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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만하임에서 태어난 빌헬름 게나치노 Wilhelm Genazino(1943~ )는

1977년에서 1979년까지  압샤펠 Abschaffel 3부작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평론가들의 심을 끌었으며,1980년 부터는 언론계와 문학계,방송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다방면의 활약에 비해 일반 독자들

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는 데뷔한 지 삼십 년이 넘은 2001년에 어

느 유명 텔 비 로그램에서 그의 작품을 소개한 뒤 명성을

얻게 되었다.이처럼 뒤늦은 재평가는 후속 작품들의 연이은 상업 인

성공으로 이어졌으며,2004년에는 그가 독일어권에서 가장 권 있는 문

학상인 게오르크 뷔히 상의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정에 이르 다.

게나치노의 작품세계는 무엇보다 동일한 모티 가 약간만 변주되어 계

속 반복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본 논문은 그 에서도 주체의 ‘분열

Zwiespalt’과 ‘진자 운동 Pendelbewegung’이 게나치노의 작품세계를 설

명하는 결정 인 단 라고 보고,기호학의 입장에서 작품에 나타난 분열

과 진자 운동에 하여 논의한다.

기호 사용에 있어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겪는 분열은 크게 다섯 가

지로 구분된다.우선 첫 번째 분열은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유연한

노동과 소비문화에서 비롯된다.노동의 유연화는 개인으로 하여 장기

인 정서 체험을 불가능하게 하고,소비문화는 정체성의 가상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무차별 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거

한 익명의 집단으로 추상화한다.때문에 인은 통 사회의 단일하

고 고정 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자신을 리하는 상품들과 마찬가지

로 아노미에 빠져 무한히 순환한다.이 과정에서 그는 조 이라도 선택

의 부담을 이기 해 타인의 가치 을 따르고 숫자들의 권 에 의존한

다.결과 으로 인은 편화된 정체성에 고통을 받는 동시에,상품을

소비하여 주체 인 자아의 가상을 맛보기 해 타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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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타자 지향 인 나르시시즘의 분열 인 멘털리티를 갖게 된다.

두 번째 분열은 기호 행 시에 드러나는 주체의 내 갈등으로,무엇

보다 기호 자체의 이 성과 계된다.기호는 참을 말하기 한 체계인

동시에 거짓을 말하는 데에도 동원될 수 있는데,이는 기호의 본성이 어

떤 것을 리 는 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그 게 본디부터 이

인 기호의 속성과 양가 인 주체의 세계 이 맞물리는 순간,기호 사

용자로서의 주체는 기호 행 를 하면서도 신뢰와 불신 사이를 동요한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편화와 분열

을 인식하며 생긴 고통을 달래기 해 기호에 의존할 때이다.그러한 경

우에 기호 행 의 분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열로 구체화된다.먼

세 번째 분열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이들은 후 세 의 일원인 부모가 언어 불신에 빠져 타인과

의 커뮤니 이션을 거부하던 것에 깊은 외상을 입은 상태이다.그런데

그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외상은 양방향으로 향을 미친다.한편으로

그는 부모처럼 되지 않기 해 언어의 소생과 확장에 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그러하 듯이 언어 기호에 한 환멸

이 어디서나 그를 엄습한다.그에게 있어 언어 기호는 본디 기여하기로

되어 있는,타자와의 간주 인 커뮤니 이션을 해 제 로 작동하지

못한다.이에 항하면서 신뢰를 유지하기 해,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언어 기호의 주 화를 택한다.즉,기호의 목 에서 커뮤니 이션을 배제

한 후 개인 인 시 기능만을 남겨 두는 것이다.그러나 언어 기호의

자기 심 인 심미화는 그들을 고립시키고 언어 기호의 형식에만 집 하

게 함으로써,결국 처음에 기호에 한 환멸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원

인을 강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 게 그들은 언어 기호를 사용할

때 신뢰와 환멸의 극단을 오고가게 된다.

네 번째 분열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미 기호를 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이들은 도시가 문화 산업을 통해 자행하는 개인 주체

의 소멸과 술의 진부화에 반발한다.그 신에 미 기호가 충분히 모

호하여 개인에게 강하게 충격을 주고,이로써 해석 작용을 시작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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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몰개성의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기를 희구한다.제도 술에

서는 그러한 기 가 실화되기 어렵다는 단 하에,이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사물들을 개인 인 ‘주물 Fetisch’로 만들어 동일한 효

과를 보고자 한다.그런데 문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수행하는 사물

의 기호화는 이미 ‘쓰 기장’이 된 거리를 배회하면서 도시가 내놓는,이

삼 으로 가치가 첩된 상의 이미지를 마주쳐야만 실행된다는 것

이다.바꿔 말해 도시가 산만한 이미지들을 무한정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안은 불가능해진다.이처럼 천편일률 인 미 기호를 쏟아 부

어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방조한 도시가 다시 개인의 주체 경험

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된다는 아이러니 앞에,근 도시인으로서

주인공들의 자의식은 분열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열은 앞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열이 확장된 형태

로서,각각 이야기하기와 섹슈얼리티 체험에서 드러난다.세 번째 분열과

연 된 언어 기호의 이 성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고백과 거짓말을

동등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네 번째 분열과 련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사 인 주물로 만드는 습 은 낭만 인 사랑과 애착이 배제된

상품으로서의 성이 분열된 채 서로 다른 기호가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과 으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끝없이 생성되고 변화하거나 소멸

하는 기호들 사이에서 다종다양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이상의 분열과

진자 운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나치노의 작품으로는 2001년부터 2007년

까지 연달아 발표된  이날을 한 우산 EinRegenschirm fürdiesen

Tag (2003),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Eine Frau,eine

Wohnung,einRoman (2003), 사랑의 어리석음 DieLiebesblödigkeit 

(2005), 어 간한 향수 MittelmäßigesHeimweh (2007)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에 보편 인 모티 를 추 하되,

이 네 소설들을 분석하는 데에 을 맞춘다.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주 인 우주 einsubjektiverKosmos’가 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방

안인 인의 분열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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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빌헬름 게나치노의 생애와 창작경향

빌헬름 게나치노 Wilhelm Genazino는 제2차 세계 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만하임에서 태어났다.성씨에서도 알 수 있듯 그의 가

족은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이었다.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경제 으로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다고 하며,1)양친 역시 그와 형제자매들에게 이상

인 부모상이 되어 주지는 못했다고 한다.2)그는 등학교를 거쳐 김나

지움에 입학하 으나 정식으로 졸업하기 에 자퇴하 다.3)이후 지역

1)Vgl.Wilhelm Genazino:DerUntrostunddieUntröstlichkeitderLiteratur.Die

Dankredezum GeorgBüchner-Preis.In:Ders.:DergedehnteBlick.München

2007,S.196.“그와 같은 녁이면 나는 우리 가족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IchhabeandiesenAbendenbemerkt,dasswirzudenärmeren

Leutengehörten.”이하 한 작이 두 번 이상 인용될 때,혼동을 피하기 해 ‘a.

a.O.’나 ‘같은 책’따 의 표 을 최 한 쓰지 않기로 한다.만약 논문 체에 한

작가의 한 작만 인용된다면 두 번째 인용부터 작가명과 쪽수만 기입하고,동일

한 인물의 여러 작이 인용될 경우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작가명, 작명,쪽수

를 기입하기로 한다.다만 바로 앞에 나온 작을 다시 인용하는 때에는 ‘ebd.’나

‘의 책’을 사용한다.

2)Vgl.Wilhelm Genazino:SelbstvorstellungfürDeutscheAkademiefürSprache

und Dichtung. http://www.deutscheakademie.de/de/akademie/mitglieder/wilhel

m-genazino/selbstvorstellung (확인 날짜:2015.08.03)“나는 쟁이 한창이던

1943년 만하임,그러니까 남서부 독일의 간 정도 되는 산업 도시에서 태어났는

데,부모님은 ( 반 인)역사와 (사 인)운명 때문에 당신의 아이들을 제 로

양육하지 못하셨다.Geborenwurdeichim Kriegsjahr1943inMannheim,einer

mittelgroßenIndustriestadtinSüdwestdeutschland,vonEltern,diedurchein

Übermaß von (allgemeiner) Geschichte und (privatem) Geschick daran

gehindertwaren,ihreKinderzuerziehen.”

3)이는 작가 자신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이다.Vgl.MunzingerPersonen.

Internationales Biographisches Archiv: Wilhelm Genazino.

https://www.munzinger.de/search/portrait/Wilhelm+Genazino/0/16524.html.(확인

날짜:2015.08.03.) 한 주석 5)도 참조할 것.국내에 출간된 번역서의 작가 연

표들에는 그가 1961년 아비투어와 일정 기간의 수습을 마치고 곧바로 학에 진

학한 것으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



-2-

언론계에서 일하다가 이십 반에 첫 장편소설인  라즐린 가

Laslinstraße (1965)를 출간하 다.그러나 이 데뷔작은 별 반응을 얻지

못하 으며,결과 으로 그의 활동은 리즘 분야에 집 되었다.그가

만하임에서 랑크푸르트암마인으로 이주한 것도,나 에 신 랑크푸르

트학 NeueFrankfurterSchule로 불리게 될 창작 집단이 주도하여 창

간한,좌 성향의 풍자 월간지  르동 Pardon 에 일자리를 얻은 것이

그 계기 다.이후 게나치노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면 곧 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살았다.

그가 다시 소설 창작에 도 하게 된 것은 1971년,이 년 간의 재직 후

에  르동 의 편집자를 그만두면서부터 다.그 결과물로 1977년에서

1979년까지  압샤펠 Abschaffel 3부작이 잇달아 발표된다.평범한 도

시의 회사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작품은  압샤펠 (1977), 보살핌의

무화 DieVernichtungderSorgen (1978), 거짓된 해들 FalscheJahre 

(1979)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 ‘사무직 노동자 소설

Angestellten-Roman’의 형이라고 불리며 평단의 우호 인 평가를 받

았다.4)

이어지는 1980년 부터 게나치노는 본격 으로 문학계에 투신하여 자

유 문필가로 생활하 다.물론 라디오를 해 짧고 유머러스한 스 치를

쓰거나,1980년부터 1986/87년까지는 평론지  제차이헨 Lesezeichen 

의 공동 발행인을 맡는 등 언론 방송계를 완 히 떠난 것은 아니었

다.아울러 그는 삼십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비투어를 취득하고,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랑크푸르트 학에서 독문학,철학,사회학을

공부하 다.5) 학 생활의 경험은 그에게 소설 창작을 넘어 문학의 다른

4) Vgl.Claudia Stockinger:Das Leben ein (Angestellten-)Roman.Wilhelm

GenazinosÄsthetikderWiederholung.In:HeinzLudwigArnold(Hrsg.):Text

+Kritik162.Wilhelm Genazino.München2004,S.20.“한편으로  압샤펠 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무직 노동자 산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르의 특성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Zum einen reproduziert “Abschaffel” die in der

AngestelltenprosaderWeimarerRepublikausgeprägtenMerkmaledesGenres.”

5)Vgl.HeinzLudwigArnold:Notizen.In:Text+Kritik162,S.106.“1980bis

1986MitherausgeberundRedakteurderLiteraturzeitschrift“Lesezeichen”;1982

Externen-Abiturin Marburg;1982bis1990Studium derGermanistik,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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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도 극 으로 참여할 동기가 되었다.무엇보다 그가 언론계의 일

원이라기보다는 문학 공자의 입장에서 비평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 에서부터 다.이것들은 나 에 단행본으로 묶여 출간

되었는데,특이하게도 엽서와 사진에 짧은 을 붙인 일종의 그림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 그는 졸업 후 뒤스부르크에센 학과 더보른

학 등에서 객원 교수 Gastdozent로 문학론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 다.

문학계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에 비해 일반 들에게 게

나치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상당히 늦었다.그 시작 으로는 개

2001년 8월 17일이 지목된다.이처럼 정확한 날짜를 꼽을 수 있는 이유

는 바로 이날에 비평가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 MarcelReich-Ranicki가

진행하는 ZDF방송국의 ‘문학 사 주 DasLiterarischeQuartett’에서 그

의 작품  이날을 한 우산 EinRegenschirm fürdiesenTag (2001)을

소개하 기 때문이다.6)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신델 Robert

Schindel이 게스트로 출연한 이 담이 방 되었을 때,게나치노는 이미

데뷔한 지 삼십 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열 권 이상의 장편소설과 다수

의 에세이집을 내놓은 ‘원로’작가 다.나아가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출

간한 술가 소설인  얼룩,재킷,방,고통 DerFleck,dieJacke,die

Zimmer,derSchmerz (1989)을 통해 그의 창작활동에서 “코페르니쿠스

환 diekopernikanischeWende”을 이룬 후에는7)학계와 평론계 내

부에서도 그에 한 우호 인 반응이 늘어난 상태 다.그 결과 1990년

부터는 몇몇 요한 문학상이 그에게 주어지기도 하 다.8)그러나 일

반 독자들의 반응은 기 보다 훨씬 미온 이어서, 압샤펠 을 제외한 다

SoziologieundderPhilosophieanderUnoverstätFrankfurt/M.(M.A.);”

6)Vgl.LiterarischesQuartett.

http://www.literaturkritik.de/buch/buchh/neu/LitQuartett2.htm

(확인 날짜:2015.08.01.)

7)Roman Bucheli:DieBegierededesRettens.Wilhelm GenazinosPoetikdes

genauenBlick.In:Text+Kritik162,S.46-54.다만  얼룩,재킷,방,고통 이

게나치노에게 요한 분기 이라는 데에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8) 를 들어 멘 문학상 LiteraturpreisderFreienHansestadtBremen(1990).

베를린 문학상 BerlinerLiterauturpreis(1995),바이에른 학술원 문학상 Großer

LiteraturpreisderBayerischenAkademiederSchönenKünste(1998)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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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작품들은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하 던 것이다.9)이 방송은 작가로

하여 상업 인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었으며,10)그간 독서 들에게

는 거의 잊히다시피 했던 그에게 결정 인 환기가 되었다.‘문학 사

주’가 방 된 후 높아진 심은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Eine

Frau,eineWohnung,einRoman (2003)에도 그 로 이어졌다.이 작품

은 “진정한 보물 einwahreJuwel”11)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단과 의

호응을 동시에 이끌어내었다.이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재평가는 바

로 다음해인 2004년에 그가 독일어권에서 가장 권 있는 문학상 하

9)이 은 게나치노가 2004년 6월 뷔히 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문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모든 기사들은 이미 삼십여 년 에 출

간된  압샤펠 삼부작을 그의 표작으로 꼽으면서,그 외의 작품들에 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Vgl.HubertSpiegel:SchwebeforscherundZweifelschützer.

FrankfurterAllgemeineZeitung.2004.06.03.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

/buechner-preis-2004-fuer-wilhelm-genazino-schwebeforscher-und-zweifelschu

etzer-1158045.html(확인 날짜:2015.10.14.)"그의  압샤펠 삼부작은 그를 유명

하게 만들었으며,많은 이들은 그가 독일의 가장 요한 작가들 하나라고 여

긴다.게오르크뷔히 상이 올해에는 빌헬름 게나치노에게 돌아간다.Seine„Absc

haffel“-Trilogiemachteihnbekannt,vielengilteralseinerderwichtigstenSc

hriftstellerdesLandes.DerGeorg-Büchner-Preisgehtindiesem JahranWilh

elm Genazino." 한 <슈피겔 Spiegel>지의 다음 기사도 참고.Literatur:Wilhe

lm GenazinoerhältBüchner-Preis.SpiegelOnline.2004.06.03.http://www.spieg

el.de/kultur/literatur/literatur-wilhelm-genazino-erhaelt-buechner-preis-a-30259

0.html(확인 날짜:2015.10.14.)"아마도 가장 요한 독일어권의 문학상일 게오

르크뷔히 상이 올해에는 빌헬름 게나치노에게 돌아간다.61세의 리스트이자

작가인 그는 70년 에 풍자지인  르동 을 해 을 썼다.그는 자신이 쓴  압

샤펠 삼부작으로 유명세를 얻었다.DiewohlwichtigstedeutscheLiteratur-Au

szeichnung,derGeorg-Büchner-Preis,gehtindiesem JahranWilhelm Genazi

no.Der61-jährigeJournalistundAutorschriebindensiebzigerJahrenfürda

sSatire-Blatt"Pardon".BekanntwurdeermitseinerRoman-Trilogie"Abscha

ffel"."

10)Vgl.VolkerHage:WieblödkanndieLiebesein?DasSpiegel.2005.02.05.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39257685.html (확인 날짜: 2015.08.02.)

“2001년 TV 방송 “문학 사 주”에서의 추천 이후,그 까지는 고요했던 그[게나

치노]의 소설과 산문 작들의 매 부수 역시 최고도로 상승하 다.Seiteiner

Empfehlung inderTV-Runde"DasLiterarischeQuartett"2001habensich

auchdieVerkaufszahlenseinereherstillenRomaneundProsabücherbestens

entwickelt.”

11)UweWittstock:FliehenwirindieKunst.Wilhelm GenazinosneuerRomani

steinwahresJuwel.DieWelt.http://www.welt.de/print-welt/article478148/Fli

ehen-wir-in-die-Kunst.html(확인 날짜: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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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게오르크 뷔히 상 Georg-Büchner-Preis을 수상하면서 정에 달

한다.

2015년을 기 으로 게나치노는 스무 권 가까이 되는 장편소설과 세 편

의 희곡,아홉 권의 에세이집을 집필하 다.그런데 그의 작품들은,무엇

보다 장편소설의 경우,동일한 모티 가 약간의 변주만을 거친 채 반복

된다는 특징을 보여 다.이에 해 <디 벨트 DieWelt>지의 리하르트

캐멀링 RichardKämmerling은 “제일 놀라운 은 게나치노가 살면서

단 하나의 책만을 썼다는 것이다.물론 언제나 다른 제목을 달기는 하지

만.”12)이라고 평하기도 하 다.요나스 자 JonasFansa가 요약하 듯

첫 작품에서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비축된 이미지,모티 ,주제는

근본 으로 바 지 않았다.[…]derVorratanBildern,Motivenund

Themen[sich]nichtwesentlichverändert[hat],[…].”13)작품 안의 허

구 인 세계에서,주인공은  물고기의 실향성 DieObdachlosigkeitder

Fische (1994)과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등의 외를 제외

하면 부분 삼십 에서 오십 사이의 남성이다.14)그의 거주지는

랑크푸르트암마인을 강하게 암시하는 도시이며,직업 역시 도시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교사,회계사,자유 기고가, 술가, 락한 인문학

자 등이다.그의 행 는 통상 인 근 인의 상에 걸맞게 ‘크고 완결된’

이 없다.오히려 그에게 요한 것은 배회와 찰뿐이다.15)그 결과

그는 일상의 사소함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얻지만,

정신 병리학 으로는 ‘규범 Norm’과 ‘이탈 Abweichung’사이를 오고가

12)RichardKämmerling:GenazinogiltalsbedeutenderAutor.Warum nur?.Die

Welt.2011.07.26.http://www.welt.de/kultur/literarischewelt/article13507983/Gena

zino-gilt-als-bedeutender-Autor-Warum-ur.html.(확인 날짜:2015.07.25.)“Das

Erstaunlichstedaranist,dassGenazinoinseinem LebennureineinzigesBu-

chgeschriebenhat– dasfreilichimmerwiederunteranderem Titel.”

13)JonasFansa:Unterwegsim Monolog– PoetologischeKonzeptioneninder

ProsaWilhelm Genazinos.Würzburg2008,S.7.

14) 물고기의 실향성 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는 년의 여교사이고,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권 에서는 17살의 남성 청소년이다.

15)이 에 있어서 게나치노의 주인공은 샤를 보들 르 CharlesBaudelaire와 발터

벤야민 WalterBenjamin등이 정립한 근 도시의 산보객을 계승하는 인물

이다.이에 해서는 Ⅳ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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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6)불안과 우울,수치심에 시달린다.거칠게 말해 게나치노의 모든 작

품들은 이와 같은 주인공의 찰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내면의 순간 인

연상 작용을 취합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이를 반 하여, 얼룩,

재킷,방,고통 이후 본격 으로 정립된 서술 시 은 항상 1인칭이다.

문장의 시제 역시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외에는 개 재

형으로 고정된다.작 등장하는 화도 따옴표로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장감을 다.

그 자신이 문학 공자이기도 한 게나치노는 여러 에세이와 강연,인

터뷰 등에서 본인의 작품들을 직 해설해 왔다. 반 으로 그의 세계

에는,비록 구체 인 행동 강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에

한 비 인 시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을 향한 연민,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일말의 낙 성 등이 혼합되어 있다.게나치노가

보기에 도시에 사는 인은 거 한 것 는 의미심장한 것,그리고

무엇보다 동일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압박에 짓 리지만,동시에 불변

하는 상 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그의 작

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역시 일방 인 기 와 좌 사이에서 끝없이

‘분열 Zwiespalt’17)을 겪으며 방황한다.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분열은 사물이 주는 일시 인 행복감에 기 어,다시 말

해 일상의 비근함과 사소함에 길을 돌리는 ‘사물의 시화 Poetisierung’

를 통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사물은 사라질 듯 말 듯

한 “가치의 가장자리 Wertkippe”18)에 존재하면서 시간을 장하고,붙들

어 두며,그것을 내어 주고,“자신의 찰됨을 통하여 durch ihr

16)이 두 개념들은 게나치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결정 인 단서가 된다.

Vgl.AndreaBartlundFriedhelm Marx:Wiederholte“Verstehensanfänge”.Das

literarischeWerkWilhelm Genazinos.In:Ders.(Hrsg.):Verstehensanfänge.Das

LiterarischeWerkWilhelm Genazinos.Göttingen2011,S.7-20.

17)이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상태를 자조 으로 표 하는 단어로서,거

의 모든 작품에 되풀이하여 나타난다.그 밖에 작가의 여러 에세이에서도 이 단

어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18)Wilhelm Genazino:DerRomanalsDelirium.In:AndreaBartlundFriedhelm

Marx(Hrsg.):Verstehensanfänge.DasLiterarischeWerkWilhelm Genazinos.

Göttingen2011,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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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racht-Werden”19)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그

게 사물에 달라붙어 있는,완 히 무화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

는 일종의 “잔여물 Überbleibsel”20)은 사용자에게 특별한 회상을 불러일

으킴으로써 순간 으로 사물 자체에 가치를 되돌려 주게 된다.이것이

바로 게나치노가 제시하는 사물의 시화이며,이 시화된 사물은 양방향으

로 찰자인 인을 진정시킨다.우선 찰자는 그와 같은 일련의 작

용을 이끌어낸 것이 소박하고 단순한 사물이라는 데에서 의미 있는 삶에

의 강요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한 완 히 말살된 것으로 보이

는 가치가 끊임없이 재생된다는 데에서 아노미의 인식에서 비롯된 공황

상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게나치노가 반복하여 차용하는 모든 모티

들은 사물의 시화를 통한 세계와 개인의 화해 Versöhnung,그리고 그

에 한 신뢰를 기 로 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그의 작품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실험하여 수용자에게 달하는 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연구사 연구방향

연구사

독일어권에서의 명성에 비해,국내의 독문학계에서는 게나치노에 한

연구가 매우 드물게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재까지 그의 작품을 다룬

학 논문은 찾아볼 수 없으며,학술 논문도 홍길표의 ｢20세기 말의 ‘배

회하는 자’｣21)를 제외하면 무한 실정이다.해당 논문에서 홍길표는  

이날을 한 우산 의 창작 시기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하

나의 세기 환기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어디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도시를 배회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회와 사

19)ebd.

20)ebd.

21)홍길표:20세기 말의 ‘배회하는 자’-빌헬름 게나치노의  이날을 한 우산 .

실린 곳:독일문학 127권 (2013),363-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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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개념에 해 고찰한다.이 밖에 이재 은 2006년  사랑의 어리석음

Liebesbloedigkeit (2005)을  두 여자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

하면서 역자 해설인 ｢착란의 변증법과 무 의 윤리학｣을 덧붙인 바 있

다.22)이 은 비록 정식 논문은 아닐지라도,해당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 인 지 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 다.그에 따르면 두 여인 어느

한 명을 선택하지 않고 국을 미루기만 하는 주인공은 곧 종말론 인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게나치노의 미학을 체화하는 화신이며,그러한 양

자택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의 착란에 맞서 굴 된 낭만주의자

로 살아간다.더불어 2010년에 나온 한국어  이날을 한 우산 역시

번역자 박교진의 해설문인 ｢어느 도시 방랑자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

다.23)박교진은 홍길표나 이재 과 유사하게 주인공의 심리와 행 를 분

석함으로써 사회에 한 비 을 읽어낸다.

반면에 독일어권에서 게나치노는 인 유명세를 얻기 부터 오랫

동안 학계의 심을 끌어 왔다.그럼에도 이러한 심에는 과연 게나치

노를 진정으로 ‘ 한’작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지 않

게 첨가되어 있었다.특히 그가 독일어권의 문학상 가장 향력이 있

는 뷔히 상을 수상한 후부터는 논란이 더 심해졌다.심지어 이러한 갈

등을 의식한 독일의 정론지 <디 차이트 DieZeit>가 게나치노의 작품이

정말로 “ 술 이고 희극 으로 kunstvollundkomisch”형상화되어 있

는지,아니면 그 “진부한지 banal”에 해 독자 투고를 받을 정도

다.24)이 때 투고된 들 하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나는 빌헬름

게나치노의 소설들이 뭐가 그리 단하고 의미가 있어서 최고의 문학상

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25)

22)이재 :착란의 변증법과 무 의 윤리학.실린 곳:빌헬름 게나치노:두 여자 사

랑하기.이재 옮김.창비 2006,280-292쪽.

23)박교진:어느 도시 방랑자의 이야기.실린 곳:빌헬름 게나치노:이날을 한 우

산.박교진 옮김.문학동네 2010,193-200쪽.

24)EberhardFalke: EineKontroverseüberWilhelm GenazinosAngestellten-

Poräts– PRO.DieZeit.http://www.zeit.de/2007/07/Pro-Text(확인 날짜:201

5.07.05.)

25)UlrichGreiner:EineKontroverseüberWilhelm GenazinosAngestellten-Porträ

ts– Contra.DieZeit.http://www.zeit.de/2007/07/Contra-Text(확인 날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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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게나치노의 작품이 부정 인 평가를 받는 주된 원인은 독자들

이 그가 반복하여 주제로 삼는, 찰과 회상을 통한 사물의 시화에 피로

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26)나아가 이와 같은 사물- 찰-회상의 연결

고리가 주로 요구하는,시각 이고 따라서 피상 일 수밖에 없는 묘사에

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러한 묘사는 술 이기보다는 일상어에

가까운,짧고 쉬운 문장들의 나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러므로

게나치노의 독자는 흔히 문학작품을 할 때 기 하기 마련인 ‘읽기의

즐거움’을,다시 말해 문학의 언어가 일상에서의 그것과 달리 사용됨으로

써 생성되는 낯설음을 즐기기 어렵다.

그런데 지 까지의 연구 황을 살펴보면,흥미롭게도 게나치노의 작

품을 향한 비 의 빌미가 되어 온 이상의 특징들이 개의 학술 인 연

구에서도 주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무엇보다 그의 작품을 통틀어 특

정한 모티 나 형상화 방식 등이 되풀이된다는 은 거의 모든 연구의

단 가 되고 있다.실제로 2009년 7월 밤베르크 학에서 열린 게나치노

의 문학론 특강과 이에 연계된 학술 콜로퀴움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들

이 함께 논문집을 출 한 바 있는데,이때의 공동 주제가 바로 “반복의

미학 ÄsthetikderWiederholung”, 는 더 정확히 말해 여러 층 에서

“되풀이되는 이해의 시작 wiederholteVerstehensanfäge”이었다.27)물론

게나치노의 작품에 지배 인 이러한 연속성을 설명하기 해 각 연구자

들은 매우 다양한 입장과 이론들을 취한다. 반 인 경향은 논의의

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찰의 상이 되는 사물에 집 하는 경우가 있으며,배회와 결부

5.07.05.)“Niewerdeichbegreifen,wasanWilhelm GenazinosRomanenso

großartigundsobedeutendwäre,dasssiehöchsterliterarischerWeihenwert

seinsollen.”

26)Vgl.ebd.,“우리는 이 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인물들과는,

삼십년 에 게나치노를 알려지게 만들었으며 동명의 주인공이 아무리 보아도

후계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압샤펠-소설들에서부터 면식이 있다.Wirkennen

diese pausenlos sich selbst befragenden Gestalten seit den

Abschaffel-Romanen,dieGenazinovordreißigJahrenbekanntgemachthaben

und deren gleichnamiger Held sich in nichts von seinen Nachfolgern

unterscheidet.”

27)Vgl.BartlundMarx,S.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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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찰 행 그 자체가 심이 되기도 한다.더불어 찰과 동시에

발되는 주인공의 정서 작용을 면에 내세우는 연구들도 있고,일부는

찰의 과정과 그 결과물을 서술하는 언어 행 에 주목하기도 한다.

를 들어 첫 번째 역에 속하는 멜라니 피셔 MelanieFischer의 석

사 학 논문은 철학계에서의 사물 담론을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이 과 이후로 나 어 고찰한 후,이를 용하여 문학사를 개

하면서 게나치노의 작품은 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이 아닌 사물 그

자체를 주요 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28)후에 피셔는 랑크푸르트

학에서 열린 게나치노의 문학론 특강에 맞추어 배부된 소책자에 ｢“모

든 사물에는 노래 하나가 잠들어 있다.”문학 인 사물 담론의 맥락에서

바라본 빌헬름 게나치노의 산문 작품 “Schläft ein Lied in allen

Dingen”.Wilhelm Genazinos Prosa im Kontext des literarischen

Ding-Diskurses｣이라는 논문을 기고한 바 있는데,29)이 논문에서도 유

사한 견해를 제시하 다.두 번째 역에 속하는 연구로는 작가의 강연

에세이인 ｢산보객에서 배회자로.제5강 Vom Flaneurzum Streuner.

FünfteVorlesung｣을 근거로 삼아 그의 서술자들을 배회자로 유형화한

후 발터 벤야민 WalterBenjamin의 산보객 Flaneur괴 비교한 하이코 노

이만 HeikoNeumann을 들 수 있으며,30)홍길표의 논의도 부분 으로는

여기에 속한다. 한 주인공들이 자주 느끼는 ‘역겨움 Ekel’을 인식 과정

과 연 지어 설명한 스벤 하 셰크 SvenHanuschek의 연구나31)수치

28) Vgl.Melanie Fischer:Ding-Diskurs-die Darstellung der Dingwelt bei

Wilhelm Genazino.BeispielhaftanEinRegenschirm fürdiesenTagundEine

Frau,eineWohnung,einRoman.UniversityofWaterloo2004.

29)Vgl.MelanieFischer:“SchläfteinLiedinallenDingen”.Wilhelm Genazinos

Prosa im Kontext des literarischen Ding-Diskurses. In: Winfried

Ginsen(Hrsg.):WILHELM GENAZINO.BegleitheftzurAusstellung11.Januar

-25.Februar2006.Frankfurtam Main2006,S.9-18.

30)Vgl.HeikoNeuman:“DerletzteStrichdesFlaneurs”.SchwierigeFußgänger

inWilhelm GenazinosRomanenEinRegenschirm fürdiesenTag undDie

Liebesblödigkeit.In:Verstehensanfänge,S.149-164.

31)Vgl.SvenHanuschek:“DasSofabliebundstanktinabgeschwächterForm

weiter.” Ekel und Erkennen im Werk Wilhelm Genazino. In:

Verstehensanfänge,S.131-148.



-11-

심과 그것의 문학 형상화에 해 다룬 미하엘 하이트겐 Michael

Heidgen의 작은32)세 번째 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에 속하는 안야 히어시 AnjaHirsch의 박사 학 논문은 작품

의 주인공과 작가인 게나치노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고찰하면서,

자의 경우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찰 결과를 직

이야기하는 것이 곧 세계와의 화해로 이어진다고 논의한 바 있다.33)

연구방향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기반을 두고,본 논문은 기호학의 입장에서 게

나치노의 작품 세계에 심이 되는 찰자 주체와 주 성의 문제에 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즉,개인 인 의미를 부여하여 사물을 “주 인 우

주 einsubjektiverKosmos”34)로 포획하는 주인공의 행 를 일련의 기

호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인 것이다.이처럼 기호학에 의지하는 까닭

은 그것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찰 상으로서의 사물, 찰자와 찰

행 , 찰의 결과 등으로 나 어져 각각 분석되곤 하던 주제들을 하나

로 연결시킴으로써 본래의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게

나치노의 작품 내에서 자주 조명되는 술 이 - 술과 상품은 더 이

상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된다는 이나,주인공의 언어 과 술

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에서 의외로 소

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기호학의 성과는 그러한 술과 상품,

술과 언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해명하는 데에도 합하다.

그러나 기호학 에서 주체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32) Vgl.MichaelHeidgen:Inszenierungen eines Affekts.Scham und ihre

KonstruktioninderLiteraturderModerne.V&RUnipress2013.다만 이 책은

수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의 경향을 통틀어 해명하려는 작으로,

빌헬름 게나치노의 작품은 제4부에서만 논의된다.

33) Vgl.Anja Hirsch:Schwebeglück der Literatur.Der Erzähler Wilhelm

Genazino.UniversitätBielefeld2005/Heidelberg2006.박사 학 논문이자 단행

본으로도 출 되었다.

34)Genazino:DerRomanalsDelirium,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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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수행하는 기호 작용과 의미화 과정에

인 주체의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그들이 삶의 모든

역에서 경험하는 분열과,분열의 결과 원래는 양립해서는 안 될 극단을

무차별 으로 오고가게 되는 주체의 “진자 운동 Pendelbewegung”,35)그

리고 그로 인해 발되는 ‘분열증 인 schizophrenisch’징후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규정하는 주요 모티 의 하나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주

인공의 기호 행 는 그들이 겪는 분열과 진자 운동이 한 에 들어오도

록 하는 미니어처 모형과도 같다.기호 사용의 역에 있어서 그들이 맞

닥뜨리는 분열의 양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이들이 모두 동일

한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서로 한 연 을 맺고 있는 것은 자

명하다.첫 번째 분열은 기호 사용자로서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

하는 양가성에 책임이 있다.게나치노의 주인공들에게는 근 인의 충동

과 탈근 인의 욕망이 공존하고 있으며,그들이 사는 도시의 소

비문화는 주체의 일 인 자아 감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정체

성의 가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제공한다.이로 말미

암아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나르시시스트인 동시에 타자 지향 인 존재

로 재구성되고,분열은 부분 인 특질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 에 가까워

진다.두 번째 분열은 기호 행 시에 드러나는 주체의 내 갈등으로,

무엇보다 기호 자체의 이 성과 계된다.기호는 참을 말하기 한 체

계인 동시에 거짓을 말하는 데에도 동원될 수 있는데,이는 기호의 본성

이 어떤 것을 리 는 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그 게 본디부터

이 인 기호의 속성과 양가 인 주체의 세계 이 맞물리는 순간,기호

행 는 -그것이 지각,인식,이해,정서 반응 등의 정신 이고 내면 인

행 이든 기호 표 과 텍스트 생산 등의 외부를 지향하는 행 이든 간에

상 없이 – 신뢰와 불신 사이를 어지럽게 동요하면서,분열의 양상 그

자체이자 다른 분열의 원인이 된다. 한 분열을 가속화하는 매인

동시에 때로는 분열을 감지한 주체의 고통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가 분열과 편화를 인식하며 생긴 고통을

35)ebd.,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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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기 해 기호에 의존할 때이다.그러한 경우에 기호 행 의 분열

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열로 구체화된다.먼 세 번째 분열은 게나치

노의 주인공이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주인공들은

쟁에서 살아남은 부모가 언어 불신에 빠져 타인과의 커뮤니 이션36)을

체념하거나 극 으로 거부하던 것에 깊은 외상을 입은 상태이며,이에

반발하여 언어의 소생과 확장에 심을 기울인다.그 지만 부모에게 그

러하 듯이 언어 기호에 한 환멸이 어디서나 그를 엄습한다.그에게

있어 언어 기호는 본디 기여하기로 되어 있는,타자와의 는 타자화된

자신과의 간주 인 커뮤니 이션을 해 제 로 작동하지 못한다.이

에 항하면서 신뢰를 유지하기 해,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언어 기호

의 주 화를 택한다.즉,기호의 목 에서 커뮤니 이션을 배제한 후 극

히 개인 인 시 기능만을 남겨 두는 것이다.그러나 언어 기호의 자기

심 인 심미화는 그들을 고립시키고 언어 기호의 형식에만 집 하게

함으로써,결국 처음에 기호에 한 환멸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원인

을 강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 게 그들은 언어 기호의 사용에 있

어서 신뢰와 환멸의 양극단을 오고가게 된다.

네 번째 분열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미 기호를 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이들은 도시가 문화 산업을 통해 자행하는 개인 주체

의 소멸과 술의 진부화에 반발한다.그 신에 미 기호가 충분히 모

호하여 개인에게 강하게 충격을 주고,이로써 해석 작용을 시작한 개인

이 몰개성의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기를 희구한다.제도 술에

서는 그러한 기 가 실화되기 어렵다는 단 하에,이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사물들을 개인 인 주물 Fetisch로 만들어 동일한 효과

를 보고자 한다.그런데 문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수행하는 사물의

기호화는 이미 “쓰 기장 Junk-Space”37)이 된 거리를 배회하면서 도시

36)‘communication’ 는 ‘Kommunikation’을 ‘의사소통’으로 옮기는 신 음차하기

로 한다.왜냐하면 Ⅱ장에서 상론하겠지만,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메시지의 발신

자와 수신자들은 결코 완 하게 ‘의사’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둘의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에 한 신뢰이고,이

신뢰는 잡음 noise이나 기타 장애 요인에 의해 언제나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다.

37)Wilhelm Genazino:VonderBruchbudenhaftigkeitdesSchönen.In:Akz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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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놓는,이 삼 으로 가치가 첩된 상의 이미지를 마주쳐야만

실행된다는 것이다.바꿔 말해 도시가 산만한 이미지들을 무한정 제공

하지 않는다면,그들의 안은 불가능해진다.이처럼 천편일률 인 미

기호를 쏟아 부어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방조한 도시가 다시 개

인의 주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된다는 아이러니 앞에,근

도시인으로서 주인공들의 자의식은 분열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열은 앞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열이 확장된 형태

로서,각각 이야기하기와 섹슈얼리티 체험에서 드러난다.세 번째 분열과

연 된 언어 기호의 이 성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고백과 거짓말을

동등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확장되고,네 번째 분열과 련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사 인 주물로 만드는 습 은 낭만 인 사랑과 애착이 배제된

상품으로서의 성이 각각 분열된 채 서로 다른 기호가 되는 것으로 이어

진다.

결과 으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끝없이 생성되고 변화하거나 소멸

하는 기호들 사이에서 다종다양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게나치노의

작품이 이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 심인물의 오락가락하는 움직임 die

flottierendeBewegungderzentralenFigur”38)을 묘사하고 있지만,그것

이 가장 명백하게 주제화된 장편 소설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달

아 발표된  이날을 한 우산 ,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 사

랑의 어리석음 , 어 간한 향수 MittelmäßigesHeimweh (2007)를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에 보편 인 모티 를

추 하되,이 네 소설들을 분석하는 데에 을 맞추고자 한다.그를 통

해 궁극 으로는 주 인 우주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방안인 인의

분열과 진자 운동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주제 의식과 상 작품을 바탕으로,이하 본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우선 Ⅰ장과 Ⅱ장을 통해 이론 기반

본 논문의 주제 의식을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Ⅰ장은 후기 자본주의

ZeitschriftfürLiteratur52(2005),S.223.다음에서 재인용:Neumann,S.154.

‘쓰 기장’이 된 도시의 이미지와 지각에 하여는 Ⅳ장의 후반부 참조.

38)BartlundMarx,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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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을 편화함과 동시에 그 멘털리티를 타자 지향

자아도취로 분열시키는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할애된다.Ⅱ장에서는 기

호와 기호 커뮤니 이션에 한 일반론을 개한 후,그것들에 자리하고

있는 이 인 본성에 해 고찰하도록 한다.이후 본격 인 작품 분석

에 들어가는 Ⅲ장과 Ⅳ장에서는 기호의 특정 범주를 하는 주체의 분열

인 태도를 논의하고자 한다.특히 강조되는 것은 단일하고 항구 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이 완 히 상반되는 방

식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으며,결국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다시 양

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병존하는 상황에 내던져지게 된다는 이다.그

Ⅲ장은 언어 기호에 한 신뢰와 환멸의 교차를,Ⅳ장은 도시가 제

공하는 양극단의 미 기호들과 주체의 응 략을 논하는 데에 할애될

것이다.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야기하기와 섹슈얼리티라는,확장된 차

원의 분열과 진자 운동에 해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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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타자 지향 인 나르시시즘

- 소비사회와 주체의 분열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단일하고 고정 인 자아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그들의 자아는 시공간을 월하여 유지되는 자기 동일성으

로 자각되지 않는다.오히려 이들은 본인의 정체성이 마치 가면과도 같

아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으며,때로는 완 히 부서질

수도 있는 어떤 것이라고 받아들인다.이에 해  사랑의 어리석음 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담담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요즘은 사람들

이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어제나 그 께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39)필요 이상

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은 문체의 건조함에서,게나치노의 주인공

들은 모든 순간에 용되는 행 자 주체의 총체성을 이미 불가능한 것으

로 상정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동시에 그들은 그와 같은 체념을 자아

의 균열이 원인을 진단하거나 결과를 측할 수 있는 상이 아니기 때

문이라고 정당화한다.“내면이 침몰하는 느낌,슬로우비디오처럼 쓰러지

는 느낌,어떤 해체의 느낌을 감지하고 있다.그런데 나의…… 무엇이 해

체되고 있다는 말인가?나는 나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겠)고,그 기 때문에 지 좀 더 해체되고 있다.”40)이제 편화된 자

기 자신을 새로운 총체성으로 재구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문제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체성의 해체로부터 안을 얻는 것뿐이다.

자아의 자기규정 능력을 불신하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일 되고

측 가능한 삶의 서사를 사실상 포기한다. 신 그들은 자신들에게 퍼부

어지는,그래서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도 보아야만 하는 이미지

들을 수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의존하고자 한다.하지만 이와 같

39)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77쪽.

40) 의 책,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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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지의 연쇄는 불안정한 자아를 인식한 결과물인 동시에 상황을 더

욱 심화시킨다.왜냐하면 이미지들을 분류하고 결합시키는 기 이 내

이고 불변하는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임의 인 연상 작용이기 때문이다.

결정 으로 그 안에는 순간 이면서 서로 모순되는 이미지와 의미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완벽한 질서에 의해 구성된 상징

인 구조는 더 이상 그들의 내면세계를 특징짓지 못한다.남은 것은

“잡동사니와 마구잡이 욕망들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들을”41)기회가 닿는

로 그러모아 놓은 꼴일 뿐이다.그 결과 주인공들의 자기 인식과 세계

인식은 그들이 배회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와 크게 유사해진

다.본래 양립할 수 없는 세계 들이 담론과 이미지의 형태를 빌려 한꺼

번에 개인을 습격하는 도시처럼,주인공들은 자체 재생산된 이미지에

수많은 삶의 방식과 가치 을 담아 본인의 앞에 ‘시’한다.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반박할 수 없는 권 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주인공은 이러

한 무차별성을 하면서 시종일 유쾌함과 경멸이 뒤섞인 아이러니를

잃지 않지만,존재의 이유는 알지 못하고 그 삶에 내던져진 채 “내면

의 동의 없이 살고 있다는”42)비애감을 지우지 못한다.결국 그들은 “비

애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다.”43)라고 고백

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서 통일성과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그들의 생활 태도로도 표출된다.실로 그들은 삶의 역에서 “시작과

반복과 체념 Anfänge,Wiederholungen,Versagungen”44)의 진자 운동을

계속하고,필요할 때마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연기한다. 컨  사랑의

미혹 은 두 명의 연인인 유디트와 잔드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주인공

을 면에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그의 연인들이 각자 반 되는 특

성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탓에,그에 맞추고자 노력하는 주인공은 자연

스럽게 양면 인 생활 태도를 갖게 된다.일례로 잔드라와 만날 때에는

41)앤서니 엘리엇:자아란 무엇인가.김정훈 옮김.삼인 2007,206쪽.

42)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93쪽.

43)Wilhelm 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München2008,S.112.“Meine

Wehmutmachtmichüberallunpassend.”

44)Genazino:DerRomanalsDelirium,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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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기 를 만족시키기 해 교양 높은 인문학자를 연기하면서,그녀

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일일이 해답을 제공하고자 애쓴다.그러나

술에 심이 많고 독립 인 유디트와 있을 때에는 동등한 남성 트

의 상을 연기한다.Ⅲ장과 Ⅴ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이처럼 항구

이고 단일한 자아를 불신한 결과 개인의 정체성이 연극의 배역과 비슷해

진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나 에 죄책감을 느끼는가의 여부는 차치하

고서라도 – 단히 손쉽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자아의 총체성을 체념하고 진자 운동을

반복한다고 해서,그에 한 동경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이다.오

히려 강력한 주체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내 본질을 확인하는 과정만큼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을 흥분시키는 것도 없다.그들의 정신세계에 남아

있는 근 인 욕망은 자아를 유기 이고 완 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한

다.더 정확히 말해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상을 주 에

동화 Assimilation시키려는 의지이자,세계와 그 구성원에 본인의 기 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 인 권력이다.거의 강박 념에 가까울 정도

로 어떤 사물이나 상에 해 끊임없이 좋고 싫음을 밝히는 주인공들의

서술 태도는 이와 같은 동경을 단 으로 보여 다.그러나 이들은 주인

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충족이 일 이고 안정 이며 측 가능한 자아

를 제한다는 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때문에 본인의 갈망을 축소

하여 조 카커 JoeCocker의 포스터에 “이 늙은 약쟁이는 이제 좀 사라

져버릴 수 없나?”45)라고 휘갈겨 쓰거나,“작거나 조 큰 물건들을 훔치

는 행 ”46)를 하는 정도로 만족시키고자 한다.이 때,주체의 행 권력

에 한 갈망과 흥분은 완 히 상상 인 것으로 환원된다.이를 충족시

키지 못한 데에서 오는 불만 역시 포스터 의 낙서와 같은 특정한 리

자를 통하여,말하자면 허구 으로만 진정된다.즉,이들은 욕망과 욕망

의 충족 과정을 기호화한다.물론 포스터에 낙서를 하는 것도,물건을 훔

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erstkurzeZeitspäter”47)수치심을

45)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49.“KanndiesealteDrogenruinenicht

endlichverschwinden?”

46)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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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욕구의 상상 충족이 자기 오로 이어지고,이는 다시 체념과

갈망의 분열을 악화시킨다.

편화된 정체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지속 인 자아 감정을

희구하며,기호 행 를 통해 안을 얻고자 하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에

게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의 모습이 반 되어 있다.

거꾸로 말해 서구 사회가 통 사회에서 원형 인 근 로,원형 인 근

에서 다시 포스트모던으로 발 해 나가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상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그들의 정체성이 편화된 까닭

이 이해된다고도 할 수 있다.흥미롭게도 여러 사회학자들은 노동 시장

의 유연화와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출 한 것을 인의 정

체성이 분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RichardSennett은 “장기는 안 돼!”48)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한부’

삶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들에게서 일상을 박탈하고,“지속

가능한 자아 sustainableself”49)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그

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제 근무와 장기 고용,일정한 여

보장으로 특징지어지는 근 인 ‘평생직장’이 ‘유연한 노동’으로 체된

다는 이다.이제 신규 채용과 해고는 더욱 손쉬운 일이 되었으며,자유

출퇴근제,계약직,비정규직 등은 그간 일정한 시공간에 종속되어 있던

노동자의 이동을 ‘유연’하게 만들었다.세넷이 보기에,이와 같이 유연한

자본주의는 결코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거나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

여해 주는 선의의 제도가 아니다.왜냐하면 인간의 개성 는 특성은 주

로 장기 인 정서 체험과 련된 것인데,그 게 편화된 노동은 과거

의 일제 노동이 보장하 던 지속성과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역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Bauman이 요약

하 듯,“결국 오늘 쏟아 붓는 노력과 노동이 보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

우라 해도 그것이 자산이 될지는 지극히 불확실하다.더욱이,지 은 근

사해 보이는 보상을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얻게 된다 해도 그것이 그때도

47)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49.

