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정적 서사시문학으로서 

볼프람 폰 에센바호의 『파르치콸 Parzivald] 

허 칭 문 (시울대) 

볼프람 폰 에센바흐(Wolfram von Eschenbach)에 관한 사료는 아무것도 

전해진 것이 없다. 단지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 내지 서술자의 언급 등을 통 

해서 그는 프랑켄지방의 안스바하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의 서사시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는 봉토를 하사 받지 못한 종신신분으로서 

오직 영주와 같은 후원자들에게 생계를 의존해야만 했던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람은 슈타우펜 왕조 문학기의 대표적인 세 서사시인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궁정기사들이 타락했다고 보았고， 대게 성 

직자들이 담당한 기사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라인마르 

의 연가문학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나듯 고전적 여인봉사도 거부한다. 또 그 

는 자의식이 강한 문외한의 태도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도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한다. 이처럼 볼프람은 막강한 언어적 상상력과 생동하는 유머감각 

및 반어와 역설로 점철된 파격적인 문체를 구사함으로써 때로는 문학현실과 

의 냉철한 논전을 통해 ‘공훈귀족’ 신분의 자존심에 걸맞는 면모를 자신의 작 

품 속에서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런 문제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의 처녀작 『파르치팔 Par.킥l때』이 당대의 

궁정사회에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현재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펼사본들이 총 84종에 이름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압운2행연구(裡題二行聯句， Paarreirn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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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문형식을 취하고 있고， 규모에 있어서는 24，810행에 이르는 방대한 ‘장편 

소설’에 속한다. 특히 이 작품이 함의하고 있는 사상적 심오성과 당시의 종교 

적 현실의 독특한 문학적 반영을 주목할 때 왜 이 서사시문학이 그토록 오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칼 라흐만의 기념비적인 편집 · 출판 이래 총 16권의 방대한 규모로 전해지 

고 있는 이 궁정서사시는 당시의 궁정연애시문학인 민네장과 마찬가지로 원천 

적으로 독서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궁정의 청중 앞에서 직접 작가 

나 서술자가 연사나 가인(歌시의 자격으로 낭독 내지 낭송하는 구연문학에 

속한다. 따라서 문학의 실현상황은 오늘의 인쇄매체와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대부분 값비싼 양피지에， 그것도 원작이 생성된 시기보다 수십 년， 

섬지어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실력 있는 후원자의 

지원을 얻어 필사된 이 독특한 존재의 문학을 대할 때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보다 경건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권고에 귀기우궐 펼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볼프람의 『파르치팔 Par.낀l때』을 일차 

적으로 독일의 중세문학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한국의 독문학도들에 

게 몇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집펼된 것이다. 

1. 작가의 전기와 작중 화자 내지 서술자 

독일 중세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꼽히는 이 서사시문학의 작가는 미완 

성으로 남은 다른 서사시 『빌레할름 Win하nlm.ll. l'티투렐 Titurel~과 더불어 

당시의 미학적 규범의 주도적 지침들을 뛰어넘어 자기 나름의 독창성을 펼쳐 

보인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적지 않은 동시대의 작가들 

은 볼프람의 『파르치활』을 선구적인 문학작품으로 언젠}는 데 인색하지 않 

았고， 또 이를 시샘하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작가도 생겨나기까지 했다1) 

1) 당시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Go뼈빼 von straß뼈g)가 언급한 “찌ndaere 

뻐lder maEπe"라는 논평은 바로 볼프람을 지목하여 비난한 혹평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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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볼프람의 양식을 모방하고1 그가 남긴 미완성의 작품들을 보완하면서 여 

러 문학적 모티프틀을 새로운 양태로 수용하려는 수많은 문학적 시도들도 있 

었음은 이 작가가 지닌 중요성과 작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증거 

에 다름 아니다，2) 현재 남아 있는 펼사본들 중 이 작품의 완전 필사본은 무 

려 15가지에 이르며 필사본 단편들도 %가지나 된다는 사실 역시 이와 무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파르치팔』은 바로크식 문체， 풍부한 연관성을 지난 언어적 비유들， 

배경의 깊이를 꿰뚫어 보기 힘든 다채로운 상징들 및 온갖 문제성들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독자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중세 문학 특유의 

난해성을 지난다. 당시의 문학작품이 오늘날처럼 독서를 통해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궁정에 모인 청중들 앞에서 ‘가인’이나 ‘연새들에 의해 예술 

적인 수사학을 과시하면서 직접 구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영웅서사시적인 

구비문학유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문학은 궁정서사시가 갖는 문학적 특수 

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더욱이 글읽기와 글쓰 

기의 예술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널리 수용되기도 어려웠 

던 사정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전승된 필사본의 숫자가 %여 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커다란 영향력을 펼쳤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언급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연대기나 중요 문서도 『파르치팔』의 작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이다. 우리가 볼프람 폰 에센바흐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작품 속에서 일인칭 서술자가 자신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러 진 

술 덕택이다，3)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런 언급이 작가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 

2) 이러한 정황에 대한 타작가들의 많은 진술들도 그러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를테 
면 동시대작가인 비른트 폰 그라펜베르크(WImt von Grafen밟g)는 자신의 서사시 떼 

갈로이스 WIg떠ois，j(l204/00년)에서 이 시대의 어떤 작가도 일찍이 이보다 더 출중한 
엽적을 낳은 사람이 없다고 언급한다 

3) 이런 사실은 작중 화자 내지 서술자의 언급을 볼프람 폰 에센바흐와 직결되는 되는 것 

으로 해석할 경우에 추론되는 결과이다. 볼프람에 관한 사료가 전무함을 감안할 때 앞 

으로 작가와 관련된 서술은 모두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아래의 서술에 대해서는 특히 Wolfram von Esche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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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서술자로서 허구적 관점에서 행해진 언급인지가 분명 

하지 않다. 아무튼 서술자는 겉보기에 자신의 생활환경과 운명에 관해 직언 

하거나 암시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예술행위의 관행에서 

일탈하고 있다. 

