

기울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아돌프 발저는 수완 좋은 장사꾼은 아니었다.4) 발저

가족들은 몇몇 방들을 세놓아야 했고, 끝내 열악한 환경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몰락은 가족 개개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

적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남편 아돌프 발저와 달리5) 성공에 대한 야심이 대단

했던 엘리자 발저마르티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제적 궁핍상황은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급기야 엘리자의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 상태는 신경

질환과 함께 그녀를 이른 죽음으로 내몰기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발저가 가장 아끼고 의지하던 누나 리자가 모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가운데, 1892년 14살짜리 로베르트 발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베

른 주립은행 빌 지점에서 수습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변변치 못한’ 직업을 전전

하면서도 발저는 무엇보다 연극배우가 되고자 했다. 일찍부터 아버지가 운영하

는 장난감 가게에서 각종 무대장치나 연극용 소도구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었던 발저에게 ‘변장 Verkleiden’ 놀이는 무엇보다 큰 재미와 즐거움을 선

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발저가 주인공 카를 모어 Karl Moor 역할을 맡은 바

있는 1894년 2월 18일자 쉴러의 도적 떼 Räuber 공연 역시 한창 육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소년 발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6) 이러한 연

유에서인지 발저는 이후 자신의 작품들에서 쉴러의 도적 떼를 자주 언급하게

된다. 그런데 발저가 매우 열정적으로 배우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그는 ‘훌륭한’ 배우의 자질들을 갖추려는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배우가 되려고 했다. 자신의 원래 모습과는 별개로 극중의 완전히 다른 존재의

4) Vgl. Bernhard Echte: Karl und Robert Walser. In: a. a. O., S. 152. 

5) 경제적 몰락의 여파로 아내의 병이 더없이 악화되자 아돌프 발저는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고,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등을 취급하는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

지 아돌프 발저는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에게 다름 아닌 ‘명랑한 체념의 모범 das Vorbild 

einer heiteren Resignation’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Vgl. Robert Mächler: Das 

Leben Robert Walsers, S. 19.

6) 도적 떼 Räuber(1781)의 주인공 카를 모어 Karl Moor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이 증오스러운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도적 떼의 두목이 된다. 그는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심지

어 살인까지 저지르지만, 결국 극의 마지막에선 자수를 선택해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 Isaiah Berlin(1909-1997)은 낭만주의의 뿌리 The 

Roots of Romanticism(1999)에서 카를 모어야말로 1760년대 말과 1780년대 초 사이에 등

장한 독일 낭만주의 영웅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Vgl. Isaiah Berlin: The Roots 

of Romanticism. Princeton 1999,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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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몰입해야하는 전문적인 배우의 자질은 발저에게 관심 밖의 문제였을 뿐,

그는 차라리 어떠한 역할의 이면에 숨어 현실 속의 자신과 숨바꼭질을 하고자

했다. 그에게 연극무대란 실제와 허구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역동적인 공간

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또한 발저는 연극적 언어가 갖는 전달의 직접성―연극적

언어에서는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하여 배우의 몸짓과 표정으로 생생하게 주석이

가해지고, 정서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는 데―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

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뭔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혹은 ‘함께 나누기’

Mit-teilung를 열렬히 소망하던 청년 발저에게 그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 무

엇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

람과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언어 그 자체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

내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발저의 입장은 결국 연극의 형식으로는 온전

히 충족될 수 없었다.7) 하지만 이러한 발저의 언어관은 이후 그의 작품들 곳곳

에 고스란히 배어들게 되었다. 또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는 언어 안

에서야 비로소 인간과 사물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본 발터 벤야민 특

유의 언어관과 정확히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한 이듬해인 1895년 17살의 발저는 전문적인 연극배우

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형 카를이 살고 있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그곳

에서 일 년을 보내게 되었다. 낮에는 출판사 점원으로 일하고 저녁엔 형 카를과

궁정극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마침내 배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기도 하지만, 발저는 ‘학습한 배역 eine gelernte Rolle’의 대사를 읊어보는 자리

에서 결국 퇴짜를 맞고 만다. 이렇듯 배우가 되겠다는 희망이 좌절된 후, 1896

년 9월 그는 직접 두 발로 걸어서 독일에서 스위스의 취리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발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하찮은’ 직업들―가령 은행 수습생,

7) Vgl. Diana Schilling: Robert Walser, S. 15 f.: “Das Theater war in der Vorstellung 

Robert Walsers ein wichtiges Forum, die Unmittelbarkeit des sprachlichen Ausdrucks, 

die Kommentierung des Gesagten durch Mimik und Gebärde, also die Emotionalisierung 

von Sprache - das alles musste der Mitteilungslust des jungen Autors entgegenkommen. 

Sein Medium freilich wurde die Bühne nicht. Für diese Flut von Wahrnehmungen, die 

Worte werden sollten, für diesen ungeheuren Drang, sich sprachlich mitzuteilen, bot 

das Theater nur scheinbar die passende Form. 연극은 발저의 사유에서 중요한 영역이었

다. 언어적 표현이 갖는 직접성이라든가, 이미 말해진 것을 표정과 몸짓으로 주석하는 것, 다시 

말해 언어의 정서적 표현 - 이 모든 것은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젊은 작가의 열망에 적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전달매체는 연극무대는 아니었다. 넘쳐나는 지각들을 말로 표현

해야 하고 자신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엄청난 욕구를 해소하기에 연극은 단지 외견상 적합한 

형식을 제공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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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발명가의 조수, 도서관 사서, 사무원이나 점원 등―을 전전하면서도, 이제

는 작가로서 다수의 시와 짧은 희곡 Dramolett, 산문작품들을 써나가기 시작했

다. 그중에서 1901년에 인젤 Insel 출판사에서 출간된 하녀 Aschenbrödel

(1901)라는 짧은 희곡―이 작품은 ‘시의 형식으로 지어진 동화 ein Märchen in

Versen’8)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은 발저가 이후 그의 작품들에서 그토록 집

요하게 옹호하게 되는 ‘섬김의 행복 Glück des Dienens’9)을 다룬 첫 번째 작품

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저가 26세가 되는 1904년에는 프리츠 코허의 작문들

Fritz Kochers Aufsätze(1904)이라는 단편 모음집이 역시 인젤 출판사에서 간

행되었다. 이 책은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소년이 그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소재들―예를 들어 인간, 가을, 우정, 가난, 학교, 예의범절, 자연, 직업, 고향 등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마치 스케치하듯 경쾌한 문체로 적어나간 짧은 분량

의 작문 모음집이다.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는 이 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선 이 기묘하고, 반은 소년풍으로 쓰인 작문들은 수사학에 재능이 있는 젊은

풍자가의 장난 섞인 글이나 문체연습처럼 보였다. 이 작문들에서 주위를 끌고 독

자를 사로잡는 것은 이 글에 담긴 세련되게 느슨하면서도 유려한 말투와 경쾌하

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문장들을 쓰면서 솟아오르는 기쁨이다. 이것은 독일 작가

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진기한 경우이다. […] 이러한 교태와 수다스

러움, 언어유희와 경쾌한 빈정거림과 함께 [발저의] 저 첫 번째 작은 책에는 때때

로 사물들에 대한 사랑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예술가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달변의 산문의 가볍고 선명

한 페이지 위로는 진정한 문학의 따뜻하고 진실된 광채가 드리워져 있었다.10)

8) Vgl. Diana Schilling: Robert Walser, S. 17. 

9) Vgl. Diana Schilling: Robert Walser, S. 18.

10) Hermann Hesse: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1. 

Frankfurt a. M. 1978, S. 52 f.: “Zunächst schienen diese merkwürdigen, halb 

knabenhaften Aufsätze spielerische Abhandlungen und Stilübungen eines rhetorisch 

veranlagten jungen Ironikers zu sein. Was an ihnen auffiel und fesselte, war ihr 

gepflegt nachlässiger, flüssiger Vortrag, die Freude am Hinsetzen leichter, netter, 

lieber Sätze und Satzteile, die bei deutschen Schriftstellern erstaunlich selten gefunden 

wird. […] Neben dieser Koketterie und Redelust, diesem Spielen mit Worten und 

leichten Ironisieren kam aber schon in jenem ersten Büchlein gelegentlich ein 

Aufleuchten von Liebe zu den Dingen, von wahrer, schöner Menschen- und 

Künstlerliebe zu allem Existierenden und warf über leichte, kühl helle Seiten 

rednerischer Prosa den warmen, innigen Schein der echten Di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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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에 대한 수줍은 애정을 품은 채 취리히에서 10여 년간 활발히 작

품 활동을 한 발저는 그러한 와중에도 베를린, 뮌헨, 졸로투른, 뷔르츠부르크,

빈터투르, 베른 등과 같은 독일과 스위스의 여러 도시들에서 방랑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1905년 3월 그는 형 카를이 살고 있는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와―

발저는 1902년 1월에 이미 베를린에 머물었던 적이 있다―이곳에서 얼마간 정

착하게 되었다. 당시 베를린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길 꺼려하는 작가에게 마음껏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비춰졌다. 또한 이 도시에서 화가로서

이미 안정된 입지를 확보하고 있던 형11) 덕분으로 발저는 그 주변의 예술가나

작가, 연극 관련 종사자들과도 친분을 맺으며, 문학적으로도 가장 생산적인 시

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과 삼 년 만에 발저의 베를린 3부작 탄
너 일가의 남매들 Geschwister Tanner(1907), 조수 Der Gehülfe(1908) 그리고 야콥
폰 군텐 Jakob von Gunten(1909)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하지만 베를린 보헤미안

들의 세계가 이 스위스 작가에게 전적으로 안락하기만 한 공간은 아니었다. 오

히려 발저는 베를린 3부작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이전에 이 대도시 세계로부

터 도피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 취리히에서 머

물기도 했다. 발저는 베를린이라는 대도시 공간이 실존적인 차원에서 작가에게

선사해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들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대도시의 분위기와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했던 것이다.

20세기 초반 문화적․정신적․정치적 격동의 중심지였던 베를린은 무엇보다

‘크고 강한 존재 Großsein’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베를린 길모퉁

이마다 과거 ‘지배자’들을 형상화한 웅장한 동상들이 수없이 세워지고, 이들은

독일 제국이 세계 대국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즉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독일의 갈망을 뚜렷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도시 풍경들은

이 시대의 무거운 공기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던 스위스 출신 시골뜨기 이방

인에겐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이 참을 수 없는 시대의 무거움에

질식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작고 낮은 세계로 혹은 섬김과 복종의 세계로 도망

쳤는지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출신 작가 엘리아스 카네티 Elias Canetti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로베르트 발저]는 모든 작가들 가운데 가장 은폐된 작가이다. 그는 항상 잘 지

11) 형 카를 발저는 오스트리아 연극 감독 막스 라인하르트 Max Reinhardt(1873-1943)의 무대 

연출을 맡아 이름을 알렸으며, 1902년에는 베를린 분리파 Berliner Sezession 미술전시회에 

그의 그림들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Vgl. Diana Schilling: Robert Walser,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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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 늘 모든 것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의 도취는 냉담하기 그지없다. 왜냐하

면 그의 도취는 자신의 인격의 일부를 누락하기 때문이다. […] 자신의 고유한 모

습이자 가장 내밀한 부분인 불안을 그는 평생 부인했다. […] 그의 글쓰기는 그러

한 불안을 감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자신 안에서 불안이 너무나도

커져버리기 전에 그는 어디로든 달아난다. 그는 스쳐 지나가는 듯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거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존

재로 곧잘 변신한다. 모든 “높은 것”,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모든 것에 대

한 발저의 깊고 본능적인 혐오는 그를 권력에 질식하는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작

가가 되게끔 한다. […] 그에게 있어서 “크고 위대함” 만큼이나 지루한 것은 없었

다. 그는 위대함의 광채에 굴복했던 것이지, 그 요구에 복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

광채에 동참하지 않은 채 그 광채를 관찰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의 글을 읽을 수 없다. 그는 그처럼 독특한 성자이지, 낡고 공허한 규정을 따르는

자는 아닌 것이다.12)

카네티의 언급에서와 같이 자신을 잠식해 들어가는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섬김과 복종의 세계로 침잠한 발저는 실제로 1905년 가을 27

살의 나이로 베를린의 한 하인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마치 하인학교

생활을 즐기기라도 하듯 늘 하인 제복을 갖춰 입고 규율에 걸맞게 행동하며 수

주일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그리고 이로써 발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하인’에 관한 발저의 오래된 구상은 그의

출간되지 않은 소설 토볼트 Tobold(1917)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12) Elias Canetti: Einige Aufzeichnungen zu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2. Frankfurt a. M. 1978, S. 12: “Er[Robert Walser] ist der 

verdeckteste aller Dichter. Immer geht es ihm gut, immer ist er von allem entzückt. 

Aber seine Schwärmerei ist kalt, da sie einen Teil seiner Person ausläßt, […] das 

Eigentliche an ihr, das Innerste, die Angst, leugnet er ein ganzes Leben. […] Seine 

Dichtung ist ein unablässiger Versuch, die Angst zu verschweigen. Er entkommt 

überall, bevor zu viel Angst in ihm ist - sein streifendes Leben -, und verwandelt 

sich, zu seiner Rettung, oft ins Dienende und Kleine. Seine tiefe und instinktive 

Abneigung vor allem »Hohen«, vor allem, was Macht und Anspruch hat, macht ihn zu 

einem wesentlichen Dichter unserer Zeit, die an Macht erstickt. […] nichts ist ihm so 

zuwider wie das »Große«. Es ist nur der Glanz der Größe, dem er sich unterwirft, 

nicht sein Anspruch. Seine Lust ist die Betrachtung des Glanzes, ohne an ihm Teil zu 

haben. Mann kann ihn nicht lesen, ohne sich für alles zu schämen, was einem im 

äußeren Leben wichtig war, und so ist er ein eigener Heiliger, nicht einer nach 

überlebten und entleerten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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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실재할지도 모를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한

번 들어오더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 많은,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실현

하는 일이란 그들에겐 너무나도 번거롭고 어리석으며, 어렵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별나지 않은 삶도, 이른바 광기가 빠진 삶도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엾은 몰골을 한 기사가 그의 광적인 기사도 정신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나는 나의 하인 사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사도 정신보다 더 심

하게 미친 생각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기사도 정신만큼이나 미친 생각임은 의문

의 여지가 없다.13)

이처럼 오랫동안 하인이라는 정체성에 몰두해온 발저는 같은 해 10월부터 그

해 말까지 독일 오버슐레지엔 지역에 있는 담브라우 성 Schloss Dambrau에서

실제 하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하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여

러 경험들과 관점들은 발저의 많은 산문작품들에 녹아들게 되었다. 특히 야콥이

라는 소년이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야콥 폰 군텐(1909)은 내용면에서 발저가 직접 하인학교를 다녔

다는 사실과 겹쳐지며, 베를린 삼부작 중에서 가장 섬세하면서도 정치색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베를린 삼부작 이후에도 발저는 자신이 형상화한 인물들과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갔다. 그의 이러한 삶의 여정이 자의에서 또는 타의에서 비롯

되었는지, 혹은 자의와 타의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그러했는지는 명백하게 밝혀

질 수 없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쓴 그의 산문집들이 잇따라 상업적 성공을 거두

지 못하고 그를 지원해주던 출판사까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자, 그가 정신적

으로나 경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

이다. 1913년 발저는 그간의 곤궁과 좌절로 심신이 모두 소진된 채 고향 빌로

돌아오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누나 리자와 지내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

13) Bernhard Echte: Robert Walser. Sein Leben in Bildern und Texten. Frankfurt a. M. 

2008, S. 178.: “Die Idee, so verrückt sie scheinen oder in Wirklichkeit sein mochte, 

war einmal in meinem Kopf und ließ mir keine Ruhe ... Tausende, vielleicht 

Abertausende von Menschen haben irgendeine Idee, lassen dieselbe dann aber wieder 

fahren, weil die Realisierung ihnen zu umständlich, zu dumm, zu schwer oder zu 

nutzlos vorkommt ... Ist ein Leben ohne Sonderbarkeit, ohne sogenannte Verrücktheiten 

überhaupt ein Leben? Wenn der Ritter von der traurigen Gestalt seine verrückte 

Ritteridee wahrmachte, so mache ich meinerseits meine Dieneridee wahr, die ohne 

Zweifel mindestens ebenso verrückt, wenn nicht gar noch um einige Grade verrückter 

ist als j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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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걷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발저]는 우

울증 환자들처럼 정지된 상태 또는 시간의 팽창과 소진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

는 시간을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 즉 걷는 것에 강박적으로 시간을 바쳤다.

그의 작품은 끝없음에 대한 우울증 환자의 소름끼치는 환영을 다루고 있다.”14)

이렇듯 그의 걷기가 어떤 뚜렷한 목적지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어

느 한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을 스쳐지나가며, 그저 그렇게 걸었던 것―

“황홀한 자유 raptures of freedom”15)!―이다. 마치 자신이 지나간 흔적을 모조

리 지우려는 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쓰인 말들을 철회하고, 철회한 그 말

또한 부인하며 장황하게 이어지는 그의 문장들과 같이 말이다. 빌에서 지낸 지

대략 7년이 지난 후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동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

면서, 발저는 베른으로 이주해 도서관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불안정하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뿐 아

니라, 그는 결국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정신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후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면서도 발저는 최소한의 필기구를 가지고 자신만이 알

아볼 수 있는 깨알 같은 글씨로 글―‘마이크로그램 Mikrogramme’―을 써나갔

다. 그러나 정신적·육체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1929년 그는 결국 베른

소재의 발다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다소나마 집필은 이어지

지만, 1933년 헤리자우 요양원으로 이주한 이후로는 그의 작업이 전면 중단되기

에 이르렀다. 세상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도 없이 이 세계의 모퉁이에서 순종적

인 환자이자 익명적인 존재로 병동생활을 해나가던 그는 마침내 1956년 12월

25일 혼자 눈길을 산책하던 중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듯 발저는 세상

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이렇다 할 주목 한번 받지 못한 채, 마치 존재

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생을 살았다. 하지만 철저히 글쓰기로써만 살았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에게 함부로 ‘은둔자’의 베일을 드리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쉴 새 없이 써내려 간 작품들을 숨겨놓곤 했던, 엄청나게 생산적이고 자부심으

로 가득 차 있는 작가 자신이다. 발저는 노력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14) Susan Sontag: Walser’s Voice. In: Susan Sontag: Where the stress falls. New York 

2001, p. 90: “he had the depressive's fascination with stasis, and with the way time 

distends, is consumed; and spent much of his life obsessively turning time into space: 

his walks. His work plays with the depressive's appalled vision of endlessness […].” 

(국역본 수전 손택: 발저의 목소리. 실린 곳: 수전 손택: 강조해야 할 것. 김유경 옮김. 이후 

2006, 312면 참조.) 

15) Susan Sontag: Walser’s Voice,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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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말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담보하는 반(反)낭만주의적 강령이라고 말

했”16)던 것이다.

발저가 헤리자우 요양원으로 들어간 지 3년 후인 1936년에 그를 처음 방문하

여 이후 20여 년 간 줄곧 발저의 유일한 대화 상대자이자 후원자가 되어온 스

위스 문필가 칼 젤리히 Carl Seelig(1894-1962)는 로베르트 발저의 60번째 생일

을 기념하여 쓴 글에서 그의 문학과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발저의 발간되지 않은 한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등장한다. “오, 아가씨,

제가 감히 작가임을 자처한다면, 당신은 제게 노여워하시겠죠. 왜냐하면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쓸모없고, 가장 불필요한 가구보

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음을 뜻하는데, 제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침 모자를 벗어들고서

요. 그것도 제가 그와 같은 모자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에요.” 로베르트 발저의 모

든 것은 음유시인을 연상시키는 익살맞으면서도 빈정거리는 듯한 이 유려한 문장

속에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항상 예술가의 작업에 후광을 드리우는 일을

꺼려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 신발을, 재단사가 옷을 만들어내듯, 소란피우지 말

고 잘난 체하지 않으며, 또한 세간의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으면서 책을 써야 한

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굳이 자주 마주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름답고 고상한 문

체보다는 따뜻하고 착하며 단순하게 사는 것을 더 높이 평가했다. 소박한 삶에

대한 그의 일관된 지지가 일종의 꾸밈이 아니었음은 그가 모든 호화로움을 멀리

한 채, 궁핍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한 숲 속에서 지내온 바를 통해 증명된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자의 진정한 모범이며 본보기라고 여겼

다. “실패의 능력은 내게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결여된 적이 없다. 하지만 삶,

그것은 어떤 성공 없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돈이 조금 생

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책을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몇몇 인간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도 진정 온 삶을 다 바쳐야 하기에.17)

16) Susan Sontag: Walser’s voice, p. 90: “This non-doer was, of course, a proud, 

stupendously productive writer, who secreted work, much of it written in his 

astonishing micro-script, without pause. What Walser says about inaction, renunciation 

of effort, effortlessness, is a program, an anti-romantic one, of the artist's activity.” 

(국역본 수전 손택: 발저의 목소리, 313면 참조.) 

17) Carl Seelig: Robert Walser. Zum 60. Geburtstag am 15. April.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1. Frankfurt a. M. 1978, S. 188: “In einem 

ungedruckten Roman von Robert Walser stehen die Worte: »O wie werden Sie mir 

zürnen, Fräulein, daß ich es wage, ein Dichter zu sein, denn ein Dichter sein bedeu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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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발저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의 주인공들과 같이 잃을 것이 없는 무산

자로, 이곳저곳을 떠도는 방랑자로,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마주

친 사물과 사람들을 생생하게 묘사해내는 언어의 연금술사로 살았다. 이러한 까

닭에 발저의 문장들에는 “조용하고 보잘 것 없는 배경으로 물러나 그 속에서

기쁨어린 눈으로 밝은 빛들을 들여다보고 올려다보는 in einen ruhigen,

bescheidenheitsreichen Hintergrund zurückgestellt, um von hier aus in das

helle Leuchten mit frohen Augen hinein- und hinaufzuschauen”18) 작가의 사

려 깊은 시선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발저와

그의 인물들은 자신의 실존을 실험해볼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자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공공연한 멸시를 받으면서도 혹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를 치

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놀라워할 줄 알고, 동시에 경험을 갈구하는 인

물들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발저의 삶은 그의 작품들과 같이 하나의 유일

무이한 실험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19)

doch nun einmal nichts Geringeres und nichts Geschätzteres sein als das denkbar 

unnützeste, unbrauchbarste Möbel, als welches ich mich liebevoll vor Ihnen verbeuge, 

natürlich den Hut dabei abziehend, in der Voraussetzung, ich verfügte über einen 

solchen.« Lebt in diesem schnörkelhaften, liebenswürdig den Troubadour hervorkehrenden 

spöttisch-bagatellisierenden Satz nicht der ganze Robert Walser? Stets hat er sich 

dagegen gewehrt, die Arbeit der Künstler mit einem Heiligenschein zu umgeben. Seine 

Ansicht ist, daß man Bücher produzieren müsse wie der Schuster die Schuhe, der 

Schneider die Anzüge: ohne Geschrei und Wichtigtuerei, auch keine Sensationen 

suchend, denn »man braucht nicht viel Besonderes zu sehen. Man sieht so schon viel.« 

Warm, gut und schlicht sein schätzt er höher als den schönsten und vornehmsten Stil, 

und sein wiederholtes Bekenntnis zur Einfachheit ist keine Pose, sondern bestätigt 

durch das eigene Leben, das fernab von jedem Luxus verlaufen ist, in den Wäldern 

der Armut und der Stille. Er nennt sich ein wahres Muster und Vorbild an 

Unbeachtetheit und meint: »An Erfolglosigkeit hat es mir bis heute nie gefehlt, aber 

das Leben kann auch ohne Erfolg hübsch sein!« Auf die Frage, was er tun würde, 

wenn er Geld hätte, antwortete er mir ohne Besinnen, er würde spazieren gehen. 

Glücklich sein. Die Natur und die Menschen betrachten. Um ein paar Menschen 

vollkommen kennen zu lernen, bedürfe es ja eines ganzen Menschenlebens.”

18) Bernd Lutz (Hg.): Metzler Autoren Lexikon. Deutschsprachige Dichter und 

Schriftsteller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Stuttgart 1997, S. 821.  

19) Vgl. Bernd Lutz (Hg.): Metzler Autoren Lexikon, S. 822: “Wie seine Schriftstellerei, 

war sein Leben ein einziges Experimen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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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콥 폰 군텐과 ‘신화’ 연구

로베르트 발저는 생시에 큰 주목을 받은 작가는 아니었다. 그는 베를린 3부작

을 당대 유수의 출판사 브루노 카시러 Bruno Cassier에서 출간했음에도 불구하

고, 소수의 비평가와 작가의 호응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20) 가령 로베르트

무질, 프란츠 카프카, 쿠르트 투홀스키, 헤르만 헤세, 발터 벤야민과 같은 최고

의 작가들이 그의 작품세계에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이후 발저의 이름은 한동안

잊혔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현대 독일

의 대표적 작가인 마르틴 발저 Martin Walser는 시사주간지 슈피겔 Der

Spiegel에서 “내 인생의 책 Das Buch meines Lebens”이자 “지침서 ein

Brevier”로 로베르트 발저의 야콥 폰 군텐을 지목했다. 그는 자신이 수없이

탐독해온 이 책에서 “항상 새로운 기교와 급진성, 그리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스

스로를 구제하는 기법 immer neue Finessen und Radikalitäten und Techniken

der Selbstrettung durch Selbsterniedrigung”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까닭에 이 작품은 “독일어권 문학의 걸작, 다시 말해 아이러니의 명작 ein

Meisterwerk in der deutschen Sprache: Das Meisterwerk der Ironie”으로 자

리매김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21) 수전 손택은 로베르트 발저를 “섬세하고 익살

맞지만 고뇌에 시달리는, 산문의 파울 클레 A Paul Klee in prose―as delicate,

as sly, as haunted” 혹은 “클라이스트와 카프카를 이어주는 잃어버린 연결고리

the missing link between Kleist und Kafka”로 간주될 만한 작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22) 또한 엘프리데 옐리네크 Elfriede Jelinek는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

을 준 작가로 로베르트 발저를 꼽으면서, “로베르트 발저에 대하여, 그와 함께

zu, mit Robert Walser”라는 부제가 붙은 그가 아닌 그 er nicht als er23)라는
짧은 연극작품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자들은 난해하

다는 이유로 혹은 줄거리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발저의 작품들을 외면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작품은 널리 읽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발저 연구

역시 오랫동안 전반적으로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로베르트 발저 연구

20) Vgl. Bernd Lutz (Hg.): Metzler Autoren Lexikon, S. 821.

21) Vgl. Martin Walser: Martin Walser über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In: Der 

Spiegel 47/2007, S. 173.

22) Vgl. Susan Sontag: Walser’s Voice. In: Susan Sontag: Where the stress falls. New 

York 2001, p. 89.

23) Elfriede Jelinek: er nicht als er. zu, mit Robert Walser. Frankfurt a. 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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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발저에 관한 국내 학술논문은

1990년대 이후로 10편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주목을 끄는 것

은 임석원의 연구이다. 그는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이 로베르트 발저에

대해 쓴 짧은 비평문24)을 참조하여, 발저의 희곡 백설공주 Schneewittchen 가

발저 특유의 ‘광기로부터의 치유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언어 형식의 측면에서

분석했다.25) 이숙정은 야콥 폰 군텐을 다룬 국내 첫 석사학위논문에서 이 작

품을 교양소설 Bildungsroman의 패러디로 해석하면서, 발저가 당시 ‘교양이념의

위기’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는지 밝히려고 시도했다.26) 이러한 연구는

패러디를 근대의 주요한 자기성찰 방식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면서27), 이 작품을

독일 교양소설의 급진적이고 해체적인 패러디로 독해한 홍길표 연구28)의 맥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홍길표는 발저의 작품을 도덕이나 심리학, 또는 종교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근대의 주체 및 역사 개념을 해체하려는 담론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하인이

되려는 주인공 야콥은 근대의 ‘역사라는 신화 Mythos der Geschichte’를 무력화

시키려는 ‘반(反) 영웅 ein Anti-Held’의 전형으로 간주된다.29)

독일어권의 발저 연구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 1960년대에 들어와 놀라우리

만치 작은 글씨로 쓰인 발저의 원고들, 즉 ‘마이크로그램 Mikrogramme’이 출간

되면서부터 발저 연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그램이란

1920-30년대 초반에 걸쳐―정신병원 입원 직전까지―발저가 손에 잡히는 종이

마다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글씨들로 빼곡히 채워나간 어마어마한 양의 자

필원고들을 가리킨다. 당시 성행하던 발저 연구들은 이 해독 불가능한 마이크로

그램이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인물에 내재하는 ‘이해 불가능성’의 문제를 일소

해준다고 보았다.30) 이 원고들이야말로 발저의 해독 불가능성 자체가 시각적으

24) Walter Benjamin: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1. 

Frankfurt a. M. 1978, S. 126-129. 

25)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로베르트 발저 읽기. 실린 곳: 카프카연구 26집 (2011). 

26) 이숙정: 근대성의 근원비판. 로베르트 발저의 소설 야콥 폰 군텐에 나타난 교양소설 패러디 

연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27) Vgl.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New York 1985, p. 2: “Parody is one of the major forms of modern self-reflexivity.”  

28) Kil-Pyo Hong: Selbstreflexion von Medernität in Robert Walsers Romanen 

»Geschwister Tanner«, »Der Gehülfe« und »Jakob von Gunten«. Würzburg 2002. 

29) Vgl. Kil-Pyo Hong: Selbstreflexion von Medernität in Robert Walsers Romanen 

»Geschwister Tanner«, »Der Gehülfe« und »Jakob von Gunten«, S. 178. 

30) Vgl. Rochelle Tobias: The double fiction in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In: 

The German Quarterly 79 (2006) 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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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상화된 물적 등가물이자, 독자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그의 작업 방식에 상

응하는 흔적들이라는 것이다.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야콥 폰 군텐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저가 초현실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그러했던

바와 같이 ‘언어의 물질성 Materialität der Sprache’에 천착해 작업한 것으로 해

석했다. 히벨의 연구는 야콥 폰 군텐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경

우이다.31) 그는 이 소설이 기의를 해체하고 파괴하며, 기표들의 연쇄와 이들 간

의 유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유로 독자는 발저

의 언어 혹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야콥 폰 군텐을 “전형적인 동화적 우화 eine typische

Märchenfabel”32)로 분석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발저 연구자인 요헨 그레벤

에 따르면 야콥은 이 세계를 경험하고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변장한 왕자로, 벤

야멘타 하인학교는 그에게 시험을 제시하고 삶의 비밀을 전수해주는 ‘신화적

mythisch’ 공간으로 자리매김 된다. 또한 이 작품은 ‘종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

religiöse Dichtung’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제테는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33)

에서 야콥, 요한, 벤야멘타 원장과 같은 인물들을 구약성경 속 동명 인물들에

대한 은유로 해석하면서, 이 작품이 무엇보다 ‘섬김 Dienst’ 사상을 주제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야콥이야말로 발저의 주인공들 중 진정

한 종교적 승화를 성취해낸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인물로 해석된다.34) 섬김에 대

한 발저의 옹호는 당시 세기 전환기라는 맥락에서 니체의 ‘힘 철학

Machtphilosophie’에 대한 안티테제로 읽히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보르히마이

어 Dieter Borchmeyer는 야콥 폰 군텐에서 묘사되고 있는 삶의 경향성이 ‘무

능력(無能力)에 대한 의지 Wille zur Ohnmacht’로 명명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

서, 특히 이 작품이 니체의 안티크리스트 Der Antichrist(1894)와 대립적 등가

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35) 막스 브로트 Max Brod 역시 로베르트 발저에

대한 주석 Kommentar zur Robert Walser (1911)에서 발저 현상을 니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한 바 있다.36) 제국 건설에 대한 들뜬 꿈의 이면에서 견고하게

31)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Die Zerstörung der Signifikanz im 

modernen Roman.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2. Frankfurt a. M. 

1978, S. 308-345.

32) Jochen Greven: Nachwort des Herausgebers. In: Robert Walser: Jakob von Gunten. In: 

Sämtliche Werke in Einzelausgaben. Bd. 11. Frankfurt a. M. 1985, S. 172. 

33) Susanne Sethe: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als religiöse Dichtung. Köln 1976.

34) Vgl. Susanne Sethe: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als religiöse Dichtung, S. 80.

35) Vgl. Dieter Borchmeyer: Dienst und Herrschaft. Ein Versuch über Robert Walser. 

Tübingen 1980, 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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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였던 전통과 그 가치들이 파산을 맞이하고, ‘정체성의 위기 Identitätskrise’

와 ‘주체의 죽음 Tod des Subjekts’과 같은 이념이 만연하는 와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아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아웃사이더’라는 인물형을 주조해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가 고안해낸 인물이 ‘높은 곳에’ 존재하는 아웃사이더라

면, 발저가 그려낸 인물은 이러한 시대적 인물상과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인간,

즉 ‘맨 밑바닥에서’ 꿈을 꾸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외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벤야민이 “언어 황무지화(荒蕪地化) Sprachverwilderung”37)라고 이

름 붙인 발저의 글쓰기 방식이 전적으로 언어의 물질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본

기존 연구들과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저에 대해 쓴 글들

중 최고 das Beste, was je über Walser geschrieben wurde”38)라는 호평을 얻

었을 뿐만 아니라, 1980-90년대 발저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의존했던 벤야민의

로베르트 발저 Robert Walser (1929) 비평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발저의 글

쓰기가 오로지 기표들 간의 유희를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이다. 이는 우선 벤야민 특유의 언어관에 입각했을 때 그러하고, 로베르트 발

저 비평문에서 이러한 글쓰기 형식이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 속에

서 in der großen profan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Mythos”39) 모색되어

야 한다고 한 벤야민의 언급에 주목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본문에서 자세히 논

의되겠지만 발저의 글쓰기 형식은 단지 기표들 간의 유희를 드러내고 있다기보

다, 분명 어떤 의미 작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

에게 법과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폭력적’ 서사 방식(‘신화’의 담화 방식)을 중

단시키고, 대가 없이 조언을 제공하며 지혜를 전수하는 옛 이야기꾼들의 이야기

방식과 매우 흡사한 것이다.

발터 벤야민은 발저의 기묘한 글쓰기를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이자 비평가 알

프레드 폴가 Alfred Polgar(1873-1955)의 용어인 ‘작은 형식 kleine Form’으로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로베르트 발저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보기 드물고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방치이다. 이 아무것도 아님이 무게를 지니게 되고, 이

36) Vgl. Max Brod: Kommentar zu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1. Frankfurt a. M. 1978, S. 83. 

37) W. Benjamin: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a. a. O., S. 126. 

38) Dorothee Kimmich: Lebendige Dinge bei Walter Benjamin und Robert Walser. 실린 곳: 

독일문학 110집 (2009), 25면. 

39) W. Benjamin: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a. a. O., S.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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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함이 영속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발저의 문학을 고찰할 때 궁극적 관건이

된다. 이러한 고찰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완성도가 높고,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 작품을 기준으로 문체의 수수께끼를 마주 대하는 일에 익

숙해져 있는 반면, 여기서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아무런 의도가 없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매료시키는 언어 황무지화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40) (인용자 강조)

이렇듯 발저의 문학은 의미를 포획하기 위해 독자가 던져놓은 의식의 그물망

을 손쉽게 빠져나가면서도, 방치된 그의 문장들을 끈질기게 응시하는 사람에겐

자신을 활짝 열어 보이는 암호 혹은 수수께끼와 같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비평가 수전 손택은 “플롯에 구애받지 않고 선율이 흐르듯 자유롭

게 쓴 발저의 짧은 산문 his short prose, where the musicality and free fall of

his writing are less impeded by plot” 속에서 “다양한 정신적 기후, 그 고상함

과 예상할 수조차 없는 넓이 the variety of mental weather […], their

elegance and their unpredictable lengths”를 읽어낸 바 있다.41) 그녀는 “발저의

예술이 지닌 도덕적 핵심은 권력과 지배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다 The moral

core of Walser's art is the refusal of power, of domination”42)고 언급하면서,

그의 소설은 “삶이란 피조물이라는 인식, 슬픔의 연대감을 둘러싼 인식

awareness of the creatureliness of life, of the fellowship of sadness”43)으로

충만해 있다고 평했다. 또한 그녀에 따르면 발저의 글쓰기는 “운동, 탈피, 무중

력을 찬양하는 반(反)중력의 글쓰기이자 자신의 ‘하찮은 삶’을 즐길 뿐만 아니라

절망을 즐거운 듯이 발산해 내며 세계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는 의식의 초상

화”44)라고 볼 수 있다.

40) W. Benjamin: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a. a. O., S. 126: “Und da fällt 

denn gerade bei Robert Walser zunächst eine ganz ungewöhnliche, schwer zu 

beschreibende Verwahrlosung auf. Daß diese Nichtigkeit Gewicht, die Zerfahrenheit 

Ausdauer ist, darauf kommt die Betrachtung von Walsers Sachen zuletzt. Leicht ist sie 

nicht. Denn während wir gewohnt sind, die Rätsel des Stils uns aus mehr oder weniger 

durchgebildeten, absichtsvollen Kunstwerken entgegentreten zu sehen, stehen wir hier 

vor einer, zumindest scheinbar, völlig absichtslosen und dennoch anziehenden und 

bannenden Sprachverwilderung.”     

41) Vgl. Susan Sontag: a. a. O., p. 89.   

42) S. Sontag: Ebd., p. 90.

43) S. Sontag: Ebd., p. 91. 

44) Ebd.: “anti-gravity writing, in praise of movement and sloughing off, weightlessness; 

portraits of consciousness walking about in the world, enjoying its ‘morsel of life’, 

radiant with despair.” (국역본 수전 손택: 발저의 목소리,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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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발저의 기묘한 글쓰기 방식이 명백히 이념의 지평을

지닌다고 간주하고, 그것이 실제로 야콥 폰 군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발저의 글쓰기 형식이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벤야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이 작

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테제가 도출될 수 있다. 야콥 폰 군텐은 ‘신화적 인물

유형’―가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Taugenichts―에 해당하는 야콥이 아직

이성 또는 계몽의 힘으로 탈색되지 않은 ‘신화적 공간’인 하인학교에 들어가 황

야로 떠나기까지, 이 신화적 세계 혹은 신화 그 자체와 벌이는 거대하고 세속적

인 대결의 기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격적인 작품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구 사상사에서 ‘신화 Mythos’ 개념이 시대적 흐름과 결부되어 어떻게 운용되

고 변형되어 왔는지 후기 계몽주의와 초기 낭만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

록 한다.(2장 1절) 예컨대 서구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는 그 자체로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칭송되면서 시대를 거듭해 새롭게 해석되고 참조되어온 바 있다. 독일

에서는 계몽주의 시기 이래로 신화와 관련된 담론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낭만주의 시기에 이르면 고대 당시에 최고의 문학작품으로서 고대 그리스

신화가 존재했던 바와 같이, 당대에도 이에 상응하는 혹은 더 나은 ‘새로운 신

화 Neue Mythologie’가 탄생되어야 함이 역설되었다.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이

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종교와 신화가 총체적으로 의미를 상실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분석적 사고가 지닌 파괴적 면모를 감지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신화의

복원을 통해 즉 ‘새로운 신화’라는 이념으로써 극복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 발터 벤야민은 신화를 역사적 공간 속에서 해체시킬 것을 요구한다.(2장

2절) 그런데 그는 신화에 내재하는 폭력적 속성(‘신화적 폭력’)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면서도, 신화라는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 신화 속에 깊숙이 침잠해 신화가 가진 힘―“혁명을

위한 도취의 힘들 Die Kräfte des Rausches für die Revolution”45)―을 훔쳐내

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때 신화가 가진 힘들을 훔쳐내는 방법이란 신화

의 ‘이야기 방식’과 엄격히 구분되는 다른 이야기 방식―벤야민의 언어로 말하

자면 ‘미메시스적 능력 das mimetische Vermögen’―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 Erfahrung’이 부재한 시대에 경험과 지

혜를 공유하고 전수하는 ‘이야기꾼 Erzähler’들의 능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벤야

45) W. Benjamin: Der Sürrealismus. In: Rolf Tiedemann und Hermann Schweppenhäuser 

(Hg.):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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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발저에게서 읽어낸 미메시스적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언어 황무지

화 Sprachverwilderung’이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콥 폰 군텐의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우선 3장에서

는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내재한 ‘신화적’ 면모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 학교를 둘

러싸고 있는 대도시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벤야멘타 남매를 비롯해 이 학교의

생도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신화적 인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이 이

루어질 것이다.

4장에서는 ‘언어 황무지화’라고 통칭될 수 있는 발저의 글쓰기 방식이 야콥
폰 군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언어를 정

돈되지 않은 상태로 방임하는 글쓰기 형식은 이 작품에서 뚜렷한 내용 전달 없

이 길게 늘어지는 ‘장광설’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병치하는

‘역설’로,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부정의 아이러니로’,

일반적인 1인칭 서술자의 문법을 위반하는 ‘분열된 화자’의 면모로 구현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기법들은 단순히 독특한 언어 실험의 용례들에 국한되

는 대신,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법과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폭력적’ 서사

방식―‘신화’의 담화 방식―을 중단하고 무력화하는 힘을 발휘한다.

5장에서는 발저의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 지니는 일종의 목적 및 의도―‘자

유’―를 ‘하인의 섬김’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역추적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

서 ‘섬김’을 옹호하는 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행위

에 내재한 ‘어리석음’의 문제는 쉽게 기각되지 않는다. 니체의 논의를 참조한다

면 생도들의 ‘어리석음’은 일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무(無)를 살찌우려는

허무주의적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하인의 섬김은 이 세계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지 않더라도/못하더라도, 이 신화적 공간 안에서 이로

부터 깨어나는 각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들은 외부의 전지전능한 은총에 힘입

지 않고 자신을 비우는 수동성의 능력을 통해 이 세계에 약간의 ‘조정’을 가하

거나, 이 공간에서 화석화된 법과 경계선들을 다시 한 번 더 ‘분할’함으로써 뜻

밖에 도래할 ‘자유’를 위한 자리를 예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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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화 개념 고찰

1. 19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신화’ 담론사

신화란 일차적으로 “세계의 근원이나 신, 자연현상 등에 대해 한 민족이 가지

고 있던 사유가 반영된 이야기”46)를 가리킨다. 신화의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참

조한다면, 우리는 신화가 인간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의 삶 그리고

문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상기하게 된다. 특히 서구의 문맥에서

신화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 신화들 중에서도 단연 고대 그리스 신화를 지칭한

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메로스가 서사시를 쓴 기원전 8․9세기부터 로마의 테오

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의 유일신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한 경배를

금지한 380년까지 쓰인 각종 문헌들―가령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헤시오
도스의 신통기, 오비디우스의 변신, 헤로도토스의 역사, 아이스퀼로스, 에
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의 비극과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47) 소위 ‘탈신화화 된 현대 entmythologisierte Moderne’라고 일컬어지

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화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어렵지 않

게 발견된다. 가령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 게임과 같은 현대매체에서 신화적 상

상력이 구현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과

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지 않은 동시적 시간, 즉 신화적 순간을 체험하기도 한

다.48) 이처럼 신화는 인간의 근원적 체험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상징적 원형으로

서 시대를 거듭해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화는 시대

적․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나름의 의미를 획득하며 다양한 논의들을 생산해왔

다.

이때 신화란 단순히 신성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가 엮어져 나온

시대, 즉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나’와 세계가 같은 원환(圓環)을 이루던

시대의 모습까지 포괄한다. 헝가리의 사상가 게오르크 루카치 Georg Lukács는

46) Vgl. Gerhard Wahrig: Elementar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Gütersloh u. 

München 1991, S. 550: “Überlieferung eines Volkes von seinen Vorstellungen über die 

Entstehung der Welt, seine Götter, Dämonen usw.”

47) 김윤애: 서양의 철학적 사유구조에 나타난 신화. 실린 곳: 기호학 연구 15집 (2004), 52면 참

조.