48)리처드 세넷:신자유주의와 인간성 괴.조용 옮김.문 출 사 2002,26쪽.

49) 의 책,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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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지는 확실치 않다.”50)그래서 개인은 “인생에 한 통제력

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51)에 시달린다.“그는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가피하게 어떤 조치와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지

만,이 때문에 자신의 정서 인 내면세계가 표류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

려워”52)한다.그 게 신자유주의 시 의 노동자는 자신이 행하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산만성을 특성으로 가지게 된다.

세넷과 바우만의 논의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에게도 완벽하게 부합한

다.실제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게나치노의 네 작품 세 작품에서 주

인공들이 안정 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그로 인해 끊임없는

불안감과 주의산만을 호소한다. 이날을 한 우산 에 등장하는 익명의

주인공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구두 테스터로 일하는데,임 이 4분의 1

로 삭감되는 와 에도 어떠한 유 기간이나 항의의 가능성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일방 인 임 삭감 통보를 받자,

주인공은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 “내면의 동의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

을 갖게 하는 데에 한몫을 했던 바로 그런 상황들 하나다.”53)라고 서

술한다.나 에 그는 신문사에 정기 으로 기고를 하게 되지만,이 역시

안정 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새 직장은 신뢰할 만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에 알던 이가 호의를 베풀어 제공해 것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동의’없이,다시 말해 안정 인 세계 신뢰 없이 측하거나 제

어할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허탈감은 언제든지 그를 다시 엄습할

것이다.스스로를 “ 리랜서 종말론자”54)이자 “아마추어 심리학자”55)라

고 부르는  사랑의 어리석음 의 서술자는 가끔 종말론 잡지에 을 기

고하거나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 강연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수입의 불안정은 그의 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규정한다.그는

자신이 의료보험은 간신히 충당하고 있지만 연 에는 가입조차 할 수 없

50)지그문트 바우만:액체근 .이일수 옮김.도서출 강 2009,257쪽.

51)세넷,21쪽.

52) 의 책,23쪽.

53)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93쪽.

54)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31쪽,

55) 의 책,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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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말년에는 그 신속하고 자비로운 죽음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수밖

에 없다고 서술한다.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의 청소년 주인

공인 바이간트 Weigand는 김나지움을 자퇴한 후,운송 회사의 수습생이

자 지역 언론의 리랜서 기고가로 일한다.그는 상황에 따라 수습생

는 기자로서 이 인 정체성을 완벽하게 연기해내지만,노동생활의

편화와 본인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이 사실은 하나의 문제임을 알고 있

다.마지막에 가서야 그는 업 작가가 되어 쓰기에 념하기로 결심

하는데,여기에는 매일의 노동을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본인의 자아도

단일하고 집약 인 것으로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 밖에  어 간한 향수 의 디터 로트문트 DieterRotmund

는 유일하게 성공 인 직장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본인은 도

히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경쟁과 신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56)

아울러 노동의 유연화는 개인의 내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가닥

가닥 풀리거나 혹은 덜 덜해지는 상”57)으로 이어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사회 유 의 단 로도 이어진다.세넷의 측을 빌리자면, 재

2년제 문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개인은 앞으로 40년의 취업 기간

최소 11차례 직장을 옮길 것이라고 한다.58)그의 지 은 미국에 사는

청년층을 향한 것이지만, 구도 한 번 고용된 직장에 평생 충성하지 않

는다는 뉘앙스는 서구 사회 반에 용할 수 있다.이 게 짧은 재직

기간과 잦은 이동은 직장 동료들 간의 개인 인 유 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단순히 같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을 넘어 생기

는 비공식 인 신뢰 계도 사라진다.게다가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개 이사를 뜻하므로,자유로운 이직의 가능성이 높아진 사회에서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이 싹틀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워졌다.이는 친 한

타자가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사회심리학자 찰스 호튼 쿨리 CharlesHorton

Cooley가 지 하 듯,‘나는 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해서는 스

56)로트문트의 직업 생활과 그의 정체성 문제에 하여는 Ⅴ장에서 재론한다.

57)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44쪽.

58)세넷,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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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본인에 해 성찰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타자 significantother

s”59)가 인식하는 자신을 재인식해야만 한다.“우리는 상상을 통해 다른

이의 마음이 우리의 외모,매 ,목 ,행 ,성격,친구들이나 기타 사항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각하고,그것에 다양한 향을 받는다.”60)이러

한 맥락에서 개인을 신뢰할 만한 친 한 타자로부터 분리하는 노동 시장

의 유연화는 타자의 마음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체성을 확

증할 기회가 히 축소됨을 의미한다.

노동 형태의 변화와 함께 정체성의 기를 야기한 사회 배경으로는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문화를 들 수 있다.소비문화는 한때 “이 세상의

질서를 장하고 옳고 그른 것 사이의 경계를 감시하던 최고사령 ”61)이

었던 모든 것을 고도로 합리화된 “자기 환 인 쾌락주의 self-illusory

hedonism”62) 는 상상 쾌락주의의 원칙으로 체한다.소비자로 변모

한 개인은 안정 인 질서와 권 에 의거하여 자연스럽게 동기화되었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로 물질과 상징이 혼융된 자원들을 공 받는다.

여기에서 물질과 상징이 혼융되었다는 것은 소비자 개인에게 있어 요

한 것이 상이 아니라 그 상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임을 뜻한다.개

인은 근 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며 자신의 것이 아닌,타인이 생산하거

나 소유한 재화를 바라본다.그 상품의 이미지는 상상 속에서 “자신들에

게 특별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도록”63)변형되고 재배열된다.최종 으로

개인이 소비하는 것은 그 게 상상을 통해 얻은 쾌락이다.즉,후기 자본

주의에서 상품의 소비는 이미지의 소비이자 쾌락의 소비이며, 하나의

기호 행 이다.

59)CharlesHorton Cooley:"Thelooking-glassself."Human Natureandthe

SocialOrder.New York1902,pp.126-128.

http://facweb.northseattle.edu/ratkins/ClassMaterials/Scans%20Diagrams/SOC101/S

oc101Activities/05C-Looking-Glass_Self.pdf(확인 날짜:2015.10.01.)

60)Ibd.,p.127.“Inimaginationweperceiveinanother’smindsomethoughtof

ourappearance,manners,aims,deeds,character,friends,andsoon,andare

variouslyaffectedbyit.”

61)바우만:액체 근 ,100쪽.

62)콜린 캠벨:낭만주의 윤리와 근 소비주의 정신.박형신•정 주 옮김.나남출

사 2010,147쪽.

63) 의 책,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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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 인 쾌락과 상상 인 쾌락이 뒤섞일 때 일종의 나르시시

즘이 태어난다.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자아의 연장이 된다.

개인의 환상은 자아와 자기만족의 역에 속하는 상과 그 외에 무 심

하게 존재하는 타자를 구분하지 못한다.사물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자

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서만 존재한다.개인이 주 으로 매긴 값

어치가 객 이고 집단 으로 결정된 가치에 우선하기도 한다.

개인의 상상과 상을 동일시하는 나르시시즘의 결과는 주체와 상의

지 가 도되는 상이다. 편화된 형태로나마 자아 정체성을 재구축

하는 작업이 개인을 떠나 동일시되는 상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다.소

비자의 마음에 드는 것,더 엄 히 말하자면 소비자가 본인의 즐거움에

기여하리라고 상상한 것,그래서 구매한 것이 소비자를 리한다. 한

개인은 다른 개인이 구매한 상품을 가지고 그의 정체성을,아니면 성

격이나 정서 상태를 악할 수 있다.말하자면 포스트모던 시 의 소비

자는 상품 기호를 통해서 존재한다.그들은 스스로 “단순히 사물을 소비

하고 구매함으로써만 정체성을 찾게 되는 피상성”64)의 화신이다. 어

간한 향수 의 로트문트는 그날 처음 본 낯선 이의 지갑에서 “그의 삶의

숭고함 derAusdruckderErhabenseitseinesLebens”65)을 읽어낸다.

 사랑의 어리석음 에서 서술자의 두 연인 한 명인 잔드라가 가지고

온 소풍바구니는 처음에는 먹을거리로,다음에는 빨랫감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녀의 생활력과 모성 이기까지 한 보살핌을 표 한다. 이 때

소비는 개인이 사 인 원리에 따라 주 인 세계를 연출하는 방식이고,

자신이 구인지를 드러내는 기회이며,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징표

가 된다.돈 슬 이터 DonSlater가 언 하 듯 “근 의 정체성은 소비

라는 이미지를 통해 가장 잘 이해된다.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다원화된

도에서 선택한다.행동,경험, 상 모두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할 필요에 따라 우연히 결합하고 있다.”66)

문제는 소비 사회가 쾌락 원칙에 따르는 소비자 개인의 선택권을 철

64) 의 책,59쪽.

65)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20.

66)돈 슬 이터:소비문화와 성.정숙경 옮김.문 출 사 2000,126쪽.



-24-

히 보장하면서도,그 게 선택될 수 있는 상들을 무차별 으로 제시한

다는 이다. 통 사회를 탈피하면서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시장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화들이 그 안으로 부상하

다는 은 앞서 언 하 다.그러나 개인에게 과잉 제공되는 선택지들

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이상,정체성의 기는 오히려 악화된다.

시장은 개인에게 복잡하고 상이한 안들을 던져주지만,선택에 도움이

될 기 까지 정립해 주지는 못한다.반 로 시장은 완 히 다른 역의

가치들을 화폐라는 단일한 도구를 가지고 수량화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가 시킨다.시장 경제에서 개인이 원하는 유무형의 상은 항상 타인의

소유물이다.그가 상을 향유하려면,즉 사용가치를 리고자 한다면 본

인의 재화를 가지고 그것과 교환해야만 한다.이처럼 군가의 재화가

다른 이의 재화와 교환될 능력을,시장 경제는 화폐로 환원하여 제시한

다.그리고 교환가치의 척도가 화폐로 균질화된다는 것은,페터 V.지마

PeterV.Zima의 말에 따르면,“질을 양으로 환원함으로써 모든 사물을

비교가능하게 만들며 질 차이( 립)을 없애버린다”67)는 것을 의미한다.

컨 소설책을 구입하거나 새 의복을 마련하고,주민 센터에서 강좌를

듣는 행 들은 각기 다른 효용성과 쾌락을 한 것들이다.그 지만 세

행 에 5만원이 소용된다는 딱지가 붙는 순간,해당 행 의 가치는 모두

동일한 것이 되어 버린다.소비문화의 개인은 자본주의 경제의 이상 인

소비자상 -모험 인 근 인으로서 어떤 것을 합리 으로,그러나 완

히 사 으로 선택하는 개인 -에 의존하여 ‘자아 형성 인간 self-made

man’으로 발돋움하고자 하지만,선택지를 다원화하는 동시에 무차별 으

로 만드는 사회는 그를 아노미 상으로 떨어뜨린다.자신의 이해를 추

구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갖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얻을 수 있

는 여러 가지 만족들도 소비 행 를 한다는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으

로 거 하게 추상화된다.

소비 사회가 원하는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하는 동

시에 바로 그 기를 심화시킨다는 모순 앞에서,소비자는 여 히 선택

67)페터 V.지마:소설과 이데올로기. 소설의 사회사.서 상•김창주 옮김.

문 출 사 1996,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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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한다.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만이 자신을 비

합리 인 근 성과 구분해 주는 특질이기 때문이다. 신에 그는 완

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소비의 역설에 응한다.한편으로 그는 ‘잃어버

린’자아를 끊임없이 애도하면서 그 회복을 갈망한다.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을 내재화하고 숫자들의 권 를 수용함으로써 선택의 부담을

인다.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게나치노의 작품에 지배 인 배회

와 찰의 모티 는 바로 자의 한 방편으로 이해 가능하다.여기에서

다룰 후자의 방식은 특히 흥미롭다.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깔려

있다.개인 주체의 주 에 한 신뢰는 본인에게만 용되는 것이 아니

다.그것은 자기와 동등한 다른 주 들에 한 존 으로 이어진다.타인

의 선택은 마치 자신의 선택처럼 신뢰의 상이 된다.그러므로 다수가

주장하는 안은 소수가 주장하는 안보다 신뢰도가 높은 안이다.가

장 많은 이들이 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는 근거와 일맥상통한다.개인이 자유롭고 평

등하게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곧 주 인 쾌락과 행복을 도덕

인 선과 동일시하는 태도와 맞물린다.사회가 최 다수의 최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향된다.다수결이 기본 의사 결정의 원칙으로 도입된

다.필연 으로 개인은 소수의 입장에 서기보다 다수의 편에 서고자 한

다.게나치노 자신의 표 을 빌리자면,그러한 개인은 “사회가 다

른 사람들과의 조화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합을 훨씬 덜 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찬한다.”68)라고 외친다. 한 “우리는 이것과 다른 견해를 지

닌 개인을 기꺼이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부른다.”69)타자의 상에 부

응하는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 인 사회화의 완결 조건이다.개인

은 언제나 타인에게 공감을 표하거나,타인의 공감을 요구하면서 산다.

어디까지나 량 생산과 량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후기 자본주의는

68)Wilhelm Genazino:Abstand gibtes nichtim Sonderangebot.Redezum

BremerLiteraturpreis.In:Ders.:Achtung Baustelle.München 2006,S.163.

“Die Gesellschaft applaudiert jedem,der Übereinstimmung mit sich für

wenigerwichtighältalsÜbereinstimmungmitanderen.”

69)ebd.,“Einzelnedieindiesem PunktandererMeinungsind,nennenwirgerne

‘weltfr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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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무한 순환을 지향하며,수 인 다수가 도덕 우 를 하는 데

에 기꺼이 력한다.그들은 마 의 목표가 거 하고 추상 인 익명의

집단임을 숨기지 않으며,상품의 매 황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

서 개인을 압박한다.결론 으로 자기 환 인 소비문화에 있어,개인의

멘털리티는 자아도취와 타자 지향으로 분열된다,개인은 자아의 확인을

하여 구인지도 모르는 타자의 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분열과 진자 운동의 인식은 물론 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앞서

언 하 듯,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단

일하고 항구 인 자아,본질 인 주체의 권력을 갈망하는 근 인이 살고

있다.이 근 인은 포스트모던을 살아가는 개인에게 무엇인가가 잘못되

어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낸다.신호를 받은 개인은 불안과 공포

에 시달리는데,이것이 종종 병리 인 차원으로까지 발 한다.게나치노

는 지속 으로 기에 빠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주인공들을 내세우면서,

‘분열 Zwiespalt’의 반복 인 인식이 ‘정신분열증 인 schizophrenisch’징

후로 연결되는 양상을 제시한다.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행복이 요원한 시 DasGlückinglücksfernenZeiten (2009)의 주인

공인 게어하르트 바알리히 GerhardWarlich는 그 형 인 시이다.바

알리히는 마르틴 하이데거 연구로 박사 학 를 받은 인문학자인데, 학

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세탁 공장의 운 기사로 고용된다.이후 그는

승진도 하고 여자 친구와의 계도 안정 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을 한 우산 의 서술자와 마찬가지로 “단지 교육만 많이 받은 […]아

웃사이더”로 “학식과 지 를 삶 속에서 서로 융화”시키지 못하고 살아간

다.70)학 와 직업 사이의 괴리감은 다른 게나치노의 주인공들도 인

으로서 겪는 “감수성의 해리 상태 dissociationofsensibility”,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지성과 감성 사이의 확장되어 가는 틈 awideningrift

betweenthoughtandemotion,intellectundsensation”71)을 훨씬 더 악

70)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84쪽.

71)LouisA.Sass:MadnessandModernism.HarvardUniversityPress1992,p.

357. 자가 국 시인인 티에스 엘리엇 T.S.Eliot의 표 을 인용한 것으로,그

가 근 의 환경을 이 게 진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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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다.마침내 그는 분열된 세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쳐 버린다.증

상이 친구를 만나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미는 신 식빵을 내민다거나,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못하는 등 정서 반응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여자 친구는 그를 신경정신과 병원

PsychiatrischeKlinik에 입원시킨다.

그보다 정도는 약하지만,다른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자신이 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표출한다. 컨  어 간한 향수 의

로트문트는 다음과 같은 공포 발작을 보고한다.

본디 그러한 순간들이 내 불안을 억제하지 않을까 기 를 했던 건데,이번

에는 불안이 약해지질 않는다. 기와 착란에 한 오래된 불안이 나를 사

로잡는다.갑자기 지 언 한,내가 차례로 겪은 세 가지 상황이 (내가 사

려던 복숭아에 기침을 하던 과일 장수,내 냅킨으로 막은 코피와 아이스 바

를 핥던 개)나를 병자로 만들기 해서 일어났다는 감이 든다.[…]이

게 미쳐 버릴 때까지 일 리미터만 남겨 놓은 상태로 나는 이리 리 돌아

다닌다.72)

이와 같은 비이성 이고 갑작스러운 공포의 엄습은  사랑의 미혹 에도

거의 그 로 나타난다.

맙소사, 다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내가 정신병이나

아닌지 모르겠다.내 마음속의 이런 분열증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무

나 다행스럽다.73)

72)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52.“Eigentlichhabeich,um meine

Unruhezubändigen,aufsolcheAugenbblickegehofft,abermeineUnruhelegt

sichdiesmalnicht.EserfaßtmichmeinealteAngstvorVerrücktheitund

Irrsinn.Ichnehmeplötzlichan,dassdiedreivonmir내듀두 nacheinander

durchlebtenSituationen(deraufmeinePfirsichehustenderObsthändler,das

mitmeinerServiette zurückgestaute Blutund dereisleckende Hund)nur

eingetreten sind,um mich zueinem Krankern zu machen.[…]In diesem

Millimeterabstandzum Wahnsinnwandereichumher,[…].”

7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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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을 한 우산 의 주인공 역시 외는 아니어서,“잠시 후 정신병과

죽음 어떤 것이 먼 내게 고 들어올지”74)궁 해 하거나,“이 순

간 무나 강력하게 기에 한 불안감이 들어 이 불안감에서 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75)에 시달린다.이는 근 인 자아가

상의 양가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거나,

“순종과 오감”등 상반되는 감정이 “ 하나의 결말을 내지 못한”76)

채 충돌을 계속한다거나,아 분열을 피해 실 세계로부터 철수하여

내면세계에 몰두하거나,비 실 인 상상에 빠지는 일이 잦은 주인공들

에게 보내는 경고이다.마침내 이들은 주체로서의 자신을 재확인함으로

써 단일한 자아 감정을,그것이 비록 허상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되살

려 보려고 애쓴다.특히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기호 행 에 의존하는데,

그 양상과 결과가 어떠한지는 Ⅲ장,Ⅳ장,Ⅴ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74)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22쪽.

75) 의 책,65쪽.

76) 의 책,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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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호 커뮤니 이션 개념 고찰

포스트모던의 소비 심 문화를 살아가는 개인은 근 통 사회

에서 종교나 출생 집단,직업윤리 등에 의해 결정되었던 정체성을 신

하여 자신과 동일시할 만한 여러 이미지들을 구매하지만, 편화를 극복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단의 분열에 빠지게 된다.본 논문에서는 이를

주체가 기호를 사용하며 경험하는 분열과 연 짓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앞서 언 하 듯 기호의 내부 구조와 유형 분류,그리고 각 기호

들이 소속된 체 체계 등의 일반론을 개할 필요가 있다. 한 주체가

기호를 사용하는 과정,다시 말해 커뮤니 이션의 과정도 보편 인

에서 재구성해야 한다.왜냐하면 기호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열

은 주체의 분열에 평행하여 기호 체계 자체의 이 성에 의해서도

동기화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다른 무엇의 의미 체물로 채택될

수 있는 모든 것”77)인 기호는 치하는 것과 치되는 것의 으로 이루

어져 있다.기호 커뮤니 이션은 그러한 치 계를 생산하거나 해석하

는 이 작업으로,그 안에는 자연히 물리 인 요소와 의미 인 요소가

동시에 여한다.그런데 문제는 치하는 것과 치되는 것 사이에 불

변하는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다.이 때문에 기호 사용에

있어서 주체의 심리 상태는 기호에 한 신뢰와 불신 어느 하나로 고

정되지 않고,항상 이 둘 사이를 오고가게 된다.

그리고 이 장에서 기호와 기호 커뮤니 이션의 일반론을 소개하는 것

은 본격 인 작품 분석에 들어가는 Ⅲ장,Ⅳ장,Ⅴ장에 용될 용어들에

한 비 고찰도 겸한다.

1.기호의 내부 구조

77)움베르토 에코:일반 기호학 이론.김운찬 옮김.열린책들 2009,23쪽.



-30-

기호를 정의하고 그 속성을 탐구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찰스 샌더스

퍼스 Charles Sanders Peirce와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의 견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이들은 각각 논리학자와 언어

학자의 입장에서 기호학의 석을 놓은 학자들로 평가된다.물론

그 까지 서구 철학사에서 기호 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

다.오히려 아리스토텔 스를 시하여 수많은 사상가들이 기호의 본성

을 성찰한 바 있다.그러나 기호학이 독자 인 학문 분과로 발 한 것은

퍼스와 소쉬르에 이르러서 다.기호의 개념과 모형도 이 둘을 통해 크

게 정교해졌다.더불어 기호학의 변이 언어 기호를 넘어 거의 무

한 로 보일 만큼 다른 형식을 갖춘 기호들로 뻗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고 할 때,그러한 확장 가능성의 기반도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퍼스와

소쉬르가 각각 기호학에 끼친 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어서,기

호학의 주요 담론들 최소한 일부라도 이 두 사람의 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어느 기호학 개론서는 수많

은 기호학자들을 퍼스의 통을 물려받은 쪽과 소쉬르의 사상을 계

승한 쪽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78)실질 으로도 소쉬르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계열체와 통사체,퍼스의 기호 삼원론과 무한한 세미오시스 개

념 등은 여러 기호학 논의에서 활발하게 용되고 있다.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도 두 사람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기호학 일반에

한 개 을 신하고자 한다.

언어학자로서, 한 최 의 구조주의자 한 사람으로서 소쉬르는 기

호학을 언어학을 포함하는 동시에 그 자신이 다시 사회심리학에 귀속되

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그러니까 그에게 있어 언어 기호는 체 기호

체계의 한 부분집합이며,언어학은 “기호의 자의성에 입각한 각종 체계

의 총체”79)를 다루는 기호학의 일부이다.그런데 개별 기호의 내부 구조

를 들여다본다면,그것에 “내포된 두 요소는 모두 정신 이며,우리들의

78)이에 해서는 폴 코블리:기호학.조성택•변진경 옮김.김 사 2002 제1부

참조.

79)페르디낭 드 소쉬르:일반언어학 강의.최승언 옮김.민음사 2006,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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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속에서 연합 계에 의해 결합”80)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즉,“기호는

양면을 지닌 일종의 정신 실체”81)인 것이다.따라서 기호학과 그에 포

함되는 언어학은 곧 심리학이고,그것도 일종의 사회심리학이다.왜냐하

면 인간 정신에 자리를 잡고 개인의 언어 사용 parole이 가능하도록 하

는 랑그는 오직 사회가 합의한 규약과 그에 의거하는 기호 체계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이다.“사회 상”이 아닌 “개인 혼자만으로는 어떠한 가

치도 고정시킬 수 없다.”82)

랑그는 소쉬르에 의해 언어학의 주 연구 상으로 선언된다.랑그는

체계이다.이는 랑그가 어떠한 상호 연 성도 지니지 않는 독립 인 개

체들을 모아 놓은 집합이 아님을 뜻한다.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차이

와 립 계이다.체스보드 에서 피스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하는 성질이 아니라 다른 피스들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상

인 지 이다.마찬가지로 언어에 있어서 각 항목은 다른 모든 항목

들과의 차이와 립에 의해 가치를 얻는다.이 때 차이와 립은 정보

다는 오히려 부정과 깊은 련이 있는데,소쉬르는 자를 “일련의 소

리”들과 “일련의 의미들”에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83)개별 기호의 내부

구조를 지배한다고 본다.반면에 후자는 소리와 의미가 결합하여 만들어

진 기호들 간의 계성이다.이와 같이 기호의 표 이 되는 청각 상을

시니피앙 signifiant이라고 하고,기호의 내용이 되는 개념은 시니피에

signifié라고 부른다.84)요컨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는 각자 차이에 기반

을 둔 별개의 체계를 이루고,그 체계로부터 만들어진 기호는 립에 의

거하여 독립된 체계를 구성한다.이러한 체계들은 선별과 조합의 원리에

따라 하 기호들을 가지고 끝없이 상 기호를 생산해내는데,기호 생

산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선발되는 범주들을 계열체 paradigme라고

하고,계열체에서 가져 온 성분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더 큰 기호를 통

사체 syntagme라고 한다.

80) 의 책,92쪽.

81) 의 책,93쪽.

82) 의 책,157쪽.

83) 의 책,166쪽.

84) 의 책,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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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과 조합 외에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결합을 특징짓는 것으로는

그것이 자연 인 인과 계가 아닌 사회 인 규약에 의해 발생한다는

을 들 수 있다.소쉬르는 미래의 기호학이 습 이지 않고 명확한 인과

계에 의거하는 자연 인 기호도 포 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하기는 하지만85),그리고 그 언이 실이 되었기는 하지만,어 든

그와 같은 자의성과 습성을 기호의 본질 인 특성으로 간주한다.그가

언어를 모든 기호 체계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즉,

언어 기호는 가장 모범 으로 시니피앙이 시니피에를 동기화하지 않으

며,시니피에도 시니피앙을 동기화하지 않는다.86) 신 시니피앙과 시니

피에는 심리 실체로서 인간의 정신 안에서 연상 작용 association을 통

하여 연합한다.그리고 이 연상 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랑그로

서 개인의 정신에 자리 잡은 집단 규약이다.소쉬르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기호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그 규칙이지,기호들

에 내재하는 가치가 아니다.”87)

와 같이 소쉬르가 기호와 기호학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언어학의

에 치 하여 구조로서의 기호 개념을 확립하 다면,그보다 조 앞

서 활동했던 퍼스는 래그머티즘 pragmatism의 창시자로서 철학의 입

장에서 상계와 정신계 체가 본질 으로 세미오시스 semiosis라고 말

한다.그에 따르면 우주는 기호들로 가득 차 있다.그는 ｢기호의 본성

에 하여 OntheNatureofSigns｣88)라는 짧은 에세이에서,기호를 “어

떤 마음에 해 다른 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89)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세미오시스는 간단히 말해 매개 는

재 mediation의 과정으로,퍼스가 제시한 세 가지 존재 양상 제3성

thirdness으로 편입된다.그는 ｢제1성,제2성,제3성:사고와 자연의 근본

85) 의 책,95쪽 참조.

86)이를 표 하는 랑스어 단어가 'immotivé'로,근거나 동기가 없다는 뜻인데,소

쉬르의 언어학이라는 맥락에서는 개 ‘무연 無緣的’이라고 번역한다.반 말은

‘유연 有緣的 motivé’이다.

87) 의 책,같은 쪽 참조.

88)찰스 샌더스 퍼스:기호의 본성에 하여.실린 곳:제임스 홉스 편:퍼스의 기

호학.김동식•이유선 옮김.나남 2008,247-250쪽.

89) 의 책,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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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One,Two,Three:FundamentalCategoriesofThoughtand

ofNature｣90)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제3성은 제1성 firstness을 지

니는 개체와 제2성을 지니는 개체 사이를 재하는 양태이다.제1성이란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떠한 것에도 련되지 않고 존재하는 성질을 뜻하

며,제2성 secondness은 양자가 서로 내재 인 계를 맺음으로써 규정

되는 것을 가리킨다. 컨 어떠한 성찰이나 분석을 거치지 않고 직

지각된 순수한 감정은 제1성의 이다.남편은 아내 없이 존재할 수 없

고 그 반 도 성립하므로 부부는 제2성의 가장 형 인 시91)이지만,

사실 상은 모두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2성을 얻는다.이 게

존재하는 제2성의 개체는 제3성의 개체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이상 어

떠한 법칙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말 그 로 실존 이며 변하지 않는다.

기호가 개입하는 의미 작용의 과정으로서 세미오시스가 삼차 이라는

것은 그를 통해 매개되는 제1성의 개체와 제2성의 개체가 제됨을 의미

한다.“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장 높은 형태가 이 의 종합인 사실의 종합

을 형성하거나,아니면 단일한 사실들의 종합을 형성하거나 하기 때문이

다.”92)결론 으로 세미오시스의 표 은 그것에 개입하는 요소들이 각각

꼭짓 을 하나씩 차지하는 삼각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존재자로서 상

체 object는 기호의 담지자 는 표상체 representamen라는 일정한 형식

에 의해 리된다.그러나 표상체가 상체를 직 지시하는 것은 아니

다.오히려 표상체의 주 기능은 기호 사용자의 마음속에 특정한 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으며,표상체는 이를 통해 상을 간 으로 가리

키게 된다. 이처럼 기호에 의해 유발된 심리 인 상을 해석체

interpretant라고 한다.그러니까 에코가 지 하 듯,기호는 “다양한 추

상화 단계를 거쳐”93) 상을 신할 뿐인 것이다.맥주에 붙여진 이름

90)찰스 샌더스 퍼스:제1성,제2성,제3성:사고와 자연의 근본 카테고리.실린 곳:

의 책,308-316쪽.

91)김치수 외: 기호학의 발 .서울 학교출 부 1998,30쪽 참조.해당 시는

퍼스가 ｢제1성,제2성,제3성:사고와 자연의 근본 카테고리｣에서 제2성의 존재로

든 ‘연인’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해서는 퍼스:퍼스의 기호학,310쪽

참조.

92)퍼스:제1성,제2성,제3성:사고와 자연의 근본 카테고리,312쪽.

93)움베르토 에코:기호:개념과 역사.김 옮김.열린책들 2000,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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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나,그 외 맥주의 특성 일부는 상체인 맥주 체를 치할 수

있으므로 표상체이다.기호 작용의 참여자는 -여기에는 수신자와 발신

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맥주의 표상체를 한 즉시 그와 련된 여러

층 의 의미 정보들을 떠올린다.이것이 해석체로,곧 기호에 의해 동기

화된 기호라고 할 수 있다.94)이러한 에서 볼 때,퍼스의 기호론은

사물의 지시된 의미를 ‘외시 denotation’와 ‘함축 connotation’으로 구분하

는 철학 통을 계승한다.즉,기호가 상체와 맺는 단순하고 명백한

계를 주 인식에 의해 임의로 매겨지는 가치와 구분하는 것이다.

2.기호 생산과 해석 과정으로서의 커뮤니 이션

기호는 독자 으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체

가 커뮤니 이션에 사용하는 매체로서 의미를 가진다.무엇보다 강조되

는 것은,커뮤니 이션이 어떤 효과를 수신자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발신자의 의도에서 출발하는 일종의 행 라는 이다.앞서 개 한 소쉬

르와 퍼스의 기호학은 기호의 가치를 기호 자체의 특성에서 찾음으로써

개인 주체를 사실상 배제한 바 있다.반면에 기호 커뮤니 이션은 본질

으로 인간 주체의 의도와 그 결과 생성되는 효과,다시 말해 기호의

기능에 심을 가진다. 커뮤니 이션학의 창기인 1948년에 해럴

드 라스웰 HaroldLasswell이 제시한 모델은 이를 노골 으로 밝힌다.

그에 따르면,커뮤니 이션 행 를 설명하는 방식은 “ 가?무엇을?어

떤 채 로? 구에게? 어떤 효과를? Who Says Whatin Which

ChanneltoWhom withWhatEffect?”이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다.95)이를 통해 그는 커뮤니 이션에 여하는 다섯 개의 참여역을 내

94)따라서 기호는 무한 증식한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끝없이 다른 기호를 생산해

내는 기호의 특성을 퍼스는 무한한 세미오시스라고 불 는데,바로 이것이 미학

창작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므로 뒤에서 미 기호에 해 논의

할 때 다시 언 하기로 한다.

95)HaroldLasswell:TheStructureandFunctionofCommunicationinSociety.

In:LymanBryson(ed.):TheCommunication ofIdeas.New York1948,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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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계를 설정한다.

한 원인의 치에 발신자를 둠으로써 그의 의도를 체 커뮤니 이션

과정을 지배하는 요소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라스웰의 모델은 많은 비 을 받았으며,커뮤니 이션 과정

에서 발신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수신자를 보다 부각시키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었다.여러 학자들은 수신자의 해석 작용을 극 인 참여로 설명

하거나,발신자의 기호 생산과 그것이 수신자에게 끼치는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계를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 다.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이처럼 수신자의 상을 끌어올리는 구상들 역시 기호의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이다.다시 말해 기호 작용으로

서의 커뮤니 이션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어느 쪽에 을 맞추든,

그것은 같은 기능주의의 서로 다른 발 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표

으로 라스웰 공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클로드 ClaudeShannon과

워런 버 WarrenWeaver가 제공한 - 버 모델은 커뮤니 이션 과

정에 메시지와 잡음 noise,인코딩 encoding과 디코딩 decoding개념을

포함시키며,정보의 원천과 발신기를 구분하고 수신기와 목 지도 같지

않다고 설명한다.96)라스웰의 공식이 “ 가?”와 “어떤 효과를?”을 커뮤

니 이션의 처음과 끝으로 상정하여 발신자 주체의 상을 강조하 다

면, - 버 모델은 송수신자 방의 해석 행 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직 송신할 수 있고,“커뮤니

이션은 항상 수취인에게 향을 주는 것에 기 하며 따라서 바라던 결과

를 얻는다고 가정”97)하는 라스웰의 공식은,이로써 그림 1의 - 버

모델로 체된다.

- 버 모델은 에코가  일반 기호학 이론 에서 커뮤니 이션의

“ 보 인 구조”를 설명하면서 약간의 손질만 한 채 그 로 차용한 것에

서 알 수 있듯이98), 재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커뮤니 이션 모델

37-51.다음에서 재인용:아서 아사 버거:커뮤니 이션의 이해.이론과 사상.이

주•이설희 옮김.커뮤니 이션북스 2012,50쪽.

96)이하 - 버 모델에 한 설명은 박정순: 매체의 기호학.커뮤니 이션

북스 2009,27-44쪽 참조.

97)버거:커뮤니 이션의 이해,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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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버 모델.

출처:

http://people.clarkson.edu/~jjohnson/read/lm/accepting.html

(확인 날짜:2015.10.25.)

하나이다.

은 본디

기계와 기계

사이에 일어

나는 수학

정보 달을

설명하기

해 해당 모

델을 구상하

지만, 버

가 이를 인

간 인간의 언어 커뮤니 이션에도 용시킨 것이다.99)

확장하여,여기에서 제시된 정보의 원천이나 메시지,신호,잡음 등의

개념은 모든 종류의 기호 커뮤니 이션을 해명하기에 합하다.이해를

돕기 해 이 모델을 이용하여  이날을 한 우산 에서 하베당크

Habedank가 익명의 주인공과 나 는 화의 일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

다.우선 여기에서는 실의 작가-독자 계나 서술하는 세계의 허구

인 화자-청자 계를 배제하고 오직 작 세계의 차원에서 허구 인 등

장인물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만을 다루기로 한다.100)

98)에코:일반 언어학,59쪽.

99)물론 이들이 각자 따로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둘은 - 버 모델이 실린

작의 공 자라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00)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징표 는 기호를 인식하는 이들

로,다양한 기호 체계를 동원하여 다수의 상이한 커뮤니 이션에 참여한다.그런

데 이들은 문학작품 속의 허구 인 세계를 살아가는 허구 인 존재이다.동시에

작가가 가장한 서술자이기도 하다.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는 커뮤니 이션의 범주

는 범주 으로 구분되는,다시 말해 존재 양상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하

유형으로 이루어진다.먼 작품 안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허구 인 맥락에서 다

른 허구 인 인물들과 허구 인 주제를 두고 역시 허구 인 메시지를 공유한다.

한 그는 허구 인 불특정 다수의 청 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술자

이기도 하다.이 게 주인공이 수행하는 두 개의 허구 인 커뮤니 이션은,서로

완 히 단 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실 인 커뮤니 이션을 매개한다.편의상

작 인물로서의 주인공이 다른 작 인물들과 수행하는 허구 커뮤니 이션은

작품 내 세계의 커뮤니 이션 는 서술되는 세계의 커뮤니 이션으로 칭하기



-37-

유감스럽게도 회사가 긴축재정에 들어갑니다,그가 말한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제 말은,하베당크가 말한다,앞으로는 착용 단 당,다시 말해

구두 한 켤 당 50마르크 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101)

커뮤니 이션을 시작하는 정보의 원천 informationsource으로서,하베당

크 씨의 머릿속에는 그로부터 달될 잠재력이 있는 정보들이 가득 차

있다.그 에서 하베당크는 본인이 달하고자 하는 정보인,주인공에게

가는 여를 이겠다는 내용을 의식 으로 골라낸다.이후 그는 말하고

자 하는 바인 메시지를 발신기 transmitter인 구강 구조에서 물리 인

형태로 바꾸어 신호 signal를 만들어낸다.즉,그는 “유감스럽게도 회사

가 긴축재정에 들어갑니다.”로 시작되는 일련의 발화 행 를 수행한다.

이 게 생성된 신호는 공기를 타고 이동하여 주인공의 청각 기 에 도달

한다.주인공의 청각 기 은 수신기로서 이 게 수용된 신호 received

signal인 물리 인 정보를 다시 메시지로 환하여 최종 목 지

destination인 본인의 의식으로 달한다.그의 의식은 이 메시지를 해독

하여 이해에 다다르고, 합한 반응을 모색한다.인용된 그림에는 빠졌지

만 과 버는 수신자가 보이는 반응을 피드백 feedback이라고 부른

다.그리고 이상의 과정에는 항상 정보원이 의도하지 않은 부차 인

요소들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컨 두 사람이 지 화를 하는 사

무실에 함께 있는 피셰디크 Fischedick가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그럴 리는 없지만 수신자인 주인공이 “착용 단 Trageeinheit”102)라는

로 한다.그리고 주인공이 서술자로서 잠재 인 청 을 제로 하여 시도하는 일

방 인 커뮤니 이션은 서술하는 세계의 커뮤니 이션이라고 부르겠다.서술하는

세계에서의 서술 기법과 특징은 마지막 장에서 짧게 논하기로 하고,그 때까지

반 으로는 주인공이 작 수행하는 허구 인 커뮤니 이션에 을 맞출 것

이다.서술하는 세계와 서술되는 세계의 구분은 기존의 서술 시간 dieerzählende

Zeit과 피서술 시간 dieerzählteZeit의 구분에서 빌려온 것이다.이에 해서는

김 진:서술상황으로 본 '이야기'의 이해 -『 마의 산 』의 서술구조.독일언어

문학 11권(1999),119-137쪽 참조.

101)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91-92쪽.(번역은 인용자가 다소 수정하 음)

102)Wilhelm Genazino:EinRegenschirm fürdiesenTag.München2012,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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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모를 수도 있다.이와 같이 신호를 의도된 바와 같이 달하거나

이해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확실성을 잡음이라고 부른다. 자와

같은 기술 차원에서의 잡음은 회로 channel 체를 통틀어 찾아볼 수

있지만,후자와 같은 의미 인 잡음은 정보의 원천과 발신기,수신기와

목 지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이상의 - 버 모델이 기호학 커뮤니 이션학에서 가지는 의미

를 한 가지만 더 꼽자면,그것이 커뮤니 이션에 개입하는 물리 인 요

소와 의미 인 요소를 구분하 다는 을 들 수 있다.물론 이들의 련

성을 무시하 다는 뜻에서가 아니라,일련의 연속선상으로부터 시니피앙

의 송과 시니피에의 재생산을 분 하 다고 하는 편이 더 확할 것이

다.앞서 언 하 듯 - 버 모델은 수학 정보가 물리 으로 생산

되는 양상을 재구성하는 데에서 출발하 는데,그 게 생산된 정보를 해

석하기 해서는 엄격히 말해 다른 ‘행 ’가 필요하다.에코가 들었던

시를 변형하여,어느 수지에 설치된 부표가 험 수 에 도달하면

특정한 기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고,이 수신기에는 바늘이 붙어 있어

송된 신호에 따라 치가 바 다고 가정해 보겠다.103)부표에서 시작

된 기 신호가 수신기의 바늘을 움직이는 과정과 그 신호를 보고 인간

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서로 같지 않다. 자는 정보의 원천인 수

지,부표에 붙은 발신기, 기 신호, 선 회로,수신기와 바늘로 이루어

진,기계 커뮤니 이션의 이상 인 시이다.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기

호 작용으로서 기능하려면 바늘의 이동에 그것이 물의 높이를 치한다

는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그로써 신호 signal는 기호 sign가 되고,시

니피앙은 시니피에를 찾아 가게 된다.같은 방식으로,앞의 인용문에서

주인공과 하베당크가 나 화도 물리 인 정보의 이동과 의미 작용이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신뢰와 불신의 양립

103)에코:일반 기호학 이론,57-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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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커뮤니 이션에서는 의도 인 인코딩과 디코딩이 함께 일어난

다.인코딩과 디코딩은 코드를 ‘맺거나’‘푸는’작업,그러니까 기호를 생

산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코드란 신호 는 기호 체계의 사용 규칙을

뜻하는데,여기에는 물리 인 체계의 형성에서부터 정신 인 해석 방향

의 설정까지 커뮤니 이션과 의미 작용에 여하는 원칙들이 포함된

다.104)이러한 원칙들은 단히 다양한 층 에 치하는데,사실상 커뮤

니 이션 과정에 계된 모든 요소들은 그 참여역들을 포함하여 서로 다

른 코드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컨 에서 언 한 에코의

수지와 부표의 에서,코드는 포 으로 “어느 주어진 기 신호가 주

어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느 주어진 기계 메시지를 생산하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105)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그 이름은 최소한 네 가지

의 상이한 상에 붙을 수 있다.106)같은 방식으로 하베당크와 주인공의

화에도 이 화의 메시지 달과 해독 행 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들이

여럿 존재하며,음운,통사,의미,화용 등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차

원에 개입하는 이러한 규칙들이 모두 코드가 된다.

요컨 코드는 기호 생산자가 만든 시니피앙을 기호 수신자가 받아 시

니피에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들의 묶음이다.그런데 이처럼

커뮤니 이션이 시니피앙의 생산과 이동,그리고 시니피에의 재생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필연 으로 기호 생산자와 수신자의 코드를 동일한

것이라고 확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즉,발신자의 인코딩과

수신자의 디코딩은 순수한 의미에서 같은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가?

이에 한 답은 상 으로 간단하다.발신자가 보유한다고 생각하

는 코드와 수신자가 상정하는 코드는 몇 가지 본질 인 유사성을 지니기

는 하지만 별개의 체계이다.이들의 개별성은 의미 인 잡음의 존재에

의해 증빙된다.만약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코드가 상동하다면,잡음은 오

104)이에 해서는 신항식:롤랑 바르트의 기호학.문학과경계사 2003,334-335쪽을

참조하시오,.

105)에코:일반 기호학 이론,59쪽.

106) 의 책,6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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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물리 인 방해에만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발신자가 인코

딩한 표상이 성공 으로,다시 말해 그의 의도와 부합하게 수신자에게서

디코딩될 가능성을 완 히 인과 으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에서 가져온 아래의 시는 “멈추지 않는 것

dasUNAUFHÖRLICHE”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주인공 바이간트의 모

습을 보여주면서,개인에게 내장된 코드가 일정 부분 공유되지 않은 채

독립 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나는 그 과정을 찰하는 데에 푹 빠져서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불

러 보았다.멈추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지는 내가 세세히 규정해야 하는 걸

까?멈추지 않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아니면 내가 그걸 방

고안해낸 것일까?[…]삐져나온 테이블보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표

된,멈추지 않는 것에 아버지도 속하시나?아니면 내가 이 멈추지 않는

것을 만들어 냈던가?내 머릿속에서, 는 아마도 내 시선 안에서만?107)

이처럼 개인과 개인 는 개인과 집단에서 코드들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발신자의 의도를 물리 인 메시지에 담는 과정과 그 물리 인

메시지에서 발신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이 연합하는 메커니즘을 따로

밝 야 할 것이다.분명히 코드가 같지 않다고 해서 인간 인간의 커

뮤니 이션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커뮤니 이션과 의미 작용은 동일한 코드의 공유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한 주체의 ‘순진한’신뢰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심지어 커뮤니 이션의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드의

비동일성을 의식하지조차 못한다.앞서 하베당크는 익명의 주인공에게

말을 건넬 때 자신들이 독일어 화자의 정신사 mentallexicon은 물론

107)Wilhelm 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München2010,S.

34-36.“IchversankinderBetrachtung derVorgängeundnanntesiedas

UNAUFHÖRLICHE.SollteichdasUNAUFHÖRLICHE beschreiben?Gabes

dasUNAUFHÖRLICHE überhaupt,oderhatteichessoebenerfunden?[…]

Was derVaterdas UNAUFHÖRLICHE,dassich endlich mitHilfeeiner

verrutschten Tischdecke ausdrückte? Oder produzierte ich das

UNAUFHÖRLICHEinmeinem Kopfodervielleichtnurinmeinem B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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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나아가 독일어의 음운,통사,의미,화용 규칙을 공유한다고 믿었을

것이다.비록 이 믿음이 명시 으로 표 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이러한

신뢰는 첫 문장의 발화 직후 주인공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해도 본인

의 말을 이해했는지 되묻거나 하지 않는 데에서도 드러난다.하베당크는

자신이 해석한 침묵의 의미가 주인공의 의도에 맞아떨어질 것임을,달리

말해 해당 문맥에서 침묵을 생산하고 이해하는 코드가 두 사람에게 같음

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자신의 코드가 타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면,인용문의 바이간트가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에 몰두하는 것처럼 특이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 코드의 공유 여부보다는 코드의 공유를 가정하

는 참여자들의 신뢰가 필수 이라는 은 여러 학자들이 피력한 바 있

다. 를 들어 국의 언어 철학자 폴 그라이스 HerbertPaulGrice는

논리 언어가 아닌 자연 언어로 이루어지는 화의 규칙으로 하나의 원리

Prinzip와 네 개의 격률 Maxime을 들면서108)이것들은 당 가 아니라

청자에 의한 가정일 뿐임을 덧붙인다.그에 따르면 자연 언어를 통한

화가 이 규칙들을 지킴으로서 -이 용어는 코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

의의가 충만한 sinnvoll커뮤니 이션이 되는 것은 옳다.그러나 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규칙의 수를 으로 보증하지는 않

는다.오히려 화의 제가 되는 것은 화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상

방이 이 규칙들을 알고 있으며 수하리라는 신뢰이다.미국의 언어

철학자인 존 설 JohnSearle역시 여러 언어 행 들이 성공 으로 수행

되기 한 조건을 나열하면서,단순히 화자나 청자 일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그러한 인지를 두 참여자가 서로에게

가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109)

108) 동의 원리 Kooperationsprinzip와 질의 격률 MaximederQualität,양의 격률

MaximederQuantität, 계의 격률 MaximederRelation,양태의 격률 Maxime

derModalität을 말한다.각각의 사항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erbertPaulGrice:Logicandconversation.In:P.Cole& J.Morgan,(ed.)

SyntaxandSemantics,vol.31975,pp.41-58.최명원:언어이론 측면과 언어

사용 측면에서 본 함축과 추론.실린 곳:독어학 제4집(2001),155-179쪽에서

재인용.