비록 그러한 암시나 시사들이 언제나 명쾌하게 그 의미가 풀려서 작가의 

전기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나 사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게 중 

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연관들(예컨대 1때년에 있었던 헤르만 폰 튀 

링겐 방백의 에어푸르트 포위사건， 또는 작품 『벌레할름』에 등장하는 바로 

이 방백(1155-1217년)에 대한 언급들 등)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작품들의 상호비교를 통해 구성되는 대체적인 연대들에 근거해서 볼프람의 

생애와 창작활동의 기간을 대충 1170년에서 122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고， 

또 볼프팡의 처녀작 『파르치팔』은 1때년에서 1210년 사이에 생겨났으리라고 

간주하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단편으로 남게 된 두 서사작품 『빌레할름』 

과 『티투렐』이 그 뒤에 나왔으며， 그리고 이 두 기간 사이에는 여러 서정시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는데 이를테면 다섯 편의 조별개朝別歌)와 소위 말 

하는 연애가요(Mìnnesang) 두 편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볼프람의 고향은 중부 프랑켄 지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안스바흐에서 남동쪽으로 약 많m1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즉 오늘날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Wolframs-Esche배ach(볼프람의 에센바흐)라고 부르는 

도시의 사원 프라운윈스터에 그의 비석이 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뉘른 

베르크 출신 도시부호 크레스(Kreß)가 1E뼈년에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자기 

눈으로 그 비석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4) 

P와낀V머， Bd. 2. Nachwort von Wolfgang S띠ewok(Reclam Nr, l'없) 및 E따뼈떠 

N밍1marm: Wolfrarns Erzä비techr때 Untersuchungen z1.rr Funktion des Er경비ers， 

Wiesbé빼1 1973 참조 
4) 그에 따르면 비문은 “여기 힘센 기사요 장인가인이기도 한 볼프람 폰 에센바흐가 누워 

있도다 Hìe li땅 뼈 st뼈19 Rit따 Wolfram von Eschenbach ein Meistersing앙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또 이 증인은 볼프람의 운장(放章)이 다섯 송이의 꽃을 답고 있는 

화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4세기 초에 생겨난 그 유명한 마네세 필사본CManessische 

뻐ndschrift)에는 그의 문장으로 똑바로 서있는 두 개의 도끼 내지 입상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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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볼프람의 이름을 딴 조그마한 마을이 프랑켄지방에 위치함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작가 내지 서술자는 스스로 바이에른 출신이라고 일걷는다. 

그래서 볼프람은 에센바흐 출신의 남작인 바이에른지방의 어느 공훈귀족가문 

에 속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비록 행복을 제공하 

는 부와 재력의 은총은 누리지 못했지만， 당시 지배적인 봉건귀족에 소속되 

어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대『파르치팔』의 제4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 

는 대목 참조). 다년에 걸쳐서 집필되어야 하는 대규모의 서사시는 오직 부유 

한 자금제공자인 후원자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은 이들만이 그러 

한 작품의 집필을 의뢰하고 작품생산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의 재원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현실 즉 대규모의 서사시 작품 한 편에 사용될 

양피지의 생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송아지나 염소들이 죽어야만 했는가를 

상기할 때， 또 어쩌면 당시의 작가가 한 명이 아닌 수명의 펼사자일 수도 있 

는 집펼자의 실생활을 충분히 담보해줘야만 하는 재정적 지원에 천착해 볼 

때， 그러한 후원자들은 아무데서나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볼프람의 후원자로서는 『빌레할름』의 집필을 직접 의뢰한 방백 

헤르만 폰 튀링겐을 비롯해서 마인강가에 위치한 도시 베르트하임(Werth떠n) 

에서 멸지 않은 곳인 베댄부르크 성에 본거지를 둔 베르트하임의 백작들， 오 

댄발트에 위치한 빌멘베르크 성이 주거지였던 뒤르네의 여러 귀족들이 주로 

거론되며， 끝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슈타이어마르크 출신의 귀족가문들과의 관 

계도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파르치팔』이 정확히 누구한테서 직접적인 주 

문을 받아 생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핍박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작가 내지 서술자 

의 입장에서 볼프람은 자신의 신분과 작가라는 직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 

서 『파르치팔』의 제2권 말미쨌에서는 “출생과 교육을 통해서 나는 기사신분 

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바로 그 앞에서는 “나는 볼프람 폰 에센 

바흐이고， 연가예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줄도 안다”고 스스로를 소 

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언급이 볼프람 자신과 꼭 직결된다고만 볼 수는 없 

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서술자로서의 작가는 자신의 문학적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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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있어서 타고난 특수 자질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재능 

은 그로 하여금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된 서본(書本)대로의 모방이나 번역의 

강제에 제한을 받지 않게 하였고， 심지어는 그런 강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파괴력까지도 자신에게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그는 동시대인 

들의 예술적 관행의 익숙한 가도를 벗어났다. 당시의 관행은 모든 작가들한 

테서 문학적 진실에 대한 증거로서 또 문학교육에로의 충실한 순응을 통해 

예술의 완성을 도모한다는 증거로서 출전 의존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분명 

히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볼프람은 그런 관행에 반기 

를 들었으며， 자신의 단편(斷篇) ~빌레할름』의 프롤로그에서는 논쟁적으로 이 

렇게 선언하고 있다. “여러 책에 글로 적혀 있는 것들을 나는 거의 배우지 못 

했다. 나의 교양은 유일하게 나의 예술적 재능에만 존재한다. 나의 능력은 바 

로 이 재능의 덕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호언장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볼프람이 이런저런 유사한 언급을 통해 자신들의 박식을 힘 

주어 과시하는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결코 교육 적대적이지는 않았교 오히려 그 반대입장 

이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정신적 분야의 정규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그는 열 

성적으로 다양한 지식의 소재들， 이를테면 천문학에 관한 지식이든， 귀한 돌 

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들에 대한 환상적인 기술이든， 동시대 독일문학과 민 

담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이든 온갖 다양한 지식의 산실에서 자료들을 수집 

하여 그 공백을 매웠던 것이다. 비록 지식으로 수집된 것들이 너무 집약적으 

로 한 군데로 쏠림으로써 때때로 줄거리의 흐름을 과도하게 차단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들을 교묘히 자신의 문학예술에 봉사할 수 있게 만 

들었다. 또 독자들은 간흑 작7까 “황당한 이야기꾼”으로서 진귀한 인물들의 

이름들을 끝없이 나열할 때나 혹은 이국적인 지명들을 거론하면서 거리낌없 

이 재주를 부릴 때， 상당한 반어적 논평이 그 배후에 깔려있다는 인상을 지 

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반어적 수법은 자신이 수집한 넘쳐나는 소재의 

풍부성을 동시대적 예술작업의 특유성에 대한 재미있는 풍자 내지 조소의 

‘양념’을 통해 향유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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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람식 형상화의 특정을 오해하게 되면， 자칫 반어적으로 과장된 자기방어에 

기여하려는 이런 진술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자 

주 있게 된다. 예컨대 볼프람이 서술자로서 자신은 “글을 읽을 능력도 쓸 능 

력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박학다식한 책”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웹는 경우， 이는 단지 다른 작가들이 스스로 책을 많。l 읽어 박식 