48) 정항균: 현대매체 비판과 신화에 대한 회상. 실린 곳: 독일문학 85집 (2003), 70-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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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대 호메로스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 세계는 넓

지만 마치 자기 집과 같은데,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본질적 특성을 같이하기 때문이다.”49) 그런데 이처럼 별들이 길을 안내

하고, 어느 곳이든 집과 같이 안락한 신화적 세계가 이후에도 줄곧 동경의 대상

이나 되돌아가야 할 황금시대로 간주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신화의 세계는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굴레를 덧씌우고, 인간을 ‘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폭력

적인 공간으로, 또는 비이성적이고 혼란스러운 세계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화에 대한 태도나 이념은 근본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신화의 부정적 속성, 예를 들어 신화의 비합리적이고 폭

력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신화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신화 비판’적 입장이

고, 다른 하나는 신화와 종교가 의미를 상실한 자본주의적 근대 문명 속에서 분

석적 사고가 갖는 파괴적 면모에 대한 대안으로, 신화를 총체적 의미 담지체로

간주한 ‘신화 구제’적 입장이다. 본고는 독일 후기 계몽주의와 초기 낭만주의 시

기를 전후로 하여 신화 개념이 각각의 입장과 연동하면서 어떻게 의미부여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후기 계몽주의의 새로운 신화

신화 비판적 입장은 계몽주의 시기를 거슬러 올라 특히 중세시기에 매우 엄

격하게 견지된 바 있다. 중세의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인 기독교의 시각에서 보

았을 때, 인간의 여러 궁극적인 물음들이 응축되어 있는 고대의 신화는 수많은

신들이 난무하고 혼돈으로 점철된, 이교도의 산물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후 르

네상스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고대의 신화는 다양한 예술영역에서 새롭게 각

광받으며, ‘신화편찬학 Mythographie’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이 구축될 정도

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성

49) Geor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Neuwied u. Berlin 1971, S. 21: “Selig sind 

die Zeiten, für die der Sternenhimmel die Landkarte der gangbaren und zu gehenden 

Wege ist und deren Wege das Licht der Sterne erhellt. […] Die Welt ist weit und 

doch wie das eigene Haus, denn das Feuer, das in der Seele brennt, ist von derselben 

Wesenart wie die Sterne […].” (국역본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

판사 2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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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철학이 강조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에 이르면서 신화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성을 통해 감각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초기 계

몽주의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중세와 유사하게―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세계

의 산물, 즉 ‘개연성’이 충족되지 못한 허구적인 이야기로 폄하했다. 예컨대 프

랑스 계몽주의자 퐁트넬 Bernard Le Bovier De Fontenelle(1657-1757)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가 아직도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 놀랄 뿐이다”라

고 언급한 바 있다.50) 퐁트넬에 따르면 당시까지 신화가 존속할 수 있었던 까닭

은 종교가 계속해서 신화를 배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회화와 같은 예

술의 영역이 신화에게 마지막 피난처를 제공해왔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계몽주

의가 극복하고자 했던 신화는 단지 ‘허황된’ 고대 그리스 신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세계의 탈마법화 Entzauberung der Welt’를 위해서는 여전히 근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중세 기독교라는 신화 역시 타파될 필요

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신화 혹은 신화적인 것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의미부여 된다는 사실이다. 중세는 자신의

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원시적이고 이교도적이라는

의미에서 신화라고 멸시했던 반면, 계몽주의는 중세의 기독교적 가치야말로 이

성을 통해 계몽되어야 할 신화적 존재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

두에 둘 때 신화란 일차적으로는 여러 상징과 비유로 쓰인 허구적인 이야기를

뜻하지만, 그 시대의 ‘이성 Logos’과 대립되는 존재로 간주될 때에는 무지와 관

련된 조야한 이야기, 나아가 기존 사회에 공고화되어 있는 경직된 사고나 비합

리적 담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성을 통해 신화로부터의 해방을 모색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이성과 신화 사이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이성을 신격화하는 방식

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는 원래의 합리적 취지에도 불구

하고 자기 자신을 신화화함으로써 다름 아닌 ‘계몽의 신화’로 변질되고, 이성 개

념 역시 정지와 중심점 없는 진보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중후반, 후기 계몽주의 시기에 들어서면 전기

계몽주의와 구분되는 또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성의 대척점에 놓여있던 ‘신화’ 개념이 그 본질과 기능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탐색된 점을 들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몽주의는 ‘신화에서 이성으로 Vom

Mythos zum Logos’라는 자신의 강령을 교정하는 기제로 다시금 신화를 소환하

50) Zitiert nach: Hans Blumenberg: Arbeit am Mythos. Frankfurt a. M. 2001, S. 29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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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계몽주의 사상을 접한 독일은

여러 영방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분규와 갈등이 잦은 와중에, 대립된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원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독

일 후기 계몽주의자들은 이성 위주의 계몽이 주로 배운 자들에게만 유효했을

뿐 다수의 민중들에게 흡수되지 못한 한계상황을 직시하고, 이성과 감성을 동시

에 매개로 한 ‘모두’를 위한 계몽을 모색하고자 하기도 했다.51) 그리고 이때 고

대 그리스 시대―각 개체들이 보편과 합일을 이루어 총체성을 구현한 시대―는

근대가 지향해야 할 모범상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물로 탐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헤겔은 일반 민중을 이성과 도덕

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신화’를 언급하면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자신의 민중교

육 논의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학문과 예술 이외에 ‘종교’야

말로 당시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계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교

리와 이론적 틀에 얽매인 기존 기독교(‘객관적 종교’)가 아니라 ‘마음과 환상

Herz und Phantasie’을 바탕으로 하는 민중종교(‘주관적 종교’), 즉 그리스 종교

(신화)를 강조하기도 했다.52) 이처럼 비진리와 비합리성의 표상이던 신화는 후

기 계몽주의에 이르러 재발견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조명되었다. 그

런데 당대 사상가들은 그리스 신화를 고대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대에 재현

하려 하지 않았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해가는 상황

속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의 문화적․역사적 기능을 전과 동일하게 반복하기란

불가능했을 뿐더러, 그들은 이 시대가 요청하고 또한 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

운 신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처럼 신화에 내재한 힘을 적극적으로

재탐색하고자 했던 후기 계몽주의의 시도는 초기 낭만주의에서 본격적으로 논

의될 ‘새로운 신화 Neue Mythologie’ 이념의 전사(前史)를 이루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독일 관념론의 최초의 체계기획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1796-1797)53)은 당시 ‘새로운 신화’라는 발상을 이끌어낸

획기적인 원고로 간주된다. 이 글은 아직까지 저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54) 추상적인 강령들을 선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

51) Vgl. Christoph Jamme u. Gerhard Kurz (Hg.): Idealismus und Aufklärung. Kontinuität 

und Kritik der Aufklärung in Philosophie und Poesie um 1800. Stuttgart 1988.

52) Vgl. Friedhelm Nicolin (Hg.): Der junge Hegel in Stuttgart. Aufsätze und 

Tagebuchaufzeichnungen, 1785-1788. Stuttgart 1970, S. 60.  

53) Franz Rosenzweig: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Heidelberg 

1917. 이하 ｢체계기획｣이라 약칭한다.

54) 이 원고의 저자는 헤겔, 쉘링, 횔덜린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헤겔의 필체가 나타나



- 23 -

은 짧은 분량의 텍스트인데, 독일 관념론 철학의 근원사와 이에 대한 해석을 다

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평가되어 왔다. 아울러 이 글은 후기 계

몽주의적 입장에서 새로운 신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체계기획 은

칸트를 언급하면서 ‘전체 형이상학 ganze Metaphysik’이 장차 “모든 이념들의

완전한 체계, 즉 모든 실천 명제들의 완전한 체계 ein vollständiges System

aller Ideen oder, was dasselbe ist, aller praktischen Postulate”가 되어야 한다

고 역설한다.55) 또한 이 글에 따르면 이 완전한 체계란 바로 ‘윤리학 Ethik’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들은 체계기획 이 칸트의 실천 명제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도 이를 통해 기존 철학의 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바를 암시한다. 왜냐하면 분

명하게 암시되고 있듯이 체계기획 에서 제시되는 윤리학은 협의의 도덕철학이

나 ‘미덕론 Tugendlehr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념들의 완전한 체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 글은 차례대로 세 가지 이념을 제시한다.

첫 번째 이념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인 자아에 대한 표상 Vorstellung

von mir selbst als einem absolut freien Wesen”56)이다. 자아에 대한 이와 같

은 이해는 피히테 Johann Gottlieb Fichte의 절대적 자아 das absolute Ich―스

스로를 정립할 뿐 아니라 자신의 필연적 대립자인 세계, 즉 비아(非我) 역시 정

립하는 자아―에 근거한다. 이러한 자아 이념은 곧 이어서 “인류의 이념 Idee

der Menschheit”57)으로 확장된다. 저자는 이 이념 Idee을 “자유의 대상 was

Gegenstand der Freiheit ist”58)으로 정의하면서, 자유로운 인간들은 자신을 기

고, 그의 사유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들 중 헤겔이 가장 유력한 저자라고 추측된다. 이 원고는 

1917년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로젠츠바이크 Franz Rosenzweig(1886-1929)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Vgl. Otto Pöggeler: Hegel als Verfasser des ältesten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In: R. Bubner (Hg.):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schen Idealismus. Studien zur Frühgeschichte des deutschen 

Idealismus. Bonn 1973, S. 17 ff.

55) Vgl. Franz Rosenzweig: a. a. O., S. 5: “eine Ethik. Da die ganze Metaphysik künftig in 

die Moral fällt―wovon Kant mit seinen beiden praktischen Postulaten nur ein Beispiel 
gegeben, nichts erschöpft hat―, so wird diese Ethik nichts anderes als ein 

vollständiges System aller Ideen oder, was dasselbe ist, aller praktischen Postulate 

sein. 하나의 윤리학[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전체 형이상학은 장차 도덕에 속할 것이기 때문

이다. 이에 관하여 칸트는 자신의 두 가지 실천 명제들을 통해 단지 하나의 실례만을 제시했을 

따름이지,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체 형이상학은 장차 도

덕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되는] 윤리학은 다름 아닌 모든 이념들의 완전한 체계, 

즉 모든 실천 명제들의 완전한 체계가 될 것이다.”  

56) Ebd.

57) Franz Rosenzweig: a. a. O., S. 6.

58)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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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톱니바퀴 장치처럼 취급하는 정형적인 국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다.59)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념들은 세 번째로 제시되는 “아름다움의 이념

Idee der Schönheit”에 의해 통합된다. 여기서 아름다움 Schönheit이란 모든 이

념들을 아우르는 “이성의 가장 지고한 행위 der höchste Akt der Vernunft”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성에 봉사하는 존재로 묘사된다.60) 그리고

‘새로운 신화 neue Mythologie’는 다름 아닌 이 세 가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요청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문학이자 종교로 자리매김 된다.

여기서 새로운 신화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려지는 개체와 보편의 합일상

태를 지향하면서도,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성’의 힘을 빌리는 문

학 Poesie의 또 다른 이름을 가리킨다. 이렇듯 이성이 문학적으로 각색된 ‘새로

운 신화’는 ‘이성의 신화 Mythologie der Vernunft’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치환

될 수 있다.61) 그리고 새로운 신화가 구현된 모습이란 민중이 이성적으로 되고,

계몽된 자와 계몽되지 않은 자가 서로 제휴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계몽주의적 이상사회와 다름없다. 이러한 이상사회의 풍경은 체계기획 의 마지

막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또한 새로운 신화는 절대적 자아와 자유로운 정

신에 상응하며, 세계의 분열된 틈들을 메우는 이 시대의 종교로도 표현되고 있

다.

59) Vgl. Ebd.: “Die Idee der Menschheit voran, will ich zeigen, daß es keine Idee vom 

Staat gibt, weil der Staat etwas Mechaniches ist, so wenig als es eine Idee von einer 

Maschine gibt. Nur was Gegenstand der Freiheit ist, heißt Idee. Wir müssen also auch 

über den Staat hinaus! - Denn jeder Staat muß freie Menschen als mechanisches 

Räderwerk behandeln […]. 인류의 이념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우선 국가에 대한 어떠한 이

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국가는 기계적인 것에 다름 아니며, 

더군다나 기계에 대한 이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자유의 대상인 것만이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자유로운 인간을 기

계의 톱니바퀴 장치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60) Vgl. Ebd.: “Ich bin nun überzeugt, daß der höchste Akt der Vernunft, der, indem sie 

alle Ideen umfaßt, ein ästhetischer Akt ist und daß Wahrheit und Güte nur in der 
Schönheit verschwistert sind. 나는 이제 모든 이념들을 아우르는 이성의 가장 지고한 행위

가 심미적 활동이라는 사실과 진리와 선은 오직 아름다움 속에서만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

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61) Vgl. Franz Rosenzweig: a. a. O., S. 7: “Zuerst werde ich hier von einer Idee 

sprechen, die, soviel ich weiß, noch in keines Menschen Sinn gekommen ist - wir 

müssen eine neue Mythologie haben, diese Mythologie aber muß im Dienste der Ideen 

stehen, sie muß eine Mythologie der Vernunft werden. 무엇보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의 이

념에 대해, 내가 아는 한 어떤 사람도 아직 숙고해본 적이 없는 하나의 이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신화란 이념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새로운 신화란 이성의 신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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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침내 계몽된 자와 계몽되지 않은 자들이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신

화는 철학적으로 되어야 하고 민중은 이성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자들

을 감각적으로 만들기 위해 철학은 신화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들 사이

에는 영원한 합일이 지배하게 된다. 결코 경멸하는 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중

은 그들의 현인이나 성직자 앞에서 맹목적으로 몸을 떨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모든 사람들, 모든 개인들뿐만 아니라 개체에 대한 동일한 교육이 기대된

다.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억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신의 보편적 자유와 평

등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더 높은 정신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

를 우리들 사이에 세워야 한다. 이 새로운 종교는 인류의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

한 과업이 될 것이다.62)

이처럼 후기 계몽주의 시기에 요청된 ‘새로운 신화’란 이성이 문학적으로 승

화된 이야기이자, 공화제를 근간으로 한 계몽주의적 이상사회를 약속하는 청사

진과 다름없었다. 후기 계몽주의자들은 신화의 감성적 면모를 통해 민중의 마음

이 움직여지고, 따라서 흩어져 있던 개개인들이 결속되어 공동체가 구축될 것으

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둘 때 후기 계몽주의가 적극적으로

복원하고자 했던 신화는 신화 자체의 복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변질된 이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몽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해 후기 계몽주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이 구현된 모습이란 “이념이 감각적으로

현현되어”63)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새로운 이상사회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이다.

2)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

‘새로운 신화’에 대한 열망은 1800년경 초기 낭만주의64) 시기에서도 계속 이

62) Ebd.: “So müssen endlich Aufgeklärte und Unaufgeklärte sich die Hand reichen, die Mythologie 

muß philosophisch werden und das Volk vernünftig, und die Philosophie muß mythologisch 

werden, um die Philosophen sinnlich zu machen. Dann herrscht ewige Einheit unter uns. Nimmer 

der verachtende Blick, nimmer das blinde Zittern des Volks vor seinen Weisen und Priestern. 

Dann erst erwartet uns gleiche Ausbildung aller Kräfte, des Einzelnen sowohl als aller Individuen. 

Keine Kraft wird mehr unterdrückt werden. Dann herrscht allgemeine Freiheit und Gleichheit der 

Geister! - Ein höherer Geist, vom Himmel gesandt, muß diese neue Religion unter uns stiften, sie 

wird das letzte, größte Werk der Menschheit sein.”

63) Vgl. Geor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1. In: Geor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3. Frankfurt a. M. 1970, S. 151.

64) 독일 낭만주의는 시대적으로 구분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데에 있어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구

성될 수 있는 문예사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낭만주의는 18세기 말 독일의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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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고대 당시에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고대 그리스 신

화가 존재했던 바와 같이, 당대에도 이에 상응하는 혹은 더 나은 새로운 신화가

탄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이 모색했던 새로운 신화는 급속한 산업화와

맞물려 분석적 사고가 팽배한 시대에 삶의 총체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의 일환이

었다. 독일 초기 낭만주의 미학의 세례를 받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 라쿠-라바르

트 Philippe Lacoue-Labarthe와 낭시 Jean-Luc Nancy는 독일 낭만주의의 출현

이 18세기 후반의 세 가지 심각한 위기상황과 결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

째 위기상황은 부르주아 계급의 자녀들이 기존의 법조인이나 성직자로서의 지

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회적․도덕적 위기(“the social and moral

crisis of a bourgeoisie”)를 가리킨다. 이어서 두 번째 위기상황은 프랑스 혁명

으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the political crisis of the French Revolution”)와 관

련되며, 세 번째는 칸트의 비판철학(“the Kantian critique”)에서 비롯된 사상적

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65) 이러한 당대의 사회적․도덕적․정치적․종교적 맥

락 속에서 예나 낭만주의는 시대의 산문화에 맞서 문학을 통해 총체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정신사적 운동―‘심미적 혁명 ästhetische Revolution’―이었다.

여기서 문학은 개별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적 표현양식 전체를 의미한다.

특히 문학 장르의 혼합, 가령 서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동화

적인 것의 혼합은 문학이 간단없이 진보하면서 종합적인 예술―‘진보적 보편문

학 progressive Universalpoesie’ 또는 ‘선험문학 Transzendentalpoesie’―로 발

전해야 한다는 초기 낭만주의 문학관의 무한성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적 취지는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 속에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초기 낭만주의 문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프

리드리히 슐레겔 Friedrich Schlegel의 글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그의 신화에 관한 담화 Rede über die Mythologie (1800)66)는 초기 낭만주

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한다.

신화에 관한 담화 는 1800년 낭만주의 잡지 <아테네움 Athenäum>에 게재

된 문학에 관한 대화 Gespräch über die Poesie 에 실린 네 편의 글들67) 중

Jena를 중심으로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초기 낭만주의 운동(이하 낭만주의는 초기 

낭만주의를 가리킨다)을 일컫는다.  

65) Vgl. Philippe Lacoue-Labarthe, Jean-Luc Nancy: The literary absolute. The Theory of 

Literature in German Romanticism. New York 1988, p. 5. 

66) Friedrich Schlegel: Rede über die Mythologie. In: Wolfdietrich Rasch (Hg.): Die 

Bibliothek deutscher Klassiker Bd. 23. München u. Wien 1971, S. 496-508. 

67) 슐레겔의 ｢문학에 관한 대화｣는 ｢시문학의 시대 Epochen der Dichtkunst｣, ｢신화에 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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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한다. 문학에 관한 대화 는 낭만주의 문학을 이론적으로 정초하고

있는 글인데, 이목을 끄는 점은 이 글이 이러한 개념적 작업을 소설 또는 에세

이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글에서는 네 명의 허구적

인물들이 등장해 각각의 글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중 루도비코 Ludoviko라는 인물이 발표하는 신화에 관한 담화 에

서는 무엇보다 문학과 신화가 본래적으로 합일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신화’의 필요성이 피력되고 있다. 그런데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전에, 우선 하만 Johann Georg Hamann(1730-1788)의 영

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 벌린에 따르면 그는 “계몽주의에 가장 치명적

인 일격을 가했으며, 낭만주의의 모든 과정을 […] 촉발시킨 사람 one man

who, […] struck the most violent blow against the Enlightenment and began

the whole romantic process”68)이자, 당시에 부정적으로 간주되던 신화를 맨 처

음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에 해당한다. 하만에 따르면 “신화는 단순히 세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아니며, 세인들을 현혹하려는 파렴치한들이 날조해 낸 이야기

도, 시인들이 멋을 부리기 위해 고안한 장식도 아니었다.”69) 오히려 “신화는 인

간이 감히 말로 나타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표현하는 수

단”70)이자 예술적인 이미지와 상징들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매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화를 보는 하만의 관점은 슐레겔의 신화에 관한

담화 에서 좀 더 다듬어진 형태로 등장한다. 우선 루도비코는 다음과 같은 물음

으로 연설을 시작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예술을 숭배하는 만큼의 진지함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기를 권하고자 한다. 감격의 힘은 문학에서도 줄곧 제각기

분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문학이 반대 요소에 맞서 싸워 지쳤을 때에도, 결국

이 힘은 홀로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최고로 신성한 것이 늘 이름도 형상도 없이

화 Rede über die Mythologie｣, ｢소설에 관한 편지 Brief über den Roman｣, ｢괴테의 초기 

및 후기 작품들에 나타난 다양한 문체 연구 Versuch über den verschiedenen Stil in 

Goethes früheren und späteren Werken｣라는 네 개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68) Isaiah Berlin: The roots of romanticism. Princeton 1999, p. 40. (국역본 이사야 벌린: 낭

만주의의 뿌리. 강유원․나현영 옮김. 이제이북스 2001, 68면.)

69) Isaiah Berlin: a. a. O., p. 49: “myths were not simply false statements about the 

world, neither the wicked inventions of unscrupulous persons, seeking to throw dust in 

people’s eyes, nor pretty embellishments invented by poets for the purpose of 

decorating their wares.” (국역본 이사야 벌린: 낭만주의의 뿌리, 83면) 

70) Ebd.: “Myths were ways in which human beings expressed their sense of the 

ineffable, inexpressible mysteries of nature.” (국역본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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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며 어둠 속에서 우연에 내맡겨져야 하는가?71)

먼저 이 구절에서는 ‘감격의 힘’이 분산된 당대 문학에 대한 개탄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한탄은 객관성과 명징성, 시와 산문의 분리 등을 강조한 당시 문

학운동의 한 경향성을 겨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

격의 힘’은 오히려 고전주의의 완전성이라는 이상에서 벗어난 현실상황, 가령

삶의 여러 지난하고 기괴한 형상들을 아우르는 상상력과 독창성, 창조의 절대적

자유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는 바로 이러한 힘과

‘최고로 신성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학에 대한 요청이 암시되고 있

다. 루도비코는 아래에 인용된 바와 같이 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학, 새로

운 신화가 시급히 출현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나는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겠다. 주장컨대, 고대인의 문학에서 신화가 중심점을

이루었다면, 우리 문학에서는 중심점이 부재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모든 것은―이

점에 있어서 현대 시문학은 고대 시문학에 비해 뒤떨어지는데―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신화를 소유할 때가 거의 다 되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

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72)

이처럼 슐레겔을 비롯한 대다수의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신화 개념을 특히 고

대 그리스 신화와 관련지어 사유했다. 고대 그리스 신화야말로 근대 예술이 지

향해야 할 전범―“문학의 유구하고도 영원한 원천 der alte ewige Urquell der

Poesie”73)―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신화는 개별 문학 장

71) Friedrich Schlegel: Rede über die Mythologie. In: Wolfdietrich Rasch (Hg.): a. a. O., S. 

496: “Bei dem Ernst, mit dem ihr die Kunst verehrt, meine Freunde, will ich euch 

auffordern, euch selbst zu fragen: Soll die Kraft der Begeisterung auch in der Poesie 

sich immerfort einzeln versplittern und, wenn sie sich müde gekämpft hat gegen das 

widrige Element, endlich einsam verstummen? Soll das höchste Heilige immer namenlos 

und formlos bleiben, im Dunkel dem Zufall überlassen?”

72) Friedrich Schlegel: Rede über die Mythologie. In: a. a. O., S. 497: “Ich gehe gleich 

zum Ziel. Es fehlt, behaupte ich, unsrer Poesie an einem Mittelpunkt, wie es die 

Mythologie für die der Alten war, und alles Wesentliche, worin die moderne Dichtkunst 

der antiken nachsteht, läßt sich in die Worte zusammenfassen: Wir haben keine 

Mythologie. Aber, setze ich hinzu, wir sind nahe daran, eine zu erhalten, oder vielmehr 

es wird Zeit, daß wir ernsthaft dazu mitwirken sollen, eine hervorzubringen.”

73)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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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를 넘어,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던 개개인과 삶의 조각들을 어우러지게끔 하는

문학적․예술적 사건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득한 장면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 까마득한 밤, 사방에 피워 놓은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어떤 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말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기원으로부터 유래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준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존재나 기이한 힘, 수많

은 변신들이 등장하고, 이야기꾼은 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사람들은 두려움

을 넘어 공포와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한 자리에 모인 사람

들은 이 낯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왜 여기에 모여 있고, 모여야 하며, 또 왜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아무 거리낌 없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화는 인간의 단순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에 응

답한다. 신화는 결코 한 개인의 신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내밀하고 근원적인 이

야기, 즉 ‘공동체의 신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언어는 “교환

들을 위한 언어가 더 이상 아니며, 그들의 연합을 위한 언어―토대와 서약의 신

성한 언어―”74)가 된다. 특히 신화의 언어에 관한 낭시 Jean-Luc Nancy의 언

급은 낭만주의자들의 신비주의적 언어관을 선회하면서, 신화와 언어 간의 기묘

한 관계를 환기시킨다. 여기에서 낭만주의자들이 공유한 신비주의적 언어관이란

언어를 의사전달을 위한 도구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고, 합리적 기호와 구분되는

본래적 언어에 마술적 힘이 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킨다. 낭시에 따르면

신화는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언어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호출해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화를 듣는 와중에 어쩌

면 아주 순간적으로나마 신화의 언어가 빚어내는 어떤 공동체에 합류하게 될는

지도 모른다.

따라서 신화는 아무 말로나 만들어지지 않으며, 아무 언어나 말하지 않는다. 신화

는 명백히 나타나는 사물들의 언어이자 말이며, 그 사물들에 대한 소통이다. 신화

는 사물들의 외현(外現)도, 외관도 말하지 않으며, 신화 속에서 사물들의 리듬이

74) Jean-Luc Nancy: The inoperative community. Minneapolis 1991, p. 44: “It is no 

longer the language of their exchanges, but of their reunion―the sacred language of a 

foundation and an oath.” (국역본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옮김. 인간사랑 2010,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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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사물들의 음악이 울린다. “신화와 슈프라흐게장 Sprachgesang(언어의 노

래)은 요컨대 하나의 같은 것이다.” 신화는 정확히 한 세계를 솟아나게 하고, 한

언어를 도래하게 하며, 한 언어의 도래 속에서 한 세계를 솟아나게 하는 주문(呪

文)이다.75)

다시 신화에 관한 담화 로 돌아오면 이 글의 화자 역시 위와 유사한 맥락에

서 ‘새로운 신화’를 “무한한 시 das unendliche Gedicht”76) 혹은 “신비스러운 시

dieses mystische Gedicht”77)라고 명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

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화는 어

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신화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탄생하는가? 이에 대해

루도비코는 고대의 신화가 감각적인 세계에서 기원한다면, “새로운 신화는 이와

반대로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78)고 언급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는 체계기획 에서 강조된

관념론적 ‘이성의 신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뒤이어 화자는

이러한 의혹을 다음과 같은 말로 불식한다. “관념론은 단지 새로운 신화의 한

예일 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에서의 원천에 불과하다.”79) 오히려 신화에 관한

담화 에 따르면 새로운 신화는 “카오스 Chaos”80)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카오스

란 계몽주의 시기에 서로 이질적인 요소로 분리되어 있던 이성과 상상력을 종

합하는 힘을 가리킨다. 또한 카오스적인 것이란 단순히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혼재한 상태라기보다, 서로 대립되고 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룬

75) Jean-Luc Nancy: The inoperative community, p. 50: “Thus myth is not composed of 

just any speech, and it does not speak just any language. It is the speech and the 

language of the very things that manifest themselves, it is the communication of these 

things: it does not speak of the appearance or the aspect of things; rather, in myth, 

their rhythm speaks and their music sounds. It has been written that “myth and 

Sprachgesang (the song of language) are fundamentally one and the same thing.” Myth 

is very precisely the incantation that gives rise to a world and brings forth a 

language, that gives rise to a world in the advent of a language.” (국역본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118면.)

76) Friedrich Schlegel: Rede über die Mythologie. In: a. a. O., S. 497.

77) Ebd.

78) Ebd.: “Die neue Mythologie muß im Gegenteil aus der tiefsten Tiefe des Geistes 

herausgebildet werden.” 

79) Friedrich Schlegel: Rede über die Mythologie. In: a. a. O., S. 499: “[…] und der 

Idealismus also nicht bloß in seiner Entstehungsart ein Beispiel für die neue 

Mythologie, sondern selbst auf indirekte Art Quelle derselben werden.”

80)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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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일컫는다. 이렇듯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는 총체성과 조화의 정신

을 강조하는 독일 관념론 철학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성의 렌즈로 포착할 수 없

는 삶의 다양한 내용들을 상상력에서 길어 올린 ‘환상 Phantasie’을 통해 풍부하

게 서술해내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란 매번 새롭게 창조되는 문학에 대한

알레고리이자, 실천적 측면에서는 ‘심미적 혁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독창적 학설이나 어떤 ‘주의(主義)’로서가 아니라, 엄

연한 현실로 존재했던 초기 낭만주의의 역동성과 창조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

다. 그것은 어떤 형식적 준거나 권력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문학’을, ‘삶’을, ‘무

한한 변화’를 긍정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런데 새로운 신화 이념은 실제 역사

속에서 본래의 혁명적 취지와 다르게 왜곡․변질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멀게는 나폴레옹 몰락 후 낭만주의자들이 보수․반동적인 메테르니히 체제의

지지자로 대거 전향한 경우―이는 초기 낭만주의와 구분되어 ‘후기 낭만주의’

또는 ‘정치적 낭만주의’라고도 지칭된다―를 들 수 있고, 20세기에 와서는 개인

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 즉 문화적 보편국가에 대한 낭만주의의 열

망이 배타적 민족공동체나 전체주의에 대한 요구로 퇴색된 바를 들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이사야 벌린은 파시즘 역시 ‘낭만주의의 후예 inheritor of

romanticism’라고 일갈한 바 있다. “파시즘이 낭만주의에 무언가 빚을 졌다면

그 이유는, 또다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예측할 수 없는 의지, 조직하고 예측

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의지라는 개념 때

문”81)이며 “파시즘에 있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병적인 흥분 상태에

빠진 자기주장과 무한한 의지를 제한하는 기성제도의 허무주의적 파괴뿐이고,

우월한 인간은 그의 의지가 더 강한 까닭에 그보다 열등한 인간을 밟고 일어서

니, 이것은 낭만주의 운동의 직접적인 유산이며, 이 유산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82)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후 낭만주의는

81) Isaiah Berlin: The roots of romanticism. p. 145: “The reason why Fascism owes 

something to romanticism is, again, because of the notion of the unpredictable will 

either of a man or of a group, which forges forward in some fashion that is impossible 

to organise, impossible to predict, impossible to rationalise.” (국역본 이사야 벌린: 낭만

주의의 뿌리, 233면.)

82) Ebd.: “The hysterical self-assertion and the nihilistic destruction of existing 

institutions because they confine the unlimited will, which is the only thing which 

counts for human beings; the superior person who crushes the inferior because his 

will is stronger; these are a direct inheritance - in an extremely distorted and garbled 

form, no doubt, but still an inheritance - from the romantic movement; 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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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정치에 무관심한 예술가들의 은둔처로, 기껏해야 민족주의로 귀의한 부

르주아들의 정치적 안식처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고삐 풀린 인간 본연의 애착과 의지, 무한한 동경은 자칫하면 언제든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윤리적 맹점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신화에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와 공동체를 예비하고 도래시키는 힘’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형해화 된 신화 개념을 다시금 사유하는 것이다.

신화에 대한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강력히 요청되는 바인데, 그 까닭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소통하고, 또 그와 더불어 더 나은 공동

체를 꿈꾸는 한, ‘신화’는 소멸하지 않으며 결코 기각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신화는 서로 다른 두 극단을 품고 있는 타원(橢圓)과 같다. 신화에

대한 사유는 신화 혹은 신화적인 것에 대한 무한한 찬양 또는 반대를 향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위한 문(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발터 벤야민의 신화 개념

앞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계몽된 사회가 수반한 위

기상황, 즉 세계의 파편화를 새로운 신화 이념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했다. 새로

운 신화는 흐트러진 힘들을 한데 모아 조직하고, 이념을 실천으로 구체화하여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20세기 프랑

스 초현실주의 문학가 루이 아라공 Louis Aragon(1897–1982) 역시 “일상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신만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83)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반면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유럽사의 거대한 변동들과 자신의 생몰연

대가 그대로 맞물리는 생을 살았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신화를 역사 공간 속

에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케이드 연구서 Das Passagen-Werk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이 작업의 경향은 아라공과는 반대방향을 취한다. 아라공이 꿈의 영역에 버티고

inheritance has played an extremely powerful part in our lives.” (국역본 같은 곳)

83) Kiyoko Ishikawa: Paris dans quatre textes narratifs du surréalisme. Aragon, Breton, 

Desnos, Soupault. L'Harmattan 1998, p. 122. 유치정: 초현실주의 작품에 나타난 파리. 실린 

곳: 용봉논총 제38집 (2008), 20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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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에, 이 작업에선 깨어남의 성좌가 발견되어야 한다. 아라공에게 인상주

의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면―즉 ‘신화’가 있다면―(그리고 이러한 인상주의는 그

의 작품의 대다수 공허한 철학적 명제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작업에선 역사

공간 속에서 ‘신화’를 해체하는 일이 중요시된다.84)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급히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지점이 있다. 그것은 벤야

민이 자신의 작업을 아라공의 작업과 구분하며 꿈, 즉 신화에서 깨어날 것을 강

조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꿈(신화)이라는 영역을 전적으로 부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초현실주의 Der Sürrealismus (1929)에서 벤야민

은 다음과 같이 꿈(신화)이 가진 역설적인 힘을 명시한다. “도취를 통한 자아의

이완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꿈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생산적이고 생

동하는 경험이기도 하다.”85) 다시 말해 도취 Rausch를 통해 공고했던 자아가

느슨하게 되는 일이야말로 생산적이고 생생한 경험이며, 바로 이러한 경험이 기

묘하게도 인간으로 하여금 도취의 마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벤야민에게 있어 신화란 무조건 침잠해야 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

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조하고 탐구하면서 대결을 벌여야 할 존재로 자리매김

된다. 또한 우리는 신화 속에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이로부터 “혁명을 위한 도취

의 힘 Die Kräfte des Rausches für die Revolution”86)을 훔쳐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벤야민은 낭만주의나 초현실주의에서와 같이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선 꿈―신화―속에 침잠했다가 이로부터 다시 깨어

날 것을 강조한다. 꿈은 줄곧 깨어남과 연결되고, 도취는 혁명과 결합―“변증법

적 교차 eine dialektische Verschränkung”87)―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신화와의 지속적인 대결을 통해 파편화된 잔해로부터 우주의 새로운 배치를 구

84) W. Benjamin: Passagen-Werk. In: Gesammelte Schriften Bd. 5-2. Frankfurt a. M. 

1991, S. 1014: “Abgrenzung der Tendenz dieser Arbeit gegen Aragon: Während 

Aragon im Traumbereiche beharrt, soll hier die Konstellation des Erwachens gefunden 

werden. Während bei Aragon ein impressionistisches Element bleibt―die »Mythologie«―

(und dieser Impressionismus ist für die vielen gehaltlosen Philosopheme des Buches 

verantwortlich zu machen) geht es hier um Auflösung der »Mythologie« in den 

Geschichtsraum.” 

85) W. Benjamin: Der Sürrealismus.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297: “Diese Lockerung des Ich durch den Rausch ist eben zugleich die 

fruchtbare, lebendige Erfahrung, die diese Menschen aus dem Bannkreis des Rausches 

heraustreten ließ.” 

86) W. Benjamin: Der Sürrealismus. In: a. a. O., S. 307.

8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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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선물로 얻게 된다.

1) 운명과 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렇다면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신화란 과연 무엇인가? 벤야민은 신화에 대해 어

떻게 정의내리고 있는가? 벤야민의 글들을 읽어보면 신화에 관한 그의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신화 Mythos’, ‘신화적 질서 mythische Ordnung’

혹은 ‘신화적 시대 mythisches Zeitalter’와 같은 개념들이야말로 그의 역사 철학

적 사유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88) 우선 벤야민에게

있어 신화란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과 같이 전적으로 지향해야 할

무언가로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벤야민은 신화를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더 잘

살아내기 위해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할 일종의 현실로 묘사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벤야민은 신화 혹은 신화적인 것의 부정적 속성을 ‘운명 Schicksal’이나

‘법 Recht’과 같은 개념과 결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유에서―벤

야민에게서 신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까닭에―우리는 벤야민

의 정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신화에 관한 입장들을 선회하

면서 벤야민의 신화 개념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화에 내재한 폭력성과 함께 계몽의 방식으로 폐기될 수 없는 신화의 힘이 드

러나고, 따라서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신화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

한 논의거리로 부상하게 된다.

벤야민은 특히 폭력비판을 위하여 Zur Kritik der Gewalt (1921)89)에서 운명

에 결박된 폭력, 즉 ‘신화적 폭력 mythische Gewalt’을 ‘신적 폭력 göttliche

Gewalt’과 구분지으며 사유했다. 그런데 폭력에 대한 벤야민의 사유는 그가 살

아온 삶의 이력, 그리고 그의 삶 마디마디를 매듭짓는 세계사적 사건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그중 특히 청년 벤야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이에 대한 반전시위를 준비하던 두 친구―매우 가까

88) Vgl. Günter Hartung: Mythos. In: Michael Opitz u. Erdmut Wizisla (Hg.): Benjamins 

Begriffe Bd. 2. Frankfurt a. M. 2000, S. 552: “Im geschichtsphilosophischen Denken 

Benjamins nehmen die Begriffe Mythos, mythische Ordnung, mythisches Zeit- oder 

Weltalter eine bestimmende Stelle ein, ja man kann sagen, daß sie für den Aufbau 

dieses Denkens konstitutiv sind.”

89) W. Benjamin: Zur Kritik der Gewalt.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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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이였던 친구 하인레와 그의 약혼녀 젤리그손―의 자살이었다. “1914년 8월

첫 주의 어느 날 반전 데모를 준비하던 중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하인레와 그

의 약혼녀 리카 젤리그손이 베를린에서 자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마지막

항의로 전쟁 반대 여론을 환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벤야

민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벤야민

은 대학 내에서의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90)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게 된 것이

다. 연일 계속되는 연대요청에 대해서도 벤야민은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표했

다. “그는 이런 유의 ‘극단주의가 그냥 제스처’밖에는 되지 못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이런 제스처보다 ‘더 강하고 더 순수하며 더욱 눈에 보이

지 않는’ 무엇91)이 필요했던 것이다.”92)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결과 수립된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은 당시

법과 국가를 사유하던 학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이론적으로 확고히 정초해야

할 공통의 관심사였다. 특히 당시 독일의 보수적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칼

슈미트 Carl Schmitt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신생 공화국이 정당한 정치체제

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
치신학 Politische Theologie(1922)에서 그 근거로 ‘주권자 Souverän’를 호출해

낸다. 슈미트는 “모든 근대적 법치국가의 발전 경향이 주권자를 제거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어 왔다”93)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정치적 실존에서 극한적 ‘예외상

황 Ausnahmezustand’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문시한다. 그리고

그는 예외상황이란 인간의 의지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라는 전제하에, 이로부터 국가를 수호해 줄 강력한 의지의

행위자, 즉 주권자가 요청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이렇듯 칼 슈미트에게 있

어 주권자란 예외상황 마저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로 자리매김 된다.94) 반면

90) 몸메 브로더젠: 발터 벤야민. 이순예 옮김. 인물과사상사 2007, 29-30면.  

91) ‘더 강하고 더 순수하며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의 예로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벤야민의 독특한 언어관과 관련해 상술된다. 

92) 몸메 브로더젠: 발터 벤야민, 31면.

93)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Berlin 

1985, S. 13: “Alle Tendenzen der modernen rechtsstaatlichen Entwicklung gehen dahin, 

den Souverän in diesem Sinne zu beseitigen.” (국역본 칼 슈미트: 정치신학. 김항 옮김. 그

린비 2010, 18면.)

94) Vgl. Carl Schmitt: a. a. O., S. 12 f.: “Er[Souverän] entscheidet sowohl darüber, ob 

der extreme Notfall vorliegt, als auch darüber, was geschehen soll, um ihn zu 

beseitigen. Er steht außerhalb der normal geltenden Rechtsordnung und gehört doch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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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그러지고 이중적인 주권자의 형상을 그려낸다. 독
일 비애극의 원천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1928)에서 묘사되는 군

주, 즉 주권자 Souvarän의 모습은 자신의 “지배 권력과 지배 능력 사이의 불일

치 Die Antithese zwischen Herrschermacht und Herrschvermögen”95)를 보여

주는 한 인간의 형상과 다름이 없다. 그는 예외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권

력을 이용하지만 “그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거대한 자연사의 흐름 속에서 희생

될 수밖에 없는 순교자”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

자 그의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순리를 거스르는 폭군”으로도 묘사된

다.96) 그리고 이처럼 주권자 안에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면모가 혼재하고

있음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이 다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피조물성

Kreatürlichkeit―이다. 피조물 상태는 어떠한 고군분투를 통해서도 세계와 자연

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벤야민은 예외상황을 주권자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 위치시킴으

로써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을 마련한다. 나아가 이러한 틈은 법의 전

적인 지배를 의문시하게끔 한다. 또한 폭력비판을 위하여 에서 논의의 흐름은

폭력적 지배를 법97)의 이름으로 합리적인 것이라 윤색하던 당대 법실정주의나

자연법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벤야민은 ‘법의 지배 Herrschaft des

Recht’가 사실은 무고한 인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근본적인 권력관계를 재

생산해내는 ‘신화적 폭력 mythische Gewalt’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98) 그리고

ihr, denn er ist zuständig für die Entscheidung, ob die Verfassung in toto suspendiert 

werden kann.” (국역본 칼 슈미트: 정치신학, 18면 참조: “그[주권자]는 극한적 긴급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주권자

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법질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따라서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시킬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95) W. Benjamin: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 In: Gesammelte Schriften Bd. 

1-1. Frankfurt a. M. 1991, S. 250. 

96)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3, 34면 참조. 

97) 법 Recht은 정의 Gerechtigkeit와 구분된다.

98) Vgl. W. Benjamin: Zur Kritik der Gewalt.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195-200: “Im ganzen Bereich der Gewalten, die Naturrecht wie 

positives Recht absehen, findet sich keine, welche von der angedeuteten schweren 

Problematik jeder Rechtsgewalt frei wäre. […] Weit entfernt, eine reinere Sphäre zu 

eröffnen, zeigt die mythische Manifestation der unmittelbaren Gewalt sich im tiefsten 

mit aller Rechtsgewalt identisch und macht die Ahnung von deren Problematik zur 

Gewißheit von der Verderblichkeit ihrer geschichtlichen Funktion, deren Vernichtung 



- 37 -

신화적 폭력은 신적 폭력과 대비되어 다음과 같이 상술된다.

모든 영역에서 신화에 대해 신이 맞서듯이 신화적 폭력에도 신적인 폭력이 맞선

다. 그것도 후자의 폭력은 모든 면에서 전자에 대한 반대상을 가리킨다. 신화적

폭력이 법정립적이라면 신적 폭력은 법 파괴적이고, 신화적 폭력이 경계를 설정

한다면 신적 폭력은 경계가 없으며, 신화적 폭력이 죄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속

죄를 시킨다면 신적 폭력은 죄를 면해주고(entsühnend), 신화적 폭력이 위협적이

라면 신적 폭력은 내리치는 폭력이고, 신화적 폭력이 피를 흘리게 한다면 신적

폭력은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죽음을 가져온다.99) (인용자 강조)

이처럼 신화적 폭력―법적 폭력―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여 인간으

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그 선을 넘어 ‘속죄 Sühne’에 빠지게 하고, 따라서 단

순한 삶 das bloße Leben을 법에 속박해 삶의 희생을 요구한다. 또한 벤야민은

신칸트학파에 속하는 유대인 철학자 코엔 Hermann Cohen을 인용하면서 이러

한 벗어남(추락)이 고대의 운명관에 나타나는 ‘운명 Schicksal’의 질서에 속해

있다고 언급한다.100)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폭력비판을 위하여 Zur Kritik der

damit zur Aufgabe wird. […] Die Auslösung der Rechtsgewalt geht nun, wie hier nicht 

genauer dargelegt werden kann, auf die Verschuldung des bloßen natürlichen Lebens 

zurück, welche den Lebenden unschuldig und unglücklich der Sühne überantwortet, die 

seine Verschuldung »sühnt«  und auch wohl den Schuldigen entsühnt, nicht aber von 

einer Schuld, sondern vom Recht.” (국역본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집5. 최성만 옮김. 길 2008, 105-112면 참조: “자연법이나 실정법 모두가 예상하는 

폭력의 전 영역에서 위에서 암시한 것처럼 법적 폭력의 문제성에서 벗어나 있을 폭력은 하나

도 없다. […] 보다 순수한 영역을 열어 보여주기는커녕 직접적 폭력의 신화적 발현은 가장 깊

은 차원에서 모든 법적 폭력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적 폭력의 문제성에 대한 예감을 그

것의 역사적 기능의 타락상에 대한 확신으로 만들어준다. 이로써 이 역사적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 법적 폭력의 유발은 단순한 자연적 삶의 죄지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죄지음은 살아 있는 자를 아무 죄도 없이 불행하게 속죄에 넘겨줌으로써 그 죄지음을 ‘속

죄’하게 하며―어쩌면 죄인도 면해줄지 모르나 죄로부터는 아니고 법으로부터 면죄할 것이다.”)

99) W. Benjamin: Zur Kritik der Gewalt. In: a. a. O., S. 199: “Wie in allen Bereichen dem 

Mythos Gott, so tritt der mythischen Gewalt die göttliche entgegen. Und zwar 

bezeichnet sie zu ihr der Gegensatz in allen Stücken. Ist die mythische Gewalt 

rechtsetzend, so die göttliche rechtsvernichtend, setzt jene Grenzen, so vernichtet 

diese grenzenlos, ist die mythische verschuldend und sühnend zugleich, so die göttliche 

entsühnend, ist jene drohend, so diese schlagend, jene blutig, so diese auf unblutige 

Weise letal.” (국역본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111면.)

100) Vgl. W. Benjamin: Zur Kritik der Gewalt. In: a. a. O., S. 199: “Schon Hermann 

Cohen hat es in einer flüchtigen Betrachtung der antiken Schicksalsvorstellung eine 

»Einsicht, die unausweichlich wird,« genannt, daß es seine »Ordnungen selbst sind, 

welche dieses Heraustreten, diesen Abfall zu veranlassen und herbeizu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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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alt (1921)와 약 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발표된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934)의 다음 구절들과 서로 공명한다. “<죄가 없는데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이러한 재판제도의 특징이

다.>라고 K는 추측한다. 법률과 일정한 규범들은 선사시대에는 불문율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문율들을 범할 수가 있고, 그러면 죄를 짓

게 된다. 그렇지만 그 죄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불행하게 닥칠지

라도 그것을 범하는 것은 법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는 우연이 아닌 운명, 즉

여기서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운명인 것이다.”101) 이처럼 벤야

민에게 있어 기존의 역사란 무고한 인간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속죄로 밀어 넣

는 폭력의 역사, 즉 ‘운명’이 지배하는 세계와 다름없다. 그리고 이 역사적 폭력

의 다른 이름은 바로 ‘신화적 폭력’이다. 이 지점에서 김항은 “신화적 폭력이 영

웅의 희생을 대가로 법의 지배를 개시한다는 벤야민의 통찰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다.102) 그에 따르면 법의 전적인 지배를 의문시하지 않는 이상

역사세계에 사는 피조물들은 세상의 파국을 막아낸 영웅에게 자신의 삶, 생명

자체를 빚지게 되고, 이러한 연유에서 부지불식간에 ‘죄(부채) 연관

Schuld-Beziehung’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화

Mythos’를 고대 그리스 신화를 참조하여 결국 누군가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는

유사 이전의 이야기로 간주한다면, 벤야민이 어떤 연유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폭

력적 속성을 ‘신화적 mythisch’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

게 된다.

‘법-죄-신화적 폭력-운명’이라는 개념 연쇄는 벤야민의 다른 글 운명과 성격

Schicksal und Charakter (191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신화

Mythos’라는 단어가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신화를 상기시키

scheinen.«” (국역본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110면 참조: “이미 헤르만 코엔은 고대

의 운명관을 잠깐 고찰할 때 그 운명을 두고 ‘이러한 벗어남, 이러한 추락을 유발하고 초래하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명의 질서 자체’라는 사실에 대한 ‘불가피하게 되는 통찰’이라고 칭한 

적이 있다.”)