109) 를 들어 그는 맥락 C에서 청자 H가 있을 때 화자 S가 지시 표 R을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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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코드의 공유에 한 신뢰는 코드에 의해 생산된 기호에

한 신뢰와 맥을 같이 하며,이 두 신뢰야말로 인간의 의미 작용을 결

정짓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기호가 제 기능을 다할 것

이라고 믿는 등장인물들은 게나치노의 작품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서술하는 세계의 차원에서 그것은 서술자의 서술 행 로 명백히 나타난

다.작품 내 세계의 차원에서는 양상이 좀 더 복잡하다.주인공들이 특

정한 결과를 얻기 해 의존하는 기호의 체계들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들은 언어 기호,시각 인 도상,사물의 체계,미

기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며,각각의 기호들이 다른 것을 치함으로

써 자신에게 정 인 향을 끼칠 것을 기 한다.

이 주인공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언어 기호이다.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언어 기호는 이미 익숙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서,그 본

질상 다른 기호들에 비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체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언어 기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기호의 생산물을 다시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

이다.이러한 은 세계의 모든 상과 사태의 존재 방식을 반 하는

올바른 표 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어진다.따라서 게나치노의 주인공

들은,아마도 그들이 형 인 인답게 편화된 삶을 직 으로 통

찰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텐데,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이상 인 표 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이와 련하여 서론에서 언 한 하이트겐의  어느 정서의 연출:근

문학에서의 수치심과 그 구조 ｢언어와 문학 Sprache und

Literatur｣은 반 으로 히어시의 박사 학 논문인  미결이라서 다행인

문학 SchwebeglückderLiteratur 을 인용하면서,언어 기호에 한 주

인공들의 태도가 더할 나 없이 근 이라는 을 지 한다.즉,그

한다고 하면,S가 성공 인 지시 행 를 수행하는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그 여섯 번째가 “화자 S는 자신이 R을 발화하는 것이 청자 H로 하여

X를 식별하도록 의도하기 함이라는 것을 청자 H에게 알리고자 한다. 한

표 R을 지배하는 법칙에 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맥락 C도 알고 있는 청자의

지식 덕분에 그러한 알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한다.”이다.이상의 내용은

존 R.설:언화 행 ,이건원 옮김.한신문화사 1987,113-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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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언어 기호에 의지하는 까닭은 그것에 “질서를 정립하는 기능 eine

ordnungsstiftendeFunktion”110)을 기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

이트겐에 따르면 바이간트는 그 형 인 시로서,게나치노의 주인공

들이 “자율 이고 백발백 인 언어의 지배자 souveränen und

treffsicherenSprachbeherrscher”111)로서의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

여 다.물론 그러한 순간이 항상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일

단 일어나면 주인공들은 “그 옛날의 아담과 같이 세상의 사물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법을 알고 있고,그로써 존하는 것을 어떠한 (언어 인)

질서로 옮겨놓는다.”112)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어휘를 하게 되면 즉각

단을 내려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고,잘못되거나 실패한 어휘에는 신경

질 으로 보일 정도의 반응을 일으킨다.결과 으로 그는 자신을 “ 언

강박증”113)이라고 빈정 지만,남들에게서는 “선생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표 해주시는군요!”114)라는 찬사를 받는다.

한 늘 진자 운동을 반복하는 주인공들에게,내면의 동요에 이름을

붙여 ‘처리’하여 부정 인 감정을 정화하는 일은 어쩌면 세계의 이해보다

더 시 한 것일 수 있다.“잠시 내가 받은 하루 동안의 형벌을 말로 표

해 내고 난 뒤 계속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아니,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은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이 하루의 기이함이다.”115)라고 외치는

 이날을 한 우산 의 서술자는 곧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 기호의

표 성에 기 하는 바를 직설 으로 드러낸다.특히 놀랄 만큼 사소한

것에도 깊이 향을 받는 이들의 민한 감각은 언어 기호가 더 이상 참

고 견딜 수 없는 삶의 장면들을 치함으로써 그들과 맞닥뜨릴 때 오는

110)Heidgen,S.245.

111)ebd.,S.247.

112)ebd.,“derhalblautsprechendwieweilandAdam dieDingederWeltbeim

Namen zu nennen verstehtund somitdasGegebenein eine(sprachliche)

Ordnungübersetzt.”같은 맥락에서 작품 내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

체가 서술하는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말하기 역시 자신의 삶을 말로

표 한 뒤 그것을 본인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일종의 결산 행 로

해석할 수 있다.

11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02쪽.

114) 의 책,103쪽.

115)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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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경감해 주기를 원한다.흥미로운 은 이처럼 말을 통해 안을

얻으려는 주인공들의 시도가 가끔씩 정신 산만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

는 객의 태도와 흡사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이 때 말은 마치 텔

비 이나 화와 같은 오락 매체가 되어,서술자의 날카로운 주의집 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아울러 수행한다.아래의 인용문은 “어 간

한 정도의 경악 diese[]mittlere[]Schreckensebene”과 “일종의 역겨움

eineArtEkel”에 휩쓸리던 로트문트가116)구두끈이 끊어지는 것을 계기

로 새로운 말을 찾아낸 후 진정되는 장면이다.

왜 하이데마리는 지 서랍을 열어 나한테 상냥하게 말해주지 않는단 말인

가?여기요,여분의 구두끈이 있으니 쓰세요.(써 .)왜 이 짜증나는 회사

는 상비용 구두끈도 마련해 두지 않는 거냐고!?그리고 왜 그뤼네발트 씨는

상비용 구두끈 담당자가 아니냔 말이다.상비용 구두끈이라는 말이 간신히

나를 방 의 화 통화에서 생긴,몸을 떨게 만드는 경악으로부터 해방

시켜 다.나는 몸을 책상 로 굽 그뤼네발트 씨에게 깃털처럼 가벼운

업무용 미소를 보낸다.117)

이처럼 기호로의 체 그 자체를 통한 완화가 약해지고 신 서술자의

주의를 상으로부터 돌리도록 만드는 유희 기능이 강해지는 까닭과

의의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인 인식과 정서를 넘어서 타인과 계를 맺을 때에

도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언어 기호에 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이들

이 개 고학력자들이고,작품 안에서 주로 군가를 가르치거나 다양한

유형의 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사랑

의 미혹 의 서술자는 종말론에 한 강의를 하거나 논문을 기고하며 그

116)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96.

117)ebd.,"Warum ziehtHeidemariejetztnichteineSchubladeaufundsagt

sanftzu mir:Hier,ich habeeinen ErsatzschnürsenkelfürSie(fürdich),

Warum unterhältdieselausigeFirmakeineSchnürsenkelvorratshaltung!?Und

warum istFrauGrünewaldnichtdieSchnürsenkelbeauftragte?ErstdasWort

SchnürsenkelvorratshaltungerlöstmichvondennachzitterndenSchreckendes

letztenTelefongesprä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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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권 의 청

소년 주인공 바이간트가 김나지움을 도 하차한 후 가진 직업 하나

는 리랜서 기자이고,그는 작품 말미에 자신만의 소설을 쓰고자 식탁

앞에 앉아 “나는 아침식사를 내려다보며 첫 단어가 번쩍 하고 떠오르기

를 기다렸다.”118)라고 보고한다. 이날을 한 우산 에서 주인공은 고

수제화를 먼 신어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일종의 베타테스터인

데,결말부에서는 학교 동창이 편집장으로 있는 잡지에 자유 기고가가

된다. 어 간한 향수 의 로트문트는 콘트롤러 Controller119)라는 직업상

말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시작과 끝을 가지는 짧은 일화를 다른 사람

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의 면모를 가장 많이 보인다.120)

그밖에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도상 기호와 사물 기호에도 일정한 신

뢰를 보인다.이에 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다만 그러한

신뢰에는 상의 순간 인 인상을 자기만의 미 기호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정도로만 언 하도록 하겠다.마찬가지로 게

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그와 같이 미 기호로 환된 이미지와 사물들을

일반 인 의미에서의 술 작품을 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도121)미리 지 해 둔다.아울러 그들은,어쩌면 인간이 술 작품을

창조해 온 가장 원 인 동기일 수 있는 유지와 보존에의 욕구를 비언

어 기호에 의해 충족시키고자 한다.즉,비언어 기호를 불확실성에 한

방어로 보고,이것이 본인의 망각과 왜곡에 맞서 기억을 보존해 것을

기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미 기호에 있어서 창조자가 술 작품이

되게끔 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창작한 상과 실용 인 목 에서 생산된

118)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S.160."Ichsahaufmein

FrühstückherunterundwarteteaufdasAufzuckendeserstenWortes."

119)회계 부서에 속하면서 산안 편성이나 결산 등을 담당하는 직책을 뜻하는데,

한국의 회사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 이라고 한다.참고로 주인공은 나 에 회

계 부서의 부서장으로 승진한다.

120)이에 해서는 Ⅲ장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한다.

121)동일한 맥락에서 타인이 미리 술이라고 규정한 어떤 것이 주인공들에게 끼치

는 향력은 단히 미미하다.흔히 이상 인 술일수록 강력한 정서 ,인지

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때,그러한 고정 념에 걸맞게 술의 함이 그에

게 인각되는 시는  사랑의 어리석음 , 이날을 한 우산 과  어 간한 향수 

에 걸쳐 단 한 번만 나타난다.이와 련된 논의는 Ⅳ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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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론에서 살펴본 게나치노의 미학

과도 연결고리를 지니는데,앞서 말했듯,이 은 Ⅳ장에서 다시 논하도

록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게나치노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강조하고

자 하는 바는 코드와 기호에의 신뢰가 아니라,오히려 그 신뢰가 깨어지

거나 다른 기호 체계로 변환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다.특히 게나치노는

기호에 한 과도한 의지가 상실에 한 발작 인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순진한 믿음이 결코 바람직하지만

은 않다는 을 명백히 한다.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앞서 인용문에서

바이간트가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그를 통해 기호

와 세계의 일치를 확증할 수 없다는 을 간 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느 던 혼란을 나 어 가진다. 한 게나치노는 자신이 만들어낸 주인공

이 보이는 지니는 기호에의 신뢰에는 항상 불신이 공존함을 보여 다.

언어를 통한 세계의 치는 단지 자아에 일시 인 “피난처 Schutz”122)를

찾아주는 일에 가까우며,말과 로 타인에게 말을 걸어 그들과의 계

성을 북돋우려는 구상도 결국에는 임시방편에 머무르게 된다.그들은 언

어 기호를 가지고 타인과 계를 맺겠다고 결심하면서도,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의심하다가 결국 상 방에게 말로써 일방 이고 피상 인 향

력만을 행사하는 데에만 만족한다.123)그러한 신뢰와 불신의 교차는 사

실상 그들을 괴롭히는 분열증의 원인이 되는데,이로써 게나치노의 주인

공들은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가  그라마톨로지 De la

grammatologie 의 제1부를 통해 소쉬르의 기호학을 비 하고 차연

différance의 개념을 확립하면서 논의하 듯124) 인들에게 남아 있는

로고스 심주의 logoscentrism의 약 을 체 한다.단 으로 말해 주인

공들은 기호에 의지하면서도,매체 는 매개하는 일을 순수한 것의 오

122)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71.

123) 컨 로트문트가 여러 지어낸 이야기들을 하는 까닭은 그것이 딸 자비네나

직장 동료 하이데마리 그뤼네발트와 함께 있는 동안 잠시 우호 인 분 기를 만

들어 주기 때문이다.

124)이에 해서는 자크 데리다:그라마톨로지.김성도 옮김.민음사 2010 반

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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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 보아 불신하는 버릇을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이다.이처럼 기호에

한 신뢰가 무 지면서 그것과 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 한 신

뢰도 약해지며,세계를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압박감은 타인을

온 히 이해하거나 그와 공감할 수는 없겠다는 체념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기호 체계의 혼란과 련하

여 가지는 불안감이 언제나 부정 인 것만은 아니다.반 로 그들이 느

끼는 정서 인 불편함이 새로운 인식의 근간을 마련하는 일도 자주 일어

난다.그러니까 기호와 코드에의 신뢰가 무 지면서 거꾸로 그들을 반성

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다.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게나치노가

주창한,“정해진 시간을 넘겨서까지 überdieZeit”오래 바라보는 “연장

된 시선 dasgedehnteBlick"125)의 미학과 직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Ⅲ장,Ⅳ장,Ⅴ장에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인인 이상 피

할 수 없는,기호에 한 신뢰와 불신의 반복이 으로 논의된다.

125)Wilhelm Genazino:Dergedehnte Blick.In:Ders.:Dergedehnte Blick,

München2007,S.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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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언어 기호에 한 기 와 환멸의 반복

-심미화를 통한 불신의 극복 시도와 좌

인으로서 단일하고 고정 인 자아의 상실과 정체성의 편화에 고

통을 받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나름 로 안을 찾으려 노력한다.이

장에서는 그들이 언어 기호를 통해 자신이 주체임을 확인하고,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안을 얻으려 하지만,결국 언어에 한

불신과 환멸에 착한 후 재시도롤 반복하게 됨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들이 보이는 언어에의 불신은 한편으로 매체를 보는 서구인의 이

인 태도로 일반화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개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없었거나 하기를 원치 않았던 부모 에서 성장하 던 주인공들의 과거

와 연 되어 특수성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그들의 부모는 후 세

의 형으로, 쟁이 끝난 후 통제할 수 없는 역사 힘 앞에 개인은 굴

복할 수밖에 없다는 허무감을 안고 살아간다.이러한 허무감은 그들로

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 하는 반면,언어 인 미숙함

언어에 한 거부와 일상으로의 도피로 구체화된다.이는 게나치노

자신의 자 경험이 반 된 것으로 보이는데,주인공들에게는 아직까

지도 정신 인 외상에 시달리면서 본인이 언어를 잃지나 않을까 하는 불

안감을 래하는 원인이 된다.그리고 그와 같은 불안은 주변인들에 의

해 단 되어가는 주인공들의 “사회 인 죽음 dersozialeTod”126)과 평

행을 이루면서 차 실이 된다.이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언어 기호

에의 신뢰가 곧 언어 사용자로서의 자아에 한 신뢰나 다름이 없기 때

문이다.더 정확히 말해,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정체성을 확증할 수 없

다는 데에서 오는 존재론 불안감을 언어 사용을 통해 희석시키고 있

다.마침내 그들은 언어 기호를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지극히 개인

126)Vgl.DanaPfeiferova:MetahperndessozialenTodesinWilhelm Genazinos

RomanMittelmäßigesHeimweh.In:Verstehensanfänge,S.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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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식의 역에서만 사용함으로써,다시 말해 성찰과 미화를 통해

해당 체계에 한 신뢰와 자아에 한 신뢰를 동시에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해 주 화된 그의 언어는 재 의 힘을 잃고 의미가 없는

자가 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난 에 처한 타자와의 소통을 더욱 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오고 만다.

1.간주 계 맺기의 문제

본 논문은 앞에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 기호에 기 하는 기능

을 체와 유희,타인과의 상호 작용 등으로 나 어 본 바 있다.이

치와 유희는 의식을 갖춘 타자가 반드시 청자로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는 데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과 구분된다.타인과의 상호작용에는 기본

으로 두 명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며,이 때 언어 기호는 엄 한 의미

에서의 간주 인 기능을 수행한다.반면에 지 당장 어느 주체가 머

릿속으로 수행하는 상의 체에는,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의 형성

과정에서와는 달리,그 이상의 주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27)언어 기호

를 통한 유희 역시 이와 비슷하다.언어 기호의 놀이는 내 독백으로

수행될 수도,상호 주체 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128)하지만 이 둘의 실

양상이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주체인 주인공들이 그 과정의 간주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은

동일하다.

127)물론 언어 기호를 통해 계 맺어지는 상이 주체일 수는 있다.그러나 본

의 논의에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단일 주체로서 상의 체 과정에 참여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요하다.이는 한편으로는 그들에 의해 말해지는 상이

주체가 아닌 쪽의 빈도수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아

무리 의식과 의지를 가지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주인공들의 의식 속에서 처리되

는 동안만큼은 일시 으로나마 주체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8) 자의 표 인 로는 주인공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떠올리는 좁은 의미에서

의 말놀이를 들 수 있고,그들이 오직 재미를 해서 하는 짧은 이야기들은 후자

에 속할 것이다.특히 후자는 앞서 논의한,언어 커뮤니 이션에 참여하는 참여

자들은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상 방이 발화가 참일 것이라고 믿는다는,가장 기

본 인 코드를 어기고 있다.이에 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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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 기호의 체계에 기 하는 세 가지

기능 치와 유희의 두 가지는 부분 동등한 주체 주체의 계에

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단일 주체에 의해 인식되고 수행된다.이러한

에서 그들의 치와 유희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과 다른 차원에 속해

있으며,서로 의미 작용의 정도를 기 으로 치가 정해지는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컨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머

릿속의 개념에 한 시니피앙을 입시키려는 시도가 좌 되면 자연스

럽게 말놀이로 넘어가는 성향이 있는데,그러한 성향도 치와 유희의

련성을 방증한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뤼네발트 씨129)를 추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그런데 사죄라는 말을 생각해 보는 것조

차 쉽지 않다.일종의 말장난 상태에 빠진 것이다.사죄 Entschuldigung를

신하여 엔슐룽을 떠올려 본다.엔슐룽.헤헤.이젠 엔슐룽이라는 단어를

갖고 놀다 슐룽으로 바꾸어 놓는다.슐룽,그륀불룽 씨.130)

 어 간한 향수 에서 발췌한 의 에서,“사죄 Entschuldigung”와 “그

뤼네발트 씨”는 의미 작용이 심도 있게 이루어진 언어 기호의 이다.

반 로 “슐룽 Schullung”과 “그륀불룽 Grünwullung씨”는 두 음 이 유

사하다는 데에 의거하여 연합된 일련의 소리들로 의미 작용이 매우 희박

한 언어 기호라고 할 수 있다.131)

129)그뤼네발트의 결혼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Frau’라는 경칭을 ‘양’이나 ‘부

인’ 신에 립 인 ‘씨’로 옮긴다.

130)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12.“IchhabedasGefühl,michin

Gedanken an Frau Grünewald vergangen zu haben,wofürich mich am

liebsten entschuldigen möchte. Nicht einmal das Denken des Wortes

Entschuldigung gelingt.Ich verfalle in eine ArtNotblödeln.Anstelle des

WortesEntschuldigungdenkeichEnschullung,Enschullunghöhö,jetztblödle

ich mitdem WortEnschullung solangeherum,bisessichin Schullung

verwandelt,SchullungFrauGrünwullung,[…].”

131)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은 이 ‘슐룽,그륀불룽 씨.’가 어떠한 해

석 작용도 유발시키지 않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이다.슐 Schull은 주인공 로트

문트의 아내 에디트와 딸 자비네가 살고 있는 “젠더화된 고향 genderedHeimat”

의 이름이기 때문이다.이 지명이 하필 그가 이성 인 호감을 지니고 있는 그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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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타자화된 자신과 나 는 내 독백

는 혼자만의 유희가 반복되는 것은 그들에게 언어 기호의 간주 기능

에 한 신뢰와 기 에 못지않은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앞

서 언 한 바와 같이,그들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어 기호를 통해 비슷

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확신과 의혹을 번갈아가며 품는다.

의혹이 강해질 때면 그는 스스로 발신자가 될 때조차 언어 기호와 그것

으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수신자와 가질 수 있는 계를 거의 염두에 두

지 않는다. 신 주체의 입장에서 언어 기호가 실존하거나 실존하지 않

는 상과 맺는 계에 몰두하거나,기호와 텍스트 자체에 주의를 집

한다.이 장에서는 그처럼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주체와 주체의 소통에

해 불신하게 된 원인과 실태를 고찰하고,결국 언어의 주 화로 물러

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부모 세 의 언어 무능력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보이는 성격이 부모와의 계에 결정 인 향

을 받았음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이와 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자의  길 에서 독백을 하며 Unterwegs

im Monolog 가 있다.132)해당 연구의 후반부에서 그는 자서 경향이

네발트 씨의 이름과 연결되었다는 것은,그가 고향을 방문할 때와 마찬가지로,여

성인 그뤼네발트 씨를 통해 도시의 삶에서 손상된 남성 자아를 회복할 수 있기

를 기 함을 은연 에 드러낸다.다만 이 해석 작용이 일어나는 층 가 작품 내

세계는 아니다.슐-슐룽-그뤼네발트 씨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나 실의 독자

가 추측하여 부여한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작품 내 세계의 로트문트는 이를

의식하지 않거나,의식하면서도 ‘재처리’하지 않는다.여하간 ‘슐룽,그륀불룽 씨.’

는 작품 외 세계의 차원에서는 명백한 기호이지만,독자의 의미 작용은 로트문

트를 포함하여 작품 내 세계에 아무런 향을 끼치지 않는다.‘젠더화된 고향’

에 하여는 SeeAnneFuchs:GenderedHeimatDiscourseandthePoeticsof

the‘GedehnterBlick’in Wilhelm Ganazino's MittelmäβigesHeimweh.In:
GermanLifeandLetters.Volume64Issue1(2011).pp.145–155.

132)'Unterwegsim Monolog'를 ‘독백 ’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게나치노의 주

인공들이 거리 를 배회하는 배회자인 동시에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독백을 쏟

아내는 독백자이기도 하므로 이 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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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단순함을 향한 사랑 LiebezurEinfalt (1990)이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 반을 이해하는 데에 열쇠가 되는 “실화 소설 Schlüsselroman”133)

이라고 보고,여기에 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다.그에 따르면,주인공의 어머니는 살면서 품었던 소시민 인 희망이

실 되지 않는 것을 체감하고 “환멸 Enttäuschung”에 빠져 아무도

오지 않는 “도피 공간들 Flucht-Räume”을 만들어 내어 그 안으로 숨는

다.134) 아버지는 가정에서 안을 느끼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

Verlassenheit”에서 직업 세계에 몰두하지만, “성공을 하지 못함

Erfolglosigkeit”에 시달린다.135)이 부부가 느끼는 심 인 고통은 마치

거울에 맺히는 상처럼 서로 닮았다.그러나 이들은 상 방을 이해하지

못하며,그 사이에는 “언어 장애 Sprach-Störung”136)밖에 남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모의 특징은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형이 되어 반복 으로 나타난다.그 에

서도 교양소설이자 술가 소설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여자 하나,방 한

칸,소설 한 편 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해명하기에는  단순함을 향한 사랑 만큼이나 요한 작품이다.왜냐하면

이 작품 역시  단순함을 향한 사랑 못지않게 게나치노의 자 요소

가 짙게 깔려 있는데다가137)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바이간트를 주인공

으로 택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식을 하는 부모의 태도도 자연스럽

게 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이로써 아들 바이간트가 여타의 작품

들을 이끄는 서술자들의 청소년 시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다

면,어머니와 아버지 바이간트는 주인공들의 부모가 기 와 희망의 상태

에서 환멸 쪽으로 차차 옮겨 가는 과정을 나라하게 드러낸다.게나치

노의 다른 작품에서 부모들이 이미 온 히 환멸에 빠진 상태로만 등장한

다는 을 고려할 때, 여자 하나,방 한 칸,소설 한 편 의 변화되어가

133)Fansa,S.7.

134)Vgl.ebd.,S.78-89.

135)Vgl.ebd.,S.93-102.

136)ebd.,S.89.

137)바이간트가 김나지움을 떠나 언론사 등지에서 일하다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

는 과정은 서론에서 개 했던 게나치노의 청년 시 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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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상은 그들의 “짓밟힌 상태 Überrolltwerden”138)와 우울증을 다각

으로 고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60년 의 아데나우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주인공은 부

모의 좌 가 개인 인 기질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때문이라고 말한

다.그에 따르면 “ 쟁이 우리 부모님을 거칠고 말 없고 피곤하게 만들

어 버렸다.”139)그는 작품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미 끝난 쟁에

의해 고통을 받는 후 세 들의 모습을 나열하면서140)아버지와 어머니

가 삶을 제 로 꾸려 나가고자 노력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같은 세 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데에 지쳐 좌 할 것이

라는 불길한 언을 제시한다.그의 언은 자신의 부모가 이해할 수조

차 없는 역사의 흐름에 맹목 으로 휩쓸려 본 이상,통제할 수 없는 거

한 힘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를 무화시킬 수 있다는 허무감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그런데 이러한 허무감 때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은 두 부모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다.바이간트가 보기에 아버지는 이미 ‘버림받은 상태’와 ‘성공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그는 아내와 아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직업

과 련해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외에 어떠한 보람도 느끼

지 못한다.오랫동안 한 직장에 충실했으나 승진은 요원한데,이는 리

랜서 기자와 화물 운반 회사의 수습생으로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아들이 두 직장에서 모두 승진이나 정규직을 제의받은 것과 조되어 그

의 실패를 더욱 강조한다.상황이 이러한데도 그에게는 무엇인가를 바꿔

보려고 노력할 의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반면에 바이간트의 어머니는 남편에 비해 더 활동 인 것처럼 보인다.

138)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05.

139)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S.30."DerKrieghatte

meineElterngrob,stumm,undmüdegemacht."

140) 컨 바이간트의 첫 여자 친구인 구드룬은 아버지를 쟁에서 잃고 남은 가

족들과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쟁에서 살아남은 바이간트의 이웃

한 명은 자살을 감행한다.사 인 역을 넘어 직장에서도 바이간트는 일상에

서 떨어져 나온 후 세 의 노인들과 자주 마주친다.바이간트는 이들을 보며

후 세 의 형 인 얼굴을 “우울하고,고독하고,수척하며,주름진 grau,

einsam,mager,faltig”(ebd.)이라고 평한다.



-54-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에 한 기 가 아들의 성공에 한

희망으로 바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것이 모자 계가 친 하

다거나,둘이 합심하여 의도 으로 아버지를 따돌린다는 뜻은 아니다.무

엇보다 어머니의 일방 인 희망이 아들에게는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아들의 김나지움 자퇴를 막지 못한 어머니는 그것을 속죄라도 하는 양

그에게 수습생 자리를 찾아 주려고 열심이지만,아들은 어머니의 열정

에 냉담하게 거리를 두거나 때때로 극 인 거부감을 드러낸다.다만

이러한 활동성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계를 소원해진 그 로 두는 것

과는 달리 -모자 계의 회복을 해서는 노력을 해 보는 계기가 되기

도 한다.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는 아마도 작품 반에 바이간트

와 어머니가 귀갓길에서 카 카에 한 화를 나 는 장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와 어머니의 사이에는 어떤 다정한

교감이 생겼다.나는 두 달 에 이미 어머니께 카 카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 보시라고 권해 드린 이 있었다.여러 주 동안 어머니는 아

무 말 도 하지 않으셨던 차 는데,이제 차에서 갑자기 말 하셨다.

은 카 카 선생이 쓴 건 구구 이 다 옳은 말이다.그러시더니 한동안 당

신의 아버지,당신의 형제들,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남편에 해 이야기

를 하셨다.141)

이후 바이간트와 어머니는 “ 은 카 카 선생”에 한 농담을 하며 웃

고,얼마 뒤 바이간트는 어머니가 알아 운송 회사의 수습생 자리를

받아들인다.그러나 이처럼 성립된 상호 이해와 화해는 일시 인 것으로

그치고,아들은 천천히 어머니와의 소통에 한 소망을 포기하게 된다.

결과 으로 이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배제시킨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태로 락한다.작품 말미에 바이간트는 “집에 가서 이

141)ebd.,S.17.“Dennochkam eswährendderHeimfahrtzwischenMutterund

mirzueinersanftenBegegnung.IchhatterMutterschonvorzweiMonaten

Kafkas Brief an den Vater zu lesen gegeben.Wochenlang hatte sie

geschwiegen,aberjetzt,inderStraßenbahn,sagtesieplötzlich:Alles,wasder

jungeHerrKafkaschreibt,istwahr,wortwörtlich.Danach redetesieeine

WeileüberihrenVater,ihreBrüderundzuletztüberihrenMann.”



-55-

달 말까지 이사를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어머니는 시선을 외로 돌

리셨고 아버지는 경악하셨다.”142)라고 건조하게 보고한다.그리고 아들의

독립 선언에 한 거부와 놀라움은 다름 아닌 “이사를 나가면 내가 보태

주던 생활비도 사라질 것 dassmitmeinem AuszugauchmeinBeitrag

zurHaushaltskasseausfallenwürden.”143)이라는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

이 밝 진다.

바이간트의 어머니가 시간이 흐르면서 완 한 환멸에 빠져 일상에서조

차 물러나게 된다면,바이간트가 그 로 자란 듯한 로트문트,수제화 테

스터,“휴지조각 종말론자”144)의 어머니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특히 출생년도가 1953년 즈음으로 추정되어,바이간트와 마찬가지로 60

년 에 성장기를 보냈을 로트문트는145)단 두 번을 제외하고 어머니를

언제나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토끼 Stallhase”146)같은 인물로

회상한다.두 번의 외는 어머니에게도 “녹다운 상태 niedergeschlagen”

가 되기 에 “유쾌한 모습 einangenehmesBild”이 있었음을 시사한

다.147)로트문트는 그녀가 본인이 만든 수 를 자랑스럽게 가족들에게

내보이면서 “죽은 사람도 발딱 일으키겠구마!DiewecktDoodeuff!”라

고 크게 소리쳤던 때를 떠올리며,그 문장이 어린 시 의 자신을 “달래

주었다 besänftigt”고 술회한다.148)그는 어머니가 십 페니히 동 두

개를 신문지로 싸서 떠돌이 음악가들에게 던져 주던 일도 기억한다.그

러나 “언제,어떻게,그리고 왜 Wann,wieundwarum”인지 모르게 “그

녀의 기분은 음울해졌다.[…]verdüstertesichihrGemüt.”149)서술자

142)ebd.,S.154."MuttersahzurSeiteundVatererschrak,alsichzuHause

sagte,dassichzum Monatsendeausziehenwürde."

143)ebd.

144)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93쪽.

145)이 작품의 도입부에서 마흔세 살인 로트문트가 식당에서 독일과 체코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계방송을 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실제 독일 체코

의 리그 결승 은 1996년에 치러졌으므로 주인공의 나이를 역산하는 게 가능하

다.SeeAnneFuchs:Gendered HeimatDiscourseand thePoeticsofthe

‘GedehnterBlick’inWilhelm Ganazino's MittelmäβigesHeimweh,p.147.

146)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64.

147)ebd.,S.148.

148)ebd.,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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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문트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시작된 계기에 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지만,바이간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린 진단을 - 후 세 의 무력

감과 가족 구성원들에 한 환멸 – 여기에도 동일하게 용할 수 있다.

그래서 로트문트의 어머니는 다른 서술자들의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도피 공간으로 숨는다.어머니들의 도피 공간은 침실과 라디오로 표된

다.흥미로운 것은 침실과 라디오가 서로 상반되는 방식의 도피를 제공

한다는 이다. 자의 침실은 수동 인 거부로 이루어진 공간이다.후자

의 라디오는 반 로 자기표 을 통해 로를 찾으려는 시도를 형상화한

다.먼 자는 어머니가 침실로 숨는 정 인 방어 기제를,비록 부정

인 함의만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말없는 체념 eine wortlose

Resignation”150)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그 게 물러나는 곳으로서,

침실은 닫힌 공간이자 지극히 사 인 측면을 보장하는 공간이다.일단

문을 닫으면 침실 안에서는 외부 세계를 거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동시에 이처럼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은 본

인의 감정을 말을 통해 설명하고 정당화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사라진다

는 것으로 이어진다.때문에 로트문트의 어머니는 침실 안에서,그리고

오직 침실 안에서만 말을 하지 않고 흐느낄 수 있다.그녀가 침실 바깥

에 마련한 도피처인 라디오 역시 본인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안 한

치를 보장해 다는 에 서 침실과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 신 침실이

자신을 모든 타자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라디오는 타자와

최소한의 소통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다.기본 으로 어머

니는 라디오 방송의 수신자 역할을 견지한다.이 때 라디오는 바깥세상

의 일을 그녀에게 알려 주지만,어머니가 구인지는 모르며 그 삶에 직

개입할 수도 없다.바꿔 말해 어머니는 라디오를 가지고 달되는 세

계의 면모를,그것과 면하거나 할 필요 없이,받아들일 수 있다.

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소식이 들리면,언제든지 채 을 돌리거나 꺼

버림으로써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이와 같은 라디오의 무차별 인 안

성 -익명의 다수에게 일방 으로 보내진다는 특성 -이 확신되면 때

149)ebd.,S.148.

150)Fansa,S.90.



-57-

때로 어머니가 익명의 발신자로 나서기도 한다.이로써 그녀는 어느 정

도의 자기표 을 하게 되며,본인의 무기력증으로부터 안을 얻는다.불

면증이 있던 어머니가 퀴즈 방송의 진행자에게 화를 걸어 답을 맞히던

일을 떠올리면서,그 게 한 후에는 언제나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 로

트문트의 이야기는 이를 방증한다.

2)정신 외상의 유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도피는 자식들에게 깊은 외상으로 남아 있다.

로트문트와 익명의 서술자들은 성장기에 한때 어머니들을 움직 던 활동

력,천천히 그녀들을 잠식해 가다가 결국 도피를 택하게 만든 무기력증,

도피의 핵심을 이루는 고립과 거부,그럼에도 버리지 않는 자기표 에의

욕구 등을 목격한다.주인공들은 유년 시 부터 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

며 상처를 입어 왔고,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이 어머니의 몰락을 방 하

거나 외면하기만 했다며 자책한다.이와 같은 외상과 죄책감의 혼합은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삶의 여러 역에 향을 미친다. 표 으로 게

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공유하는 이 인 여성 은 어머니와의 계에서

직 생된 것이다.이들은 본인과 친 한 계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가상의 어머니를 투사한다.그 결과 그들은 한편으로는 특정 여성에게

어머니와 닮은 면이 조 도 없다면 이성 인 호감을 느낄 수 없다고 밝

힌다. 를 들어 로트문트는 딸을 데리고 놀이 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마

주친 소냐 슈바이처 SonjaSchweitzer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자 슈바이처 씨151)에게 호감이 가는 이유가 갑작스 명확해진다.그녀

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닮았던 것이다.그녀의 얼굴은 삶에 한 무지

를 맹렬하게 발산하고,따라서 삶의 무능함도 강하게 발산하고 있다.그로

인해 나는 아이 을 때 괴로워했지만,유년 시 이 지난 후에는 그런 걸

151)작 소냐 슈바이처가 결혼을 하 는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으므로,‘Frau’라

는 경칭을 기혼 여부와 상 없이 쓸 수 있는 ‘씨’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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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음에 들어 하게 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슈바

이처 씨라고, 는 슈바이처 씨는 우리 어머니라고 상상해 본다.이와 같은,

실의 삶에 짓밟힌 상태라니!정말로 실 인 것을 얻기 해 노력을 할

수도 없는 무능력!152)

실제로 작품 후반부에 소냐 슈바이처가 “ 랑크푸르트 개신교회 연합

운 보호소 Heim desevangelischenStadtverbandes”153)에 사는 여성

임이 밝 진다.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이처럼 곤궁한 처지의 여성들에

게 어머니의 모습을 덧 우고,그녀들에게 도움을 주며 앞서 말한 죄책

감을 덜어낸다.로트문트는 슈바이처와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핸

드백에 돈을 몰래 넣어 다. 사랑의 어리석음 을 서술하는 주인공은

두 명의 연인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헌신하지만,그 한 명인 잔드

라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며 청혼하자 몹시 당황하고 불편해한다.왜냐

하면 지 까지 그는 “남자가 여자를 구원해 다고 생각해 왔”으며,“구

원까지는 아니라 해도,어 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법”154)이

기 때문이다.그러니까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에게 친 한 여성이란 그들

이 구원자 콤 스를 해소하면서 어머니의 몰락을 방 하기만 했다는

죄책감을 속죄할 수 있도록,어느 정도의 약 을 지녀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여성들이 ‘고향’이 되어,

성장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과 안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한

다. 이날을 한 우산 의 서술자가 옛 애인인 리자를 그토록 그리워하

는 까닭도 그녀가 망감으로 물을 터뜨리는 때가 잦은 사람이었던 동

시에 성인 여성으로서 재정 으로나 정서 으로나 그를 배려해 주었던

152)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05.“Dann istmirplötzlich klar,

warum mirFrauSchweitzergefällt:SiesiehtmeinertotenMutterähnlich.Ihr

Gesichtstrahlteine heftige Lebensunkundigkeitund deswegen auch eine

starkeLebensuntüchtigkeitaus,unterderichalsKindgelittenhabeunddie

mirnachderKindheitimmerbessergefiel.[…]IchphantasiereeineWeile

übermeineMutter,alswäresieFrauSchweitzer,alswäresiemeineMutter.

DiesesÜberrolltwerdenvom wirklichenLeben!DieseUnfähigkeit,sichum das

tatsächlichFaktischezubemühen!”

153)ebd.,S.137.

154)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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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그 이유가 있다.그가 사랑하는 여성들은,자신이 구원자로 행세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약 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그러한 약 이 일정 정

도를 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그러하다면 그들이 여성에게 원하는

다른 모습,즉 이상 인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보살핌

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래서 슈바이처가 신용카드사기 의로 구

속되자,로트문트는 즉각 그녀를 모르는 척한다.

외상과 죄책감의 혼합은 비단 주인공의 이성 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세계를 하는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무엇보다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어머니의 환멸과 도피를 비 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반복한

다.일례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이 언어 기호의 유희를 통해 정

신 산만의 상태로 들어가고자 할 때,이러한 시도는 어머니의 “침실 우

울증 Schlafzimmerdepression”155)과 별반 다르지 않다.어머니가 침 로

도피하 듯,이들은 세상과의 계를 끊고 기호 체계 그 자체로 도피하

는 것이다.그러한 이 성은 다음 장에서 재론하기로 하고,여기에서는

우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외상이 간주 커뮤니 이션에 한 의구

심으로 표출된다는 만을 지 하도록 하겠다.

어머니들의 도피에 있어,아들들은 자신이 배척당하는 동시에 소용되

는 존재임을 일 깨닫는다. 이날을 한 우산 의 서술자는 어머니가

모자에 달린 망사를 내려 얼굴을 가리고,아들들이 입맞춤을 할 때조차

그것을 벗지 않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불 듯 어릴 에 베일로 가려진 엄마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애쓰던 일이

떠오른다.어머니는 그 당시 좁은 차양이 달린 군청색의 납작한 모자를 쓰

고 있었다.차양에는 망사가 둘둘 말려 있었고,어머니는 그것을 얼굴 로

늘어뜨리는 것을 좋아했다.[…]베일에 싸인 입술 감 이 한동안 내 입술

로 달되었고,처음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어머니가 더 자주

자신의 입 신 입을 감싼 망사를 내 었기 때문에 나는 더 어머니에

게서 등을 돌렸다.156)

155)Fansa,S.85.

156)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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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섭식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공 하는 기 이자,말을 하

고 입을 맞춤으로써 자신을 표 하고 타자와 연 될 수 있게 하는 신체

부 이다.망사로 가려져 보호되는 어머니의 입은 침실 바깥에서 이루어

지는 침묵과 체념을 나타낸다.그 자체가 언어에 한,나아가 타인과의

친 한 계 유지에 한 거부를 형상화하는 것이다.아들조차 이와 같

이 말 없는 거부에 외가 되지는 못한다.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들

의 반응은 명확하다.그는 이제 본인 쪽에서도 어머니와의 상호 애착에

한 기 를 는다.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거부하면서도 몇몇의 경우

에는 여 히 아들을 필요로 한다.흥미롭게도 이 때 아들들이 부여받는

과제는 앞에서 논의한 라디오의 역할과 유사하다.즉,어머니들이 아들들

을 호출하는 것은 개 자신이 직 부딪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알고

싶거나,익명인 상태로 자기표 을 하고 싶어질 때이다.고학력자인데다

가 말과 로 먹고 사는 데에 능한 아들들은 이 요구에 충실히 순응한

다.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어머니에게 설명하거나,그녀가 그린 그림

의 유일한 감상자가 되고,심지어 공모 에 낼 극본을 신 써 주기도

한다.그러면서 아들들은 어머니를 이해하거나 어머니와 서로 마음이 통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차 버리게 되고,“흔히 무 늦게,완

히 틀리게 작동했던 어머니의 생각 Ihroftzuspätundzufalsch

einsetzendesDenken”157)에 경멸과 연민을 한꺼번에 품는다.

거부와 호출의 진자 운동은 곧 주인공으로 하여 평생 동안 언어 기

호와 그것을 통한 커뮤니 이션이 근본 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

에 매달리도록 만든다.그리고 여기에는 마치 어머니처럼 언어를 잃은

상태에서 침실과 라디오에 의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수반

되어 있다.아버지에 한 기억도 그러한 회의와 불안의 뒤섞임을 잠재

우지는 못한다.오히려 “도달할 수 없이 먼 사람 UnerreichnareFern

e”158)으로 남은 아버지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언어에의 집착을

더욱 북돋아 다.그는 “언어 미숙함 sprachlichesUngeschick”159)때

157)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64.

158)Fansa,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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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쟁을 경험하며 얻은 외상도,홀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데에서 오

는 압감도 말로 표 하지 않는다. 신 밤이 되면 홀로 식탁에 앉아

리를 잡는 모습을 의도 으로 아들에게 보임으로써,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치를 보지 않고 방귀를 뀜으로써 말을 신한다.

자는  단순함을 향한 사랑 에서도 아버지의 서투른 언어가 결국 “아버

지의 함에 한 의심 ZweifelanVatersGroßartigkeit”으로 이어진

다고 하게 지 한 바 있다.160)심지어 아버지의 서투른 언어를 보는

아들의 평가는 어머니의 함묵증에 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측면이 있

다.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끔 “더 밝았던 나날 diehellerenTage”161)이나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댔”162)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면,아버지가

포함되면서도 정 인 함의가 들어간 묘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존경심이 아닌 연민과 불만을 품게 되고,언어 으로

미숙한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한 쪽 귀를 잃고 귀

덮개를 하게 된 로트문트는 그 덕분에 아버지와 덜 닮아 보이게 되자 기

뻐한다. 사랑의 어리석음 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

하게 된 서술자가 꾼 악몽은 그가 되지 말아야 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단 으로 보여 다.아들에게 화를 건 아버지는 그르 며 도움을 요

청하지만,자세한 상황을 알려달라는 아들의 말에는 답을 하지 못한다.

결국 그는 편화된 언어로 본인의 고통을 반복하기만 하고,서술자는

꿈에서 깨어난다.깨어난 서술자는 즉각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한밤 에

무턱 고 아무데나 화질을 하게”163)되지 않기 해,당면한 문제를

최 한 빨리 해결하자고 결심한다.

3)타인에 의한 언어 지

159)ebd.,S.98.

160)ebd.,S.99.

161)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49.

162)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70쪽.

16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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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품이 진행될수록 주인공들의 이 이고도 불길한 감은

차 실로 나타난다.그들은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며 얻게 된 언어에의

회의와 언어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를 강화하는 사건들을 재차 하게

된다.회의와 련하여,먼 그들은 본인의 언어 표 이 의도치 않은 결

과를 낳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설의 용어를 빌리자면,이들의 발화 수반

행 illokutionäreAkt와 발화 향 행 perlokutionäreAkt가 일치하지

않는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난다.164) 한 발화 행 를 수행할 때 종종 성

실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며,165)이 때문에 그들의 발화는 언어 행 로서

성공 이지 않은 때가 많다.166)결과 으로 이들은 발화를 통해 수행하

고자 의도했던 행 가 일어나지 않거나,일어나더라도 기치 않은 효과

를 수반하거나,의도하지 않은 행 를 의도한 듯이 달하는데도 해당

효과를 문제없이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익숙해진다.다음으로 주인공들

에게 익숙한 것은 어느 정도의 친교 인 기능을 제외하면 어떠한 커뮤니

이션 상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언어 표 들이다.이에 해 로트

문트는 “오후의 넓은 사무실만큼 공허한 문장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하게 들리는 데는 없다.”167)라며 직장 동료들 간의 화를 묘사한다.마

164)설이 보기에,언어의 가장 요한 본질은 그것이 인간이 의도 으로 하는 수많

은 행 하나라는 사실이다.때문에 어떤 발화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미 있는 단 로 인정받기 해서는 하나의 의도를 달해야 한다.그것도 화자

가 의도한 바로 그 로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처럼 발화에 의해

달되는 화자의 의도를 설은 발화 수반 행 라고 부른다.그런데 이러한 의사소

통의 최소 단 가 단지 화자의 의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문장이

발화 수반 행 를 달하기 해서는 일단 물리 으로 발화되어야 한다. 한 그

안에는 화자가 지향성을 갖는 어떠한 명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그러한 문장이 발화됨으로써 청자는 일정한 ‘인지 ’ 향을 받게 된다.이 게

발화 수반 행 외에 언어 행 를 구성하는 부분 행 들을 설은 각각 발화 행 ,

명제 행 ,그리고 발화 향 행 라고 이름 붙 다.이에 해서는 Jörg

Meibauer:Pragmatik.EineEinführung.Tübingen2001,S.86-89참조.

165)화자가 발화를 통해 특정한 의도를 표 했다면 정말 그러한 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조건으로,화행의 성공 조건 하나이다.이에 해서는 강창우:화용론.

실린 곳:신수송 편:독일어의 의미와 구조.역락 2003,339-341쪽 참조.

166)다시 말해 이들은 여러 유형의 거짓말을 한다.이에 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

과 Ⅴ장의 반부 참조.

167)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9."NirgendwoistdasFallgeräusch

leererSätzesodeutlichhörbarwieineinem Großraumbüroam Nachmit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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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그들은 언어를 통해 손쉽게 자기 자신의 기억과 이미지가 왜곡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그에 매혹된다. 이날을

한 우산 의 제2장에서 서술자와 도리스가 흰 생쥐에 해 나 화는,

그가 말이 옮겨지면서 일어나게 마련인 왜곡을 거부한다는 을 극명하

게 보여 다.도리스는 어렸을 때 흰 생쥐 두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

는 서술자의 말이 그가 지 흰 생쥐 두 마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만 이를 고백하기는 싫어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 한다.나아

가 그녀가 어느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해석한 로 말을 옮겼고,그 말

을 들은 동료가 서술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드러난다.도

리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서술자는 이와 같은 왜곡을 막기 해 앞

으로는 옷깃에다 어린 시 을 주제로 하는 화는 원치 않는다는 명찰을

달아야 하는지 고민한다.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제3장에서,서술자는 본

인이 어린 시 의 추억을 서술하면서 임의로 수정을 가한다는 을 인정

한다.제7장에서는 발크하우젠 씨에게 자기가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소를

이끌어 왔다고 소개하고,이 거짓말은 그가 “더 이상 숨어서 내 삶을 엿

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외부세계가 마침내 내 내면의 텍스트들에 맞

아떨어지기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고!이제 나 자신의 삶의 먼

승객으로 사는 짓은 그만둘 거야!”168)라고 결심하는 마지막 장까지도 사

실이 밝 지는 일 없이 계속된다.

언어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와 련하여,이것이 실이 됨은 주인공

들이 겪는,타인에 의한 언어 지로 가장 잘 형상화된다.아래의 시에

서 이미 소원한 계인 아내 에디트의 ‘목소리 심 ’은 로트문트에게 “일

종의 경악으로 인한 마비 eineArtSchreckensstarre”169)를 선사한다.

나는 재미가 있으라고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두세 개 늘어놓지만,이야기의

우스운 부분을 제 로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만다.[…]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에디트가 내게 말한다.당신 목소리 더 듣기 싫어.

물론 여기다 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마치 내가 왼쪽 귀 다음

168)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83쪽.