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반어적으로 비꼬고 있는 풍자로 받아들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인리히 폰 펠데케(Heinrich von Veldeke), 하르트만 

폰 아우에(뻐rtman von Aue)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GottfriErl von 

S없ßburg)， 아일하르트 폰 오베르게(Eilhard von Oberge), 발터 폰 데어 포 

겔바이데(Wa1ther von der Vog리W려de) ， 라인마르 폰 하게나우(Reinmar von 

뻐genau) 등등을 비롯해서 『니벨풍겐의 노래 αs Nibelungerúied~어l 이르기 

까지 동시대의 문학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박학다식의 산증인이기도 

한， 대규모 서사시문학의 저자 볼프람에게서 글읽기와 글쓰기의 능력을 부정 

하는 주장은 너무 어리석은 경솔함에서 나온 소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볼프람은 자신의 목표달성에 충분할 정도로 프랑스어도 구사 

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1. 서사시의 줄거리와 출전 

볼프람의 처녀작이기도 한 운문서사시 『파르치팔』이 당시 가장 많이 애호 

받은 중세의 독일서사시에 속함은 특기할 만하다. 더욱이 하르트만 폰 아우 

에의 『이바인』의 경우 단 한 편의 필사본 편린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 작품은 ffi가지를 상회하는 필사본과 단편(斷篇)들을 남 

기고 있다. 볼프람이 자신의 『파르치팔』을 크레티앵 드 트르와가 1185년에 

쓰기 시작하여 미완성에 그치고 만 『페르스발』을 기반으로 하여 집필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번역 내지 번안한 것은 아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파르치팔(Parziv;머)과 가반(Gawan)의 모험담이 작품의 본줄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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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행되는 것은 분명 크레티앵에 의존한다. 하지만 볼 

프람은 키요트(Kyot)라는 또 다른 출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환상적인 

가공의 인물로서 출전에 관한 당대의 전통에 도전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입장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말하자면 볼프람은 이 

러한 반기를 통해 일종의 비밀스러운 권위를 암시 내지 과시하려는 의도를 

암암리에 구축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주인공 파르치팔에만 한정시켜 약술하자면 파 

르치팔의 성장과정은 일종의 발전소설적 단계를 거쳐서 시간적으로 비교적 

명쾌하게 추적할 수 었다. 그는 세상물정을 알지 못하는 아둔한 소년기를 거 

치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거듭한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아서왕의 전 

설에 나오는 원탁의 기사로서 성공을 거두는 모범적인 역정을 걸어간다. 그 

러나 자신에게 점지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갈림길에서 본 

의 아닌 죄를 짓기도 하고 고초도 겪으면서 심지어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의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오만과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하느 

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그는 인간적 

인 약점과 신성모독을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두 스승을 만남으로써 우선은 

모범적인 기사도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개인과 집단을 위해 올바르게 기여 

할 수 있는 궁정적 교양을 쌓게 되고1 마침내는 성석(聖石)의 왕이 되는 숙명 

의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도정은 자신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역 

경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미리부터 점지되어 

있는 성숙의 결실로서 구체화된다는 관점에서 어쩌면 중세의 유토피아적 사 

상의 펀린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당시의 슈타우펜왕조 

의 황제관을 문학적으로 시사하는 작가의 특이한 현실관과 종교관의 발현으 

로해석하기도 한다 

아무튼 볼프람의 『파르치팔』에서는 명백히 두 가지의 서사적인 이야기， 즉 

아서왕의 이야기와 성석에 대한 전설이 서로 엇갈리는 특이한 구성을 보여주 

고 었다. 또 파르치팔과 가반은 다 같이 아서왕의 이야기에 관여하지만， 성석 

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파르치팔이 중심인물이 되고 있다. 아서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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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파르치팔이 성석을 찾기 위한 모험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종교적 체 

험에 비추어 볼 때， 볼프람은 하르트만 폰 아우에를 현격히 능가한다. 이런 

점은 세부적으로 봐서 파르치팔이 첫 번째의 성석여행에서 좌절하고 만다는 

사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남편 가흐무렛이 이국에서 기사로서 사망한 

이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과는 

완전히 유리된 외딴 숲으로 은둔해 버린 어머니 곁에서 파르치팔은 자라난다. 

그러나 한 무리의 기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소년은 기사도에 대한 호 

기심을 갖게 됨으로써 세상경험을 하기 위해 어머니 곁을 떠난다.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바보 같은 아들의 외모가 이 아이로 하여금 끝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해서 귀향하게 만들 째라는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는 아이의 

갑작스런 떠남으로 인해 의외의 충격을 받고 쓰러져 운명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세상으로 나간 파르치팔은 성석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의 도정을 전적으로 아서왕의 세계 안에서 추구하게 된다. 즉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동함으로써 최초의 죄과 

에 빠진다. 그는 궁정적 사랑의 담보가 지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릴루스 

공작의 부인 예슈테에게서 반지와 브로치를 빼앗고 키스도 강요한다. 그런 

사건을 오해해서 오렬루스는 자기 아내를 박해하면서 그 가해자를 찾아 나선 

다. 반면 파르치팔이 만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오렬루스와의 결투에서 죽게 

된 애인 때문에 슬퍼하는 지구네이다. 파르치팔은 사촌누이이기도 한 그녀한 

테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된다. 낭트의 성문 앞 들판에서는 기사 이 

터가 포진하고 있다가 파르치팔에게 아서왕에 대한 도전장을 들려 원탁의 기 

사들한테로 보낸다. 한편으로 파르치팔이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언사와 바 

보 같은 외요 다른 한편으로는 귀티 나는 아름다운 그의 풍채가 아서궁정의 

주의를 한 눈에 집중시키고 만마 파르치팔은 결국 적(末)기사와 싸워 그의 

무장을 얻을 수 있는 허락을 아서왕으로부터 받고 마침내 결투를 별려 이터 

를 사냥 창으로 찔러 죽인다. 그런 다음 적기사의 갑옷을 자신의 바보 옷 위 

에 걸쳐 입는다 이로써 자신의 용기에 대한 최초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나 

그는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길에 오르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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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옷 속에 바보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는 우행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 

러다가 파르치팔은 구르네만츠를 만나 기사적 궁정생활에 관한 의무와 권리 

를 배우게 되고 또 극기와 자제의 미덕도 배운다. 구르네만츠는 그에게 지나 

치게 호기심을 지니지 말라는 숙명적인 충고를 해준다. “너무 많이 물어서는 

안된다 ir ensult 바lt vil ge뼈gen."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완성된 기사로서 