101) W. Benjamin: Franz Kafka. In: Gesammelte Schriften Bd. 2-2. Frankfurt a. M. 1991, 

S. 412: “»›... es gehört zu der Art dieses Gerichtswesens, daß man nicht nur 

unschuldig, sondern auch unwissend verurteilt wird‹«, mutmaßt K. Gesetze und 

umschriebene Normen bleiben in der Vorwelt ungeschriebene Gesetze. Der Mensch 

kann sie ahnungslos überschreiten und so der Sühne verfallen. Aber so unglücklich sie 

den Ahnungslosen treffen mag, ihr Eintritt ist im Sinne des Rechts nicht Zufall sondern 

Schicksal, das sich hier in seiner Zweideutigkeit darstellt.” (국역본 발터 벤야민: 프란츠 

카프카. 실린 곳: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4, 66면.)

102) 김항: 신의 폭력과 지상의 행복. 실린 곳: 안과밖 제29권 (2010), 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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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죄’, ‘불행’, ‘데몬 Dämon’ 등과 같은 개념들을 경유하면서 벤야민이 보

는 신화의 부정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 에세이에서 ‘운명’과 ‘성

격’을 기존의 의미 그물망에서 떼어내 새롭게 배치한다. 보통 운명과 성격은 인

과관계에 놓여있다고 여겨진다. 가령 성격상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그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불행한 운명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의 성격

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버린다. 하지만 벤야민은 이 두 가지 개

념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역설한다.103) 그리고 그는 운명을 종교적 연관

―운명은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탈각시키기 위해 그리스 고전기에

형성된 운명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통용된

운명은 단지 늘 ‘불행한 운명’으로만 등장하며, 이는 죄를 지어 신(들)의 노여움

을 샀으므로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벤야민은 이러한

운명 개념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맹점을 노출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이 운명이

죄 개념 Schuldbegriff과만 연관될 뿐, ‘무죄 Unschuld’ 개념, 나아가 ‘행복

Glück’ 개념과 맺는 관계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벤

야민은 운명을 구성하는 개념이 유일하게 불행과 죄일 뿐이고, 따라서 이 운명

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애초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운명

은 결코 종교적 질서에 속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104) 오로지 불행과 죄만이 통

103) Vgl. W. Benjamin: Schicksal und Charakter.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173: “Soll also der Begriff des Schicksals gewonnen werden, 

so muß dieser reinlich von dem des Charakters geschieden werden, was wiederum 

eher nicht gelingen kann, als der letzte eine genauere Bestimmung erfahren hat. Auf 

Grund dieser Bestimmung werden die beiden Begriffe durchaus divergent werden; wo 

Charakter ist, da wird mit Sicherheit Schicksal nicht sein und im Zusammenhang des 

Schicksals Charakter nicht angetroffen werden.” (국역본 발터 벤야민: 운명과 성격.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집5. 최성만 옮김. 길 2008, 68면 참조: “따라서 운명의 개념을 얻으려면 

이 운명 개념이 성격 개념과 순수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격 개념이 보다 엄밀하게 

규정되기 전에는 성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을 근거로 그 두 개념은 전혀 상이한 것이 될 것이

다. 성격이 있는 곳에는 운명은 틀림없이 없을 것이고, 운명의 연관 속에서는 성격이라는 것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104) Vgl. W. Benjamin: Schicksal und Charakter. In: a. a. O., S. 173 f.: “So wird, […], 

das schicksalhafte Unglück als die Antwort Gottes oder der Götter auf religiöse 

Verschuldung angesehen. Dabei aber sollte es nachdenklich machen, daß eine 

entsprechende Beziehung des Schicksalsbegriffes auf den Begriff, welcher mit dem 

Schuldbegriff durch die Moral mitgegeben ist, auf den Begriff der Unschuld nämlich, 

fehlt. In der griechischen klassischen Ausgestaltung des Schicksalsgedankens wird das 

Glück, das einem Menschen zuteil wird, ganz und gar nicht als die Bestätigung seines 

unschuldigen Lebenswandels aufgefaßt, sondern als die Versuchung zu schwer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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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영역이란 다름 아닌 ‘법 Recht’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

은 형벌을 받도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심판 Das Recht

verurteilt nicht zur Strafe, sondern zur Schuld”하면서 “살아 있는 것의 죄 연

관 Schuldzusammenhang des Lebendigen”으로, 즉 심판받은 삶으로 밀어 넣는

신화적 잔재에 불과하다.105) 반면 성격 Charakter은 죄 연관 속에 놓인 인물을

그 “신화적 노예상태 mythische Verknechtung”로부터 구출하여, 이 인물에게

“창조적 정신의 대답 die Antwort des Genius”을 제공하는 존재로 묘사된다.1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벤야민은 신화 혹은 신화적인 것에 내재한 폭력

적 속성을 법이나 운명, 죄와 같은 개념과 결부하여 비판적으로 논구한다. 그런

데 이러한 논의는 곧바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식의 신화 폐지론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 특히 괴테의 친화력 Goethes Wahlverwandtschaften(1924/1925)
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벤야민이 신화를 그것이 지닌 폭력적 속성

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계속 참조하고 함께 대결을 벌여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암시한다.

이 관계[신화와 진리의 관계]는 상호 배제적인 관계이다. 신화 속에는 어떠한 진

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 속에는 어떤 것도 명료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오류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화를 초월해서는 진리 또한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원래 객관성 Sachlichkeit은 진리 속에 머물러 있듯이 진리는

오직 사상[事象]들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화의 정신에 관해서는 단 하나의

인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의 현전이 가능하려면 그것은 오직 신화

Verschuldung, zur Hybris. Beziehung auf die Unschuld kommt also im Schicksal nicht 

vor. Und - diese Frage trifft nocht tiefer - gibt es denn im Schicksal eine Beziehung 

auf das Glück? Ist das Glück, so wie ohne Zweifel das Unglück, eine konstitutive 

Kategorie für das Schicksal? Das Glück ist es vielmehr, welches den Glücklichen aus 

der Verkettung der Schicksale und aus dem Netz des eignen herauslöst.” (국역본 발터 

벤야민: 운명과 성격, 69면 참조: “[…] 운명적인 불행[은] 종교적 죄지음에 대한 신 또는 신

들의 대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때 그에 상응하는 관계로서 운명 개념이 도덕을 통해 죄 개

념과 함께 주어졌던 개념, 다시 말해 무죄 개념과 맺는 관계는 빠져 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운명사상이 그리스 고전기에 형성됐을 때를 보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전혀 그의 무

죄한 삶의 역정에 대한 확인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무거운 죄지음인 교만(Hybris)

으로의 유혹으로 파악되었다. 무죄에 대한 관계는 따라서 운명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물음은, 과연 운명 속에 행복에 대한 관계가 있느냐이다. 행복은, 불행이 의

심할 여지가 없이 그렇듯이, 운명에 대한 구성적 범주인가? [아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을 

운명의 연쇄와 그의 운명의 그물망에서 풀어내주는 것이 행복이다.”) 

105) Vgl. W. Benjamin: Schicksal und Charakter. In: a. a. O., S 175.

106) Vgl. W. Benjamin: Schicksal und Charakter. In: a. a. O., S.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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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 즉 신화는 진리에 대해 파괴적일 만큼 무심하다는 인식이 전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107) (인용자 강조)

이처럼 벤야민에게서 신화란 진리를 위해 지양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

기보다, 오히려 진리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스스로 침잠하고 또 그로부

터 ‘깨어나야 할’ 꿈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벤야민은 신화를 산만한

‘원시림’의 세계―생각들이 로고스라는 대지에 두 발을 딛고 서지 못하고 휙휙

건너 뛰어다니는 세계108)―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광기만이 무성하게 자라온

영역을 개간하는 일. 원시림의 심연으로부터 유혹해오는 공포의 재물이 되지 않

기 위해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갈고 닦은 이성의 도끼를 들고 헤쳐 나갈

것”109)을 강조한다. 이처럼 벤야민의 작업은 기존 사회와 역사에 드리워진 신화

의 힘을 이성을 통해 조율하여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7) W. Benjamin: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1-1. 

Frankfurt a. M. 1991, S. 162: “Dieses Verhältnis ist das der gegenseitigen 

Ausschließung. Es gibt keine Wahrheit, denn es gibt keine Eindeutigkeit und also nicht 

einmal Irrtum im Mythos. Da es aber ebensowenig Wahrheit über ihn geben kann (denn 

es gibt Wahrheit nur in den Sachen, wie denn Sachlichkeit in der Wahrheit liegt) so 

gibt es, was den Geist des Mythos angeht, von ihm einzig und allein eine Erkenntnis. 

Und wo Gegenwart der Wahrheit möglich sein soll, kann sie das allein unter der 

Bedingung der Erkenntnis des Mythos, nämlich der Erkenntnis von seiner 

vernichtenden Indifferenz gegen die Wahrheit.” (국역본 발터 벤야민: 괴테의 친화력. 조형

준 옮김. 새물결 2011, 123면.)

108) Vgl. W. Benjamin: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In: a. a. O., S. 163: “[…] in 

einem Urwald, wo sich die Worte als plappernde Affen von Bombast zu Bombast 

schwingen, um nur den Grund nicht berühren zu müssen, der es verrät, daß sie nicht 

stehen können, nämlich den Logos, wo sie stehen und Rede stehen sollten. Den aber 

meiden sie mit soviel Anschein, weil allem, selbst erschlichenem mythischen Denken 

gegenüber die Frage nach der Wahrheit darin zunichte wird.” (국역본 발터 벤야민: 괴테

의 친화력, 125면 참조: “그러한 원시림에서는 말[言]들이 그저 종알종알 대는 원숭이가 되어 

이 호언장담에서 저 호언장담으로 휙휙 건너뛰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만약 그렇게 해

서 대지에 닿기라도 한다면 즉각 거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지에 닿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이 대지가 바로 로고스로, 말은 이 로고스라는 대지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거기서 해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종알대기만 하는 원숭이들의 말은 로고스 위에 서 있는 

듯한 외양만 잔뜩 내세운 채 그것을 방편으로 로고스를 피하려고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 훔쳐온 것까지 포함해 ― 신화적 사고에 맞서 진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는 무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이다.”)  

109) W. Benjamin: Passagen-Werk. In: Gesammelte Schriften Bd. 5-1. Frankfurt a. M. 

1991, S. 570 f.: “Gebiete urbar zu machen, auf denen bisher nur der Wahnsinn 

wuchert. Vordringen mit der geschliffenen Axt der Vernunft und ohne rechts noch 

links zu sehen, um nicht dem Grauen anheimzufallen, das aus der Tiefe des Urwalds 

loc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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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벤야민이 언급하는 이성이 계몽주의

의 도구적 이성과는 대립되는 또 다른 이성이었다는 점이다. 이 이성 Vernunft

은 칸트를 비판하며 하만이 내세웠던 ‘듣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즉 ‘들어서 알

다 vernehmen’라는 동사의 본래 의미를 충실이 구현하는 언어적 순수 이성과

맞닿아 있다.110)

2) 미메시스와 신화

그렇다면 법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신화의 세계가 가진 힘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신화 Mythos’를 이

말의 어원인 그리스어 ‘이야기하기 mythein’와 겹쳐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색하는 방편이 신화의 ‘이야기 방식’과 구분되는 다른 이야기 방식일 것이라

고 짐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화의 이야기 방식―결코 탕감될 수 없는 ‘빚=죄’

의 연쇄를 아래 세대에게 대물림시키는 이야기 방식―과 구별되는 다른 이야기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이야기 방식이야말로 이러한 부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먼저 벤야민은 윗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이야기 방식의 부재를 ‘경험 Erfahrung의 빈곤’ 상황과

병치시킨다. 벤야민에 따르면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된 현상은

경험의 가치가 하락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111) 그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이

110) 조효원: 발터 벤야민의 Medium 개념 연구.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2009, 82-97면 참조.  

111) Vgl. W. Benjamin: Der Erzähler. Betrachtungen zum Werk Nikolai Lesskows. In: 

Gesammelte Schriften Bd. 2-2. Frankfurt a. M. 1991, S. 439: “Immer seltener wird die 

Begegnung mit Leuten, welche rechtschaffen etwas erzählen können. Immer häufiger 

verbreitet sich Verlegenheit in der Runde, wenn der Wunsch nach einer Geschichte 

laut wird. Es ist, als wenn ein Vermögen, das uns unveräußerlich schien, das 

Gesichertste unter dem Sicheren, von uns genommen würde. Nämlich das Vermögen, 

Erfahrungen auszutauschen. Eine Ursache dieser Erscheinung liegt auf der Hand: die 

Erfahrung ist im Kurse gefallen.” (국역본 발터 벤야민: 얘기꾼과 소설가. 니콜라이 레쓰코

브의 작품에 관한 고찰. 실린 곳: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4, 166면 

참조: “날이 가면 갈수록 얘기를 그런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

지고 있다. 얘기를 듣고 싶다는 소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우리들 주변의 이곳저

곳에서 당혹감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당혹감은 마치, 우리들로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

로 보였던 능력, 즉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보였던 것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한마디로 경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박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의 하나는 명백하다. 즉 경험의 가치가 하락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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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꾼 Der Erzähler (193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진행과정[경험의

가치가 새로운 하강선을 긋고 있는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명백해지기

시작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터로

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직접적 경험을 서로

나누는 일이 더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더 빈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부쩍 눈에

띄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전쟁에 관해 홍수처럼 쏟아진 책들도

따지고 보면 결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경험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금

도 이상스러운 일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경험 중에서 전

략적 전쟁을 대신한 진지(陣地) 전쟁, 경제적 경험을 대신한 인플레이션, 육체적

전쟁을 대신한 물량 전쟁, 도덕적 경험을 대신한 권력자만큼 철저하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112) 그리고 이처럼 전달 가능한 경험이 부

재한 시대에 벤야민은 입에서 입으로 경험을 전해온 무명의 ‘이야기꾼’을 불러

낸다.

이 이야기꾼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자신의 낯선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

람(‘장사를 하는 선원 유형’)일 수도 있고, 오래 전부터 고향에 정착해 살면서

누구 못지않게 이곳의 이야기와 전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땅을 경작하는 농부

유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

질 만한 진정한 이야기, 즉 ‘지혜 Weisheit’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화’와 관련해 이야기꾼이 이야

기를 전달하는 원초적인 장면을 확인한 바 있다. 까마득한 밤 사람들이 사방에

피워놓은 모닥불 주위로 함께 모여 있고, 어떤 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

는 아득한 장면을 말이다. 그런데 벤야민이 호출하는 이야기꾼과 그의 언어는

초기 낭만주의자들이 불러낸 신화 전수자 그리고 그의 언어와 비슷한 듯 보이

지만, 사실은 사뭇 다르다. 우선 초기 낭만주의의 신화 전수자가 공동체의 토대

를 이루는 ‘근원적 이야기’를 수직적으로 전달하는 반면, 벤야민의 이야기꾼은

자신의 ‘조언’을 수평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

112) Ebd.: “Mit dem Weltkrieg begann ein Vorgang offenkundig zu werden, der seither 

nicht zum Stillstand gekommen ist. Hatte man nicht bei Kriegsende bemerkt, daß die 

Leute verstummt aus dem Felde kamen? nicht reicher - ärmer an mitteilbarer 

Erfahrung. Was sich dann zehn Jahre später in der Flut der Kriegsbücher ergossen 

hatte, war alles andere als Erfahrung gewesen, die von Mund zu Mund geht. Und das 

war nicht merkwürdig. Denn nie sind Erfahrungen gründlicher Lügen gestraft worden 

als die strategischen durch den Stellungskrieg, die wirtschaftlichen durch die Inflation, 

die körperlichen durch die Materialschlacht, die sittlichen durch die Machthaber.” (국역

본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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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들의 연합을 위한 ‘토대와 서약의 신성한 언어’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실

질적인 삶의 재료로 짜인 ‘지혜의 언어’인 것이다. 그리고 벤야민은 이야기꾼

에서 자신이 불러낸 이야기꾼과 그의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

급한다. “얘기꾼이란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다. […]

조언이란 결국 어떤 의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막 펼쳐지려는

어떤 얘기의 연속과 관계되는 하나의 제안이다. […] 실제적 삶의 재료로 짜여

진 조언은 지혜이다. 얘기의 예술이 그 종국을 치닫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서사적인 면, 즉 지혜가 사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113)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유례없는 파국을 경험한 벤야민은 신화의 폭력성―무고한 인간

을 죄 연관으로 밀어 넣거나 배타적 민족공동체, 전체주의로 수렴된 신화의 폭

력적인 힘―을 여지없이 비판하면서도, 이로부터 얼굴을 마주하며 지혜를 나누

는 ‘무명의 이야기꾼’을 구제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물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신화에 밀착해 신화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그로부터 신화가 가진 힘을 훔쳐내는 방식은 벤야민에게서

“미메시스적 능력 das mimetische Vermögen”114)이라고 명명된다. 특히 점성

술에 관하여 Zur Astrologie (1932)에서 벤야민은 미메시스적 힘과 미메시스적

관찰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선 미메시스적 힘이란 부모가 자신과 유사한 자

식을 낳는 것처럼, 또는 동물이 자신의 몸 색깔을 주위와 비슷하게 바꾸는 것―

‘의태․보호색 Mimikry’―처럼 ‘모든 것들이 그것들 속에서 고유하게 작용하는

힘 Auswirkungen einer eigens in ihnen wirkenden’을 의미한다.115) 그리고 미

113) W. Benjamin: Der Erzähler, S. 442: “in jedem Falle ist der Erzähler ein Mann, der 

dem Hörer Rat weiß. […] Rat ist ja minder Antwort auf eine Frage als ein Vorschlag, 

die Fortsetzung einer (eben sich abrollenden) Geschichte angehend. […] Rat, in den 

Stoff gelebten Lebens eingewebt, ist Weisheit. Die Kunst des Erzählens neigt ihrem 

Ende zu, weil die epische Seite der Wahrheit, die Weisheit, ausstirbt.” (국역본 발터 벤

야민: 얘기꾼과 소설가, 169면.)

114) W. Benjamin: Über das mimetische Vermög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210.   

115) Vgl. W. Benjamin: Zur Astrologie. In: Gesammelte Schriften Bd. 6. Frankfurt a. M. 

1991, S. 192: “Man geht weiter und sucht sich klar zu machen, daß diese Ähnlichkeit 

nicht nur durch zufällige Vergleiche unsererseits in die Dinge hineingetragen werden 

sondern daß sie alle - wie die Ähnlichkeit zwischen Eltern und Kindern - 

Auswirkungen einer eigens in ihnen wirkenden, einer mimetischen Kraft sind.” (국역본 

발터 벤야민: 점성술에 대하여.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집6. 최성만 옮김. 길 2008, 316면 참

조: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유사성들이 우연한 비교를 통해 우리가 사물들 속에 가

져간 것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부모와 자식 간의 유사성처럼―그것들 속에서 고유하게 

작용하는 힘, 어떤 미메시스적 힘이 낳은 결과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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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스적 관찰방식이란 얼굴이나 건축물, 식물이나 구름의 형상, 피부발진 등에

서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다.116) 말하자면 미메시스적 능력이란 ‘유사

성 das Ähnliche’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파악하기도 하는 능력 모두를 일컫는 것

이다. 그런데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유사성은 육안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유사성

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감각적 유사성을 넘어서는 “비감각

적 유사성 unsinnliche Ähnlichkeit”117)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 벤야민은 유

사성론 Lehre vom Ähnlichen (1933)에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의식적으로 지각

하는 유사성은 무수히 많은 유사성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118)

그렇다면 감각적 유사성과 구분되는 ‘비감각적 유사성’이란 무엇일까? 벤야민은

비감각적 유사성이 포착되는 한 예로 ‘점성술 Astrologie’을 제시한다.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 수많은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별자리

를 읽어내는 것, 이처럼 휙 스쳐 지나가는 ‘위기의 순간 kritischer Augenblick’

에 우주와 아이 사이의 유사성을 읽어내는 경우를 말이다. 이는 다음의 구절들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유사성의 지각은 어떤 경우든 번득이며 지나가버리고 마는 순간에 묶여 있다. 유

사성은 휙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다시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래 다른 지

각들처럼 붙들어 매둘 수는 없다. 유사성은 별들의 운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순

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유사한 것들을 지각하는 일은

시간적 요인에 묶여 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두 별의 만남에 점

성가라는 제3자가 끼어드는 양태와 같다.119)

116) Vgl. Ebd. (국역본 같은 곳 참조.) 

117) W. Benjamin: Lehre vom Ähnlich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207.    

118) Vgl. W. Benjamin: Lehre vom Ähnlichen, S. 205: “Noch für die Heutigen läßt sich 

behaupten: die Fälle, in denen sie im Alltag Ähnlichkeiten bewußt wahrnehmen, sind 

ein winziger Ausschnitt aus jenen zahllosen, da Ähnlichkeit sie unbewußt bestimmt. Die 

mit Bewußtsein wahrgenommenen Ähnlichkeiten - z. B. in Gesichtern - sind verglichen 

mit den unzählig vielen unbewußt oder auch gar nicht wahrgenommenen Ähnlichkeiten 

wie der gewaltige unterseeische Block des Eisbergs im Vergleich zur kleinen Spitze, 

welche man aus dem Wasser ragen sieht.” (국역본 발터 벤야민: 유사성론.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집6. 최성만 옮김. 길 2008, 200면 참조: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도 일상에서 유사한 

것들을 의식을 통해 지각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은 유사한 것들의 경우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사성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

다. 사람들이 의식을 통해 가령 얼굴에서 지각하는 유사한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혹

은 전혀 지각되지 않은 유사한 것들에 비하면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

다.”)

119) W. Benjamin: Lehre vom Ähnlichen, S. 206 f.: “Ihre[der Ähnlichkeit] Wahrneh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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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벤야민에 따르면 이러한 비감각적 유사성이 가장 잘 감지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언어 영역이다. 그는 비감각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메시

스적 능력이 점차 언어와 문자 Sprache und Schrift 속으로 옮겨가 이곳에서

완전한 서고를 이루게 되었다고 진단한다.120) 그리고 벤야민에게서 언어와 문자

의 근본적 특성으로 간주된 비감각적 유사성은 ‘읽기’의 속성으로까지 확장된

다.121) 독자는 읽기 행위를 통해 사물과 언어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유사성

ist in jedem Fall an ein Aufblitzen gebunden. Sie huscht vorbei, ist vielleicht 

wiederzugewinnen, aber kann nicht eigentlich wie andere Wahrnehmungen festgehalten 

werden. Sie bietet sich dem Auge ebenso flüchtig, vorübergehend wie eine 

Gestirnkonstellation. Die Wahrnehmung von Ähnlichkeiten also scheint an ein 

Zeitmoment gebunden. Es ist wie das Dazukommen des Dritten, des Astrologen zu der 

Konjunktion von zwei Gestirnen, die im Augenblick erfaßt sein will.” (국역본 발터 벤야

민: 유사성론, 202면.) 

120) Vgl. W. Benjamin: Lehre vom Ähnlichen, S. 209: “[…] so liegt die Annahme sehr 

nahe, jene mimetische Begabung, welche früher das Fundament der Hellsicht gewesen 

ist, sei in jahrtausendlangem Gange der Entwicklung ganz allmählich in Sprache und 

Schrift hineingewandert und habe sich in ihnen das vollkommenste Archiv unsinnlicher 

Ähnlichkeit geschaffen. Dergestalt wäre die Sprache die höchste Verwendung des 

mimetischen Vermögens: ein Medium, in das ohne Rest die frühern Merkfähigkeiten für 

das Ähnliche so eingegangen seien, daß nun sie das Medium darstellt, in dem sich die 

Dinge nicht mehr direkt wie früher in dem Geist des Sehers oder Priesters sondern in 

ihren Essenzen, flüchtigsten und feinsten Substanzen, ja Aromen begegnen und zu 

einander in Beziehung treten. Mit andern Worten: Schrift und Sprache sind es, an die 

die Hellsicht ihre alten Kräfte im Laufe der Geschichte abgetreten hat.” (국역본 발터 벤

야민: 유사성론, 206면 참조: “예전에 투시력(透視力, Hellsicht)의 토대였던 미메시스 능력은 

수천 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언어와 문자 속으로 옮아갔고, 이 언어와 문자 속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의 완전한 서고를 만들게 되었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미메시스 

능력의 최고의 사용 단계를 나타내고, 그 안으로 이전에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들이 남김없이 

들어간 매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 언어라는 매체 속에서 사물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직접적으

로 예언자나 성직자의 정신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의 정수(精髓), 지

극히 민속하고 섬세한 실체들, 사물들의 독특한 향(香, Aromen)들이 서로 만난다. 달리 말해 

투시력이 스스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힘들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점차 물려주게 된 것이 바

로 문자와 언어이다.”)

121) Vgl. W. Benjamin: Lehre vom Ähnlichen, S. 209: “Da aber diese unsinnliche 

Ähnlichkeit in alles Lesen hineinwirkt, so eröffnet sich in dieser tiefen Schicht der 

Zugang zu dem merkwürdigen Doppelsinn des Wortes Lesen als seiner profanen und 

auch magischen Bedeutung. Der Schüler liest das Abcbuch und der Astrolog die 

Zukunft in den Sternen. Im ersten Satze tritt das Lesen nicht in seine beiden 

Komponenten auseinander. Dagegen wohl im zweiten, der den Vorgang nach seinen 

beiden Schichten deutlich macht: der Astrolog liest den Gestirnstand von den Sternen 

am Himmel ab; er liest zugleich aus ihm die Zukunft oder das Geschick heraus.” (국역

본 발터 벤야민: 유사성론, 206면 참조: “이러한 비감각적 유사성은 모든 읽기행위에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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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결코 쓰여지지 않은 것 Was nie geschrieben wurde”122), 가령 경험

이나 지혜를 훔쳐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벤야민에게서 미메시

스적 능력이란 세계에 납작하게 들러붙어 그곳으로부터 비감각적 유사성을 포

착해내는 능력이며, ‘언어’야 말로 이러한 미메시스적 능력이 최고로 발현된 매

체 Medium로 자리매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미메시스적 능력이 요청되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미메시스적 능력과 이 능력이 집약되어 있는 언어는 바로 “마법(즉 신화)

의 힘들을 해체하기 위해 die [Kräfte] der Magie zu liquidieren”123) 요구되었

다. 미메시스적 능력의 목표란 마법의 해체이자 신화의 극복이며, 신화로부터의

해방과정은 잃어버린 언어를 발견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벤야

민은 로베르트 발저에게서 아주 기이한 미메시스적 능력, 너무나도 특이한 글쓰

기 형식인 “언어 황무지화 Sprachverwilderung”124)를 읽어낸다. 이는 일차적으

로 언어를 야생의 상태, 즉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벤야민은 발저가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 과정 속에서 in der

großen profan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Mythos”125) “완전히 이례적이

고,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방치[의 기법] eine ganz ungewöhnliche, schwer

zu beschreibende Verwahrlosung”126), “게다가 우아함에서부터 신랄함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형식을 보여주는 자기방임 Sichgehenlassen dazu, das alle

Formen von der Grazie bis zur Bitternis aufweist”127)의 언어형식을 찾아냈다

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벤야민이 발저에게서 특유의 글쓰기 형식을 읽어낸

것은 두 친구의 죽음 이후 벤야민이 극단적인 태도를 비껴가면서 추구한 ‘더 강

하고 더 순수하며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문학의 언어와 관련되어 있으

리라는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벤야민 연구가 베른트 비테 Bernd Witte가

기 때문에, 이러한 심층에서 읽기라는 말이 갖는 묘한 이의성(二義性), 즉 범속한 의미에서의 

읽기와 마법적인 의미에서의 읽기라는 이의성이 드러난다. 학생들은 가나다 책을 읽고, 점성가

는 별들을 보고 미래를 읽는다. 첫째 문장에서 읽기는 그 두 가지 요소[문자와 언어]가 분리되

어 있지 않다. 반면에 둘째 문장은 읽기행위의 두 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점성가는 하늘

에서 별들의 위치를 읽는다. 그는 동시에 그 별들의 상태에서 미래나 운명을 읽어낸다.”)

122) W. Benjamin: Über das mimetische Vermög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213.    

123) Ebd.

124) W. Benjamin: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1. 

Frankfurt a. M. 1978, S. 126. 

125)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9.

126)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6.

12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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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의 순수성은 삶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문학적으로 구성

된 언어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실천이 아니라 비평적 산문의

언어인 냉철한 언어를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내고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벤

야민은 경험으로 깨달”128)은 것이다.

3) 신화와 동화

벤야민은 마치 쓰지 않는 듯 쓰는 발저의 글쓰기에서 ‘언어 황무지화

Sprachverwilderung’라는 독특한 언어적 실천을 읽어낸다. 그것은 작가의 분명

한 의도에 따라 부려지지 않고, 오히려 황야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듯

한 발저 언어의 기묘한 운동을 가리킨다. 로베르트 발저 (1929) 비평문에 따르

면 이러한 언어 운동이 유독 기이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발저의 글쓰기가 아무

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 듯 보임에도, 역설적으로 (어떤) 독자들을 매우 강력

하게 끌어당기고 매혹한다는 점에 있다. 벤야민에 따르면 소수의 지조 있는 독

자들―예컨대 ‘싸구려 시 die feile Glosse’를 제멋대로 재단하거나 세련되게 만

들려고 하지 않는 독자들―은 이른바 ‘거대 양식의 문학 große Literatur’으로부

터 얼마나 많은 희망의 나비들 Hoffnungsfalter이 이 ‘보잘 것 없는 형식 kleine

Form’으로 날아들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129) 달리 말해 그들은 언어의

‘황무지 속에서 피어난 가녀리거나 혹은 가시 돋친 꽃들 zarten oder

stachlichen Blüten in der Öde’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30)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언어 황무지화’라는 발저의 언어 기법은

어떻게 구현되며, 또한 어떠한 마법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을까? 벤야민은 이러

한 질문에 응답하기라도 하듯 로베르트 발저 비평문에서 ‘언어 황무지화’를

크게 세 가지 차원과 결부하여 서술한다.

첫째, ‘언어 황무지화’는 ‘언어가 작가의 의도를 벗어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

Sprachverwahrlosung’ 혹은 ‘자기방임 Sichgehenlassen’의 상황과 관련된다.131)

여기서 벤야민은 ‘자신의 작품을 단 한 줄도 더 좋게 고친 적이 없다고 한 발저

의 고백 das Eingeständnis von Walser, […] er habe in seinen Sachen nie

eine Zeile verbessert’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 발저의 이러한

128) 베른트 비테: 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한길사 2004, 38면.

129)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6.  

130) Vgl. Ebd. 

131)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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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야말로 ‘극도의 의도 없음과 최고도의 의도가 서로 완벽하게 합치되는 지

점 die vollkommene Durchdringung äüßerster Absichtslosigkeit und höchster

Absicht’임을 통찰하게 된다고 역설한다.132) 이와 같은 벤야민의 언급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수다스럽게 이어지는 발저의 말하기

는 기실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수행한다.

그것은 발저 자신이 열정적으로 ‘그저’ 걷던 와중에서와 같이 무수히 많은 지나

감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지나감의 흔적들이야말로

발저에게는 이미 존재해온 여러 의미의 경계선들을 넘어가거나 지우는 장치들

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극도의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기존

의 법과 폭력의 서사를 무화시키는 전복적이며 급진적인 말하기인 것이다. 이처

럼 작가가 언어 자체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미메시스적 글

쓰기 방식은 다름 아닌 세계 자체의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과 조응한다. 마법에

걸려 있는 세계는 마법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발저

의 글쓰기는 신화의 마법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계 상황 속에서도, 이로부터 깨

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흔들거리는 불빛을 쉬이 꺼뜨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책과도 같은 글쓰기와 관련하여 조르조 아감벤 Giorgio Agamben은

2005년 3월 베를린의 한 예술 아카데미에서 행한 짧은 강연― 로베르트 발저는

왜 그토록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가? Warum war und ist Robert

Walser so wichtig?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스피노자의 작품들에는 세파르딤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사용된 곳이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스피노자가 내재적 원인의 의

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능동적인 측면에서든 수동적인

측면에서든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행위자 자신과 관련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개념의 예를 들기 위해, 스피노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산책가다’라는 말은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쓰는 스페인어로는 pasearse, [독일어로는] sich-promenieren으

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산책을 ‘자신을 산책으로 이끈다’, ‘스스로를 가

게 내버려둔다’로 이해한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은 행

위와 비행위, 능동성과 수동성,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중간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산책은 발저의 피조물들이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메시아적 범례인 것입

니다.133)

132)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6 f.  

133) Giorgio Agamben: Warum war und ist Robert Walser so wichtig?. In: robert wal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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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구분된 양 극단을 마치 양 극단이 아닌 것처럼 지우는 발저의

말하기는 벤야민에 따르면, 모든 글쓰기 형식을 아우르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예

외적 형식에 직면한다. ‘내용만을 중요시하고 그밖에 다른 것은 도외시하는 가

장 흔한 형식에 Nämlich dieser einen geläufigsten [Form], der es auf den

Inhalt ankommt, und sonst auf nichts’ 말이다.134) 바꾸어 말하면 “발저의 작품

들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가 말해야하는 모든 것이 글쓰기 자체의 의미와 맞닥뜨릴 경우 그에게서 완

전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말해야하는 모든 것이 글쓰기를 하는 와중에 바닥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135)

이처럼 벤야민이 보았을 때 발저에게 있어 글쓰기 방식 자체는 다른 그 무엇보

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벤야민은 발저의 독특한 문학적 전략의 근저를 이루는 것으로, ‘그

가 지닌 너무나도 스위스적인 면모 etwas sehr Schweizerisches an diesem

Dichter’에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수줍어하는 태도 Scham’,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에 대한 수줍음 Sprachscham’을 가리킨다.136) 이와 관련하여 벤야

민은 다음과 같은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아놀트 뵈클린과 그의 아들 카를로 그리고 고트프리트 켈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들은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객줏집에 앉아있었다.

mikrogramme das kleine welttheater. (http://www.mikrogramme.de/e945/e935): “In den 

Werken Spinozas gibt es nur eine einzige Stelle, an der er sich der Muttersprache der 

sephardischen Juden bedient.... Es handelt sich um eine Passage, in der Spinoza die 

Bedeutung der immanenten Ursache erklärt, das heißt einer Handlung, die sich auf den 

Handelnden selbst bezieht, in der aktiv und passiv ein und dieselbe Person sind. Um 

ein Beispiel für diesen sehr wichtigen Begriff zu finden, sieht sich Spinoza gezwungen, 

auf seine Muttersprache zurückzugreifen. Spazierengehen heißt in jenem Spanisch, das 

die Sepharden sprechen, pasearse  sichpromenieren, also den Spaziergang begreifen 

als ein Sich-spazieren-führen, ein Sich-gehen-lassen. In diesem Sinn ist der 

Spaziergang Robert Walsers ein Mittelwesen zwischen Tun und Nichttun, Aktivität und 

Passivität, Sein und Nicht-Sein. Der Spaziergang ist das messianische Paradigma, das 

Walsers Kreaturen der Menschheit als Erbe hinterlassen.”

134)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7.  

135) Ebd.: “Walsern ist das Wie der Arbeit so wenig Nebensache, daß ihm alles, was er 

zu sagen hat, gegen die Bedeutung des Schreibens völlig zurücktritt. Man möchte 

sagen, daß es beim Schreiben draufgeht.”

136)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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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늘 앉는 자리는 이 술손님들이 보여주는 으레 말 없고 과묵한 분위기로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이 날도 이 무리는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 뵈클린이 말했다. “덥군요.” 그리고는 15분이 더 지

나자 아버지 뵈클린이 말했다. “바람도 잠잠하구나.” 켈러는 얼마간 그대로 가만

히 있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불쑥 꺼냈다. “수다쟁이들하고는 술 마시고 싶지 않

아.” 여기서 유별난 재담으로 정곡을 찌르고 있는 저 시골 농부다운 언어[에 대

한] 수줍음이야말로 발저의 본령이다.137)

여기서 ‘언어-수줍음 Sprachscham’은 우선 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어를 마주대할 때에 드는 수줍음을 가리킨다. 이는 유창한 언변이

쏟아져 나올 때조차도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이 잊히도록 해야 한다는 듯이 다

른 말들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발저의 말하기에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처럼 ‘언

어 앞에서 vor der Sprache’에서 느끼는 수줍음은 벤야민의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934)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참조할 때 다른 차원으

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줍음은 이중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수줍음

은 인간의 내적인 반응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요구를 지니고 있다. 수줍음은 다

른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수줍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느끼는 수줍

음이기도 한 것이다.”138) (인용자 강조) 강조된 문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언어

Sprache’라는 말로 치환해 본다면, 언어-수줍음은 언어 앞에서 느끼는 수줍음뿐

만 아니라 ‘언어를 위한 수줍음 Scham für die Sprache’으로도 해석될 여지를

확보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왜소하

고 빈약한 자아가 스스로의 자신 없는 언어들 앞에서 느끼는 수줍음이 어떠한

연유로 돌연 그 언어를 ‘위한’, 그 언어를 ‘배려할 수 있는’ 수줍음으로 비약할

137) Ebd.: “Von Arnold Böcklin, seinem Sohn Carlo und Gottfried Keller erzählt man 

diese Geschichte: Sie saßen eines Tages wie des öftern im Wirtshaus. Ihr Stammtisch 

war durch die wortkarge, verschlossene Art seiner Zechgenossen seit langem berühmt. 

Auch diesmal saß die Gesellschaft schweigend beisammen. Da bemerkte, nach Ablauf 

einer langen Zeit, der junge Böcklin: »Heiß ist’s«, und nachdem eine Viertelstunde 

vergangen war, der ältere: »Und windstill.« Keller seinerseits wartete eine Weile; dann 

erhob er sich mit den Worten: »Unter Schwätzern will ich nicht trinken.« Die 

bäuerische Sprachscham, die hier von einem exzentrischen Witzwort getroffen wird, ist 

Walsers Sache.”

138) W. Benjamin: Franz Kafka. In: Gesammelte Schriften Bd. 2-2. Frankfurt a. M. 1991, 

S. 428: “Sie[Die Scham] hat aber ein doppeltes Gesicht. Die Scham, die eine intime 

Reaktion des Menschen ist, ist zugleich eine gesellschaftlich anspruchsvolle. Scham ist 

nicht nur Scham vor den andern, sondern kann auch Scham für sie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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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자신의 말을 자꾸만 지우게끔 하는 ‘언어 앞에서의 수줍음’은 다른

한편 당당하게 구획 짓는 세계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무능력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능력은 능력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무능력을 통해

관습화되고 규범화된 언어,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언어, 다시 말해 법과 신화의

언어가 힘을 잃고,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난 언어를 위한 공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언어-수줍음이라는 좁은 문(門)을 통해 황무지화 된

언어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수줍음의

이면에 존재하는 무능력의 능력은 벤야민의 언어를 참조한다면 ‘메시아적’139)

능력이라 명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벤야민은 발저 언어의 ‘수줍어하면서도 정교한 서투름 keusche,

kunstvolle Ungeschick’이 다름 아닌 ‘광기Wahnsinn’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진단한다.140) 하지만 그에 따르면 발저의 이야기는 ‘몰락하는 삶의 신경과민

아니라 [광기로부터] 소생 중인 삶의 순수하고도 생기발랄한 분위기 nicht die

Nervenspannung des dekadenten, sondern die reine und rege Stimmung des

genesenden Lebens’를 보여준다.141) 말하자면 발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들은 광기를 겪었고, 바로 그러한 까닭에 병으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 느

끼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142) 그리고 벤

야민은 바로 이러한 발저의 인물들이 ‘동화 Märchen’ 속 인물들과 접점―“순진

무구한 고매함 kindlichen Adel”143)―을 공유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이후의 논

의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벤야민이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 과정 속

에서’ 모색되어야 할 형식으로 ‘동화’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동화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간주된다. 그런데 “모

든 동화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고향세계에 대한 꿈”144)이라는 노발리

스의 생각에 비추어보면, 동화는 단순히 공상적인 방식으로 소망을 충족시켜주

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경험지평 안에서는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

139) Vgl. W. Benjamin: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n: Gesammelte Schriften Bd. 

1-2. Frankfurt a. M. 1991, S. 704. 

140)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7 f. 

141)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9.

142) Vgl. Ebd.

143) Ebd.

144) Novalis: Werke. Tagebücher und Briefe Friedrich von Hardenbergs. In: 

Hans-Joachim Mähl (Hg.): Das philosophisch-theoretische Werk. Bd. 2. Darmstadt 

1999, S. 353: “Alle Märchen sind nur Träume von jener heimatlichen Welt, die überall 

und nirgends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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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고의 이상세계를 제공하는 이념으로까지 격상된다. 노발리스의 다음과 같

은 문장들은 절대적 창조의 원천이라는 동화의 이념을 잘 보여준다. “진정한 동

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놀라워야 한다. 즉 모든 것이 비밀로 가득 차 있어야 하

며, 서로 연관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모

든 것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 동화의 세계는 전적으로 진리(역사)의

세계와 대치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까닭에 동화의 세계는 완전한 창조의 세

계인 카오스와 매우 흡사한 것이다.”145) 그런데 벤야민에게서 동화는 노발리스

의 동화 이념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념으로 새롭게 의미부여 된다. 노발리스의

동화가 ‘근대 이전 Vormoderne’의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면, 벤야민의 동화

는 오히려 근대 Modern 내부에서 탈마법화된 세계 entzauberte Welt와 관련된

다. 벤야민은 이야기꾼 Der Erzähler (1936)에서 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급한다.

좋은 조언이 잘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동화는 언제나 조언을 해줄 줄 알았다.

어려운 처지에서 그리고 정작 조언이 필요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동화의 도움이었다. 이러한 경우의 어려움은 신화가 만들어낸 어려움이다.

동화는, 신화가 우리들 가슴에 가져다준 악몽을 떨쳐 버리기 위해 인류가 마

련한 가장 오래된 조치방안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동화는 바보의 인물을 통하

여 어떻게 인류가 신화에 대해 바보처럼 행동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막내동생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류가 신화의 원초적 시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어

떻게 그들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두려움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갖는 사물들이 투시․파

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현명한 체하는 영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신화가 제기하는 의문이 마치 스핑크스의 물음처럼 단순한 것임

을 보여주며, 그리고 동화 속의 어린이를 도우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연

은 신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하고도 함께 어울리기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46) (인용자 강조)

145) Novalis: Aus dem ‹Allgemeinen Brouillon› 1798-1799. In: Gerhard Schulz (Hg.): 

Novalis Werke. München 1969, S. 455: “In einem echten Märchen muß alles wunderbar 

 geheimnisvoll und unzusammenhängend sein  alles belebt. Jedes auf eine andre Art. 

[…] Die Welt des Märchens ist die durchaus entgegengesetzte Welt der Welt der 

Wahrheit (Geschichte)  und eben darum ihr so durchaus ähnlich  wie das Chaos der 

vollendeten Schöpfung ...”   

146) W. Benjamin: Der Erzähler. Betrachtungen zum Werk Nikolai Lesskows. In: 

Gesammelte Schriften Bd. 2-2. Frankfurt a. M. 1991, S. 457 f.: “Wo guter Rat teuer 

war, wußte das Märchen ihn, und wo die Not am höchsten war, da war seine Hilf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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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벤야민이 호출하는 동화는 근대에 내재한 ‘신화적 폭력에 간계와 무모

한 용기로 대처하는 den Gewalten der mythischen Welt mit List und mit

Übermut zu begegnen’ 법을 조언해주는 ‘새로운 동화’로 자리매김 된다.147) 그

리고 이러한 동화의 형식을 구현하고 있는 발저의 이야기는 시대의 ‘합리적’ 이

성―즉 신화의 폭력―에 포착되지 않는 이념과 경험들을 독특한 언어로 형상화

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이 지속되는 한 이야기 역시 계속되기 마련인데, 이 이야

기는 ‘영원한’ 형식들로, 은밀하고 멋진 온기(溫氣)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대담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형식들로 존속할 것이

기 때문이다.148)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발저의 ‘언어 황무지

화’라는 언어 형식이 견고한 신화의 언어와 구별된다고 해서, 이와 아무런 연관

이 없는 또 다른 초월적인, 혹은 이상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황무지화 된 언어는 신화의 언어‘로부터’가 아니라 신화의

언어 ‘속에서’ 깨어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프란츠 카프카 에서 언급

하고 있듯이, 신화적 세계의 희생양인 ‘작은 꼽추 Buckliches Männlein’는 세계

자체를 폭력적으로 뒤흔드는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다만 세계를 약간 바로 잡아

줄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사라질 수 있다.149) 여기서 세계에 대한 약간의 조정

nächsten. Diese Not war die Not des Mythos. Das Märchen gibt uns Kunde von den 

frühesten Veranstaltungen, die die Menschheit getroffen hat, um den Alp, den der 

Mythos auf ihre Brust gelegt hatte, abzuschütteln. Es zeigt uns in der Gestalt des 

Dummen, wie die Menschheit sich gegen den Mythos »dumm stellt«; es zeigt uns in 

der Gestalt des jüngsten Bruders, wie ihre Chancen mit der Entfernung von der 

mythischen Urzeit wachsen; es zeigt uns in der Gestalt dessen, der auszog das 

Fürchten zu lernen, daß die Dinge durchschaubar sind, vor denen wir Furcht haben; es 

zeigt uns in der Gestalt des Klugen, daß die Fragen, die der Mythos stellt, einfältig 

sind, wie die Frage der Sphinx es ist; es zeigt uns in der Gestalt der Tiere, die dem 

Märchenkinde zu Hilfe kommen, daß die Natur sich nicht nur dem Mythos pflichtig, 

sondern viel lieber um den Menschen geschart weiß.” (국역본 발터 벤야민: 얘기꾼과 소

설가. 니콜라이 레쓰코브의 작품에 관한 고찰. 실린 곳: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4, 187면.)

147) Vgl. W. Benjamin: Der Erzähler, S. 458.

148) Vgl. Rolf Tiedemann u. Hermann Schweppenhäuser: Anmerkungen zu Seite 438-465. 

In: Gesammelte Schriften Bd. 2-3. Frankfurt a. M. 1991, S. 1283 f.: “Das Erzählen  

das wird schon bleiben. Aber nicht in seiner »ewigen« Form, der heimlichen, herrlichen 

Wärme, sondern in frechen, verwegnen, von denen wir noch nichts wissen.”