169)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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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막 목소리까지 잃어버린 것 같다.확실한 건 에디트와 나 사이에 지

까지 그랬던 것 에 가장 견고한 선 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이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즉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그러나 그러고 나니 생각이 난다.네 목소리는 심 받았다.에디트

가 외출할 채비를 마친다.일종의 경악으로 인한 마비가 나를 엄습한다.170)

바로 다음 장면에 로트문트는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를 기어 다니

는 듯 느끼고는 화장실로 뛰어간다.그 안에서 그는 “근본 으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작별 인사나 해 들으려고 슈바르츠발트까지 온 셈이

다.”171)라고 말한 뒤,왼쪽 귀가 떨어져나간 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보

다가 흐느껴 운다.172)로트문트에게 있어 아내에 의한 언어 지는 곧바

로 부부 계의 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이는 확실히 특이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와 에디트의 결혼 생활이 결코 이상 으로 유지되

어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로트문트가 막연한 감 외에 아내와의

계가 청산될 것임을 확신한 은 없었기 때문이다.로트문트는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아내와 아이가 슈바르츠발트에 있음을 일부러 알리며

‘작업을 걸거나’,성 매수를 한 이 있다.여기에는 랑크푸르트와 슈바

르츠발트에서 이 생활을 하도록 만든 에디트의 독단 인 성격에 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으며,로트문트는 그러한 불만이 근본 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안다.그럼에도 컨 로트문트가 직 이혼을 언 한

170)ebd.,S.60-62.“IcherzählezweioderdreilustiggemeinteGeschichtenaus

dem Büro,aberesgelingtmirnicht,diespaßigenTeilederErzählungrichtig

herauszuarbeiten.[…],KurzdaraufsagtEdithzumir:IchmagdeineStimme

nichtmehrhören.

Natürlichweißichnicht,wasichdazusagensoll.Esist,alshättenachdem

linkenOhrsoebenauchmeineStimmeverloren.Klaristnur,eshandeltsich

um diebishermassivsteGrenzziehungzwischenEdithundmir.[…]Wennich

sprechenkönnte,würdeichdiesesProblem sofortdiskutierenwollen.Aber

dann fälltmir ein:Deine Stimme istverurteilt.Edith machtsich zum

Weggehenfertig.EineArtSchreckenstarreziehtinmichein.”

171)ebd.,S.62."IchbineigentlichnurindenSchwarzwaldgefahren,um mir

denendgültigenAbschiedmitteilenzulassen."

172)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로트문트는 재 신체 일부가 로 떨어져나가는

실 인 경험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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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든가 한 은 없었다.그런데 이제 아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자마자,그는 물을 흘리면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작별 인사”에

슬퍼한다.그리고 이 작별 인사는 곧 에디트가 기혼인 건축가 페터 랑로

츠와의 불륜 계를 로트문트에게 털어놓으면서 실이 된다.

이 밖에  사랑의 어리석음 의 서술자는 두 애인 한 명인 유디트에

게 음악에 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그녀와

“잃어버린 정자를 놓고”토론하다가 “말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하는지 알아?”173)라는 말을 듣는다.로트문트와 달리 그는 유디트가 이

말을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깊은 감동을 받은 채 부가 설명까지

덧붙인다.사실 유디트의 의도는 말로써 모든 상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경고이자 이제 그만 생산 이지 못한 이야기를 그만두자는 요청에 가까

운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연인 계에 있는 여성들이 행하는 언어 지는 어머니들의

거부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다음 장에서 살펴볼 오독이나 오청

과 함께 언어에의 불신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4)오독과 실언

 어 간한 향수 의 제1장에서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간 로트문트가

그러했듯이,단어를 잘못 읽거나 잘못 말하는 일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

에게는 매우 일반 이다.흥미롭게도 에서 살펴본 언어 지가 사 인

계에서 주인공들의 언어 불신과 불안을 강화하 다면,이들이 겪는 오

독과 말실수는 보다 공 인 공간에서,친 한 계가 없는 타인들과 있

을 때에, 는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매체를 통하여 일어난다.

그가 잠깐 나를 돌아보자 와이셔츠 맨 단추가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게

보인다.와이셔츠 단추마 도 둘로 쪼개질 수 있다니,몰랐다.반쪽짜리 단

추 두 개가 나란히 아슬아슬하게 아래쪽을 향해 달려 있는 모습이 깊은 인

17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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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다.무슨 빵을 사야 할지는 모르겠다.무턱 고 통 로 된 빵 쪽

으로 손을 뻗다가 실수로 포장지의 ‘통 빵’이라는 말을 ‘민족의 분노 빵’

이라고 읽는다.그래,둘로 쪼개진 모든 것들에 어울리는 민족의 분노 빵이

있으면 좋을 테지!174)

어떤 소시지를 사야 할지도 몰라서 같이 리카 소시지를 사고 싶은데,

실수로 패닉 소시지라고 말해 버린다.175)

오독과 실언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디코딩과

인코딩 과정의 양쪽에서 과도한 잡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단 으로 보여

다.앞서 살펴본 - 버 모델의 용어를 용하여 설명하자면,이들

은 물리 표 으로 송되어 온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에 방해를 겪으

며,메시지를 신호로 인코딩할 때에도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잡음은 개 물리 인 수 이 아니라 의미 인 층 에서 일어

난다. 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로트문트가 기호 수신자의 입장에서 “통

빵 Vollkornsbrot”을 “민족의 분노 빵 Volkszornbrot”으로 이해한 것

은 에서 수용한 자들이 목 지인 뇌로 옮겨져 처리될 때 의미 잡

음이 발생한 결과이다.반 로 그가 기호 발신자의 입장에서 “ 리카

소시지 Paprikawurst”를 “패닉 소시지 Panikawurst”라고 잘못 말할 때

에는 정보의 원천인 뇌가 발신기인 구강 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신호로

변환시키면서 마찬가지로 의미 인 잡음이 끼어든 것이다.

이러한 오독과 실언은 주인공들이 당면한 불안을 간 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 에 인용한 오독을 이해하기 해서는 로트문트의 가족들

174)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9.“Alsersichmirkurzzuwendet,

seheich,dassseinobersterHemdknopfinzweiHälftenauseinandergebrochen

ist.SogareinHemdknopfkannzerbrechen,dashabeichnichtgewußt.Die

beidenKnopfhälftenhängenzärtlichnebeneinanderherunterundmacheneinen

starkenEindruckaufmich.Wiederweißichnicht,welchesBrotichkaufen

soll.Wahllosgreifeichnacheinem VollkornbrotundleseaufderPackung

versehntlich dasWortVolkszornbrot.Ja,wenn esfüralles,wasin zwei

hälftenauseinandergebrochenist,dasspassendeVolkszornbrotgäbe!”

175)ebd.,S.20.“Weilichnichtweiß,welcheWurstkaufensoll,verlangeich

ebenfallsPaprikawurst,sageaberausVersehenPanikaw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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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 그 로 둘로 쪼개질 험에 처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생활환경은 직업 세계와 결부된 도시 랑크푸르트와 아내와 딸

이 사는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마을로 분리되어 있으며,부부 사이도 좋

지 않다.로트문트는 아내 에디트와 자신의 가치 과 생활 방식이 불일

치한다는 을 깨닫고,더 이상은 그러한 불일치를 억지로 조화시키려

하지 말자고 다짐하던 차이다.동시에 그는 아내 역시 자기의 요구에 –

충실하게 아내와 어머니로 남아 있거나,취직을 하여 돈을 벌거나 양자

택일을 해 달라는 -따라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다.슈퍼마켓으로 가기

그가 회상한,“몇 년 에만 해도 우리가 아직 몰랐던 문제들에 해

über Probleme,von denen wir vor einigen Jahren noch nichts

wußten”싸우는 부부의 모습은 그로 하여 “결혼 생활의 실패 das

ScheiternderEhe”를 견하도록 만든다.176)이 상황에서 그가 의도치

않게 마주치게 되는 쪼개진 단추는 부부간에 생겨난 공간 이고 심리

인 거리를 리하는 상징물이며,와이셔츠 단추마 도 둘로 쪼개질 수

있는지 몰랐다는 한탄은 다시 좌 된 부부 계를 향한 분노와 뒤섞여

“통 Vollkorn”을 한때 분단된 이 있었던 “민족의 분노 Volkszorn”로

잘못 읽도록 유도한다.결론 으로 “민족의 분노 빵 Volkszornbrot”은

그간 가족의 붕괴에 해 짧고 건조한 문체를 사용하여 코믹하게 보일

정도로 묘사했던 서술자가 사실은 상당한 불안과 분노를 품고 있음을 암

시한다.이처럼 오독이나 말실수가 친 한 인간 계의 단 에 한 두려

움을 형상화하는 는 여타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랑의 어

리석음 에서 서술자가 두 연인과의 계를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국제노선 Internationale Linienverkehre”을 두 번이나 “지옥의 정사

InfernalischeLiebesverkehre”라고 잘못 읽는 장면이나177) 이날을 한

우산 의 주인공이 미용사 마르고트와 계하기 잡지를 보다가 “첫 번

째 손자 Enkel가 생기다.”라는 헤드라인을 “첫 번째 구역질 Ekel이 생기

다.”라고 읽는 장면은178)그 형 인 시이다.후자의 경우 주인공과

176)ebd.,S.17.

177)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93-94쪽.

178)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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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고트는 연인 리자가 떠나고 난 후 허 함을 채우기 해 일시 이자

오직 성 이기만 한 계를 가지고 있다.자신의 오독을 묘사한 후 서술

자는 “그 다고 그때 내가 구역질을 느낀 것은 아니다.”179)라고 굳이 덧

붙이는데,이는 해당 오독이 암시하는 바를 아이러니하게 강조해 다.

반면에 "패닉 소시지 Panikawurst"오독은 언어 집단 내에 일정한 코

드를 공유하고 있으리라는 가정이 보증되지 않자 서술자가 느끼는 공포

심을 형상화한 것이다.이 오독이 발생하기 까지의 정황은 이러하다.

로트문트가 기다리고 있던 매 의 매원은 어느 아기 엄마가 햄과 소

시지를 구입하자 그녀에게 집에 가 소시지의 비닐 포장을 벗겨 놓아야

소시지에서 ‘물기가 배어 나오지 schwitzen’않는다고 조언한다.이 말을

듣자 서술자는 개 ‘땀을 흘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schwitzen’이 소

시지를 주어로 하는 문장의 술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깨닫고 놀라

워한다.“소시지도 땀을 흘린단 말은 난생 처음 들었다.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아기 엄마가 조언해 줬다고 고마워하는 걸 보니 땀을 흘리는 소

시지가 정말로 있긴 있는 모양이다.”180)라고 독백하던 그는 곧바로 “

리카 소시지 Paprikawurst”를 “패닉 소시지 Panikawurst”로 발음한다.

하필 ‘ 리카 Paprika’가 ‘패닉 Panik(a)’으로 잘못 발음된 것은 물론

음 수와 음소들의 유사성 때문에 개연성을 가진다.그러나 그 표 안

에는 어떤 낱말이 자신은 이해하지도,사용하지도 않는 의미로 무난히

통용될 때 로트문트가 가지는 불안이 담겨 있다.나아가 언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집단 간의 계를 고려해볼 때,이처럼 익숙한 단어의 낯

선 의미를 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는 가정을 포함하여 본인이 소

속된 여러 집단에서 려나고 있는 로트문트가,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상

태에서 ‘사회 인 죽음’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심리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지 까지 해명한 오독과 말실수의 기능이

179) 의 책,58쪽.

180)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9-20.“Zum ersten Malhöreich,

dassauchWurstschwitzt,ichkanneskaum glauben.DieMutterdanktfür

denTip,offenbargibtesschwitzendeWursttatsäch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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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의 허구 인 세계가 아니라,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실 세계 차

원의 문제라는 것이다.181)로트문트가 하는 도시와 시골에서의 이

생활이 둘로 쪼개진 와이셔츠 단추에의 주의 집 으로,단추가 다시 분

단을 겪었던 “민족의 분노 빵”오독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은 독자의 것이

다. 는 최소한 작품 내 세계에 존재하는 허구 인물인 로트문트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작품 내 세계의 차원에서 주인공의 오독과

말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은 그가 개인의 주 인 의도와 의지로 보완할

수 없는 언어 기호의 한계를 실감하도록 하는 데에 그친다.그 결과 주

인공들은 자신이 지르는 언어 련 실수를 성찰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 로 수용하게 된다.즉,그들은 커뮤니 이션과 코드의 완 한 공유에

한 신뢰가 불가능함을 부분 으로나마 깨닫고,이해와 표 양쪽에서

나타나는 실수의 원인과 결과에 해서는 체념한다.

하나 오독과 말실수가 작품 바깥의 층 에서 작품 내 세계에서와

다르게 가지는 지 라면 그것이 작품 바깥의 실 세계에서는 작가 게나

치노에 의해 만들어진 말놀이 Wortspiel로 기능한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서 보자면 오독과 말실수는 주인공들이 의도

으로 수행하는 말놀이와 본질 인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다만 자가

오직 작품 바깥의 실 세계에서만 말놀이로 성립될 때,후자는 작품 내

세계와 작품 바깥의 세계에서 모두 말놀이로 성립된다는 만 다를

뿐이다.이에 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2.언어 기호의 주 성 확

본 장을 시작하면서 지 하 듯,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언어가 주체

주체 간의 이해를 보장한다는 을 불신하면서 언어 기호를 최 한

자기 심 으로 활용한다.여기에서 자기 심 인 특성이란 이들이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더 이상 청자나 외부의 사태를 지향하지 않

181)서술되는 세계와 서술하는 세계,그리고 작가와 독자 간에 실제 커뮤니 이션

이 일어나는 실 세계에 해서는 앞의 각주 10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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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뜻한다. 신 이들은 기호 자체의 형식에 집 한다.그것은 구체

으로 의식을 갖춘 타자가 청자로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그리고 단어와

그 지시 상의 견고한 결합 계를 무 뜨리는 말놀이를 자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 청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게나치노의 주인공

들은 “언어 상호 이해의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는 “주 정직함에

한 상호 신뢰”182)를 곧잘 포기해 버림으로써 기호의 자기 심성을

강화한다.다시 말해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을 즐겨 한다. 를 들

어  사랑의 어리석음 에서 서술자는 두 명의 애인 하나인 잔드라가

“지식인처럼 말해 달라고 청”하기 때문에,스스로가 “ 로베르와 루스

트를 이백 쪽 가량 읽다가 포기해 버린 사람 하나”임을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 루스트에 비해 로베르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는 문제”에 해 이야기한다.183)

잔드라에게는 정신없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내 교양 지식들이 얼마나 정

확한 것인지 검증할 수단이 없다.그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

고 직 듣고 싶어 하는 것은)단지 그녀가 선택한 남자가 이토록 멋진 말

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뿐이다.내가 장 설을 늘어놓으며 가끔 엉터리

이야기들을 섞어도,잔드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말을 믿는다.184)

말하자면 서술자에게 있어서 언어는 사태를 있는 그 로 정확히 기술하

는 도구가 아닌 것이다.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외부의 사태와 일치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심 으로 언어 기호를 사용할 때,해당 기호는 언어

에 기 되기 마련인 합리 인 성실성 -말과 사태의 상호 일치 -으로

부터 해방된다.이제 언어가 두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도 인 커뮤

니 이션을 합리 으로 유지하기 해 쓰여야 한다는 요구는 효력을 잃

는다.주인공들의 언어 표 은 마치 오락과도 같아진다.결과 으로 이들

182) 르겐 하버마스:의사소통행 이론 1.장춘익 옮김.나남 2006,452쪽.

18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41쪽-142쪽.

184) 의 책,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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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기호는 미 기호와의 일정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며,그들이

의식 으로든 무의식 으로든 매일같이 수행하는 일상의 술화와 동일

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일상의 술화는 Ⅳ장에서 자세히 논의하

도록 하고,이어지는 2.1장과 2.2장에서는 우선 게나치노의 서술자들이

언어 기호를 오락화하는 방식들을 탐구하겠다.

1)작품 내 세계에서의 말놀이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말놀이를 통해 언어 기호를 오락화한다고 주장

하기 해서는,먼 말놀이 Wortspiel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말놀이

Wortspiel는 단히 넓은 외연을 가지는 언어유희 Sprachspiel의 부분집

합이다.구명철의 설명에 따르면 언어유희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해서 언어규범이나 의사소통 참가자의 상을 벗어나는 언어행 ”로서

“의도된 이탈”이며,무엇보다 “모든 언어학 층 에서 가능하다.”185)반

면에 말놀이는 그것이 언어 기호의 이탈 인 용법이라는 에서 언어유

희의 일부이기는 하지만,근본 으로 음성이나 철자와 같은 형태의 유사

성에 기반을 둔다는 데에서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그러므로 컨 ｢들

장미 Heideröslein｣ 첫 연인 “소년은 작은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SaheinKnabeinRösleinstehn”186)와 같이 통사 구조를

의도 으로 괴하여 시 인 효과를 주는 문장이 있다면,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언어유희에 속하기는 하지만 말놀이는 아니다.

이와 같은 형태상의 유사성에 한 제약으로부터 말놀이의 여러 속성

들이 생된다. 에서 인용한 로트문트의 말실수 하나를 다시 가져

와 이러한 부수 인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작 세계에서,독일어

의 ‘ 리카 Paprika’와 ‘패닉 Panik(a)’의 음 수가 같고 음소가 유사하

다는 것은 로트문트의 실수에 인과성을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그러나

185)구명철: 고문에 나타난 언어유희 특성.독일어 고문과 우리나라 고문

의 사례를 심으로.한국 고홍보학회(구 한국 고학보)3권 1호(2001),62-87쪽.

186)JohannWolfgangvonGoethe:Heidenröslein.http://www.textlog.de/18345.htm

l(확인 날짜: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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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바깥의 에서 보면,그러한 음운상의 유사성은 독자가 이 허구

인 말실수를 실 인 말놀이로 수용할 여지를 다.

어떤 소시지를 사야 할지도 몰라서 같이 리카 소시지를 사고 싶은데,

실수로 패닉 소시지라고 말해 버린다.187)

만약 의 상황에서 “ 리카 소시지”라는 표 이 “패닉 소시지”를 동

기화되지 않았더라면,로트문트는 말실수를 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동

시에 실의 독자가 ‘ 리카’와 ‘패닉’이라는 단어 어느 하나라도 알

고 있지 않았더라면,이 장면의 말놀이는 취소되었을 것이다.이는 형태

상의 유사성이라는 근본 조건이 다시 말놀이가 성립하려면 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 기호가 필요하다는 제약과 연결됨을 보여 다.

한 해당 언어 기호들이 각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계열체 하나

이상은 공유해야 한다는 도 함의한다.독자의 정신 사 에 등재되어

있는 리카와 패닉은 를 들어 문장에서 주어나 계사의 술어로 쓰이

는 단어의 계열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다른 명사와 함께 합성어를

형성할 수 있는 계열체의 구성요소라는 도 공통 이다.퍼스의 용어를

빌리자면,이처럼 같은 계열체에서 선별되어 말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복

수의 언어 기호들은 서로 제2성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아내라는 개

념 없이 남편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듯이,‘ 리카’의 소릿값이 ‘패

닉’과 연 되지 않는다면 말놀이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이 형태상의 유사성을 가지는 언어 기호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모

두 말놀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음소나 철자가 비슷한 복수의 언

어 기호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의미 차이도 함께 가져야 말놀이가 성립

한다. 의 에서 로트문트의 말실수가 독자에게 말놀이로 받아들여지

는 것은 ‘ 리카’가 ‘패닉’이 아니기 때문이다.만약에 그가 “ 리카

소시지”를 “패닉 소시지”로 잘못 말하는 신 “ 리카 소시지”만을 여

러 번 반복해서 발화하 다면,그 단어가 강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187)ebd.,S.20.“Weilichnichtweiß,welcheWurstkaufensoll,verlangeich

ebenfallsPaprikawurst,sageaberausVersehenPanikaw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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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다.

요약하자면 말놀이란 형태상의 유사성과 의미상의 차이를 동시에 가지

는 복수의 언어 기호들이 여하는 언어유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같

은 맥락에서 두덴 Duden은 말놀이를 “단어들을 가지고 하는 놀이 Spiel

mitWorten”이면서 “그 유머러스한 효과가,특히 사용된 단어들의 양의

성이나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들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리에 기인

하는 것”188)으로 규정한다.발신자의 입장에서 표 하자면,말놀이는 수

신자로 하여 둘 이상의 기호를 그것들이 공유하는 몇 가지 음소나 철

자 음 의 수 등을 바탕으로 연상 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행 인 것이

다.이처럼 동일한 부분의 공유가 말놀이를 말놀이답게 만드는 조건이라

는 것은 어떠한 말놀이에 있어 공유되는 표 상의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

록 그것이 원형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된다.그러므로 가장 이상 인 말

놀이,다시 말해 가장 말놀이다운 말놀이는 동음어 Homophonie나 동철

어 Homographie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상이한 다의어 Polysemie나 동

음이의어 Homonym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놀이이다.특히 어느 정도는

의미들 간에 연 성이 남아 있는 다의어와 달리,동음이의어는 기호들

간의 형태 인 닮음이 최고조에 이르면서도 의미 인 측면에서는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아래의 인용문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동음이의어를 다층 으로 활

용하여 말놀이를 하는 사례이다.여기에서는 에서 살펴 본 단어 들

과 달리,작품 바깥과 작품 내 세계의 양 층 에서 모두 말놀이가 성

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작품 내 세계에서 그것은 허구 인 주인공

인 로트문트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역시 허구 인 찰과 회상

의 허구 인 재처리 과정으로 나타난다.서술하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로

트문트가 서술자로서 독자에게 본인의 행 와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던

와 에 달해 주는 것이 된다.

188)Duden:Wortspiel.http://www.duden.de/rechtschreibung/Wortspiel(확인 날짜:

2015.09.12.)“dessen witzigerEffektbesondersaufderDoppeldeutigkeitdes

gebrauchten Wortesoderaufdergleichen bzw.ähnlichen Lautung zweier

aufeinanderbezogenerWörterverschiedenerBedeutungberuht.”



-74-

나는 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라는 이름에 가장 매료된다.그 이름이 붙은

새 역시 귀엽다.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는 아주 작고 몸 체가 노란 색을

띠는 새인데,부리를 넓게 벌리고 있어서 정말로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다.나는 그 새가 하루 종일 뭘 조롱하고 있는 걸까 자문해 본다.자연,다

른 새들, 는 인간,아니면 무엇을?잠시 후에야 그 이름을 지어 것은

인간이며,그 새가 정말로 뭔가를 조롱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러한 이름을

붙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오른다.주말이 되면 행열차를 타고 타우 스

산에 가서,소소한 피크닉을 즐기며 새 이름을 찾아 야겠다.[…]나는 화

보 잡지에서 여름 풍경을 은 사진을,즉 어느 해안가 해수욕장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게 된다.여자들,남자들과 아이들이 수건 에 워

있거나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다.나는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황색노래하

는벌 먹는새와 같이 조롱하며 유쾌함을 느낀다.내가 막 조롱하고 깔보는

태도를 취하는 인지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는,더 이상 지도 않은 커

을 경멸하게 된다.두 개의 와인 잔 사이로 꽉 맞잡은 그들의 손이 보인다.

햇빛이 와인 잔으로 떨어져 내리고,포도주 속으로 굴 되어 노란색 빛의

마술을 부린다.[…]나는 카푸치노 값을 내고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떠난

다.가까운 약국에서 새 거즈 붕 와 연고를 하나 산다. 매 의 작은

거울을 보다가 나는 남의 행복을 조롱하면서 내 얼굴이 약간 노랗게 되었

다는 걸 알아차린다.189)

189)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48.“Am meistenentzücktmichdas

WortGelbspötter.Auch der dazugehörige Vogelisthübsch.Es istein

winziges,rundum gelbes Vögelchen,das den Schnabelweitaufreißtund

tatsächlicheinenspöttischenEindruckmacht.Ichfragemich,wasderVogel

denganzenTagverspottet;dieNatur,dieanderernVögeloderdieMenschen

oderwas?Ichfragemich,wasderVogeldenganzenTagverspottet;die

Natur,dieanderern VögeloderdieMenschen oderwas?Erstnach einer

Weilefälltmirein,daß derNamevon Menschen erfunden istund nicht

bedeutet,daßderVogeltatsächlichirgendetwasverspottet.Ichwerdeam

WochenendemitderS-Bahn in den Taunusfahren,ein kleinesPicknick

machen und Vögelbestimmen.[…] In einer Illustrierten finde ich ein

Sommerbild,einBadefotoaneinem Strand.Frauen,MännerundKinderliegen

aufHandtüchernoderspielenim Sand.WieeinGelbspöttermacheichmich

lustig überdasSchlichtglück derLeute.Weilich geradeam Spotten bin,

verhöhneicheinnichtmehrjungesPaar,dasrechtsvonmirsitzt.Zwischen

ZweiWeingläsernliegenihreHändeundkrallensichineinander.Sonnen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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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로트문트는 아내와 아이를 만나 피크닉을 다녀온 후,새 것이나

다름없는 라디오를 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으로 조류 도감을 사서 읽고

있는 이다.게나치노의 작품 주인공이 새를 오랫동안 찰하거나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티 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그 에서도

해당 장면은 로트문트가 매혹된 것이 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가 아닌 그

새를 표상하는 기호의 합성 방식이라는 에서 특징 이다.실제로 이

단어가 리하는 새의 존재나 특성 등은 그의 흥미를 부수 으로만 끄는

요소이며,그것도 새의 겉모습이 이름과 같이 정말로 조롱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새가 마음에 든다면서 그 외양을 설

명하는 문장 앞에 덧붙은 “역시 auch”가 이를 변한다.이를 계기로 로

트문트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계가 자의 이지 않을 수도 있는지

생각해 보다가,새의 부리가 조롱하는 모습을 띤 것과 이름에 “조롱하는

이 Spötter”가 들어간 것은 순 히 우연일 뿐 보편 으로 보아 지시와

지시 상 사이의 실질 인 인과 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그러한 깨달음은 주말에 피크닉을 가 조류 도감을 보며 새

의 이름을 알아내겠다는 계획으로 이어진다.

한 뒤집어 생각해 보면,‘Gelbspötter’와 그 지시 상 사이에는 인과

계가 없다는 깨달음은 곧 동일한 표 이 반드시 실의 황색노래하는

벌 먹는새만을 지시할 필요도 없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이는

로트문트가 이 단어를 하나의 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로 놓아두지

않고,일단 해체한 후 재조합해보는 계기가 된다.‘Gelbspötter’라는 이름

은 물론 조류의 단일한 종 체를 가리키는 속명 Gattungsname이다.그

러나 로트문트는 이 단어를 형용사인 ‘노란 gelb’과,동사 ‘조롱하다

spotten’에서 생된 ‘조롱하는 이 Spötter’의 두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로

악하여,새로운 의미인 ‘노란 얼굴로 남을 조롱하는 이 ein gelber

fällt in die Weingläsern, bricht sich im Wein und fällt als gelbes

Lichtgeschaukel. […] Ich zahle den Cappuccino und verlasse das

Terrassen-Café.IneinernahenApothekekaufeichneueMullbindenundie

Salbe.Ineinem kleinen SpiegelnebenderKasseseheich,daßdurch die

GlücksverspottungmeinGesichteinweniggelbgeword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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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ötter’를 덧붙인다.결과 으로 ‘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의 의미를 가

지는 ‘Gelbspötter’와 ‘노란 얼굴로 남을 조롱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Gelbspötter’는 동일한 물리 인 표 체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

를 가지는 두 개의 기호가 된다.화자인 로트문트가 자를 의도하고 이

명칭을 발화했다면,그는 곧 ‘재 시 에 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가 존

재한다.Esgibtzum gegenwärtigenZeitpunkteinenGelbspötter.’라고

풀어 쓸 수 있는 명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반면에 후자를 의도하면서 ‘

재 시 에 조롱을 하는 이가 있는데,이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이며,바로 그가 노란 색이다.Es gibtzum gegenwärtigen

ZeitpunkteinenSpötter,undzwareinen,unddieseristgelb.’라는 명

제가 참임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인용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Gelbspötter’는 명백하게 자의 명제가

요약된 꼴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표 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놀이는 후자의 존재 명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모한

다.로트문트는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조롱하던 본인이 약간 노랗게

된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서술하면서 독자로 하여 ‘Gelbspötter’라는

표 을 듣고 ‘노란 얼굴로 남을 조롱하는 이’를 떠올리도록 만들고,그것

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가리킨다.이 때 조롱의 행 를 실제로 하

는 로트문트는 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보다도 ‘Gelbspötter’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다.나아가 형용사 ‘노란 gelb’은 ‘질투하다’를 뜻하는 숙어

‘gelbsein’를 연상시킴으로써 그 자체로 다시 다의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gelb’에 담겨 있는,‘노란색’과 ‘질투’의 첩은 로트문트가 얼굴이

노래질 정도로 행한 조롱과 경멸이 자신이 어떤 상보다 우월한 치에

있는 상태에서 그 상이 부정 이기 때문에 자연스 나오는 것이 아니

라,아내와 아이와 멀어진 상태에서 사이가 좋은 커 을 보고는 느끼는

부러움과 질투의 결과임을 짐작하게 해 다.

이처럼 ‘Gelbspötter’라는 표 을 본디 지시하던 ‘황색노래하는벌 먹는

새’외에 ‘노란 얼굴로 남을 조롱하는 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하여 자신을

가리키게끔 만든 것과,그럼으로써 두 기호를 가지고 말놀이가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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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유도한 것은 엄 히 말해 로트문트 개인의 일이다.물론 독일어를 할

아는 사람이라면 구나 로트문트의 말놀이를 이해 가능하다.심지어

는 스스로 그러한 말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까

지 할 수 있다.그러나 최소한 작품 내 세계 내에서는 그러한 잠재력

이 발 되었다거나 공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해당 말놀이는 그것

을 가능하게 한 로트문트의 주 성이 아무리 주체 이라 하더라도 타인

을 지향하지 않으며,따라서 자기 심 으로 남는다.이와 같이 수신자나

그와의 을 배제하고 발신자와 메시지에만 치 하는 그의 말놀이는,

로만 야콥슨 RomanJakobson의 용어를 빌리자면,시 인 기능을 최우

선으로 수행한다.시 기능은 메시지 자체의 형식에 심을 두게 만드

는 기능이다.이 경우 기호 사용의 목 은 “특이한 형태를 앞세워 길

을 끌”어190)즐거움을 으로써 인간의 유희 충동 Spieltrieb을 충족하는

데에 있다.다만 로트문트의 말놀이가 그러한 시 기능을 완수할 수 있

는 것은 오직 실의 세계로 한정된다는 을 지 할 필요가 있겠다.야

콥슨에게 있어 기호를 통한 커뮤니 이션은 발신자와는 다른 인물인 수

신자가 이해하고 인지 으로 향을 받아야만 이상 으로 완수되는데191)

로트문트의 말놀이는 작품 내 세계에서 볼 때 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

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의 말놀이는 자신을 제외하면 어떠한 허구 인

수신자도 제하지 않는다.

한 게나치노의 서술자들은 말놀이를 통해 언어 기호를 자유롭게 다

룰 수 있는 자신의 재량권을 재확인하고,나아가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

성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이는 에서 본 바와 같이 말놀이가 타인을

배제한 채 개인의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그 주 내부에서만큼은

인 지 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구책이다.사 인 역과 공

인 역에서 통제 불능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들이 말놀이로 도피하는

것은 그 증거로 볼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말놀이는 게나치노의 서술

자들이 즐겨 수행하는 하나의 언어유희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그것

190)에코:기호:개념과 역사,103쪽.

191)이에 해서는 로만 야콥슨:언어학과 시학.실린 곳:김태옥:담화•텍스트•

언어학.서강 학교출 부 2010,465-5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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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의 시와 같은 새로운 단어의 발명이다.

화장실 변기를 들여다보곤 말한다.똥국 같은 녁이다,이 불 한 친구야.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지만,얼마 안 있어 이 똥국 같은 녁이라는 말이 내 목소

리가 심 을 받고 나서 한 첫 번째 말이라는 게 머리에 들어온다.목소리를 다시 내

는 게 고마워서 말해 본다.똥국 같은 녁이다,이 멋있는 친구야.192)

앞의 인용문에서 살펴보았듯 로트문트는 아내가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화장실로 들어가 흐느껴 우는데,그 상황에서

가능은 하지만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말들을 만들어내며 안을 얻

는다.요컨 로트문트는 정신 인 기감을 낱말과 낱말을 결합시켜 신

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극복한다.내면 으로 자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에게 새로운 낱말을 생각해내는 것은 사태를 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주도권,다시 말해 ‘이름을 붙일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인식하는 계

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놀이를 포함한 언어유희로 변되는 주인공들의 자기 심

인 언어 기호 사용은 견고하고도 단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체로서 존

재하지 못하는 데에 한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무엇

보다 주인공들이 스스로 알고 있듯,언어 기호를 자기 심 으로 사용한

다 해서 본인의 분열을 가져 온 실 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로트문트의 말놀이는 아내와 아이로 표되는 고향에 그를 데려다주

지 못하며,갑작스런 승진 탓에 동료들로부터 고립된 처지도 해결해주지

못한다.특히 로트문트와 다른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한 번도 세계를

제 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본 이 없이 오로지 ‘이해의 시작’

만을 반복한다고 할 때,말놀이와 언어유희는 외부의 자극체로서 잠시

192) Genazino: Mittelmäßiges Heimweh, S. 63. "Ich schaue in die

Toilettenschüsselunsage:Kacksuppenabend,elender.IchverstehedasWort

nicht,aberSekundenspäterwirdmirklar,daßdasWortKacksuppenabend

dasersteWortnachderVerurteilungmeinerStimmeist.AusDankbarkeitfür

dieRückkehrmeinerStimmesageich:Kacksuppenabend,wunderb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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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즐거움을 뿐 그 이상으로 인식의 환을 유도하지 않는다. 한

말놀이와 언어유희 자체가 본인이 의존하고 있는 기호 체계의 개방성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그 체계 반의 불완 성을 확인시켜주는 징표나 다

름이 없다. 컨 의 인용문에서처럼 로트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안을 받았다는 것은 그 게 하기

까지는 그의 정서를 완벽하게 재 할 수 있는 기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마찬가지로 가장 원형 인 말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음이의

어의 존재는 다른 의미에 동일한 물리 지표를 부여하는 언어 기

호의 일면을 조명함으로써,그 체계의 합리성과 효용성에 한 의구심을

유발시킨다.결국 주인공들은 언어 기호에의 신뢰에서 출발하여 불신 쪽

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이러한 불신으로의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거짓말과 이야기하기 략에서도 그 로 반복된다.

2)거짓말과 이야기하기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갖가지 거짓말 속에서 산다. 컨  사랑의

어리석음 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두 명의 연인과 동시에 계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며,그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둘러

는 주인공의 모습을 코믹하게 묘사한다. 이날을 한 우산 의 서술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억술 연구소의 소장인 체하면서 상담까지 해 다.

작 열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이 되는 바이간트의 연애와 성 경험은 온

통 거짓말과 은폐로 철되어 있다.로트문트는 아내와 딸을 만나러 갈

때마다 생활비를 아끼기 해 무임승차를 하며,친 한 계의 사람들에

게 반복 으로 거짓말을 한다.

말놀이가 주로 문장 수 을 넘지 않는 단어의 들을 가지고 혼자 즐

기는 유희 다면,거짓말은 그보다 더 거시 인 텍스트와 화의 형식으

로 일어난다.따라서 거짓말에는 커뮤니 이션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간의 역학이 크게 계된다.앞서 본 논문은 거짓말이 언어 기호를 유표

으로 markiert193)사용하는 것이라고 언 한 바 있다.언어 사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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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는 말과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일치하리라는 ‘믿음’이며,커뮤니

이션의 참여자들은 상 방이 그러한 방식으로 발화할 것임을 기 한

다.이러한 맥락에서 그라이스가 제시한,언어를 사용한 커뮤니 이션이

합리 으로 이루어지기 해 지켜야 할 화 격률에는 “ 화에서의 기여

가 참이 되도록 노력하라.”194)라는 질의 격률이 포함되어 있다.질의 격

률은 다시 거짓이라고 믿는 것에 해서는 말하지 말 것과,충분한 증거

가 없는 것에 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요구로 구체화된다.그러므로 커

뮤니 이션 참여자들 간에 합리 인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어느 한 쪽이 컨 “한스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라는 발화를 한다면,

이 안에는 “화자는 한스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자신의

진술이 참이라는 것에 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 화

함축 konversationelleImplikatur되어 있다.195)만약 해당 화자가 이 문

장을 부정한다면 그는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그러한 경우에 “한스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의 선행 발화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앞에서 언 하 듯 그라이스의 화격률은 확실히 도덕이나 윤리 인 당

가 아닌 합리 인 태도를 문제 삼는 규칙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거짓

말을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단죄할 필요는 없다.다만 거짓말을 한 사람

은 그 화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 하지 않는 방식으로,다

시 말해 비합리 으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마찬

가지로 언어 철학자이자 설의 스승인 오스틴은 언어 행 의 부 성에

한 이론 thedoctrineofinfelicities을 정립하면서,다음의 규칙 Γ.1과

Γ.2를 반한 발화는 화행을 성취하기는 하지만 차를 남용 Abuse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Γ.1흔히 그 지만 그 차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사

용되기 해 만들어졌거나 […]결과 으로 하게 되는 행 를 시작하기

193)언어 기호의 일반 이고 립 인,다시 말해 무표 인 unmarkiert사용은 참

에 해 진술하는 것이므로,거짓말은 언어 기호의 외 인 사용에 해당된다.

194)Meibauer,S.25.“Trytomakeyourcontributiononethatistrue.”

195)이상 강창우:화용론,349쪽을 참조할 것.같은 곳에 실린 시도 그 로 인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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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들어진 경우에는,그와 같은 차에 참여하고 그와 같은 차를 발

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제로 가져야 하며, 참여자는

그에 따라 행 를 할 것을 의도해야 한다.

Γ.2그 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후 실제로 그 게 행동해야 한다.196)

컨 언 한 사태에 한 화자의 심리 태도를 표 하는 정표화행

Expressiva이 발화되는 상황에서 화자가 그 게 표 되는 감정을 실제

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는 Γ.1을 반한 화행의 남용이다. 한 화자

가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을 미래의 행 를 표 하는 약속화행

Kommisiva의 경우,언 된 행 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Γ.2.의 반

이다.이후 설은 오스틴의 화행론을 발 시키면서,Γ1을 계승하여 이를

성실성 조건 sinceritycondition으로 명명한다. 한 같은 맥락에서,그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허구 담화의 논리 지 ｣를 통해 거짓말 역시

하나의 언어 놀이라고 간주하는 비트겐슈타인 식의 거짓말 개념을 반박

한다.197)주지하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은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습득한 뒤에,그처럼 추상 으로 습득된 규

칙을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 규칙들의 효용성을 증명한다고 본다.바꿔

말해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를 지닌 화자가 다른 언어 놀이들과

구별되는,거짓말의 언어 놀이만을 한 규칙들을 용함으로써 성립된

다.그러나 설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언어 행 의 수행에 한 “규정 인

규칙 regulativerules”198) 하나인 성실성 조건을 반한 것에 불과하

다.그러므로 거짓말만을 언어 놀이로 성립하게 하는 규칙들이란 없으며,

언어 사용자에게 있어 “규칙의 수를 먼 배우고 나 에 규칙의 반

을 따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199)

196)존 L.오스틴:말과 행 .실린 곳:오스틴의 언어철학,의미론,화용론.김 진

옮김.서 사 1992,36쪽.

197)John R.Searle:TheLogicalStatusofFictionalDiscourse.In:John R.

Searle:Expression and Meaning.Studies in theTheory ofSpeech Acts.

Cambridge1985,pp.58-75.

198)Ibd.,p.65.

199)Ibd.,“itisnotfirstnecessarytolearntofollow theruleandthenlea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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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라이스와 오스틴,그리고 설의 구상은 거짓말이 기본형인 ‘참

말’과 비되는 특수하고 비합리 인 언어 사용임을 인정하는 동시에,거

짓말에 한 논의에 있어 다른 시사 을 한 가지 던져 다.그것은

거짓말이 어도 자연 언어의 역에서만큼은 으로 화자의 의도와

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에서 설이 반박했다고 언 한,비트겐슈타인

의 언어 놀이로서의 거짓말 개념 역시 그러한 에 있어서만큼은 설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이들이 언어란 곧 행 이고,명제를 담고 있는

언어 행 의 궁극 인 목 이 그 명제에 한 화자의 의도를 달한다는

을 견지했음을 상기한다면,이처럼 화자의 의도성을 말과 사태의 일

치 여부보다 앞세우는 것은 상당히 일 인 것으로 보인다.아래의

시는 그와 같이 의도 인 기만 Täuschung으로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

이 하는 형 인 거짓말을 보여 다.

방에 앉아 하베당크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구두에 한 보고서를 쓰고 있

다.물론 에도 이따 씩 불성실하게 일한 이 있긴 했지만,오늘 처음

으로 보고서를 완 히 지어서 쓰고 있다.앞으로도 난 상상으로 지어낸 보

고서만을 제출할 것이고,보수의 감소분을 메우기 해 구두를 계속 벼룩시

장에 내다 팔 것이다.200)

구두 테스터로 일하는 주인공이 보수가 형편없이 어들었다는 통고를

받았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이 있다. 신 회사는 그간 테스트가 끝

나면 회수하곤 했던 구두들을 이제부터는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한다.주

인공은 시험 삼아 엉성한 가 를 세워 구두를 팔아 보는데,놀랍게도

군가 진열해 놓은 구두들을 한꺼번에 사 간다.그 밖에 주인공은 친하

게 지내던 여자 친구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잡지의 편집장으로 있

는 동창으로부터 다시 자유 기고가로 일해 달라는 제안까지 받은 상태이

다.이제 그가 굳이 구두 테스터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셈이고,실제로

그는 며칠 동안 일을 그만둘까 고민한다.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일

separatepracticeofbreakingtherule.”

200)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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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만두는 신 상상으로 지어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그처럼 주인공이 지어낸,그리고 앞으로도 지어낼 보고서는 순수하게

거짓말로만 이루어진 텍스트로,그 자신의 구성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 한 거짓말이다.문제는 이것이 과연 작품 내 세계에서 그러한 것

처럼 서술하는 세계의 차원에서도 거짓말이냐는 것이다.이에 해 철

히 답하고자 한다면 허구의 생성에 기여하는 서술 행 로서의 가장하기

와 순수한 기만인 거짓말하기를 먼 구별해야 할 것이지만,여기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군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독자를 향해 있지 않다는

만을 지 하기로 하겠다.애 에 독자는 그 텍스트를 직 으로 보지

못하고,오직 그 보고서에 한 진술만을 할 수 있다.즉,그 보고서는

작 세계 내에서만 존재하는 허구 인 거짓말이다.그러나 서술하는 세

계의 역에서는 허구 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다.201)

다른 한편으로 게나치노의 서술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호

자체의 불확정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은 기호로 구성된 텍스트 역시 하나의 거시 인 기호

라는 이다.여하간 앞서 인용하 던 퍼스와 에코의 정의를 다시 가져

와 보자면,기호는 “어떤 마음에 해 다른 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이다.그러한 간 성은 기호가 “거짓말을 하기 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202)이 될 수 있게 해 다.간 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산과

해석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잡음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 주며,그러한

잡음이 일으킨 불확정성이 커질수록 기호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도 덩달아 높아진다.그리고 기호 작용에 개입하는 마음,다시 말해 주

성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서로 커뮤니 이션을 하고자 할 때,하나의 매

개체인 기호에 첩되는 간 성은 더욱 복잡해진다.이제 기호는 표상체

로서 화자의 머릿속에서 상체와 해석체를 매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청자의 머릿속에서 그와 유사한 해석체를 유발시켜야 한다.이처럼

201) 물론 서술자인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독자에게는 언제나 성실하냐고 묻는다

면,그 지는 않다.몇몇 시에서와 같이 그들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로 자처하며,본인의 회상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공공연히 인정한다.이에 해

서는 Ⅴ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02)에코:일반 기호학 이론,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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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가 복잡해지는 순간 잡음의 빈도수는 폭발 으로 증가한다.그와 같

이 유발된 해석체는 화자의 정신에 있는 해석체와 닮았을 뿐 같지 않으

며,그 게 자극하고 끌어내는 과정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인간의 언어

기호는 그것이 지향하는 원형 인 의미와 멀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간 인 매개체로서 기호가 불러일으키는 불확정성은 기호와

기호를 통해 치되는 것 사이에 다자간의 합의에 기반을 둔 습을 제

외하면 어떠한 물리 인 인과 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욱 강해진다.

인과 계가 없다는 것은 기호의 사용에 한 규범이 물리 법칙이나 수학

에서의 공식과 같이 인 어떤 것이 아님을 뜻한다.에 지가 형태

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에 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름 붙 을 때,그것은 스

스로 외 인 상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 ’인 규칙이 된다.그

러므로 컨 구든 특정한 공간을 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이 에 지 보존 법칙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그 지만 언어

기호의 한 사용을 아무리 문법으로 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그 규

정 자체가 기호의 하지 못한 사용을 원천 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불안하고 유동 인 응 계 때문에

기호 체계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의도만으로도 공통의 규약

이 당장에 반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

이처럼 의도와 언어 기호의 불확정성이 합쳐진 결과로 게나치노의 주

인공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이들의 거짓말은 때때로 처음과 끝을 갖

춘 완결된 구조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으로 정에 달한다.로트문트가

그뤼네발트 씨에게 해 아래의 이야기는 오직 거짓말로만 이루어졌다.

로트문트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 “나의 부모님은 애 에 내 집 마련의 꿈

을 이룬 이 없었고,당연히 집에 화재가 난 도 없으며,피클 한 병을

내가 다 먹어치운 일도 없다.”203)라고 독백한다.

203)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97.“WederhattenmeineElternein

Haus,nochistdiesesHausabhgebrannt,nochhabeicheinGlasGurkenleer

geg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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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홉 살 때,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그 때 살

던 집이 불타 무 진 이 있었어요.우리 어머닌 재빨리 귀 품들을 집 밖

으로 옮기셨고,아버진 통장이랑 개인 서류들을 들고 나가셨죠.근데 내가

가지고 나간 건 부엌 식탁에 있던 피클 병뿐이었어요.겁에 질린 나는 피클

병을 꼭 쥐고 집 밖으로 나갔고,바닥에 주 앉아 천천히 오이를 씹어 먹으

며 우리 집이 불타버리는 걸 지켜보았답니다.204)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 그뤼네발트 씨가 우울해 보이자,로트문

트는 자기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로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만다.왜냐하면 작 로트문트의 경험이란 항상 진부함

과 기이함의 양극단에 치하고 있어서,지나치게 작고 흔한 일상의 사

물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아니면 신체 일부가 멋 로 떨어져나가는 등

의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그는 그뤼네발트 씨에게 가서

아이의 더러운 고무젖꼭지를 찰한 게 어떻게 먼 여인에 한 혹은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잃은 것에 한 공포를 몰아내는 데에 도움을 주었

는지 말해 줘 봤자 “그런 이야기로는 사랑에 빠진 여자한테 감명을

수 없어요!”205)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 빤하다며 자조한다.분명 아이의

고무젖꼭지를 쳐다본 것과, 먼 여인을 마주쳤다가 순간 으로 불안을

느낀 것은 지나치게 사소한 일이다.반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끼

발가락을 잃은 것은 직장 동료와의 가벼운 화에서 말하기에는 지나치

게 진지한 일이다.결국 그가 남들의 흥미를 자극할 정도로 당히 특이

하면서도 안 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와 같이 일

어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낼 수밖에 없다.

204)ebd."AlsichneunJahrealtwar,fangeichan,istdasHausabgebrannt,in

dem meineEltern und ich damals gelebthaben,MeineMutterhatganz

schnelldieWertsachenausdem Hausgeschafft,meinVaterdieSparbücher

unddiepersönlichenUrkunken.IchselbsthabelediglicheinGurkenglasan

michgenommen,dasaufdem Kuchentischentischstand.Mitdem Gurkenglas

in der Hand habe ich panisch das Haus verlassen,habe ich draußen

hingesetztundhabelangsam dieGurkenaufgegessenunddabeizugeschaut,

wieunserHausabbrannte."