파르치팔은 계속 모험의 여행길에 나선다. 그런 와중에 콘드비라무어스의 도 

시가 포위되었을 때 그녀를 도와주고 아내로 삼게 된다. 이로써 아서왕의 기 

사가 되려는 자신의 소망은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파르치팔의 영혼 속에는 

그 이상의 것이 나타난다. 즉 아버지 가흐무렛의 혈통에서 나온 유전적인 모 

험추구욕은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아내 콘드비라무어스 곁을 떠나 다시 모험 

의 기로에 나서게 한다. 결국 그는 성석의 성에 도달함으로써 성석(聖石)과 

성찬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궁정의 슬픔이 무엇에 기인하는 

지를 묻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난날 구르네만츠가 그에게 너무 

많은 호기심을 지니지 말라는 충고를 상기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파르 

치팔은 텅빈 성 앞에 홀로 서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완성된 아서왕의 기 

사가 처음으로 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험을 감행했다가 좌절한 것이 

다. 이로써 볼프람은 기사적이고 궁정적인 신분제 관념이 형식적으로 고착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명백히 암시한다.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명예와 사랑이 

라는 전통적 도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 경험에 접하도록 해준 

다. 볼프람이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동시대인들에게도 강조한 바 있는 독학자 

로서의 교육과정은 그러한 의도를 특히 강조해 줄뿐이다. 그래서 파르치팔은 

아서왕의 세계로 되돌아온다. 그는 두 번째로 지구네를 만나게 되며， 지구네 

는 파르치팔의 어머니 헤르체로이데가 곧 현재 치명적인 병고에 시달리고 있 

는 성석의 왕 안포르타스의 누이동생임을 설명해 준다 파르치팔은 또 자신 

의 무지에서 굴종시킨 적이 있는 예슈태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남편 오릴루 

스와 결투를 벌려 예슈테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이제 그는 완전히 성숙한 

원탁의 기사로서 아서왕의 궁정에 입성한다. 그러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성 

석의 세계가 또 다시 파르치팔의 운명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축하연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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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석의 여사신 문드리가 등장하여 성석의 이름으로 파르치팔을 저주하면 

서 아서왕의 기사로서 그는 명예를 상실했다고 천명한다. 파르치팔은 전적으 

로 아서왕의 세계에 속하는 관념들에 사로잡혀 아무런 죄과도 의식하지 못한 

채 즉시 궁정을 떠난다. 이제부터 그는 신(神)의 자비를 저버린 기사로서 교 

만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자신이 신과 거리를 두는 이유를 봉신관계에서 

찾는다. 즉 하느님께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7까 없었다는 좌 

절감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신이 탄 말이 그로 하여금 숙명의 스 

승역할을 맡는 트레프리첸트에게로 데려다 주는 행운을 맞게 된다. 파르치팔 

은 트레프리첸트가 자기 숙부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 

식하는 깨닮음을 그를 통해 얻는다. 

이로써 그는 신과 결부된 삶으로의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동시 

에 아서왕의 영역 밖에 위치하는 초월적인 삶도 경험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 

독과 성석 및 콘드비라무어스에 대한 동경을 통해 명백해진다. 아서왕의 원 

탁은 실로 기사적 모험의 도중에서만 고독과 동경의 형식을 인정해 주지만， 

궁정의 축제 도중에는 그러한 인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역정을 겪는 과정에 

다시 성석의 사신 룬트리가 등장한다. 그녀는 이제 파르치팔에 대한 저주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또 그가 성석의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준 

다. 성석을 향해 새로이 길을 떠나게 되는 파르치팔은 이교도 형제인 파이레 

피스를 동반자로 삼는 행운도 얻는다. 결국 그는 성석의 궁정에서 안포르타 

스 왕에게 오래 전부터 고대해 오던 연민의 물음을 던진다. “숙부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로써 안포르타스의 병고는 치유되고 파르치팔은 성석의 왕으 

로등극한다. 

파이레피스가 성석의 이야기에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그를 통해 이교와 기독교를 포괄핸 신(神)중심적 기사도가 구현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슈타우펜 제국의 현실 속에서 “신이 

냐 세속이냐?”， “신이냐 악마냐?" 하는 의문이 매일같이 새로이 제기되기 때 

문에 불가피해지는데， 볼프람이 제시하는 대답에 의하면 파르치팔은 신을 택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한 트레프리첸트의 설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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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해답은 새로운 신앙운동에 의 

해 수행되는 십자군기사도와의 중요한 이념적 연결요소가 된다. 

볼프람의 문학적 독창성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는 그 역시 작품을 위한 출 

전이 펼요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파르치팔』과 관 

련해서 작품 전체에 대한 표본적 서본(書木)을 찾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개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술문헌들이 나왔다. 이는 출전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암시로 충만한 환영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반어들로 

점철된 언급들을 거리낌없이 구사하는 작가의 별난 기호에 그 주요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실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본다면 대충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볼프람의 작품 이전에 생겨난 출전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이다. 곧 프랑스의 크레티앵 드 트르와의 『페르스 

발 Perceva1~이 그것이다. 크레티앵은 자신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독백과 대 

화의 형식을 통해 문학적 모티프들을 사뭇 엇갈리게 만든다. 하지만 유려하 

고 격조 높은 그의 서사시도 역시 ‘책Oe livre)’이라고 부르는 단 한 가지의 

출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학계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 

로 ‘책’이라는 이름의 출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크레티앵의 그런 언급이 

허위인지는 모르지만 볼프람은 아무튼 파르치팔 이야기나 그랄(성석) 이야기 

를 크레티앵이 거짓으로 위조했다는 비난을 퍼붓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키요트(Kyot)’라는 이름의 프로방스 출신 작가에게서 진정한 출전을 발견했 

다고 주장한다 곧 이 키요트가 자신의 원래 보증인이라는 것이다. 볼프람이 

자신의 『파르치팔』에서 이 키요트를 언급하고 있는 곳은 모두 여섯 곳에 이 

르는데， 그 중 중요성을 지니는 대목은 시행 8416; 9뼈 1짧7 등이다. 즉 키 

요트는 툴레도에서 성석(GraD에 관한 이야기를 아라비아말로 적힌， 거의 관 

심도 없는 한 필사본에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필사본의 저자는 이교도를 

신봉하는 자연연구가 플레게타니스인데， 그는 솔로몬 가문출신으로서 송아지 

를 섬기는 신성모독적이고 유감스러운 우상숭배자라는 것이다. 이 자는 성석 

의 이름을 별자리 속에서 얽었는데 성석은 천국으로 올라간 천사들의 무리 

에 의해서 지상에 남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바로 그 장소에서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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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위염받은 인간에 의해서 성석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키 