149) Vgl. W. Benjamin: Franz Kafka. In: Gesammelte Schriften Bd. 2-2. Frankfurt a. M. 

1991, S. 432: “Dies Männlein ist der Insasse des entstellten Lebens; es wird 

verschwinden, wenn der Messias kommt, von dem ein großer Rabbi gesagt hat, daß er 

nicht mit Gewalt die Welt verändern wolle, sondern nur um ein Geringes 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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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세계 바깥에서가 아니라, 오직 이 세계, 즉 신화적 세계 안에서만 가능

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롭고 기묘하기까지 한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즉 신화와의 끊임없는 ‘세속적 profan’ 대결 과정 속에서

야 비로소 모색될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된다.

zurechtstellen werde.” (국역본 발터 벤야민: 프란츠 카프카. 실린 곳: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

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4, 89면: “이 꼽추는 일그러진 생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이

다. 그는 메시아가 오면 사라질 것이다. 어느 위대한 랍비가 말했던 것처럼, 폭력으로써 세계를 

변경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만 세계를 조금 바로 잡게 될 그런 메시아가 오면 꼽추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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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야콥 폰 군텐에 나타난 신화적 공간과 신화적 인물

로베르트 발저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발표한 그의 세 번째 소설 야콥 폰

군텐은 ‘폰 군텐 von Gunten’이라는 성(姓)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 출신인 야

콥이 하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들어가 그로부터 나오기까지의 일들을 거의 연대

기 순으로 작성해나간 일기 형식의 이야기150)이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일기 기

록자인 야콥은 학교나 거리, 혹은 꿈속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바를 읊조리는 듯

한 어조로 적어 나간다. 특히 그의 이야기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혼잣말이거나,

학교에서 알게 된 동료 생도들―크라우스를 비롯해 하인리히, 샤흐트, 실린스키,

트레말라, 한스, 페터, 푹스―또는 선생님 벤야멘타 오누이 사이에 있었던 일화

들이다. 야콥의 독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가문과 계급에 속한 ‘콧대 높은 전

통’과 ‘고상한 원칙들’에 등을 돌리고, “여전히 자신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을

그 오만과 불손함을 힘겨운 노동이라는 냉엄한 바위에 던져 박살내고자”151) 벤

야멘타 하인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맨 처음 맞닥뜨려야했던 것

은 일종의 당혹감과 기이한 확신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

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없다. 우리들, 벤야멘타 학교의 생도들에게 배움 따위는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훗날 아주 미미한 존

재, 누군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뜻이다.”152) 발저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전형적인 태도에서와 같이 야콥은 자신의 궁극적인 무가치함을 제외하고,

그 어떤 성숙도 기약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분명 기묘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비롯한 생도들이 장차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미래라는 시간은 현재를 ‘전락’의 중간단계로 설정하기 위해 요청된다. 그런데

머지않아 야콥은 “인내와 복종 Geduld und Gehorsam”(JvG 7)을 각인시키는 이

세계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주 기묘한 형태의 만족감 eine ganz

merkwürdige, vorher nie gekannte Zufriedenheit”(JvG 7)을 느끼게 되었다고

150) 실제로 이 소설의 부제는 ‘한 편의 일기 Ein Tagebuch’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온전한 일기 

형식으로 쓰였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

의된다. 

151) “den Hochmut und die Überhebung, die ihn vielleicht zum Teil noch beseelen, am 

unerbittlichen Felsen harter Arbeit zerschmettern zu dürfen” (JvG 52)

152) “Man lernt hier sehr wenig, es fehlt an Lehrkräften, und wir Knaben vom Institut 

Benjamenta werden es zu nichts bringen, das heißt, wir werden alle etwas sehr 

Kleines und Untergeordnetes im späteren Leben sein.” (Jv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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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한다. 나아가 “조금씩, 그러나 철저하게 Wenig, aber gründlich”(JvG 63)라

는 학교의 교육방침 이면에 얼마나 위대한 세계가 숨어 있는지도 차츰 짐작하

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그는 강제와 결핍감만으로 이루어진 교육, 다시 말해 고

지식한 연습과 반복으로 점철된 학습 안에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배우는 것보

다 더 많은 은총과 더욱 진정한 지식이 들어있음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수수께끼는 벤야멘타 양과의 극적인 동화적 체험―“내실

innere Gemächer”(JvG 20) 체험―에서 최고로 극대화된다. 야콥은 어느 날 저

녁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내실로 옮겨져, 지하 동굴과 같은 공간에 벤야멘타 양

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한 구절이나 내적 상태를 구

현하는 각각의 방(房)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여기서 이 공간은 되돌아가

야 할 초월적 이상향으로 그려지기보다, 오히려 “끔찍한 체념 furchtbare

Entsagung”과 “자유 Freiheit”(JvG 100 f.)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속적인 공간으

로 묘사된다. 하지만 곧 벤야멘타 양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는 급속도로

‘파국’으로 치닫는다. 생도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고, 마침내 야콥 역시 벤야멘타

원장과 함께 황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한 펜도, 생각하는 삶도

모두 내팽개치고 말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인과적 전개나 역동적인 사건을 보여주지 않고,

이야기 조각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해가는 푸가형식의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이

야기가 공전(空轉)하듯 어떤 뚜렷한 연관성 없이 전개되는 가운데, 독자에게 가

장 먼저 기이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학교의 생도들이다. 야콥 폰 군텐에 등장

하는 이 하인 Diener 유형의 인물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발전’을 거부하고 어린

아이로 머무르며, 어떠한 개성도 지니지 않은 채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자로 묘

사된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만 자신을 견디거나 즐길 수 있는 듯 보인다. 그리

고 이 몰락한 자의 또 다른 이름은 “아주 근사하고 동그란 영(零) eine

reizende, kugelrunde Null”(JvG 8)이다. 가령 야콥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사실 난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게는 아이 같은 무언

가가 항상 달라붙어 있게 될 것이 확실하다. 나는 그냥 그렇게 자랐고 나이가 들

었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 나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그냥 이

렇게 주장해본다. 난 결코 가지와 줄기를 뻗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엔가 내 본성

과 행위에서는 그 어떤 향기가 날 것이고, 난 꽃이 되어 약간, 자족하기라도 하듯

향내를 풍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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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war eigentlich nie Kind, und deshalb, glaube ich zuversichtlich, wird an

mir immer etwas Kindheitliches haften bleiben. Ich bin nur so gewachsen,

älter geworden, aber das Wesen blieb. […] Ich entwickle mich nicht. Das ist

ja nun so eine Behauptung. Vielleicht werde ich nie Äste und Zweige

ausbreiten. Eines Tages wird von meinem Wesen und Beginnen irgendein Duft

ausgehen, ich werde Blüte sein und ein wenig, wie zu meinem eigenen

Vergnügen, duften […]. (JvG 144)

이렇듯 야콥은 성장하지 않고 무언가 결여된 삶이 지닌 힘과 향기에 대해 역

설한다. 그는 거대 지향적 분위기 속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비난하거나 파괴하

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작게 머물며 누군가를 섬기는 방식을 택한다.

그에 따르면 하인은 이 시대의 위대함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또 다른 위

대함―자유―을 획득 Größe des Auf-Größe-Verzichtens하게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야콥은 겉으로 보기에 우둔하고 느릿느릿하며, 가장 볼품없는 인물인 크

라우스 Kraus야말로 진정한 하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송한다. 그에 따

르면 눈에 띄지 않는 이 보잘 것 없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주다운 무언

가―“겸손함 그 자체 die Bescheidenheit selber”(JvG 82)―를 지니고 있다. “크

라우스는 진정한 신의 작품이며, 무(無)이며, 하인인 것이다.”153)

그런데 이 작품과 복종 속에 잠겨 있는 기이한 인물들로부터 작가의 의도나

교훈 등을 파악해내고자 하는 ‘상식적인’ 독자라면, 그는 여기서 거의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는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본고는 작품의 맨 첫줄에서

부터 마치 별다른 일도 아니라는 듯 툭 던져지는 하나의 사건, 하지만 생각해보

면 기묘하기 이를 데 없는 야콥의 하인학교 입학을 이어질 작품분석의 핵심 테

제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다뤄왔던 ‘신화 Mythos’ 개념과 관련해 이 작품

을 다시 살펴보면 야콥 폰 군텐은 ‘신화적 인물유형’―가령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 Taugenichts―에 해당하는 야콥이 아직 이성 혹은 계몽의 힘으로 탈

색되지 않은 ‘신화적 공간’인 하인학교에 들어가 황야로 떠나기까지, 이 신화적

세계와 벌이는 거대하고 세속적인 투쟁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논의가 구체적

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내재한 ‘신화적’ 면모란―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 공간과 관련하여―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벤야멘타 남매

를 비롯해 이 학교의 생도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신화적 인물’로 간주될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153) “Kraus ist ein echtes Gott-Werk, ein Nichts, ein Diener.” (JvG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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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화적 공간

1) 벤야멘타 하인학교

대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벤야멘타 하인학교는 외견상 전근대적이며 과거

지향적인 공간으로 비춰진다. 무엇보다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계급, 규율,

원칙, 복종, 인내 등과 같은 ‘신화의 부정적 형상’들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

우는 ‘지식’이란 거의 아무 것도 없고, 그들은 늘 ‘명령’을 기다리며 “어딘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앉거나 서거나 누워 있거나 할 뿐이다.”154) 이들은 “종종

반나절이 다 되도록 늘어지는 기묘한 무위 zu einem oft halbtagelangen

seltsamen Müßiggang”(JvG 15)를 견디는 형벌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이

그나마 보고 듣는 것이라고는 달달 외워야 할 규정들 Vorschriften이나 벤야멘
타 소년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Was bezweckt Benjamenta’s

Knabenschule?(JvG 8)라는 교과서에 한정되어 있다. 이 학교의 풍경이 보여주

는 기묘함은 오후 세시에 극에 달한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절대적

인 자유가 주어지는 이 시각에도 교실을 감도는 것은 단지 정적일 뿐이다.

오후 세시부터 우리 생도들은 거의 자유의 몸이 된다.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

지 않는다. 원장 선생님 오누이는 내실 속으로 숨어버리고, 교실에는 적막이, 사

람을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하는 적막이 감돈다. 어떤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소리 내지 않고 재빨리 움직이는 것과 살금살금 다니는 것, 그리고 귓속말로 속

삭이는 것만이 허용된다. 실린스키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샤흐트는 창밖을 내다보

거나 앞집 식모 여자아이와 손짓을 주고 받는다. 크라우스는 과제를 입으로 중얼

거리면서 외우고 있다. 도처에 무덤 속 같은 정적이 감돈다. 마당은 마치 사각형

의 영겁처럼 쓸쓸히 놓여 있다.

Von drei Uhr nachmittags an sind wir Eleven fast ganz uns selbt überlassen.

Niemand kümmert sich mehr um uns. Vorstehers sind in den innern Räumen

verborgen, und im Schulzimmer herrscht Öde, eine Öde, die einen beinahe

krank macht. Lärm soll nicht vorkommen. Es darf nur gehuscht und

geschlichen und nur im Flüstertone gesprochen werden. Schilinski schaut sich

154) “Wir kauern, sitzen, stehen oder liegen immer irgendwo.” (Jv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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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Spiegel, Schacht schaut zum Fenster hinaus, oder er gestikuliert mit dem

Küchenmädchen von gegenüber, und Kraus lernt auswendig, indem er

Lektionen vor sich hinmurmelt. Eine Grabesstille herrscht überall. Der Hof

liegt verlassen da wie eine viereckige Ewigkeit, […]. (JvG 71)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 속에서 자세를 관철하는 행위는 결코

편안함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음’155)을 받아들여야하는 고된 훈련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지루함 Langeweile”(JvG 71)을 느끼는 것마저 금지된다.

“지루함이란 자신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뭔가가 밖에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156)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학교의 풍경은 일견 전체주

의의 한 모델―초기 낭만주의의 빛바랜 신화의 잔재―을 재현하고 있는 듯 보

인다. 생도들의 모든 활동과 생각은 이곳을 지배하는 규율과 원칙의 존립을 위

해 제한되고, 특정 방식에 따라 훈련된다. 그리고 어쩌다가 계율을 위반할 경우

생도들은 동료 크라우스가 퍼붓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그가 씌우는 죄 연관이

라는 굴레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이들이 도달해야할 지점은

자신의 의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똬리를 튼 원칙들이 명령

하는 대로 그들의 몸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생도들의 ‘지루하

고 지난한’ 훈련의 종착역은 구시대의 잔재인 종의 자리, 즉 하인의 자리에 불

과하다.

155) Vgl. JvG 71: “ich stehe meist aufrecht und übe mich, auf einem Bein zu stehen. Oft 

halte ich zur Abwechslung den Atem lang an. Auch eine Übung, und es soll sogar, wie 

mir einmal ein Arzt sagte, eine gesundheitfördernde sein. Oder ich schreibe. Oder ich 

schließe die unmüden Augen, um nichts mehr zu sehen. Die Augen vermitteln 

Gedanken, und daher schließe ich sie von Zeit zu Zeit, um nichts denken zu müssen. 

Wenn man so da ist und nichts tut, spürt man plötzlich, wie penibel das Dasein sein 

kann. Nichtstun und dennoch Haltung beobachten, das fordert Energie, der Schaffende 

hat es leicht dagegen. 나는 주로 똑바로 서 있다. 그리고 한쪽 다리로 서는 연습을 한다. 때

로는 기분 전환 삼아 숨을 쉬지 않고 오래 참아보기도 한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더 나아

가, 언젠가 의사가 내게 말해주었듯, 건강을 증진시키는 훈련이다. 글을 쓰기도 한다. 아니면 

피로를 모르는 두 눈을 감아버린다. 아무것도 더 보지 않기 위해서다. 눈은 생각들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때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그렇게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있으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갑작스럽게 느끼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세를 관찰하는 것, 그것은 에너지를 요하는 힘든 일이다. 그와는 반대로 무언가를 창조해내

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156) “Langeweile gibt es bei Menschen, die da immer gewärtigen, es solle von außen her 

etwas Aufmunterndes auf sie zutreten” (JvG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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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고 보잘 것 없는 무리들을 지도하고 통치하는 ‘독재자’는 다름 아닌

벤야멘타 오누이이다. 벤야멘타 원장은 마치 군주처럼, 리자 벤야멘타 양은 흡

사 공주와 같이 군림한다. 가령 야콥이 처음 벤야멘타 하인학교를 방문했을 때

벤야멘타 원장은 “지배자와 같은 어조 mit seiner Gebieterstimme”(JvG 12) 그

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이후에도 그는 줄곧 ‘거인’의 형상으로

묘사된다.

벤야멘타 씨는 거인이다. 우리 훈련생들은 이 거인에 비하면 난쟁이들이다. 거인

은 항상 침울한 기분에 빠져 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 한

무리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노릇을 하며 그가 짜증을 내는 것은 사실 아주 당연한

일이다. 조무래기들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그의 능력에 상응하는 과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벤야멘타 씨는 다른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헤라클레

스 같은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맡는 바람에 잠이나 자

고, 중얼중얼 신문이나 읽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Herr Benjamenta ist ein Riese, und wir Zöglinge sind Zwerge gegen diesen

Riesen, der stets etwas mürrisch ist. Als Lenker und Gebieter einer Schar so

winzigen, unbedeutenden Geschöpfen, wie wir Knaben sind, ist er eigentlich

auf ganz natürliche Weise zur Verdrießlichkeit verpflichtet, denn das ist doch

nie und nimmer eine seinen Kräften entsprechende Aufgabe: über uns

herrschen. Nein, Herr Benjamenta könnte ganz anderes leisten. Solch ein

Herkules kann ja einer so kleinlichen Übung gegenüber, wie die ist, uns zu

erziehen, gar nicht anders als einschlafen, das heißt brummend und grübelnd

seine Zeitungen lesen. (JvG 17 f.)

벤야멘타 원장과 같이 강압적인 지배자의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리자 벤야멘

타 양 역시 생도들로부터 무한한 추앙을 받는다. 야콥은 벤야멘타 양에게 다음

과 같이 고백한다. “제가 너무나도 순수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속박되었을 때

보다 더 자신감에 차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단 한 번이

라도 선생님께 맞섰다면, 저는 저 자신을 증오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밧줄에

목을 매달고,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독을 먹고, 어떤 종류가 되었던 상관없이

칼로 제 목을 베어버릴 거예요. […] 선생님의 두 눈이요. 그 눈이 제게는 언제

나 명령이자 침해할 수 없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문가에 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요! 전 이곳에서 결코 하늘을, 달을, 해

와 별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 저에게는 그것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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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높은 존재였어요.”157) 또한 작품의 후반부에서 벤야멘타 양의 장례식이

치러질 때 크라우스는 다음과 같은 추도사를 낭독한다. “일찍 고인이 된 당신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결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다스리고

지배했던 당신의 소년들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힘겨운 삶 속으로, 벌이와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결코 다시 찾거나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교육자인 당

신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생각들, 당신이

우리 안에 확고히 심어놓은 교훈과 지식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선의 창조주

인 당신을 언제나 기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말 저절로 말이에요.

[…] 당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 군림하고, 명령하고, 살아가며, 가르치고, 질문하

고, 소리를 낼 거예요.”158) 이와 같이 벤야멘타 남매에게 생도들이 보이는 태도

는 무엇보다 절제와 충성으로 이루어진 중세의 기사도 정신을 연상시킨다. 그리

고 마치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벤야멘타 하인학교는 곳곳에서 중세의 복고적

면모와 특징들을 구현하고 있다. “비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인 내실들로 나 있

는 문 위에는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경찰 검이, 그 위에 엑스 자로 겹쳐져 있는

칼집과 함께 장식으로 걸려 있다. 그 위에는 투구가 근엄하게 걸려 있다. 이 장

식은 마치 이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장식적 표명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159) 검과 투구라는 소품에서 중세의 기사를 떠올리는

157) “Wenn ich Ihnen nur ein einziges, nur ein verschwindend kleines einziges Mal 

selbstbewußter gegenübergetreten bin, als ganz befangen von Gefühlen und Fesseln 

der lautersten Ehrfurcht, so will ich mich hassen, verfolgen, an Stricken aufhängen, mit 

Giften tötendster Art vergiften, mit Messern, gleichviel was für welchen, mir den Hals 

abschneiden. Nein, es ist ganz unmöglich, Fräulein. […] Schon Ihre Augen. Wie sind 

sie mir immer der Befehl und das unantastbare schöne Gebot gewesen. Nein, nein, ich 

lüge nicht. Ihr Erscheinen an der Türe! Ich habe hier nie einen Himmel nötig gehabt, 

nie Mond, Sonne und Sterne. Sie, ja Sie sind mir die höhere Erscheinung gewesen.” 

(JvG 124 f.)

158) “Doch du, Frühgestorbene, wirst unsern Gedächtnissen nie, nie entschwinden. Du 

wirst am Leben bleiben in unsern Herzen. Wir, deine Knaben, die du gemeistert und 

beherrscht hast, wir werden uns im flatterhaften und mühevollen Leben, Gewinn und 

Unterkommen suchend, zerstreuen, so, daß vielleicht alle alle nie wieder finden und 

sehen. Aber wir alle werden an dich denken, Erzieherin, denn die Gedanken, die du 

uns eingeprägt, die Lehren und Kenntnisse, die du in uns befestigt hast, werden uns 

immer an dich, die Schöpferin des Guten, was in uns ist, erinnern. Ganz von selber. 

[…] In uns herrschest, gebietest, lebst, erziehst und fragst und tönst du weiter.” (JvG 

151 f.)

159) “Über der Türe, die in die geheimnisvolle unbekannte Welt der innern Gemächer 

führt, hängt als Wandschmuck ein ziemlich langweilig aussehender Schutzmannssä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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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다지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실에는 이러한 장식 이외에도 별

세한 황제 부부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늙은 황제의 모습은 놀라우리만큼 평온

해 보이고, 황비는 어머니처럼 푸근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160) 특히 황제 부

부의 사진은 이 공간에서 벤야멘타 남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암시하는 동

시에, 사진 속의 인상과는 대조적인 이들의 실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킨다.

여기서 다시금 주의를 끄는 것은 이처럼 ‘신화적 폭력’이 난무한 공간 속으로

야콥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발저는 신화와 대

결을 벌이는 방법으로 이 신화적 세계에 더욱 밀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신화

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각될 수 없는 무언가―공동체를 도래시키는 힘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내재한 원칙과

훈련 등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그 결을 거슬러 고찰될 필요가 있다.

가령 이곳을 지배하는 ‘섬김 Diene’이라는 테제는 일차적으로 굴종의 프로그램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에 대한 무한한 개방성, 또는

세계에 대한 완전한 수동성을 명령하는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분명 법적 폭력, 즉 신화적 폭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처럼 발저의 오묘

한 역설의 장치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재차 신화 혹은 신화적인 것으로 돌아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세계에 조금 더 깊이 천착할 때에야 비로소 신화의 부정

적 속성을 상쇄하면서도 이 신화가 가진 힘을 훔쳐내는 열쇄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도시

한편 벤야멘타 하인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특히 이 도시는 독일의 베

를린 Berlin이라고 추정된다―는 공화주의 이념이 팽배해 있는 계몽주의적 이상

사회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무엇보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생동감

넘치는 모습과 ‘평등’ 이념이다. 야콥은 대도시의 역동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나는 대도시의 소음과 끊이지 않는 움직임을 사랑한다. 끊임없이 움

mit dito quer darüber gelegtem Futteral. Darüber thront der Helm. Diese Dekoration 

mutet wie eine Zeichnung oder wie ein zierlicher Beweis der Vorschriften an, die hier 

gelten.” (JvG 35)

160) Ebd.: “Außer diesen Verzierungen hängen im Schulzimmer noch die Bilder des 

verstorbenen Kaiserpaares. Der alte Kaiser sieht unglaublich friedlich aus, und die 

Kaiserin hat etwas Schlicht-Mütterli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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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것은 우리를 도의적인 것으로 이끌고야 만다. 예를 들어 도둑이 활기가

넘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해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형

편없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즐겁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타락하고

황폐해진 그의 존재를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허풍쟁이가 창조적 활동을 하는

이 힘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신중해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유연함이 그렇지 못한 자의 눈에 띈다면, 그는 자신이 어리석게

도 허영에 차서 교만함과 오만함 위에 군림하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161) 이처럼 야콥은 대도시의 유연함과 활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허영, 교

만, 오만함이라는 형편없는 자질로부터 겸손과 신중함이라는 미덕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한다. “대도시는 책에서 끌어온 무미건조한 명제들을 통해서가 아니

라 실례들을 통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교양으로 이끄는 것이다.”162) 또한 사람

들이 항상 누군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일하는 이 공간은 각각의 개인이 언

제든 다른 사람과 연루될 수 있는 잠재적 공동체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

도시에는 무엇보다 권력자 한 사람의 지배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며 귀족적인

것을 경멸하는 “진정한 공화당원들 echte Republikaner”(JvG 70)의 정신이 갖추

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야콥 폰 군텐의 대도시의 풍경은 후기 계

몽주의의 새로운 신화 이념과 맞물린다.

그런데 야콥은 대도시의 역동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이면

에 존재하는 맹점을 읽어낸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역동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크고 위대한 존재에 대한 열망’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대체로 분

주하다. 매 순간 무언가를 쟁취하고 획득하러 가는 것을 근사하다고 여기고 있

기 때문이다.”163) 그들은 매번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

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이들은 야콥의 눈에

161) “Ich liebe den Lärm und die fortlaufende Bewegung der Großstadt. Was unaufhörlich 

fortläuft, zwingt zur Sitte. Dem Dieb zum Beispiel, wenn er all die regsamen Menschen 

sieht, muß unwillkürlich einfallen, was für ein Spitzbube er ist, nun, und der 

fröhlich-bewegliche Anblick kann Besserung in sein verfallenes, ruinenartiges Wesen 

schütten. Der Prahlhans wird vielleicht etwas bescheidener und nachdenklicher, wenn 

er all die Kräfte, die sich schaffend zeigen, erblickt, und der Unschickliche sagt sich 

möglicherweise, wenn ihm die Schmiegsamkeit der Vielen ins Auge fällt, er sei doch 

ein entsetzlicher Wicht, derart auf der Breitspurigkeit und Anmaßung dumm und eitel 

zu thronen.” (JvG 46)

162) Ebd.: “Die Großstadt erzieht, sie bildet, und zwar durch Beispiele, nicht durch 

trockene, den Büchern entnommene Lehrsätze.”

163) “Man hat es hier allgemein eilig, weil man jeden Augenblick der Meinung ist, es sei 

hübsch, etwas erkämpfen und erhaschen zu gehen.” (JvG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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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실 “채찍을 휘두르는 조야한 시대사상에 지배되는 노예”164)에 불과한 존재

로 비춰진다. 또한 야콥은 이곳에 구현된 평등과 자유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의 눈에 비친 대도시의 평등이란 온 세상이 큰 존재에 대해 동일한 열

망을 품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고, 자유 역시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를 개개인

이 아무런 반성 없이 수용하는 정도의 기만적 자유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콥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잘 대변해주는 작은 사건 하나를 소

개한다. 야콥의 집에는 지금껏 집안일을 도맡으며 살아온 늙은 하인 펠만이 있

었는데, 어느 날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야콥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야콥의 어머니가 그에게 해고 통지를 내리자, 얼마

전 암으로 어린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불쌍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무작정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빌었고, 야콥의 어머니는 그를 용서

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야콥이 이와 같은 사건을 친구 바이벨 형제에게 이야

기하자 그들은 야콥을 끔찍이도 비웃고 그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

며, 심지어는 야콥에게 절교 선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적

는다.

그들[바이벨 형제]은 나와 절교를 선언했다. 우리 집이 너무 귀족적이라는 것이었

다. 발밑에 엎드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상한 일이었다.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나와 엄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너무나도 순수한 아

이들이었다. 그렇다, 하지만 […] 진정한 공화당원들이기도 했다. […] 지금은 온

세상이 바이벨 일가의 아이들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 그렇다. 주인

나리나 주인 마나님과 같은 존재는 더 이상 어디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주인 나리 또는 마나님들이 사라진 지도 이미

오래다. […] 나는 시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만 조용히 관찰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뿐이다. 마음씨 착한 펠만. 그는, 그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낡은 방식으로 용서를 받았던 것이다. 충성과 충직함의 눈물, 그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Sie[Brüder Weibel] entziehen mir ihre Freundschaft, weil es, wie sie meinen,

in unserem Haus zu royalistisch zugeht. Das Zu-Füßen-Fallen finden sie

verdächtig, und sie gehen hin und verleumden mich und Mama in der

abgeschmacktesten Weise. Wie echte Buben, ja, aber auch wie echte kleine

Republikaner, […] So wie die Buben Weibel, so urteilt heute eine ganze Welt.

164) “Sklaven, beherrscht von einem ärgerlichen, peitscheschwingenden, unfeinen 

Weltgedanken” (JvG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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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so ist es: man duldet nichts Herren- oder Damenhaftes mehr. Es gibt

keine Herren mehr, die machen können, was sie wollen, und es gibt längst

keine Herrinnen mehr. […] Ich nehme die Zeit, wie sie ist, und behalte mir

nur vor, im stillen meine Beobachtungen zu machen. Der gute Fehlmann: ihm,

ihm ist noch auf altväterliche Art verziehen worden. Tränen der Treue und

Anhänglichkeit, wie schön ist das. - (JvG 70)

이렇듯 공화주의의 평등 이념은 일견 구시대의 낡은 계급구조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적 가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의 일환으로 보이지

만, 야콥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대도시에 만연해 있는 평등의 모양새

란 ‘온 세상이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 이러한 획일적 균

등주의의 공간에서 ‘성공’과 ‘진보’를 위해 힘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잘 것 없

는 존재’가 되려는 자는 단지 미치광이로 치부될 뿐이다. 또한 대도시에서 스스

로 ‘몰락’하려는 자유, ‘무능하고 파렴치하며 막돼먹은 인간’이고자 하는 자유 따

위는 철저하게 단죄된다. 야콥은 형 요한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대중, 그것은 현대판 노예다. 그리고 개인은 그 굉장한 집단사고의 노예지. 이

제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과 선함과

정의로움은 꿈에서나 찾아야 해. 말해봐라, 꿈꾼다는 게 뭔지 알고 있냐?”165) 요

한의 발언에 담겨 있는 거들먹거리는 어조는 차치하더라도, 근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대중 스스로가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선함, 정의로움에 대한 나름의 이상(理想)을 품지 못하는

한, 그들은 노예화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자유가 본래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노력 속에 부여되는 것이라면, 공화주의의 평등 이념은 오히

려 역설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자유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이상들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판 노예인 대중의 모습

은 작품 후반부에서 나폴레옹 지휘 아래 있는 병사의 형상으로 극단화되어 나

타난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

내가 병사(나는 천성적으로 뛰어난 병사다)라고, 일반 보병으로 나폴레옹의 지휘

하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엔가 러시아를 향해 행군할 것이다.

165) “Die Masse, das ist der Sklave von heute, und der Einzelne ist der Sklave des 

großartigen Massengedankens. Es gibt nichts Schönes und Vortreffliches mehr. Du 

mußt dir das Schöne und Gute und Rechtschaffene träumen. Sage mir, verstehst du zu 

träumen?” (JvG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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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의 사이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 함께 저지른 수

많은 야만적인 짓들이 우리를 마치 하나로 연결된 강철처럼 결속시킬 것이기 때

문이다. 우리는 격분해서 우리 앞을 응시할 것이다. 그래, 격분, 무의식적이며 무

뎌진 분노, 그것이 우리를 결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행군해나간다, 총을

둘러메고. 우리의 행렬이 지나는 도시에서는 하릴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 맥없이

축 늘어진 사람들, 우리의 발길질로 사기를 잃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멍하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 산발적으로 울리는 그 총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을, 언젠가 승리로 이끌게 될 전투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는 행군할 것이다.

Angenommen, ich wäre Soldat (und ich bin meiner Natur nach ein

ausgezeichneter Soldat), gemeiner Fußsoldat, und ich diente unter Napoleons

Fahnen, so marschierte ich eines Tages ab nach Rußland. Mit meinen

Kameraden stünde ich gut, denn das Elend, die Entbehrungen und die vielen

gemeinsam begangenen rohen Taten verbänden uns wie zu etwas

zusammenhängend Eisernem. Grimmig würden wir vor uns herstarren. Ja, der

Grimm, der unbewußte, stumpfe Zorn, der verbände uns. Und wir

marschierten, immer das Gewehr umgehängt. In den Städten, durch die wir

zögen, würde uns eine müßige, schlaffe, durch den Tritt unserer Füße

entmoralisierte Menschenmenge begaffen. […] Von Zeit zu Zeit fielen Schüsse.

Bei diesen vereinzelten Tönen würden wir uns an das erinnern, was käme, an

die Schlacht, die da eines Tages geschlagen werden würde. Und wir

marschierten. (JvG 135 f.)

한때는 공화주의의 수호자였으나 스스로 그 정신을 배반하고 황제 자리에 오

른 나폴레옹의 군대는 공화주의의 비뚤어진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병사들

은 언젠가 ‘승리’의 화한으로 장식될 전투를 고대하며 앞으로, 앞으로 행군해 나

간다. “[그들의] 다리는 낡았지만 여전히 말을 잘 듣는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

다.”166) 병사들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 하나는 그들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기보다, 위대한 승리라는 신화에 결박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들은 동료

가 지쳐 쓰러져도 이런 일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걸어가야

하며, 또한 걸어갈 뿐이다. 또한 승전보가 남기고 간 폐허의 흔적 앞에서 병사

들은 지루함만을 느낄 뿐, 자신의 잔인한 행태에 대해 일말의 수치심도 갖지 않

는다. 그런데 이러한 병사들이 마침내 황제의 얼굴 앞에 당도해 확인하게 되는

166) “Das Bein würde arbeiten wie eine alte, aber immer noch gefügige Maschine.” (JvG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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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거의 내용이 없는 몸뚱이 fast ganz inhaltlosen Körper-Klumpen”(JvG

138)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은 “[자신이] 다만 거대한 계획을 가진 기

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167)로 영락했음을 확인하

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나폴레옹 지휘 하에 있는 병사의 삶은 ‘자유와 평등’이

라는 미명 아래 더 없이 피폐해진 민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구시대

적인 벤야멘타 하인학교와 엄격히 구별되어 보이는 대도시라는 공간 역시 그

내부에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교양에 다다르도록 하는 역동성 이외에, 생각과

이념을 획일화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비합리성―즉 신화

적 면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콥은 신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막다른 상황에서 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꾼다. 외관상 규율에 복

종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점에서 병사와 하인의 삶은 서로 유사한 듯 보이지

만, 야콥의 섬김과 복종은 세계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와 자유를 지

향한다는 점에서 병사의 그것과 구분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야콥은 “대도시의

분망함, 또 그것이 주는 헛되고 휘황찬란한 무수한 약속들 Das Großstadtgetriebe mit

all seinen vielen törichten glitzernden Versprechungen”(JvG 48)에 현혹되지 않는 동

료 크라우스를 “섬세하고 강인한 영혼 zarte, feste Menschenseele”(JvG 48)이

라고 칭송한다. 크라우스야말로 ‘수선스럽지 않고, 깊은 애정과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찬’168) 가장 내면적인 인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서와 같이 야콥은 대도시의 힘찬 외양의 뒷면에서 이

세계에 내재한 신화적 폭력성을 여지없이 읽어낸다. 이 공간은 유연하고 역동적

인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법과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세계를 균질

화하려는 신화의 잔혹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다시 이 작품의 전체

167) Ebd. “der kleine Bestandteil an der Maschine einer großen Unternehmung, kein 

Mensch mehr.”

168) Vgl. JvG 80: “Kraus kennt wenig, aber er ist nie, nie gedankenlos, er unterwirft sich 

immer gewissen selbstgestellten Geboten, und das nenne ich Bildung. Was an einnem 

Menschen liebevoll und gedankenvoll ist, das ist Bildung. Und dann ist ja noch so 

vieles. So von aller und jeder, auch der kleinsten Selbstsucht entfernt, dagegen aber 

der Selbstzucht so nah zu sein wie Kraus, das ist es, wie ich denke, was Fräulein 

Benjamenta veranlaßt hat zu sagen: «Nicht wahr, Jakob, Kraus ist gut?»  Ja, er ist 

gut. 크라우스는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결코, 결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항상 자신

이 세운 어떤 규율들을 따르며 산다. 그것을 나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애정과 충만한 생각, 그것이 교양이다. 그 밖에도 물론 많은 것들이 더 있다. 크라우스처

럼 어떤 종류의 이기심도, 눈곱만큼의 이기심도 없는 대신 자기 규율에 그토록 사로잡혀 있는 

것, 내 생각에는 바로 그것이 벤야멘타 양에게 이런 말을 듣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니, 야콥, 

크라우스는 훌륭한 녀석이지?’ 그렇다, 그는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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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틀로 돌아가자면, 이 소설은 벤야멘타 하인학교라는 신화적 공간을 대도시

라는 또 다른 신화적 공간이 에워싸고 있는 ‘이중신화’ 구조에서―인물들이 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는 없다―야콥이 신화와 좀 더 첨예하고 세속적

인 투쟁을 벌이기 위해 신화의 부정적 형상들이 더 뚜렷하고 집약적으로 구현

되어 있는 하인학교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야콥은 ‘낮의

꿈’에서 ‘밤의 꿈’의 영역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벤야

멘타 학교에 있는, 혹은 있을 지도 모를 ‘내실 die innere Gemächer’에 당도하게

된다. 이곳은 야콥이 ‘신화’와 가장 첨예하게 대결을 벌이는 장소로 묘사된다.

3) 내실

‘내실 innere Gemächer’(JvG 20)은 일차적으로 벤야멘타 원장과 그의 누이동

생 리자 벤야멘타 양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언급된다. 이 공간에 출입하도록 허

락된 유일한 학생은 ‘충직함으로 총애를 받고 있는’169) 크라우스 뿐이다. 그는

충직함이라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이 내실들에 대해 결코 한 마디 말도 발설

하지 않는다. 야콥이 그 공간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어도 그는 단지 야콥을 빤히

쳐다보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야

콥은 다음과 같이 예감한다. “어쩌면 나도 한번쯤은 그 내실들에 들어가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내 눈은 무엇을 보게 될까? 어쩌면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을지도? 오, 아니다, 아니다. 이곳 어딘가에 놀라운 것

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170) (인용자 강조) 야콥은 기묘한

확신을 가지고 내실의 존재와 내실에 내재할 놀라운 무언가를 직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끌림은 야콥이 벤야멘타 원장과 리자 벤야멘타 양에 대해서 느끼는 매

혹의 감정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 이 사람[벤야멘타 원장]에게는 마음이 끌린다. 그가 나의 관심을 끈다. 벤

야멘타 양도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싸인 것들

169) Vgl. JvG 20: “Es gibt hier «innere Gemächer». Ich bin bis heute noch nie dort 

gewesen. Kraus wohl, den man bevorzugt, weil er so treu ist. 이곳에는 ‘내실들’이 있다. 

나는 거기 들어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크라우스는 들어가보았다. 크라우스는 충직하기 때문

에 총애를 받는다.”

170) Ebd.: “Aber vielleicht dringe ich doch noch einmal in diese inneren Gemächer. Und 

was werden dann meine Augen erblicken? Vielleicht gar nichts Besonderes? O doch, 

doch. Ich weiß es, es gibt hier irgendwo wunderbare D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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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나는 그를 자극한다. 그가 얼떨결에 경솔한 말을

내뱉도록 말이다. […] 하지만 나는 믿는다, 믿고 있다. 내가 벤야멘타 남매의 비

밀을 마침내 캐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비밀들은 견디기 힘든 마력을 예감케 한

다.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주 아름다운 것의 향기를 발산한다.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아……

Ja, dieser Mensch hat es mir angetan, er interessiert mich. Auch die Lehrerin

erweckt mein höchstes Interesse. Ja, und deshalb, um etwas herauszukriegen

aus all diesem Geheimnisvollen, reize ich ihn, damit ihm etwas wie eine

unvorsichtige Bemerkung entfahre. […] aber ich glaube, ich glaube, ich bringe

es fertig, in das Geheimnis der Benjamentas endlich noch einzudringen.

Geheimnisse lassen einen unerträglichen Zauber vorausahnen, sie duften nach

etwas ganz, ganz unsäglich Schönem, Wer weiß, wer weiß. Ah _ _ _ (JvG 45)

이와 같이 야콥은 벤야멘타 남매가 가진 비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들이 살고 있는 ‘내실’의 비밀에 강도 높게 이끌린다. 그리고 마치 필연이라도

되는 양, 어느 날 저녁 야콥은 돌연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내실로 옮겨지게 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난 불가사의한 일 등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앉아 있었다. 이미

한밤중이었고, 교실에는 나 혼자였다. 어느 순간 벤야멘타 양이 내 뒤에 서 있

는 것이 느껴졌다.”171) 마치 은총을 내리기라도 하듯 벤야멘타 양은 그녀의 손

을 야콥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는 “가자. 일어나서 따라와. 네게 보여줄 것이 있

다 Komm mit. Steh auf und komm. Ich will dir etwas zeigen.”(JvG 98)고 속

삭인다. 그리고 야콥은 어느덧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싸여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된다.

내실이라는 공간에서 벤야멘타 양은 흡사 ‘마법사 Zauberin’(JvG 99)와 같은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작품 초반부에서 그녀가 수업시간에 가

지고 들어온 ‘짤막하고 하얀 막대기 ein kleiner, weißer Stab’(JvG 9)라는 물건

을 연상시킨다. 그녀의 소품이 풍겼던 신비스러운 인상은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

러 내실의 불가사의함과 강력하게 조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실에서 벤야멘타

양이 내뱉은 ‘말[言]’은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제 형상으로 구현되어 야콥의

171) “Etwas mir Unverständliches ist vorgefallen. Vielleicht hat es auch gar nichts zu 

bedeuten. Ich bin sehr wenig geneigt, mich von Mysterien bewältigen zu lassen. Ich 

saß, es war schon halb Nacht, ganz allein in der Schulstube. Plötzlich stand Fräulein 

Benjamenta hinter mir.” (JvG 97 f.)



- 71 -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봐라, 야콥. 이렇게 네 주위가 어두워질 거다. 그러면 누군가 네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해줄 거야. 너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비로

소 갖게 될 거다. 언짢아하지 마. 또 밝아질 테니.”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희고

눈부신 빛이 우리 쪽으로 타올랐다.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녀가 앞장서고 나는

그녀 뒤에 바싹 붙은 채 걸었다. 우리는 문을 지나 황홀한 빛의 불속으로 들어갔

다.

«Siehe, Jakob, so wird es dunkel um dich sein. Und da wird dich jemand

dann an der Hand führen. Und du wirst froh darüber sein und zum erstenmal

tiefe Dankbarkeit empfinden. Sei nicht mißgestimmt. Es kommen auch

Helligkeiten.» - Kaum hatte sie das gesagt, so brannte uns ein weißes,

blendendes Licht entgegen. Ein Tor zeigte sich, und wir gingen, sie voran, ich

dicht hinter ihr, durch die Öffnung hindurch, ins herrliche Licht-Feuer hinein.

(JvG 99)

이후에도 줄곧 벤야멘타 양이 한 말은 주문이 되어 각각의 내실들을 형상화

한다. 빛의 공간을 지나 야콥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난과 결핍 Armut und

Entbehrung’을 의미하는 ‘길고 어두운 복도 ein langer, finsterer Gang’(JvG

100)이고, 고난과 슬픔에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의미에서 애무하게 되는 ‘근심의

벽 die Sorgenwand’(JvG 100)이다. 또한 벤야멘타 양이 ‘작고 하얀, 낯익은 공

주님 지팡이로 mit dem kleinen weißen bekannten Herrin-Stab’(JvG 101) 벽을

건드리자 그들 앞에는 ‘자유 Freiheit’라는 주문에 따라 ‘매끄럽게 탁 트인, 얼음

이나 유리로 닦은 것 같은 가느다란 길 eine glatte, offene, schlanke Eis- oder

Glasbahn’(JvG 101)이 펼쳐진다. 바로 그 다음에는 ‘세련된 만족감으로 가득 차

고, 몽상들의 달콤한 향기가 나며, 온갖 음란한 장면들과 그림들로 도배된 아주

작은 휴식의 방 ein kleines, mit raffiniertem Wohlbehagen ganz gefüttertes

und erfülltes, köstlich nach Träumereien duftendes, reich mit allerhand

lüsternen Szenen und Bildern tapeziertes Ruhe-Gemach’(JvG 101 f.)이 나타난

다.

이러한 일련의 ‘내실’ 경험들 속에서 야콥은 벤야멘타 양의 마력에 속수무책

으로 빠져든 채 그녀의 이상야릇한 주문의 힘에 마구잡이로 휘둘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야콥은 이 신화적 공간에서 깨어날 의지나 계기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내실 경험의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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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예기치 않게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음악이 연주되는 ‘휴

식의 방’에서 담배 한 개비와 소설 한 권을 즐기던 야콥은 다음과 같은 벤야멘

타 양의 말로 인해 갑자기 닥쳐온 ‘기이한’ 불쾌감에 매몰된다.

“그것은 네가 읽을 만한 책이 아니야. 그런 책들일랑 읽지 마. 일어나라. 차라리

이리 와. 유약함은 무념과 잔인함으로 유혹한다. 우리 앞으로 사납게 천둥이 몰아

쳐 오는 소리가 들리지? 그건 불쾌함이라는 거다. 너는 방금 방에서 휴식을 즐겼

어. 이제 불쾌함이 네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고, 의혹과 불안이 너의 몸

을 흠뻑 적실 거야.”

«Das ist nichts für dich. Lies nicht in solchen Büchern. Steh auf. Komm

lieber. Die Weichlichkeit verführt zur Gedankenlosigkeit und Grausamkeit.

Hörst du, wie es zornig einherdonnert und -rollt? Das ist das Ungemach.

Du hast jetzt in einem Gemach Ruhe genossen. Nun wird das Ungemach

über dich herabregnen und Zweifel und Unruhe werden dich durchnässen.»

(JvG 102) (인용자 강조)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방[室]’을 의미하는 독일어 명사

das Gemach를 둘러싼 언어유희이다. 벤야멘타 양의 주문에 따라 그 모습을 바

꾸던 ‘방 das Gemach’은 내실 경험의 맨 막바지인 ‘휴식의 방’에 이르러 돌연

‘불쾌감 das Ungemach’이라는 감정을 호출한다. 그런데 언어유희의 관점에서

보면 ‘방’이라는 공간과 ‘불쾌감’이란 느낌의 조우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

다. 이는 오히려 자동적이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불쾌감 das

Un-gemach’이란 독일어 단어는 ‘방 das Gemach’이란 명사의 직접적인 부정형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의를 끄는 것은 ‘Gemach’이라

는 단어가 ‘방’이라는 명사 이외에도 ‘안락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이렇듯 ‘Gemach’라는 단어가 ‘방’과 ‘안락하게’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포개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방 das Ungemach’이라는 공간과 ‘불쾌

감 das Ungemach’이라는 감정 사이의 거리는 더욱 더 줄어들게 된다. 이들은

사실 서로 인접해있는 것이다.