205)ebd.,S.96.“MitsolchenGeschichtenkönnenSieeineverliebteFraunicht

beeindru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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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에 띄는 것은 로트문트의 거짓말이 그 자체로서 응집성이

있는 내 구조를 가지고 완결된 일종의 마이크로 텍스트라는 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물들을 등장시킴과

동시에 그들과 련이 있는 복수의 사건을 나열하며,그 사건들 간에도

내 인 계가 존재한다.이러한 에서 그의 이야기는 허구 인 세계에

서 다른 허구를 발생시키는 행 이고,그로써 로트문트가 독자에게

서술하고 있는 체 서사와 닮은꼴이 된다.더 정확히 표 하자면 로트

문트의 마이크로 서사는 로트문트를 가장하고 있는 작가 게나치노의 실

제 서술 행 를 축약한 것과 같다.그러나 로트문트의 마이크로 서사가

어도 작품 내 세계에서는 허구의 창조가 가능한 습을 모두 엄격하

게 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그가 지 “비진정 nonseriou

s”206)담화를 수행함으로써 허구 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뤼네발트 씨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존재의

가장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그의 마이크로 서사는,설의 논의를 빌리자

면 일상 언어의 사용 규칙으로부터 독립 인 습을 수함으로써 발생

하는 원형 인 허구 담화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그것은 일상 언어의

사용 규칙을 반한 일어나는 ‘기만 인 deceptive’말하기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그의 마이크로 서사는 어느 주 성이 다른 주 성과 등하게

커뮤니 이션을 하는 구도에 놓여 있지 않으며,오히려 텍스트 차원에서

의 언어 기호를 어느 한쪽에 편향되도록 사용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207)

206)Searle,p.59.진정 serious담화는 사태와 련된 ‘진지한’언 으로 참을 지향

하는 담화이고,비진정 nonserious담화는 그와 비되는 유희 말하기이다.

207)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언어 기호가 개인의 주 성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사

용될 때,그것은 미 기호의 속성을 일부 공유하게 된다.게나치노의 주인공이

꾸며내는 짧은 일화들은 기만의 의도에서 출발하 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라틴아

메리카 문학계의 ‘미니픽션 textocorto’과 크게 가까워진다.심지어 그 게 꾸며

내어진 일화들은 본인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팬이라고 공공연히 밝 온 게나

치노가  얼룩,재킷,방,고통 , 물고기의 실향성 , 단순함을 향한 사랑 등을

통해 실험하는 마이크로 서사들과 형식상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참고로

‘textocorto’를 직역하면 ‘짧은 텍스트’정도가 되겠지만,처음 이 장르가 한국에

수용될 때 붙여진 이름을 따르도록 한다.이상 라틴아메리카의 미니픽션에 해

서는 박병규:라틴아메리카 미니픽션 이론에 한 고찰-용어와 장르의 문제를

심으로. 실린 곳: 서울 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Revista

iberoamericana제21권(2011),57-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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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 기호 체계를 신뢰하는 동시에

불신하게 되면서,그 불신을 상쇄하기 해 언어를 다수의 주 을 매개

하기보다는 자기 심 인 의도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이 때

이들의 언어 사용은 습 인 언어 행 로 일어나는 신 일종의 놀이와

가깝게 이루어진다.설의 용어를 빌리자면,그들은 타자를 포함한 세계에

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어를 말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행 를 성공 으로 완수하지 못한다.특히

에 띄는 것은 이들이 종종 발화 행 와 발화 수반 행 간의 형 인

계를 무시한다는 이다.본디 인간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의

도, 컨 진술,명령,약속,선언,사과 등은 특정한 형식에 의해 달

되기 마련이다.거꾸로 청자는 바로 그러한 형태상의 단서를 토 로 발

화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악할 수 있다.그런데 게나치노의 주인공들

은 말놀이를 비롯한 언어유희를 통해 발화 행 와 련된 언어의 형식만

을 가지고 유희하거나,어떤 화행에 형 인 표 을 발화하면서도 그

화행의 조건을 반하는 거짓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에의 환멸을 극복하기 해 채택하

던 주 화 략은,그 략이 가능했던 이유가 애 에 언어 기호에의

불신을 일으켰던 바로 그 원인 - 치하는 것과 치되는 것에 물리

인 인과 계는 존재하지 않으며,기호 사용을 지배하는 것은 개인의 주

성이라는 것 -이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결국 주인공들의 분열은

더 심각해지고,이들의 내면세계도 큰 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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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양극화된 미 경험의 교차

-제도 술의 일상화와 도시 이미지의 술화

정체성의 편화와 그로 인한 근 열망의 좌 에 고통을 받는 게나

치노의 주인공들은 언어 기호 외에 미 기호에 의지하여 안을 찾고자

한다.그들은 어쩌면 인다운 태도로 미 기호를 하여,소 순수

술 finearts에는 경외감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세계의 모든 사물이

주 화를 거쳐 미 인 것 dasÄsthetische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때

문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술의 일상화에 반발하면서 통 인 아우라

Aura를 지니고 있지 않은 술가와 술작품을 할 때에 비애와 분노

를 느낀다. 다른 한편으로는 게나치노 특유의 “연장된 시선 der

gedehnteBlick”208)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가장 사소한 사물을 미

상으로 변모시키며,이 과정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직

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들어가 있다.

본 장에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언어 기호에 하여 그러하 듯이

미 기호의 체계 내에서 신뢰와 좌 ,그리고 재신임을 반복하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우선 미 기호를 술 작품과 미

경험의 상을 포 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그들을 미 기호답게 만드

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술 작품과 그 밖의 미 경험의 상을 하는 양면 인 태도를 지 하

면서,이들이 사물을 주 인 기호로 변형함으로써 세계와의 화해를 꾀

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상의 본질로부터 그를 소외

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결국 주인공은 수치심과 멜랑콜리에 휩싸여

길거리를 배회하는 한편, 찰을 통해 순간 으로나마 몰입할 수 있는

상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208)정해진 시간을 넘겨 오랫동안 사물을 바라보는 연장된 시선의 미학에 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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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 기호의 본질 인 모호함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미 기호에 둘러싸여 살아감을 논의하고자 할

때,가장 시 한 것은 미 기호를 다른 기호의 범주로부터 분리하는 일

이다.앞서 본 은 기호의 개념과 특성에 해 습에 의거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치하는 어떤 것으로,커뮤니 이션에 사용됨으로써 수신자

에게 해석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장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그 다면

미 기호는 어떤 것을 미 으로 체하면서 미 인 커뮤니 이션에 사

용되어 수신자로 하여 미 경험을 겪게 하는 매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지만, 어도 해결해야 할 과제

를 하나로 한정시켜 다.즉,이제는 미 인 것의 윤곽을 악하면 되는

것이다.

기호학의 입장에서 미 기호를 정의한 로는 표 으로 에코가

1962년 발간한  열린 술 작품 Operaaperta 과 “에코 기호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209)1968년도 작  구조의 부재 Lastrutturaassente

 를 들 수 있다.이 두 작을 통해 에코는 자신의 미학을 다음의 두 가

지 방향에서 정립시켰다.하나는 그가 낭만주의 이자 념론 인 미학,

술가의 주 성을 인 치에 놓는 그러한 미학을 거부한 채 메시

지의 형식에 을 맞춘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그의 기호학이 클로

드 비스트로스 ClaudeLevi-Strauss의 구조주의나 리 기호학 의

“‘생성 기호학 semioticagenerativa’과 반 되는 ‘해석 기호학 semiotica

interpretativa’”210)이라는 이다.

이를테면  구조의 부재 A분과 제3장은 “낭만주의 성향의 미학들”211)

을 비 하면서 서두를 연다.특히 그가 반박하는 것은 베네데토 크로체

209)김운찬:해석의 지평.움베르토 에코의 텍스트 기호학.실린 곳:이탈리아어문

학 제4권(1997),32쪽.

210) 의 ,32쪽.

211)움베르토 에코:구조의 부재.김 옮김.열린책들 2009,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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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dettoCroce의 이론이다.주지하다시피 크로체는 술의 본질을 인

간 정신의 직 과 표 으로 간주하면서,외 으로 구 된 externalizated

술 작품과 그것을 구분한 바 있다.그에 따르면 직 은 지각이나 상상

력을 통해 외부 세계의 개별자를 하면서 얻게 되는 불분명한 인상을

명료한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과정인데,정신의 극 인 개입 활동임을

강조하기 해 표 이라고 부를 수 있다.크로체는 이처럼 직 인 혹

은 표 에 계되는 지식이 곧 미 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무형식의

인상을 인간의 정신 속에서 구체 인 이미지로 변형시키는 활동 자체가

모두 술이라고 결론을 내린다.이러한 논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이 본질 으로 술가이며, 술은 술가가 직 을 가지는 순

간 형성되는 념 인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다만

술가가 본인의 마음에 형성된 술을 타자와 공유하기 해서는 물리

인 창조 행 가 필요한데,이것이 외 구 이다.이로써 그는 낭만주

의에서 옹호되곤 하던 술의,정확히 말해 술가의 주 인 자율성을

극 화한다.

이와 같이 념 인 술 개념은 에코가 보기에 합하지 않다.무엇

보다 이 낭만주의로부터 물려받은 해석 방식이 미 기호를 “정의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는”그들의 “효과만을 열거”하기 때문이다.212)때

문에 그 게 나열된 효과들은 미 기호와 커뮤니 이션을 여타 기호 체

계들과 구분하는 리트머스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 크로체가

술과 외 구 을 나 어 설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그것은 창조자

의 주 성,주 성이 객 화된 결과물인 술 작품,그로 인해 발되는

수용자의 반응 간에 엄격한 계질서를 세운다는 에서도 문제가 있다.

에코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창작자의 자율성을 과신하면서 기호의 형식을

창작자의 주 성을 달하는 도구 정도로 격하시키고,수신자의 해석 작

용 역시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지 한다.

기실 에코가 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나 알기르다스 그 마

스 AlgirdasGreimas외 리 학 의 의미론을 거부하는 지 도 크게

212) 의 책,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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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와 유사하다.물론 그가 구조주의 반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

니다.그러나 그는 구조가 “불변수”213)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상들

을 단일 기호 체계처럼 볼 수 있게 하는 메타언어 정립”214)으로서,하

나의 분석 방법이자 모델임을 명확히 한다.그러한 구조는 연구 상이

아닌 분석 방법이며,일시 인 가설과도 같다.그런데 에코가 보기에

비스트로스나 그 마스의 구조주의는 “<이미 비되어 있지만>( 는 이

미 주어졌지만)<통제할 수 없는>경험”215)을 발견하는 데에 목표를 두

고 있으며,여기에는 메타언어 인 “조작”216)방식에 불과한 구조가 존

재론 주장을 함축한다는 험한 제가 깔려 있다.‘부재하는 구조’를

찾으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수신자 수용자의 해석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직된 텍스트와 커뮤니 이션의 개념으로 이어진다.결과 으로

크로체와 유사한 념론 미학이나 비스트로스 등의 존재론 구조주의

는 모두 미 기호의 특수한 상을 이해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다.이에 따라 에코의 과제는 미 기호와 미 커뮤니 이션에만 한정

용되는 속성을 가능한 한 엄격한 기 하에,그러나 그것이 보편타당

하리라는 믿음을 버린 채,수신자를 고려하면서 밝히는 일이 된다.

크로체 등의 념론 미학이 술가의 직 과 표 을 크게 시하면서

술 작품의 물리 인 형태는 창조자의 사유를 외부에 구 하기 한 부

차 인 수단으로 간주하 다면,에코는 형식과 내용의 계 인 이분법

을 포기한다.오히려 그는 형식이야말로 술의 모든 것이라고 본다.그

에게 있어 술은 형식을 형성한다는 그 자체가 목표인 활동이다. 술

가의 주 은 그 안에 내용으로 담겨 있지 않으며, 신 재의 세계 이

반 되어 있을 뿐이다.이처럼 형식 지향의 지 이 술을 인간의 다른

테크네들과 구분되도록 만든다고 할 때,그 결과 생성되는 미 기호의

특성은 정보 이론에 의지하여 설명될 수 있다.그는 무엇보다 “코드라는

상 체계를 기 으로 하면,미 기능의 메시지는 우선 모호하게 구성

213) 의 책,503쪽.

214) 의 책,465쪽.

215) 의 책,469-470쪽.

216) 의 책,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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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라는 과217)“모호한 메시지는 결국 커뮤니 이션의 주된 목 으

로 간주되기 시작한다.”218)라는 을 지 한다.

에코의 견해를 쉽게 이해하기 해 Ⅱ장에서 논의한 수지의 부표

시를 미 기호의 형인 디에고 벨라스 스 DiegoVelázquez의 <시녀

들 lasMeninas>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부표는 수지의 수 가 안

수 이하이면 신호 0을 송신하고 안 수 이상이면 신호 1을 송신

한다.‘0=안 ’과 ‘1= 험’의 은 어떠한 인과 인 계도 가지지 않지

만,바로 그 기 때문에 결정된 외부의 코드에 따라서만 해석이 가능하

다.요컨 감시원에게 있어 그 신호는 오직 0과 1일 때에만 유의미하며,

여타의 신호들은 모두 최 의 별 과정을 거쳐 잡음으로 명된 후에는

그 이상의 의미화를 거치지 못하고 배제된다. 한 의미 작용의 상이

되는 0과 1도 각각 안 수 이하와 이상을 표 한다는 고정 인 해석

가능성만을 보유한다.그러니까 수지의 부표는 측이 가능하고 정보

의 양은 은 일상 텍스트가 된다.애 에 정보의 양이란 “주어진 선택

조건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해 몇 번의 이진법 선택을 하게

만드는가?”219)이기 때문이다.반면에 미 기호인 <시녀들>은 도상 기

호이기도 하므로,조심스럽게 말해 화폭에 옮겨진 이미지와 그 상들

간에 다분히 동기화된 계가 존재하지만,그러한 동기화는 화가인 벨라

스 스가 붓을 내려놓은 순간 완결된다.이제 이미지의 목 은,0이 안

을 치하고 1이 험을 치하는 것과 달리, 컨 마르그리트 공주라

는 실존 상을 수신자의 정신에 제시하는 데에 있지 않다.그것은 오히

려 이미지 자체를, 는 이미지가 상을 체하는 형식 그 자체를 수용

자에게 환기시키는 형식이다.그와 같이 자기 지시 인 미 기호의 특

성은 엄격한 코드에 의해 정해진 ‘0=안 ’의 과는 달리 해석의 단 만

을 제시할 뿐이며,나머지 공백을 채우는 작업은 으로 수용자에게

임된다.이로써 수용자가 이 유기 인 체를 개별 인 한 가지 코드

로 통합되지 않는 망에 따라 개별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당성이 마

217)에코:구조의 부재,174쪽.

218) 의 책,175쪽.

219)박정순,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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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분명히 미셸 푸코 MichelFoucault가 그 그림에서 고 주의의

에피스테메인 표상 작용 Representation을 발견하 을 때220)그러한 해

석은 신호 1을 ‘험’으로 해석한 감시원이 보일 수 있는 이차 인 반응

들,이를테면 불안과 공포라는 정서 반응이나 수 조 버를 잡아당

긴다거나 하는 신체의 움직임과 달리, 히 낮은 측 가능성을 지닌

다.다시 정보 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시녀들>은 수용자에게 무수히

많은 이진법 선택을 유발하는 -따라서 양화될 수 없는 -정보 달

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 할 수 있다.결론 으로 수지의 부표와 달리

<시녀들>을 시한 미 기호들은 고정된 의미가 없어 측이 어렵고

정보의 양이 많은 텍스트인 것이다.

이 밖에 미 기호의 모호함이 높은 정도의 선택의 자유도를 보장한다

는 사실은 개인의 해석 작용이 다른 주체들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서 다른 해석 작용의 단 가 될 수 있다는 데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에코는 이러한 에서 미 기호가 연 된 커

뮤니 이션 과정은 퍼스가 제기한 무한 세미오시스를 단 으로 보여 주

는 사례라고 주장한다.앞서 언 하 듯 퍼스는 하나의 기호라도 인간의

정신에 끝없는 의미 작용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그에 따르

면 표상체는 단 하나의 상체를 가질지는 몰라도 단 하나의 해석체를

가질 수는 없다.때문에 기호 작용은 표상체가 첫 번째 해석체를 유발하

다고 해서 종결되지 않으며,유발된 해석체는 반드시 새로운 상체와

해석체를 끌어들인다. 한 그 게 끌어들여진 해석체도 임자와 마찬

가지로 다른 상체와 해석체에 연결된다.이 과정은 기본 으로 단되

지 않는다.말하자면 특정한 표상체로부터 연상된 해석체가 스스로 제2

의 표상체가 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셈이다.이 게 새로 개입된

표상체로서의 해석체들이 처음에 해석 작용을 유발한 표상체와 아무런

련을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다.첫 번째 표상체와의 계를 놓고 볼 때,

이 끝없이 이어지는 표상체들 간에는 일종의 닮음이 성립하고,이와 같

이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른 해석체들의 종합은 첫 번째 표상체가 치

220)이에 해서는 미셸 푸코:말과 사물.이규 옮김.민음사 2012 제1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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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로 그 존재의 본질과 최 한 가까워진다.221) 에서 살펴본 <시

녀들>을 이 논리에 용해 본다면,그것이 표상체로서 그림을 보는 이들

에게 화폭에 담긴 인물들을 상체로 소환하고,동시에 푸코의  말과 사

물 제1부와 같은 해석체를 동기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푸코의 해

석체는 본 표상체의 이고 고정 인 의미가 아니며, 는 아니기

때문에,그에 한 이차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처럼 <시녀들>의 해석

을 둘러싼 해석들과 그 해석들에 한 새로운 해석들은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거칠게 말해 그 담론들이 바로 <시녀들>이라는 미 형식을

채우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코의 미 기호 개념은 고정된 의미가 없는 미 메시지의

모호함과 자체 반향 인 특성이 수용자로 하여 형식에 집 하게 만들

고,이를 통해 무한한 해석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는

술 작품의 결정 이고 유일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모든

술 인 해석을 합의된 것이 스스로 부정될 수 있는 변증법 논리로

편입시키고자 한다.같은 맥락에서 술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해석에 질

서를 부여하는 기존의 코드들을 의도 으로 교란시키고 최 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형식을 형성하는 것이다.이러한 에

코의 논의는 미의 존재론을 배제함으로써 철학과 미학의 역에서 지루

하게 이어져 오던 미의 본성 다툼을 거부하고, 술과 미 경험의 구체

인 양상을 이론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동시에 방법론을 기호학의

역으로 한정시켜 일 성을 유지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확실히 그

는 미 기호와 커뮤니 이션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Ⅱ장에서 논의하

던 반 인 커뮤니 이션 과정과 그 참여자 역인 발신자,수신자,신호,

메시지,코드 등을 그 로 차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코의 미 기호론이 본 논문의 기조에 합한 까닭

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세계 의 반 으로서 술 작품의 고유한 역할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 상들의 무한한 확장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야콥슨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221)하지만 그 종합이 곧 본질과 합치되는 일은 불가능하다.세미오시스가 근본

으로 무한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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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hower측의 정치 구호 던 “IlikeIke.”에서 반복 인 음운을 통해

형성되는 시 기능을 찾아냈듯이,에코는 본인이 만들어낸 “기마병들이

도착하고,보병들이 도착하고,깃발들이 도착했다.arriventlescavaliers,

arriventlesfantassins,arriventlesdrapeaux.”222)라는 문장이 단어

첩을 통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동기화되어 있는 미 메시지라고 설

명한다.이처럼 미 상을 확장한 후 그 안에서 술 작품을 따로 분

리하는 에코의 방법론은 오늘날 미 기호의 존재와 련하여 술가의

권 가 양극화되는 상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유익하다. 사회에

서 술가는 한편으로 본인의 창작물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에 없이

막강한 권 를 리고 있다.이는 술 작품의 감상자들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며,심지어는 술 해석과 비평의 가치가 술가의 의도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일마 일어난다.그 지만 다른 한편으

로 상품을 “애착의 상”223)으로 만들기 해 미 가치를 집어넣는 문

화산업은 명시 인 단독 주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미 인 행 를 수행하

고 있다.이러한 량 생산품에는 술가의 의도가 희박하거나 아 존

재하지 않지만,상품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심미 쾌를 기

한다.에코의 이론은 그와 같은 소비 사회의 일상화된 장식품 역시 미

상으로 간주하여 미 커뮤니 이션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면서도,그 모든 것들과 구분되는 순수 술 finearts의 지

를 보장함으로써 인의 이 인 미감을 해명하기에 합하다.덧붙

여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형 인 인으로서 그러한 양극화를 고스

란히 체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코의 모델이 지니는 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 술의 진부화에 한 반발

222)에코:구조의 부재,176-177쪽.

223)아서 아사 버거:애착의 상.기호학과 소비문화.엄창호 옮김.커뮤니 이션북

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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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을 통한 문화산업으로부터의 이탈 시도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미 기호에 의해 안을 얻고자 할 때,그것

의 특이한 부분집합인 술 작품을 하는 경우 와 그 밖의 미 존재들

을 하는 경우의 태도가 상이함은 언 한 바 있다.이 장에서는 우선

자에 집 하여, 술 작품이 유발하는 주인공들의 미 경험을 일별하

고자 한다.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마치 머릿속에 이상

인 술 작품을 미리 상정해 두고 있어서,타자에 의해 술이라고 규

정된 모든 것들도 그 기 에 따라 단하려는 듯이 보인다는 이다.이

미 살펴본 로 에코에 따르면 미 메시지의 본성은 모호하여 개인의

해석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뒤집어 말해 어떤 술 작품은 그

것이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한 다양한 해석을 더 많이 유발할수록 원

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와 같은 기

속에서 움직인다.즉,그들에게 있어 이상 인 술 작품의 역할이란 독

립된 주체에 의해 자율 으로 창조되어 다른 주체에게 코드화되지 않

은 특별하고도 충격 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동시에 그 ‘순수한’형

식에 반 되어 있는 재의 세계 이 개인의 세계 인식을 보조할 것으로

여겨진다.그 지 않은 술 작품은 미 가치 단의 측면에서 나쁜 것

이 되거나,서술 -존재론 단의 측면에서 아 술 작품이 아닌 것

이 되고 만다.이 에 있어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역사 낭만주의

자들의 후 이다.

코드화의 정도가 덜한 순수 술에 무게를 실어 주는 주인공들의 술

에는 작가인 게나치노 자신의 이 그 로 투 되어 있다.그는 여

러 에세이와 강연을 통해 모두가 같은 텔 비 로그램을 보고,모두

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으며,갈등 합이라는 미명 하에 사고방식마

도 통일하려는 사회에 있어서 술 작품의 본령은 개인 주체로

하여 독자 이면서 의미가 충만한 경험을 겪도록 자극하는 것임을 피

력한 바 있다.이는 특히 1990년에 그가 멘 문학상 Literaturpreis

derStadtBremen을 받으며 한 강연인 ｢세일 상품에는 거리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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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Abstandgibtesnichtim Sonderangebot｣와 1997년 수상한 베

르겐엥크하이머 문학상 StadtschreibervonBergen의 수상 소감인 ｢가끔

씩은 흰 말도 UnddannundwanneinweißesPferd｣에서 명확하게 드

러난다. 자의 강연 원고에서 그는 의 매체가 도시인의 권태를 몰

아내기 해 쏟아 붓는 문화산업의 결과물들을 량으로 생산되어 싼 값

에 유통되는 “세일 상품 Sonderangebot”224)에 비유하면서,이것이

사회가 개인 주체를 매몰시켜 아무런 개성이 없는 집단으로 편입시키는

략이라고 비 한다.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문화산업[의 략]은 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225)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으로 표되는

진정한 술 작품들의 역할은 창작자와 수용자가 배타 인 “하나의 단

eineEinheit”226)를 형성하여 사회와 “거리 Abstand”227)를 둘 수 있는 장

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게나치노는 술 작품을 매개로 창작자와 수용

자가 다시 한 번 개인이 되어,문화산업이 만들어 낸 특성 없는 집단으

로부터 이탈할 수 있게 됨을 강조한다.그리고 이처럼 술이 몰개성으

로부터 주체를 분리해내는 방식의 시를 ｢가끔씩은 흰 말도｣에서 제시

한다.그는 “모든 술 경험의 핵심은 우리가 그를 통해 보다 더 많이

상상할 수 있음에 존재한다.”228)라고 단언하며,그러한 상상력의 자극이

주체를 주체로서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그는 상상의 자극제로서 탁

월하게 작동하는 술 작품의 를 1969년 요제 보이스 JosephBeuys

가 수행한 퍼포먼스 ｢실험 3EXPERIMENTA3｣에서 찾는다.무 로

흰 말을 끌고 들어와 건 를 먹이던 보이스의 동작은 충격 이었다.무

224)Wilhelm Genazino:Abstand gibtesnichtim Sonderangebot.Redezum

BremerLiteraturpreis.In:Ders.:AchtungBaustelle,München2006,S.165.

225)ebd.,S.164.“DerErfolg derKulturindustrieisttriumphal:Siehates

geschafft,dasssichMenschennichtmehrfürsichselberinteressieren.”

226)ebd.

227)ebd.,S.165.

228) Wilhelm Genazino: Und dann und wann ein weißes Pferd.

Bergen-EnkheimerRede.In:Ders.:AchtungBaustelle.München2006,S.169.

“DerKernjederKunsterfahrungbestehtdarin,dasswirunsdurchsiemehr

vorstellenkönnenalszu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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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보고 있던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은 보이스의 공연이 일반 인 무

술과 달리 이해의 상이 될 수 없었다는 이었다.그 공연에서는

보이스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는 도 체

왜 그러한 공연을 하는지 따지는 일은 요하지 않았다.문제가 되는 것

은 객이 목 도 효용도 심지어 이해도 할 수 없는 행 를 지켜본다는

데에서 오는 충격 그 자체뿐이었다.보이스와 흰 말은 그 게 “ 구도

섣부르게 해석할 수 없었고,바로 그 때문에 객의 감각을 바꿔 버린

경 ein Bild,dasniemand vorschnellübersetzte und dasgerade

deshalbdenSinnderZuschauerverwandelte.”229)이 되었다.이처럼 충

격 요법을 수반하여 객의 의미 그 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실험 3｣은

게나치노가 보기에 완벽한 술 작품의 한 이다.그와 같은 술의

측 불가능성은 활발한 해석 작용을 유발하여 개인이 스스로를 주체로 경

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나아가 그의 지평을 확장하는 극 인 동기

가 된다.그리고 해석의 가능성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술 작품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마주할 때,그러한 경험은 오직 권태를 축출해 내기

한 목 으로 천편일률 인 생산품을 어내어 “잡음 없는 문화의 청산

diegeräuschloseAbwicklungderKultur”230)과 동격이 된 문화산업을

극복할 수 있는 단 가 된다.

2)기 의 제한 인 실

작가와 마찬가지로,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감상 주체에게 충격을 가

하여 에는 상상할 없었던 것까지 상상하게 만드는,즉 ‘감각을 바꿔

버리는’ 술 작품을 희구한다. 한 그 게 충격을 받은 개인이 기존의

규범으로부터,확장하여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역으로

부터 이탈하기를 기 한다.

그러나 어도 제도화된 술 작품을 놓고 볼 때,작품 안에서 이러한

229)ebd.,S.169.

230)ebd.,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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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설령 술 작품이

기 되는 역할을 비슷하게라도 수행하더라도 그런 장면에는 -본 논문

에서 다루는 작품 에서는  사랑의 어리석음 과  여자 한 명,방 한 칸,

소설 한 편 에서만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온갖 제약이

가동하게 된다.때문에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술 작품의 충격 효과를

그것이 정서와 계되든 인식과 계되든 상 없이 산만한 상태에서,이

차 으로, 는 한정 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먼 주인공들은 술 작품이 일상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정서 반응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정신을 오래 집 하지 못한다.이는

시각 인간인 주인공들의 시지각이 단히 산만하다는 데에 일차 인

원인이 있지만,머릿속의 연상 작용이 자그마한 계기에도 활성화된 후

폭발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실제로 아래의 시에서 두 연인

한 명인 유디트와 교회 음악회에 간  사랑의 어리석음 의 주인공은

본래 음악에 집 해야 할 심을 주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인

다.잠시 음악에 빠져들다가도 곧장 본인의 노화를 걱정하는 것으로 옮

겨가며,인용문이 끝난 후에도 바흐의 칸타타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성 생활이 힘들어지는 데에 한 울 함을 길게 서술한다.

음악회가 시작된 후에도 나는 여 히 나 자신도 죽음의 을 받아야 비

로소 리해지는 인간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연주자들의 몰두한 표정,교회 안의 장식과 촛불,스테인드 라스,오르

간의 부조 장식 따 를 쳐다본다.바흐의 칸타타는 무나 감동 이어서 견

디기 힘들 정도다.가슴이 답답해지고, 알 뒤쪽이 뜨거워지며,입술이 떨

리고,머리카락이 땀에 젖는다.이런 음악을 듣고 있자니 왈칵 물을 쏟고

싶어지지만,참아보려고 크게 한숨을 내쉰다.이제는 나도 정력이 많이 딸

린다는 생각이 든다.어쩌면 이게 울고 싶은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요 며

칠 잔드라와 잘 때,나는 여태까지와는 달리 사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231)

그리고 술 작품이 발하는 새로운 인식은 주인공이 단독자로 직

231)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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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기보다는 차후의 반성 과정을 통하여 형성될 때가 잦으며,이를

통해 무질서한 코드의 충격 효과도 상당히 완화된다.이 과정에는 그들

과 연인 계에 있는 여성이 자주 개입하는데, 사랑의 어리석음 을 인

용한 아래의 시와 같이 아 그녀들이 의미 있는 해석을 ‘가공’하여 주

인공에게 달해 주기도 한다.232)

그래,맞아.하지만 바흐는 화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을 로해주고 있어.

[…]바흐는 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혼을 말하는 사람은 닭이나

과부처럼 허구한 날 시간이 남아 ‘화내지 마!’놀이나 하고 있는 멍청한 사

람들을 손가락질하려는 게 아냐, 혼이라는 이 한 마디는 화가 난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인간의 엄을 되돌려주거든.

지 이 순간 어느 여자와 노년을 함께 할지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조

도 망설이지 않으리라.[…]나는 열아홉 살 청년처럼 그녀의 모습을 쳐다

본다.233)

주인공의 연인 유디트는 ‘화내지 마!’라는 주사 놀이와 ｢오, 혼이여,

노여워하지 마라｣라는 바흐의 칸타타 제목을 비교하면서,두 문장이 내

용만으로 따지자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유를 주인공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이에 탄복한 주인공은 일종의 정신 인 회춘을 경험

한다.해당 작품의 주제가 본인의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인

공의 심리 인 갈등임을 상기해 볼 때,이는 확실히 특기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술을 통해 얻게 된 인식은 더 나

은 안이 보이는 경우 즉시 극복 상이 된다는 에서 한정 이다.특

정 술 작품의 향력이 일시 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은  여자 한 명,

방 한 칸,소설 한 편 의 바이간트가 란츠 카 카의 작품을 하는 태

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애 에 부모,교사,직장 상사 등 일상에서 마

주치는 후 세 의 어른들에게서 마땅한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없었던

바이간트는 몇몇 작가의 삶과 작품에서 본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단서

232)덧붙여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가끔씩 본인의 견해에 해 연인의 승인을 요구

하기도 한다.

23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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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내고자 한다.이 에서도 그가 경모하던 것은 카 카로,그는 이

작가를 자신의 분신 는 리자로 내세우는 데에 주 하지 않는다.작

품의 첫 문장인 “열일곱 살에 나는 특별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의

삶으로 굴러 떨어졌다.”234)에는 벌써 보험사 직원과 작가로, 는 “ 원

한 [부모의]자식 derewigeKind”235)과 작가로 이 의 이 생활을 하

던 카 카를 바이간트 자신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작품이 진행되면서 바이간트는 성장해나간다.그러한 성장은 양

자택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바이간트는 소시민의 직업세계 신 업

작가의 삶을 골라 “첫 번째 단어의 출 dasAufzucken desersten

Wortes”236)을 기다리고,부모와 살던 집에서 나가 “침 와 시트 몇 장

[das]BettundeinwenigBettwäsche”237)만 가지고 새 아 트로 독립한

다.비정상 일 정도로 강력했던 바이간트의 카 카 애착은 이처럼 이

의 선택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그라진다.

이제 카 카 식의 이 인 삶은 미숙한 청소년에서 가치 을 확립한 성

인 남성으로 성장한 주인공에게 크게 와 닿지 못하는 것이다. 한 틸만

슈 센 Tilman Spreckelsen이 “어른 되기의 다른 징표 [ein]

weiteresZeichendesErwachsenwerden”238)라고 명명한 성과 사랑의

역에서도 바이간트는 카 카를 배제해 나간다.바이간트가 사춘기

의 청소년이 할 법한 일탈로서의 연애 장난을 거쳐 린다와 진정한 사랑

에 빠지자,그때까지 그와 여성들 간의 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카

카의 그림자도 함께 사라진다.바이간트가 어머니에게 카 카의 ｢아버지

께 드리는 편지｣를 읽도록 추천하 다는 은 앞서 논의한 바 있다.린

다 이 에 교제하던 구드룬 Gudrun도 바이간트의 열정 인 “카 카 강

의 derKafka-Vortrag”239)는 피할 수 없었다.심지어 바이간트는 지

234)Genazino:Eine Frau,eine Wohnung,ein Roman,S.7.“MitSiebzehn

trudelteichohnebesondereAbsichtineinDoppellebenhinein.”

235)Fansa,S.122.

236)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S.160.

237)ebd.,S.155.

238)TilmanSpreckelsen:Manchemöchtenliebernicht.In:TEXT+KRITIK162.

Wilhelm Genazino,S.81.

239)Wilhelm Amann:"Doppelleben".Begründung von Autoschaftin Wilh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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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여자 친구보다 카 카의 삶 쪽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서술하기까지 한다.반면에 린다는 “카 카는 어린 애들한테나 어울리는

거지요.KafkaistetwasfürkleineJungens.”240)라고 놓고 말하고 싶

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다는 듯 “웃어 버리며 lächelte”241)바이간트

의 카 카 강의를 거부한다.빌헬름 아만 Wilhelm Amann이 지 하 듯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바이간트는 맹목 이면서도 다소 유치했던 카

카와의 동일시를 포기한다.그처럼 카 카라는 모델을 포기하자,바이간

트는 그간 단되어 있었던 자아의 탐색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재탐색은 작품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그가 자기만의

쓰기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다시 아만의 표 을 빌려 요

약하자면 린다의 카 카 거부는 곧 바이간트의 카 카 극복을 발하며,

“이를 통해 […]그녀는 바이간트가 단순히 모방을 하는 존재에서 벗어

나도록 돕는다.dadurch[…]verhilftsieWeigandzurAblösungaus

seinerbloßimitierendenExistenz.”242)그로써 린다는 빌헬름 마이스터

시리즈의 나탈리에나  데미안 Demian 의 에바 부인 FrauEva과 같이

독일 교양 소설에 흔히 등장하곤 하는 ‘아름다운 혼’의 여인을

으로 패러디한 인물상이 된다.243)

3)‘시민 회 술’과 ‘미술 술’의 거부

Genazinos"EineFrau,eineWohnung,einRoman"In:TEXT +KRITIK 162.

Wilhelm Genazino,S.91.

240)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S.38.

241)ebd.,S.37.

242)Amann,S.91.

243)여기에서 패러디라고 칭한 까닭은 린다가 삶의 역경에 지쳐 좌 한 상태로,바

이간트와의 사랑 역시 그녀가 목을 매어 자살함으로써 비극 으로 끝나기 때문

이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자살마 바이간트가 자신의 쓰기와 작가

성에 해 고찰하는 계기가 된다.바이간트는 무엇보다 린다의 쓰기가 일상으

로부터 벗어나 미 인 유토피아로 도피하고자 하는 시도 음을 인지하고,그녀의

자살은 그러한 술로의 도피가 불가능함을 인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따

라서 그는 쓰기가 일상에서 유리된 아름다움의 이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고,일상에 하게 얽 들어가는 쓰기를 지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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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한 기 가 지극히 제한 으로만 실 된다 하더라도,게나치

노의 주인공들은 여 히 진정한 술이란 개인에게 정서 이고 인식 인

충격을 으로써 주체만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한 소망은 이들이 문화산업의 일부인 아마추어리즘이나 딜 탕티즘

Dilettantismus을 오에 가까울 정도로 경원시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컨  사랑의 어리석음 의 서술자는 범상한 재능만을 지닌 사람들은

술에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된다고 단언하면서,“주 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자신을 술가라고 불러도 좋다

는”244) 은 시 의 주장을 공공연히 철회한다.자못 토니오 크뢰거

TonioKröger를 연상시키는 그의 잣 는 두 연인인 유디트와 잔드라가

각자 술과 련된 행 를 할 때에도 일 으로 용된다.그는 본디

피아노를 공하던 유디트가 재능의 한계를 깨닫고 일 감치 과외 선생

으로 나선 것에 존 을 표하고, 재 간신히 먹고사는 수 인 그녀가

“지방의 인심에 기 는 술보다 더 라한 것은 없다”245)는 이유로 어

느 소 라노의 순회공연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거 한

것도 군말 없이 받아들인다.반면에 잔드라가 소일거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자신에게 그 그림을 보여 까 노심 사하며,마침내 문제의

그림을 하게 되자 “동네 술,아마추어 술,시민 학에서 가르쳐주

는 술”246)이라고 속으로 비난한다.동시에 그는 어도 술과 딜 탕

티즘은 구분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왔던 잔드라가 하필 그러한 취미

생활을 시작한 이유를 찾아내고자 한다.히스테릭하게 보일 정도로 강박

인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잔드라의 그림 그리기가 그

녀가 겪는 노화 과정의 징표라는 것이다.말하자면 본인이 쉰 살이 넘으

면서 성 능력이 감퇴되었듯,잔드라 역시 미감에 손상을 입은 것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그러한 합리화를 거친 다음에야 그는 잔드라에게 느

던 실망을 극복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의 “ 카미 경연

244)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51쪽.

245) 의 책,85쪽.

246) 의 책,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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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a-miWettbewerb”247)장면은 술가, 객,비평가라는 술계의

유 개념이 소시민의 도락에 남용되는 양상을 의도 으로 희화화하면

서,부르주아 교양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딜 탕티즘을 노골 으로 풍

자한다. 주지하다시피 ‘카미’란 ‘구나 참여 가능 jeder kann

mitmachen’의 말로,여기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구든지 무 에 올라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 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

용된다.그날의 “ 술가들 dieKünstler”248)은 “ 매원으로 일하는 앙

뷔나게 부인 FrauAnkeBünnage,verheiratet,vonBerufVerkäuferi

n”249),“서른세 살의 버스 운 수 eindreiunddreißigerBusfahrer”250)인

볼 강 슈트라이비히 WolfgangStreiwich,“마흔두 살의 독신 인테리어

디자이 알베르트 뉘센 AlbertNüssen,zweiundvierzigJahrealt,von

BerufDekorateur,unverheiratet”251)등이다.공연이 끝나면 수를 매기

는 “ 정단 dieJury”252)에도 아마추어와 문가들이 뒤섞여 있어서,지

방 안내소와 스토랑 연합에서 견한 남성들이 “ 랑크푸르트의

어느 술인 에이 트에서 온 아무개 박사 einDr.Soundsovoneiner

FrankfurterKünstleragent”253)나 시 음악 학교 소속의 여성과 동등한 권

리를 행사한다.물론 공연을 지켜보는 “ 객 dasPublikum”254)은 부분

무 에 오른 술가의 “가족 친지와 친구들 AngehörigeundFreund

e”255)이다.이 객들은 자신이 응원하러 온 술가를 “벌써 떠오르는

스타들로 schonalsdiekommendenStars”256)취 하며 무조건 박수갈

채를 보내지만,다른 참가자가 조 이라도 실수를 하면 거리낌 없이 조

롱과 야유를 던진다.기사 청탁을 받고 취재진 석에 앉아 이 “ 경의 무

247)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S.97.

248)ebd.,S.97.

249)ebd.,S.98.

250)ebd.,S.99.

251)ebd.

252)ebd.,S.97.

253)ebd.,S.98.

254)ebd.,S.97.

255)ebd.

256)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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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함 dieGrausamkeitderSzene”257)을 지켜보던 바이간트는 작가 지

망생인 자신이 무조건 으로 거부해야 할 술의 모습을 알게 된다.즉,

앞으로 그가 쓸 들은 노동과 근면성실을 심으로 돌아가는 소시민의

삶에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자투리 시간을 투자하여 순간 으로 향유

한 뒤 곧 잊어버리는 딜 탕트 인 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이 게 오

직 직업상의 이유로 방문한 카미 경연은 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식의 “완 히 다시 배우고 익숙해진 일상 ” 술258)을 바이

간트의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써,린다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기치 않

게 술 을 정립할 반면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술가로 자처하면서도 충격 인 작품

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 사람들을 부정 으로, 는 최소한의 코믹 터

치를 가해 묘사한다.이는 꼭 딜 탕트만이 아니라 술을 직업으로 택

했지만 재능이 없는 술가들에게도 용된다.문제는 주인공과 친 한

계에 있는 이들 에 그 “별 볼일 없는 술가”259)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주인공들은 개 불만을 겉으로 표하지 않고 내버려두지만,가끔

씩 극 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이날을 한 우산 의

구두 테스터는 은 시 사진작가로 리에 진출하려다 좌 한 친구 힘

멜스바흐가 로를 구하자, 리에는 사진작가들이 무도 많으며 역

시 그 한 명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말을 한 이 있다.이후 “오직 끊

임없이 서로 부담을 주는 것이며,유례없이 증가하는 고통”260)으로 변모

한 둘의 계는 작품의 반 인 긴장상태를 유지시키는 원천이 된다.

구두 테스터의 엄정한 평가는 나 에 연인이 되는 소꿉친구 수잔네 로

일러도 빗겨가지 못한다.수잔네에 한 애착은 그가 세상에 해 “어린

아이가 갖는 신뢰”261)를 느끼도록 만듦으로써 “삶의 먼 승객으로 사는

짓”262)을 그만두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만,그래도 이십오 년 에

257)ebd.,S.100.

258) 리드리히 니체:반시 고찰.임수길 옮김.청하 1982,290쪽.

259)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48쪽.

260)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48쪽.

261) 의 책,158쪽.

262) 의 책,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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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리타 멘도사라는 명으로 몇 번 무 에 선 경험을 잊지 못하는 수

잔네를 비웃지 않는 데에까지 발 하지는 않는다.이에 비해  사랑의 어

리석음 은 실패한 술가들에게 구두 테스터보다 소극 으로 반응하는

서술자가 등장한다. 그의 친구인 “ 술가 모르겐탈러”263)는 술가로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림을 그만두지 못한 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어

머니의 연 으로 해결하는 인물로 나온다.주인공은 단 한 번도 모르겐

탈러에게 어째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직업을 구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는다.다만 모르겐탈러가 “식 Tablett을 수거 에 반납해주십시오.”

를 “재능 Talent을 수거 에 놓아주십시오.”264)라고 잘못 읽은 일을 이야

기하면서 본인의 불안감을 에둘러 털어놓을 때,친구를 로하거나 안심

시키지도 않는다.265)

마지막으로 게나치노의 작품에는 때때로 미술 이나 화랑에 한 반감

이 드러나는데,그러한 거부감은 하나같이 그 속에 포함된 술 작품들

이 어떠한 충격 효과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된다.이는 독자에게

단한 아이러니로 다가온다.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미술 은 어디까지나 “형식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술의 자율성에 한 모

더니즘 신념을 구 한”266)곳이며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의

유미 인 미술 은 그 자체가 미 경험을 해 조성된 공간으로, 람

자가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품의 형식에 집 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그와 같은 미의 당에서 오히려 작품의 술 인 도발

이 완화되기도 한다는 아이러니는 다음의 시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거기 가자!인상 화가들이라고!세상에!마침내 우리도 오리지 작

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우리는 정말로 기뻐했어요.[…]그리고 우리는

26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39쪽.

264) 의 책,48쪽.

265)이후 모르겐탈러는 어느 회사의 ‘분노 리사’로 직업을 구하지만,이 고백을

들은 서술자는 왜인지 그가 그림을 완 히 그만두지는 않았으리라는 인상을 받

는다.

266)서지원:미술 의 미래.실린 곳:미학 계간행회:미학 계 제3권. 의

술과 미학.서울 학교출 부 2007,462쪽.



-107-

그 후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달린 끝에 튀빙겐 미술 에 들어갔어요.

[…] 이 게 생각했죠. 그림들은 요즘 모든 교실과 사무실에 걸려 있

잖아.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주겠어! 기실에나 거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림들이야!권태가 제 몸을 마비시켰어요.267)

해당 인용문은  이날을 한 우산 에서 가져온 것으로,주인공이 기억술

연구소의 소장인 척 꾸미고서 상담을 하다가 최근에 경험하 던 권태를

들려달라고 청하자 발크하우젠이 해 주는 이야기이다.내용은 체로 그

녀와 남자친구가 세잔을 비롯한 인상 화가들의 규모 시회가 열린

다는 기사를 읽고 튀빙겐에 갔는데,정작 작품을 직 보자 “끔 스러운

권태에 사로잡히고”268)말았다는 것이다.원래 이 커 은 그림을 세세히

감상하겠다며 일정까지 일박 이일로 잡았던 차 지만,결국 숙박도 포기

하고 튀빙겐을 떠나온다.

발크하우젠이 권태로 마비된 것은 원본의 복제품이 어디를 가나 려

있기 때문이다.동시에 그것은 제도권에 의해 순수 술이라고,그러니까

외 이고 특별한 상이라고 인정받은 개체가 사실은 아무나 이해하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세일 상품’으로 락한 지 오래임을 실감했을 때

나오는 괴리감이기도 하다.발크하우젠이 그림을 보았을 때 그 안에는

이미 코드의 교란에서 오는 미 인 모호함이 사라진 상태 던 것이다.

모호함,다시 말해 형식상의 참신성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을 맞출

신정보가 희박하다는 의미이며,이는 다시 해석 작용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음을 뜻한다.이로써 술 작품을 감상할 때 흔히 기 되는 몰입

이 산만한 지각으로 체되고,창작자가 코드의 의도 인 반을 통해

모호함을 발생시키는 데에 성공한 경우 따르기 마련인 경외감도 함께 사

라진다.실제로 발크하우젠은 물론이고 그녀의 남자친구도 그림을 감상

하며 감탄하는 신에 람객들을 손가락질하는 데에만 집 한다.이처

럼 수많은 사본에 잡아먹 술 도발이 불가능해진 원본의 상태를 아

우라의 상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발크하우젠의 미

267)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70쪽.

268) 의 책,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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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는 발터 벤야민이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의 정 인 함의를 찾아

볼 수 없다.그보다는 차라리 시 가치가 제의 가치를 완 히 몰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함께 소멸하고 만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

울 것이다.

와 같이 게나치노의 주인공이 미술 이나 화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 기호의 모호함과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례는  어 간한 향수 

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여기에서는 화랑이 어떠한 모호

함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고도의 해석 작용을 차폐해 버리는 한편,그

러면서도 인으로 하여 고 술 경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 을

불러일으키는 키치 Kitsch문화의 정 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더불어

술 작품의 무미건조함뿐만이 아니라 비평가와 람객들의 행태까지도 비

의 상이 된다.앞뒤 배경을 설명하자면,로트문트는 잠시 계하던

소냐 슈바이처가 신용카드 사기로 구류된 것을 계기로 그녀의 채무 리

상담사 던 카트야 크라미히 KatjaKrammig를 만나게 된 상태이다.그

런데 크라미히 쪽에서 갑작스럽게 권이 있으니 십 분 뒤에 시작될

람회에 함께 가자고 권한다.잠시 고민하던 로트문트는 “그러면서도

나는 알고 있다.내가 새 여자에 정착하지 않으면 말라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269)이라고 독백하며 에 응한다.하지만 정작 화랑에서 그가

마주치는 것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도 없다.그는 친숙한 일상의 풍

경들을 거 하게 어 우윳빛과 녹색으로 색을 입힌 사진 작품들을 보

고,그것들이 일상과의 “거리 두기 Distanzierung”270)를 의도했음은 이해

한다.그러나 이 이해가 다른 해석과 성찰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고 작품이 로트문트를 즐겁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그는 “지하 주

차장을 백록색으로 어 놓았다고 해서 콘크리트 색의 보통 지하 주차장

보다 더 흥미로울 게 뭔지 모르겠다.”271)라고 냉소 으로 말한다.이처럼

향유와 인식이 동시에 결여된 미 경험은 로트문트를 불편하다 못해 지

269)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86.“Gleichzeitigweißich,dassich

absterbenwerde,wennichmichnichtineineneueFraueinwurzelnkann.”