요트는 그 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및 라틴어로 된 여러 다른 나라의 연대 

기에서 이 성석의 가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여 마침내 

안쇼우베(지금의 바ljOU)에서 자신이 발견하고자 한 출전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키요트는 바로 이 서본에 근거해서 프랑스어로 그 서사 

시를 저술한 것이라고 볼프람은 서술자의 입장에서 작품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11 1. 서사시의 구조적 특징 

『파르치팔』의 서사적 구조의 특정은 파르치팔 줄거리와 가반 줄거리가 서 

로 병행하여 진행됨으로써 작품의 구조가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 

다. 파르치팔이 결어가는 길은 때때로 가반의 운명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인 

해 불분명해지기도 하지만， 본래의 파르치팔 줄거리는 이 서사시의 제3권 -6 

권， 제9권 그리고 제14권 -16권에 걸쳐서 열어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그 

러나 장황한 이야기로 점철된 두 가닥의 핵섬 줄거리는 제16권에서 한데 합 

쳐진다. 게다가 작품의 처음 두 권(가흐무렛 줄거리)은 파이레피스를 통해 마 

지막 두 권과 연결됨으로써 동시에 작품 전체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정에 속한다. 

파르치팔의 길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자연의 아들에서 시작하여 모범적인 

아서왕의 기사 가 되는 단계를 거쳐 성석의 왕권을 이어받는 목표에까지 이 

어진다. 말하자변 『파르치팔』의 작가는 하르트만 폰 아우에가 보여주는 한계 

를 뛰어넘고 있다. 하르트만에게는 모범적인 아서왕의 기사도가 최고의 목표 

인 반면에， 작품 r파르치팔』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 즉 

성석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에 불과할 따름이다. 

첫 단계에서는 자연 속에서 살던 아둔한 파르치팔이 종교와 세속에 관해 

어머니로부터 기초적인 가르침만 받고 한적한 숲 속에서 빠져나와 기사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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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 

지， 그것이 지닌 보다 깊은 뜻을 체득하지는 못한다. 자신의 사촌누이인 지구 

네와 처음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지구네를 통해 얻게 된 이런 인식과 함께 그녀로부터 그는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자연발생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자세를 시사 

받는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파르치팔의 어리석음과 

물정에 어두운 경험부족 및 아둔한 자기중심주의는 그로 하여금 무의식적으 

로 무거운 죄를 짓는 부담(어머니의 죽음， 예수테를 겁탈한 일， 자기 친척 이 

터를 살해한 일 등)을 스스로 젊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모범적인 아서왕의 기사도로 가는 길은 결국 구르네만츠의 궁정에서 배운 

궁정예절교육을 통해 그 기반이 다져진다. 이로써 파르치팔은 흠잡을데 없는 

궁정적 행동방식， 완전무결한 기사로서의 전투능력 및 종교적 의식의 세부사 

항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가르침을 받는다. 또 이 가르침 덕택으로 펠라파이 

레에서는 높은 명성과 사랑스러운 한 여인의 사랑까지 얻는다. 이는 모험을 

추구하는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들이 걸어가는 세속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나 

아가 파르치팔은 예슈테에게 범한 잘못도 보상해줌으로써 화해하게 된다. 

하지만 아서왕의 기사가 되는 성숙과정은 성석의 왕이 되는 성숙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성석의 성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한심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고 말기 때문이다. 성석의 왕 안포르타스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질문을 할 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르치팔 

은 귀족적 궁정적 교양의 형식적 가르침에 맹종함으로써 실격하고 만다. 궁 

정적 교양이라는 것은 결국 진정한 인간적 동정을 위해서는， 또 시련을 이겨 

내는 인고의 힘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장애로 판명되고 만다. 그러나 지구 

네와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파르치팔은 자기 스스로 책임이 있는 상황을 일 

찌감치 의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성석의 전령 문드리가 아서왕의 기사들 

이 모인 곳에서 그를 교만으로 인해 책임을 망각한 인간으로 저주함으로써 

영광으로 충만한 출세가도에 선 그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운명적인 사건 

발발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 후 파르치팔이 겪는 인간적인 위기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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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그 까닭은 그가 기사봉사와 하느님봉사를 순진하 

게도 동일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때문이다. 깊이 천착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길은 파르치팔로 

하여금 사 년 반 동안 고독 속으로 내몬다. 이 기간 내내 그는 아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의를 고수하며 기사의 싸움에서는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도전을 이겨내고， 하느님과는 결코 지치지 않는 강인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 성석의 왕이 되는 부름을 받게 된다. 즉 그가 걷는 그러 

한 시험의 길은 결국 사회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보다 성숙한 태도를 위 

한 것이기도 하다. 이 도정에서 하나의 이 정표가 되는 것은 트레프리첸트와 

의 만남이다. 이 만남은 앞에서 말한 보다 고차원적인 성숙을 위한 최초의 

전제이기도 한데， 파르치팔은 그 스승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인간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인식과 신과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만 관계를 유 

지해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새로운 인간적 성숙의 시작은 지구네와 세 번 

째 만났을 때 이미 암시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파르치팔에게 그의 죄를 용서 

해주고， 그에게 성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마 

침내 문드리를 통해 자신이 성석에 봉사할 수 있는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파르치팔이 아서왕의 세계를 초월하는 고차원의 단계에서 인간적 

기사적 완성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점과 그리하여 동정의 질문이란 실제로는 

단지 동화적이고 상정적인 ‘화룡점정(畵龍點購)’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다. 

마침내 파르치팔이 도달한 성석의 이상세계는 지고의 열락이 지배하는 곳 

으로서 아서의 세계와 대비를 이룬다. 결국 아서의 세계를 가장 모범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은 가반이다. 그는 명성과 사랑의 추구욕에 이끌려서 동화적으 

로 찬란한 성공을 탈성하며 그의 발전과정은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 궁정서 

사시 『에렉』과 『이바인』의 주인공이 걸어가는 행보에 전적으로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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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석공동체의 종교적 이상성과 작품의 영향사적 특징 

이제 우리는 하르트만 유의 아서 서사시가 그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위기 

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서는 볼프람의 엽적이 하르트만의 그것을 능가 

하는 측면이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그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지 

도 함께 조명해보고자 한다. 