이처럼 ‘휴식의 방’에서 안락함을 느끼다가 불쾌감에 빠져버린 야콥은 역설적

이게도 바로 이 ‘불쾌함’ 덕분에 이 내실 경험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선생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진득거리고 불쾌하기 그지없는 의혹의 강에서 헤엄을 치

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상실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벤야멘타 양이 아직 내 곁

에 있는지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이 모든 환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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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을 불러낸 마법사, 벤야멘타 양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홀로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강물이 입 속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아,

이 불쾌감이라니.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그리고 음란한 편안함에 빠졌던 것을

통렬히 후회했다. 그 순간 나는 벤야멘타 학원의 어두운 교실에 다시 돌아와 앉

아 있었다.”172) 이처럼 벤야멘타 공주의 마력이 집약되어 있는 ‘내실’이라는 공

간은 안락함, 나아가 신화적 세계에 도취된 꿈의 상태와 연결되는 반면, ‘불쾌

감’은 이 세계로부터 깨어남과 연결된다. 달리 말하자면 신화가 가진 이중적 힘

에 대한 알레고리인 ‘내실’ 일화는 “도취를 통한 자아의 이완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꿈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생산적이고 생동하는 경험이기도 하

다173)”라는 벤야민의 테제와 정확히 맞물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깨어남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너부러져 있는 언어

들 간의 조응, 달리 말하자면 ‘의도치 않게’ 구사된 ‘언어 황무지화

Sprachverwilderung’ 기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실’ 이야기는 신화와의 첨예한

대결 과정 속에서 발견된 독특한 언어 기법으로 이루어진 발저식 ‘동화’의 본령

을 구현하고 있다. 마치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야콥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내실’ 일화를 끝맺는다.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의 문화인으로서가 아니라 마

치 동화 속 인물처럼 사는 것이다.”174) (인용자 강조) 이처럼 야콥은 내실 경

험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발저의 ‘동화’ 속 인물은 벤야민의

언급에서와 같이175) 신화 속에 침잠하면서도 신화의 고통으로부터 깨어나기 위

해 매번 부단히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

172) “kaum hatte sie zu Ende gesprochen, da schwamm ich in einem dickflüssigen, höchst 

unangenehmen Strom von Zweifel. Durch und durch entmutigt, wagte ich gar nicht, 

mich umzuschauen, ob sie noch neben mir sei. Nein, die Lehrerin, die Hervorzauberin 

all dieser Erscheinungen und Zustände, war verschwunden. Ich schwamm ganz allein. 

Ich wollte schreien, aber das Wasser drohte mir in den Mund zu laufen. O dieses 

Ungemach. Ich weinte, und ich bereute bitter, mich der lüsternen Bequemlichkeit 

hingegeben zu haben. Da plötzlich saß ich wieder im Institut Benjamenta, in der 

dunkelnden Schulstube, […].” (JvG 102 f.)

173) W. Benjamin: Der Sürrealismus.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297: “Diese Lockerung des Ich durch den Rausch ist eben zugleich die 

fruchtbare, lebendige Erfahrung, die diese Menschen aus dem Bannkreis des Rausches 

heraustreten ließ.”  

174) “ich lebe dann wie in einem Märchen und nicht mehr als Kulturmensch in einem 

Kulturzeitalter.” (JvG 103)

175)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1. Frankfurt a. M. 1978, S. 129: “Sie[Walsers Figuren] kämpfen noch, sich von dem 

Leiden zu befreien. 발저의 인물들은 [신화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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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화적 인물

1) 야콥과 생도들

그렇다면 야콥을 비롯한 생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신화적 인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까?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학생들은 얼핏 보아선 이해하기 어렵고, 심

지어 그들을 굳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그려진다. 야콥은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자신을 포함

한 생도들이 훗날 예외 없이 아주 미미한 존재, 누군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

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동료 생도들에 대한 야콥의 기록들을 살펴보

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무런 개성도, 의식도 없는 ‘미숙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들은 ‘하인’이 되기 위해 이곳에 모였지만, 기실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라

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인다. 가령 훈련생들 가운데 가장 작고 어린 ‘하인리

히 Heinrich’는 지금까지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아이

처럼, 의식이나 성격이 완전히 결여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다만 반듯하고 공

손하며 일할 준비가 되어있을 뿐이다. 하인리히는 흡사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에게 손을 내어주는 한 마리 사근사근한 ‘새 Vogel’와 같다.176) 병약하고 잘

토라지는 성격의 소유자 ‘샤흐트 Schacht’ 또한 몽상에 젖어 늘 불평불만만을

늘어놓는 인물이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야콥과 허튼소리를 주고받으며 견뎌

낸다.177) 폴란드 출신인 ‘실린스키 Schilinski’ 역시 명민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176) Vgl. JvG 10: “Er[Heinrich] besitzt keinen Charakter, denn er weiß noch gar nicht, 

was das ist. Gewiß hat er noch nie über das Leben nachgedacht, und wozu? Er ist 

sehr artig, dienstfertig und höflich, aber ohne Bewußtsein. Ja, er ist wie ein Vogel. 

Das Trauliche gelangt an ihm überall zum Vorschein. Ein Vogel gibt einnem die Hand, 

wenn er sie gibt, ein Vogel geht so und steht so. Alles ist unschuldig, friedfertig und 

glücklich an Heinrich. 그[하인리히]에게는 개성이 없다. 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그는 

아직 모를 것이다.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음에 틀림없다. 하긴 

깊은 생각이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그는 반듯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손하다. 다만 

의식이 없다. 그렇다, 그는 한 마리 새와 같다. 사근사근함이 온몸에서 배어 나온다. 새는 누군

가 손을 내밀면 그에게 손을 내어준다. 새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견딘다. 하인리히는 티 

하나 없이 순진무구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하다.”

177) Vgl. JvG 14 f.: “Es ist hübsch, sich mit dem träumerisch angehauchten Schacht zu 

unterhalten. Er scheint alles zu verstehen, was man ihm sagt, und er selber sagt von 

Zeit zu Zeit etwas Bedeutsames. Und dann klagt er öfters, und das liebe ich 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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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모자란’ 인물로 묘사된다.178)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는’ 훈련생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명

랑하며 쉽게 호감을 사는 인물들이기도 하다.179) 예컨대 사람들은 우락부락한

인상에다 알아듣기 힘든 농부의 말투를 구사하는 ‘한스 Hans’에게서 어쩐지 ‘아

득하고 가벼운 ein wenig fern und leicht’ 무언가를 느낀다. 또한 “그들은 한스

를 아주 편안하게 대한다. 한스에게는 감당하기 힘겨운 감정들을 일깨우는 구석

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 나오는 농부의 아들. 태곳적부터 독

일적인, 기분 좋은 무엇인가가 그를 얼핏 처음 보는 순간부터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온다.”180) 또한 ‘무지하고, 아무 쓸모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인 키다리

‘페터 Peter’에게서 야콥은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애정을 느낀다.

Unterhaltung. […] Wir reden Dummheiten miteinander, oft auch Ernstes, aber unter 

Vermeidung großer Worte. Schöne Worte sind viel zu langweilig. Ah, an den 

Zusammenkünften mit Schacht in der Kammer merke ich es: wir Zöglinge des Instituts 

Benjamenta sind zu einem oft halbtagelangen seltsamen Müßiggang verurteilt. 몽상에 젖

어 있는 샤흐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죄다 이해하는 것 같다. 때로는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그는 거의 예

외 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가 늘어놓는 불평을 듣는 일이 나는 좋다. […] 우리는 허

튼소리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도 많지만 그럴 때도 거창한 말들은 

쓰지 않는다. 근사한 말들은 너무 따분하다. 아, 방 안에서 샤흐트와 함께 지내며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벤야멘타 학원의 우리 생도들은 종종 반나절이 다 가도록 늘어지는 기묘한 무위

를 견디는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 말이다.”

178) Vgl. JvG 24: “Recht karg steht es mit seinen[Schilinskis] Geistesgaben. Er besitzt 

absolut keinen Scharfsinn, und von Feinsinn oder dergleichen darf man bei ihm nicht 

reden. Und doch ist er durchaus nicht dumm, beschränkt vielleicht, aber ich nehme 

dieses Wort nicht gern in den Mund, wenn ich an meine Schulkameraden denke. 그[실

린스키]가 지닌 지적 재능은 정말로 보잘것없다. 그에게 명민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섬세한 감각 같은 것들을 그에게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절대로 바보는 아니다. 약간 모

자란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학우들을 두고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싶지는 않

다.” 

179) Vgl. JvG 92: “Wir Zöglinge hoffen nichts, ja, es ist uns streng untersagt, 

Lebenshoffnungen in der Brust zu hegen, und doch sind wir vollkommen ruhig und 

heiter. Wie mag das kommen? Fühlen wir über unsern glattgekämmten Köpfen etwas 

wie Schutzengel hin und her schweben? Ich kann es nicht sagen. Vielleicht sind wir 

heiter und sorgenlos aus Beschränktheit. Auch möglich. 우리 훈련생들은 바라는 것이 아

무것도 없다. 그렇다, 삶의 희망들을 가슴속에 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느긋하고 밝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지런히 

빗질된 머리 위로 수호천사라도 날아다닌다고 느끼는 것일까?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밝고 걱정 없이 지내는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180) “Man nimmt ihn ganz leicht, weil er nichts hat, das schwer zu ertragen wäre, weil es 

Empfindungen wachriefe. Der Grimmsche Märchenbauernjunge. Etwas Uralt-Deutsches und 

Angenehmes, verständlich und wesentlich auf den ersten, flüchtigen Blick.” (Jv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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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는 우리 생도들 가운데 단연코 가장 멍청하고 둔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나

의 소박한 마음은 그에게 상장과 화환을 수여해주고 싶다. 멍청한 사람들이 내게

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지식과 재치로 번쩍

거리고, 자신을 과시해대는 인간들을 나는 증오한다. 영리하고 약아빠진 인간들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공포다. 그에 비하면 페터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는 키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만으로도 멋지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이유는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의 착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멋진 신사이며

고상하고 우아한 한량의 외모를 지녔다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는 것이다.

Peter ist ganz entschieden der Dümmste und Unbeholfenste unter uns Eleven,

und das belegt und bekränzt ihn in meinen unmaßgeblichen Augen mit

Auszeichnungen, denn unglaublich lieb sind mir die Dummen. Ich hasse das

alles verstehenwollende, mit Wissen und Witz glänzende und sich

breitmachende Wesen. Verschmitzte und gewitzigte Menschen sind mir ein

unnennbarer Greuel. Wie nett ist doch gerade in diesem Punkt Peter. Schon,

daß er so lang ist, zum Mittenentzweibrechen lang, ist schön, aber noch viel

schöner ist die Gutherzigkeit, die ihm beständig einflüstert, er sei Kavalier und

habe das Aussehen eines edlen und eleganten Verbummelten. (JvG 41 f.)

이렇듯 생도들의 하찮은 겉모양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기품과 천진난만한 기

운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이제 막 벤야멘타 학교에 입학한 야

콥으로 하여금 ‘선한 마음씨’ 또는 ‘태곳적의 기분 좋은 무언가’에 대한 아득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생도들에게 속한 것, 가령 “미완의 몸짓이나, 예상치

못한 고상함, 판단과 취향에 나타나는 일종의 수학적 대담함과 그들의 팔다리에

깃든 가벼운 민첩함 그리고 달변의 능력은 이들이 상보적인 세계에 속해 있음

을 보여주며, 잃어버린 시민권이나 불가침의 다른 영역을 암시하는 것이다.”181)

(인용자 강조) 그리고 야콥은 이러한 ‘고상하면서도 강력한 인간적 교양

anmutige, kräftige menschliche Bildung’(JvG 25)의 절정을 ‘크라우스 Kraus’에

게서 발견한다.

181) Giorgio Agamben: Die Gehilfen. In: Giorgio Agamben: Profanierungen. Frankfurt a. M. 

2005, S. 24: “[…] eine unvollendete Geste, eine unvermittelte Grazie, eine gewisse 

mathematische Verwegenheit in den Urteilen und im Geschmack, eine luftige 

Behendigkeit der Glieder und eine Wortgewandtheit, zeugt von ihrer Zugehörigkeit zu 

einer komplementären Welt, spielt auf eine verlorene Bürgerschaft oder ein 

unverletzliches Andersw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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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크라우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매번 그에 대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 크라우스에게서는 교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아주 정확히 보게 된다. 크

라우스는 훗날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어디서나 유용한 인간으로, 그렇지만 교양

은 없는 인간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는 어디까지나 교양을 갖춘

인간이다. 그는 확고부동하고 온전한, 깨지지 않는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크

라우스야말로 인간적 교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주변에는 날개를 달고

속삭여대는 지식들이 날아다니지 않는다. 그 대신 무엇인가가 그의 내면에 들어

있다. 그는, 그는 그 무엇 위에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는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결코 누군가를 속이거나 헐뜯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이 수선스럽지 않음을 나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Der liebe Kraus! Immer zieht es mich in Gedanken wieder nach ihm hin. An

ihm sieht man so recht, was das Wort Bildung eigentlich bedeutet. Kraus

wird später im Leben, wohin er auch kommen wird, immer als brauchbarer,

aber als ungebildeter Mensch angesehen werden, für mich aber ist gerade er

durchaus gebildet, und zwar hauptsächlich deshalb, weil er ein festes, gutes

Ganzes darstellt. Man kann gerade ihn eine meschliche Bildung nennen. Das

flattert um Kraus herum nicht von geflügelten und lispelnden Kenntnissen,

dafür ruht etwas in ihm, und er, er ruht und beruht auf etwas. Man kann

sich mit der Seele selber auf ihn verlassen. Er wird nie jemanden hintergehen

oder verleumden, nun, das vor allen Dingen, dieses Nicht-Schwatzhafte, nenne

ich Bildung. (JvG 79)

‘재능들로 빛나지는 않지만, 타락하지 않은 선한 마음의 미광을 내비치고 있

는’182) 크라우스는 오로지 누군가의 시중을 들며 그에게 복종하는 일을 해나가

기를 원한다. 그는 결코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기꺼이 착취당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끄는 점은 크라우스가 수행하는 ‘완

벽히 섬기는 태도’가 그에게서 개성과 의지를 탈각시키고, 그를 점차 ‘영(零)

eine Null’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 감에도 불구하고―혹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인간과 사물을 그에게로 끌어당기는 일종의 중력장을 형성한다는 점이

다. 발저의 인물들에게는 모종의 신비한 중력 Gravitation이 작용하는데, 그러한

중력에 의해 야콥은 크라우스에게로, 벤야멘타 남매는 야콥에게로 끌어당겨진

182) Vgl. JvG 81: “Er[Kraus] glänzt nicht mit Gaben, aber mit dem Schimmer eines guten 

und unverdorbenen Her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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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콥은 크라우스에게서, 그리고 벤야멘타 남매는 야콥에게서 “타고난 낙천

성 natürlich[e] Fröhlichkeit”183)과 자유로움을 보기 때문일까?

벤야민은 로베르트 발저 비평문에서 발저가 빚어낸 이와 같은 인물유형에

는 일종의 계보가 있다고 언급한다. “주지하다시피 바로 게르만어권 문학에는

부랑아, 무일푼, 게으름뱅이, 그리고 영락한 주인공들이 보이는 몇몇 큰 특징들

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대가로 가장 먼저 크누트 함순이 칭송된다. 그

이외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창조한 아이헨도르프가 있고, 산도둑 인

물유형을 탄생시킨 헤벨이 존재한다. 발저의 인물들은 이와 같은 인물군에서 어

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들[발저의 인물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아무짝에

도 쓸모없는 자가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낭만적인

독일의 숲과 계곡 출신들이다. […] 그들은 가장 캄캄한 밤으로부터 온다. 말

하자면 베니스의 칠흑 같은 밤으로부터, 어쩌면 희미한 종이초롱 같은 희망의

불빛을 받으면서, 들뜬 광채가 빛나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슬픈 눈빛으로 온다.”184) (인용자 강조) 이처럼 발저의 인물들은 낭만적

독일의 숲과 계곡으로부터, 캄캄한 밤으로부터, 말하자면 ‘신화의 광기 aus dem

Wahnsinn des Mythos로부터’185) 걸어 나온다. 발저의 인물들은 ‘신화적 인물’

들로서 ‘신화적 공간’과 친화력을 갖는 것이다. 이때 야콥을 비롯해 생도들을 수

식하는 ‘신화적’이라는 형용사는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이중적 속성과 조응한다.

생도들은 신화적 폭력에 매몰되어 있는 인물이면서도, 이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즉 도래할 공동체를 예비하는 지혜를 신화적 세계로부터 수혈 받고 있

는 인물들이기도 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야콥은 동료 하인리히, 샤흐트, 실린스키, 한스, 페터 등과

함께 ‘신화에서 갓 깨어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은 어떻게

183) Giorgio Agamben: Warum war und ist Robert Walser so wichtig?. In: robert walser 

mikrogramme das kleine welttheater. (http://www.mikrogramme.de/e945/e935)

184)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8: “Es gibt bekanntlich gerade im germanischen 

Schrifttum einige große Prägungen des windbeutligen, nichtsnutzigen, tagediebischen 

und verkommenen Helden. Ein Meister solcher Figuren, Knut Hamsun, ist erst kürzlich 

gefeiert worden. Eichendorff, der den Taugenichts, Hebel, der den Zundelfrieder 

geschaffen hat, sind andere. Wie machen sich Walsers Figuren in dieser Gesellschaft? 

Und wo stammen sie her? Woher der Taugenichts, das wissen wir. Aus den Wäldern 

und Tälern des romantischen Deutschland. […] Sie kommen aus der Nacht, wo sie am 

schwärzesten ist, einer venezianischen, wenn man will, von dürftigen Lampions der 

Hoffnung erhellten, mit etwas Festglanz im Auge, aber verstört und zum Weinen 

traurig.”

185)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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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신화로부터 이제 막 깨어난 것일까?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

다. 그렇다면 누가 신화, 즉 광기(마법)의 세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가? 다시

말해 신화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깨어나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앞서의 논의를

참조해서 말하자면, 그는 바로 미메시스적 능력을 최대치로 쓰는 사람이다. 그

렇다면 미메시스적 능력을 최댓값으로 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화적 세계의 폭력적인 힘인 ‘운명 Schicksal’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 순간 순간

마다 세계의 결을 거슬러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온전히 자아를 비우고 모

든 것 대해 완전히 ‘수동적’일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이 ‘완전한 수동성

völlige Passivität’이란 능동성과 반대되는 수동성, 다시 말해 상대적인 수동성

을 뜻하지 않는다. 이 수동성은 자아의 일말의 의지도 포함하지 않는 극한의 수

동성으로서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들이 무(無), 즉 죽음에 직면해 있음을 아는

피조물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186) 따라서 이러한 수동성에 깊이 침잠해

있는 인물들은 명령을 들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듣기도 전에

복종한다. 그에게는 명령을 ‘떠맡는다’는 일말의 능동적 계기마저도 탈각되어 있

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백치의 유전자를 야콥 폰 군텐에서 다름 아닌, 크라우

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크라우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기사다. 그는 사실 중세시대에 태어났어

야 할 인물이다. 12세기가 그 앞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무척 애석한 일이다.

그는 충성, 헌신, 그리고 겸손한 이타적 친절 그 자체다. […]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벤야멘타 양에게 건네는 자가 누구인가? 집 밖으로 장

을 보러 뛰어가는 것은 누군가? 장바구니를 들고 벤야멘타 양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은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도와 부엌을 빛이 나도록 닦는 것은 누군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 그토록

멋지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Kraus ist Ritter von Kopf bis zu Fuß. Er gehört eigentlich ins Mittelalter, und

es ist sehr schade, daß ihm kein zwölftes Jahrhundert zur Verfügung steht. Er

ist die Treue, der Diensteifer und das unauffällige, selbstlose Entgegenkommen

selber. […] Wer hebt das Fallengelassene vom Boden auf und reicht es

eichhornhaft schnell dem Fräulein? Wer springt zum Haus hinaus auf

186) Vgl. JvG 140: “Ich[Jakob] glaube, alles, alles ist schwach, alles muß wie Würmer 

zittern. Nun ja, und diese Erleuchtung, diese Gewißheit macht mich zum Krösus, das 

heißt zum Kraus. 난[야콥은] 만물이, 만물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약하기 때문에 모두 

벌레처럼 떨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확신이 나를 갑

부로 만든다, 즉 크라우스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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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issionen? Wer trägt der Lehrerin die Markttasche nach? Wer scheuert

die Treppe und Küche, ohne daß man es ihm hat befehlen müssen? Wer tut

das alles und frägt nicht nach Dank? Wer ist so herrlich, so gewaltig in sich

selbst froh? (JvG 49)

또한 크라우스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완벽한 고독이다.187)188) 자연은 이 인물

을 난쟁이같이 찌그러뜨리고 볼품없이 만들어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킴과 동시에

그를 외적 성공들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는 추한 육체의 옷을 입고 완벽한 섬김

과 순종의 극치를 보여준다.189) 그리하여 그의 삶은 하나의 질서로 빛나게 되는

187) Vgl. JvG 122: “Finster saß er am Tisch und sprach zu niemandem ein Wort. […], er 

sagt nur nichts, nur sich sagt er es. 어둠 속에서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다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이다. 혼자 곰곰이 생각할 뿐이다.”

188) 야콥 폰 군텐에서 묘사되고 있는 크라우스의 모습은 벤야민이 도스토옙스키 Fyodor 

Dostoevskii (1821–1881)의 백치의 주인공 뮈시킨 공작을 분석한 다음의 구절들을 연상시

킨다. Vgl. W. Benjamin: »Der Idiot« von Dostojewskij.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238: “Sein Leben verstreicht nutzlos, auch noch in 

seiner besten Zeit gleich dem eines untüchtigen kränkelnden Menschen. Es versagt 

nicht allein am Maßstab der Gesellschaft, auch sein nächster Freund - wenn es nicht 

so tief in dem Geschehen begründet wäre, daß er keinen hat - könnte keine Idee und 

kein richtendes Ziel in seinem Leben finden. Dagegen umgibt ihn fast ohne daß es 

auffällt die völligste Einsamkeit: alle Beziehungen, die ihn betreffen, scheinen bald in 

das Feld einer Kraft einzutreten, die ihnen das Nähern verbietet. Bei völligster 

Bescheidenheit, ja Demut dieses Menschen ist er ganz unnahbar und sein Leben strahlt 

eine Ordnung aus, deren Mitte eben die eigene, bis zum Verschwinden reife 

Einsamkeit ist. In der Tat ist damit ganz Seltsames gegeben: alle Geschehnisse, so 

entfernt sie auch von ihm verlaufen mögen, besitzen eine Gravitation auf ihn zu, und 

dieses Gravitieren aller Dinge und Menschen gegen den Einen macht den Inhalt des 

Buches aus.” (국역본 발터 벤야민: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집9. 최

성만 옮김. 길 2012, 161-162면 참조: “그의 삶은 튼튼하지 못하고 병약한 사람처럼 쓸데없

이 흘러가는데 절정의 나이에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의 삶은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실패

한 것만이 아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도―그가 친구가 없는 깊은 이유가 소설 속 사건 때문

이 아니라면―그의 삶에서 아무런 구상이나 정해진 목표도 찾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거의 눈

에 띄지 않게 완전한 고독이 그를 감싸고 있다. 그가 맞닥뜨리는 관계들은 하나같이 접근을 불

허하는 어떤 역장 속으로 곧장 들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인품이 지극히 겸손하고 심지어 비굴

한데도 그는 전혀 접근할 수 없고 그의 삶은 그 중심에 바로 자신의 고독, 사라져버릴 듯이 성

숙한 고독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질서를 발산한다. 실제로 이로써 매우 특이한 것이 주어져 

있다. 즉 모든 사건은 그것이 제아무리 그 사람으로부터 머리 떨어져 진행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중력을 지니고 있고, 이처럼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한 중력 속에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내용을 이룬다.”) 

189) Vgl. JvG 80 f.: “Ich verstehe jetzt auch, warum Kraus keine äußern Vorzüge, keine 

körperlichen Zierlichkeiten besitzt, warum ihn die Natur so zwerghaft zerdrückt und 

verunstaltet hat. Sie will irgend etwas mit ihm, sie hat etwas mit ihm vor, oder sie hat 

von Anfang an etwas mit ihm vorgehabt. Dieser Mensch ist der Natur vielleicht zu 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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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크라우스는 마치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만족 Zufriedenheit’이라는 말

위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다.190)

신화에서 완전히 깨어나 있는 크라우스라는 인물을 위시하여 ‘갓’ 깨어난 다

른 생도들은 이 신화적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왕비―벤야멘타 원장과 리자 벤

야멘타 양―를 보필한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 없는 혁명군들이다. 그들은 벤야

멘타 오누이로 하여금 이 세계의 무거운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조력함과 동

시에 이들이 가진 힘을 훔쳐낸다. 그런데 이들이 취하는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읊조리는 완고한 주장과 철

저한 무위의 태도로 점철되어 있다. 설사 그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행동은 철저하게 ‘사념 없는 복종에서 aus all dem gedankenlosen

Gehorsam’(JvG 36) 비롯된다. 그들은 어떠한 전망도 없이 복종한다. 그 일들을

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과연 합당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생도들은 흡사 ‘불가사의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힘들고 거친 일들을 척척 해냈다는 동화 속 작은 요정들’191)과

같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인의 몸짓은 사라지는 것, 잃어버린 것, 혹은 망각된

모든 것―가령 상보적인 세계, 혹은 광기 이전의 세계―을 호명한다. “하인은

이러한 잊을 수 없는 것의 텍스트를 한자 한자씩 읽어내 귀머거리의 언어로 번

역한다. 그래서 하인의 몸짓은 집요하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한 배우와 같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존재는 회복될 여지도 없이 애매모호한 것이다. 왜냐하면

gewesen, und deshalb hat sie ihn in einen unansehnlichen, geringen, unschönen Körper 

geworfen, um ihn vor den verderblichen äußern Erfolgen zu bewahren. […] Vielleicht 

freut sie sich des anmutlosen Meisterwerkes, das sie hervorgebracht hat, und wirklich, 

sie hätte Ursache, sich zu freuen, denn dieser ungraziöse Kraus ist schöner als die 

graziösesten und schönsten Menschen. 크라우스가 외모의 장점들, 신체적인 우아함을 지니

지 못한 이유, 왜 자연이 그를 그렇게 난쟁이같이 찌그러뜨리고 볼품없이 만들었는지를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은 그를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뭔가를 계획하고 있

다. 자연은 처음부터 그를 데리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크라우스라는 인간은 

자연에게 너무나 순수한 존재였을 것이고, 그 때문에 자연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외적 성공들로

부터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를 볼품없고, 왜소하고, 추한 육체 속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다. 

[…] 자연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품 없는 걸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연은 즐거워할 만한 이유를 정말 가졌을 수도 있다. 이 못생긴 크라우스가 가장 우아하고 아

름다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190) Vgl. JvG 7: “Kraus besitzt Grundsätze, er sitzt fest im Sattel, er reitet auf der 

Zufriedenheit, und das ist ein Gaul, den Personen, die galoppieren wollen, nicht 

besteigen mögen. 크라우스에게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안장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가 타고 있는 것은 만족이라는 말이다.”

191) “die märchenhaften Heinzelmännchen, die, wie es bekannt ist, alles Grobe und 

Mühselige aus reiner übernatürlicher Herzensgüte getan haben.” (JvG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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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패러디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

다.”192) 이렇듯 벤야멘타 학교의 생도들은 인간에게 죄의 굴레를 뒤집어씌우고

복종과 의무를 강요하는 신화의 광기(‘병’)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발저의 이야기에서 “몰락하는 삶의 신경과민

아니라 [광기로부터] 소생 중인 삶의 순수하고도 생기발랄한 분위기”193)를 느끼

게 된다. 또한 벤야민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즐기고자 한다. 그리고 그

들은 그런 일에 완전히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즐거움을 찾는 면에

서 매우 진기한 기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인물들은 또한 완전히

이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병으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사람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 [이렇듯 발저의 소설에서는] 회복

중인 자의 소생한 피의 맥박이 개울에서 물이 흐르듯 그에게서 솟구쳐 나오고,

사랑스러운 입술의 순결한 숨결은 우듬지에서 바람처럼 불어온다.”194) 그런데

‘사랑 Liebe’을 얻지 못한 백설공주―벤야멘타 양―가 끝내 잠에서 깨어나지 못

하자 그녀를 돌보던 일곱 난쟁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야콥은 끝내 ‘폐위된 왕’

―벤야멘타 원장―과 함께 황야로 떠나게 된다.

2) 벤야멘타 원장과 리자 벤야멘타 양

눈에 띄는 방식으로든 그렇지 않든 벤야멘타 하인학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

는 인물은 벤야멘타 남매이다. 생도들은 ‘거인 ein Riese’(JvG 17)과 같은 벤야

멘타 원장의 지도하에 놓여 있고, ‘천사 ein Engel’(JvG 34)와도 같은 리자 벤야

멘타 양을 보좌한다. 야콥이 이제 막 학교생활을 시작했을 때 벤야멘타 원장과

벌인 ‘별것 아니지만 아주 격렬한 사건 eine kleine, aber sehr heftige

192) Giorgio Agamben: Die Gehilfen. In: Giorgio Agamben: Profanierungen. Frankfurt a. M. 

2005, S. 29: “Er[Der Gehilfe] buchstabiert den Text des Unvergeßlichen und übersetzt 

ihn in die Sprache der Taubstummen. Daher sein beharrliches Gebärdenspiel, daher 

sein unerschütterliches Mimengesicht. Daher auch seine unheilbare Zweideutigkeit. 

Denn vom Unvergeßlichen wird nur die Parodie gegeben.” 

193)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9: “nicht die Nervenspannung des dekadenten, 

sondern die reine und rege Stimmung des genesenden Lebens” 

194) Ebd.: “Sie wollen sich selber genießen. Und dazu haben sie ein ganz ungewöhnliches 

Geschick. Sie haben auch darin einen ganz ungewöhnlichen Adel. Sie haben auch dazu 

ein ganz ungewöhnliches Recht. Denn niemand genießt wie der Genesende. […] das 

Strömen seines erneuerten Blutes klingt ihm aus Bächen und der reinere Atem der 

Lippen aus Wipfeln entg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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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ene’(JvG 18)은 거인의 권위와 난쟁이의 참담한 패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서 입도 뻥긋하기 전이었다. “다시 밖으로 나가거라.

예의바른 사람처럼 방에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봐.” 그가 엄하게 말했다.

나는 방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문을 노크했다. 노크하는 것을 새까맣게 잊었던 것

이다. “들어오너라”라는 대답이 들리고 나서 나는 안으로 들어가 가만히 서 있었

다. “인사는 어디로 갔지? 내 방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 선생

님.” […] “더 큰 소리로 못하나, 이 한심한 놈.” 벤야멘타 씨가 소리쳤다. 나는

“안녕하십니까, 원장 선생님”이라는 인사를 다섯 번이나 되풀이해야만 했다. […]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번개와 천둥이 멀리에서부터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나는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숙여 절을 했다.

Ich trat zu ihm ins Kontor, aber ich kam nicht dazu, meinen Mund zu öffnen.

«Geh wieder hinaus. Versuche, ob es dir möglich ist, wie ein anständiger

Mensch ins Zimmer einzutreten», sagte er streng. Ich ging hinaus, und dann

klopfte ich an, was ich ganz vergessen hatte. «Herein», rief es, und da trat

ich ein und blieb stehen. «Wo ist die Verbeugung? Und wie sagt man, wenn

man zu mir eintritt?» - Ich verbeugte mich und sagte in kümmerlicher

Tonart: «Guten Tag, Herr Vorsteher.» […] «Lauter reden, Bösewicht», rief

Herr Benjamenta. Ich mußte den Gruß «Guten Tag, Herr Vorsteher» fünfmal

wiederholen. […] Es war mir, als ob ein furchtbares unverständliches Gewitter

mir von ferne drohe. Ich verbeugte mich tief, fast bis herab zur Erde, vor

demjenigen, der mir gar keine Beachtung mehr schenkte, […]. (JvG 18 ff.)

하지만 벤야멘타 원장의 ‘위엄’은 이내 퇴색되어버리고 만다. 원장실을 나선

야콥이 느끼는 감정은 ‘모욕감’이 아니라 그에 대한 ‘동정심’이기 때문이다. “그

런데 나는 그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마음이 아팠을 뿐이다. 그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원장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우리

소년들과 함께 단조로이 살아가고 있는 그에 대해, 그들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와 그의 누이동생에 대해 늘 생각한다.”195) 이처럼 벤야멘타 남매가 지배하는

왕국은 그들의 힘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영화로운 땅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195) “[…] und es hat mich nicht einmal beleidigt. Nur weh hat es mir getan, und nicht 

um mich selber, sondern um ihn, den Herrn Vorsteher. Ich denke eigentlich immer an 

ihn, an beide, an ihn und Fräulein, wie sie so dahinleben mit uns Knaben.” (Jv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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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멘타 하인학교는 애초부터 누군가와 겨룰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대도시의

낙오자들이 모여든 도피처이자, 이러한 낙오자들의 동정을 받는 몰락한 왕의 유

배지와 같다. 특히 벤야멘타 원장이 겪었을 폐위(廢位)의 사건은 야콥에게 어렵

지 않게 간파된다. “그가 과거에 파란만장한 삶과 큰 불행을 겪었으리라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진다. […] 벤야멘타 씨의 얼굴과 손(내가 이미 감촉을 느껴보았

던)은 마디가 불거진 뿌리들, 비극적 순간에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도끼들에 맞

서 저항해야만 했던 뿌리들과 흡사하다.”196) 이렇듯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에게

치명적인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들을 직감한다. 여기서 이 사건

들이란 이성을 통해 신화로부터의 해방을 모색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을 연상시

킨다. 그리고 ‘마디가 불거져 나온 뿌리들’은 이성의 도끼날로 베어진 신화적 세

계의 힘, 다시 말해 실추되어버린 신화적 권위를 암시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의 물살에 휩쓸려나간 신화적 세계의 잔뿌

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 작고 초라한 벤야멘타 학교 안에 자신의 은둔처를

마련한다. 그리고 신화의 연약한 생명력은 ‘백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그 본래의 힘을 회복한다. 거꾸로 이 백치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뭔가 기묘한 사정들 때문에 죽음과 유사한 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는 교사들을

대신하여’ 유일하게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리자 벤야멘타 양

이다.197) 그녀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전(全) 시대적인 꿈을 꾸고 있다.198) 그

196) “man ahnt hinter diesem Menschen schwere Schicksalswege und -schläge, […] 

Herrn Benjamentas Gesicht und Hand (die ich schon zu spüren bekommen habe) haben 

Ähnlichkeit mit knorrigen Wurzeln, mit Wurzeln, die zu irgendeiner traurigen Stunde 

schon irgendwelchen unbarmherzigen Beilhieben haben widerstehen müssen.” (JvG 44)

197) Vgl. JvG 9: “An Stelle der Lehrer, die aus irgendwelchen sonderbaren Gründen 

tatsächlich totähnlich daliegen und schlummern, unterrichtet und beherrscht uns eine 

junge Dame, die Schwester des Herrn Institutvorstehers, Fräulein Lisa Benjamenta. 뭔

가 기묘한 사정들 때문에 실제로 죽음과 유사한 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는 교사들을 대신하여 

젊은 숙녀 한 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한다. 그녀는 원장 선생님의 누이동생인 리자 벤야멘

타 양이다.”

198) Vgl. JvG 58: “Entweder sind die Lehrer unseres Institutes gar nicht vorhanden, oder sie 

schlafen noch immer, oder sie scheinen ihren Beruf vergessen zu haben. Oder streiken sie 

vielleicht, weil man ihnen die Monatslöhne nicht ausbezahlt? Wunderliche Gefühle ergreifen 

mich, wenn ich an die armen Eingeschlummerten und Geistesabwesenden denke. Da sitzen 

sie nun, oder kauern an den Wänden eines extra für die Ruhebedürftigen eingerichteten 

Zimmers. 우리 학원에는 선생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은 아직도 잠만 자고 있

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싶다. 월급을 받지 못해 파

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들어 있는 이 불쌍한 이들과 얼이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생

각하노라면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저기 그들이 앉아 있다. 요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방의 벽 쪽에 웅크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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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꾸는 꿈의 이름은 세계를 뒤덮고 있는 또 다른 신화, 즉 ‘계몽의 신화’이

다. 반면 리자 벤야멘타 양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혹은 잃어버린―

신화적 형상처럼 묘사된다. 그녀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유령 ein Geist’(JvG 71)

이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아름답고 연약한 여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풍성한 칠흑의 머리카락은 또 어떠한가. […] 그녀의

두 눈!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나락의 공포와 심연이 있다. 반짝

이는 검은 눈동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하며, 낯익은 동시에 낯선 느낌을 준다. 눈썹은 금세라도 찢어질 듯

얇고, 둥근 모양으로 아주 길게 그려져 있다. 눈썹을 쳐다보노라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것은 병적으로 창백한 저녁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 같다. 가

느다랗지만, 그래서 더 깊이 찔린 상처 같다. 마음을 도려낸 상처. 그녀의 뺨은

어떤가! 소리 없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그녀의 뺨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이해받지 못한 연약함과 사랑스러움이 그곳에서 서럽게 울고 있다. 이따금

희미하게 빛을 내는 뺨의 하얀 눈 위로 나지막하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붉은

빛이, 불그레하고 수줍어하는 삶이, 태양이, 아니, 그런 태양의 희미한 잔영만이

나타난다.

Wie schön sie ist. Welch eine üppige Fülle von tiefschwarzen Haaren. […]

Diese Augen! Sieht man sie einmal, so blickt man in etwas Abgrund-Banges

und Tiefes hinein. Diese Augen scheinen in ihrer glänzenden Schwärze nichts

und zugleich alles Unsagbare zu sagen, so bekannt und so unbekannt zugleich

muten sie an. Die Augenbrauen sind bis zum Zerreißen dünn und rund

darüber gezeichnet und gezogen. Wer sie betrachtet, fühlt Stiche. Sie sind wie

Mondsicheln an einem krankhaft blassen Abendhimmel, wie feine, aber um so

stechendere Wunden, innerlich schneidende. Und ihre Wangen! Das stille

Sehnen und Zagen scheint Feste darauf zu feiern. Unverstandene Zartheit und

Zärtlichkeit weint darauf auf und nieder. Zuweilen erscheint auf dem

schimmernden Schnee dieser Wangen ein leises bittendes Rot, ein rötliches,

schüchternes Leben, eine Sonnne, doch nein, nur der schwache Abglanz einer

solchen. (JvG 72)

이렇듯 벤야멘타 양은 온 몸으로 자신이 지닌 ‘연약함과 사랑스러움’을 주장

한다. 그리고 그녀의 섬약함이 생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상실감을 느끼는 법

과 견디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이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곳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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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멘타 학교에서는 상실감을 느끼는 법과 견디는 법을 배운다. 나는 그것이 일

종의 능력,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유능하고 아

니고를 떠나서 그저 덩치 큰 아기, 칭얼대기만 하는 울보로 남을 것이다. […]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

닌 가치이다. 그래, 우리는 기다린다. 말하자면 저 인생의 소리에, 사람들이 세

계라고 일컫는 저곳에, 폭풍우 몰아치는 저 바다에 귀 기울인다.”199) 이렇듯 생

도들은 자신의 자아를 비우고, 세계의 미세한 운동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진정한 ‘피조물’의 윤리를 학습한다. 그런데 이 훈련의 기묘한 점은 생도들이 자

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한껏 껴안을수록, 그들이 더욱 더 사랑스러워진다

는 데에 있다. 그들은 훈련을 거듭할수록 연약함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리자 벤야멘타 양을 닮아간다. 그리고 어느덧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과 벤

야멘타 양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기에 이른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 기묘한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벤야멘타 원장이 야콥에게 들려주는 진기한 세

레나데는 다음과 같다. “믿을 수 있겠니. 네게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느낌이 네 앞에서 그럴듯하고 기분을 북돋워주는 해명과 고

백을 정신없이 쏟아내도록 아주 강력하게 유혹한단다. 마음만 먹으면 짓밟아버

릴 수도 있는 불쌍한 어린아이인 네 앞에서, 너의 주인인 내가 지금 이러고 있

는 것처럼 말이야. 손 좀 줘봐. 그렇지. 넌 내가 너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끔 만

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나도 너를 매우 존경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에

게 그 말을 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너 나의 친구, 내

어린 벗이 되어주겠니? 부탁이다, 그렇게 해다오.”200) 벤야멘타 양의 고백은 더

욱 노골적이다. “말해봐, 야콥,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니? 내가 너의 가슴에,

너의 젊은 마음에 어떤 의미가 있지? […] 너 나를 존경하니?”201)

199) “Man lernt hier im Institut Benjamenta Verluste empfinden und ertragen, und das ist 

meiner Meinung nach ein Können, eine Übung, ohne die der Mensch, mag er noch so 

bedeutend sein, stets ein großes Kind, eine Art weinerlicher Schreihals bleiben wird. 

[…] Das eine weiß ich bestimmt: wir warten! Das ist unser Wert. Ja, wir warten, und 

wir horchen gleichsam ins Leben hinaus, in diese Ebene hinaus, die man Welt nennt, 

aufs Meer mit seinen Stürmen hinaus.” (JvG 92 f.) 

200) “«Man mutet dir, glaubst du das, Edelsinn zu, und da reizt es einen ganz mächtig, 

sich vor dir in schönen, wohltuenden Erklärungen und Geständnissen zu verlieren, so 

zum Beispiel ich, dein Herr, vor dir, meinem jungen armen Wurm, den ich, wenn’s 

mich gelüstete, zermalmen könnte. Gib mir die Hand. So. Laß mich dir sagen, daß du 

es verstanden hast, mir Respekt vor dir abzunötigen. Ich achte dich hoch, und - ich - 

darf - es dir sagen. Und nun habe ich eine Bitte an dich: willst du mein Freund, mein 

kleiner Vertrauter sein? Ich bitte dich, sei es.»” (JvG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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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화 속에서 에너지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벤야멘타 하인학

교는 더 이상 퇴락의 징조를 감출 수 없게 된다. “그렇다, 그거다, 이곳에서 은

밀히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것과 자연스러운 그 무엇이다.

우리 모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우리 모두는 이미 거의 다른 곳에 살

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우리는 임시로 이곳에서 호흡을 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거침없는

에너지와 같은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날개를 펄럭인다.”202) “이곳은 마치 ‘마지

막 날’을 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것이다.”203) 그리고 마침내 벤야멘타 양이

죽음을 맞이하자, 벤야멘타 하인학교는 급격한 파국을 맞게 된다. 특히 백설공

주 Schneewittchen 이야기의 결말과 대조적으로 ‘사랑 Liebe’(JvG 145)을 찾지

못했기에 숨을 거두게 되는 벤야멘타 양은 시대의 합리적 면모들 앞에서 시들

어간 ‘연약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의 종말을 암시한다. 그녀는 그녀를 붙잡아야

했던 사람들의 ‘몰이해 Unverständnis’와 신중하고 명민하다는 사람들의 ‘망상

Wahn’,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무언가를 제대로 좋아하지 못하는 자

들의 ‘무정함 Lieblosigkeit’으로 인해 파멸해간 것이다.204) 그런데 신화 속 공주

의 삶은 시대적 무관심과 비정함 속에서 끝내 꺼져버리지만, 그녀는 자신이 손

수 숨결을 불어넣은 벤야멘타 학교의 생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이러

한 까닭에서인지 야콥은 그녀의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비통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야콥은 벤야멘타 양의 임종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적어

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마음은 아

주 편안했다.”205) 심지어 벤야멘타 양을 위한 추모식은 그녀가 하는 수업의 일

201) “«Sage mir, Jakob, hast du mich ein wenig lieb? Bedeute ich deiner Brust, deinem 

jungen Herzen irgend etwas?» […] «Schätzest du mich?»” (JvG 120) 

202) “Ja, das ist es, das nicht ganz Gesunde und Natürliche, was hier webt: wir alle, 

Herrschaft sowohl wie Elevenschaft, wir leben beinahe schon anderswo. Es ist, als 

wenn wir nur noch vorübergehend hier atmeten, äßen, schliefen und wach stünden und 

Unterricht erteilten und genössen. Etwas wie treibende, schonungslose Energie schlägt 

hier rauschend die Flügel zusammen” (JvG 127) 

203) “Es sieht hier aus, als wenn so etwas wie «die Tage gezählt» wären.” (JvG 140)

204) Vgl. JvG 145 f.: “Ich gehe am Unverständnis derjenigen, die mich hätten sehen und 

fassen sollen, am Wahn der Vorsichtigen und Klugen, und an der Lieblosigkeit des 

Zauderns und des Nicht-recht-Mögens zugrunde. 난 나를 보고 나를 붙잡아야 했던 사람

들의 몰이해와 신중하고 영리하다는 사람들의 망상, 그리고 주저하며 무언가를 제대로―좋아하

지도―못하는 무정함으로 인해 파멸해가는 것이다.”

205) “Wenigstens ich konnte an nichts Ausgeprägtes denken. Aber ich war ganz ruhig. Ich 

kam mir sogar, so eitel das auch klingt, gut und schön vor.” (JvG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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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206) 그리고 이제 생도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bescheiden und willig’ 살아야 한다207)는 벤야멘타 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 특히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과 함께 황야로 떠난다. 그는

‘성찰 Überlegungen’이 아니라 ‘격동적인 움직임 Wallungen’(JvG 164)으로 가득

찬 무정형의 공간 속으로 자신의 작고 연약한 존재를 내맡기는 것이다.

206) Vgl. JvG 151: “Herr Vorsteher gab uns einen verständlichen Wink, und wir Eleven 

und Knaben fingen an, im Chor gedämpft zu singen. Das war die Klage, die das 

Mädchen gewünscht hatte zu vernehmen, wenn sie auf dem Lager läge. Und jetzt, so 

bildete ich es mir ein, vernahm sie den leisen Gesang. Es war uns, glaube ich, allen, 

als wäre es Unterrichtsstunde, und wir sängen auf Befehl der Lehrerin, der wir immer 

so rasch gehorchten. 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훈련생들이자 소년들인 

우리는 소리를 죽여 다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임종 때 듣기를 소

망했던 애도의 노래였다. 그리고 이제, 난 그렇게 상상했다. 그녀는 조용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모두가, 내 생각엔, 마치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너무나도 기꺼이 따랐던 벤야멘타 양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7) Vgl. JvG 152: “Was lehrtest du uns, Verblichene? Du sagtest uns stets, wir sollten 

bescheiden und willig bleiben. Ah, das werden wir nie vergessen, so wenig wie wir 

die liebe Person, die es ausgesprochen hat, werden überwinden und vergessen können.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창백한 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순하게 살아야만 한다

고 끊임없이 말했지요, 아, 그 말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해준 사랑스러운 

사람을 버리고 잊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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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화와의 대결 형식으로서의 ‘언어 황무지화’

기존에 ‘난해하다’고 여겨져 온 발저의 작품과 인물들은 전반적으로 해석이나

의미부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와 놀라우리만치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발저의 원고들―‘마이크로그램 Mikrogramme’―이 묶여

출간되면서부터 발저의 작품이나 인물에 내재한 이해 불가능성은 모종의 ‘정당

성’을 얻기 시작했다. 발저는 1920-30년대 초반에 걸쳐208),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직전까지 뭔가를 쓸 수 있는 종이를 발견하기만 하면―그것이 달력의 뒷

면이 됐든, 영수증, 전단지가 되었든 지에 상관없이―종이 표면을 글씨들로 빼

곡히 채워나갔다. 그리고 그의 글씨는 마치 간파되길 은밀히 거부하기라도 하듯

깨알같이 작게 쓰여 있어서, 오랫동안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던 와중에 발저가 손수 써내려나간 바로 이 수많은 원고들의 모음집―‘마이

크로그램’―이 새로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발저의 인물 혹은 작품에 내재

한 ‘이해 불가능성’은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획득하게 된다.