270)ebd.,S.187.

271)ebd.,“Ichverstehenichtrecht,warum icheinemilchiggrüneTiefgarage

interessanterfindensollalseinenormalbetongraueTiefga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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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하고 “불안하게 beunruhigt"272)만드는데,갤러리스트의 해설까지도 그

자리에서 도망쳐 창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미국

과 유럽의 언더그라운드 술계 어느 곳이 더 신 인지 토론하는

술 애호가들은 마치 돌림노래처럼 앞 사람의 말을 반복할 뿐이다.

제일 활기가 넘치는 데는 뉴욕이죠,남자 한 명이 말한다,이론과 미학의

상호 침투 상이 거기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거든요.그 지만 뉴욕에서 일

어나는 상호 침투 상은 제일 피상 이기도 하죠,유럽 인 배경이 없으니

까요,다른 남자 한 명이 말한다.273)

에서 발크하우젠이 보고 온 인상 화가의 그림들이 한낱 기성품으로

락한 순수 술의 운명을 보여 다면,여기에서는 그것과 같이 기성

품이 되어 버린 술 해석이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3.도시 이미지의 수집과 주 인 의미부여

지 까지 논의한바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락한 제도 술을 신하여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사물들에게서 미

경험과 그로 인한 안을 기 한다.그러한 사물들은 술 작품과는 다

르게 미 커뮤니 이션을 일차 인 목표로 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주체의 이해 계에 사하기 해,다시 말해 유용성을

목 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이 장에서는  어 간한 향수 에서 가

져 온 아래의 뜨개방 Wollstüble장면을 자세히 분석하면서,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사물의 유용성을 배제하고 미 기호로 감상 조하는

272)ebd.

273)ebd.,S.188.“New Yorkistam lebendigsten,sagteinerderMänner,weil

dasinterpenetrierendeGeschehen zwischen Theorie und Ästhetik dortam

stärkstenist.DasinterpenetrierendeGeschehenistinNew Yorkallerdings

aucham oberflächlichsten,weildereuropäischeHintergrundfehlt,sagtein

ander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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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해당 시는 로트문트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뜨개방의 진열창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그는 심시간 직 인 열한 시 삼십 분 경에 회

사의 주요 거래 은행을 압박하여 계좌이체 수수료를 “확실하게 deutlic

h”274)인하하는 데에 성공하 다.이는 회사의 입장에서 단한 성과로

서,소식이 해진 즉시 부서장이 직 공로를 치하하고 부서 체가 샴

페인을 돌리며 축하할 정도이다.로트문트 자신의 표 을 따르자면,그간

다소 홀하게 취 되었던 본인이 “몇 분 부터는 모험을 즐겨 하고,일

을 해 나가는 능력이 우수하며,뚝심 있는 사람으로 통하게 된다.”275)그

런데 로트문트는 심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샴페인 티를 계속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신 길거리로 뛰쳐나간다. 랑크푸르트 시

내를 이리 리 떠돌아다니던 그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우연히 마주친 뜨

개방의 진열창이다.

심시간에 나는 오랜만에 다시 한 번 양털로 짠 물건을 는 가게의 진열

창 앞을 지나간다.그런 곳들은 뜨개방 Wollstüble이라고 불린다.[…]그

뜨개방의 진열창은 무조건 내 마음에 든다.진열품을 찰한지 이 분밖에

안 는데 아홉 살인가 열 살짜리 애 던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꼭 같

은 뜨개방을 방문했던 때가 떠오른다.물론 그 가게에 붙은 이름은 편물방

Wollschachtel이었지만 뜨개방과 거의 같아 보 다.그 때 편물방의 진열

창은 수수께끼와 같이 라했다.지 에 와서는 그러한 라함이 (말하자

면)나에게 삶의 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기라도 한 양 느껴진다.언

제나 어두운 녹색,어두운 란색,어두운 색,갈색 는 베이지색 실꾸리

한두 개가 놓여있을 뿐이었고,다른 건 없었다.[…]지 뜨개방의 진열

창도 딱 그 게 보이잖아!아이 을 때 나는,아마 제 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겠지만,편물방 진열창의 례 없는 연함을 본보기로 삼았었다.나는

언제나 이리 리 흩어져 있는 열두 개의 실꾸리와 같이 침착하고 강하고

도도하게 되고 싶어 했다.바로 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뻔뻔스런

274)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73.

275)ebd.,S.75.“SeiteinigenMinutengelteichalsrisikofreudig,führungsstark

unddurchsetzungshä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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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나는 실꾸리를 쳐다보면서 그것을 건축가 페터

랑로츠에 한 나의 질투와 싸우는 데에 이용한다.그러느라고 여기에 서

있는 거다.[…]질투심은 마치 들개가 가슴 안쪽을 물어뜯는 것 같다.페터

랑로츠가 내 아내와 같이 자는 걸 상상하면,그 개의 살인 인 이빨이 내

가슴에서 살 을 크게 뚝 물어 찢는다.그러면 나는 천천히 피를 흘리며 맥

없이 쓰러져 버린다.말하자면 오늘은 내가 쓰러질 리 없다.왜냐하면 이

경이로운 실꾸리들을 응시하면서,개의 앞발이 털실에 뒤엉켜 그것이 나를

떠나버리는 걸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꾸리들은 심지어 에디트가 돌려서 표

한 방문 지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다.[…]다시,그때

와 마찬가지로,나는 반쯤 기운을 차리고 안을 얻은 채 뜨개방의 진열창

에서 몸을 돌려 오늘의 수 를 사 먹기 해 티 서비스 슈톡호 로 간

다.276)

276)ebd.,S.74-76.“InderMittagspausegeheichnachlängererZeitwieder

einmalam SchaufenstereinesWollgeschäftsvorbei,dassichWollstüblenennt.

[…]DafürgefälltmirdasSchaufenstervom WollstübleohneEinschränkung.

IchmussmirnurzweiMinutenlangdieAuslagenbetrachten,dannfallenmir

dieBildervondamalsein,alsich Neun- oderZehnjährigeranderHand

meiner Mutter immer wieder dasselbe Wollgeschäft besuchte,das sich

Wollschachtelnannte,aberfastgenausoaussahwiedasWollstüble.Dabei

wardasSchaufensterderWollschachtelvonrätselhafterDürftigkeit.Heute

kommtes mirso vor,als hätte mirdiese Dürftigkeit(sozusagen)eine

wichtigeLektionfürsLebenerteilt.Eslagenimmernureinpaardunkelgrüne,

dunkelblaue,dunkelrote,braueneoderbeigeWollknäuelaufdem Bodendes

Schaufensters,sonstnichts.[…]GenausosiehtauchdasSchaufenstervom

Wollstübleaus!AlsKindnahm ichmir,vermutlichohneeszubemerken,die

unerhörteGleichmütigkeitdesSchaufenstersderWollschachtelzum Vorbild.

Ichwollteimmersogefaßtundstarkundüberlegensein,wiezwölflose

herumliegende Wollknäuel. Ich kann sagen, dass mir diese kühne

Entscheidunggeradeheutenützt.IchbenutzedenAnblickderWollknäuelzur

Bekämpfung meiner Eifersuchtaufden Architekten Peter Langlotz.Nur

deswegensteheichhier.[…]Eifersuchtistfürmich,alswürdeeinwilder

HunddasInnremeinerBrustzerbeißen.Währendichmirvorstelle,wiePeter

LanglotzmitmeinerFrauschläftm reißtdasmöderischeGebißdesHundes

froßeFleischteileausmeinerBrust.Ichverblutedabeilangsam undsinke

nieder.Dasheißt,ichmussheutenichtniedersinken,dennichstarreaufdie

wunderbarenWollknäuelundsehe,wiesichdiePfotendesHundesinder

WolleverheddernundderHungvonmirabläßt.DieWollknäuelhelfenmir

sogar dabei, Ediths indirekt ausgesprochenes Besuchsverbot gefaßt

hinzunehmen.[…]Wieder,wiedamals,fühleichmichhalbwegsgestärkt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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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회하는 찰자’로서의 정체성

부서 내에서 겉돌면서 상황을 답답해하던 로트문트에게 이번에 거둔

성과와 심시간 직 의 샴페인은 어쩌면 동료들과 최소한의 교류를 시

작하는 계기일 수도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트문트는 길거리를 홀

로 배회하는 쪽을 택한다.독자 역시 이에 놀라지 않는다.왜냐하면 그와

같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로트문트에게는 무나 일상 인 일이기

때문이다.기실 소설의 첫 장면에서부터 로트문트는 퇴근을 했음에도 즉

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를 이리 리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제시된

다.첫 장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제1장도 로트문트가 기회만 닿으면 온갖

곳을 배회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그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녁을

해결하려고 식당에 들 다가,집으로 이동하고,다시 출근을 했다가,퇴

근길에는 슈퍼마켓에 들른다.슈퍼마켓에서는 낮에 길거리에 즐비한 상

들을 돌아다녔듯이 되는 로 물건을 고르면서 갖가지 진열 를 돌아

다닌다.말하자면 슈퍼마켓은 그가 배회하던 길거리의 축소형으로,슈퍼

마켓 거리,상 진열 사이에는 일종의 유비 계가 성립하는

셈이다.그러고 나서 그는 슈퍼마켓을 나가 집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이와 같은 로트문트의 이동 과정이 모두 어느 한 장소에서 다

른 장소로 최 한 빨리 옮겨가기 한 수단이 아니라 마치 그 자체가 목

인 양 형상화된다는 이다.그에게 있어 거리에서의 움직임은 닫힌

공간 안에서의 행 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시각 인간인 로트문트

가 이동을 하며 보는 모든 상들에는 집이나 회사와 같은 특정 공간에

서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지각이 집 될 가능성이 있다.나아가 가

끔씩은 거리가 실내보다 주의집 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한 일이다.왜냐하면 뒤에서 자

aufgerichtet,alsichmichvom SchaufensterdesWollstübleabwendeundden

Wegzum PartyserviceStockhoffeinschlage,um eineTagessuppezumirzu

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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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보겠지만 도시를 걷다 보면 하게 되는 이미지의 양은 단조로운

실내 풍경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여하간 아

래의 두 시를 비교해 보면 로트문트에게 있어 주의집 과 찰은 그가

길 에 서 있든 실내에 앉아 있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란색 비닐장갑이 주차된 차 두 사이에 놓여 있다.한번은 어떤 은

여자 한 명이 지나간다.그녀의 왼손에는 동물 이동장이 들려 있는데,소리

를 지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안에 있다.277)

나는 경기가 아니라 그걸 보는 인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특히 내게 깊

은 인상을 건 반 이 진행되는 동안 소리를 질러 던 여자들이다.그

녀들 다수는 화가 나서 선수들을 욕할 때면 자리에서 일어난다.278)

그리고 와 같은 주인공들의 찰은 그 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

는 연상 작용으로 옮겨가며,연상 작용의 연쇄는 그 로 작품의 서사를

형성한다.뜨개방이 어린 시 어머니와 함께 가 본 편물방의 기억을 불

러일으키고,이것이 다시 재의 고통에 진정 작용을 하는 모습은 이미

보았다.이로써 게나치노의 작품은 통 인 문학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의 상을 복시킨다.일반 으로 어떤 소

설의 공간 인 배경을 논할 때 요한 것은 닫힌 공간이다.두 개의 닫

힌 공간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 는 개 배경

의 환 과정을 형상화하는 정도로 축소되거나 아 생략된다. 를 들

어 E.T.A.호 만의  모래 사나이 DerSandmann 에서 나타나엘이 본

인의 자취방 앞에서 지그문트와 만나 이야기를 나 후 집으로 들어가

스팔란차니의 장을 발견하고 다음 날 그의 집으로 가는 부분을 보

277)ebd.,S.11.“Ein blauerPlastikhandschuhliegtzwischen zweigeparkten

Autos.EinmalkommteinejungeFrauvorüber.InderlinkenHandträgtsie

einenTierkäfig,indem sicheineschreiendeKayzebefinder.”

278)ebd.,S.9.“Ich betrachtedieZuschauer,nichtdasSpiel.Besondersdie

schreiendenFrauenhabenmichindererstenHalbzeitbeeindruckt.Vielevon

ihnenstehenauf,wennsieerrgtsindunddieSpielerausschimpfen.”



-114-

면,주요 행 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나타나엘의 자취방과 스팔란차니

교수의 집이다.자취방과 교수의 집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공간 인 배경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그 사이를 오고가

는 나타나엘의 이동 역시 주인공의 행 임에도 불구하고 서술 상이 아

니다.279)반면에 에서 보았듯  어 간한 향수 에서는 닫힌 공간으로부

터 다른 닫힌 공간으로 이동하는 열린 공간마 ‘배경’이 된다.심지

어 회사나 집과 같이 한정된 장소가 장면의 시작 지 과 끝 으로만 기

능하고,해당 장면의 서사는 과 을 잇는 선 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도 찾아볼 수 있다.요컨 형 인 문학 작품이었더라면 주인공의 출

근길과 퇴근길에 존재하는 공간 인 구조는 닫힌 공간으로서 회사

다른 닫힌 공간인 집이라는 주요 립 과 보이지 않는 – 따라서 부수

인 – 거리로 이루어졌을 것이다.그러나 로트문트의 출근길과 퇴근길

은 회사 거리 는 집 거리라는 이 의 립 으로 구조화되며,

나아가 회사와 집이라는 구체 인 공간 지 은 추상 으로 보일 정도까

지 탈색이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 랑크푸르트의 거리를 특별한 목 의식도 없이 돌아다

니며 회상을 일삼는 로트문트의 모습은 근 도시의 인물상인 산보

객 Flaneur을 연상 한다.이와 련하여 하이코 노이만 Heiko

Neuman은 “그럼에도 게나치노의 등장인물들은 산보객에 형 인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다.목 없는 방황에서 도시 공간을 기억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쳐 벤야민에 의해 이미 인식되었던 거리 산보의 사회

근 인 리즘까지.”라고 지 하기도 하 다.280)여러 학자들이 주장하

듯 산보객들은 복합 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속

279)이상 에른스트 호 만:모래 사나이.권 옮김.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96-102쪽 참조.

280)HeikoNeuman:“DerletzteStrichdesFlaneurs”.SchwierigeFußgängerin

Wilhelm Genazinos Romanen Ein Regenschirm für diesen Tag und Die

Liebesblödigkeit. In: Verstehensanfänge, S. 153. “Noch immer besitzen

GenazinosFigurenalleflaneurtypischenAttribute:vonziellosenUmhergehen

überdieBenutzungdesStadtraumesalsErinnerungsraum bishinzurschon

von Benjamin erkannten gesellschaftlichen Grundlage der Flanerie,dem

Journal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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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281) 체로 19세기 유럽 도시의 공간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새로운 지각 방식의 소유자로 간주된다.무엇보다

그들은 존재와 술의 기반을 사 인 세계에 해당하는 가정이나 본인의

‘이름을 걸고’노동에 종사하는 직업 세계가 아닌, 도시의 공공장소와

무형의 군 들에서 찾는다는 특징을 가진다.이는 물론 계획된 도시화의

결과 나타난 “거리와 주거의 도취 인 상호 침투”282)때문에 가능한 일

이다.그간 개인 인 차원의 몸단장과 실내 장식에 국한되었던 부르주아

의 심미주의가 공 인 역에까지 되면서,거리의 “에나멜 간 ”은

집안의 “응 실에 걸린 유화”와 맞먹는 “벽장식”으로 기능한다.283)확장

하여,아 이드는 호화롭게 꾸민 응 실과 비견된다.284)이처럼 로변에

늘어선 건축물과 장식물들은 다양한 인간군상과 마찬가지로 민한 시지

각을 가진 산보객들에게 언제나 볼거리를 제공한다.이로써 그들의 도시

생활은 그 안이 구경거리로 가득 차 있다기보다 차라리 그 자체가 스펙

터클이 된 상태에 가까워진다.스펙터클의 세계 안에서 최단 거리를 최

단 시간 안에 오고간다는 효율성을 포기한 산보객들은 명칭 그 로 한가

로운 산책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사실은 이리 리 을 옮겨가며 본

인이 걷고 있는 “마술환등 Phantasmagorie”285)의 이미지들을 찰하고

서술하는 이다. 찰자이자 “생각하는 갈 thinking reed”286)이면서

281)Vgl.ebd.,S.150."유럽의 문학사와 문화사에서 그는 극도로 복잡할 뿐만 아

니라,철 하게 모순 인 인물상으로 나타난다.IndereuropäischenLiteratur-

und Kulturgeschichte erscheinter nichtnur als eine äußerstkomplexe,

sondernauchalseinezutiefstwidersprüchlicheFigur."Seealso:KeithTester:

Introduction.In:KeithTester(ed.):TheFlâneur.London1994,p.1."그러나 이

게 유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산보객의 명확한 의미와 의의는 조 악

하기 어려운 것 이상이다.Butdespitethispopularization,theprecisemeaning

andsignificanceofflâneurremainsmorethanalittleelusive."

282)발터 벤야민:도시의 산책자.아 이드 로젝트 3.조형 옮김.새물결 2008,

24쪽.

283) 의 책,23쪽.

284) 의 책,24쪽,

285)발터 벤야민:보들 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리.김 옥•황 산 옮

김.실린 곳:발터 벤야민 선집 4.보들 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리•

보들 르의 몇 가지 모티 에 하여.도서출 길 2010,83쪽.

286)Tester,p.3.물론 블 즈 스칼 BlaisePascal로부터 인용한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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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시인이기도 한 그들은 자신이 걸으며 하는 도시와 군 의 이미

지에 매혹과 항을 동시에 느끼고 때때로 찬탄이나 구토와 같은 강렬한

정서 효과를 체험하기도 한다.그래도 그 시선의 바탕은 언제나 냉

담하고 남성 으로 유지된다.287)

게나치노 자신도 본인의 주인공들이 벤야민의 산보객과 연 성이 있음

을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산보객

과 구분되는 지 에 더욱 을 둔다.그러한 노력은 그가 랑크푸르

트 학에서 다섯 번의 문학론 특강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원고들 마

지막 편에 해당하는 ｢산보객에서 배회자로.제5강｣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288)이 에세이에서 게나치노는 본인의 주인공들을 배회자 Streuner

로 유형화한 후,이를 “산보객의 덜 스펙터클한 후계자 seinem weniger

spektakulären Nachfloger”289)이자 “좀 더 모던한 타입 einen

modernerenTypus”290)라고 설명한다.

배회자의 탄생 요인은 -그 선배인 산보객이 19세기 리라는 특정한

시공간에 구속되어 있었듯이 -이미 세기 말의 도시와 단 된 동시

도시 공간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오스만화

Haussmannization의 결과291)탄생한 리의 도시 풍경에는 아직 균일하

게 정돈된 질서에 한 애착이 남아 있었다.이 때문에 찰 가능한 개

287)보들 르에게 한정한 논의이기는 하지만,테스터는 시인이자 산보객이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남성임을 지 하고 있다.SeeTester,pp.1-3.이는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용될 수 있는데,왜냐하면 그의 거의 모든 작품

에서 남성 찰자 찰의 상이 되는 여성(의 육체성)이라는 공식이 지켜지

고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유일하게 여성이 1인칭 서술자로 등장하는  물고기의

실향성 에서도 주인공은 찰자인 동시에 (성 인)응시의 상으로 나타난다.

한 그녀가 군가의 몸을 찰할 때에는 그것이 본인의 여성 인 육체이거나,

다른 여성의 몸인 경우가 많다.

288)Wilhelm Genazino:Vom Flanuerzum Streuner.FünfteVorlesung.In:Ders.:

DieBelebungdertotenWinkel.München2006,S.89-107.

289)ebd.,S.107.

290)ebd.,S.103.

291) 리 제2제정기에 조르주 외젠 오스만 GeorgesEugèneHaussmann남작이 주

도하여 벌인 도시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뜻한다.그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

는 도시인의 멘털리티를 크게 바꿔 놓았고,이는 곧 새로운 도시 문화의 성장을

의미하게 되었다.이에 해서는 민유기:19세기 리의 도시화와 매춘.실린 곳:

사총 제62집(2006),139-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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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에는 일반성과 보편성이 투사되어 있었다.개별 공간들이 생산해내

는 이미지는 그 자신과 동일한 것들이었다.진열창에 시된 물품들은

곧 그 상 의 정체성을 변한다.특정한 공원과 산책로들은 아직 산보

객이 가보지 못한 다른 공원과 산책로들을 리한다.같은 평수의 상

들이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계획된 구역에 질서 있게 늘어서 있는 아

이드가 도시의 축소형이 될 수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결과 으로

산보객의 시 는 “도시가 아직도 자신에게 속하는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만 속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던 […]한때 eineZeit,[…]alsStädte

noch Einzelheiten hatten, die ihnen gehörten und ihnen allein

gehörten”292)로 명명된다.이처럼 도시의 정체성이 단일하다는 것은 산

보객이 본인의 시지각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한다.그 게

도시의 시각 이미지들은 산보객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 이드를 거니는

‘시각 인간’임을 확인하는 데에 동원된다.

반면에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반에 이르는 의 도시는,게나

치노의 표 을 빌리자면 이미 “쓰 기장 Junk-Space”293)과 같이 되어

버린 상태이다.그러한 의미에서 그가 인지하는 도시의 특성은 바우만

과 일맥상통한다.“ 의 도시들은 유동 인 사회의 불량품들을

내다버리는 쓰 기장이다.확실히 해둘 것은 이 도시들 자체도 쓰 기

축 에 한 몫 한다는 이다.”294)에바 크라베 EvaKrabbe는 게나치노

가 개탄하는 도시의 한 단면을 “기호의 과잉 einÜberflutan

Zeichen”295)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그곳은 “ 만원에,과장되어 있으

며,총천연색에,산산조각 나 있고,무질서하고 (틀도 기하학 구조도

292)Wilhelm Genzino:DasExilderBlicke.DieStadt,dieLiteraturunddas

Individuum.In:AchtungBaustelle,S.179.

293)Wilhelm Genazino:VonderBruchbudenhaftigkeitdesSchönen.In:Akzente.

ZeitschriftfürLiteratur52(2005),S.223.다음에서 재인용:Neumann,S.154.

게나치노는 이 개념을 건축가 렘 콜하스 Rem Koolhass가 도시 공간의 특성을

규정하기 해 쓴 동명의 에세이에서 가져왔다.

294)지그문트 바우만:리퀴드 러 . 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하여.권태우•

조형 옯김.새물결 2013,261쪽.

295)EvaKrabbe:Stadt-Schreiben.DerStadtraum inWilhelm GenazinosRoman

DerFleck,dieJacke,dieZimmer,derSchmerz.UniversitätWien2008,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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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원히 되풀이되고,층층이 쌓여 있으며,변형 으로 übervoll

hyperbolisch, bunt, zerspilttert, ungeordet (keine Muster, keine

Geometrie)undpermanentrepetitiv,kumulativundtransformativ”296)

되어 버린 공간이다.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을 떠나,다시 말해 사용 가치

를 결정하는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마구 뒤섞여 있는 사물들처럼 도시

는 “오늘날 형 시장과 쇼핑몰,보행자 도로,공항,테마 크 등등이 얽

히고설켜 있는 공간성 die verworren Räumlichkeiten heutiger

Großmärkte, Shopping-Malls, Fußgängerzonen, Flughäfen,

Erlebnisparksundsoweiter.”297)을 특징으로 가진다.그 안에는 과거와

미래를 견할 수 있는 규칙성이 없다.지배 인 것은 오직 이 순간의

일시 인 재성뿐이다.쓰 기장에 자리하고 있는 ‘쓰 기’인 개별 공간

의 특성도 마찬가지로 바 었다.이에 하여 게나치노는 도시에

서 “기능의 가변성 Transfunktionalität”298)이 공간의 본질 자체가 되어

버렸다고 단언한다.“ 기실은 바처럼 보여야 하고,바는 요트처럼,요트

는 살롱처럼 보여야 한다.”299)이러한 세계에서 건물의 시각 이미

지는 건축과 장식 과정에서 의도된 일차 인 기능과 -거창하게 말해

존재의 의의와 -합치되지 않는다.앞서 언 하 듯 배회자는 산보객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배회하며 찰의 계기를 얻고자 하는 시각 인간이

다.그러나 그에게는 선배가 한때 지니고 있던,이미지가 사물의 정체성

을 유하리라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도시 공간의 찰과

그로 인해 발되는 모든 연상 작용은 배회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환되지 못한다.

이처럼 “조각조각 나눠진 zerstückelt”300)도시의 정체성은 “주체 조각

내기 Subjekt-Zerstückelungen”301)로 이어져 배회자가 단일하고 고정

296)ebd.,S.28.

297)Genazino:VonderBruchbudenhaftigkeitdesSchönen,S.223.다음에서 재인

용:Neumann,S.154.

298)Genazino:DasExilderBlicke,S.177.

299)ebd.,S.177-178.“EineWartehallesollaussehenwieeineBar,eineBarsoll

aussehenwieeineYacht,eineYachtsollaussehenwieeinSalon.”

300)Genazino:Vom Flaneurzum Streuner,FünfteVorlesung.In:DieBelebung

dertotenWinkel,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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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이는 앞서 살펴본 바 로 소

비문화에 경도된 소비자의 정체성이 자신의 리자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아노미에 빠져 무한 순환하는 양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문제는 그 다

고 해서 도시화가 인으로 하여 “자기 동일성에 한 강박

Identitätszwang”302)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인은 탄생 순간부터 자아를 확인 인정하라는 요구에 노출

되는 존재이다.그들의 성장기는 어떠한 배경에 처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자아를 확립하는 데에 바쳐진다.성장기가 지나면 그러한 강요는 획득한,

는 획득했다고 생각되는 자아정체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라는 식으로

형태만 바 어 반복된다.게나치노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 항구 인

정체성을 탐색하다 불안과 피로에 지친 개인이 자아의 가상을 맛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에 주목한다.한편으로 도시의 디자인은

개인의 무력감이나 허망함을 배가시킬 만한 “쇠약함 Hinfälligkeit”303)의

흔 은 어떠한 것이든 용납하지 않는다.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구에

게나 평등한’체험의 기회를 끝없이 제공하면서 모든 개인을 ‘람객’으

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게나치노가 리하게 간 하 듯,도시의 시혜는 결국 주체의

기만을 낳을 뿐이다.게나치노는 - 벤야민을 따라 - 게오르크 지멜

GeorgSimmel의 말을 빌려 이처럼 도시의 산업 사회가 베푸는 자잘

한 체험의 연속이 도시 거주자의 운명이자 “문화의 비극 Tragödieder

Kultur”304)이라고 말한다.그가 도시인에게 주어지는 체험의 로

드는 것은 랑크푸르트 앙역사에 설치된 스피커와 거기에서 흘러나오

는 기능 음악 Funktionsmusik305), 문 포토그래퍼가 었으나 주 인

성찰이나 해석은 필요 없이 소비되는 사진들,자사 소유 빌딩을 명

소로 개방한 랑크푸르트 은행과 보험사 등이다.306)이처럼 도시가

301)ebd.,S.97.

302)ebd.,S.101.

303)Genazino:DasExilderBlicke,S.178.

304)ebd.

305)ebd.,S.174.

306)Vgl.ebd.,S.1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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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나 평등하게,빠른 소화를 보장하면서,일시 으로만 제공하는 오

락은 고통을 덜어주는 진정제를 넘어 감각 자체를 마비시키는 마취제로

작용한다.주체의 주의를 돌리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자잘한 도시 체

험들은 인들이 자신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만

들며,그 결과 그들은 “그리움을 상실한 sehnsuchtlos”307)상태가 된다.

진정한 자아 경험을 한 탐색도 더불어 단된다. 신 그러한 안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과 같은 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

로도 본인이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음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다시 만족

감을 얻는다.소속감으로부터 오는 안도감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주체 선

언을 미 버리도록 만든다. 도시를 사는 인에게 있어 특정 집단에

의 소속감과 동질성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체하는 것이다.이제 개

인의 자기 동일성에 한 강박은 본인이 속한 집단 체를 동일자로 유

지하려는 폭력 인 욕망으로 이된다.이처럼 ‘우리’가 아닌 소수자들을

기꺼이 몰아내려는 인의 집착에 도시의 오락이 기여한 바는  사랑의

어리석음 에 등장하는 서술자에 의해 집 으로 폭로된다.그는 오

락의 시즘이 장애인과 노인,빈민층 등의 사회 약자들을 포용하는

체하면서 사실은 은 히 그들을 배제해 버린다는 을 다음과 같이 강조

한다.

시즘 인 질서의식의 조는 공 인 공간에서 개인에 한 조심성과 존

이 무 지는 것입니다.[…]수많은 장애인들,동성애자들,외국인들,그리

고 다른 이방인들을 생각해보십시오.이들은 용 인 듯한 분 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요.하지만 이들은 이 게 자신을 커 아웃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깐의 인정효과를 과 평가하는 반면,이로 인해 그들에게 닥칠 장기

인 험은 과소평가하거나 아 인식하지 못합니다.[…]사태가 이런 식

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신들끼리의 동질성을 지속 으로 확신하는 규모

집단 안에서만 이런 동질성에 동조하지 않거나 만족할 만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08)

307)ebd.,S.178.

308)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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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미지의 주물화와 ‘주체의 안’

도시가 개인에게 안정된 자아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자아 탐

색을 방해한다는 모순,그리고 다름 아닌 문화산업이 그러한 훼방에 앞

장선다는 은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의식

의 하나이다.이에 해 작가는 각 개인의 개성과 주 을 맹렬히 옹호하

면서,사물을 사 인 기호로 바꾸는 개인의 주 성만이 도시의

주체 말살에 응 가능한 략이라고 본다.물론 작가는 역사 인 산업

화가 종료되고 68 명까지 거친 유럽 사회에 유토피아가 도래하리라는

믿음을 버린 지 오래이며,개인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향하라는 압

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그러나 그는 주체에게

아직 남아 있는,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사물과 경들을 개인화하는

능력에 희망을 건다.게나치노에 따르면, 인은 도시의 “체험 략

Erlebnisstrategien”309)에 맞서 가치가 없는 상들을 찰하면서 지극히

개인 인 의미를 덧붙여 나가야 한다.“그 게 해야만 그들은 순간 으

로나마 자율성이라는 꿈에 가까워진다.”310)그의 작품에 반복되는 연장

된 시선의 미학 는 “서술자의 정신 인 이 활동하면서,외부의 낯선

것이 내면의 친숙한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 die Umwandlung eines

äußerlich Unvertrauten in ein inneres Vertrautes mit Hilfe der

TätigkeitdesgeistesAugesdesErzählers”311)은 그러한 작가의 신념을

문학 으로 형상화한 결과이다.

게나치노 자신은 연장된 시선을 인에게 익숙한 시간 계산을 포기

하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이미지를 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그것은

한 번에 오래 응시하는 시선이자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보는 시선이다.

시각이 일단 이미지의 표층 구조를 처리한 후 비로소 시작되는 이차 작

309)Genazino:DasExilderBlicke,S.181.

310)ebd.,“Nursonährensiesichmomentweisedem Traum einerAutonomie.”

311)Genazino:Vom Flaneurzum Streuner,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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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그를 통해 찰자는 지 보고 있는 이미지에서 특정한 상징과

의미를 획득하여 이 에 해석해 놓았던 다른 상징이나 의미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시로서 게나치노는 에세이 ｢연장된 시선｣첫머리에 “센

세이셔 하거나,새롭거나, 지된 어떤 것 nichts Sensatioanelles,

nichtsNeuesundnichtsVerbotenes”312)이 힌 것도 아닌,평범하고

조잡한 사진을 연장된 시선으로 쳐다보았던 일을 제시한다.그가 묘사하

는 것은 두 명의 어린아이가 힌 사진이다.처음에 그는 언뜻 보아 알

수 있는 사진의 미장센을 서술한다.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연령 와

표정,자세,배경,그들이 들고 있는 인형과 아코디언 등이 으로

지각된다.그러고 나서 사진을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mitlängeren

Zeitintervallen”“훨씬 더 많이 vielöfter”쳐다보자 작가는 그것이 인물

사진으로서는 “실패 gescheitert”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313)왜냐하면 아

이들의 표정에는 군가 그들에게 사진을 으려면 무조건 즐겁게 보여

야 한다고 지시를 한 흔 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아마도 부모가 하 을

지시를 아이들은 따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그러나 표정을 장하고

재 상태를 숨기고자 한 바로 그 노력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

과 멜랑콜리가 새겨져 있게 되었다.그는 아이들의 멜랑콜리에 동조하고

연민을 가진다.그 연민이 어 나 컸는지 작가는 실패한 지시로 말미암

아 “이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아 몸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 다.”314)라고 서술할

정도이다.그런데 일이 주가 지나 다시 한 번 그 사진을 보자 작가는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된다.그는 갑작스 사진에 담긴 모든 것들이 -

아이들과 보이지 않는 지시자까지 포함하여 -일종의 “ 놀음 같은 순

간들 die[…]clownhaftenMomente”315)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어 그만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한다.그리고 그 순간,

다시 말해 같은 사진 한 장이 번에는 우울의 징표 다가 지 에 와

312)Genazino:DergedehnteBlick,S.39.

313)ebd.

314)ebd.,S.40.“Jetztsie(undwir)biszurReglosigkeitbeeindrucktvondem,

wasihnennichtgelungenist.”

315)ebd.,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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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웃음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하는 순간,작가는 비웃

음을 멈추고 새로운 해석을 찾기 시작한다.그 결과 해당 사진은 인간사

에 있어서 코믹한 것과 멜랑콜리한 것은 언제나 동등하게 교환 가능하다

는 사실을 표 하는 기호로 재탄생하게 된다.

하나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오래 응시하면 언제나 새로운 해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시각이 능하기 때문이 아니다.반 로 그것은 시각

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징표이다.게나치노는 이를 인간의 언어 습득에

비견한다.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며 필연 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각한다는 인식에 도달하듯이,세상을 향하는 아이들의 시선

은 재빨리 "바라보는 것 Schauen"이 "꿰뚫어 보는 것 Durch-Schauen

"316)은 아님을 알게 된다.그 게 이 이미지를 명료히 해석할 수 없음

을 인지할 때 “당황스러움 Perplex-Sein”317)이 엄습해온다.이 “어리둥

하고 verdutzt”,“허를 찔리고 überrumpelt”,“말을 잃은 sprachlos”상태

는318)신체의 표 을 단시키고 아이에게 부동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지배 이고, 해리성이며, 괴 인 überwaltigend, dissoziierend,

zerstörend”“이미지들의 동시성 DieSimultanitätderBilder”319)과 이로

인한 “인상들의 카오스 dasChaosderEindrücke”320)를 처리하는 데에

집 하도록 만든다.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길어지고,반

복 으로 변하며,하나의 이미지에서 얻어낸 결과물들을 끊임없이 장

하고 재조립한다.이미지의 불투명성에서 시작되어 당황스러움,신체의

부동자세,주의집 ,반복 인 시선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 들

은 오래지 않아 습 이 된다.성장한 후에도 습 은 계속되어,“한때 가

지고 있었던,불완 한 어린아이의 시선 derdefizitäreKinderblickvon

einst”321)을 유지하는 사람은 “과부하가 걸린 이미지 기계 überforderte

Bildermaschinen”322)로서 끝없이 려드는 시각 인상을 처리하기 해

316)ebd.,S.50-51.

317)ebd.,S.51.

318)ebd.

319)ebd.,S.48.

320)ebd.,S.49.

321)ebd.,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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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시선에 의존한다.그리고 그로부터 순간 이고 갑작스러운 인식

의 충격,다시 말해 에피 니 Epiphanie가 생겨난다.323)

의 뜨개방 장면에서 로트문트가 실꾸리를 감상하는 태도 역시 작가

가 바라는,연장된 시선을 통해 련지어지는 사물과 주체의 계를 보

여 다.로트문트는 질투심의 습격을 막기 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이다.흥미롭게도 로트문트가 목표하던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물이 주는

“희미해진 이미지들과 불명료한 자극들의 뒤섞임 Durcheinader der

verwischtenBilderundderundeutlichenReizeReiz”324)이다.앞서 살펴

본,황색노래하는벌 먹는새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던 장면과 비교하면

이 부분의 특수성이 쉽게 악된다.두 장면 모두 주된 정서는 부부 계

의 탄을 감하는 불안과 질투심이었으며,로트문트는 그러한 괴

인 감정으로부터 도피처를 찾는 이었다.그런데 황색노래하는벌 먹는

새 장면에서 요한 것은 새의 이름이지 그것이 지시하는 새의 특성이

아니었다.반면에 여기에서는 으로 수용된 상이 로트문트의 주의집

을 지배한다.처음에 로트문트가 지각하는 것은 물론 뜨개방의 진열창

이다.연장된 시선으로 지켜본 지 이 분 정도 지나,지 뜨개방의 진열

창에 놓인 실꾸리의 이미지는 어린 시 어머니와 손을 잡고 방문했던

편물방의 실꾸리들을 리하는 이미지가 된다.이제 로트문트가 보고 있

는 것은 뜨개방의 실꾸리가 변하는 재가 아니라,편물방의 실꾸리들

로 떠오르는 어린 시 이다.그의 앞에 나타난 어두운 녹색,어두운

란색,어두운 색,갈색 는 베이지색 실꾸리들은 명 즈음 뿌려놓은

색종이 조각들로,그 다음으로는 다시 어린 시 했던 다짐으로 이어진

다.이로써 과거에 침착하고 강하고 우월하게 흩어져 있던 열두 개의 실

꾸리가 표상하 던 태 연함이 지 여기에서 재 된다.로트문트는 원

322)ebd.,S.50.

323)게나치노는 에피 니의 개념을 제임스 조이스와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한다.그

는 여러 에세이에서 조이스가 내린 에피 니의 정의,그러니까 신 이고 종교

의미가 탈색된 채 평범하고 진부한 어떤 것을 찰하면서 번개처럼 스쳐지나가

는 충격 인 깨달음을 인용한 바 있으며,지 까지 살펴본 ｢연장된 시선｣과 ｢시

선의 도피｣,｢산보객에서 배회자로｣에서도 그러하다.

324)Genazino:Vom Flaneurzum Streuner,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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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로 랑로츠에 한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난다.그 게 실꾸리는 순

간 으로 “ 안 Tröstung"325)과 "친 감 Vertraut[heit]"326)이 흘러나오

는 로트문트만의 "주물 Fetisch"327)이 된다.

게나치노가 주창하는 연장된 시선과 사물의 개인화는 고정된 표상에

지극히 사 인 의미를 덧붙여 자기만의 기호로 만드는 과정이며.기실

해당 사물을 주물로 받드는 의식과도 같다.피셔는 하르트무트 뵈메

HartmurBöhme의 설명을 빌려 주물 는 물신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임

의로 “의미와 힘 BedeutungundKräfte”328)을 결합시켜 놓은 사물이라

고 정의한다.그러한 ‘의미와 힘’은 극히 주 인 것으로서,사물의 속성

이 아니라 처음 사용자가 사물을 사용하는 바로 그 시 에 생겨나는 일

시 인 가치이다.직 으로 주물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 페티소 fetisso

는 본디 아 리카 인들이 신 인 속성을 부여하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상만을 가리키는 비하 용어 다고 한다.329)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이르

러 일반 인 정의를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

게 되었다. 를 들어 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로이트에게 페티시와

페티시즘은 확연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된다. 자가 인간의 사회 계

가 사물의 계로 치환,억압 은폐되는 메커니즘으로서 물신주의를

가져왔다면,후자는 이를 무생물이거나 부분 인 물건인 “털,우단,발,

신발,머리 타래”등을 통해 성 만족감을 얻는 도착 행 로 보고,그 기

에는 “어머니가 상실한 페니스”를 신하는 사물을 찾으려는 어린 소

년의 욕망이 깔려 있다고 설명한다.330)이후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며

마르크스와 로이트에게도 아직 남아 있던 부정 인 함의를 없앤 채 주

325)Genazino:dergedehnteBlick,S.56.

326)ebd.

327)ebd.,S.57.

328)MelanieFischer:Ding-Diskurs-dieDarstellung derDingweltbeiWilhelm

Genazino.BeispielhaftanEinRegenschirm fürdiesenTagundEineFrau,

eineWohnung,einRoman.UniversityofWaterloo2004,S.41.

329)장석만:“원시종교”만들기.페티시즘의 개념사 -그 발명과 의미망.종교문화

비평 제9권(2006),11-28쪽.

330)배수경:페티시.실린 곳: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 :페미니즘과

정신분석.도서출 여이연 200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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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페티시즘의 개념을 사용하는 새로운 용례가 나타난다.이제 주물은

때에 따라서 완 히 립 이거나 정 인 가치 평가를 담아 사용된다.

게나치노 자신도 주물을 “일 획득한 안 früh errungene

Tröstungen”을 체하는 기호 는 “마법과도 같으며 보호를 제공하거

나 도움을 주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상 Objekt,von denen eine

magische,eineschützendeodereinehelfendeWirkungausgeht”331)이

라고 정의함으로써 정 인 함의의 주물 개념을 계승한다.같은 맥락에

서 그는 로트문트의 실꾸리 외에도 추상 이고 개는 욕망의 상이 되

는 어떤 것과 결부된 사물의 순기능을 끊임없이 제시한다. 컨 아래

의 인용문에서는 공공 수 장에 갔다가 막 발가락을 잃고 패닉에 빠진

주인공이 한낱 아이스크림 막 를 “감사를 표하는 주물 Dankfetisch”332)

이자 안의 상징으로 상정한 후에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부분이 묘

사되고 있다.

애가 막 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그 작은 나무 막 를 계속 손에 들고

있다.나무 막 를 고이 보 할 장소를 찾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으로써 아이스크림에 한 고마움을 표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든다.그 고마움의 표 이 ( 헌할 자리를 찾는 게)몹시도 마음에 든다.

아이는 주 를 이리 리 둘러보더니 추녀가 튀어나온 부분들,화분,정원용

도구,여기 기 놓여 있는 공구들이 은폐와 헌에 합한지 조사해 본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게 분명한,오래된 나무 사다리 하나가 벽에 기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한다.아이는 가장 쪽 디딤 에 막 를 놓아둔다.잠

시 사다리를 살펴보더니,다시 간다.이 분 부터 막 는 감사를 표 하는

주물이 되어 있다.그게 사다리 에 놓여 있는 걸 정말 바라보고 싶지만,

방 물신 숭배의 제의에 아이가 참여했다는 비 이 설되었음을 알려

생각은 없다.그래서 나는 마치 그 주물이 나를 조 도 진정시키지 않은 척

계속 뚝이며 간다.333)

331)Genazino:DergedehnteBlick,S.57.

332)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92.

333)ebd.,“Ichwarte,dasserihnwegwirft,abererbehältdasHolzstöckchen

weiterinderHand.Essiehtsoaus,alssuchteerfürdenSteilnacheiner

Ablegestelle.MirkommtderEinfall,dasserdamitseinenDankfürdasEis



-127-

감사를 표하는 주물이 된 아이스크림 막 와 어린 소년이 행하는 물신

숭배의 제의에는,로트문트의 실꾸리가 그러했듯이,페티시즘에서 연상되

기 마련인 성 인 함의가 거의 없다.그 지만 게나치노가 묘사하는 주

체와 사물의 계에서 물신이 된 “비유기체의 섹스어필”334)이 노골 으

로 첨부되는 경우도 있다.사물의 에로틱한 요소가 표백되지 않은 사례

들에 하여 피셔는 “이미  압샤펠 과 같은 기작에서부터 사물은 페티

시즘의 상이 되고 여성의 성징(性徵)과 비견된다.”335)라고 요약한다.

특히 그가 지 하는 부분은  이날을 한 우산 에서 익명의 서술자가

빵집과 흰 빵의 이미지를 친 한 계에 있는 여성들의 성기와 상호 호

환시키는 장면이다.336)마찬가지로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의 바이간트는 첫 성행 의 상 인 키퍼 부인의 성기를 “생선과 버섯

FischenundPilzen”337)에 비유한다.로트문트 역시 그뤼네발트 씨의 “우

윳빛 milchweiß”338)얼굴과 흰 빵을 연 시키는 장면이 있으며,딸기를

먹으며 “아름다운 여인의 음부와 같은 모습 derAnblickeinesschönen

Frauengeschlechts”339)을 연상하기도 한다.

ausdrückenmöchte.SieDankesgeste(eineOpferstellesuchen)gefälltmirsehr

gut.DerJunge schautsich um und prüftSimsvorsprünge,Blumenkübel,

Gartengeräte,herumliegendeWerkzeugeaufihreEignung alsVersteckund

Opferstelle.Erfindeteine alte Holzleiter,die an einerWand lehntund

offenbarnichtmehrinGebrauchist.AufderoberstenSprosselegterden

Stielab.ErbetrachtetdieLeiternocheineWeile,danngeheerweiter.Seit

zweiMinutenistderStieleinDankesfetischgeworden.Ichwürdeihnmir

gerneaufderLeiterliegendanschauen,aberichmöchtenicht,dassderJunge

dasGeheimnis,dasermitdem Fetischteilt,verratensieht.Sohumpleich

weiterm alshättederFetischnichtauchschonmichteilweiseberuhigt.”

334)마이크 페더스톤: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정숙경 옮김. 미학사 1999,

118쪽.

335)Fischer,S.74.“Im frühwerk aber,etwa in Abschaffelwerden Dinge

fetischisiert und in den Vergleich mit den weiblichen Sexualmerkmalen

gebracht.”

336)Vgl.ebd.,S.74-75.

337)Genazino:EineFrau,eineWohnung,einRoman,S.68.

338)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79.

339)ebd.,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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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딸기를 작은 팩으로 하나 산 이 있다.집에서 그 한두 개를 집

어 먹다 보니,갑자기 연분홍색 딸기 반쪽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의 음부

를 보는 듯하 다.내가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새로 딸기를 깨물어 음부

와 같은 모양새를 다시 보았으며,그러고 나니 그걸 먹어 버리고 싶어졌고,

그래서 정말로 먹어 치웠다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340)

이로써 사랑과 성의 역에서 좌 인 로트문트에게 딸기는 여성의 육

체성을 리하는 주물이 된다.로트문트는 그것들을 탐식하면서 안을

얻는데,이것이 성 인 욕구를 간 으로 만족시키는 방식이자 여성과

의 계에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 받는 과정을 신한다는 데에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체 으로 탐식과 성행 를 - 는 식욕과 성

욕을 -서로 연결시키는 고 인 은유가 해당 장면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도시 공간의 조각난 정체성은 배회자인 게나치

노의 주인공들에게 단일하고 항구 인 자아감정을 빼앗아 갔지만, 신

주물이 될 만한 시각 이미지들을 무한정 내어 놓음으로써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할 수 있다.앞서 인용하 듯 기실은 바처럼 보여야 하고,

바는 요트처럼,요트는 살롱처럼 보여야 하는 세계에서 물리 인 사

물과 그것에 포함되는 여러 가치들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사물의

의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회 구조의 맥락에서 결정되는 가치와 단

히 개인 인 애착이 꼭 같은 정도로 요해진다. 한 사물의 이미지가

그 사물의 본성에 일치한다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그 결과 도시를

존속 하는,“약하게만 코드화되어 있으며,서로 어떠한 안정 인 계

도 생산하지 못하는 기호의 물결 Fluss von Zeichen,die schwach

codiertsindunduntereinanderkeinestabilen Beziehungen herstelle

340)ebd.,“DieserTagehabeich mirein Schälchen Erdbeeren gekauft.Zu

Hause,alsicheinpaarvonihnenaß,erschienmirdassanftroteBildeiner

halbenErdbeereplötzlichwiederAnblickeinesschönenFrauengeschlechts.