하르트만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이야기 속에서 성장 내지 발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자기 나름의 개성을 얻는다고도 볼 수 있 

다. 이들은 극도로 양식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열차적으로는 사적인 자 

기완성에 전념하는 모험담의 주인공으로서 기능하며， 또 그런 관점에서만 아 

서왕과 그의 궁정에 책임감을 느끼는 인물로 남는다. 아서왕 자신도 원탁의 

기사들이 모험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만을 유일하게 자기성숙의 합당한 검증으 

로 인정한다. 이처럼 아서 서사시에서는 종교적 문제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격동의 시대가 낳은 문제들에 직면해서 하르트만이 자신의 기사소설에서 

어떤 대답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볼 때 그는 오직 귀족들의 문화적 

윤리적 자기완성에서만， 즉 기사들의 행위를 인간화하는 데서만 해결책을 찾 

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반해 볼프람의 경우는 다르다 아서의 세계와 의식적으로 대조를 이 

루면서 그는 성석의 세계에서 자기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분 

명한 해답을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성석의 세계가 갖는 특정들을 모자이크처 

럼 짜 맞출 경우 귀결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당시 슈타우펜 지지파에 의 

해 대변된 하나의 강력한 황제권과 왕권 체제의 이념이 놀랄 정도로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체제는 스스로 정의와 평화를 확보 

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이다. 

아서왕과는 반대로 성석의 왕은 의심받을 수 없는 지배적인 권력을 소유 

하고 있고， 또 이 권력에 성석의 기사들 전부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 주목 

할 만한 것은 이 기사들이 지닌 공동체 의식이다. 이들은 성석의 세계를 방 

어하기 위해 단합해서 국경 경비에 집단적으로 출정하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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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임무를 지니고 었다. 이들이 싸움에 임할 때는 사 

적인 명성이나 귀부인의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석을 보호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싸움의 정치적 종교적 동기화는 윤리적 

교육적 이념으로서의 민네숭배를 철저히 퇴색하게 만든다. 민네봉사를 위한 

싸움은 곧바로 일종의 범법행위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안포르타스의 경우 

그런 봉사에 대한 대가로 가공스러운 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다. 성석의 세계에는 기사와 귀부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유 

일하게 성석의 왕에게만 허락되고 있다. 성석공동체에 속한 다른 소속원들은， 

기사의 경우 위험에 처한 제국에서 정의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귀부인 

의 경우 세속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부인으로서 성석의 교단이 펼치는 영향권 

을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식을 낳아 필요한 후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 

석의 사자로서 명을 받고 세속으로 보내질 때만 흔인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볼프람의 경우 민네는 흔인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화함으로써 결혼 

의 전제인 동시에 또한 그 내용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작가의 의심할 수 없는 경건성에도 불 

구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종교적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종교의 

제도적 특수성은 『파르치팔』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오인의 여지없이 당시 독일에서 있었던 기독교적 평신도운동의 사상적 잔재 

가 작품의 종교적 구성요소 속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신도 기 

사이기도 한 볼프람이 매우 독특한 숭배의 표상과 신학적 생각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은자 트레프라첸트로 하여금 사제서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죄인이기도 한 파르치팔을 사죄(敬罪)해주는 일을 맡을 수 있게 하 

고 있으며， 지구네의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한 수도의 밀실에서 일찍이 미사 

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완전히 하느님에게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석은 

마침내 교회의 매개도 없이 신과 성석의 백성이기도 한 기사단 사이에 직접 

적인 연결을 확보해주고 있다. 켈트족의 단어로는 일종의 ‘그릇’을 뜻하는 그 

랄， 즉 성석은 이 공동체의 중심점으로서， 볼프람의 경우 여타의 성담적 보고 

에서는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성배’ 내지 ‘성작’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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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자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 볼프람은 그것을 “l뼈t 얹lis"라는 라틴어로 

써 “일종의 물건 ein Ding" 내지 “돌 앙nS때1”이라고 칭한다. 이 성석은 지 

상에서 나는 온갖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원천으로1 건강과 젊음을 선사하 

는 근간으로， 생명력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주는 선물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성석이 지닌 이 모든 힘은 하느님이 매년 성금요일에 

한 마리 비둘기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성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교회의 전례적 교의 내지 신학의 공식적 가르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볼프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석의 성이 있는 숭배지역 

에 이교도의 기사도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기사들과 마치 동등한 자격을 갖 

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 동등권과 공통성은 특히 파르치팔과 파이 

레피스가 이복형제로 연결된 친척관계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더욱이 파이레피 

스는 기독교도인 자기 동생과 별린 이인결투에서는 인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볼프람이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대담한 사상적 목표관으로서의 관대성의 이념은 동열한 봉건적 생활태도， 동 

일한 문화와 이념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서양과 동양의 환상적인 종합명제로 

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종합명제가 궁극적으로는 오직 기독교의 정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예컨대 파이레피스도 스스로 세례를 받고 레판세 

드 쇼이에와 공동으로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파한다)은 그 밖의 경우에는 대체 

로 의문시되거나 내용적으로 지양되고 있는 교회의 정통적 가르침에 대해 자 

기 고백적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성석의 세계가 지닌 본질적인 특징은 결국 사회 속에서 갖는 귀족의 임무 

를 묻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대답이기도 하다. 외부를 향해서는 상당 

히 폐쇄적임에도 불구하고 성석의 교단은 성석의 비밀에 대해서 뿐 아니라 

모든 인간공동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 지배자가문의 

대가 끊어짐으로써 전쟁이 창궐해서 무법천지가 될 위험이 있다거나 정의와 

법이 상실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소명이라는 정당성을 

지니고 성석의 기사가 평화를 확보하고 정의와 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나라의 지배권을 넘겨받는다.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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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는 이러한 사상이 갖가지 유토피아적 요소들을 지님은 분명하다. 이렇 

듯 인간의 이상사회관은 볼프람이 지년 동양과 서양의 유토피아적 합이라는 

표상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위기에서 봉건귀족층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나름의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의 

지구촌에서 목격되는 것처럼 각종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충돌과 차이에서 발 

생하는 갈등과 증오 내지 전쟁들을 감안하면 그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오늘의 

인간이 지년 합리성과 이성을 앞서간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 

다. 성석의 지배자로서 신과의 연대와 세속적인 활동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 

는 파르치팔은 이러한 활약을 통해 정의와 평화를 유지시키는 왕이라는 이상 

을 체현하고 있다. 이는 곧 작가의 문학적 인식을 형상화한 결과인 동시에 

결국 자기완성만으로는 결코 그 시대에 만연한 위기에 대처하는 물음에 충분 

한 대답을 줄 수 없다는 볼프람의 강령적 선언인 셈이다. 