1. 글쓰기의 물질성

1980-90년대 문학비평들을 상기시키는 그 다른 차원의 이해란 발저의 텍스트

가 무엇보다 ‘글쓰기의 물질성 Materialität des Schreibens’에 천착해 이를 전면

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본 입장이었다.209)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발저의

글쓰기란 애초부터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과는 거

리가 멀고, 이러한 연유에서 발저의 인물들 역시 해석되어야 할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오히려 그의 글쓰기는 초현실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선보인 바와

같이 글쓰기라는 인간 활동 자체에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육체적․물

질적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고 이해된다. 또한 기의를 읽어낼 수

없는 발저의 마이크로그램 원고들이야말로 활자로 인쇄되어 나온 그의 글을 통

해서는 독자들이 직감하기 어려운 발저 본연의 ‘해독 불가능성’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등가물이자, 그의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물적 근거로 간주되었

208) 이 시기는 발저 저술활동의 막바지에 해당한다. 

209) Vgl. Rochelle Tobias: The double fiction in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In: 

The German Quarterly 79 (2006) 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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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발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꽤 오

랜 시간동안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쉬지 않고 글을 썼다. 그리고 온 몸으로 수

행된 그의 글쓰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과 느낌들―가령 필기

구의 감촉과 이것이 유발하는 또 다른 감각들, 일상적 사건들과 여러 물질적․

육체적 요소 등―을 종이 표면 위로 노출시키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그의 글쓰기 자체는 무화되고, 글을 쓰는 작가 역시 텍스트 이면으로 꼭

꼭 숨어버리는 듯 보인다.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강박, 끊임없이 글을 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는 로베르트 발저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글 쓰는 ‘광인’들에

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스베덴보리 Emanuel Swedenborg는 1745년 4월

‘인간들에게 성경의 정신적 의미를 해명해주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후부터 라

틴어로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였다. 발작 증세를 보인 후 죽을 때까지 튀

빙겐의 한 목수의 옥탑방에서 기거해야 했던 프리드리히 횔덜린 Friedrich

Hölderlin은 그를 방문한 바이브링거가 넘겨주는 종이마다 족족 끊임없이 무엇

인가를 써대 그를 당혹하게 했으며, 드레스덴 고등법원 판사회의 의장이었던 다

니엘 파울 슈레버 Daniel Paul Schreber는 병원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동안

4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의 회상록 말고도 ‘내 삶에서’라는 제목을 붙인 일기

와 스스로가 ‘작은 연구’라고 칭한 여러 권의 노트를 기록하였다.210)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광인’들의 강박적인 글쓰기가 각기 어느 지평을 향

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들의 글쓰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글쓰기 자체의

문제, 그리고 글쓰기에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글쓰기의 물질성 문제를 인식의 수

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발저의 ‘마이크로그램’ 원고들이 손수

‘연필 Bleistift’로 쓰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발저가 스위스 저널리

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한 리히너 Max Rychner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는

펜을 사용하면서 겪는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연필로 쓰

는 방법 Bleistiftmethode’을 직접 개발했던 것이다.211) 그가 연필이라는 필기구

를 자신의 생각을 물화시키는 일차적 매개이자 본질적 수단으로 간주한 사실은

―연필로 쓰는 방법이 발저의 저술활동 막바지 기간에 국한되어 사용되긴 했지

만―그가 글쓰기를 전적으로 순수한 정신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로 글

210) 김남시: 글쓰기의 육체성과 물질성. 실린 곳: 자음과모음 제11권 (2011), 656-657면. 

211) Vgl. Rochelle Tobias: The double fiction in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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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가능케 하는 물질적 조건들에 예민하게 반응한 작가였다는 점을 방증한

다. 그리고 발저의 이와 같은 면모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그는 단지 지엽적

인 대상과 주변적인 인물들에 집착했던 몽상적인 작가에 그치지 않고, ‘형식

Form’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형식을 가지고 실험하며, 그의 작업에서 형식이 본

질을 이루는 작가, 즉 모더니스트 작가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발저의 ‘연필로 쓰는 방법’이 그의

후기 저술활동에 한정된다는 점, 바꿔 말하면 발저의 대다수 작품들이 이 방법

이 사용되기 이전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모든 작품에 ‘글쓰

기의 물질성’이란 리트머스 종이를 가져다 대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 수 없

다. 그의 초기 작품에 글쓰기의 물질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

더라도 말이다. 히벨 Hans H. Hiebel의 한 연구는 발저의 야콥 폰 군텐을 글

쓰기의 물질성이라는 척도로 분석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히벨은 자신의 논문212)

에서 이 소설이 기의를 해체하고 파괴하며, 기표들의 연쇄와 이들 간의 유희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독자는 발저의 언

어, 혹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작

품에서는 글쓰기 자체의 문제만이 주제화되고 있을 뿐, 그 어떤 의미를 구성해

내려는 시도, 혹은 의미작용 따위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히벨

은 야콥 폰 군텐에 등장하는 ‘황야 Wüste’(JvG 164)라는 공간을 그 의미가

분명치 않은 텅 빈 기표라고 분석한다. 황야는 의미와 무의미라는 극단적 두 대

립항들이 직조해낸 ‘역설적 이미지 ein paradoxes Bild’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13)

그리고 그에게서 발저가 구사하는 ‘취소 Aufhebungen’하고 ‘부정 Negationen’하

며 ‘가정하는 말하기 Konjunktivität’ 방식이란 현실원칙에서 이탈한 진기한 ‘내

적 독백 innerer Monolog’으로 간주될 뿐이다.214) 하지만 히벨이 자신의 작품분

석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벤야민의 로베르트 발저 비평문으로 다시 돌아가

그가 벤야민의 중요한 논의―“[발저의 글쓰기] 형식은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

적인 대결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215)―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발저의 독특한 글쓰기는 신화와의 대결이라는

212)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Die Zerstörung der Signifikanz im 

modernen Roman. In: Katharina Kerr (Hg.): Über Robert Walser. Bd. 2. Frankfurt a. M. 

1978, S. 308-345.

213) Vgl.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S. 256 f.

214) Vgl. Hans H. Hiebel: a. a. O., S. 258. 

215)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9: “Die[Form] hat man in der großen profan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Mythos zu su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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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작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까닭에 그의 글쓰기 방식이 단지 글쓰기의 물질성

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언어 황무지화’ 기법

을 글쓰기의 물질성 차원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벤야민의 미메시스적 언어철학

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간과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벤야

민에게 있어 언어란 언어를 단지 내용전달의 수단으로 보는 도구주의적 언어관,

벤야민의 용어로 하자면 부르주아적 언어관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지평

에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2. 언어 황무지화

벤야민의 초기 핵심 저작인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 (1916)에 따르면, 정

신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모두 일종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신적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언어라고 할 때, 자체의 정신적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벤야민에 따르면 언어에 참여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물은 이 세계에 존재

하지 않는다.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언어의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든

항상 언어가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적 표출의 제반 영역에만 뻗쳐 있는 것

이 아니라 모든 것에 뻗쳐 있다. 살아 있는 자연에서든 살아 있지 않은 자연에

서든 어떤 방식으로 언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이라는 것은 없

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든 본질적으로 자체의 정신적 내용을 전달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216)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음악의 언어나 조형예술

의 언어, 나아가 법정의 언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과

공명하는 벤야민 언어이론의 핵심은 “이 정신적 본질이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217)이다. “다시 말해 이를테면

216) W. Benjamin: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140 f.: “Das Dasein der 

Sprache erstreckt sich aber nicht nur über alle Gebiete menschlicher Geistesäußerung, 

der in irgendeinem Sinn immer Sprache innewohnt, sondern es erstreckt sich auf 

schlechthin alles. Es gibt kein Geschehen oder Ding weder in der belebten noch in der 

unbelebten Natur, das nicht in gewisser Weise an der Sprache teilhätte, denn es ist 

jedem wesentlich, seinen geistigen Inhalt mitzuteilen.” (국역본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집6. 최성만 옮김. 길 2008, 72면.)

217) W. Benjamin: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 In: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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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는 우리가 그 독일어를 통해―짐짓―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표

현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독일어는 그 독일어 속에서 전달되는 것[스스로 전달

하는 것, sich mitteilt]의 직접적 표현이다. 이 ‘스스로 sich’가 정신적 본질이다.

이로써 자명해지는 것은, 우선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정신적 존재는 언어 자체

가 아니라 뭔가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한 사물의 정신적 본질이 바로

그 언어에 있다는 견해―이 견해는 가설로 이해할 경우 모든 언어이론이 그 속

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거대한 심연이며 이 심연 위에, 다름 아닌 바로 그 심

연 위에 떠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언어이론의 과제이다.”218)

이처럼 벤야민의 언어이론에서는 발신자나 수신자, 전달 수단으로서의 말이나

전달해야 할 내용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달하다’라는 의미의 독일

어 동사 mit-teilen이 본래 ‘함께 나누다’―이 단어는 ‘함께, 더불어’를 의미하는

부사어 mit과 ‘나누다, 공유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teilen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는 뜻임에 주목한다면, 언어는 언어 안에서 ‘스스로 sich’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가령 아무런 조건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 Erfahung’이나 ‘지혜 Weisheit’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언어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산출

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전달하는 언어의 힘에 이끌려, 즉 언어의 ‘마법성

Magie’―언어의 밝힐 수 없는 힘―덕분으로 언어 자체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앞서 언급된 히벨의 견해, 즉 발저의 글쓰기는 글쓰기 과정 자체

를 전면화하고 있으므로 독자는 발저의 언어, 혹은 인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한 그의 입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오히려 벤야

민의 언어관을 참조하여 발저의 작품과 만난다면, 우리는 발저의 언어가 스스로

O., S. 142: “daß dieses geistige Wesen sich in der Sprache mitteilt und nicht durch die 

Sprache” (국역본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73면.)

218) W. Benjamin: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 In: a. a. 

O., S. 141: “Das heißt: die deutsche Sprache z. B. ist keineswegs der Ausdruck für 

alles, was wir durch sie - vermeintlich - ausdrücken können, sondern sie ist der 

unmittelbare Ausdruck dessen, was sich in ihr mitteilt. Dieses »Sich« ist ein geistiges 

Wesen. Damit ist es zunächst selbstverständlich, daß das geistige Wesen, das sich in 

der Sprache mitteilt, nicht die Sprache selbst, sondern etwas von ihr zu 

Unterscheidendes ist. Die Ansicht, daß das geistige Wesen eines Dinges eben in seiner 

Sprache besteht - diese Ansicht als Hypothesis verstanden, ist der große Abgrund, 

dem alle Sprachtheorie zu verfallen droht, und über, gerade über ihm sich schwebend 

zu erhalten ist ihre Aufgabe.” (국역본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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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그 무언가에, 즉 발저의 슬기(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본고

는 벤야민의 로베르트 발저 비평문을 참조하면서, 발저의 글쓰기 형식―신화

와의 대결 형식으로서의 ‘언어 황무지화’―이 야콥 폰 군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발저의 언어가

스스로 나누는 어떤 지혜, 혹은 단절된 신화로부터 울려 퍼지는 메아리 소리를

듣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 메아리 소리는 야콥 폰 군텐의 문맥을 고려한다면

도래할 공동체로부터 울려오는, 희미하지만 청명한 노랫소리와 다르지 않을 것

이다.

1) 장광설

벤야민의 조어 ‘언어 황무지화 Sprachverwilderung’는 일차적으로 언어

(Sprache)를 야생의 상태, 즉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태(wild)로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방임(스스로 가도록 내버려둠) Sichgehenlassen’219)이라는 표현으

로도 치환될 수 있는 이 말은 발저가 정처 없이 소요(逍遙)했던 사람이었음을

환기한다. 이렇듯 방임하는 듯한 글쓰기는 발저의 삶에서 ‘산책’이라는 행위를

통해 공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언어 황무지화’라는 말은 야
콥 폰 군텐의 마지막에서 야콥이 벤야멘타 원장과 함께 가게 되는 ‘황야

Wüste’(JvG 164)라는 공간과도 조응한다. 그곳은 생각이 들어설 수 없는, 격동

적인 움직임으로 가득 찬 장소이다. 이러한 역동성의 공간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며 변화 가능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방치하는 글쓰

기의 징후는 가장 먼저 중심 Zentrum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야기, 다시 말해 뚜

렷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쓸데없이 길게 늘어지는 ‘장광설(長廣舌)

Wortschwall’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야콥은 무언가를 말하자마자 마치 방금 말

한 것을 얼른 독자가 잊어버리기라도 해야 하는 듯이 장난스럽게 그 말을 지우

거나 번복한다. 이 작품의 처음 부분에서 야콥은 리자 벤야멘타 양의 수업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주절거린다.

이게 무슨 수업이람? 하지만 내가 그 수업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거짓말

을 하고 있는 것일 게다. 그렇다. 나는 벤야멘타 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가 가르쳐주는

219)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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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반복한다. 그런데 아마도 이 모든

하찮은 것들과 우스꽝스러운 것들 뒤에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 우스꽝

스럽다고? 벤야멘타 학교에 소속된 우리 소년들에겐 우습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

다.

Welch ein Unterricht! Doch ich würde lügen, wenn ich ihn kurios fände. Nein,

ich finde das, was Fräulein Benjamenta uns lehrt, beherzigenswert. Es ist

wenig, und wir wiederholen immer, aber vielleicht steckt ein Geheimnis hinter

all diesen Nichtigkeiten un Lächerlichkeiten. Lächerlich? Uns Knaben vom

Institut Benjamenta ist niemals lächerlich zumut. (AvG 9)

첫 번째 외침(“이게 무슨 수업이람?”)에서 야콥은 수업을 이상하고 무의미하

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앞선

문장과 정확히 모순된다. 그는 자신이 벤야멘타 양의 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전에 했던 말을 철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마도 이 모든 하찮은 것들과 우스꽝스러운 것들 뒤에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유보하는 동시에, 이 수업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여지를 넌지시 내비친다. 특히 이 문장에 쓰인 ‘아마도

vielleicht’라는 단어는 발저의 단정 짓지 않는/못하는 말하기를 특징짓는 부사

로, 이후에도 빈번히 등장한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우스꽝스럽다고?”라는

질문은 앞선 문장과 재차 모순된다. 오히려 이 질문은 수업이 전혀 우스꽝스럽

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뿐만 아니라, 벤야멘타 학교 학생들에게 우스

운 것이란 결코 없다는 뒤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매번 길고

번거롭게 너부러지는 문장들 속에서 야콥의 내면 고백과 바깥 관찰 간의 경계

는 점차 희미해진다. 이 문장들에 따르면 야콥은 벤야멘타 양의 수업을 우스꽝

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벤야멘타 양의

수업은 실제로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발저의 문

장들에는 작가가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야콥의 자기연출 및 즉흥연설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문장과 단어는 명멸하는 불빛처럼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끝없는 지나감의 흔적을 남긴다.

벤야민은 이러한 발저의 글쓰기 방식을 한꺼번에 흘러들어와 이전 파도를 집

어 삼키는 큰 파도(Schwall)의 형상을 빌려 “장광설(언어물결) Wort-schwall”220)

220)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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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어서 그는 발저 특유의 ‘지우는/유보하는’ 글쓰기 형

식을 다음과 같은 일례를 들어 설명한다. “발저가 만약 한 걸작[쉴러의 빌헬름
텔 Wilhelm Tell(1804)]에 등장하는 독백 ‘이 오목 팬 길을 통해서 그가 올 것

임에 틀림없다’를 그의 산문에서 고쳐 쓴다면, 그는 ‘이 오목 팬 길을 통해서’라

는 고전적인 구절로 시작할 테지만, 그때 이미 공포가 발저의 텔[발저의 주인

공]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때 이 발저의 텔은 이미 박약하고, 외소하고, 자포자

기인 채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이 오목 팬

길을 통해서 나는 그가 올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221) (인용자 강조) 이

렇듯 발저는 결코 진중한 독백을 감당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혹은 달리 말하자

면 그는 끊임없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참조하며 말하는 듯 보인다. ‘나는 ~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문장은 대담하게 던져진 평서문이라기보다 차라리 수줍음에

서 비롯되는 부가 의문문과 같다. 어쩌면 이는 “전형적인 발저 식의 정중함 a

typical Walser courtesy”222)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히벨 Hans H. Hiebel은 이러한 발저의 수다스러움 Geschwätzigkeit이

프로이트의 ‘전치 Verschiebung’ 구조를 띤다고 분석한다.223) 프로이트에 따르면

전치란 잠재된 무의식적 요소가 의식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

거나 부차적인 요소들로 대체되어 드러나는 정신의 작동법칙을 일컫는다. 히벨

은 “뭔가를 쓰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 즉 자신이 결단코 강조하고자 했던 바를

계속해서 유예한다 Man schiebt schreibend immer etwas Wichtiges, etwas,

was man unbedingt betont haben will, auf ...”라는 발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서224),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소망이 그의 장광설 속에서 계속해서 좌

절을 겪게 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항상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발저

의 문장에는 수다스러움이 지니는 명랑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실망에서

221) Ebd.: “Wenn er[Robert Walser] in einem Virtuosenstück den Monolog: »Durch diese 

hohle Gasse muß er kommen« in Prosa verwandelt, so beginnt er mit den klassischen 

Worten: »Durch diese hohle Gasse«, aber da packt seinen Tell schon der Jammer, da 

scheint er sich schon haltlos, klein, verloren, und er fährt fort: »Durch diese hohle 

Gasse, glaube ich, muß er kommen,«”

222) Susan Sontag: Walser’s Voice. In: Susan Sontag: Where the stress falls. New York 

2001, p. 91. 

223) Vgl.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S. 240: “Walsers 

»Geschwätzigkeit« hat die Struktur der Freudschen Verschiebung. Die metonymische 

Verschiebung konstituiert nach Lacans strukturaler Darstellung der Freudschen Theorie 

die Bahn des »Wunsches«, des »Begehrens« (»désir«).”

224)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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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흐느낌’이 수반된다. 그리고 벤야민의 비평문에서 인용된 이 “흐느낌

Schluchzen”225)이란 표현은 히벨에게서 ‘우울 Melancholie’이란 말로 바뀌어 쓰

이고, 이 우울은 ‘정신분열증자 Schizo’의 그것으로 이어진다.226) 정리해서 말하

자면 발저의 주인공은 법에 따라 균질하게 조직된 사회(신화적 세계)로부터 도

주하거나, 혹은 이에 완전히 무관심함으로써 반사회적이고 고립된 “개체적/단독

자적 인간성 Einzelmenschlichkeit”227)을 실현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히벨에 따

르면 발저의 주인공은 고향을 상실한 탕아이자, 정신분열증적 도피행로를 따라

신화 세계 저편으로 옮겨간 아웃사이더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증자의 왜곡된

화법과 행위를 통해 그 사회에 이미 공고화되어 있는 관례(Code) 및 권력 작동

방식은 폭로되고 파기된다.

그런데 위에서 분석된 발저의 글쓰기가 신화적 세계의 결을 거슬러 보게 하

고 그 폭력성을 중단시킨다고 본 히벨의 입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그의 주인공

들을 이 신화적 세계로부터 도피한 은둔자 내지 무정부주의자로 읽어낸 것은

다소 손쉽고 피상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계 바깥으로

손쉽게 이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228), “선함과 순수함, 그리고 숭고함이 안개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들을 아주, 아주 은밀하게, 말하자면 매우 냉철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열정을 가지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229),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230), ‘항상 누군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일하는 것’231),

“무언가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실제로 확고히, 확고하게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것”232),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233)을 갖는다는 것은 은둔

225) Vgl. W. Benjamin: Robert Walser, S. 128: “Was sie weinen, ist Prosa. Denn das 

Schluchzen ist die Melodie von Walsers Geschwätzigkeit. Es verrät uns, woher seine 

Lieben kommen. Aus dem Wahnsinn nämlich und nirgendher sonst. 이 인물들이 우는 것, 

바로 그것이 산문이다. 그들의 흐느낌은 발저의 수다스러움이 갖는 멜로디이기 때문이다. 그것

은 우리에게 발저의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누설한다. 말하자면 광기에서 비롯된 것

이지 그밖에 어떤 곳으로부터도 아니다.”

226) Vgl.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S. 242 f.

227)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S. 243. 

228) “Jemandem, den man nicht kennt und der einen gar nichts angeht, einen Dienst 

erweisen” (JvG 23) 

229) “Das Gute, Reine und Hohe irgend, irgendwo versteckt in Nebeln zu wissen und es 

leise, ganz, ganz still zu verehren und anzubeten, mit gleichsam total kühler und 

schattenhafter Inbrust” (JvG 41) 

230) “die Gutherzigkeit” (JvG 42)

231) Vgl. JvG 46: “Menschen eilen und wirken immer an einem vorbei. 사람들은 항상 누군

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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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유아론(唯我論)적이고 아나키스트의 허무주의적인 태도와는 엄연히 구별되

는 것이다. 오히려 발저의 인물들은 이 세계 바깥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자

하는 은자들이라기보다, 이 세계에 더욱 밀착해 이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 세계와 음각(陰刻)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들에게 있어 “벤야멘타 학원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라는 거실과 호화로

운 연회장들에 들어서기 전에 통과하는 대기실이다. 여기서 [그들은] 존경심을

느끼는 법을 배운다. Die Schule Benjamenta ist das Vorzimmer zu den

Wohnräumen und Prunksälen des ausgedehnten Lebens. Hier lernen [sie]

Respekt empfinden”(JvG 64 f.) 그리고 그들이 벤야멘타 학교라는 대기실을 지

나 도달하는 삶의 공간은 성찰의 공간이라기보다 격동적인 움직임의 공간인 것

이다. 여기서 이 역동적인 움직임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연관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증하고, 무한히 변화 가능한 세계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모든 문장이 이전 문장을 단지 잊히게끔 하기 위해 쓰인 듯한 발저의

장광설은 일차적으로 그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참조하며 말하고 있음을,

다시 말해 발저 특유의 정중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수다스러움은 일

견 반항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항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사태에

대해 수줍어하고 얼굴 붉히는 태도와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발저의 수

다스러움과 섬김의 태도 사이에는 일종의 ‘수줍음 Scham’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말하기는 자신의 내면 고백과 바깥 관찰 사이를 넘나들면서 어떤 사태

의 이면을 폭로하는 동시에, 일종의 흐느낌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 흐느낌은 한

미치광이의 비정상적인 우울이 수사학적으로 윤색된 것이라기보다, 벤야민이 언

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화의] 광기’, 즉 이 세계의 병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저의 인물들은 이 병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기보다, 이

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 병으로부터 회복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야콥이 읽어내고 있는 이 시대의 병은 “숭고하고, 중요하

고, 위대한 모든 것에 피도 안 마른 머리나 박고 다니며 위아래도 무시하고, 신

을 부정하고, 법을 비웃는 일 das Alter mißachten, Gott leugnen, Gesetze

bespotten und meine jugendliche Nase schon in alles Erhabene, Wichtige und

Große stecken”(JvG 65) 그리고 “다소나마 의무와 규율과 제약들을 따라야 하

는 상황에서는 악이나 쓰고,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는 젊은

232) “Etwas sich in der Tat fest, fest einprägen, für immer!” (JvG 63)  

233) “Plan, ganz von unten anzufangen” (JvG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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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 die gegenwärtige junge Generation, die Zeter und Mordio schreit und

nach Papa und Mama miaut, wenn sie sich Pflichten und Geboten und

Beschränkungen ein wenig beugen soll”(JvG 65)의 태도와 다름이 없다. 이러

한 태도들은 사회의 주류적 가치들을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에게 장착시킨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

청되는 의무나 규율, 제약들을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기

하는 극단적 허무주의와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섬김’

의 자세는 야콥을 비롯한 생도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자유와 허무주의로부터 슬

쩍 비껴 서게끔 한다. 또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이는 이들의 주절거

림, 나아가 발저의 속삭임은 사실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 즉

공유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야기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2) 역설

내적 독백과 외적 관찰이 뒤섞인 발저의 말하기는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를 겨냥하지 않는다. 그는 방금 내뱉은 말을 바로 다음 순간에 철회하거나 부정

하고, 가정법으로 점철된 문장들을 나열함으로써 뚜렷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

지 않는다. 각각의 문장은 뒤따라올 문장을 불러들이지만, 모든 문장은 제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이처럼 표면상 비논리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역설

적인 말하기를 통해 야콥을 비롯한 인물들은 외관상 끊임없이 농담을 즐기고

있는 듯 보인다. 이를테면 혼잡한 인파 속에서 야콥과 우연히 마주친 형 요한은

야콥에게 몇몇 모순적인 조언들을 늘어놓는다.

나[야콥]는 고개만 두 번 끄덕이고는 요한 형이 계속 얘기하도록 놔두며 그의 말

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많은,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해라. 모든 것이 엉망

이 되었지만 돈은 아직 건재하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파괴되고, 반쪽이 나고, 우

아함과 화려함을 빼앗겼다. […] 한 마디로 말하지만, 절대로 겁먹지 마라. 가난하

게 경멸받으면서 살아, 사랑하는 친구야. 돈 생각일랑 떨쳐버려라.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승자다운 것이다. 인간은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존재다. 부자들

은 말이다, 야콥,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불행하단다. 오늘날의 부자들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단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굶주린 자들이란다.”

Ich begnügte mich, mit dem Kopf zweimal zu nicken, und ließ Johann, indem

ich gespannt aufhorchte, fortreden: «Versuche es, fertig zu kriegen, v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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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 Geld zu erwerben. Am Geld ist noch nichts verpfuscht, sonst an allem.

Alles, alles ist verdorben, halbiert, der Zier und der Pracht beraubt. […] mit

einem Wort, sei niemals verzagt. Bleib arm und verachtet, lieber Freund.

Auch den Geld-Gedanken schlage dir weg. Es ist das Schönste und

Triumphierendste, man ist ein ganz armer Teufel. Die Reichen, Jakob, sind

sehr unzufrieden und unglücklich. Die reichen Leute von heutzutage: sie haben

nichts mehr. Das sind die wahren Verhungerten.» (JvG 67 f.) (인용자 강조)

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요한은 야콥에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라고 제안함과

동시에, 돈 생각일랑 그만두고 가난하게 경멸받으며 살라고 권고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말하기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병치는 이후에

도 빈번히 등장한다. 이어서 요한은 야콥에게 “너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어떤 것도 희망해서는 안 돼 Du mußt hoffen und doch nichts hoffen”(JvG 68)

라고 말하기도 한다. 야콥은 깨끗한 셔츠 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깨끗한 셔츠 깃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복은 그런 일들에 달려 있지 않으면서

또 그런 일들에 달려 있기도 하다. 행복? 아니다. 하지만 단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 청결함 자체도 하나의 행복이다. 쓸데없이 지껄여대고 있다. 구구절절 옳

은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역겨운지.”234) 또한 그는 크라우스에 대해서도 “이

못생긴 크라우스가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235)라든가

“이런 무정한, 사랑스러운 인간 같으니 Liebloser, lieber Mensch”(JvG 154 f.)와

같은 모순적인 발언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하기는 ‘규정

Vorschriften’에 대한 야콥의 주절거림에서 극에 달한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두

배로 하라는 것을 뜻한다. 무심하고, 신속하게, 가볍게 내려진 허락보다 더 따분

한 것은 없다. […] 예를 들어 울어서는 안 된다는 상황, 그것이 사람을 더 울게

만든다.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 그래,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해서

는 안 된다고 하면, 난 열 배로 사랑한다. 금지된 모든 것이 수백 배의 증폭된

방식으로 살아간다. 죽어야 하는 것은 보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법이다.”236) 이처

234) “Saubere Hemdkragen sind mir ein Bedürfnis. Das Glück eines Menschen hängt nicht 

und hängt doch von solchen Dingen ab. Glück? Nein. Aber man soll anständig sein. 

Reinlichkeit allein ist ein Glück. Ich schwatze. Wie hasse ich all die treffenden Worte.” 

(JvG 50)

235) “dieser ungraziöse Kraus ist schöner als die graziösesten und schönsten Menschen.” 

(JvG 81)

236) “Was ich sagen wollte: etwas nicht tun dürfen, heißt, es irgendwo anders dopp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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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발저의 인물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이치에 맞

지 않은 듯 보이는 말장난을 구사한다.

그런데 독자는 이러한 언어유희 Sprachspiel에 계속적으로 직면하면서, 신비

스럽게도 어떤 실제적인 차원에 가닿게 된다. 역설적인 말하기는 기묘하게도 일

상적 언어로 포착하기 어려운 세계의 실질적 모순 상황과 틈을 드러내 보여주

면서 일종의 진리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너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어떤 것도 희망해서는 안 돼”(JvG 68)라는 문장에서 독자는 첫 번째 희

망하다 hoffen가 ‘계속해서 [겸손하고 근면하게] 살고자 함 Weiterleben-Wollen’

을 의미하는 반면, 두 번째 희망하다는 ‘요구하는 바가 많고 교만하게 존재하는

것 Anspruchsvoll- und Hoffärtig-Sein’을 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237) 또한 벤

야멘타 학교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희망하는 것, 즉 높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

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적인 말하기는 의미의

애매모호함을 통과하면서 점차 ‘영(零) eine Null’이라는 기묘한 이상으로 수렴

해 들어간다. 히벨 Hans H. Hiebel은 이러한 발저의 글쓰기를 “분열증적 ‘신비

화’와 ‘혼란’ die schizophrenisierenden »Mystifikationen« und »Konfusionen«”

또는 “신비화하는 역설 die mystifizierende Paradoxie”이라고 명명한 바 있

다.238) 야콥은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규율에 내재하는 신비 Disziplin-Mystik’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벤야멘타 하인학교는 미미하지만 확고하고 확실한 것에 적응하는 것이, 다시 말

해 엄격한 외관을 규정하는 법칙과 규율들에 익숙해지고 순응해나가는 것이 얼마

나 유익한 일인지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①어쩌면 이 학교는 우리를 우둔하게 만

들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②어쨌든 우리를 작은 존재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

③하지만 이 학교는 우리를 절대 주눅 들게 만들지는 않는다. ④우리 훈련생들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수줍음을 타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⑤말

을 더듬고 두려움을 보이는 자는 우리 벤야멘타 양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다. ⑥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작은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번호는 인용자에 의함)

Uns prägt man ein, daß es von wohltuender Wirkung ist, sich an ein festes,

tun. Nichts ist fader als eine gleichgültige, rasche, billige Erlaubnis. […] Nicht weinen 

dürfen zum Beispiel, nun, das vergrößert das Weinen. Liebe entbehren, ja, das heißt 

lieben. Wenn ich nicht lieben soll, liebe ich zehnfach. Alles Verbotene lebt auf 

hundertfache Art und Weise; also lebt nur lebendiger, was tot sein sollte.” (JvG 104 f.)

237) Vgl. Hans H. Hiebel: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S. 260 f.

238)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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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es Weniges anzupassen, das heißt sich an Gesetze und Gebote, die ein

strenges Äußeres vorschreibt, zu gewöhnen und zu schmiegen. Man will uns

vielleicht verdummen, jedenfalls will man uns klein machen. Aber man

schüchtert uns durchaus nicht etwa ein. Wir Zöglinge wissen alle, der eine so

gut wie der andere, daß Schüchternheit strafbar ist. Wer stottert und Furcht

zeigt, setzt sich der Verachtung unseres Fräuleins aus, aber klein sollen wir

sein und wissen sollen wir es, genau wissen, daß wir nichts Großes sind.

(JvG 64)

①번 문장에서는 벤야멘타 하인학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생도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 verdummen’, 인용된 구절의 다른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들을 겁먹게 만드는 것, 즉 그들을 ‘위협하는 것

einschüchtern’이다. ②번 문장은 이러한 목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부연한

다. 이 학교는 결국 학생들을 ‘작은 또는 하찮은 klein’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은 또는 하찮은’을 의미하는 klein이라는 단어는 ‘겁을 먹은

또는 위축된’을 뜻하는 eingeschüchtert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데 ③번 문장에서 야콥은 돌연 이 학교가 결코 학생들을 ‘주눅 들게 만들지 않

는다 nicht einschüchtern’고 딱 잘라 말한다. 이러한 언급은 방금 앞에서 한 말

“어쨌든 이 학교는 우리를 작은 존재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 jedenfalls will

man uns klein(=eingeschüchtert) machen”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 단어들로 변주되고 있는 ‘eingeschüchtert’라는 말의 의미가 더욱 모호해지

고 신비화되는 가운데, 수수께끼와 같은 문장이 또 다시 이어진다. “우리 훈련

생들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수줍음을 타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Wir Zöglinge wissen alle, der eine so gut wie der andere, daß

Schüchternheit strafbar ist.” 이 문장에서 겁을 먹거나 수줍어하는 상태를 일컫

는 ‘Schüchternheit’라는 단어는 ‘겁을 먹게 하다’ 또는 ‘위협하다’라는 뜻의

ein-schüchtern이라는 말과 조응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야콥은 이처럼 겁을 먹은

상태야말로 ‘벌을 받거나 strafen’, ‘위협 받게 된다 einschüchtern’는 사실을 알

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생도들은 위협 받은 상태 Schüchternheit야말

로 위협 받기 einschüchtern 마련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⑤

번 문장에서와 같이 말을 더듬거나 두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벤야멘타 양에게

경멸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야콥은 어떤 경우에도 생도들은

‘작은 klein’ 존재여야 한다고, 즉 결코 ‘큰 Groß’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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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발저의 문장들은 단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외관상 자기

딜레마 double bind에 봉착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의 다듬어지지 않고

널브러진 문장들을 거슬러 읽어가다 보면, 독자는 말의 규정적 의미가 힘을 잃

고, 대립된 두 말들 간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하게 느슨해지는 역동성의 장(場)에

들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큰 groß’과 ‘작은 klein’, ‘주인 Herr’과 ‘하인 Diener’,

‘병적인 pathologisch’과 ‘병적이지 않은 nicht pathologisch’과 같은 대립쌍들이

고정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변화무쌍한 의미의 공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

다. 예컨대 야콥은 그의 자아를 왜소하게 만들고, 그를 전적으로 지배하게 될

학교의 원칙과 규율―‘작고 미미한 존재가 되는 것 Kleinsein’―에 철저히 복종

함으로써, 점차 ‘작은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존재’란 세상

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자면 보잘 것 없는 미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밑바닥

의 시선에서 보자면 성급히 승리의 도취감에 젖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

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일하는, 열정적이고 겸손한 존재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작은 존재’란 자신의 상실감을 오롯이 느끼고, 이를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인

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야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규정이라는 것이 우

리의 존재를 은빛으로, 심지어 금빛으로 빛나게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 매

혹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또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

지 않을 수 없다.”239) 따라서 학생들을 ‘작은 존재’로 만들려는 학교는 역설적이

게도 그들을 결코 주눅 들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쉽게 겁먹지 않으며

용감히 삶 속으로 뛰어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저의 인물들은 ‘광기의 언어 die Sprache des

Wahnsinns’를 구사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은폐되어 가

는 비밀을, 그들의 진정한 이념―“근사하고 동그란 영 eine reizende,

kugelrunde Null”(JvG 8)―을 구제해내고 있다. 또한 누구나 세계의 주인이 되

고자 하는 근대의 크고 불투명한 열망 속에서 생도들은 기어코 작게 머묾으로

써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반(反)영웅적 아비투스

Habitus, 혹은 발저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은 다름 아닌 특유의 역설적인 말하기

를 통해 언어로 형상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역설적인 말하기가 지향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 다차원적 면모를 읽어내는 지혜의

239) “Ich muß demnach unbedingt annehmen und es als feste Überzeugung aufbewahren, 

daß Vorschriften das Dasein versilbern, vielleicht sogar vergolden, mit einem Wort 

reizvoll machen.” (JvG 10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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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라고 볼 수 있다.

3) 부정의 아이러니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발저의 역설적인 말하기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단순한 언어유희에 그치지 않고, 신비한 방식으로 의미작용을 수반한다. 그것은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여 작은 존재가 되려는 기묘한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

리고 이러한 이념은 아이러니 Ironie를 통해서도 형상화되고 있다. 아이러니란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그 원래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여 말하는 이

의 비판적인 속뜻을 은근히 내비치는 어법240)을 뜻하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아

이러니는 개별적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시대적 삶의 방식과 관련되는

‘낭만적 아이러니 romantische Ironie’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다. 슐레겔은 1797년

비판적 단편들 Kritische Fragmente에서 그가 생각하는 낭만적 아이러니의

성격을 뚜렷하게 제시한 바 있다.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인간은 매

번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아이러니

는 바로 그러한 인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241) 또한 슐레겔에 따르면 완전한

소통이라는 이상을 전제하고 그 이상을 위해 고군분투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240) 김병옥‧안삼환‧안문영 엮음: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83면 참조.

241) Vgl. Frederick C. Beiser: The romantic imperative. The concept of early german 

romanticism. Cambridge 2003, p. 128 f.: “The connection of Schlegel’s aesthetics with 

his antifoundationalist epistemology is especially clear in the concept of irony that 

Schlegel developed in his Kritische and Athenäumsfragmente. This concept was 

Schlegel’s response to the apparent aporia of his antifoundationalist epistemology. 

Although there are no first principles, no perfect demonstrations, no criteria if 

criticism, and no complete systems, we must not despair. We are still left with the 

progression toward the truth, the constant approximation to our ideals, provided that 

we forever strive to overcome all our limits on the path to perfection. Irony consists 

in the recognition that, even though we cannot attain the truth, we still must forever 

strive toward it, because only then do we approach it.” (국역본 프레더릭 바이저: 낭만주

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초기 독일낭만주의 연구. 김주휘 옮김. 그린비 2011, 233면 참

조: “슐레겔의 미학과 반토대주의적 인식론의 관련성은 비판적 프라그멘트와 아테네움 프라

그멘트에서 그가 발전시켰던 아이러니 개념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개념은 반토대주

의적 인식론의 명백한 아포리아에 대한 슐레겔의 대답이다. 비록 제일 원리도, 완전한 증명도, 

비판의 기준도 그리고 완결적 체계도 없지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완전성을 향한 길에

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영원히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진리를 향한 진보, 

이상에의 끊임없는 접근이 남아있다. 아이러니는, 비록 진리에 도달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것

을 향해 영원히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진리에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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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관점, 더 풍부한 개념, 그리고 진리에 대한 더 분명한 진술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242) 그런데 현대 독일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마르틴 발저 Martin

Walser는 자신의 강연록 자의식과 아이러니 Selbstbewußtsein und Ironie
(1981)에서 슐레겔을 위시한 토마스 만의 아이러니를 ‘부르주아적 아이러니

bürgerliche Ironie’로 치부하면서, 이러한 지배적 아이러니를 통해 획득되는 것

이란 단지 어느 곳에도 속박되지 않는 정처 없는 자의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다.243) 이러한 자의식은 정치적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부르주아적 아이러니 전통과 구별되는 다른 아이러니 방식을

정립하기 위해 로베르트 발저의 야콥 폰 군텐과 카프카의 변신 Die

Verwandlung(1915)을 주목한다. 그리고 마르틴 발저는 야콥 폰 군텐에서 부

정적인 것 Negativität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이로부

터 역설적이게도 희망을 도출해내는 ‘수행적 아이러니 exekutive Ironie’를 읽어

낸다.

야콥 폰 군텐의 주 무대인 벤야멘타 하인학교는 일견 헤겔의 주인과 노예

관계 Herr-Knecht-Verhältnisse를 연상시킨다. 일반적으로 주종(主從) 관계 내

에서 주인은 노예로부터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의식을 부여받는

반면, 하인은 노동과 쓸모 있음이라는 덕목을 통해 자의식을 형성해 나간다. 후

자에 주목해서 보자면 작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야콥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하

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스스로 일깨워나가야 한다. 그런데 야콥의 자의식은 철저

하게 ‘부정적인 것 Negativität’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우선 작품의 초반부에 등

242) Vgl. Frederick C. Beiser: The romantic imperative, p. 129: “Schlegel gives his best 

characterization of what he means by irony in the 1797 Kritische Fragmente. […] The 

ironist feels that complete communication is impossible because any perspective is 

partial, any concept is limited, and any statement perfectible; but he also sees that 

complete communications is necessary because we can approach the truth only if we 

strive to attain such an ideal; only if we presuppose and strive toward the ideal of a 

complete communication do we achieve a deeper perspective, a richer concept, and 

clearer statement of the truth.” (국역본 프레더릭 바이저: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

하라, 234면 참조: “슐레겔은 1797년 비판적 프라그멘트에서 그가 아이러니로 의미하는 것

의 성격을 가장 잘 제시한다. […] 아이러니스트는 완전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어떤 

관점도 부분적이고, 어떤 개념도 제한적이며, 어떤 진술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완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때에

만 진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소통의 이상을 전제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할 때에

만 우리는 더 깊은 관점, 더 풍부한 개념 그리고 더 분명한 진리의 진술을 획득할 수 있다.”)

243) Vgl. Martin Walser: 1. Romantische Ironie in Wirklichkeit u. 2. Die Ironiker. In: 

Martin Walser: Selbstbewußtsein und Ironie. Frankfurter Vorlesungen. Frankfurt a. M. 

1996, S. 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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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다음의 구절들은 야콥이 자신이 가진 기존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nagativ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다른 생도들보다 월등히 뛰어

난 그의 명민함이나 지적능력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폄하한다. “내가 그들 가운

데 가장 영리하다는 사실은 결코 즐거운 일이 되지는 못하리라. 생각과 기발한

착상들이 나 같은 놈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렴 그렇고말고. 아니다. 아냐, 난 통찰력을 얻으려

해볼 수는 있겠지만 건방을 떨고 싶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고 싶지 않다.”244)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의식은 야

콥이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입학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한결같이 지

속된다.

우리들은[벤야멘타 학교 생도들은], 전부 다 모은다 해도, 생각이 정말 모자란다.

그나마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나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나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의 생각하는 능력을 전부 경멸한다. […] 하

긴, 지금은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기억하게끔

만들고 있다. 물론 생각도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지만 순응하는

것, 그건 생각하는 일보다 훨씬, 훨씬 더 고상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 저항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꼴사납게 일을 망쳐버린다.

Wir haben, zusammengerechnet, ja so wenig Gedanken. Ich habe vielleicht

noch die meisten Gedanken, leicht möglich ist das, aber ich verachte im

Grunde genommen mein ganzes Denkvermögen. […] Nun ja, es regt eben

alles zum Fragen und Vergleichen und Erinnern an. Gewiß muß man auch

denken, sehr sogar. Aber sich fügen, das ist viel, viel feiner als denken. Denkt

man, so sträubt man sich, und das ist immer so häßlich und

Sachen-verderbend. (JvG 89 f.)

야콥은 다른 생도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자신의

능력을 모조리 멸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그는 “나는 말하자면 나의 자아

라는 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저 그걸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나 자신이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 Ich respektiere ja mein Ich gar nicht, ich

244) “Daß ich der Gescheiteste unter ihnen bin, das ist vielleicht gar nicht einmal so sehr 

erfreulich. Was nützen einem Menschen Gedanken und Einfälle, wenn er, wie ich, das 

Gefühl hat, er wisse nichts damit anzustellen? Nun also. Nein, nein, ich will hell zu 

sehen versuchen, aber ich mag nicht hochmüteln, mich nie und nimmer über meine 

Umgebung erhaben fühlen.” (Jv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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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e es bloß, und es läßt mich ganz kalt”(JvG 144)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은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일들을 경멸한다 Ich verachte alles Zukünftige”(JvG

125)고 벤야멘타 양에게 고백하기도 한다. 이렇듯 벤야멘타 하인학교 입학 이후

에도 야콥의 ‘절망적인’ 자의식 상황은 그다지 더 나아지지 않는 듯 보인다. 게

다가 야콥이 학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자신을 비롯한 생

도들이 모두 “완전히 빈털터리에 몸은 묶여 있다는 것.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할

만큼 하찮다 nämlich in der vollkommenen Armut und Abhängigkeit. Klein

sind wir, klein bis hinunter zur Nichtswürdigkeit”(JvG 8)는 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생도들이 하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똑같은 제복

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우리는 제복을 입는다. 그런데 이 제복 착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

는 동시에 또한 높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

인다.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근사해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제복 덕택에 창피를 면할 수 있다. 그럭저럭 개성은 있어

보일지언정 찢기고 지저분한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창

피 말이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다.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늘 고민했기 때문이다.

Wir tragen Uniformen. Nun, dieses Uniformtragen erniedrigt und erhebt uns

gleichzeitig. Wir sehen wie unfreie Leute aus, und das ist möglicherweise eine

Schmach, aber wir sehen auch hübsch darin aus, und das entfernt uns von

der tiefen Schande derjenigen Menschen, die in höchsteigenen, aber zerrissenen

und schmutzigen Kleidern dahergehen. Mir zum Beispiel ist das Tragen der

Uniform sehr angenehm, weil ich nie recht wußte, was ich anziehen sollte.

(JvG 8)

그런데 야콥이 제복 착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위의 구절들에는 바로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발저의 말하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으로

부터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발터 특유의 수행적 아이러니가 가장 먼저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제복을 입는 것은 생도들의 품

격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우선 제복을 입은 학생은 어딘가에 구속된

사람처럼 보이는 인상을 주고, 이러한 이미지는 그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야콥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지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해낸

다. 학생들은 제복을 입음으로써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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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 개성은 있어 보일지언정 찢기고 지저분한 옷을 걸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인적 취향하고만 연관되어 보이는 이 문장은 바

로 뒤 이어 좀 더 합리적인 발언으로 격상된다. 야콥은 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이러한 실질적인 이유에서―차라리 제복을 입는 것이 더욱 편

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기존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망설였던 까

닭은 야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정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야콥의 불명료한 자기 정체성은

벤야멘타 하인학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벤야멘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야콥에게 자기 자신은 여전히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이지만, 이러한 불

명료함은 완전히 다른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명망 있

는 귀족 집안에서 자신의 계급과 내적 갈등을 느끼며 자라온 야콥에게 그의 혼

란스러운 자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연

유에서 새로운 불명료함은 오히려 야콥에게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만족감을 선

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감은 성공지향적 세계에서 기꺼이 자신의 ‘추락’을

선택하는 자유와 맞닿아 있다.