Eswundertemichnicht,dassmirdanachimmerwiederneuineineErdbeere

bißunddasGeschlechtsbildwiedersehenundesdannaufessenwollteund

esauchaufa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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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41)들이 운반하는 시각 이미지는 모호한 미 기호로 탈바꿈된다.

그것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 들에 있어 우선순 는 존재하지

않는다.그와 같은 기호의 모호함은 우연히 마주친 배회자들로 하여

연장된 시선을 통해 의미 작용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감각과 인상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피상 으로만 처리되던 이

미지를 오래 으로써 의미를 부여할 때,그러한 행 는 곧 해당 이미지

에 배회자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행 로 이된다.로트문트와 실꾸리의

시에서,그는 소망하던 연함을 실꾸리에 투사하고,그를 통해 실꾸리

자체를 연함의 기호로 만들었다.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낸 기호에 스스

로 빠져듦으로써 부재하는 상에 한 동경을 굴 된 형태로 마주하게

된다.딸기를 탐식하는 것에도 여성의 육체를 매개로 남성으로서의 정체

성을 확증하고자 하는 로트문트의 소망이 반 되어 있다.나 에 로트문

트는 딸기를 먹었던 일을 떠올린 까닭을 그뤼네발트에 한 그리움에서

찾으면서,딸기와 여성 일반과 특정한 개인이자 유혹의 상 인 그뤼네발

트 사이에 존재하는 계성을 인정한다.그와 같이 연장된 시선은 배회

자가 해당 이미지에,동시에 본인이 투사한 욕망에 스스로 도취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게나치노가 보기에 와 같이 모호한 미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으로서 사물을 주물화하는 것은 배회자의 주체 체험과 직결된다.배

회자의 음 몰입은 이미지를 불러 온 사물을 그로부터 “탈거리화

de-distantiation”342)한다.배회자는 도시가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처리하

여 주 인 세계에 포함시키면서 자기를 -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을

무분별하게 향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 으로 욕망할 수 있는 주체

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도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페티시즘

은 배회자가 주체를 말살하는 도시의 집단화 공작으로부터 튕겨져 나

올 수 있도록 보조한다.요컨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앞서 논의한,

술 작품에서 희구했던 바를 일상의 사물들에서 찾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삼 으로 기능과 가치가 첩되어 이제는 미 기호가 된 사물의 모

341)Krabbe,S.28.

342)페더스톤,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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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함이 그들에게 충격을 선사한다.그들은 그 모호함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여 사물 체를 개인화한다.이 과정에서 사물은 그들의 욕망을

구 할 뿐만 아니라,실제로 그것이 충족된 듯한 인상까지 가져다 다.

한 같은 사물이 타인에게는 본인과 같은 의미 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

으리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이와 같은 해석의 유일성에 한 신뢰

는 도시가 베푸는 오락의 시즘과 달리 자아의 유일성에 한

감으로 이어진다.바로 이것이 은유 인 죽음들로부터 -직업인으로서의

죽음,연인으로서의 죽음,남편으로서의 죽음,아버지로서의 죽음,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게나치노의 주인

공들을 진정시킨다.

“그러나 진정 효과는 약하고,빠르게 사라져간다.”343)사물을 개인 인

주물로 만드는 기호 행 로부터 오는 안은 일시 일 뿐이다.주물이

된 실꾸리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이라는 로트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는 못한다.그 고립의 근원인,가족과 동료들을 포함하여 세계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는 로트문트의 망감도 사라지지 않는다.결국 게나치노

의 주인공들은 사물의 안을 넘어 좀 더 오래도록 유지되는 자아의 확

증을 찾아 나서기에 이른다.애석하게도, 는 다행이게도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주인공들의 탐구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43)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92.“AberdieBeruhigungistschwach

undverfliegtsch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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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분열의 확장과 심화

-이야기하기와 섹슈얼리티 차원에서의 모순

지 까지 본 논문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구성원의 정체성

을 훼손시키고 배회하는 난민,유민으로 만드는”“풍요롭고 안정된 20세

기 말의 근 사회”를 살아가면서344)어떤 방식으로 편화된 자아 감

정에 맞서 안을 얻고 주체의 권 를 되찾으려 하는지 그 략을 살펴

보았다. 한 그 게 찾아낸 략들이 결국 모순에 착하고 스스로 좌

하게 된다는 을 지 하 다.이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선택하는

략이 가능했던 이유가 곧 그들로 하여 단일하고 고정 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과 같기 때문이다.근 에 형성된 주체

패러다임은 모든 단의 최종 심 을 개인의 주 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개인의 주 성을 그 까지 존속하 던 외부의 권 로부터 해방시

키는 근 의 로젝트는 후기 자본주의의 무차별성과 맞물려 거 한 정

체성의 기를 유발하 다.아울러 인간의 모든 활동 역에서 일어나는

기호 커뮤니 이션의 이 성은 이를 반 할 뿐만 아니라 진한다.이

때문에 인은 지속 가능한 보편타당성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

다.게나치노의 주인공들 역시 그러한 아노미에 빠져 있으며,이로부터

도피하여 주체로 서기 해 여러 략을 구사한다.이는 특히 언어 기호

와 미 기호를 ‘주 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여기

에서 문제는 그 게 언어 기호를 주 으로 사용하거나,미 기호의

의미 있는 모호함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가능하기 해서는 애 에

정체성의 기를 가져 온 바로 그 원인들,그러니까 주체 심의 사고방

식과 시니피앙-시니피에 결합의 자의성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결

국 게나치노의 주인공은 이와 같은 양가성에 매몰되어 양쪽 극 사이로

진자 운동을 반복하게 된다.그들의 내면세계에는 자신들이 배회하는

344)홍길표,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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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마찬가지로 일시 이고 유동 인 기호들이 뒤섞여 카오스를 형성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논의의 을 넓 ,그보다

더 확장된 차원에서 일어나는 주인공들의 ‘시작과 반복과 체념’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지 까지 해명한 그들의 략은 언어 기호와 미 기호의

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었다.그리고 그

게 일어난 일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었다.반면에 이 장에서 논의할 것

은 상 으로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진자 운동이다. 역은 확장되

었지만,문제 발생의 요인과 해결의 실마리,자극의 원천과 반응의 원천

이 모두 동일하다는 데에서 오는 주체의 멜랑콜리는 그 로 유지된다.

그 하나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서술하는 세계의 차원에서 이야기

의 화자로서 보이지 않는 청 에게 말을 거는 양상이다.다른 하나는,다

시 작 세계로 돌아와서,그들이 사랑을 하는 양태이다. 자는 어디까

지나 언어 기호와 언어 커뮤니 이션의 코드에 의존한다.그 메커니즘

은 앞서 살펴본 언어 기호의 심미화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에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기호화하는 모

습이 뚜렷이 드러나는데,이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사 으로 주물화하는

습 과 련된다.

1.거짓말쟁이의 고백 강박증

앞서 강조하 던 바와 같이 게나치노의 소설은 다수가 1인칭 시

에서 개된다. 그것도 ‘순수한 1인칭 소설’인 “의사 자서

Quasiautobiograhie”으로서,작품 내의 세계에서 “체험하는 나 das

erlebendeIch”와 그 게 참여하는 세계를 “서술하는 나 daserzählende

Ich“는 동일한 인격체이다.345)로트문트나 바이간트,그 외 익명의 주인

공들은 다른 작 인물들과 함께 서술되는 세계의 구성원이다.그들은

345)이상의 세 개념에 해서는 김천혜:소설구조의 이론.한국학술정보 2010,13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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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 를 한다. 개는 거리를 배회하고

일상의 사물들을 찰하는 데에 힘을 쓰지만,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고,

동료와 화를 나 는 등 사람들이 매일 할 법한 행 도 잊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세계 역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여 활발히 활동한다.외부

의 상태를 인식하고,그것에 반응한 후,그 반응을 재인식하는 작업이 매

순간 일어난다. 표 으로 물리 인 상을 할 때가 그러하다.이들은

시각 인 이미지를 지각하고,그에 수반한 정서를 느끼며, 다른 이미

지들을 연상하거나,과거의 일을 회상한다.나아가 그 게 생성된 결과물

을 다시 인식과 성찰의 상으로 삼는다.동시에 그들은 진술 주체이기

도 하다.이들은 구라고 지 할 수 없는 다수의 청 을 상 로 본인의

체험을,더 정확히 표 하자면 수용한 그 로의 일차 인 체험과 내면세

계에 의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이차 인 체험을 함께 말로 표 한다.불

특정한 청 들은 그를 추체험 nacherleben하도록 의도된다.이와 같이 1

인칭 화자로서 주인공이 불특정 다수의 청자들에 해 일방 으로 시도

하는 허구 인 커뮤니 이션은,서술되는 세계 내에서 그가 다른 등장인

물들과 나 는 허구 인 커뮤니 이션과,작가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실 인 커뮤니 이션을 매개한다.

요한 것은 지 까지 살펴본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서술되는 세계

내에서 분열 인 태도를 견지하 던 것처럼,서술 층 에서도 이들의 멘

털리티가 분열된다는 이다.그들에게 있어 이야기하기는 하나의 욕망

으로부터 나온다.그것은 자기표 을 통해 본인이 자아 형성 인 주체임

을 확신하려는 의도이다.그런데 그가 이 욕망을 실화하기 해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그것도 완 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나타난

다.한편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청자에게 고백하기를 원한다.심지어

통 인 소설에서는 행 라고 쳐 주지도 않을,그래서 이야기의 상으로

삼지 않을 사소한 망상까지도 그는 털어놓고자 한다.다른 한편으로 그

는 거짓말에 친숙하다.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내킬 때마다 꾸며낸

사실을 달하려고 한다.이처럼 고백과 거짓말을 동시에 지향하는 태도

는 이야기를 달하는 도구와 그 사용 과정,즉 기호와 커뮤니 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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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 맞물리면서,화자가 세계를 양가 으로 형상화하도록 만든다.

참인 사태를 치할 수 있는 기호의 잠재력과 커뮤니 이션에 한 신뢰

는 고백하기와 상응한다.반 로 사태와 기호의 계에는 인과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타자의 진술이 참임은 결코 보증되지 않는다는 깨

달음은 거짓말하기에 용된다.

그 게 분열된 욕망들과 그 구체 인 징후들 -고백 강박증과 거짓말

을 하는 습 -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이들은 오히려 일종의 변증

법 계에 놓여 있다.‘거짓을 고백한다.’라는 주인공의 략은 이를 극

명하게 드러낸다.그들은 먼 거짓을 참인 양 고백하고,즉각 으로 앞

서 한 고백의 내용이 날조되었음을 다시 고백한다.이는 주체의 욕망이

분열 인 방식으로 표출된 결과이자 그 분열상을 반 하는 거울인 동시

에 혼란을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그러나 반 로 주체의 권력에 힘을 실

어주면서 그것을 재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왜냐하면 서술 층 에서의

양면성을 놓고 드러내어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을 명백

히 하는 것은,자신이 아무리 모순 인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보이지

않는 청자가 그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는 행 이기 때문이

다.이를 통해 잠재된 청자는,나아가 독자는 뒤에서 언 할 거짓말쟁이

의 역설로 내몰린다.그와 같이 ‘내모는’힘은 서술자가 쥐고 있다.게나

치노의 주인공들은 때때로 그 권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 부분을 논의하려면 고백과 거짓말이라는 두 가지 략을 좀 더 심

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먼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 강박증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그들은 외부 세계와 본인의

내면에 일어난 사건을 즉각 달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듯 보인

다.이것의 심각성은 주인공들이 서술에 있어서 거의 무조건 으로 재

형 시제를 사용하는 데에서 드러난다.실제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네 작

품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을 제외한  이날을 한 우산

 , 어 간한 향수 , 사랑의 미혹 은 모두 재형을 기본 시제로 한다.

과거형은 정말로 과거를 회상할 때에만 가끔씩 나타나고,조동사를 통한

명백한 미래 표 은 그보다 더 드물다.사실은  여자 한 명,방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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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한 편 이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에서 아주 외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왜냐하면 이미 지 하 듯 작가가 1980년 후반에 ‘코페르니쿠

스 환’을 맞은 이래로 재형으로 쓰지 않은 작품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여하간 사건이 일어나는 시 과 서술 시 사이의 거리를 0에

가깝도록 조정하는 주인공들의 말하기는 청자에게 동시성을 보장함으로

써 왜곡의 가능성을 최 한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이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의 다수가 그 자체로 내 인 연속성을 가지

고 있지 않으며,때문에 잘 정돈된 일련의 서사로 발 하기 어렵다는 데

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신 이들이 능숙한 것은 외부의 이미지를 내

인 연상 작용들과 결합시키는 작업이다.청자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것도

개는 이와 같은 이미지들의 연쇄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말하기

는 ‘서술하기 Erzählen’라기보다는 ‘묘사하기 Beschreiben’에 가깝다.그

상은 단히 순간 이며 주 인 것들로 국한된다.따라서 서술 시

과 거리를 둘수록 ‘지 ’‘여기에서’의 ‘상태’를 ‘있는 그 로’ 달하기는

어려워진다.만일 그 게 된다면 그들이 행하는 고백은 이상 인 의미에

서의 고백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 다면 주인공들의 고백 강박증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일반

으로 강박증은 해당 행 에 한 필요성과 책임감을 과도하게 인식하

기에 생긴다고 한다. 컨 자꾸만 손을 씻는 강박 행동의 경우,그것은

물론 손에 세균이 묻어 있다는 병 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손을 무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 비정

상 으로 심각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당 행 를

수행함으로써,다시 말해 손을 씻음으로써 원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는 - 이고도 잘못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346)즉,게나치

노의 주인공들이 강박 으로 청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백

할 필요성과 그러한 고백을 통해 어떤 상황에 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 한 바 있다.게나

치노의 주인공들은 형 인 인답게 단일하고 안정 인 정체성을 형

346)이상의 내용은 권석만: 이상심리학.학지사 2013,200-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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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지 못하고 있다.이들의 자아 감정은 자신이 찰하는 도시의 이

미지와 마찬가지로 일시 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쓰기를 통한 고백은

자기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다.일단 고백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나면,그것이 고백을 해야만 한다

는 의무감으로 발 하기는 어렵지 않다.그리고 그 게 인지된 필요성과

의무감이 병 인 수 으로까지 발 하는 것은 더욱 쉽다.

‘나’가 주어인 문장을 쓰는 것은 언어로 자기를 복제하는 행 이다.

을 쓰는 자는 주체 형성과 련하여 어도 두 가지의 이득을 얻는다.

첫 번째로,생산하는 주체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두 번째로, 로 써

진 자아,다시 말해 본인이 직 타자화시킨 자아를 확인하는 계기를 얻

는다.그 게 얻어진 상을 재가공하면서 좀 더 통합 이고 심화된 정체

성의 형성이 가능해진다.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게나치노의 주인공

들이 이 두 가지 역에서 가장 성공 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다

름 아닌 자기 자신을 부정 으로 묘사하는 때라는 이다.분명 그들은

청자를 두고 자신이 질 거나 지 지르고 있는 잘못을 고백하는 데

에 거리낌이 없다.그 종류도 사소한 도둑질에서부터 기물 손,성 매

수,불륜,불법 낙태 시술까지 다양하다.그 외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장인 척하며 상담을 하고 거짓으로 지어낸 보고서를 쓰면서 돈을 받기도

한다. 한 그들은 자신의 성격 약 도 가차 없이 지 한다.보이지 않

는 청자와 작품 바깥의 독자는 자기 경멸로 철된 주인공의 자화상을

곳곳에서 마주치게 된다.그 자신의 서술에 따르면 게나치노의 주인공들

은 우유부단하고,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잘 응하지 못하며,온당치

못하게도 질투심이 많고,오만한 데다가 교육만 많이 받았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그리고 무엇보다 도 체 부족한 것이라곤 없는데도 불행한

척하는 데에 능숙하다.

이와 같이 부당할 정도의 자아비 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암시에 걸리기 쉽고,타인의 비난에 매

우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그들은 “나의 행복은 바로 아

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347)에 있다고 기꺼이 인정한다.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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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해 지나칠 정도

로 무리하기도 한다.이것이 실패로 돌아가 작은 비난이라도 받게 되면,

그들은 즉각 법정에서 심 을 받기라도 한 양 충격에 빠진다.그러나 본

인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오히려 그 안에서

일말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망 다니기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난 나지막하게

혼자 얼거린다.늘 사라져버리려고만 하는 욕망 말고 한테는 분명 다른

열정이 필요해.이 게 자신에게 퍼붓는 욕설을 엿듣노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다.왜냐하면 그 욕 속에 숨어 있는 감미로운 독이 동시에 내게 칭찬

을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그 욕설 속에 들어 있는 과정이

동시에 나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내가 나에게 야,이 늙은 바보 놈

아,아니 등신아,아니 이 멍청이야,라고 말하고 나면 난 이 자기 경멸에

담겨 있는 애정에 다시 웃음을 머 게 된다.348)

말하자면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을 할 때 사디스트이자 마

조히스트 인 면모를 보인다.보이지 않는 청자를 고려하면,이들의 행동

방식은 어쩌면 노출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면

서,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그리고 지극히 내 한 자

기 학 를 청자에게 고백함으로써 쾌감을 얻는다.

다시 원래의 논지로 돌아가서,이처럼 부정 인 자아상을 구축하고 타

인에게 고백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행 가 주체로 서고자 하는 욕망과 어

떻게 연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본인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규정할 권리와 타인으로 하여 그 게 규정된 자아

상을 수용하게 하는 권한을 얻는다. 자는 편화된 자아상을 조립하여

일 된 자기 이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련이 있다.이는 본인의

삶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일종의 틀을 설치하는 행 이다.높아

진 측 가능성이 불안정한 미래에도 안정 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도

347)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127쪽.

348) 의 책,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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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울 것이다.다만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자아에게 정 인 자기

인식은 이미 불가능하다.바로 이 지 에서 그의 자기규정은 자학 인

면모를 띠게 되고,이것이 곧 도덕 인 카타르시스와도 직결된다. 의

인용문에서 익명의 서술자가 본인에게 퍼붓는 욕설이 ‘무죄 선고’로 바

는 것이 그 시이다.그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

난 일을 감추지도 않는 정직한 인간이다.본인이 본인의 비윤리 인,

는 이상 이지 않은 행동을 숨기지 않고 직시한다는 인식은 신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것을 강조하는 근 도덕률을 수한 것

으로 간주된다.서술자는 자신의 진정성에 도취되고,이 도취의 순간마

청자에게 고백한다.이 으로 오는 도취감은 어 나 강력한지,방 까

지 지배 이던 자기 비하를 단번에 뿌듯한 칭찬으로 바꿔 놓을 정도이

다.이처럼 자신을 단죄되는 죄인의 입장에 세움으로써 스스로 재 이

될 때,타자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지 않다.개인이 자기 자신

에 해 이미 말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이로

써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어떤 이들로부터도 본인이 스스로에게 가한

것 이상으로 공격받지 않으리라는 상을 할 수 있다.친구도, 도 아닌

순수한 타자의 행동을 선 규정하고 측하는 능력,이 자기 방어의 능력

이 바로 그가 얻은 후자의 권한이다.

다음으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아래의 시들에서와 같이 잠재 인

청자에게 거짓말을 일삼는다.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기꺼워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두 번째 인용문에서  이날

을 한 우산 의 서술자가 떠올린 “거짓말 치료소”라는 단어는 그가 본

인의 거짓말을 마치 병리 인 증상과도 같이 간주한다는 을 단 으로

보여 다.이는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규약을 따르지 않고,합리 인

커뮤니 이션이 불가능하도록 언어 기호를 사용한다는 데에서 온 죄책감

의 탓일 것이다. 한 청자에게 하는 거짓말이 곧 도덕 단의 최종

심 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책감이기도 하다.

거칠게 말해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불편함

은 윤리 자아의 단에 반하여 그른 일을 지르고 있다는 양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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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나온다.

얼마 후 아이들은 조그마한 장을 떠난다.하지만 그 에 샌들을 멀리 내

차버리고 킥킥 웃는다.[…]이런 사람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는 몇 군

데 굴곡이 있거나 구멍이 나 있고,이런 굴곡 혹은 구멍을 자기 멋 로 메

운다고 할 수도 있겠다.나 자신이 좋은 사례다.아이들이 벤치에 워 있

는 남자의 샌들 한 짝을 멀리 차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오

히려 아이들은 샌들 두 짝을 가지런히 벤치 앞에 놓아둔 후 돌아갔다.나는

왜 번번이 제 로 찰한 것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일까?349)

아니,그 한 사실이 아니다.진실은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거짓말

치료소로 이송될 거야,나는 생각한다.35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순 한

진실을,온 한 진실을,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die reine und volle

WahrheitundnichtsalsdieWahrheit’말해야 한다는 규약을 깨뜨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 방이 가지고 있는,발화된 문장이 참일 것이라는

신뢰를 배반한다.그 거짓말의 상은 앞에서 보았듯이 작품 안의 세계

에 존재하는 허구 인 인물일 수도 있고,작 세계 외부에 치하는 허

구 인 청자 실 세계의 독자일 수도 있다.잠재 인 청자나 실

세계의 독자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그들이 서술자가 늘어놓는 허구 으

로 참인 발화와 허구 으로 거짓인 발화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이는

특히  어 간한 향수 에서 문제가 된다.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마치 카

카의 ｢변신｣이 주인공 게오르크 잠자가 자다 깨어 벌 가 된 자신을

발견했음을 알리면서 시작하듯이,주인공 로트문트는 갑작스럽게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그는 작품 반부에 식당에서 텔 비 으

로 방 되는 축구 경기 계를 보다가 “갑자기 나는 내 귀 한 쪽이 앞쪽

349)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71-72쪽.

350)게나치노:이날을 한 우산,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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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식탁 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다.”351)라고 서술한다.나 에

는 공공 수 장에 갔다가 오른쪽 새끼발가락마 잃는다.이러한 신체의

상실에는 물론 어떠한 설명도 따라붙지 않으며,로트문트의 반응 역시

수동 인 것으로만 국한된다.그는 그 일어난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

이고 자신의 반응을 서술할 뿐이다.처음에 그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나 에는 깊은 비애감에 빠진다.그러나 귀와 발가락이 떨어져나가는 이

유를 찾고자 노력하지는 않으며, 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해 처

치를 하지도 않는다.심지어 그는 분리된 신체의 일부가 땅에 떨어져 있

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이 실주의

인 신체의 상실은 그가 놀이터에서 놀던 남자아이의 엄지손가락이 떨

어져나가는 장면을 보고할 때 정에 달한다.이러한 로트문트의 서술은

“불신의 [자발 인]유보 the[willing]suspensionofdisbelief”352)를 통

해 일단은 허구 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여지지만,서술자의 명시 인 거

짓말은 그 불신의 유보가 일시 으로 취소되도록 만든다.

한 불신의 유보를 일시 으로 취소하는 일은 그 서술의 수용자들에

게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고백하는 서술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그 결과 독자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과 같

은 거짓말쟁이의 역설 liarparadox에 착하게 된다.‘나는 거짓말을 합

니다.’라는 고백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다.화자의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면,이 문장의 명제 내용은 실 사태와 일치한다.즉,‘화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참으로 성립한다.그런데 이 문장의 의도는 화자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그러므로 화자의 주장에

따라 해당 문장의 명제 내용은 거짓이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화자는 거

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참으로 성립한다.이처럼 상반되는 명제 내용

들인 ‘화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와 ‘화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351)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0.“plötzlichseheichuntereinem der

vorderenTischemeinOhrvonmirliegen.”

352) 국의 시인인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 SamuelTaylerColeridge의 표 으로,

Searle:TheLogicalStatusofFictionalDiscourse,pp.58-75에서 재인용.다만

해당 에세이에서 설은 그러한 상투 인 표 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결국 허구 담

화의 본질에 한 고찰은 허사로 돌아갈 것임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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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에 참으로 추론되는 문장은 모순이다.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크

타 인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 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다.’라

고 주장할 때,이 문장으로부터 양립할 수 없는 항목들이 함께 참으로

추론된다.유사한 맥락에서 게나치노의 독자들이 주인공들은 언제나 거

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이상,주인공이 ‘아니,그 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 발화한 선행 문장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서술한

다면,해당 진술의 진리치를 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백 번 양

보하여 독자가 임의로 어느 한 쪽을 골라서 이번만큼은 참을 말했을 것

이라고, 는 이 진술도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는 있다.그러나 그 선택을

완벽히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참과 거짓을 알아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는 것은 이미 “허구 몰입 immersionfictionelle”353)

을 가능하게 하는 제가 취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상으로 게나치노의 서술자들이 서술하는 세계의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이들은 어느 지 에서 고백 강박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고백을 할 필요성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극복

한다.그리고 잠재 청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그런데 이 거짓말은 거의

즉각 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 거짓임이 폭로된다.따라서 그가 고백에의

의무감을 극복한 것은 오직 일시 인 상임이 명된다.이처럼 거짓말

을 고백하는 까닭에는 앞서 논의했었던,자기 자신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윤리 인 사도마조히즘도 포함되기는 할 것이다.그러나

그와 같은 거짓말과 고백의 반복은 강력한 자아의 모습에서 주체성을 확

인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 련이 깊다.이들은 최선의 의지를 무릅쓰고

다른 의지를 철하는 자아 주체에 도취된다.즉,방 까지 우세했

던 의지를 꺾고 다른 의지로 그 자리를 체하는 본인의 모습에 도취된

다. 한 그 유희를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다는 데에 도취된다.동시

에 타자에게 강력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쾌감을

353)주로 시청각 체계의 문제인 기술 몰입 immersiontechnique과 달리 내러티

를 통해 이루어지는 몰입으로,수용자가 서사 구조를 따라가면서 일어난다.이

에 해서는 이혜지•백승국:서사 기호학 기반의 스키마 이론 고찰.SNG 스토

리텔링을 심으로.실린 곳:기호학연구 제40권(2014),85-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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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술하는 세계에서의 커뮤니 이션은 으로 일방 이다.그 안

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서술자뿐이다.이처럼 허구 인 참과

거짓을 별할 수 있는 기 이 그들에게 달려 있는 한,그들의 거짓말과

고백은 자신의 진술을 조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청자를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동시에 그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 향유해야 마땅한,서사에의 허구 몰입마 깨뜨린다.

요컨 거짓말과 그 고백은 게나치노의 주인공들로 하여 말로 질서를

부여하는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물론 이는 왜곡된 형태이자,어

쩌면 더 발 된 형태의 체험에 불과하다.사태를 있는 그 로 명명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거꾸로 한 개인의 말이 세계의 존재 양상을 반 하고

가다듬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는 이미 소멸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나치노의 주인공들은 거짓말을 하는 데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희구하는 말의 권능에 잠시나마 가까워진다는 아이러니에 만족한다.결

과 으로 이들의 고백과 거짓말,거짓말과 고백은 끝없이 되풀이된다.이

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주체로서 상의 본질을 악할 수 없다는 한

계에 항하여 언어 기호를 주 인 세계로 끌어들이는 략과 단히

유사하다.

2.낭만 애착과 성의 분리

게나치노의 작품 세계에서 성과 사랑은 단히 비 이 높은 주제

하나이다.게나치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주인공은 연인과 함께 등장하

거나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과 마주치게 된다.게다가 정서

인 유 와는 무 한 일시 인 계까지 포함한다면,주인공이 상 하는

이성의 목록은 훨씬 더 방 해진다.그런데 앞서 언 하 듯  물고기의

실향성 을 제외한 게나치노의 작품에는 항상 남성이 주인공을 맡고 있

다. 한 이들은 하나같이 명백한 이성애자이다.따라서 주인공 그의

연인이라는 공식은 남성인 주인공과 그에 계하는 복수의 여성 등장인

물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이는 기작에서부터 시작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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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게나치노의 ‘코페르니쿠스 환’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

어 왔다.

이와 련하여 특히 에 띄는 부분은,작 남성 주인공이 경험하는

섹슈얼리티가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된다는 것

이다.물론 그들이 집착하는 “성 인 욕망들,성 인 정체성[과 성 지

향] 성 실천이라는 총체 인 성”354)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이성애

인 에로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다만 여기에 낭만

인 애착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가 구분된다는 것

한 사실이다.이 때 애착과 분리된 성은 개 상품이 된다.가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계 역시 애착과 욕망이 수반될 수도,그 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날을

한 우산 과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 사랑의 어리석음 , 어

간한 향수 도 외는 아니다. 여자 한 명,방 한 칸,소설 한 편 에서

서술자인 바이간트의 첫 여자 친구는 구드룬이고 첫 성 계의 트 는

직장 동료인 키퍼 부인인데,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낀 상은 린다

이다. 이날을 한 우산 의 서술자에게는 나고 자란 도시를 배회하다

보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시 의 첫 사랑과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이상화가 완료된 옛 연인,그리고 막 시작된 재의 사랑이 공존한

다.그는 미용사라는 직업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여성과 일

시 인 유희 삼아 계를 가지기도 한다. 사랑의 어리석음 은 한국어

제목인  두 여자 사랑하기 가 암시하듯 두 여인과 동시에 계하는 남

성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으며, 어 간한 향수 의 로트문트는 아내와 애

인들과 매춘부를 번갈아가면서 만난다.주인공들도 각 유형의 섹슈얼리

티 경험은 완 히 다른 사건으로 구분한다.그들이 보기에 이것들은 상

이한 사회 ,경제 ,문화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자 그 자체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사건들이다.그 시작에서부터 국에 이르기까지의

발 과정도 비교 유사하지 않은 형태들로 간주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이 장에서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성과 사

354)동덕여자 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성과 사랑의 시 .학지사 200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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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분리시키 서로 다르게 기호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분열의 원인은 사회가 섹슈얼리티를 취 하는 이 인 방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다시 말해 사회는 낭만 사랑의 가치를 거의

“신흥종교”355)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하는 한편,성을 실용화하고 상품화

하는 데에도 앞장선다.그래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낭만 인 사랑의

신화를 기꺼이 받아들여 ‘사랑하는 나’와 그 사랑을 받는 여성을 주물화

하지만,상품 기호가 된 성을 구매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문제는 그

게 분열된 두 역에서 각각 끝없는 진자 운동이 추동된다는 이다.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은 각 역에서 주체로서의 확증이나 안을 얻고자

노력하지만,이것은 실패로 끝난다.이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시

도한다.그러나 앞서 실패로 돌아갔던 바로 그 략을 다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이 때문에 시도의 반복은 곧

실패의 반복이 되고,삶의 모든 역에서 그러하 듯 섹슈얼리티에 있어

서도 불안정성이 이들을 괴롭히게 된다.

1)‘노동하는 나’와 ‘사랑하는 나’의 분리

게나치노의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과 사랑의 상인 여성을 기호화한

다.여기에는 무엇보다 낭만 사랑에 한 기 가 제되어 있다.기든

스에 따르면,낭만 사랑이란 에로틱한 강박충동에 근간한 열정 인 사

랑 amourpassion과 종교 는 도덕의 역에 련된 숭고한 사랑

sublimelove이 결합된 것이다.356)근 에 이르러서야 ‘발명된’이것은

내부 거 인 체계로 간주된다.즉,사랑을 규정하는 것은 습이나

통,혹은 자연의 섭리나 신의 권 와 같이 체계 외 인 질서가 아니다.

사랑은 그것만의 내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평가되는 체계이자,실용

인 근거가 없이 그 자체로서 지향되어야 할 가치가 된다.그런데 사랑은

355)홍길표,376쪽.

356)앤서니 기든스: 인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 성의 구조 변동.배은경•

황정미 옮김.새물결 200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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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립 인 가치 체계로서 자율성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여

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즉,낭만 인 사랑이 마치 인의 편화된

정체성을 재구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인 로젝트처럼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이것은 공 역에서의 탈인격화를 사 역에서 보상받

으려는 인의 욕구가 낭만 사랑의 신화화를 부추기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크리스티안 슐트 ChristianSchuldt가 지 하 듯 인

은 공 역에서 익명의 어떤 것이 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그 안에

서 개인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그보다는 그가 수행하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이들도 같이 수행하는 -기능과

동일시된 상태로 잔존한다.그 기능 한 무나 쉽게 숫자로 환원된다.

문제는 한 개인이 이와 같은 체계의 메커니즘을 제어하기는커녕 제 로

악할 수조차 없다는 데에 있다.그는 추상화와 균질화의 탓에 “언제든

지 체될 수 있는 하찮은 톱니바퀴”357)로 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

하면서도 그에 항하지 못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친숙한 공간으로 남아 있는,그래서 내 논리를 이해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 역뿐이다.그는 친 한 계를 통해 다

시 한 번 개인이 됨으로써 통제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무력감을 치유하

고자 한다.이미 18세기에 정당성이 확보된,낭만 사랑은 약화된 자아

가 의지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치 체계이다.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을

로젝트로 삼는 태도는 다시 사랑의 당 성을,이번에는 한층 더 정교하

고 복잡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한 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나치노의 주인

공들이 여성들과의 계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이유도 이상의 논리로 설

명할 수 있다.그들은 “착란의 변증법”358)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를 배회

하면서 사랑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기를,아니면 어도 일시 인 안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어리석음에서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여자를 동시에 지속 으로 사랑하는 것은 극 권장할 만한 일이다.

357)크리스티안 슐트:낭만 이고 략 인 사랑의 코드.장혜경 옮김.푸른숲 2008,

139쪽.

358)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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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랑은 세계에 두 개의 튼튼한 닻을 내려놓은 것과 같다.”359)이

문장에는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사랑에 기 하는 바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사랑은 “튼튼한 닻”으로,“어쩌다가 흘러들어온”360)삶에서 분열과

진자 운동을 반복하는 이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어 간한 향수 의 로트문트가 보이는 행동 패턴은 공 역에

서의 자기소외를 의식한 사무직 노동자가 어떻게 그것을 사 역으로

가져 와 상(代償)하고자 하는지를 상세히 제시한다.겉으로 보아 그의

직장생활은 단히 성공 인 것처럼 보인다.앞서 언 하 듯 그는 다른

주인공들과 달리 컨트롤러로서 직장에서 안정 인 지 를 확보하고 있으

며,몇몇 성과를 거둔 끝에 부서장으로 승진한다.승진은 직무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의 변화도 래한다. 심으로는 이터링 서비스

가 제공되고,새로 쓰게 될 사무실에는 아무도 모르는 휴식 공간이 딸려

있다.뿐만 아니라 오직 그의 일정만을 리하는 비서가 업무를 보조하

고, 리직이나 이사직 사람들과도 안면을 트게 된다.그러나 이 모든 변

화에 있어서 로트문트가 스스로 단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승진의 계

기가 된 작업은 그가 승진을 의도하면서 벌인 일이 아니었으며,최소한

그런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감을 가진 도 없다.반 로 그는

구나 다음 승진 정자로 치고 있던 하셀만 Hasselman이 부서장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상하고 있었다.그래서 자신의 승진을 알게 되

자,이사회의 결정은 “당혹스러운 소식 eineverwirrendeNachricht”361)

이 된다.요컨 로트문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거 한 조직의 의사결

정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그것이 앞으로 벌일 일도,그로 인해 자신에

게 일어날 일을 측할 수도 없다.그의 직장생활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실천한 끝에 의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로젝트의 연속이 아

니다.오히려 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 무방비 상태의 그를 덮치는 장

에 가깝다.이처럼 노동 장에서 자신의 의도가 결과로부터 소외되는

상을 로트문트는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그 결과 그는 목 의식의 결

359) 의 책,29쪽.

360) 의 책,39쪽.

361)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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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 괴로워한다.매일의 노동은 이미 자아실 과 무 한 작업이 되었으

며,심지어 집 의 상조차 되지 못한다.

일이 무나 익숙해서 나는 내 의식이 둘로 나뉘도록 할 수도 있다. 경에

서는 집 력의 략 삼분의 일을 써서 일련의 숫자들을 계산한다.배경에서

는 의식의 삼분의 이를 갖고 새로 맞은 상황에 정신을 쏟느라 바쁘다.362)

이에 응하여 로트문트는 자신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여러 역할들

‘노동하는 나’를 분리시킨다.이로써 규모의 계 조직이 노동하는 자

아를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소외시킨다고 하더라도,개인의 삶의 지향

이자 본질로까지 받아들여지는 ‘이상 인 정체성으로서의 나’에게는 별

타격이 없게 된다.이해할 수 없는 공 역에서 ‘노동하는 나’는 도구

이다.그것은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여 훨씬 더 요한 다른 정체성을 유

지하고 지탱할 뿐이다.그 이상 인 정체성은 사 역에서 안 하게

보호를 받으며 존재한다.‘노동하는 나’의 소외가 심화될수록 ‘이상 인

나’의 거주지로서 사 역의 의미는 증 한다.다시 말해,개인이 인지

하는 진정한 자아가 지극히 주 인 행 를 수행할 때의 나로 국한된

다.로트문트와,그리고 그 외의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에 해 말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아는 배회하는 자아나 찰하는 자아와 마

찬가지로 노동하는 자아보다 더 요한 ‘나’의 모습으로 간주된다.

처음 로트문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인 자아의 모습을 주로 아내

에디트와의 계에서 찾는다.이 때 에디트나 그녀와의 사랑은 로트문트

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기호로 존재한다.그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면서,에디트에 한 사랑이 어떻게

본인을 체 불가능한 개인으로 확인하도록 도왔는지 이야기한다.그의

362)ebd.,S.15.“DieArbeitistmirsogeläufig,dassichmireineAufspaltung

meinesBewusstseinserlaubenkann.Im Vordergrund,etwamiteinem Drittel

meiner Aufmerksamkeit, stelle ich die Zahlenreihen zusammen. Im

Hintergrund,mitetwazwieDrittelnmeinesBewusstseins,binichmitmeiner

neuenLagebeschäft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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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인간에게 불어 닥친 자유의 물결이 더 많은 불안과 혼란을 가

시킨”363)시 에서 마법화된 사랑이 “개인을 유일무이한 개인으로 만

들어”364) 을 찬양하는 것이나 진배없다.이는 사랑이 지극히 주 인

감정과 의지에 의해 작동하는 정서 인 유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여기

에서는 공 역을 지배하는 합리성이,그러니까 개인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추상 인 수치들의 집합으로 환원하는 범주화 체계가 물러난

다. 신에 당사자들의 감정에 따르는 개별화 작업이 주도권을 쥔다.낭

만 인 사랑이 획득한 윤리 인 지 는 그러한 개별화의 제 조건인,

서로에게 열정 으로 매혹된 상태를 한순간의 기나 착란으로 몰아붙이

지 않고 도덕 으로 정당화한다. 컨 낭만 인 사랑의 한 축인 열정

은 아래와 같이 신체 인 움직임까지 동반한,아주 강력한 정서 경험

을 제공함으로써 인에게 개성을 돌려 다.

에 우리가,결혼 생활의 창기에,이른 아침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찝

찝한 입으로 키스하던 일이 떠오른다.[…]나는 일이 끝나면 그것[휴지]으

로 피 묻은 성기를 감싸 재빨리 욕실로 뛰어가곤 했다.심지어 피가 묻은

성기조차 마음에 들었다.나는 욕실에서 그것을 오래 찰했다.그러면서

온 한 외경심에 율하곤 했다.365)

와 같은 로트문트의 외경심과 율은 강렬하지만 일회 인 사건이다.

그러한 경험은 독자 이다.로트문트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를 완 히

동일한 방식으로 체험하지 못한다.심지어 로트문트조차 두 번은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로트문트는 처음에는 그러한 경험에 매혹되고,나 에는

그것을 체험할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진 자기의 모습에 도취된다.이처

363)기든스,75쪽.

364)홍길표,337쪽.

365)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72.“Mirfälltein,dass wiruns

früher,in der ersten Zeit unserer Ehe,frühmorgens kurz nach dem

Aufwachen mit unreinem Schlafmund geküßt.[…],mit denen ich mir

hinterherdenblutigePenishatumwickelteundraschinsBadrannte.Sogar

derblutigePenishatmirgefallen.Ichbetrachteteihnlangeim Badezimmer

undschaudertevollerRespe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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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공유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경험이 개인에게 작용

하는 방식은,앞서 살펴보았던,모호한 미 기호와의 충돌이 개인을 주

체로 튕겨져 나오게 만드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 로트문트는 에디트에게 자신의 특성을 투 하여 그녀를 ‘해석’하

고,이로써 자기 자신이 구인지를 이해한다.말하자면 에디트는 로트문

트에 의해 그의 성격을 의미로 가지는 기호가 된다.로트문트는 둘 사이

의 사랑이 “상호 동일시 Identifizierung”366)에 기반을 두었다며,특히 부

모에게서 최 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심리가 둘을 단단히 묶어 주었다고

고백한다.작 에디트와 그녀의 부모가 어떤 계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그러나 로트문트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의 부

모 역시 자녀와 소통을 거부한 채 각자 침실로, 는 일터로 퇴거해 버

리는 사람들이었음이 짐작 가능하다.그로부터 얻은 정신 인 외상이 에

디트로 하여 부모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으며,이는 그녀의 남편이 자

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흔과 일치한다.이 때문에 에디트는 언어의 의

미보다 표 에 집착하는 등 여러 특성들을 남편과 공유한다.그래서 로

트문트에게 에디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타자이자 이해받을 수 있는

타자이고,지켜 으로써 일종의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울이다.

나아가 에디트라는 기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바라는

로트문트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기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하다.당 성

을 획득한 낭만 인 사랑의 열정은 사랑의 상으로서 ‘의미 있는 타자’

가 원하는 바를 본인도 원하게 하고,그 게 원하는 바 로 행동하게끔

하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그 결과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시각을 내면화하여 본인의 행동 기 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십 년 에,결혼식을 막 올리던 그 시 에,나는 비교 었고 어디에

서건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게다가 에디트에게 내가 사랑에 먼 바

보라는 걸 보여주는 일도 마음에 들었다.타인이 주는 사랑의 압박에 굴복

한다는 것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이 존재했다.367)

366)ebd.,S.25.

367)ebd.,S.17.“VoretwazehnJahren,zum ZeitpunktderEheschließung,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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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로트문트는 에디트와 결혼하기 ,그녀를 따라 슈바르츠발

트로 살러 들어갔던 일을 회상한다.그는 기꺼이 “여러 해 에 에디트

를 하여,나는 나 스스로도 슈바르츠발트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이

다.”368)라고 고백한다.에디트는 그에게 고향인 슈바르츠발트를 떠나본

이 없으며,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을 확실히 한다.때문에 로

트문트는 자신이 살던 도시 랑크푸르트를 떠나 슈바르츠발트로,이

백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슐로 가는 데에 동의한다.이는 단순히

하나의 생활환경에서 다른 생활환경으로 옮겨 간다는 문제가 아니다.문

제가 되는 것은 공간 이동이 아니라,삼십 년 넘게 스스로 인식해 온,

도시 거주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그로부터 생된 여러 특성들을 바꾸

겠다는 결심이다.“사랑의 압박”은 그러한 환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끔 할 뿐만 아니라,“이루 말할 수 없는 달콤함”까지 불러일으킨다.타인

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뒤섞

이며 새로운 지향 을 형성한다.“사랑에 먼 바보”는 그 지향 을 행

의 기 으로 삼고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 에 두는 자신의 태도에서

도덕 인 만족감을 얻는다.결과 으로 낭만 인 사랑은 삶의 서사를 형

성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그가 되어야 할 기 을,그것도 맹렬히 옹호되

는 당 성과 함께 부여한다.그래서  이날을 한 우산 의 서술자가

여자 친구와 리자와 함께 했을 때는 삶에 내면의 동의를 얻으려고 돌아

다닐 필요가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듯,에디트와의 계는 로트문트에게

마침내 개인 주체로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기호이다.

그러나 작품의 제1장에서부터 로트문트는 이미 오래 에 에디트와의

결혼 생활이 난 될 지경에 이르 음을 서술한다.에디트는 더 이상 그

의 구원을 해 소용되기를 거부한다.더 정확히 말해,로트문트가 자아

ichnochvergleichsweisejungundbildetemirein,überalllebenzukönnen.

Außerdem gefielmir,Edithzuzeigen,dassichliebeswillfährigwar.Eslag

eine unaussprechliche Süße darin,sich dem Liebesdruck eines anderen

Menschenzubeugen.”

368)ebd.,S.58.“IchhabevorvielenJahrendamitangefangen,Edithzuliebeden

Schwarzwaldebenfallszumö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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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향 을 만들고 그에 도취될 수 있도록 낭만 사랑을 찾아다닐 때,

에디트는 그에 여하지 않는다.아울러 에디트 자신의 삶의 서사에서도

로트문트는 배제된 지 오래이다.그녀는 공 역에서의 소외를 사

역에서의 계로 보상하려는 남편과는 반 로 움직인다.즉,사 역

에의 불만족을 공 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진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에 해 로트문트는 소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에디트는 [딸 자

비네가 태어나자]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이나 하게 될 건지 깨닫게

어.수십 년 동안 업 주부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밖엔

못할 거란 걸 말이야.”369)결혼 생활의 창기에 추구하던,가정에 충실

한 아내이자 어머니 상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그녀는 처음에는 학부모

회에서,나 에는 SPD 당원으로 당의 문화 술 원회에서 일하다가 최

근에는 가정법원의 배심원직도 받아들인다.이처럼 에디트가 친 한

계에서만 자아를 확증할 수 있다는 낭만 사랑의 허상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만큼 ‘의미 있는 타자’가 아니게 되자 이에 한 로

트문트의 반응은 의미심장하다.그는 아래와 같이 공 역과 사

역의 측면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 한다.에디트를 부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로트문트 자신이며,출산이 그녀의 성기를 콤 스가

될 정도로 변형시킨 상황이라는 것이다.370)

거의 매주 에디트는 해방이 제 로 되질 않는다며 이야기를 하는데,도 체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어 하는 거냐고 물으면 (자기 고향,나,아내라

는 것,자기 아이, 는 다른 무언가?) 답을 찾지 못하고 격분한다.아내

는 항상 뭘 요구하면서도 (옷,아이,휴가,웰빙)직업이 없는 업주부로

단 한 번도 돈을 잘 벌어다 이 없는 남편에게 100% 기 고 있다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나는 아내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지만,그걸 갖고 이야기를 나 순 없는 노릇

369)ebd.,S.134-135.“AndererseitsmerkteEdithaberauch,woraufsiesich

eingelassenhatte,nämlichaufeinejahrzehntelangeFixierungaufHausfrau,

Ehe,Kindversorgung.”

370)성기의 변형을 에디트가 정말로 콤 스로 여기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어도

그녀가 건축가 페터 랑로츠와 계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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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자비네를 낳고 난 다음 에디트의 음순은 둥 게 부풀어 올라 바깥

쪽으로 벌어지더니 다시는 원래 로 돌아가지 않았다.[…]딱 한 번 에디

트에게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 별 장애가 되지 못하니 무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려던 이 있다.에디트는 그 때문에 마음

이 상해 침 를 떠나더니만 화장실에 틀어박 울었다.371)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에디트뿐만이 아니라 로트문트 쪽에서도 부부 간

의 낭만 인 사랑이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삶의 다른 모든 역이 어

간한 채 남아 있어도 에디트와의 사랑과 결혼만은 어 간해지지 않기

를 바라는 로트문트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된다.“이러한 모든 마법들

에서 지 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372)에디트와 그녀가 살

고 있는 슈바르츠발트에 한 향수도 어 간한 정도로 탈색된다.