결국 당시의 서양과 동양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자신들의 지배력으로 관 

장하는 파르치팔과 파이레피스가 서로 형제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작가는 미래 

를 향한 비전의 시각에서 교회의 좁은 독단에서 벗어나 관대성과 상호 존중으 

로 유지되는 하냐의 조화로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귀족적 사회의 발천적 이 

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로써 인간성과 신성의 유일 

한 매개체라는 교회의 요구도 거부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석의 백성이란 형 

태로 상정된 인간 공동체는 교회와는 독립적인， 독특한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과의 연관성은， 성직자 출 

신 이념론자들에 의해 거듭 강조된 것처럼 결코 금욕과 세속의 부정 속에서가 

아니고， 하느님의 주문을 받고 그분께 봉사함으로써 의미 있는 사회관련적 작 

용과 과제수행 속에서 탈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발터 폰 데어 포겔바이데의 

고뇌에 찬 물음， 즉 세속적인 명성과 재산을 과연 신의 은총과 통합시킬 수 있 

는지를 묻는 물음이 긍정적인 대답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온통 중세 전체 

를 뒤흔드는 이원성의 문제가 성석의 왕권 차원에서 해결을 보고 있는 것이 

다. 이 새로운 양태의 사상적 연관관계를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볼프랑의 작 

품이 왜 당시에 그토록 커다란 반향을 얻었으며 왜 그렇게도 큰 불의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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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남아있는 펼사본의 숫자나 동시대 

적 작가들의 진술에서만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은 볼프람의 

작품이 후세에 남긴 강력한 작용에서도1 그의 문체를 모방하고 또 미완의 작 

품들을 보완하거나 완성시키려는 수많은 시도에서도， 그리고 그의 작품들에 

포함된 본질적인 모티프들을 수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울리 

히 폰 템 튀얼린(Ulrich von dem Türlin)은 자신의 『벌레할름 Wille!rJlm~ 

(1J)Vffi년)에서 동명으로 남긴 볼프람의 단편(斷篇)의 전사를 서술하고 있는 

가 하면， 울리히 폰 튀어하임(Ulrich von Türheirn)은 볼프람의 『빌레할름』 

서사시를 자신의 『렌네바르트 Renneuxrrt~에서 완성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또 

작가가 익명인 서사시 『로엔그린 Lohe탱rin~ (1283!m년)은 『파르치팔』의 끝 

부분에 있는 짤막한 대목의 해당 보고를 장황하게 서술하기도 한다. 비교적 

후대의 서사작가들은 볼프람을 하르트만 폰 아우에와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 

스부르크와 더불어 서사시문학의 위대한 세 거장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3세기 중 익명의 작가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보는 작품 『바르트부르크의 

가요경연 Wartbur행rieg~에서는 볼프람이 이미 전설의 인물이 되어 클링조어 

(W파르치팔』에서 등장하는 Clinschor)와 수수께끼 경연을 벌이는 모습으로 등 

장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징어(장인가인)들은 볼프람에게 당대의 위대한 열두 

노대가들 중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표하고 있고 또 여러 장인가들을 그의 작 

품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로써 볼프람은 자신의 작품으로 14세기와 15세기 

깊숙이까지 살아있었고 또 자주 인용되는가 하면 내용적으로나 양식 적으로 모 

방되기도 했다. 이미 1477년에는 『파르치팔』이 봉건적 궁정적 고전주의의 초 

기 서사시문학 중 하나로서 인쇄되기도 했다. 또 사람들은 19세기에도 여전히 

성석의 수수께끼를 예술적으로 풀려는 시도를 감행하기도 했다. 가장 의미 있 

는 결실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엮 『파르지팔 Parsi뼈』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볼프람의 『파르치팔』은 19세기의 학문적 노력 덕택으로 새로 

운 편집을 통해 복구되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 이는 중세에 있었던 민족적 

문화유산이 남긴 증거물 쪽으로 눈을 돌렸던 낭만주의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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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었던 결과이다. 오늘날에도 개작을 통해 효력을 견지하고 있는 최초 

의 편집은 1잃3년에 유명한 문헌학자 칼 라흐만(Karl Lachmann)에 의해 이 

루어졌다. 또 중세의 원문에 따른 수많은 간행본들이 이어졌는데， 예컨대 

1ffi3년에는 고트프리트 베버(Gottfri어 Weber)에 의해 현대어 풀어쓰기로 내 

용이 요약된 간행본이 나왔다. 물론 그밖에도 수많은 대역본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Eær'뼈떠 N매mannlDieter Kiihn(I-JgJ, Par.낀1뼈， 

Bibliothek 어ltscher Klassiker, 양kle. ， 1934과 Peter Knecht(많J， Rα킹lX1l， 

1m3 및 Wolfgang S야ewok(많J， Par.낀뼈， Reclam 않3de.， 1~1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볼프람 폰 에센바흐 특히 『파르치팔』에 대한 학술적 문헌은 커다란 노력 

을 경주할 때에만 어느 정도 개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서도 연구사와 참고문헌으로서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참고도서를 한 

두 가지만 들라면 단연 요아힘 붐케(Joac비m Bumke)(Wo(fram von 

Eschenlx뼈 Stuttgart 1ffi7; 않m미wlg Metzler, 36)와 울리히 프레첼(Ulrich 

PretzeI)/볼프강 바흐오퍼(Wolfg뻐g Bachofer) (Bibliogr따7ie zuU얘tun 

von Es뼈nhach， Berlin 19X3)를 지목하고자 한다. 

V. 맺는말 

결론적으로 오늘의 독자로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작품의 

주인공이 걸어가는 외적인 삶이 내적 도정， 즉 자기발전의 세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의미 있는 통일성으로 완결된다는 점이다. 다시 랩 주인공은 1. 아 

서왕의 기사로서 죄를 짓는 타락의 단계 2. 가르침을 통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에 기초한 삶의 방향전환 단계(트레프리첸트 스승과 관련된 일화)， 3. 하느님 

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형극의 기로에서 벗어나 관철시키는 단계를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추구함으로써 마침내 성석(聖石)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말하자면 소년기의 주인공은 철부지 같은 순진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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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모험섬에 맹목이 무지에서 연유하는 일련의 “죄”를 범하게 되고， 손쉽 

게 아서왕의 기사가 된 후에도 인간적 동정심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해서 동정의 말 한 마디 못함으로써 좌절과 저주에 함몰되어 하느님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의 표류와 방황의 생활 끝에 결국 

신의 은총이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계기가 스승 프레 

프리첸트와의 만남이다. 그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자 파르치 

팔의 교만은 해소되고 회오와 속죄의 길에서 순화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그 

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두 번째로 구원의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성석 