이곳 벤야멘타 학원에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아주 기묘한 만족감에 나 역시 감염되어 버

린 것이다.

Seit ich hier im Institut Benjamenta bin, habe ich es bereits fertiggebracht,

mir zum Rätsel zu werden. Auch mich hat eine ganz merkwürdige, vorher nie

gekannte Zufriedenheit angesteckt. (JvG 7)

이처럼 무언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하기가 그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긍정

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발저의 글쓰기는 특유의 아이러니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콥이 훗날 도달하게 될 ‘아주 근사하고

동그란 영(零) eine reizende, kugelrunde Null’의 상태란 단순히 허무(虛無)의

상황을 일컫는다기보다, 문자 그대로 근사하고 동글동글한 ‘영도(零度) 상태’로

해석될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없는’ 상태라기보다 ‘없지 않고, 있는’ 상

태인 것이다. 그리고 발저 특유의 아이러니 기법은 ‘작은 존재’에 대한 야콥의

이상이 서술되는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겸손함이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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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 작은 젊

은이들은 그 무엇이기는 한 셈이다.

Unser Glaube an uns ist unsere Bescheidenheit. Wenn wir an nichts glauben

würden, wüßten wir nicht, wie wenig wir sind. Immerhin, wir kleinen jungen

Menschen sind irgend etwas. (JvG 64)

위의 구절들은 벤야멘타 하인학교가 제시하는 ‘하인’의 정체성을 암시하고 있

다. 야콥은 하인학교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믿

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 대

한 강력한 믿음을 천명해 보인다면, 독자는 그의 자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 여기에는 대체

로 견고하고 건설적인 자기 정체성이 구축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배반하기라도 하듯, 하인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해 갖는 믿음이란, 자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르틴 발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독자는 때

때로 이 문장들을 눈을 감고 소리 내어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문장들은 상당

히 깊은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다. Man muß solche Sätze manchaml bei

geschlossenen Augen aussprechen, sie sind dann ziemlich echoreich.”245) 이어

서 마르틴 발저는 이 문장이 그로 하여금 소크라테스의 저 유명한 문장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Ich weiß, daß ich nichts weiß”246)

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인다. 마르틴 발저에 따르면 ‘알다 wissen’라는 단어는 대

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에서 긍정

적으로 사용되지만, 언급된 소크라테스의 문장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문장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용례로 쓰인다. 그가 알

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무지(無知)하다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 문장이 갖는 부정적 외양은 이내 이와 상반된 의미운동을 수반한

다. 이 문장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

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크라테

스의 ‘알다’라는 동사는 로베르트 발저의 맥락에서는 ‘믿다 glauben’라는 말로

치환된다. 로베르트 발저의 주인공은 자신이 매우 작은 존재임을 믿음으로써,

245) Martin Walser: Selbstbewußtsein und Ironie, S. 132. 

246)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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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속에 존재하며 세상의 그 무엇도 손에 쥐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증법적인 의미의 운동은 희망 없음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관

계 속에서 표현되기도 한다. 야콥은 벤야멘타 하인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름 아닌

‘상실감을 느끼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고 말한다. 이러한 훈련은 야콥이 생각하

기에 이 학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에 해당된다.

이곳 벤야멘타 학교에서는 상실감을 느끼는 법과 견디는 법을 배운다. 나는 그것

이 일종의 능력,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유능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저 덩치 큰 아기, 칭얼대기만 하는 울보로 남을 것이다.

Man lernt hier im Institut Benjamenta Verluste empfinden und ertragen, und

das ist meiner Meinung nach ein Können, eine Übung, ohne die der Mensch,

mag er noch so bedeutend sein, stets ein großes Kind, eine Art weinerlicher

Schreihals bleiben wird. (JvG 92)

그런데 인용된 문장 “이곳 벤야멘타 학교에서는 상실감을 느끼는 법과 견디

는 법을 배운다 Man lernt hier im Institut Benjamenta Verluste empfinden

und ertragen”(인용자 강조)에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접속사 ‘그리고 und’가 삽

입되어 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힐 수도 있다. ‘학생들이 더욱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될수록, 그들은 더욱 더 꿋꿋이 이를 참는 법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 변환은 앞서 언급된 소크라테스의 문장에서 만큼이나 매

우 급진적인 아이러니 과정을 동반한다. ‘나’는 알면 알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야콥은 더욱 더 많은 상실감을 느

낄수록, 더욱 더 많이 참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247) 이어서 마르틴 발저는

이러한 로베르트 발저 특유의 아이러니를 ‘희망 없음의 원리 Das Prinzip

Hoffnungslosigkeit’로 설명한다.

247) Vgl. Martin Walser: Selbstbewußtsein und Ironie, S. 133 f.: “Die Spannung, die sich 

bilden könnte zwischen Hoffnungslosigkeit und Warten hat schon der erste Satz dieses 

Abschnitts in ein dialektisches Verhältnis gebracht. Man lerne hier im Institut, hieß es 

da, »Verluste empfinden und ertragen«. Und dieses UND kann man sich gar nicht groß 

genug geschrieben denken. Je mehr man empfinden lernt, desto mehr muß man 

ertragen lernen. Ein ironischer Prozeß, so radikal wie der in Sokrates’ Satz: Ich weiß, 

daß ich nichts weiß. Je MEHR er den Verlust zu empfinden lernt, desto MEHR lernt er 

ihn ertragen. Die logische Widersinnigkeit liefert die ironische Qual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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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트 발저는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즉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학

습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 희망 없음의 원리가 이 교육소설의 교육 원리인 것이

다. 소시민에게서 희망이 박탈된다면, […] 그는 그에게 남겨진 현실을 단지 변화

가능한 현실로서만 견뎌낼 수 있다.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리라는 희망 속

에서만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이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야콥은 바로 이것을 실현해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희망을 품지 않고도 긍정하

기 때문이다. 완전히 저절로, 일말의 의도도 없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니힐리즘의

아가(雅歌)가 생겨난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순진무구하고, 단지 찬미

하고자 할 뿐인 소년 소프라노가 부르는 노래이다.

Robert Walser erhebt zum Lernprogramm, auf etwas zu verzichten, was in der

Wirklichkeit die Hauptrolle spielt: Hoffnung. Das Prinzip Hoffnungslosigkeit ist

das pädagogische Prinzip dieses Erziehungsromans. Und sobald man aus dem

Verhältnis des Kleinbürgers die Hoffnung wegnimmt, […] der Kleinbürger

kann die Realität, die man ihm übrig läßt, nur als veränderbare ertragen, nur

in der Hoffnung, es werde sich etwas ändern. […] Und jetzt: ohne diese

Hoffnung sieht man erst, wie diese Wirklichkeit in Wirklichkeit ist. Das bringt

Jakob zustande, weil er zustimmt, ohne zu hoffen. Ganz von selbst, ohne jede

Absicht und vollkommen konkret entsteht so das hohe Lied des Nihilismus,

gesungen von dem denkbar unschuldigsten, nur rühmenwollenden

Knabensopran.248)

이처럼 희망의 부재를 확인하고 견뎌냄으로써 또 다른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야콥의 태도는 수행적 아이러니가 작동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정성을

중심으로 운동해 나가는 발저의 아이러니는 희망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알

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희망의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르틴 발저는

야콥의 아이러니 방식을 “소시민의 교리 문답서 Kleinbürger-Katechismus”249)

라고 명명한다. 야콥 폰 군텐이 보여주고 있는 특유의 아이러니 기법은 자신

의 부정성을 한껏 껴안는 방식으로 자의식을 형성해나가야 할 소시민들의 값진

인생교본인 것이다.

248) Martin Walser: a. a. O., S. 149 f.

249) Ebd., S. 142. 



- 112 -

4) 분열된 1인칭 서술자

‘한 편의 일기 Ein Tagebuch’라는 부제가 붙여진 이 작품에는 ‘나 Ich’라는 1

인칭 서술자가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1인칭 서술자는 언제나 ‘나’라고 말하는 단

일한 주체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서술자는 ‘지금 그리고 여

기’라는 특정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

로 야콥 폰 군텐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 역시 일견 오로지 하나의 시공간

에 속해 있는 듯 보인다. 작품 속의 사건들은 미미한 진행 속도를 보이기는 하

지만 거의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며, ‘나’라는 인물의 이야기 역시 순차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야콥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일기를 유심히 살펴

보면 이러한 1인칭 서술자가 일반적인 언어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로

부터 이탈을 감행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리 말하자면 야콥 폰

군텐의 ‘나’는 특정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텍스트의 각기 다른 층위들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우선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 이야기

를 온전한 일기 형식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신만이 알 것이다. 이곳에서의 체류 자체가 내겐

때때로 정말 불가사의한 꿈처럼 여겨진다.”250) 벤야멘타 하인학교에서의 체류를

전제로 하고 시작되는 이 일기는 갑작스레 등장한 ‘나’의 혼잣말로 인해 다소

현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일기를 쓰고 있는 ‘나’가 어쩌면

이 일기에 기록되고 있는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장 처음으로 제공

한다.

이어지는 ‘나’의 기록 역시 야콥 폰 군텐을 과연 온전한 일기소설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재차 유발한다. “곧장 미련한 원숭이 크라우스가 뛰어 들어

왔다. 미련한 원숭이라니?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크라우스는 사랑스럽고 사

랑스러운 놈이다. 다만 그 당시에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다.”251)(인

용자 강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툭 던져진 이 문장은 야콥이

일련의 사건을 다 겪고 난 최후의 시점에서 회상하는 어조로 이 이야기를 작성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덧붙여 ‘나’는 마치 자신의 일기가 앞

250) “Irre ich mich? Weiß Gott, manchmal will mir mein ganzer hiesiger Aufenthalt wie 

ein unverständlicher Traum vorkommen.” (JvG 9 f.)

251) “Sofort stürzte der dumme Affe Kraus herein. Der dumme Affe? O gar nicht. Kraus 

ist ein lieber, lieber Mensch. Ich verstand es nur damals noch nicht besser.” (JvG 1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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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다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크라우스에 대

한 단호하고 뚜렷한 인물평을 내놓는다. “크라우스에 관해선 정말이지 많은 이

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우리 생도들 가운데 가장 정직하고 유능하다.

유능함과 정직함이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영역이다.”252) 이처럼 아무렇

지도 않은 듯 삽입되어 있는 ‘이상한’ 문장들에 독자들이 재차 걸려 넘어질수록,

‘나’라는 1인칭 서술자의 정체는 더욱 모호해진다. 특히 아래 인용된 야콥의 이

력서는 ‘나’의 출생 일시와 출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1인칭 서술자의 불명료한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력서

본인, 야콥 폰 군텐은 성실한 부모의 아들로 이러이러한 날에 태어나, 이러이러

한 곳에서 자랐으며, 어느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데 필요한 몇몇 지식들을 습득

하기 위해 벤야멘타 학교에 훈련생으로 들어왔다. 본인은 삶에 아무런 희망도 갖

고 있지 않다. 본인은 엄히 다스려지기를 희망한다.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다. 야콥 폰 군텐은 장래가

촉망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결심한다.

Lebenslauf

Unterzeichneter, Jakob von Gunten, Sohn rechtschaffener Eltern, den und

den Tag geboren, da und da aufgewachsen, ist als Eleve in das Institut

Benjamenta eingetreten, um sich die paar Kenntnisse anzueignen, die nötig

sind, in irgend jemandes Dienste zu treten. Ebenderselbe macht sich durchaus

vom Leben keine Hoffnungen. Er wünscht, streng behandelt zu werden, um

erfahren, was es heißt, sich zusammenraffen müssen. Jakob von Guten

verspricht nicht viel, aber er nimmt sich vor, sich brav und redlich zu

verhalten. (JvG 50 f.) (인용자 강조)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는 일기 기록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독자들을 염

두에 두고 있기라도 하듯 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번 더 맨 처음으

로 되돌아가야겠다. Ich muß noch einmal ganz zum Anfang zurückkehren.”(JvG 29)

252) “Von Kraus werde ich sehr viel reden müssen. Er ist der Redlichste und Tüchtigste 

unter uns Zöglingen, und Tüchtigkeit und Ehrlichkeit sind ja so unerschöpfliche und 

unermeßliche Gebiete.” (Jv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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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 1인칭 서술자는 독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

하면서 “이제 다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야만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다.”253)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야콥은 다음과 같이 주절거린다. “내가 또다시 헛소리를 하

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무슨 말

이든 지껄여 칸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254)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치

되어 있는 발저의 문장들은 텍스트의 다른 층위를 열어 밝힌다. 이러한 구절들

은 이 작품의 1인칭 서술자가 일기 속에 기록되고 있는 ‘나’와 실제 일기를 쓰

고 있는 다른 ‘나’로 분열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자아낸다. 나아가 이러한

분열된 1인칭 서술자의 면모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끔 한다. 일기 바깥

의 ‘나’가 야콥이라는 또 다른 ‘나’를 내세워 거짓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

까.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마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러하듯, 부유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곳에 있는 모

든 것은 너무나도 섬약하다. 사람들은 단단한 땅 위가 아니라, 마치 허공 속에

서 있는 듯하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다. 가능한 일이다.”255) 게다가 벤야

멘타 원장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 그[벤야멘

타 원장]는 내게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나

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맘껏 살아보고 싶은 걸까?”25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야콥 폰 군텐이라는 ‘한 편의 일기 ein Tagebuch’

속에는 실제 일기 속에 기록되는 ‘나’뿐만 아니라 일기를 쓰고 있는 또 다른

‘나’의 흔적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나’라는 모호한 서술자는 일기 안

과 밖에 각각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명의 야콥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다. ‘야

콥’은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야콥을 상

상하는 작가, 다시 말해 거짓 일기를 쓰고 있는 작가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

고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증명해주기라도 하듯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253) “Ich muß jetzt etwas berichten, was vielleicht einigen Zweifel erregt. Und doch ist 

es durchaus Wahrheit, was ich sage.” (JvG 53)

254) “Ich schwatze wieder ein wenig, nicht wahr? Geb’ es gern zu, daß ich schwatze, 

denn mit etwas müssen doch Zeilen ausgefüllt werden.” (JvG 105)

255) “Es ist hier alles so zart, und man steht wie in der bloßen Luft, nicht wie auf 

festem Boden. Und dann dieses immerwährende Gefaßt- und Bewußtsein, auch das 

macht es vielleicht aus. Leicht möglich.” (JvG 126) 

256) “Ja, so kommt er mir vor: noch gar nicht gelebt hat er. Will er sich jetzt etwa an 

mir ausleben?” (JvG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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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묘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규정된 동시에 규정되지 않은, 통제된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단순한 동시에 아주 복잡한 생활 말이다.

Ich führe ein sonderbares Doppelleben, ein geregeltes und ein ungeregeltes, ein

kontrolliertes und ein unkontrollierbares, ein einfaches und ein höchst

kompliziertes. (JvG 140)

이처럼 야콥의 삶은 두 가닥으로 꼬인 대담한 모험이자, 각기 다른 층위의 삶

들이 모인 연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온전한 일기라고 보기 어려운 작품

속의 ‘나’가 이러한 분열을 감행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일기 밖의 야콥은 거짓

일기를 쓰면서 과연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야

콥이 벤야멘타 원장과 함께 ‘황야 Wüste’―격동적인 움직임의 장소―로 사라지

는 것과 관련된다. “나는 이곳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

약……한다면 어떨까?’라는 말로 나를 결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

다. 그렇다, ‘만약’이라는 말도, ‘어떨까’라는 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257)

그런데 야콥이 ‘황야’―성경에 등장하는 동명이인인 ‘야콥’과 크라우스가 연상시

키는 족장 ‘아브라함’ 혹은 이집트인 ‘요셉’이 실제 태어나 살던 땅―로 가기 위

해서는 우선 ‘펜’도, ‘생각하는 삶’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이 펜도 던져버리는 거다. 생각하는 삶일랑 이제 집어치운다. 나는 벤야멘타

씨와 함게 사막으로 간다. 보고 싶다. 황야에도 삶이라는 것이 있는지 보고 싶다.

호흡하고, 존재하고, 정직하게 선을 추구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지 보고 싶다. 밤

에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부터 나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신에 대한 생각도 하

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 신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신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인가? 신은 생각하지 않는 자와 함께 간다. 자, 이제 그럼 영

원한 작별을 고한다, 벤야멘타 학교여.

Aber weg jetzt mit der Feder. Weg jetzt mit dem Gedankenleben. Ich gehe

mit Herrn Benjamenta in die Wüste. Will doch sehen, ob es sich in der

Wildnis nicht auch leben, atmen, sein, aufrichtig Gutes wollen und tun und

nachts schlafen und träumen läßt. Auch was. Jetzt will ich an gar nichts

257) “Ich werde hier nichts hinterlassen. Mich bindet nichts, verpflichtet nichts, zu sagen: 

«Wie wär’s, wenn ich - -» Nein, es gibt nichts mehr zu wären und zu wennen.” (JvG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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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 denken. Auch an Gott nicht? Nein! Gott wird mit mir sein. Was brauche

ich da an ihn zu denken? Gott geht mit den Gedankenlosen. Nun denn adieu,

Institut Benjamenta. (JvG 164)

이렇듯 ‘나’의 글쓰기가 중단되어야 비로소 ‘나’는 다른 세계로 진입할 수 있

게 된다. 여기서 야콥이 가려고 하는 세계는 텍스트라는 한계범위 밖에 존재하

는 듯 보인다. 그리고 야콥의 모든 일기는 텍스트 외부의 영원한 삶에 접근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소멸이나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는 다른 삶에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사라짐의 순간’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작품 속

야콥은 실제로 이 작품의 마지막 페이지로부터 퇴장해 삶 속으로 미끄러져 들

어간다. 육체의 옷을 입은 하나의 말[言]로서, 학교의 비인간적 원칙을 구현한

화신으로서 말이다. 이처럼 작품 속 인물이 작품을 떠나 하인이라는 ‘익명의 존

재’로 다시 삶 속에 입장하게 되는 것은 분명 놀라운 문학적 성취임에 틀림없

다. 작품의 1인칭 서술자는 자신의 분열을 감행함으로써 신화적 공간으로부터

‘사라지는 순간’을 계획하고, 형식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속에 다시 태어

나는 계기’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듯 야콥 폰 군텐의 ‘나’는 자신의 동일

성을 포기함으로써 그의 ‘자유’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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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화의 극복과 ‘자유’의 가능성

1. 하인의 섬김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생도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섬기도록

교육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의 훈련에 따라 점차 ‘영(零) eine Null’에 가까

운 존재로 변모해 간다. 생도들이 종사하게 될 ‘하인’이라는 직업 역시 자신의

임무 수행이 더욱 완전해질수록 결코 눈에 띄는 법이 없는 ‘하찮은’ 일에 불과

하다. 하지만 야콥은 이러한 섬김의 행위가 다름 아닌 매우 ‘매력적인 reizend’

일이라고 언급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그것은 신비로운 안개에 싸인 낙원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다.”258) 특히 이 구절에 등장하는 ‘낙원을 둘러싼 신비로운 안개’는 하인의 섬

김이 명료하게 셈을 따지는 일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런데

섬김을 옹호하는 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행위에 내

재한 ‘어리석음’의 문제는 쉽게 기각되지 않는다.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

을, 게다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행위는 일견 ‘바보’들이나 하는

짓거리로 간주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어리석음’은 본래부터 비천

한 신분인 하인에게 요구되는 계급적 ‘윤리’로 치부될 수도 있고, 물질적 보상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도덕적․심리적 만족감을 겨냥한 의도된 ‘선한’ 행위로 간

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비판들로부터 섬김의 테제를 재차 구제

해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약한’ 것은 두둔하며 모든 ‘강한’ 것은 반박하려

는 이상 Ideal, 즉 ‘허무적 가치 nihilistische Werthe’259)라는 낙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발저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음은 자신의 생명을 제물

로 삼아 무(無)를 살찌우려는 행위, 즉 허무로 나아가려는 ‘몰락 행위’라는 비난

을 쉽게 모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특히 아래에 인용된 니체의 문장들은 벤야멘

타 하인학교의 원칙 및 규율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258) “Jemandem, den man nicht kennt und der einen gar nichts angeht, einen Dienst 

erweisen, das ist reizend, das läßt in göttlich nebelhafte Paradiese blicken.” (JvG 23)

259) Friedrich Nietzsche: Der Antichrist. Fluch auf das Christenthum. In: Giorgio Colli u. 

Mazzino Montinari (Hg.): Kritische Studienausgabe Bd. 6. München 1999, 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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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짐승이나 종이나 어떤 개인이 자기의 본능을 상실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고 선호할 때, 나는 그것들이 타락했다고 부른다. “숭고한 감정”의 역

사와 “인류의 이상”의 역사는―내가 이것들을 설명해야만 할지도 모른다―어째서

인간이 그렇듯 타락해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기에는 삶 자체가 성장을 위한 본능, 지속을 위한 본능, 힘의 축적을 위

한 본능, 힘을 위한 본능인 것 같다 : 힘에의 의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쇠퇴가 일

어난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인류의 모든 최고 가치에 이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

다는 것―쇠퇴의 가치들이, 허무적 가치들이 그것을 가장 성스러운 이름으로 지

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ch nenne ein Thier, eine Gattung, ein Individuum verdorben, wenn es seine

Instinkte verliert, wenn es wählt, wenn er vorzieht, was ihm nachtheilig

ist. Eine Geschichte der „höheren Gefühle“, der „Ideale der Menschheit“ ― und

es ist möglich, dass ich sie erzählen muss ― wäre beinahe auch die

Erklärung dafür, weshalb der Mensch so verdorben ist.

Das Leben selbst gilt mir als Instinkte für Wachsthum, für Dauer, für

Häufung von Kräften, für Macht : wo der Wille zur Macht fehlt, giebt es

Niedergang. Meine Behauptung ist, dass allen obersten Werthen der Menschheit

dieser Wille fehlt , ― dass Niedergangs-Werthe, nihilistische Werthe

unter den heiligsten Namen die Herrschaft führen.260)

니체의 말을 참조한다면 하인학교의 생도들은 외견상 생(生)의 본능을 배반한

‘타락’한 자들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은 허무적인 가치들을 가장 성스러운 이름

으로 거짓 치장하고, 생명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사기꾼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생도들이 보여주는 ‘동정’의 태도는 니체에게서 ‘이러저러한 악덕

보다 더 해로운 것’에 해당될 뿐이다.261) 왜냐하면 “그것은 몰락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존하고, 삶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것과 삶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을

위해 싸우며, 그것이 살려둔 아주 많은 종류의 실패자들에 의해 삶 자체에 음산

하고 의문스러운 측면을 부여하기”262) 때문이다. 지금까지 동정은 ‘덕 그 자체

260) Ebd. (국역본 프리드리히 니체: 안티크리스트. 실린 곳: 니체전집15.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9, 219면 참조.)

261) Vgl. Friedrich Nietzsche: Der Antichrist. In: a. a. O., S. 170: “Was ist schädlicher als 

irgend ein Laster? ― Das Mitleiden der That mit allen Missrathnen und Schwachen ― 

das Christenthum ...” (국역본 프리드리히 니체: 안티크리스트, 216면 참조: “이러저러한 악

덕보다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모든 실패자와 약자에 대한 동정 행위―그리스도교……”)

262) Friedrich Nietzsche: Der Antichrist, S. 173: “Es erhält, was zum Untergange reif ist, 

es wehrt sich zu Gunsten der Enterbten und Verurtheilten des Lebens, es giebt d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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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덕의 토대이자 근원 die Tugend, den Boden und Ursprung aller

Tugenden’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은 ‘삶의 부정 die Verneinung des

Lebens’이라는 허무주의 nihilistisch 철학에 뿌리를 둔 잔인한 가치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263) 이렇듯 동정 혹은 섬김에 대한 니체의 비판적인 시각은 ‘자발적

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려는 생도들에게 정확히 적중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하인의 섬김이 이 세계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거나 뚜렷한 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그들이 손 안에 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고 하더라도 이들이 전적으로 비참을 겪고 있거나 허무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갖지 않을 수 있음은 다른 한편 이들이 가

진 능력이기도 한데, 이러한 ‘무능력의 능력’이야말로 이들로 하여금 균질한 신

화적 공간으로부터 깨어나도록 하는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앞서

3장 2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도들은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그 누구보다 명

랑하며 천진난만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들이 점차 가까워지는 ‘영 eine

Null’의 상태는 납작하게 눌린 못생긴 영이 아니라 ‘근사하고 동그란 영 eine

reizende, kugelrunde Null’(JvG 8)과 다름없다. 여기서 생도들의 ‘영 eine Null’

을 수식하는 ‘동그란’이라는 말은 이들이 가진 원만한 기질과 자족적인 자세를

암시한다. 이렇듯 발저의 인물들에 내재한 ‘영’ 혹은 ‘무’의 속성은 니체의 비판

과 정면으로 대치되지 않는다. 이들의 섬김에는 삶의 고통이나 비참함을 곱절로

만들려는 의지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력, ‘또 다

른 삶(생명)’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콥 폰 군텐에서 하

인의 섬김의 행위는 크게 ‘기적’과 ‘향기’라는 두 가지 양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기적

하인은 누군가를 섬기는 데에 있어 자유롭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 Jemandem, den man nicht kennt und der einen gar nichts

angeht’(JvG 23)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은 단순히 추상

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맥락을 획득한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die Fülle des Missrathnen aller Art, das es im Leben festhält, dem Leben selbst 

einen düsteren und fragwürdigen Aspekt.” (국역본 프리드리히 니체: 안티크리스트, 220면.)

263)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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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혹은 ‘거의 모든’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많은 사

람들이 자신과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264)(인용자 강조) 이

처럼 야콥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결코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심지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용된 구

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fast alle’이라는 수식어는 ‘모든’이라는 말이 상정하는

어떤 ‘한계’나 ‘구획된 범위’를 지우면서, 타인에게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무

한함을 재차 강조한다. 외견상 불필요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정도를

일컫는 ‘거의 fast’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세계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장 명료하

게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이어지는 문장은 야콥과 관계 맺는 타인의 외연을 더

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내 옆을 스쳐가는 저기 저 사람들, 그들은 나와 어떻

게든 관련이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Die da an mir vorübergehen,

die gehen mich irgend etwas an, das steht fest.”(JvG 23) (인용자 강조) 이

처럼 야콥이 섬기는 대상은 그의 곁을 스쳐지나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의 공

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야콥의 ‘이웃’이 된다. 여기서

‘~와 상관있다’를 의미하는 타동사 angehen은 ‘지나가다’를 의미하는 자동사

vorübergehen과 연동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물리적 연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시킨다. 다른 사람들이 ‘야콥의 얼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즉 야콥으로 하

여금 그들의 현존을 느끼도록 할 만큼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존재

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서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야콥은 길에

서 우연히 맞닥뜨린 강아지를 도와주는 상상을 한다.

내가 저기서 길을 걷고 있다고 하자. 햇살이 환히 빛난다.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

가 내 발밑에 와서 낑낑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이 값비싼 어린 동물의

다리가 입마개에 걸려 뒤엉켜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강아지는 더 이상 걸을 수

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몸을 숙여 엄청난, 그 엄청난 불행에서 강아지를 구해준

다.

Ich gehe da so, die Sonne scheint, da sehe ich plötzlich ein Hündchen zu

meinen Füßen winseln. Sogleich bemerke ich, daß sich das Luxustierchen mit

den kleinen Beinen im Maulkorb verwickelt hat. Es kann nicht mehr laufen.

Da bücke ich mich, und dem großen, großen Unglück ist abgeholfen. (JvG 23)

264) “[…] im Grunde genommen gehen einen alle oder wenigstens fast alle Menschen 

etwas an.” (Jv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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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콥은 곤란에 빠진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다가가 그 동물을 ‘엄청

난, 엄청난 불행으로부터 dem großen, großen Unglück’ 구해준다. 온 세계가

무한한 연관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야콥에게 강아지 한 마리의 낑낑거

림은 결코 도처에 널려 있거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오히려 강아지 한 마리의 고통으로 인해 온 세계가 동시에 하나같이 고통

을 겪을 것이다. 특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인 ‘엄청난, 엄청난’이라는 형용

사는 야콥의 민감한 감수성과 윤리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야콥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의를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대의에 비추어 본다면

시간낭비로 폄하될 수 있는 현재 당면한 문젯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

한 과제로 다가온다. 그리고 곤란한 상황은 이내 야콥의 등장과 섬김으로 또 다

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섬김의 양태는 우선 모든 문제 상황을 종결하

는 신의 출현과 같은 기적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기이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개의 여주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

리고는, 야콥에게 기묘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그때 개의 여주인이 잰걸음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그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를 보고는 내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나는 숙녀 앞에서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아, 나의 등 뒤에 남겨진 그녀는 세상에 아직 친절한 젊은

이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으리라. […] 예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

는 그 여인이 미소 짓던 모습이라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녀가 나를 신사

로 만들었다. 그렇다, 올바르게 처신할 줄 알면 신사가 되는 것이다.

Nun kommt die Herrin des Hundes heranmarschiert. Sie sieht, was los ist,

und dankt mir. Flüchtig ziehe ich meinen Hut vor der Dame und gehe meiner

Wege. Ach, die da hinten denkt jetzt, daß es noch artige junge Menschen in

der Welt gibt. […] Und wie diese übrigens ganz unhübsche Frau gelächelt

hat. «Danke, mein Herr.» Ah, zum Herrn hat sie mich gemacht. Ja, wenn

man sich zu benehmen weiß, ist man ein Herr. (JvG 23) (인용자 강조)

인용된 구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차적으로 ‘주인’을 의미하는 Herr라는 단

어가 무려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인인 야콥은 이

웃의 고통을 ‘엄청난’ 것으로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우스 엑스 마

키나 deus ex machina’265), 즉 기적의 이미지로 사건에 개입한다. 그런데 여기

265) ‘데우스 엑스 마키나’란 라틴어로 ‘기계에 의한 신(神)’ 혹은 ‘기계장치의 신’을 일컫는다. 본

문에서 이 말은 예기치 못한 사이에 등장하여 단숨에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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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인의 섬김을 전후로 하여 주인과 하인의 위치가 기묘하

게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다. 개의 여주인은 뜻밖의 도움을 받고 하인인 야콥을

연신 ‘주인’이라 칭하며 그에게 인사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야콥은 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 돌연 종의 위치에서 ‘상황의 주인’으로 옮겨진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행을 전후로 그에게 어떠한 금전적․가시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 행동

의 흔적은 메아리치는 웃음소리로 세계 도처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게 된다. 야

콥이 떠난 뒤에 그의 등 뒤로 남겨진 한 숙녀의 미소 짓는 모습이야말로 온 세

계와 더불어 미소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균질한 신화적 공간이 하인의 섬김으로 인해 무장 해제되는 순간은

독일 바로크 비애극 das barocke Trauerspiel의 한 부류인 운명 비극

Schicksalstragödie에 등장하는 ‘기적 ein Wunder’이라는 장치를 연상시킨다. 운

명 비극에서 ‘운명 Schicksal’에 사로잡힌 채 죄 짓는 피조물들은 오로지 기적을

통해서만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운명이 지배하는 세계의 결정성

Determiniertheit은 이 세계 외부로부터 이곳에 임할 ‘기적’이라는 도식을 불가피

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66) 이처럼 운명 비극에 나타나는 기적은 세계

의 필연적 인과율―운명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가

능성이자, 이러한 피조물의 암담한 조건에서 비롯된 수직적 상상력이라고 간주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기적’이란 도식은 차안(此岸)과 피안(彼岸)

미로 사용하였다. 

266) Vgl. W. Benjamin: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 In: Gesammelte Schriften 

Bd. 1-1. Frankfurt a. M. 1991, S. 308: “Die Anschauung des Determinismus kann 

keine Kunstform bestimmen. Anders der echte Schicksalsgedanke, dessen 

entscheidendes Motiv in einem ewigen Sinn solcher Determiniertheit zu suchen wäre. 

Von ihm aus braucht sie keineswegs sich nach Naturgesetzen zu vollziehen; 

ebensowohl vermag ein Wunder diesen Sinn zu weisen. Nicht in der faktischen 

Unentrinnbarkeit ist er gelegen. Kern des Schicksalsgedankens ist vielmehr die 

Überzeugung, daß Schuld, als welche in diesem Zusammenhang stets kreatürliche 

Schuld - christlich: die Erbsünde -, nicht sittliche Verfehlung des Handelnden ist, 

durch eine wie auch immer flüchtige Manifestierung Kausalität als Instrument der 

unaufhaltsam sich entrollenden Fatalitäten auslöst.” (국역본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만영 옮김. 새물결 2008, 162면 참조: “결정론적인 견해는 어떠한 예술 형식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운명 사상은 다르다. [운명 비극에서] 운명 사상의 핵심적인 모티브는 

결정성의 영원한 의의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영원한 의의라는 견지에서 볼 때 결정성

이 자연법칙에 입각해서 실현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결정성의 의의는 기적이 보여줄 수 있

다. 의의는 사실적인 불가피성에 바탕을 두는 것은 아니다. 운명 사상의 핵심은 죄가 인과율을 

불러일으킨다는 확신에 놓여 있다. 죄는 지금의 문맥에서는 행위자의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항

상 피조물로서의 죄,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원죄로서, 그것은 아무리 순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굴러가는 숙명의 도구로서 인과율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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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분화된 세계를 상정한다. 하지만 야콥 폰 군텐에 등장하는 기적은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두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 등장

하는 기적 역시 세계의 변화가능성이자 역동성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출현하기

는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이 세계에 이미 속해 있는 하인을 통해서만

연출된다. 다시 말해 야콥 폰 군텐의 하인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 벌써 들어와

있으며, 외부의 전지전능한 은총에 힘입지 않고 자신을 비우는 수동성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행한다. 이렇듯 하인의 섬김은 세계 안에서의 약간의 조정을 통

해267) 세계의 또 다른 국면이 도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적이 ‘향기

Duft’와 같이 전혀 가시적이지 않은 차원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이다.

2) 향기

벤야멘타 하인학교에는 ‘자연 Natur’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콥이 학교에 입학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감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한 가지는 사실이다. 이곳엔 자연이 없다. 하기야, 여기 있는 것

은 그야말로 대도시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집에서 지냈을 때는 자연

경관을 가까이에서나 멀리에서나 늘 볼 수 있었다. 거리에 나서면 이리저리 날

아다니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언제나 들려왔던 것 같다. 샘물들은 언제나

소리를 냈다. 울창한 산은 말쑥한 시내를 점잖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가까운 호수에서 곤돌라를 탔다. 암벽과 숲들, 언덕과 들판이 지척

에 있었다. 소리와 향기들이 늘 곁에 있었다.”268) 이처럼 야콥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다양한 자연의 모습들은 벤야멘타 하인학교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

267) Vgl. W. Benjamin: Franz Kafka. In: Gesammelte Schriften Bd. 2-2. Frankfurt a. M. 

1991, S. 432: “[…] von dem [Messias] ein großer Rabbi gesagt hat, daß er nicht mit 

Gewalt die Welt verändern wolle, sondern nur um ein Geringes sie zurechtstellen 

werde.” (국역본 발터 벤야민: 프란츠 카프카. 실린 곳: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4, 89면 참조: “어느 위대한 랍비가 말했던 것처럼, 폭력으로써 세계를 변경시키려

고 하지 않고, 다만 세계를 조금 바로 잡게 될 그런 메시아가 오면 꼽추는 사라지게 될 것이

다.”)

268) “Eins ist wahr, die Natur fehlt hier. Nun, das, was hier ist, ist eben einmal 

Großstadt. Zu Hause gab es überall nahe und weite Aussichten. Ich glaube, ich hörte 

immer die Singvögel in den Straßen auf und ab zwitschern. Die Quellen murmelten 

immer. Der waldige Berg schaute majestätisch auf die saubere Stadt nieder. Auf dem 

nahegelegenen See fuhr man abends in einer Gondel. Felsen und Wälder, Hügel und 

Felder waren mit ein paar Schritten zu erreichen. Stimmen und Düfte waren immer 

da.” (Jv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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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린 듯 보인다. 게다가 그나마 갖추어져 있던 학교의 정원 역시도 벌써 오래

전부터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 기숙사 뒤편에는 오래되고 버

려진 정원이 있다. 이른 아침 교무실 창문으로 그 정원을 내려다볼 때면 (나와

크라우스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아침마다 교무실을 청소해야 한다) 아무런 보살

핌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원을 볼 때마다

매번 아래로 내려가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269) 이처럼 벤야멘타 하인학

교에게 있어 ‘자연’은 철저히 거부되거나 부정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 보

인다.

그런데 생도들에게서 완전히 박탈된 자연의 모습은 어느덧 그들의 규율과 내

면으로 자리를 옮겨와 있다. 야콥 폰 군텐에서 ‘규정’들은 다름 아닌 ‘우박, 번

개, 눈과 비’와 같은 자연현상들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의 원칙들을 잘

따르는 생도 주위에는 ‘향기’―“보잘것없지만, 용맹스럽게 싸워 쟁취한 칭찬의

달콤한 향기 der süße Duft des bescheidenen, aber wacker erkämpften

Lobes”(JvG 84)―가 난다고 언급된다.270) 또한 이들에게는 실제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내면의 정원’이 존재한다.

우리 벤야멘타 학교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정원들이 있다. 실제 정원 안으로 들

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어떤 학생도 그 정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대체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그 이유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는 실제의 정원과는 다른, 어쩌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

다. 벤야멘타 소년 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우리들의 교과서 속에.

그 책의 8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올바른 행실은 꽃이 만개한 정원

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섬세한 감정이 있는 그런 정원들 안에서는 우리 학

생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되는 것이다.

Es gibt bei uns im Institut Benjamenta noch ganz andre Gärten. In den

wirklichen Garten zu gehen, ist verboten. Kein Zögling darf ihn betreten,

warum eigentlich, weiß ich nicht. Aber wie gesagt, wir haben einen andern,

269) “Hinter unserm Haus liegt ein alter, verwahrloster Garten. Wenn ich ihn morgens 

früh vom Bureaufenster aus sehe (Ich muß mit Kraus zusammen jeden zweiten Morgen 

aufräumen), tut er mir leid, daß er so unbesorgt daliegen muß, und ich hätte jedesmal 

Lust, hinunterzugehen und ihn zu pflegen.” (JvG 83) 

270) Vgl. JvG 84: “Darf ein Schüler des Institutes Benjamenta zufrieden mit sich sein, 

was selten vorkommt, da es bei uns von Vorschriften hagelt, blitzt, schneit und regnet, 

so duftet es um ihn herum, […]. 벤야멘타 학교의 우리 생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도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규정이란 우박, 번개, 눈과 비가 늘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그래도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훈련생의 주위에는 향기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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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leicht schöneren Garten als der tatsächliche ist. In unserem Lehrbuch:

«Was bezweckt die Knabenschule» heißt es auf Seite acht: «Das gute

Betragen ist ein blühender Garten.» - Also in solchen, in geistigen und

empfindlichen Gärten, dürfen wir Schüler herumspringen. (JvG 83) (인용자 강

조)

이렇듯 ‘착한’ 행동을 한 생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숲속에서 산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잘못된’ 행동

을 한 학생들은 제 발로 ‘혐오스럽고 어두운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다.271) 그런데 인용된 구절들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섬김의 행위가 다름

아닌 ‘향기 Duft’라는 흔적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향기 모

티브는 하인의 실존적 조건들과 결부되어 작품 곳곳에서 매우 여러 차례 등장

한다. 우선 야콥은 생도들 가운데 ‘가장 정직하고 유능한’ 크라우스에게서 “선하

고 올곧은 사람의 향기 Geruch des Guten und Rechtschaffenen”(JvG 25)를 맡

는다. 또한 그는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것에도 향기와 힘이 있다 Etwas

entbehren: das hat auch Duft und Kraft”(JvG 21)고 언급하기도 한다. 한편 벤

야멘타 원장은 야콥이 입학했을 때 그에게서 “활기차고 어리석으며 버릇없고

뻔뻔스럽지만, 꽃이 피어 있듯 향기를 발산하는 순수한 감정들 frisch, dumm,

unartig, frech und blühend, duftend von unverdorbenen Empfindungen”(JvG

156)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과 대구를 이루듯 야콥

은 죽을 때에 자신이 꽃으로 변하게 되리라고 상상하기도 한다. “어느 날엔가

내 본성과 행위에서는 그 어떤 향기가 날 것이고, 난 꽃이 되어 약간, 자족하기

라도 하듯 향내를 풍길 것이다.”272) 이처럼 인물들이 섬김의 행위에 가까이 있

거나, 혹은 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 주위로는 ‘향기’라는 흔적이 남겨

진다고 재차 언급된다.

여기서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향기는 섬김의 행위가 결코 분명하게 지각될 수

271) Vgl. JvG 83 f.: “Führt sich einer von uns schlecht auf, so wandelt er wie von selber 

in einer garstigen, finstern Hölle. Hält er sich aber brav, so geht er unwillkürlich zum 

Lohn zwischen schattigem, sonnenbetupftem Grün spazieren. 우리들 중 누군가 잘못된 행

동을 하면, 그는 스스로 알아서 혐오스럽고 어두운 지옥 속을 걷는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점무늬를 그리는 숲에서 산

책을 하게 된다”

272) “Eines Tages wird von meinem Wesen und Beginnen irgendein Duft ausgehen, ich 

werde Blüte sein und ein wenig, wie zu meinem eigenen Vergnügen, dufen, […].” (JvG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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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양태로 구현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인의 섬김은 뚜렷한

결과물을 산출하기보다는 단지 세계에 향기만을 남길 뿐이다. 그리고 섬기는 하

인 자신도 익명적인 존재로서 이 세계의 가장자리로, 혹은 밑바닥으로 후퇴한

다. 이처럼 하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가 ‘마치 하인이 아닌 것처럼’ 머물고 섬

기는 것이며, ‘마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듯이’ 자신의 작업을 지우면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듯 하인의 섬김은 행위를 통한 결과의 산출이라는 일반적인

직업윤리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리고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수업과 훈련내용

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무위(無爲)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콥

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우리 수업의 실습 혹은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

속적으로 반복되는, 뭐라 부르든 상관이야 없지만, 일종의 체조 혹은 춤이다. 인

사법, 방에 들어가는 방법,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을 연

습하는데, 사실 너무 장황하고 지루할 때도 많다. […] 내가 알게 된 바로는, 이

곳은 우리 훈련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형성시키는 일에 주력할 뿐, 학문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주려 하지는 않는다. 이곳은 자신의 영혼과 신체의 특성을 정

확히 알게끔 교육을 시킨다.”273) 또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신체 역시도 각 부

위에 따라 세밀한 규정의 통제를 받는다. 그들의 모든 신체는 ‘순종’ 그 자체를

구현하고 있어야만 한다. “수업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시선을 앞쪽에 고정시킨

채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혼자 슬쩍 코를 푸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 같

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어 수업시간 중에는 보이지 않는다. 손이

란 인간의 허영과 탐욕을 입증하는, 손가락이 다섯 달린 증거물이므로 책상 아

래 얌전히 숨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 모든 것을 고려한 규정은 훈련생들의

코에 대해서도 뭉툭하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여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

우리의 눈은 줄곧 생각들로 가득 찬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 또한 규정들이

원하는 바다. 원래 눈은 없었어야 했다. 눈은 뻔뻔스럽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

이다. […]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훈련된 기관은 입이다. 입은 항상 순종적으

로, 그리고 겸손하게 꽉 다물어져 있다. […] 입술은 편안하고 자연스런 상태에

서 눈에 띄게 화려해도 안 되고, 음탕하게 활짝 피어 있어도 안 된다. 그 대신

273) “Der praktische oder körperliche Teil unseres Unterrichtes ist eine Art fortwährend 

wiederholtes Turnen oder Tanzen, ganz gleich, wie man das nennen will. Der Gruß, 

das Eintreten in eine Stube, das Benehmen gegenüber Frauen oder ähnliches wird 

geübt, und zwar sehr langfädig, oft langweilig, […]. Uns Zöglinge will man bilden und 

formen, wie ich merke, nicht mit Wissenschaften vollpfropfen. Man erzieht uns, indem 

man uns zwingt, die Beschaffenheit unserer eigenen Seele und unseres eigenen 

Körpers genau kennen zu lernen.” (JvG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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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체념과 대기의 증표로 위아래가 맞물려 꼭 다물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그대로 하고 있다. 규정이 명하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매우 엄격

하고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274) 이렇듯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규율과 훈련은 ‘마

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혹은 ‘마치 하인이 아닌 듯이’ 살아가는 하인의 존재양

태를 설계하고 기획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보다 ‘단정한

예의범절’의 세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양상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야콥에 따르면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든다는 대도시의 시민사회는

“최고의, 가장 정선된 사교계 예절 das beste, gewählteste Salon-Benehmen”(JvG

54)로 가득 차 있으며, 온갖 억지웃음과 ‘메르시. 아, 감사드려요 Merci. O, ich

danke’(JvG 54)와 같은 격식 차린 말들이 요구되는 다소 산만한 공간과 다름없

다. 사교계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너무나도 감사한 듯’, ‘마치 너무나도 반가운

듯’, ‘마치 너무나도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어색함 때문에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을 꺼릴뿐더러, 굳이 서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

어 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야콥 폰 군텐에서 그려지는 시민사회는 말끔하고

단정한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인 것처럼’이라는 공식을 따라 작동하는 허

위의 공간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 공간의 화려한 겉모양은 이러한 외양과 상반

되게 이 세계의 존재기반이 이미 붕괴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 이 세계의 위태로

움을 반증한다. ‘영 eine Null’이 되려고 하는 생도들이 아니라, 바로 대도시의

‘교양 있는’ 시민들이야말로 ‘니힐리즘’이라는 허공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다. 상당

히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이자 오래 전부터 사교계에 드나들어 온 야콥의 형 ‘요

한’은 야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네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네가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생각지

274) “In der Unterrichtsstunde sitzen wir Schüler, starr vor uns herblickend, da, 

unbeweglich. Ich glaube, man darf sich nicht einmal die persönliche Nase putzen. Die 

Hände ruhen auf den Kniescheiben und sind während des Unterrichts unsichtbar. Hände 

sind die fünffingrigen Beweise der menschlichen Eitelkeit und Begehrlichkeit, daher 

bleiben sie unter dem Tisch hübsch verbogen. […] Nasen von Zöglingen sollen stumpf 

und gestülpt erscheinen, so verlangen es die Vorschriften, die an alles denken, […]. 