부부 계의 탄으로 사 역이 공 역에서의 소외를 보상해주지

못하자,다시 말해 낭만 인 사랑의 코드를 용하여 아내와의 계를

‘해석’할 수 없게 되자,로트문트는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다.때로는 이것

이 죽음의 모티 로도 발 한다.그는 에디트와 자비네가 본인과 분리된

채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자신은 그 곳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것임을 인식한 순간 다음과 같이 말한다.“그 순간 내가 잃어버린 것

이 모여 목을 조르는 듯 하는 고통으로 변해 버렸다.”373)아래의 인용문

도 이와 같은 비애를 죽음에의 공포와 결합시키고 있다.로트문트는 에

디트가 계를 거부하자 자기 자신을 죽은 척 하는 딱정벌 와 연 시키

371)ebd.,S.32-33.“BeinahejedesWochenenderedetEdithvonihrernichtrecht

vorankommenden Emanzipation,aberwenn ich sie frage,wovon sie sich

eigentlichemanpazierenwill(vonihrerHeimat,vonmir,vonihrem Frausein,

vonihrem Kindoderwovon?),findetsiekeineAntwort,sondernwirdwütend.

SielebtinmittenihrerAnsprüche(Kleidung,Kind,Urlaub,Wohlstand),aber

eswurdihrnichtproblematisch,dasssiealsberufloseHausfrauzuhundert

Prozentvoneinem nichteinmalsehrgutverdienendenEhemannabhängigist.

Ichahne,dasssiemitanderenProblem nochmehrkämpft,überdiewirnicht

sprechenkönnen.SeitderGeburtvonSabinesindEdithsäußereSchamlippen

wulstartignachaußengetretenundhabensichnichtwiederzurückentwickelt.”

372)ebd.,S.17.“VonalldiesenVerhexungenistnichtsmehrübrig.”

373)ebd.,S.132.“DasVerlorenerottetesichindiesenAugenblickenzueinem

würgendenSchmerzenzusa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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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 죽음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실제의 죽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자문한다.나아가 문제의 딱정벌 가 하필 “구제 불능”이라고 쓰

여 있는 부분을 지나쳐 갔다는 사실은 그 막연한 것으로 남을 수도 있

었던 죽음의 공포를 더욱 강화시킨다.이제 “구제 불능”은 마치 로트문

트 자신의 앞날에 한 언처럼 받아들여진다.

작은 딱정벌 한 마리가 테라스 처마에서 신문 스포츠 면으로 떨어진다.

딱정벌 가 죽은 척을 한다.[…]죽음을 무 오래 모방하면 실제로도 죽

게 되는 것인지 자문해 본다.[…]이제 딱정벌 는 일어나서 VFL보훔 구

제 불능일 듯이라는 표제를 지나쳐 달려간다.[…]손을 에디트가 입은 슬

립의 고무 아래로 어 넣어 본다.에디트는 내 손을 잡더니만 한쪽으로

물러나서 아무 말도 없이 몸을 벽 쪽으로 돌려 버린다.[…]이제 나는 낯

선 신문에 워서 얼마나 오래 죽은 척을 할 수 있는지,죽은 척을 해야 하

는지 자문하는 바로 그 딱정벌 가 된다.374)

에디트와의 친 한 계가 괴됨으로써 발생하는 사 역에서의 소외

가 여기에서 죽음으로 은유되고 있다.물론 이것은 은유 인 죽음이자,

부분 인 죽음이기도 하다.로트문트가 감지하는 회생 불가의 감은 그

가 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자아 사 역에서 연인이

자 남편으로 활동하던 일부가 제 기능을 잃었음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

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은유 인 죽음이 생물학 인 사망으로,부분 인

죽음이 체의 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비논리 인 불안감은 지속

으로 그를 괴롭힌다.더군다나 그의 신체 일부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마당에,그러한 불안감이 순 히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할

374)ebd.,S.34-35.“Vom DachvorsprungfällteinkleinerKäferaufdenSportteil

derZeitung.DerKäferstelltsich tot,[…]Ich fragemich,ob ausdem

simulierteneinwirklicherTodwerdenkann,wennerzulangeanhält.[…]

JetztstehterdochaufundläuftüberdieÜberschriftVFLBOCHUM KAUM

NOCH ZU RETTEN davon.[…]IchschiebedieHandunterdenGummizug

vonEdithsSlip.EdithfaßtnachmeinerHand,drücktsiezurSeiteunddreht

ihrenKörperkommentarloszurWand.[…]Esistvölligklar,dassichder

Käferbin,deraufeinerfremdenZeitungliegtundsichfragt,wielangeer

sichtotstellenkannoder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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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래서 로트문트는 에디트를 신할 여성을 찾고자 노력한다.이는 사

역에서의 은유 인 죽음을,다시 말해 실제의 죽음으로 발 할 수

있는 기능의 공백을 막고 ‘뿌리를 내리기’ 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곧 말라죽고 말 것이라는 조함에 그는 동료인

데마이어,하이데마리 그뤼네발트, 세입자인 소냐 슈바이처,소냐

가 체포된 것을 계기로 만난 채무 상담사 카트야 크라미히 등을 차례

로 만나 본다.애 에 로트문트의 근을 냉담하게 거 한 데마이어

를 제외하고,그뤼네발트와 소냐는 각각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만 조

은 두렵기도 한 매력 de[r]Charme,dermichbeeindruckt,aberauch

einbißchenängstigt”375)으로, 는 실의 삶에 짓밟힌 상태로 다가와

계의 진 에 동의한다.로트문트는 그녀들의 동의를 자신이 희구하는

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즉, 군가에게 의미 있는 타자가

됨으로써 스스로가 유일무이한 개체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두 여성들은 로트문트가

바라는 안이 덧 워진 기호가 된다.앞서 로트문트는 막 시작된 사건

에서 벌써 기념물을 취하려 하는 자신의 태도를 해명하면서,실체가 있

는 기호만이 그것이 리하는 추상 이고 “텅 빈 이미지 einLeerbild”

를,다시 말해 “ 재 DieGegenwart”를 구제한다고 말한 바 있다.376)같

은 맥락에서,두 여성은 에디트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안을 박제해

두는 기호이다.비단 그녀들뿐만이 아니라,이 둘과 계된 것이라면 무

엇이든지 그 게 정 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있다. 컨 로트문트는

그뤼네발트가 그에게 지어 “계산의 노 Rechenknecht”이라는 별명

을 “언어로 된 애무 eineverbaleLiebkosung”와 결합시킨다.377)날씬하

고 연약한 몸매는 로트문트가 높이 평가하는 여성 이고 다정한 정신의

표상이 된다.그녀가 먹는 흰 빵은 그녀의 몸이 지니는 특성을 로트문트

에게 알려 주는 기표로 이해된다.이 모든 자기 심 인 해석 작용이 로

375)ebd.,S.79.

376)ebd.,S.31.

377)ebd.,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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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문트에게 안을 선사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그의 도시 배회는 주물화할 이미지를 탐색하

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주물화할 여성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기도 하

다.378)앞서 논의하 듯 로트문트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이

미지들을 주 인 세계로 끌어 온다.마찬가지로 그는 도시를 돌아다

니며 여성들을 만나고,일련의 별 작업을 벌인 뒤 합 정을 받은

여성들을 주 인 세계로 편입시킨다.그 세계는 해당 여성들을 로트문

트의 사 이고 따라서 본질에 가깝다고 간주되는 자아가 활동하는 역

으로 치환한 채 ‘보 ’한다.여성들은 그 안에서 특정한 지 와 기능을

리하고 있으며,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기호로 존재한다.이와 같이

별 작업을 거쳐 연애 상을 개인 으로 기호화하는 것은 기실 낭만

인 사랑의 발견과 맥을 같이 한다.물론 개인이 어떠한 추상 인 역할로

변환되는 일은 근 이 부터,인류가 사고를 하기 시작한 이래로 있어

왔다.그러나 낭만 사랑이 생성하는 기호는 지극히 사 이라는 에서

근 통 사회와 구분된다. 통 사회에서 개인이 치환되는 메커니

즘에는 사회 인 합의와 같이 더 보편 인 기 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를 들어 통 사회에서 성 으로 성숙한 여성은 가정에서 수행

하는 돌 노동으로 표되었고,역으로 돌 노동의 추상 인 개념은

여성의 이미지로 구체화되었는데,379)여기에는 개인의 주 이 끼어들 여

378)따라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하는 사랑은 낭만주의 문학의 사랑 찾기 모티

를 기묘하게 비틀었다고도 할 수 있다.이는 앞에서 바이간트와 린다의 계를

논의하면서 짧게 언 한 바 있는데,그 밖에 이들의 사랑이 낭만주의 문학의 사

랑과 구분되는 지 은 다음과 같다.첫째,이들에게 있어 낭만 인 사랑은 여 히

이상 인 상태로 상상되지만,연애의 상 는 더 이상 이상화되지 않는다.다시 말

해,남성 주체로서 이들은 자신의 특성을 최고도로 이상화된 상태로 투사하고 있

는 ‘아름다운 혼’을 바라지 않는다.문제는 미성숙한 자신을 인간 완 함으로

끌어올려 만큼 흠 없는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본인이 “개인 으로 취 되

든가 아니든가”하는 것이다.(슐트,90-91쪽.)둘째,주인공들과 여성 등장인물의

계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데에 있어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들 자

신의 능동 인 의지와 행 가 아니다.오히려 그들의 연애는 우연과 일말의 수동

성에 의해 지배된다.여기에서의 우연은 개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운명의 힘이라기보다는 사소하고 일상 인 ‘측할 수 없음’에 가깝다.그러므로

우연에 의해 계가 시작되거나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원리의 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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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거의 없었다.반면에 낭만 사랑의 상은 개인 이고 주 인

작용에 의해 기호로 한다.사랑에 빠진 로트문트에게 있어 사랑의

상이 지니는 의미는 그 자신의 입장에 의해 부여된다.이처럼 상에

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만족감이 요한 타자로서 유

일무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 감과 합류할 때,새로운 차원의 안

이 흘러나온다.은유 인 죽음에 한 공포는 일시 으로나마 사라진다.

그 게 여성의 형태를 얻은 안에 기 어 로트문트는 새로운 삶의 단

계를 시작할 희망을 얻는다.그는 소냐와 깊은 계로 발 할 것 같다는

감이 들자 랑크푸르트와 슈바르츠발트 사이를 오고 가는 이 생활을

청산하기로 하고 에디트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던 은행 계좌를 해지한다.

한 소냐와의 계가 끝나고 우연히 만나게 된 크라미히가 극 으로

호감을 표하자 자기 인생의 “카트야 단계 Katja-Phase”380)에 들어선 것

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러니까 로트문트에게 있어 새로운 인생 과 태도

를 시험해 보겠다는 결정은 더 나은 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이 나타

났을 때를 제로 하며,반 로 여성 트 의 교체는 그러한 확약과

하게 련되는 것이다.이것이 더 명확히 드러난 시는  이날을 한

우산 을 들 수 있는데,작 익명의 서술자는 부터 알고 지내던 수

잔네와 연인이 되면서 더 이상 내면의 동의를 구하고자 애쓰면서 헛되이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물론 로트문트의 새로운 사랑도 지속성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사

회는 낭만 인 사랑을 얼마든지 이상화하지만,그것이 일생에 단 한 번

뿐이라거나 평생에 걸친 헌신을 보장한다고 확신하는 이는 없다.심지어

는 짧고 불안정한 것이 사랑의,나아가 사랑을 구성하는 열정의 특성으

로 인정된다.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사랑의 유효기간이 짧아진 것에는

낭만 인 사랑에의 희구가 그만큼 강해진 탓도 있다.낭만 인 사랑에

한 갈망이 조감이나 강박증으로 발 하게 되면,상 방이 그러한 사

379)사 공간에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성 역할로 생각되었던 돌 노동의 개념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김경희•강은애:돌 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본 모

성과 노동.실린 곳:담론 201제10권 4호 (2008),71쪽-106쪽.

380)Genazino:MittelmäßigesHeimweh,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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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인지,그리고 그 사실 여부를 최 한 빨리 확인

하는 일이 요해지기 때문이다.사랑의 상이 흠 없이 ‘아름다운 혼’

이 되어 필요까지는 없지만,개인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만약 그러한 특성이 확인된다면,낭만 사랑의 추

종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들을 찾아 나선다.마찬가지로 로트

문트도 여성이 뿌리를 내리기 당하지 않다고 단되는 즉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해 떠난다.그로써 슐트가 지 하 듯 “사랑 역시 시

행착오의 게임이 될 수 있다.일단 한번 지켜보다가 부정 인 징후가 보

이면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면 그뿐이다.”381)이 지 에 이르면 낭만

사랑은 비합리 인 기의 특성을 잃고 스스로 무화된다.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로트문트와 다른 주인공들의 소망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2)구입 가능한 체험으로서의 성

사회에서는 “성[이]인간성과 련된 사이고 성의 추구는 인

간 이므로 성의 쾌락과 그 (상품)가치에 돈과 시간을 쏟을 만하다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382)그에 부응하여 도시의 소비 자

본주의는 드러내놓고 상품화된 섹슈얼리티를,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식

으로 제공한다.이 게 상품화된 성의 한쪽 끝에는 가장 극단 이고 노

골 인 시로서 성 매매가,그러니까 성 경험 자체를 직 시장에 내놓

는 경우가 자리한다.다른 끝에는 완화되거나 암시 인 성 소구가,다

시 말해 섹슈얼리티와 하등 상 이 없는 제품에 부여된 성 인 이미지가

존재한다.물론 육체 인 체험의 가상을 제공하는 포르노그래피나 유명

인사들의 은 한 사생활에 들이 어지는 카메라 등도 성 상품화의 넓디

넓은 스펙트럼에 포함된다.이와 같은 유무형의 상품들은 갖가지 략을

381)슐트,147쪽.

382)가네지카 사다후미:성매매를 하는 신체 생산.실린 곳:다자키 히데아키 엮음:

노동하는 섹슈얼리티.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성 노동.김경자 옮김.삼인

200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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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잠재 구매자들의 성 욕망을 환기시킨다.동시에 그 게 환

기된 욕구의 충족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제안한다.한때 문명은 인간의

성 본능을 더 ‘고차원 인’목표로 승화시키는 것이었다.이제는 아무

리 괴상해 보이는 욕망이라도 타인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속삭이며,그 방법까지 구입 가능한 것으로서 가르쳐 다.

형 인 인인 게나치노의 주인공들도 낭만 인 애착을 배제한 채

여성의 육체와 그것이 약속하는 섹슈얼리티를 기호화하고,그것을 소비

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표 으로  사랑의 어리석

음 의 주인공은 나이트클럽의 스트립쇼를 보러 간 경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객석이 어두워지고,무 가 환해진다.스피커에서는 안내말이 흘러나온다.

다음은 ‘말 량이 삐삐’순서입니다.[…]말 량이 삐삐가 무 로 뛰어오른

다.알몸이나 다름없고 얼굴에는 주근깨를 그렸으며,책가방을 메고,말 량

이 삐삐와 같은 모양으로 머리를 땋았다.이 말 량이 삐삐는 혼웅지로

만든 작은 말의 머리를 감싸 안는다.무 한가운데에는 꼭지가 달린 말안

장이 놓여 있다.말 량이 삐삐는 이제 자신의 꿈인 승마를 보여 다.그

녀가 안장 로 올라타는데,그 자세는 안장에 달린 꼭지가 남근을 흉내 낸

것임을 나라하게 보여 다.[…]말 량이 삐삐가 안장에 워 신음소리

를 내는 장면으로 극이 끝나고,막이 내린다.일곱 명 가량의 남자들이 드

문드문 박수를 친다.383)

주인공은 본인이 천천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

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차이다.“오후의 단조로움”384)이 세상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며 느낀 비애와 뒤섞이고,385)이는 곧 “내면이

침몰하는 느낌”386)으로 발 한다. 장 끝자락의 나이트클럽에 다다르자,

383)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213-214쪽.

384) 의 책,212쪽.

385)그는 “헤겔의 형이상학과 변증법 안에서 무참하게 길을 잃어버리”고,“일층 사

무실에서 은 날의 비상을 무나 오래도록 속죄하고 있는”헨셸을 애도하거나

( 의 책,210쪽)벤치에 앉아 들어주는 이 없는 욕설을 내뱉는 여인을 맞닥뜨리

고,역 근처의 “폐허 같은 집”을 지나친다.( 의 책,211쪽)



-159-

어쩌면 “‘사정 마감일’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387)모른다

는 기 가 그를 압도한다.그는 별 갈등도 없이 곧장 클럽으로 들어선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섹슈얼리티의 소비는 인간의 가장 본능 인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의미 이외에 도시인의 체험 만능주의와도 깊은 련을 맺

고 있다.세계는 불안정한 공간이며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깨달음이 극

복될 수 없는 권태와 멜랑콜리를 가져 온다.이를 달래기 해 도시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스펙터클을 찾아다닌다.그러한 맥락에서 에로틱한 체

험은,비록 실제의 육체 을 흉내만 낸 것이라 할지라도,놓칠 수

없는 흥 거리이다.그것은 순간 으로 개인의 길을 사로잡아 그에 몰

두하도록 한다.이 때 세계의 다른 모든 것은 뒤로 려난다.정신의

은 자극의 원천과 그에 반응하는 자신의 육체로 축소된다.이러한 의

미에서 성은 배타 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섹슈얼리티

의 구매는 곧 모종의 해방감을 구매하는 기호 행 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의 서술자는 삐삐의 공연을 성 으로 소비하면서 기 하

던 해방감을 얻지 못한다.그는 삐삐의 공연을 보면서 느낀 어떠한 감정

인 반응도 보고하지 않는다.심지어 성 으로 흥분했다거나 하는 언

도 없다.오직 공연이 끝난 후 맥주병을 마 비우고 화장실로 갔다는

만 묘사할 뿐이다.더군다나 화장실을 나온 뒤에는 포도주잔을 훔치고,

가벼운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그가 사소

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일상을 지배하는 ‘착란의 변증법’과 그로 인한 불

안감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상기해 볼 때,그를 클럽으로 이끌

었던 비애는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이는 무엇보다 도시가 제공하는 무 심한 체험의 한계 때문으로 풀

이할 수 있다. 시에서처럼 개별 인 자원으로 분리된 성은 근본 으로

무 심한 기호의 특성을 갖는다.거꾸로 말해 에로틱한 체험을 사고 는

일은 체험하는 주체와 체험되는 상 사이에 안 거리가 확보될 때에만

가능해진다.그 지 않으면 매자와 구매자 모두 섹슈얼리티에 흔히 수

반되곤 하는 감정 ,육체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나

386) 의 책,208쪽.

387) 의 책,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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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클럽의 ‘말 량이 삐삐’와 그녀를 보고 박수를 치는 객들은 서로에

게 무 심하다.그들은 무 와 람석의 거리만큼이나 안 하게 분리되

어 있다.즉,서로를 지각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정서 인 계는 맺지

않는다.이는 자연스럽게 상 방을 비인격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비록

객들이 무 의 삐삐에게 매혹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녀의 개체성

은 그 강렬한 집 의 상이 아니다. 요한 것은 람하는 사람의 욕망

이 해소될 수 있게끔 공연 인 몸의 이미지이고,그것이 바로 기호이다.

삐삐에게도 객들 개개인의 면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녀의 공연은

분명 그들을 겨냥한다.다만 에로틱한 즐거움을 제공받고 그 가를 지

불하는 집단으로 추상화된 상태에서만 그러하다.이처럼 성 욕망의 환

기와 충족을 사고 는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 도 없는 익명의 존재로 남

을 때,스펙터클로서의 기호를 구매하는 가는 최소한도로 떨어진다.구

매자의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여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감정 부담을 배제하는 무 심성이 바로 에로틱한

기호 매매의 한계를 결정짓는 요인이다.차단과 분리를 제하는 타지

의 공연은 결국 같은 욕망을 재생산할 뿐이다.성은 기가 아니므로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동시에 사 인 역에서의 친 함과도 결부되지

않는다.그 게 개인 인 의미와 무게를 잃은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단히 쉽다.이제 시각에 의존하여 가볍게 참가할 수 있는 놀이가 된 성

은 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시장은 늘 그러하 듯 최단 시간 내에

최 의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내기 해,다시 말해 기호화된 성을 최

한 많이 팔기 해,개인의 성 욕망을 자극하면서 반복 인 체험을 약

속한다.이는 일반 인 소비문화가 소유의 환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방식과도 상통한다.다품종 소량 생산을 골자로 하는 후기 자본주의는

소비자로 하여 항상 결핍을 인식 하고,그것의 일시 인 충족만을

허락한다.소비자의 앞에 있는 상품은 지 소비자에게 없는 것을 지

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해당 상품은 소비자가 가지지 못

한 어떤 것을 리하는 기호이다.그리고 일단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

매하면,즉각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 방 산 그 제품에는 어떠어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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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핍되어 있으니 자신을 사라고 유혹한다.그래서 개인은 본인에게

없는 어떤 것을 치하는 상품 기호를 구매하고자 하는,끝없이 새로워

질 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으로 내몰린다.마찬가지로 기호가 된

몸과 섹슈얼리티는 다른 기호를 갈망하도록 만들고,그 과정이 끝없

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무한한 세미오시스는 앞서 언 하 듯 궁극 으로 지향되는

본질에 결코 닿을 수 없다.시장은 성 쾌락과 소비의 쾌락을 결합시켜

상품에 인코딩한 장본인으로,순간순간의 체험 기회를 매하지만 그만

큼의 좌 과 실패를 안겨 다.바우만이 정리하 듯 “성 동물로서의

인간의 오늘날의 고뇌는 소비하는 인간의 고뇌이다.양자는 함께 태어났

다.”388)그들은 “ 원히 불안 하고 충족되지 않는 채로 있도록 운명 지

어져 있다.”389)이 게 보면 삐삐의 공연에도 서술자의 무감각함이 깨어

지지 않았던 것이나,공연이 끝난 후 그가 바라던 안이 주어지지 않았

던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삶의 불확정성과 이해할 수 없는 ‘착란의 변증

법’에 맞서 “질서 있는 삶(여자 한 명,사랑 하나,집 한 채,하나의 명확

함)”390)을 희구하지만,스스로 그러한 질서가 불가능할 것임을 아는 서술

자를 로하기에 ‘참을 수 없이 가벼운’성애의 체험은 터무니없이 부족

하다.상품 기호가 된 성은 기껏해야 순간 인 정신 산만 는 기분

환의 기회를 마련해 뿐이다.성을 구매하는 것은 서술자가 ‘착란의 변

증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다.그것은 오히려 변증법의

결과물이자 서술자로 하여 그 변증법에 의해 지탱되는 소비 자본주의

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 이다.

같은 맥락에서  어 간한 향수 역시 여성의 몸이 시각 인 기분

환의 도구로 환되는 지 을 보여 주면서, 한 거리를 둔 채 체험되

는 섹슈얼리티를 제시한다.

기분 환을 할 겸 와 본 이 꽤 자주라,열두 시부터 두 시 사이에 사창

388)바우만:리퀴드 러 ,127쪽.

389)게나치노:두 여자 사랑하기,141쪽.

390) 의 책,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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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사람들로 붐빈다는 걸 알고 있다.남자들은 개 진짜로 여자들 방에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다.그냥 자극 인 경 한두 개로 요기를 한 다음

다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그들은 을 크게 뜨고 의

바른 거리를 유지한 채 요란하게 옷을 차려 입은 여자들의 몸을 바라보는

이다.[…]그녀는 신부처럼 단장했다. 이스가 달린 흰 원피스를 입고,

하얀 래지어를 하고,하얀 슬립을 입었으며,하얀 헤어밴드를 하고 흰 신

발을 신고 있다.391)

해당 인용문의 성노동자들은 상 의 쇼 도에 진열된 상품과 단히 유

사하게 기호로 존재한다.392)그녀들은 매자인 동시에 상품으로,잠재

인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기 해 자신의 몸을 보여 다.이들의 보여

은 보여주기 그 자체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궁극 인 목표,다

시 말해 화폐가 매개하게 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교환 행 이다.

이들의 몸은 견된 소비자의 욕망에 맞춤한 모습으로 시된다.요컨

심시간을 이용해 요기를 하러 온 남성들을 겨냥하는 이들의 이미지

는 일반 인 성 쾌락을 모호하게 약속하지 않는다.오히려 그 안에는

“신부 흉내 Brautmaske”393)와 같이 구매자의 흥미를 끌 만한 상황이 구

체 으로 인코딩되어 있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쇼 도가 구매자와 매

자인 동시에 상품인 그녀들을 갈라놓고 있다.쇼 도에 시된다는 것은

이들이 외부의 찰자를 향해 있으면서도 상 내부에 치한다는 뜻이

다.쇼 도는 상 의 안과 바깥을 시각 으로 이어지게 만들지만,두 공

간을 구분하는 벽이기도 하다.한편으로 빤하게 들여다보이는 내부 공간

391)Genazino:Mittelmäßiges Heimweh,S.41-42.“Ich war,um mich zu

zerstreuen,schonöfterhier,undichweiß,dassdieBordellezwischen12.00

und14.00Uhrstarkfrequentiertwerden.DiemeistenMännerwollennicht

wirklichzudenFrauen,siewollennureinPaarstarkeBildersehenunddann

wieder zurück an ihre Schreibtische.[…] Sie bleiben in respektvoller

EntfernungstehenundbestauendieherausgeputztenKörperderFrauen.[…]

SiehatsichalsBrautzurechtgemacht.SieträgteinweißesSpitzenkleid,einen

weißen Büstenhalter,einen wißen Slip,ein weißes Haarband und weiße

Schuhe.”

392)그래서 이들을 찰하는 찰자들의 시선은 앞서 살펴본 도시 아 이드의 산

보객과 비슷하다.

393)ebd.,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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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 공간의 연장이 되고,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다른 한편으

로 각 으로는 내부와 외부가 분리된다.결과 으로 외부의 찰자는

욕망을 환기할 정도로,그리고 환기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 를 불러일으킬 정도로만 상품 기호와 가까워진다. 당한 거리로 인

해 찰자들은 심시간이 지나 회사로 돌아가면 본 것을 잊고 일에 몰

두할 수 있다.하지만 다음 날 심시간이 되면 다시 같은 거리로 모일

것이며,그 게 매매를 지향하는 성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향유할 것이다.

더불어 성 구매를 고독감과 안으로부터의 도피로 의미화하려는 일이

역효과를 낸다는 것은 로트문트가 남미 출신인 듯 보이는 매춘부와 계

하는 장면에서 특별히 강조된다.로트문트는 에서 인용한 ‘신부’의 방

으로 찾아갔는데,그만 그녀의 개가 침 에서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만두고 회사로 돌아갔다.며칠 뒤 버릇 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갑

자기 ‘신부’를 보러 가기로 한다.“내면에 텐트를 쳐 놓고 들어가 있는

괴로움 dieQuälereiinmeinem innerenZelt”394)이 그를 몰아가는 탓이

다.그러나 어쩐 일인지 신부의 방문은 닫 있다.뜻 모르게 안도의 한

숨을 쉬던 그는 바로 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그 안에서

“남미 출신인 것 같은 여성 wahrscheinlicheineSüdamerikanerin”395)이

버드나무로 짠 의자에 앉아 은색의 얇은 사슬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본다.로트문트는 그녀를 보며 “어린 시 의 코카콜라 달력

Coca-Cola-Kalender[]ausmeinerKindheit”396)을 회상하며 즐거워한다.

그런데 어느 샌가 함께 구경하던 다른 남성들이 사라져버리고,혼자 남

은 로트문트는 어쩔 몰라 하다가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아다 오른 쪽 가슴 에 올려놓는다.어린 시 로 돌아간

듯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더 이상 뒤로 뺄 수가 없다.397)

394)ebd.,S.52.

395)ebd.

396)ebd.

397)ebd.,S.53.“SienimmtmeineHandundlegtsiesichaufdierechteBrust.

JetzthabeicheinbeglückendesKindheitsgefühlundkannnichtmehrzur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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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에서 행복감을 느낀 순간,사창가로 가는 길에 녹 가 되어

버려 “신부”를 안 만나러 갈 수 있었으면 하고 은연 에 바라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로트문트는 즉각 가격을 묻고,서류 가방에서 이십

유로짜리 지폐를 두 장 꺼내 그녀에게 건네 다.이후 여성이 앞으로 다

가오자,그는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마치 그녀가 생에 타우 스 산에 살던 종달새 는데,어떤 못된 마법사가

매춘부로 변신시켜 이 건물로 끌고 오기라도 한 것 같다.귀여운 작은 새

한 마리 같아,나는 무슨 동화책에서 그러는 것처럼 말한다.여자는 기뻐한

다.398)

즉,로트문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 인 쾌락이 아니다.앞서  사랑

의 어리석음 의 서술자는 비애를 가라앉히기 해 클럽에 들어갔고 로트

문트는 괴로움을 달래기 해 사창가로 들어왔다.그 괴로움은 에디트와

의 사랑이 완 히 과거지사로 돌아갔다는 데에서 온다.매춘부와의 행

는 그 게 소멸된 낭만 인 사랑의 가상을 담지하는 기호이다.그는 매

춘부를 마법에 걸린 “타우 스 산의 종달새”로 상상하고,그를 통해 앞

으로 일어날 행 까지 낭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로트문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그의 허탈감은 아래와

같이 사랑이 배제된 성을 가축의 인공수정과 비교하는 데에서 정에 달

한다.

순간 우리가 계하는 기묘한 모습이 텔 비 에서 자주 봤던 인공 수정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수정사가 냄새를 풍겨 황소를 모형 소 쪽으로 꾀어

낸 후,생식기에 정액 수집용 기구를 운다.십 만 기다리면 결과물이

나온다.이 작은 거짓말쟁이와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와 얼마나

398)ebd.,“DieFraukommtmirjetztvor,alsseisieinihrem frührerenLeben

eineLercheim Taunusgewesen,seidannabervoneinem bösenZaubererin

eine Prostituierteverwandeltund in diesesHausverschlepptworden.Du

siehstauswieeinschönesVögelchen,sageichwieim Märchen,worüber

sichdieFraufr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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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가.399)

이후 그는 건물을 떠나 “여름날 녁의 부신 밝음 속으로 in die

blendendeHelligkeiteinesSommerabends”400)빠져나오고,작품이 진행

되는 동안 다시는 이번 일에 해 언 하지 않는다.

399)ebd.,S.54.“MomentweiseerinnertmichunsereeigenartigeSexualskulptur

andiekünstlichenBesamungen,dieichim Fernsehenschonöftergesehen

habe:Ein Stierwird mitHilfeeinesDuftlockstoffsaufeineStierattrappe

gelockt,überseinen PenisstülptderZüchterein Samenabfanggerät.Zehn

Sekunden späteristdas Ergebnis da.So ähnlich istauch derVerlauf

zwischenderkleinenBetrügerinundmir.”

400)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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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노동 형태의 편화와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더 이상 통 사회

에서의 단일하고 고정 인 자아 감정을 기 할 수 없는 인들은 시장

에 내놓아진 상품들을 구매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

하려 한다.즉, 인의 소비는 일차 으로 상품을 자아의 연장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에 기반을 둔다.문제는 이처럼 소비를 통

해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다름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시장은 끝없이 ‘새로

운’상품들을 제공하고,소비자에게 ‘새로운’욕망을 불러일으켜 자본이

무한정 순환하도록 유도한다. 한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양립할 수 없

는 가치들을 무차별 으로 수량화한다.자유로운 개인은 과잉 공 되는

선택지들,그것도 화폐의 힘을 빌려 모두 동등하게만 표상되는 안들

앞에 어 할 바를 모르게 된다.결국 그는 근 주체의 이상이 상실되

었음을 애도하면서도,선택의 부담을 이기 해 타인의 을 내재화

하고 숫자들의 권 를 수용한다.이로써 소비자로서의 인은 타자 지

향 인 나르시시즘이라는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는 멘털리티를 보유하게

된다.유동 이고 편화되어 있는 정체성을 잠시 동안이나마 고정시킬

수 있는 가로,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은 거 한 분열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게나치노의 주인공들 역시 형 인 인으로,노동이 항구 인 정

체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 욕망의 무한한 재생산만이 남은

사회를 이리 리 돌아다닌다.본인들이 기꺼이 인정하는 바,그들의 내면

은 미친 듯이 순환하는 상품들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

이다.자아가 받고 있다는 불안감과 세계가 기에 처했다는 까닭

없는 공포감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뒤섞인다.멜랑콜리와 권태가

번갈아가며 그들을 엄습하고, 기와 착란에 한 불길한 감이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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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찾아든다.이에 맞서기 해 이들은

기호 사용에 의존한다.다시 말해 특정한 시니피앙에 자기만의 해석을

첨가하면서 무한한 세미오시스를 추동하고,이로써 나름 로의 안을

얻고자 한다.이들이 찾으려는 안은 작게는 정신 산만을 통한 기분

환에서부터 크게는 주체로서의 자기 확증에 이른다.

그러나 기호 사용에 있어서도 안은 일시 일 뿐,분열과 진자 운동

은 여 히 과정을 지배한다.먼 언어 기호와 련하여,일단 게나치

노의 주인공들은 언어에 한 신뢰 속에서 움직인다.특히 이들은 후

세 로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무력하게 휩쓸리기만 한

부모가 차 소통을 거부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그 결과 병 인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언어의 상실과 연결 짓는 데에 익숙하다.반 로

언어를 잃지 않은 상태는 - 한 때에 합한 표 을 사용하여 타인

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 상태인데 -곧 스스로 삶을 운 하

면서 필요하다면 결산할 도 아는 인간의 활동력으로 받아들여진다.그

러나 그들이 지닌 신뢰는 되풀이하여 기만당한다.타인에 의해 언어

지를 당하거나,오독과 실언을 반복하는 등 언어 기호의 한계에 부닥치

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그럼에도 언어 기호에의 신뢰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은 결국 언어를 타자와의 커뮤니 이션을 해서가 아니라 말놀이나

거짓말 같이 지극히 주 인 방향으로만 사용함으로써 안을 얻고자

한다.물론 이와 같은 략은 언어 기호가 지닌 재 의 힘을 박탈하고

의미 없는 자가 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므로,그들이 처한 문제를

가 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 기호의 차원에서도 이들은 안을 찾아 헤매지만,언제

나 신뢰와 좌 ,재신임을 반복하게 된다.이들이 가장 이상 으로 여기

는 미 기호는 측 불가능한 모호함을 갖춘 것들이다.그러한 모호함

은 찰자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고,무한한 해석 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

써 그가 주체로 떨어져 나오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제도 술

은 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하는 모두가 술가라는 기치 아래 장려되는 딜 탕티즘과 아마추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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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그에게 오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한낱 기성품으로 락

해 버린 술 작품들이 시되는 미술 역시 탐탁찮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이미지들을 찾아다니고,여기에 개인 인 의미

를 부착하여 주물로 만든다.작가인 게나치노 특유의 연장된 시선이 강

하게 투 된 그들의 주물화 략은 아마도 가장 순수하고 집 인 안

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미 편화된

지 오래인 도시의 정체성은,그리고 그 게 조각난 정체성의 단편을 그

로 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찰자의 정체성을 편화하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동시에 개인의 단일하고 항구 인 자아 감정을 빼앗아

간 바로 그 도시가,다시 주물이 될 만한 시각 이미지를 무한정 내어

놓는다는 양가성은 주인공의 혼란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역에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겪는 분열과 진자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하나는 그들이 이야기의 화자로서 보이

지 않는 청 에게 말을 걸 때 나타나고,이것은 앞서 본 언어 기호의 주

화가 확장된 것이다.다른 하나는 이들이 작 세계 내에서 사랑과 섹

슈얼리티를 경험할 때 드러나는데,이는 도시의 이미지를 주물화하는

습 과 련된다. 자에 있어서 이들은 고백을 하고,거짓말을 하며,다

시 방 한 거짓말을 고백하는 양상을 보인다.그와 같은 고백과 거짓말

의 반복은 자신의 진술을 조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청자를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착하게 하고,그로써 강력한 주체가 된 자아의 모습에 도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기 에 깔고 있다.요컨 이것은 말로써 세계와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권능을 기이하게 비틀린 방식으로 체험하는 일

이다.후자에 있어서 게나치노의 주인공들이 겪는 분열은 낭만 인 사랑

을 성으로부터 분리해내고,하나는 끝없이 이상화하는 한편 다른 하나는

사물을 하는 듯한 무 심성으로 응한다는 데에서 온다.이 과정에서

상 여성은 마치 과거의 낭만주의자들에 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주물

이 된다.덧붙여 그보다 작은 규모의 분열이 각 역 안에서 연쇄 으로

일어나는데,그 에서도 가장 형 인 것은 자기 심성과 타자 지향성

의 교차,기 와 환멸의 반복,일시 인 안과 지속 인 비애의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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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이상으로 분열과 진자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게나치노의 작품 세

계를 살펴보았다.게나치노는 뷔히 상 수상 소감문에서 문학이란 본질

으로 결핍 Mangel을 인지한 자의 기도이자 “고통을 달래 주는 우리의

고향 unserepalliativeHeimat”401)이라고 말한 바 있다.재앙과 같은

실을 인식하는 자는 월 인 심 인 신, 실,역사,정의 등을 향해 청

원하기 마련이다.문학은 인이 겪는 결핍과 ‘열렬하면서도 고통스러

운 leidenschaftlich’ 동경을 담아 “ 답이 없는 세계 eine nicht

antwortendeWelt”402)에 호소하는 한 방편이다.이 게 모든 문학 작품

에 담기기 마련인 결핍에 한 통찰은 인으로 하여 갈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갈망을 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다.이러한 에서 볼 때 게나치노 그 자신의 작품들

은 편화된 정체성과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비애감에 시달리는 주

인공들을 면에 내세움으로써,그리고 그들이 처 하게 좌 하면서도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인의 분열과

갈등을 해부하는 한편,그와 꼭 같은 처해 있는 독자들에게 ‘고통을 달래

주는 고향’이 되어 다고 할 수 있다.

401)Wilhelm Genazino:DerUntrostunddieUntröstlichkeitderLiteratur,S.205.

402)ebd.,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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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Zwiespalteund

PendelbewegungeneinesSubjekts

-DieProtagonistenalspostmoderne

Zeichenbenutzerinausgewählten

WerkenWilhelm Genazinos

Lee,Balgeum

GermanLanguageandLiteratur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ilhelm Genazino,geboren1943inMannheim,wurdemitseinerin

derzwischen 1977 und 1979 erschienen Roman-TrilogieAbschaffel

bekannt.Aber die Bekanntheit des Autors war auf bestimmte

literarischeKreisebeschränkt.Obwohlseine RomanevonderKritik

überwiegend positiv aufgenommen wurden,waren sie kommerziell

nichtgeradeerfolgreich.Genazinowurdeerstindenfrühen2000er

Jahren einem größeren Leserkreis bekannt,seiteinerBesprechung

seinesdamalsletztenWerkesEineRegenschirm fürdiesenTag(2001)

im Literarische Quartett des ZDF.2004 erhielt der Auto den

Georg-Büchner-Preis, der wichtigste Literaturpreis im deutschen

Sprachraum,und2007denKleist-Pr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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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omane Genazinos zeichnen sich durch die Ästhetik der

variierendenWiederholungaus.IndervorliegendenArbeitgehtesum

dieseWiederkehrvonThemenundMotivenaufverschiedenenEbene,

vorallem dieZwiespalteundPendelbewegungen einesSubjekts–

meistensderProtagonisten.Interessantist,dassdieZwiespalteund

Pendelbewegungungen derHelden in Genazino’schen Romanen,die

fastimmerIch-Erzählerim Präsenssind,am deutlichsten werden,

wenn sie sich selbst als Zeichenbenutzer beschreiben. Deshalb

versuchtdieArbeitaussemiotischerSichtdiepoetisiertensubjektiven

ZwiespaltebeiGenazino,die oftsich von derSchizophrenieoder

pathologischen Persönlichkeitsstörung kaum unterscheiden, zu

anlysieren.

Zur Zeichenverwendung leiden die Protagonisten unter fünf

Zwiespalten.DieseZwiespaltenstehenim sehrengenZusammenhang

miteinander,aber auf keiner gleichen Ebene.Zuerst kann man

betrachten,dass dererste ZwiespaltaufihrerGroßtadt-Erfahrung

beruht,dieunmittelbarmitderTendenzzurFlexibilisierungaufdem

Arbeitsmarkt und zum postmodernen Verbraucherverhalten –

Konsumerismus – verbunden. Indem die erhöhnte berufliche

Flexibilität dem Individuum nicht nur eine vertrauensvolle

Identifikation mitder Arbeitstätigkeitaber auch das Gefühlvon

Selbstsicherheit wegnimmt, und schließlich zur Verlust ihrer

kontinuierlichen Identitätim Laufedes Lebens führt,möchten die

HeldealsVerbraucherdurch Konsum ihrkohärentesSelbstkonzept

immer wieder ausbilden. Nämlich wird was sie kaufen, zum

persönlichen Zeichen,das fürsie steht.Wernach diesem Motto,

“Konsum StattArbeit”,lebt,gerätallerdingsineineArtKrisedes

Subjekts,weileseinerseitszuvieleundverschiedeneMöglichkeiten

inderWarenweltgibt,undderMassenmarktandererseitswesen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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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 ist. Nie hört die subjektive Pendelbewegung zwischen

FindungundVerlustihrer(neuen)Identitätenauf,genauähnlichwie

die Ware als Zeichen unendlich zirkulieren.Das leidende Subjekt

möchte deshalb gerne “nach derMode gehen”,um die Lastder

wiederholtenEntscheidungszwangabzunehmen.Dasheißt:Esvertraut

dje quantitativen Indikatoren blind. Man kann diesen

widersprüchlichenZustand,dassdieGroßstadtbewohnerdesfremden

SeinsfürEntwerfenseineseigenenSelbstbildesbedürfen,densich

aufandereverlassendeNarzissmusnennen.

DerzweiteisteininnererZwiespalt,dersichaufdieBilateralität

vonZeichenbezieht.AlsStellvertreterverweisteinZeichenaufetwas

andere,aberdieRelationzwischendem Trägerunddem durchihn

vermitteltenInhaltistnichtkausal,sondernarbitär.Deshalbgiltdas

ZeicheneinerseitsalseinebestimmteEinheit,diemitderWirklichkeit

– dazugehöreneinSachverhalt,eineSeinsweiseeinesObjektsoder

Sprecherabsicht,etc.- übereinstimmen soll.Andererseits ist es

möglich,dasZeichenselbstfürdieUnwahrheitzustehen.Wenndiese

semiotischeAmbivalezunddieSpannungzustanddenGenazino’schen

Figuren aufeinander trifft,kommtihre zweipolig entgegengesetzte

psychologische Phänomene in Betracht – die Simultanität des

VertrauenundMisstrauen.

DiehäufigeAbwechslung zwischen Vertrauen und Missvertrauen

fälltbesonders im Fallauf,dass dieunterderschon erwähnten

schizoiden Mentalität leidenden Protagonisten in Akten der

Zeichenproduktion und –interpretation Trost zu finden versucht.

DabeiwirdderzweiteZwiespaltkonkretisiertundbringtderdritte

undviertefolglichhervor.

Der dritte Zwiespalt zeigt sich im Anschluss an ihren

Sprachgebrauch.SiesindzutiefsttraumatisiertvonErlebnissen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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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ch-Störung oder Sprachverweigerung ihrer Eltern, die den

ZweitenWeltkriegüberlebthaben.IhreStummheitistaufihreSöhnen

nochlangewirksam,undzwaraufbipolareWeise.Einerseitsstreben

siestetsnach Möglichkeiten sprachlicherVerständigung,um nicht

wie seine Eltern zu werden. Sie nehmen die richtige

Spracheverwendung für die Verteidigung ihres Daseins an.

Sprachliches Ungeschick also wird so erlebt,als seidie eigene

Existenzbedroht.Dochkennensieandererseits,dassdieSpracheihre

Elternnichteinmalvorihrem Scheiternrettenkonnte.Gleichzeitlig

bemerken sie immerwiederdie unabsichtlichen Missverständnisse

oderNicht-VerständnissezwischenKommunikationsteilnehmern.

Gegen dieseKommunikationsfehlversuchen sieVertrauen in die

SprachedurchdieSubjektivierungderSprachzeichen,nämlichdurch

ihre Poetisierung,bewahren zu können.Dennoch: Diese private

Orientierung an Zeichenform,die anderen Komponenten z.B.ihren

InhaltoderZweckausgenommen,führtzum endgültigenMisserfolge

derintersubjektiverVerständigung.Schließlichwerdensievonihrer

Familien,Kollegen,undderGesellschaftisolisiert.Indiesem Punkt

kann man sagen,dass dersichere Glaube des Subjekts an der

Sprache den VerlustderZugehörigkeitdurch Sprache verursacht.

Beobachtetwird auch die Ironie,dass die Unvollständigkeitund

Unentscheidbarkeit des Sprachzeichensystems, ohne die keine

Enttäuschung von der Sprachzeichen als Kommunikationsmitteln

entstehenwürde,geradeihrePoetisierungermöglichen.

Der vierte Zwiespalt steht in Relation zur Kodierung und

Dekodierung der äesthetischen Zeichen. Die Helde Genazinos

verabscheuen die Kulturindustrie in der Großstadt im

Spätkapitalismus.Fürsie istdie Kulturindustrie schuldig fürdie

Banalisierung der Kunst und dadurch den "Verschwinden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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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kts".Ein Kunstwerk seietwas,das seine Rezipienten stark

erschüttert.Nursokönnten dieReziepienten esmitkonzentrierter

Aufmerksamkeitzu intepretatieren beginnen,es mitihren eigenen

Bedeutungenanreichernd.ImdessenentdeckensieerneutihreIdentität

alsaktiveTeilnehmeranderKunsterfahrung,derkodierteInformation

dekodiertunddavonneueIntepretatenherstellt-alsSubjekt.Statt

institutionalisierterKunst, dieschonziemlichoftihreErwartungen

getäuschthat,richtensieihreAurmerksamkeitaufdieBilderkleiner

DingedesAlltags.

Hierkommtesdaraufan,dasswasihreaufdieErscheinungsder

Dinge bezogenen Epiphanie möglich macht, ist gerade die

Gleichzeitigkeit der schnellen widersprüchlichen Eindrücke der

Metropolen,wegenderdie"Subjekt-Zerstücklung"geschiehtunddie

Stadtbewohnersich alsIndividuum bedrohtfühlen.DabeiwirdDie

Suche nach der Subjekt-Werdung des Selbst durch ästhetische

Erfahrungim ZeichenzurVerwirrungundFragmentierungdesSelbst,

vorderdieProtagonistenimmerfliehenmöchten.

Darüber hinaus zeigtsich der fünfte Zwiespaltim Prosawerk

Genazinos,zudem sichderdritteundvierteZwiespalterweitern.Der

dritteZwiespalt,dermitderSpracheinnewohnenderAmbivalezim

Zusammenhang steht,kommtzum sich wiederholenden Reigen des

Gestehens,derLügenunddesLügezuGestehens.DeraufdieSuche

nach subjektiven Tröstungen durch Personalisierung der Bilder

bezogene vierte Zwiespalt lässt die Unterscheidung und

Bipolarisierung zwischen LiebeundSexualitätentstehen.DieHelde

versuchen zu Trost finden, die romantisierte Liebe respektive

kommerzialisierteSexualitätohneZuneigungspenden.Dafürwerden

dieFrauenundFrauenkörperalsZeichenbahandelt,denensieneue

subjektivenNebenbedeutungenzuschr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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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ämlich leben die Genazino'schen Helde in den inneren

Widersprüchenim ChaosderZeichen,dieunendlichentstehen,sich

verändern und verschwinden.Beispielhaftanhand vierBücherdes

Autos-EinRegenschirm fürdiesenTag,EineFrau,eineWohnung,

ein Roman(2003), Die Liebesblödigkeit(2005) und Mittelmäßiges

Heimweh(2007)werdendieseverschiedenenZwiespaltigkeiteninder

vorigendenArbeituntersucht.DadurchwürdedieAmbivalenzinder

Großstadtbewohnerlichen Mentalitätund Lebensweise beleucht,die

sich darauf gründet, dass die unbegrenzte Erweiterung eines

"subjektiven Kosmos"dieUrsacheund Lösung vom schmerzlichen

Problem despostmodernenIchsist.

keywords:Wilhelm Genazino,Zwiespalt,Trost,Scheitern,

Vertrauen,Enttäuschung,SprachlichesZeichen,

ÄsthetischesZeichen,Sexual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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