의 왕(Gralskö띠g)이 된다. 이런 성숙의 과정을 놓고 독일의 교양소설 내지 

발전소설의 효시를 운운하기도 했지만 근대적 의미의 교양소설 내지 발전소 

설과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서사적 구조로서 특기할 점은 이러한 파르치팔 이야기의 본 줄거리 

가 부친 가흐무렛 전사(前있)와 파이레피스 이야기를 통해 틀 지워져서 소재 

적으로도 방대한 규모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활동무대는 켈트족의 

동화세계를 뛰어넘어 당시의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고 이교도의 문화와도 자 

연스럽게 접촉한다. 유색인종의 형제까지 둔 가문의 친족관계는 당시의 인간 

관이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관용의 표본처럼 부각되며 마치 오늘의 문 

화적 다중성의 관용을 선취하는 포괄성과 중층성의 특징을 지닌다. 결국 여 

러 모로 뒤영킨 이 작품의 생성과정이 낳은 결정체는 신비의 기적인 성석 속 

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레티앵 드 트르와의 경우 일종의 “그 

릇” 내지 성배(聖杯)이었던 것이 볼프람의 경우엔 하나의 경이로운 “돌”의 모 

습으로 나타나는 그랄은 켈트족의 동화적 모티프와 로만 족의 신비적 기사도 

가 기이하게 용해되어 오리엔트와 고대 및 기독교문화를 아무런 갈등 없이 

서로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이 궁정서사시는 

영웅서사시 『니벨롱겐의 노래』와 더불어 독일의 중세문학을 대표하기 때문에 

타문화권에서도 독일을 연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해도 과찬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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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rrrænfassung> 

W olfram von Eschenbach und seine 

höfisch-ritterliche Epik Parzival 

Tschang-Un Hur (Seoul National Univ.) 

Die vorliegenden Ausführungen sind als Versuch anzusehen, den mit 

der deutschen Literatur des Mìttelalters selten in Berührung komrnenden 

koreanischen Leserkreis in die deutsche h뼈sch-ritterliche Dichtung 
einzuf퍼πen. Die Gnmdzüge der Eigentürnlichkeiten des Parziva1, eines 

der bedeutendesten deuts다1en 때ttelalterlichen Epen, sollen dabei eher 

komprimiert dargestel1t werden: Vorrang haben 이e. interpretatorische 
Auslotung und Bewertung der li따arischen Position des Epikers Wolfram 
- des besitzlosen, ja arrnen i'.빠sterialen - und die Beleuchtung seiner 

gesellschaftlichen Hintergnmdsituation. Das Bildungsideal des hochmit

telalterlichen Ritterturns fand in Wolframs ~s Parziva1 seine wohl 
eindrucksvol1ste und glänzendste 뻐rstel1ung， insbesondere durch seine 

phantasievol1e Kulmination im Gra1sköni맑um Parziv.머s. Das bekannte 
ldealbild höchster ritterlicher Vollendung w파dum 잉 emp대g잃mer， als 

es nicht 잉nfach fertig vorgegeben ist, sondem als Ergebnis eines 

g뻐zen， um Perfektion ringenden Ritterle뼈lS allrnählich in Erscheinung 

tritt. Parzival hat dabei die Stufenl잉ter der ritterlichen Tugendbildung zu 

erklin1men, aber auch die Risiken von Schuld und Versagen auf sich zu 

nehmen. Die Einschaltung des Erzähler-Ichs am Anfang oder Ende einer 

뻐ndlungsphase 때펴eπ die strukturel1e Gliederung des Stoffes, und die 

auffa11ende Wendungen des Erzählers an s밍n Publikum dirigieren den 

Zul1örer und verwischen die Grenze zwischen ihrn und dem Erzählten. 

Dies a11es tr행t natürlich zur Herausbildung des sogenann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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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ramschen Erzählstils bei, erst recht aber die Neigung zu gesuchten 
Wortverbindungen ur띠 ausgef，머lenen Bilderkombinationen. 

Vereinfacht 없rgestellt， wächst unser Held Parzival in drei Stufen zum 
Vorbild des christlichen Ritters und Gralskönig effilXlr: Er zieht in die Welt 

zuerst im Zustand der tumbheit, die auch durch die höfischen Lehren des 
Burgherm Gumemanz zunächst nur äußerlich ge띠ldeπ wird Parzival 
richtet durch deren wörtliches unüberl멍tes Befolgen Unheil an. so 
verstößt er durch das Versäunmis der Frage nach 따1 Ursachen der 
gehein1nisvo뼈， 없뼈en Dinge a:따 der Gralsb따g Munsalvaesche gegen 
das Mitleids-Gebot. Von der Höhe 때농ren Glanzes an Aπus’ Tafelrunde 
S때rzt ilm derm auch der Fluch der Gralsbotin in den Zustand seiner 

emsten 2WÎvel. Er hadert mit Gott, der ilim seine Dienste so sc버echt 

lohnt. Aber trotz allem zieht er nun aus, den Gr메 aus eigener 1상따tzu 

gewinnen. Seine Hoffal1rt wird jedoch durch die Unterweisung sein영 

Oheims Trevrizent überwunden, und Parzival erkennt schließlich den Weg 
der Reue und Gnade. Nachdem sich 따 Unbesiegbare vor der Kr따t 빼 

Ritterlichkeit seines heidnischen Halbbruders Feirefiz hat beugen müs앞1， 

ist er vollends reif, den Gral und seine geliebte Frau Condwiranmrs zu 
gewinnen und damit in beiden die ersehnte saelde. Parzivals Lebensweg 
l떼t sich somit als Analogie der Heilsgeschichte interpretieren: von der 
paradiesischen Un뼈버d über den Sündenfall zur e뼈ichen Erlösung. 

Stofflich geht die Parziv머-Geschichte a:따 teils keltische (Artus
Kreis), teils orientalische (Grals一Mythe) Ursprünge zurück. Litemrisch 

erscheint sie zuerst im 머tfranzösischen Perceoo1 des α뼈stien de 

Troyes, der, unvollendet, die Hauptquelle Wolframs gewesen ist. Andere 
Uberlieferungen scheinen 없ne밟1 eine Rolle gespielt zu haben. Jedoch 

때rd der Name jenes Kyot, den Wolfram als Gewährsmann vorgibt, von 
der Forschung als Vortäuschung a:ngesehen. Möglicherweise wollte sich 
Wolfram 띠t dieser ‘Quellena:ngabe’ gegen den VOf\\때f seines 

Koll멍en Go뼈1ed von Straßburg wehren, der ilm einen “Erfmder wilder 

Geschichten" genannt hat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