Unsere Augen blicken stets ins gedankenvolle Leere, auch das will die Vorschrift. 

Eigentlich sollte man gar keine Augen haben, denn Augen sind frech und neugierig, 

[…]. Das Dressierteste an uns ist aber doch der Mund, er ist stets gehorsam und 

devot zugekniffen. […] Lippen dürfen nicht prangen und lüstern blühen in der 

bequemen natürlichen Lage, sondern sie sollen gefalzt und gepreßt sein zum Zeichen 

energischer Entsagung und Erwartung. Das tun wir Schüler alle, wir gehen mit unsern 

Lippen laut bestehender Vorschrift sehr hart und grausam um, […].” (JvG 5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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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는 것이다. 위반이라는 거, 아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 명심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

실을. 모든 것이 썩었어.

Vor allen Dingen: komm dir nie verstoßen vor. Verstoßen, Bruder, das gibt es

gar nicht, denn es gibt vielleicht auf dieser Welt gar, gar nichts redlich

Erstrebenswertes. […] präge dir ein: nichts, nichts Erstrebenswertes gibt es.

Es ist alles faul. (JvG 66 f.)

여기서 ‘네가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요한의 말은 외견상 ‘무

엇이든지 해도 상관없다’, 혹은 ‘모든 것을 위반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소위 교양 있다는 사람

의 대범한 제스처나 세련된 위풍당당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 요한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정말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는 부끄럽지만 도발적인 고백은 다름 아닌 시민사회에 내

재한 극단적 허무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치 행복한 듯’, ‘마치 배부른 듯’,

‘마치 고마운 듯’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실제로는 공허한 탄식을 자아내는 부질

없는 공간과 다름없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최고로 정선

된 사교계 예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끊임없이 자신을 위반하는

삶을 갈망한다. 여기서 ‘마치~처럼 als-ob’이라는 형식이 다름 아닌 니힐리즘에

속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아감벤의 입장275)은 대도시의 시민사회가 직면한 극한

적 허무주의의 상황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반면 ‘마치 하인이 아닌 듯이’ 섬기고 일하는 하인의 삶은 이와 대조적으로

시대적 허무주의로부터 슬쩍 비껴 서 있다. 생도들이 훈련하는 ‘인내와 복종’은

일반적으로 의지를 포기하거나 권력에 굴복하는 비능동적이고, 심지어 허무주의

적인 태도라고 간주되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가장 의도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세계에 대해 ‘완전히 수동적’일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내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결코 죽음과 허무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

275) Vgl. Giorgio Agamben: Die Zeit, die bleibt. Ein Kommentar zum Römerbrief. 

Frankfurt a. M. 2006, S. 48: “Gaultier war ein aufmerksamer Leser Nietzsches, und er 

hatte begriffen, daß jeder Nihilismus irgendwie ein Als-ob impliziert. Das Problem 

besteht hier nur in der Art und Weise, in der man im Als-ob ist. 고르티에는 니체의 주

의 깊은 독자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니힐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치~처럼’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인간이 ‘마치~처럼’ 속에 존재하는 방식

과 양상에 있다.”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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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하인의 ‘수동성’이란 다름 아닌 몸의 ‘떨림(진동)’을 통해 인생의

소리로부터, 사람들이 세계라고 일컫는 곳으로부터, 폭풍우 몰아치는 저 바다로

부터 ‘경험과 관찰’을 모으는 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기

록한다.

우리 몸은 진동하고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는 많은 것에 조

금씩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때때로 이성적이 되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부는 모

든 가능한 방향으로 감각들을 날려 보내서 경험과 관찰을 모은다. 우리에게 위

안을 주는 것들은 많다. 그것은 우리가 대체로 매우 열성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될 때 위태롭

다. 자의식에 찬 사람들은 의식에 적대적인 무언가를 끊임없이 맞닥뜨리기 때문

이다. […] 그래, 우리는 기다린다. 말하자면 저 인생의 소리에, 사람들이 세계

라고 일컫는 저곳에, 폭풍우 몰아치는 저 바다에 귀 기울인다.

Wir vibrieren. Unbewußt oder bewußt nehmen wir auf vieles ein wenig

Bedacht, sind da und dort mit den Geistern, und die Empfindungen

schicken wir nach allen möglichen Windrichtungen aus, Erfahrungen

und Beobachtungen einsammelnd. Uns tröstet so vieles, weil wir im

allgemeinen sehr eifrige, sucherische Leute sind, und weil wir uns selber

wenig schätzen. Wer sich selbst sehr schätzt, ist vor Entmutigungen und

Herabwürdigungen nie sicher, denn stets begegnet dem selbstbewußten

Menschen etwas Bewußtseinfeindliches. […] Ja, wir warten, und wir

horchen gleichsam ins Leben hinaus, in diese Ebene hinaus, die

man Welt nennt, aufs Meer mit seinen Stürmen hinaus. (JvG 92 f.) (인

용자 강조)

이렇듯 생도들에게 ‘수동성’이란 가장 적극적으로 세계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꽉 다물어진 입이 활짝 열친 채 긴장하고 있는 귀’276)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

비능동적인 상태로 두는 수동성이야말로 세계와 가장 능동적으로 접촉하고 이

에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에 생도들에게는 생각하는 능력

이 아니라 경험들만이 소중한 것이 된다.277) 이들은 ‘문을 여는 행동’ 속에 하나

276) Vgl. JvG 56: “Ein festgeschlossener Mund deutet auf offene, gespannte Ohren, […]. 

꽉 다물어진 입은 활짝 열린 채 긴장하고 있는 귀를 가리킨다.”

277) Vgl. JvG 90: “Ich schätze nur Erfahrungen, und die sind in der Regel von allem 

Denken und Vergleichen vollkommen unabhängig. 나는 경험들만을 존중한다. 그리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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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문에 담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밀한 삶이 들어 있음을 깨닫는

다.278) 이처럼 ‘수동성’은 생도들로 하여금 세계가 조각나 있지 않음을, 다시 말

해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자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연관성 속에서 이들은 세계에 대한 존경과 친밀한 경외감을 느끼는 법을 배

우게 된다.279) 또한 하인의 수동적 삶의 양태는 ‘신화로의 침잠’과 ‘신화로부터

깨어남’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하고 있는 독특한 경험들과 관계한다. 그리고 이

러한 경험들은 뚜렷하게 지각될 수는 없지만, 부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향기’

라는 흔적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동정과 섬김에 대한 니체의 비판

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향기’와 같이 존재하는 하인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수

동성이라는 능력을 통해 시대적 허무주의의 자리를 지울 뿐만 아니라, 가장 작

은 존재로 수렴해가지만 언제라도 여전히 ‘나눔’ 가능한 존재의 이념을 선사한

다고 볼 수 있다.

2. 하인의 시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위선과 허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이 공간에 내재한 허무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마치 ~처럼’이라는

제스처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 이와는 달리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생도들은

‘인내와 복종’을 훈련하며 전적으로 세계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생도들

의 이러한 ‘수동적’인 삶의 방식은 자신을 ‘영 eine Null’에 가까운 존재로 비운

다는 측면에서 ‘마치 ~이 아닌 듯이’라는 공식으로 명명될 수 있다. 아감벤은 사

도 바울이 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면서 ‘마치 ~이 아닌 듯이’라

는 삶의 양태가 지니고 있는 메시아적 소명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호스

메, 즉 ‘마치 ~이 아닌 것처럼’은 메시아적 삶의 공식이며, 크레시스(소명)의 궁

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소명은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장소를 향해서도 요청하

적으로 경험들은 모든 사고와 비교로부터 자유롭다.”

278) Vgl. Ebd.: “So schätze ich an mir, wie ich eine Türe öffne. Im Türöffnen liegt mehr 

verborgenes Leben als in einer Frage. 그래서 나는 내가 문을 여는 방식이 소중하다고 여

긴다. 문을 여는 그 행동 속에는 하나의 질문에 담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밀한 삶이 

들어 있다.” 

279) Vgl. JvG 65: “Hier lernen wir Respekt empfinden und so tun, wie diejenigen tun 

müssen, die an irgendetwas emporzublicken haben. 여기서 우리는 존경심을 느끼는 법을 

배운다. 또 무언가를 올려다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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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소명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는 실제적인 정의로운 상

태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이 실제적 상황을 완전히 기각하기

도 한다. 메시아적 소명은 일체의 소명의 기각인 것이다.”280) 이어서 그는 구

체적인 맥락과 결부되고, 또 언제라도 이로부터 탈각될 수 있는 ‘마치 ~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삶의 방식이 결코 사태에 대한 무관심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언급

한다. 아감벤에 따르면 오히려 이러한 존재방식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과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한다.281) 특히 여기서 언급된 자기 자신과 맺는 긴장관계는 야
콥 폰 군텐의 맥락에서 하인이 세계를 기다리는 방식을 통해 자아를 비워가는

과정과 접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해

야 하는 점은 ‘마치 ~이 아닌 듯이’라는 삶의 형식에는 ‘바라보는 주체’가 이미

완전히 무화(無化)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감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메시아의 도래는 모든 사태들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모든 사태를 주시하는 주체

역시 ‘마치 ~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형식에 점유되었거나, 이러한 유일무이한 제

스처로 부르심을 받는 동시에 철회된 상태를 의미한다. 더 이상 바라보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지점에서 ‘마치 ~처럼’ 행동할 것을 결정할 수 있

는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아적 소명은 가장 먼저 주체를 분할하고 무화시

킨다.

Die Ankunft des Messias bedeutet, daß alle Dinge ― und mit ihnen auch das

Subjekt, das sie betrachtet ― vom Als-ob-nicht eingenommen und mit einer

einzigen Geste zugleich berufen und widerrufen sind. Es gibt kein Subjekt

280) Giorgio Agamben: Die Zeit, die bleibt, S. 34: “Hōs mē, »als ob nicht«: Das ist die 

Formel des messianischen Lebens und der tiefste Sinn der klēsis. Die Berufung ruft zu 

nichts und zu keinem Ort: Deswegen kann sie mit dem faktischen Rechtszustand, zu 

dem jeder berufen wird, zusammenfallen, gerade deswegen aber wird dieser auch ganz 

und gar widerrufen. Die messianische Berufung ist die Widerrufung jeder Berufung.” 

281) Vgl. Giorgio Agamben: Die Zeit, die bleibt, S. 35: “Das Paulinische hōs mē erscheint 

daher als ein Spannungserzeuger besonderer Art, der nicht das semantische Feld eines 

Begriffs zu einem anderen Begriff hin ausdehnt, sondern in der Formel Als-ob-nicht in 

bezug auf sich selbst in Spannung versetzt […]. Die messianische Spannung richtet 

sich also weder auf ein anderes, noch erschöpft sie sich in der Indifferenz zwischen 

einer Sache und ihrem Gegenteil. 따라서 바울의 ‘호스 메’(‘마치~이 아닌 듯이’)는 특별한 

유형의 긴장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형식은 어떤 개념의 의미론적 장(場)을 다른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이 아닌 듯이’라는 공식 속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긴

장상태에 빠진다. […]. 즉 메시아적 긴장은 다른 무언가를 향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사태와 

그 대립물 사이의 무관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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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 das schaut und das sich an einem gewissen Punkt dazu entscheiden

könnte, so zu tun als ob. Die messianische Berufung disloziert und annulliert

zuallererst das Subjekt […].282)

이에 따르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존재하고, ‘마치 섬기지 않는 듯’ 섬기

는 하인의 삶에는 바라보는 주체가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인의 섬김

에는 응시하는 주체가 부재함으로써 ‘나와 너’, 즉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적

분할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분법이

없다고 해서, 다시 말해 ‘주체’가 부재한다고 해서 이 세계에 긴장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인의 섬김은 그 특유의 ‘수동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타인과 세계, 심지어 시간마저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일종의

중력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수동성’이라는 무능력의 능력을 통해 하인과 세계

는 독특한 시간 구조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1) 동화의 시간

균질한 신화적 공간 속에 매몰되어 있는 듯 보이면서도 돌연 자신의 섬김을

통해 이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하인은 세속적 시간인 크로노스에 결정적 의

미로 충만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기입해 넣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

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하인의 기적이 결코 세속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무관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인의 섬김은 초자연적 힘이나

이 세계 바깥에 위치한 초월적 존재에 의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다리가 입마개에 걸려 낑낑거리는 강아지에게 그 마개를

제거’해 주는 일이나, ‘타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행위’, 혹은 ‘인사하는 법’과

같이 너무나 사소해서 잘 해도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디작은 섬김의 몸짓들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실제적 차원들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벤야민에게 있어 신화의 폭력적 작동방식을 중단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혁명가도, 독재자도 아닌, 바로 ‘이야기꾼’이었음을 상기시

킨다. 이야기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실제 삶에 유익한 조언이나 경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수해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이야기꾼과 같이 실제적

인 행위를 통해 세계의 무한한 연관성에 복무하는 하인의 섬김은 공허한 윤리

282) Giorgio Agamben: Die Zeit, die bleibt, 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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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제나 기이한 마법적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세계에 대해 거의 완전할 정도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삶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을 마련하는 일과 다름없다.

이처럼 하인이 도래시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전혀 무관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카이로스는 이미 크로노스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시간의 양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적과 같은 계기로서 존재한다. 여기

서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존재하는 곳이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가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곳이다 chronos esti en ho kairόs kai kairόs esti en hō ou pollos

chronos’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의283)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와 별개로 존재하

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간의

이러한 긴밀한 관련성을 염두에 둔다면, 신화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요청되는 것

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조

정을 통해 크로노스 내부로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가 기입된 모습은 야콥 폰 군텐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화가 나는데,

바로 그것이 진땀이 나도록 고통스러운 지옥인 것이다. 그 반대로 조심성 있게,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행동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친근하고

또 천재적인 그 무언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데, 그것이 정원이며, 호의적인 섭

리이다. 이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근한 푸른 들판 위를 유유히 산책하

게 된다.

Benimmt sich einer dumm, so muß er sich schämen und ärgern, und das ist

die peinliche Hölle, in welcher er schwitzt. Ist er dagegen aufmerksam

gewesen und hat er sich geschmeidig benommen, so nimmt ihn

jemand Unsichtbares an der Hand, etwas Trauliches, Genienhaftes,

und das ist der Garten, die gute Fügung, und er lustwandelt nun unwillkürlich

283) Vgl. Giorgio Agamben: Die Zeit, die bleibt, S. 82: “Die schönste Definition des kairόs, 

die ich kenne, stammt aus dem Corpus Hippocracticum und beschreibt ihn eben in 

bezug auf den chronos. Sie besagt: chronos esti en ho kairόs kai kairόs esti en hō ou 
pollos chronos, »der chronos ist das, in dem es kairόs gibt, und der kairόs ist das, in 

dem es wenig chronos gibt.« 내가 알고 있는 카이로스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히포크
라테스 문집에서 유래하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와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 정

의는 다음과 같다.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존재하는 곳이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가 거의 존

재하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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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raulichen, grünlichen Gefilden. (JvG 84) (인용자 강조)

이처럼 누군가가 이 세계 안에서 조금 더 ‘조심성 있고, 유연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돌연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 즉 ‘호의적인 섭리’와 조우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인의 섬김은 약간의 조정을 통해 세속적 시간 속에 직접 카이로스

의 시간이 도래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가 이미

와 있는 상황은 야콥 폰 군텐에서 동화적인 장면으로 묘사된다. 특히 동화(우

화)의 구조가 메시아적인 세계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점, 나아가 카프카의 한

문장 “당신들이 비유를 따른다면, 당신들 자신이 비유가 될 것이다 Würdet Ihr

den Gleichnissen folgen, dann wäret Ihr selbst Gleichnisse geworden”를 적극

적으로 참조한다면,284) 야콥 폰 군텐에서 언급되는 동화적 면모들이 결코 세

속적 시간에 기입된 메시아적인 시간과 무관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는 언어적 표현인 ‘비유’가 현실로 현현하는 시적 변용과 마찬가

지로, 세속적 시간의 체험이 메시아적 시간 체험으로 변용되는 기적 아닌 기적

이 일어나는 것이다. 야콥은 고되지만 유쾌한 대청소를 할 때면, 자신을 비롯한

생도들이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요정’과 같이 느껴진다고 언급한다.

청소를 하는 날엔 하루가 유쾌하게 지나간다. 즐겁게 바닥에 윤을 내고, 세간들과

부엌살림들을 왁스 묻힌 걸레로 광택이 나도록 닦는다. 책상과 의자들에 물을 끼

얹고, 문고리를 번쩍거리게 문지르며, 유리창은 입김을 불어 닦는다. 모두 작은

과제를 받고, 모두 무슨 일인가를 해낸다. 닦고, 문지르고, 씻어내는 그런 날에는

동화 속 요정들이 떠오른다. 불가사의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힘들고 거친

일들을 척척 해냈다는 작은 요정들 말이다.

Aber es geht lustig zu an solchen Aufräumetagen. Der Fußboden wird fröhlich

poliert, die Gegenstände, auch die der Küche, werden blank gerieben, wozu es

Lappen und Putzpuder in Menge gibt, Tisch und Stühle werden mit Wasser

überschüttet, Türklinken werden glänzend gemacht, Fensterscheiben

angehaucht und abgeputzt, jeder hat seine kleine Aufgabe, jeder erledigt

etwas. Wir erinnern an solchen Putz-, Reib- und Waschtagen an die

märchenhaften Heinzelmännchen, die, wie es bekannt ist, alles

Grobe und Mühselige aus reiner übernatürlicher Herzensgüte getan

haben. (JvG 36) (인용자 강조)

284) Vgl. Giorgio Agamben: Die Zeit, die bleibt, S. 5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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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생도들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

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인용된 카프카의 문장에서처럼 그들은 스스로가 비유 속

의 인물(요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은 크로노스라는 세속적 시간 속에

동화의 시간(카이로스)이 도래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생도들 중 한스를 묘사하

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 역시 크로노스에 동화의 시간으로 개입한 카이로스의

양상을 보여준다. “한스는 깊이 좀 꿰뚫어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고말고. 하지만 뭐랄까, 그에게서는 아득

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아주 편안하게 대한다.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겨운 감정들을 일깨우는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형

제의 동화 속에 나오는 농부의 아들. 태곳적부터 독일적인, 기분 좋은 무엇

인가가 그를 얼핏 처음 보는 순간부터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온다.”285) (인용자

강조) 이처럼 훈련생이 지닌 하인의 면모는 그의 주변 세계를 ‘태곳적부터 독일

적인 세계’로, 달리 말하면 ‘동화의 세계’로 변형시킨다. 완벽에 가까운 섬김을

보여주는 크라우스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진정한 신의 작품 ein

echtes Gott-Werk’으로 추앙받는 까닭 또한 여기에 있다.

크라우스는 진정한 신의 작품이며, 무(無)이며, 하인이다. 크라우스는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매우 고된 일을 수행하기에나 적합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누군가를 돕고, 복종하고, 시중을 드는 일뿐이다. 세상 사

람들은 그것을 곧 알아차리고는 그를 착취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착취한다는

사실 안에는 환하게 빛을 발하는, 자비와 광명으로 빛나는 금빛 찬란한 신적

인 정의가 들어 있다. 그렇다, 크라우스는 거짓 없는, 아주, 아주 단조롭고, 단

순하고, 명료한 존재의 초상이다. 이 사람의 단순함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아

무도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것이 멋지고, 멋지고, 또 멋지다고 생각한다.

Kraus ist ein echtes Gott-Werk, ein Nichts, ein Diener. Ungebildet, gut genug,

gerade die sauerste Arbeit zu verrichten, wird er jedermann vorkommen, […].

Er hat nichts anderes im Sinn, als zu helfen, zu gehorchen und zu dienen, und

das wird man gleich merken und wird ihn ausnutzen, und darin, daß man

ihn ausnutzt, liegt eine so strahlende, von Güte und Helligkeit

285) “Hans fordert keinen gedankenvollen Tiefsinn heraus. Er ist mir nicht gleichgültig, 

durchaus nicht, aber, wie soll ich sagen, ein wenig fern und leicht. Man nimmt ihn 

ganz leicht, weil er nichts hat, das schwer zu ertragen wäre, weil es Empfindungen 

wachriefe. Der Grimmsche Märchenbauernjunge. Etwas Uralt-Deutsches und 

Angenehmes, verständlich und wesentlich auf den ersten, flüchtigen Blick.” (Jv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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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mmernde, goldene, göttliche Gerechtigkeit. Ja, Kraus ist ein Bild

rechtlichen, ganz, ganz eintönigen, einsilbigen und eindeutigen

Wesens. Niemand wird die Schlichtheit dieses Menschen verkennen, und

deshalb wird ihn auch niemand achten, und er wird durchaus erfolglos bleiben.

Reizend, reizend, dreimal reizend finde ich das. (JvG 81 f.) (인용자 강조)

크라우스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인은 세속적인 세계 속에 ‘아주 단조롭고,

단순하게’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오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고 환한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하나의 ‘풀리지 않는 심오한 수수께끼 ein

tiefes unauflösbares Rätsel’(JvG 81)로, 혹은 ‘오래 전부터 전해져오는 그 무엇

etwas Altes’(JvG 77)으로 이 세계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섬김의 행위는 크로

노스 안에 카이로스를 마련하는 약간의 ‘조정’이자 작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인이 도래시키는 동화의 세계는 이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선험적 고향

이 아니라, 하인의 수동성이라는 능력을 통해 세속 안으로 개입된 카이로스의

세계와 다름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크로노스 안에 도래한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다.

2) 도래하는 자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하인은 스스로가 ‘영 eine Null’이 되는 방식을 통해

신화적 폭력이 난무하는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카이로스를 기입한다. 이는 세속

의 세계 안에서 동화의 세계가 상연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하인이 신화

적 공간에 대하여 취하는 ‘수동적’인 삶의 방식은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이미지

에 대하여 Zum Bilde Prousts에서 분석한 프루스트의 미메시스적 묘사방식과

흡사한 면모를 보인다. 벤야민에 따르면 프루스트는 부르주아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이 공간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오히려 이 세계에 더욱 밀착해

이 공간을 전적으로 흉내 내는 방식을 취한다.286) 특히 여기서 프루스트가 취하

286) Vgl. W. Benjamin: Zum Bilde Prousts. In: Gesammelte Schriften Bd. 2-1. Frankfurt a. 

M. 1991, S. 318: “Den wahren Leser Prousts durchschüttern immerwährend kleine 

Schrecken. Im übrigen findet er in der Metaphorik den Niederschlag der gleichen 

Mimikry, die ihn als Kampf ums Dasein dieses Geistes im Laubdach der Gesellschaft 

frappieren mußte. Es ist ein Wort davon zu sagen, wie innig und befruchtend diese 

beiden Laster, die Neugier und die Schmeichelei, einander durchdrungen haben.” (국역

본 발터 벤야민: 프루스트의 이미지. 실린 곳: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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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스처는 ‘호기심 Neugier’과 ‘아첨 Schmeichelei’이다. 그는 마치 탐정가와

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류사회를 들여다보고, 아첨하듯 이에 다가가 이곳의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세계에 대해 철저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하

인의 섬김 또한 프루스트의 모방적 묘사방식과 매우 유사한 듯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인의 섬김은 프루스트의 미메시스적 태도보다 더

욱 더 급진적이다. 프루스트가 ‘호기심’과 ‘아첨’하는 태도로, 다시 말해 취향을

가진 주체로서 세계와 만났다면,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생도들은 ‘인내’와 ‘복종’

을 강요하는 규정을 통해 비워진 자아로서 세계와 만나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아첨’하는 태도에는 여전히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취향과 기호가 전제되어

있는 반면, 규정을 통한 하인의 섬김은 주체의 선호마저도 지우는 것이다. 야콥

은 벤야멘타 하인학교에 내재한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작은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칙, 우리에게 가해지는

강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과 취향을 제시해주는 수많은 가차 없는

규정들, 그들이 위대한 것이다. 우리, 우리 학원생들은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작고, 가난하고, 종속된, 끊임없이 복종의 의무를 진 난쟁이라는 것

을 누구나, 심지어 나까지도, 느끼고 있다.

[…] aber klein sollen wir sein und wissen sollen wir es, genau wissen, daß

wir nichts Großes sind. Das Gesetz, das befiehlt, der Zwang, der

nötigt, und die vielen unerbittlichen Vorschriften, die uns die

Richtung und den Geschmack angeben: das ist das Große, und nicht

wir, wir Eleven. Nun, das empfindet jeder, sogar ich, daß wir nur kleine,

arme, abhängige, zu einem fortwährenden Gehorsam verpflichtete Zwerge sind.

(JvG 64) (인용자 강조)

이렇듯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생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칙과 강요,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명령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비워나가야 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도 물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어서 야콥은 이러한 규정들

이 생도들을 결코 주눅 들게 만들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언급

2004, 112면 참조: “프루스트의 진정한 독자들을 끊임없이 감동시키는 것은 조그마한 쇼크들

이다. 그밖에도 프루스트의 진정한 독자는 은유 속에서 예의 저 흉내, 즉 사교계의 잎이 무성

한 정원 속에서 이러한 정신의 삶을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음에 틀림없는 

저 흉내의 침전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여 얘기한다면, 호기심과 아첨이

라는 이 두 개의 악덕이 서로 긴밀하게 또 생산적으로 침투되어 있다는 점이다.”)



- 138 -

한다.287)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신체의 특징들을

더욱 더 잘 알게 되고, 단순하고 고지식한 연습 안에서 더 많은 은총을 경험하

게 된다. 이렇듯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규정들은 생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체’

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지워가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비(非) 규정’의 상

태로 인도한다. 이러한 상태는 내용이 아예 부재하는 ‘무(無) 규정’의 상황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하인들은 규정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비(非)

규정’의 규정을 통해 신화적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주인들을 가장 밀착해서 섬기

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도들이 매번 자신을 지워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뚜렷

해지는 것은 규정에 속박된 부자유한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고 있는 자유’

의 상황과 다름없다. 이러한 자유는 신화적 공간에서 화석화된 법과 경계선들을

다시 한 번 더 분할함으로써 도래하는 자유이다.

우선 생도들은 신화적 세계의 폭력적인 이분법으로부터 매순간 자유롭다. 대

도시의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 ‘큰 존재’와 ‘작은 존재’라는

화두를 놓고 보자면, 벤야멘타 하인학교의 생도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패’

하고 ‘작은 존재’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신화적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

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 벤야멘타 학원의 생

도들에게 배움 따위는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훗날 아주 미미한 존재, 누군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뜻이다.”288)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성공’과 ‘실패’라는 세속적인 개념을 지양하지도, 파기하

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개념 구분을 쪼갠다(혹은 분할한다). 가령 야콥은 자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이 학교에서 느끼는 ‘아주 기묘한

형태의 만족감 eine ganz merkwürdige Zufriedenheit’(JvG 7)을 통해 이 두 가

지 개념의 구분을 순간 무효화시킨다. 이어서 그는 자신에게 ‘내면적인 성공

innere Erfolge’(JvG 7)은 가능할 것이라고 기록한다. 크라우스 역시 ‘아무런 주

목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구분을 중단시킨다.289) 이렇듯 하인의 기묘한 존재방식은

287) Vgl. JvG 64: “Man will uns vielleicht verdummen, jedenfalls will man uns klein 

machen. Aber man schüchtert uns durchaus nicht etwa ein. 어쩌면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

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를 작은 존재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를 

절대 주눅 들게 만들지는 않는다.” 

288) “wir Knaben vom Institut Benjamenta werden es zu nichts bringen, das heißt, wir 

werden alle etwas sehr Kleines und Untergeordnetes im späteren Leben sein.” (JvG 7)

289) Vgl. JvG 81: “Ja, man wird Kraus nie achten, und gerade das, daß er, ohne Achtung 

zu genießen, dahinleben wird, das ist ja das Wundervolle und Planvolle, das 

An-den-Schöpfer-Mahnende. 그렇다, 사람들은 결코 크라우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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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적 세계를 초월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신화적 세계가 부과한 법과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분할함으로써 자유를 도출해낸다. 바꾸어 말하면 생도들은 신화

가 부과하는 폭력적 이분법으로 이 순간 자유롭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하는 자유는 발저의 인물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발저의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언어를 정돈되지 않은 상태

로 방치하는 발저의 ‘언어 황무지화 Sprachverwilderung’ 기법은 바로 이러한

‘난삽한’ 언어운동을 통해 역설적으로 신화로부터 깨어나는 계기―‘자유’―를 마

련한다.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나는 지금 벤야멘타 씨가 아름답다고 느꼈다. 근사한 갈색 수염. 뭐라고? 근사한

갈색 수염이라고?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렇지 않다. 원장 선생에게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멋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다만 과거에 파란만장한 삶과 큰

불행을 겪었으리라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진다. 그러한 인간적인 면, 거의 신성하

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그를 아름답게 보이게 할 뿐이다. 진실한 인간들과 남자

들은 결코 눈에 띄게 아름답지 않다.

Ich finde Herrn Benjamenta geradezu schön. Ein herrlicher brauner Bart -

was? Herrlicher brauner Bart? Ich bin ein Dummkopf. Nein, am Herrn

Vorsteher ist nichts schön, nichts herrlich, aber man ahnt hinter diesem

Menschen schwere Schicksalswege und -schläge, und dieses Menschliche ist

es, dieses beinahe Göttliche ist es, was ihn schön macht. Wahre Menschen

und Männer sind nie sichtbar schön. (JvG 44) (인용자 강조)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의 갈색 수염이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말을 내

뱉자마자, 곧바로 이 말을 지워버린다.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고는 돌연 수줍

어서 어쩔 줄을 모르기라도 하듯 야콥은 두 번이나 자문한다. ‘뭐라고? 근사한

갈색 수염이라고?’ 그리고는 방금 한 말과 완전히 상반된 말이 이어진다. ‘원장

선생에게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멋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처럼 발저

의 ‘산만한’ 문장들은 수줍은 듯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를 반복하면서 장황하게

이어지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는 한없이 흔들리는 방식으로만 진행

되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삽입되어 있는 ‘다만 aber’이라는 말을 기점으

로 해서 야콥의 이야기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이 맞

닥뜨려야 했던 ‘과거의 큰 불행’과 이러한 경험과 결부되어 있는 그의 ‘인간적인

이다.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가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점이 

경이로운 것이고, 계획으로 충만한 것이며, 조물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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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예감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면이 ‘거의

beinahe’ 신성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덧붙인다. 이어서 야콥은 벤야멘타 원장과

같이 ‘진실한 인간들 Wahre Menschen’이 가진 아름다움은 ‘결코 가시적이지 않

다 nie sichtbar’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발저의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단지 자신

의 말을 긍정하는 것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혹은 이와 반대로 부정하는 것에서

긍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결코 이러한 단선적인

언어운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앞의 문장을 참조하면서 다음 물음

을 던지고, 이로써 앞의 문장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음을 제기하는 방

식으로 이어진다. 인용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근사한 갈색 수염이라

고?’라는 물음은 바로 앞의 문장에 대한 반사적인 반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앞의 문장을 자신과 가까이에 붙들어 놓으면서 바로 이 문장을 분할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야콥의 물음은 ‘나는 지금 벤야멘타 씨가 아름답

다고 느꼈다. 근사한 갈색 수염’이라는 문장은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기면서, 이

문장이 미처 다 발화하지 못한 말들을 위한 공간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

침내 이 공간에 임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가시적 매력과 매력없음이라는 이분

법을 초과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의 신적인 무엇 dieses Menschliche, […]

dieses beinahe Göttliche’이다. 이처럼 발저의 황무지화된 언어들은 신화의 언

어, 다시 말해 신화의 화석화된 법적 언어를 그 내부에서 분할함으로써, 바로

‘언어 그 자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신화에서 깨어나

는 순간과 뜻밖에 도래할 자유를 위한 여백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앞의 문장으

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밀착해 이 문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되

는 발저의 ‘언어 황무지화 Sprachverwilderung’ 기법은 다름 아닌 신화의 공간

‘안에서’ 기적의 순간을 예비하는 ‘섬김의 이념 Dieneridee’과 정확히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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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로베르트 발저의 야콥 폰 군텐에 나타난 글쓰기 형식

을 분석하고, 이러한 글쓰기 형식이 지니는 의미의 지평들을 ‘신화’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발저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에서 이념과 의미 작용을 읽어

내려는 시도는 1960년대와 1980-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발저 연구의 주된 흐

름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발저의 글쓰기는

본래부터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구하는 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저의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나 인물들

은 해석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발저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입장

은 발터 벤야민의 로베르트 발저 비평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비평문과 차이점을 갖는다. 벤야민은 자신이 ‘언어 황무지화’라고

명명한 발저의 독특한 글쓰기에서 ‘신화와 벌였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의

흔적들을 읽어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대결을 뒷받침해준 발저의 힘이 다름

아닌 그의 ‘언어-수줍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발저의 ‘언어-수줍음’

은 단순히 왜소하고 빈약한 자아가 스스로의 자신 없는 언어들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신화적 세계의 규범화된 언어에 익숙

해지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이 세계 안에 ‘새로운’ 언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능력과 다름없다. 이렇듯 발저는 가장 무능력하고 완전히

의도가 배제된 방식으로 최고도의 문학적 전략을 수행해낸다.

이처럼 발저의 글쓰기에서 ‘신화와의 거대하고 세속적인 대결과정’이라는 이

념을 포착해낸 벤야민의 독해는 발저 텍스트를 기존의 ‘이해 불가능성’으로부터

구제해낸 시대비평의 한 전범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말과 20세

기 전환기는 서구에서 모더니즘이 절정에 이른 시기임과 동시에 전체주의라는

신화가 시대적 어둠을 드리우던 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 속에서 기

묘하게 직조된 발저의 작품들은 신화와 합리성의 관계를 단순한 대립관계로 파

악하는 대신, 오히려 ‘인내와 복종’이라는 방식으로 신화에 더욱 밀착해 이로부

터 ‘자유’를 도출해내는 독특한 문학적 실천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벤야민은 발저의 ‘황무지화된’ 언어 속에서 피어난 ‘가녀린 꽃’에 주목한다. 그리

고 이러한 ‘정교한 서투름’은 무엇보다 로베르트 발저의 실제 삶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외견상 이렇다 할 세상의 주목 한 번 받지 못한 ‘실패’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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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속의 삶을 멀리한 채 산책이나 다녔던 ‘은둔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무언가를 쓰고 실험하고자 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쓰기’에 대한 열정은 ‘마이크로그램’ 이외에도 베를린 3부

작과 단편들, 시, 희곡 및 신문에 개제된 수많은 한 페이지짜리 원고들에서 잘 나타

난다. 이처럼 발저가 몸소 보여준 ‘결핍된’ 사람이 가진 진기한 힘과 열정은 그

의 인물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야콥 폰 군텐’은 자신의 무가치

함을 선언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몰락’하려고 하는 희귀한 인

물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기묘함은 벤야멘타 하인학교라는 공간

과 이곳에 거주하는 인물들에서 극에 달한다.

대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벤야멘타 하인학교는 외견상 ‘신화의 부정적 형

상’들이 집약되어 있는 신화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 학교의 생도들은

온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와 극단

적으로 대조되는 ‘퇴락’의 길을 걷는다. 그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

는 대신, 더욱 더 ‘밑으로’ 내려간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영(零) eine Null’에

가까운 존재로 비워나간다.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태도는 일견 삶 자체를 부인

하고 허무를 찬미하는 니힐리즘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아를

기각하고 섬김을 수행하는 삶의 방식은 오히려 이 세계의 필연적 인과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를 이 세계 ‘안에서’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생도들이 훈

련하는 섬김의 태도는 이 세계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하지만 ‘향기’

나 ‘기적’의 양태로 약간의 조정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다름 아닌 ‘신화’ 그 자체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화’에

는 그것이 가진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를 가능하게끔 하는 ‘힘’―벤야

민의 언어로 말하자면 ‘혁명을 위한 도취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방임하는 글쓰기를 통해 신화적 언어 내부로부터 이를 무력화하는 힘

을 훔쳐내는 발저의 ‘언어 황무지화’ 기법은 신화적 공간에 밀착하여 이로부터

‘기적’의 순간을 예비하는 생도들의 ‘섬김’의 태도와 접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서 ‘신화’ 그 자체로부터 이를 무력화하는 힘을 얻어내는 방식은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과 정확히 조응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러한 미메시스적 능력의 목표란 다름 아닌 신화의 극복이며, 신화로부터 자유로

워지는 순간은 바로 새로운 언어가 발견되는 사건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언어란 신화와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언어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신화의 규범화된 법적 언어를 한 번 더 분할함으로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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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망으로부터 새로운 배치를 얻게 된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언어가 갖는 힘은 두 개의 극단, 다시 말해 이분법화된 언어 사이의 경

계를 그보다 더 가는 선으로 나누는 데에 존재한다. 이러한 쪼개짐으로 말미암

아 이분법에 예속되지 않는 제3의 언어를 위한 자리―‘자유’―가 마련되는 것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의 계기는 벤야멘타 하인학교 생도들의 수동적 삶의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신화에 침잠하면서도 이로부터 깨어나는 자, 규정에 예속

되어 있으면서도 이로부터 자유를 도출해내는 자의 마력은 이 세계로부터 ‘자

유’를 예비하는 참된 피조물적 자세―인내와 복종―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야콥 폰 군텐은 신화(광기)의 마법으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시사하는 섬김의 테제는 결코 공

허하고 추상적인 윤리 명제에 국한되는 대신, 문학의 언어에 내재한 급진적 정

치성과 더불어 신화적 세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혁명적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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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Mythosdiskurs in Robert Walsers Jakob von Gunten

In Bezug auf den Mythosbegriff und den sprachphilosophischen Mimesisbegriff

Walter Benjamins

Choi, Garam

Fakultät für Germanistik

Seoul National Universität

Zu seinen Lebzeiten war Robert Walser, der um die Wende des

zwanzigsten Jahrhunderts in Deutschland und der Schweiz umher

wandernd als Schriftsteller tätig war, kein öffentlich bekannter Autor. Als

namenloses Wesen bewegte er sich am Rande der Welt seit seiner Jugend,

in der er nach seinem frühzeitig abgebrochenen Studium von einem

,unbedeutenden‘ Beruf zum anderen gewechselt hat, bis zu seinem

Lebensabend, den er schweigend für etwa 20 Jahre in der Irrenanstalt

verbracht hat. Diese Arbeit fokussiert sich auf die Schreibform von Jakob

von Gunten, einem Roman, der zu Walsers Hauptwerken gehört. Es wird

versucht, anhand des Mythosbegriffs Walsers Schreibform und die

Bedeutungshorizonte, die diese Schreibform hat, zu beleuchten. Die

bisherigen Forschungen sehen in Walsers Schreibweise keinen Versuch,

einen bestimmten Inhalt zu vermitteln oder sich um das Verstehen der

Leser zu bemühen. Und Walsers Werke und Figuren gelten als von der

Erläuterungsnotwendigkeit freigesprochen, weil sein Schreiben eine bloße

Kette von Signifikanten und ein Spiel zwischen ihnen zeigt. Aber wenn

man die Aufmerksamkeit auf Walter Benjamins kritischen Essay, Robert

Walser (1929) richtet, auf die sich die damaligen Forschungen begrü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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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en, dann verliert diese Ansicht die Überzeugungskraft. Im Licht von

Benjamins eigentümlicher Sprachphilosophie ist Walsers Sprachstil

wesentlich mehr als ein einfaches Spiel von Signifikanten. Dieser Ansatz

wird durch Benjamins Erwähnung verstärkt, dass Walsers einzigartige

Schreibform „in der großen profan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Mythos“

gefunden wird. Daher geht diese Arbeit davon aus, dass Walsers

Schreibform, die Bejamin als Sprachverwilderung bezeichnet hat, durchaus

von Bedeutungen und Ideen und deren Wirkungen begleitet wird.

Die Schreibkunst der Sprachverwilderung belässt die Sprache im

Naturzustand, der sogenannten Wildnis. In Jakob von Gunten erscheint

diese Kunst zunächst als ein ,Wortschwall‘, in dem die Sprache, ohne

einen bestimmten Inhalt zu liefern, ausschweift, des Weiteren als ein

,Paradox‘, das zwei einander widersprechende Bedeutungen nebeneinander

setzt, drittens als eine ,negative Ironie‘, die die Erzählung von der

Negativität her anfängt, und zuletzt als ein ,gespaltener Erzähler‘, der das

Gesetz, dem ein herkömmlicher Ich-Erzähler folgt, verletzt. Aber die

Schreibkunst der Sprachverwilderung beschränkt sich nicht nur einfach auf

eigentümliche Sprachexperimente, sondern bricht und annulliert die

gewaltsame epische Darstellungsform, das heißt, die Form des

Mythosdiskurses. Und wenn man auf Benjamins Meinung, dass geistige

Wesen sich in der Sprache und nicht durch die Sprache mitteilen,

zurückgreift, dann lässt sich die Tatsache, dass sich Weisheit und

Erfahrung in Walsers Sprache direkt mitteilen, noch einmal bestätigen.

Walsers Schreibkunst der Sprachverwilderung bereitet einen Ort der

Mitteilung, durch den er mit den Lesern seine Weisheit teilt. Außerdem

begründet sich diese besondere literarische Strategie laut Benjamin auf

etwas sehr Schweizerisches an diesem Dichter: die Scham. Die

Sprach-Scham hat hier aber ein doppeltes Gesicht. Die Sprach-Scham ist

nicht nur Scham vor der Sprache, sondern kann auch Scham für sie sein.

Die Scham vor der Sprache, die das bereits Gesagte wiederum widerruft,

ist nichts anderes als das Unvermögen, sich in die eindeutige 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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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zufinden. Aber gerade mit Hilfe dieses Unvermögens wird die normale,

codierte Sprache, d.h. die Mythossprache außer Kraft gesetzt, und somit

der Platz ,für‘ die verwilderte Sprache, die an den Rand vertrieben wurde,

vorbereitet. Mit einem Wort wird der Raum für die verwilderte Sprache

dank der Scham eingerichtet.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as Tagebuch Jakob von Guntens, der

,um ein Diener zu werden, freiwillig in die Benjamenta Dienerschule geht,

nicht nur für eine bloße unverständliche Erzählung gehalten werden.

Obwohl Jakob und alle Zöglinge sich als vorbildliche Taugenichtse

darstellen, kann man die vollkommene Haltung des Dienens, die alle

Zöglinge hart trainieren, als eine besondere Strategie betrachten, die den

modernen, gewaltsamen Mythos, der durch Neid auf das ,Großsein‘ und

vereinheitlichende ,Gleichheit‘ beherrscht ist, auflöst. Aber was hier

wiederum auffällig ist, ist die Tatsache, dass Jakob in die Benjamenta

Dienerschule geht, die mit negativen Gestalten des Mythos, wie z.B.

Klassen, Vorschriften, Prinzipien, Gehorsam und Geduld zusammengefasst

werden kann. Mit anderen Worten setzt sich Jakob nicht mit dem Mythos

kritisch auseinander, sondern entscheidet sich für ein Verfahren, das der

Welt des Mythos noch mehr anhängt. Diese Methode unterscheidet sich

von der kritischen Auseinandersetzung, die von der mythischen Welt

Abstand nimmt. Offenkundig entspricht diese These einem ambivalenten

Verhalten Walter Benjamins gegenüber dem Mythos. Benjamin betont,

dass der Mythos, in dem die rechtliche Gewalt vorherrscht, in der

Geschichte aufgelöst werden muss, und akzentuiert zugleich, dass man sich

in den Mythos vertiefen und sich vom Mythos die Kraft, d.h. ,die Kräfte

des Rausches für die Revolution‘ aneignen sollte. Benjamin zufolge fällt

das Vertiefen in den Mythos durch das eigentümliche ,mimetische

Vermögen‘ der Vertiefung, mit dem Erwachen aus dem Mythos, und der

Rausch der Revolution zusammen. So wohnen dem Mythos trotz seiner

Gewaltsamkeit Kräfte inne, die gar nicht abgewiesen werden können, d.h.

die Kraft, die die Freiheit und die Gemeinschaft ein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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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läßt sich Jakob von Gunten als ein Dokument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mythischen Welt oder dem Mythos selbst

betrachten, die Jakob, der auch seinerseits eine mythische Figur, d.h. ein

Taugenichts ist, seit seinem Eintritt in den mythischen Ort der

Benjamenta Dienerschule bis zu seinem Aufbruch in die Wüste, führt. Und

das Dienen des Dieners, das alle Zöglinge einüben, indem sie lernen, das

eigene Ich zu leeren um eine vollkommene ,Null‘ zu werden, bringt in

dieser Welt keine sichtbaren Ergebnisse hervor, aber ermöglicht vor allem

das Erwachen aus der vereinheitlichenden, mythischen Welt. Außerdem

betrifft diese passive Lebensform des Dieners die kuriosen Erfahrungen,

die unbestimmt zwischen dem Vertiefen in den Mythos und dem Erwachen

aus ihm liegen. Und gerade diese Erfahrungen löschen nicht nur den

damaligen nihilistischen Raum, sondern schenken auch die Idee eines sich

stets mitteilbaren Wesens. Aus der wunderlichen Lebensweise der Zöglinge

leitet sich die Freiheit ab, nicht durch die Hinwegsetzung über die

mythische Welt, sondern durch das Recht, die Grenzen, die diese

mythische Welt auferlegt, noch einaml aufzuteilen. Auch diese abgeleitete

Freiheit berührt sich mit dem Raum für die Sprache selbst, indem die

mythische, versteinerte Sprache noch einmal in sich geteilt wird. Und diese

Situation entspricht genau der Dieneridee, die ,in‘ der mythischen Welt den

Augenblick vorbereitet, in dem ,ein Wunder‘ erscheint.

Schlüsselwörter: Neue Mythologie, Mythos, Walter Benjamin,

Schicksal, Mimesis, Märchen, Weisheit, Erzähler,

Diener, Sprachverwilderung, Mik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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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teilung, Schnitt, Freiheit, Kreatür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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