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화된 신화 또는 신화화된 역사*
43)

－ 스티  달드리의 <더 리더> 읽기

정 현 규 (숙명여대)

Ⅰ. 들어가는 말

화를 수업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화를 선
택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수업의 주제와 련이 있다. 독일의 후사와 련
해 빠짐없이 다루어지는 화로는 <마리아 라운의 결혼>이나 <베른의 기

>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등장인물을 역사의 의인화로 읽
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가 확인된다. 가령 <베른의 기 >에서 우리는 주인
공 소년이 후 독일재건의 역사를 의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스빈더의 <마리아 라운의 결혼> 역시 후 독일의 경제발 상

은 여주인공 마리아 라운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동서독의 통일과 련해서
는 <타인의 삶>을 빼놓을 수 없다. 
나치의 유 인 학살과 과거청산문제와 련되어 비교  최근에 문제가 되

는 화로는 스티  달드리의 <더 리더－책읽어주는 남자>를 들 수 있다. 이 
화는 문학작품을 화화했다는 의미에서 문학수업에서 문학 화라는 측면

을 조명해 다루거나 서술시 과 같은 측면에서 근해 볼 수도 있다. 역사수
업에서는 나치과거와 유 인 박해, 후 세 와 과거청산 략이라는 측면에

서 근할 수도 있으며, 윤리나 종교  측면에서는 사랑과 책임, 죄와 같은 
주제를 조명해 볼 수도 있다. 한 법학 수업에서는 정의와 처벌이라는 차원

에서 다루어볼 수도 있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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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이미 이 화를 분석한 이나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한 방편

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이미 여럿 나와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더 리더>의 여
주인공 한나가 독일 혹은 독일역사의 알 고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과, 이와 
더불어 여기에 새로운 신화  이미지가 어떻게 덧붙여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역사와 신화의 상호텍스트  계가 어떻게 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하지만 이를 한 기 작업으로서 기존에 독일 혹은 독일역사를 의인화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르마니아’ 이미지가 역사 으로 어떻게 계속 재창조되어 

왔는지를 먼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역사의 의인화 혹은 신화화－게르마니아 이미지

한 국가의 이미지는 여러 모로 사용가능하지만, 가장 큰 기능은 “정치  

공동체를 맺어주는 끈의 역할”2)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을 
의인화한 ‘게르마니아’ 이미지는 이미 로마시 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경우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내부 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규정

한 것이지만, 하나의 포 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는 에서 그리고 이후

의 게르마니아 이미지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알려진 최 의 게르마니아는, 도미티아 스 황제 시

인 서기 1세기 후반 주조된 동 에 새겨진 모습으로 “로마의 포로가 되어 슬
퍼하는 여성”3)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하드리

1) 곽정연: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소설 책읽어주는 남자와 스티븐 달드리의 영화 <더 리

더>를 활용한 수업 연구, 하인리히 뵐 Vol. 9 (2009); 서길완: <더 리더－책읽어주는 남

자>. 홀로코스트와 사후기억세대, 문학과 영상 12.1 (2011); 김경애: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책읽어주는 남자와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 <책읽어주는 남자> 비교분석, 문학과 

영상 11.2 (2010); 이채원: 일인칭 서술에서 회상의 시학과 영화에서의 변이. 소설 책읽

어주는 남자와 영화 <더 리더－책읽어주는 남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0.2 (2009). 
2)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5, 271면. 
3) 고유경: 자연에서 민족으로. 라인 신화의 탄생과 성장, 실린 곳: 대구사학, Vol.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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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드리아 스 황제 

시 (117-134)의 동

아 스 황제시기에 주조된 동 에

는 근 의 게르마니아 이미지를 이

미 선취한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

다. 흥미로운 은 이러한 이미지
가, 타키투스가 서기 98년에 발간
한 게르마니아에서 묘사하고 있
는 ‘Germania libera’, 즉 자유로운 
게르마니아라는 이미지와 일정 정

도 겹치며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묘사는 로마의 변방에 속한 게르마니아의 상, 혹은 로마인이 바라던 
게르마니아 상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라던 소망상이란, 도덕성
과 신 함 그리고 필요한 것을 기다릴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게르

마니아이다. 이는 단지 소망상일 뿐 아니라, 야만  게르만 족이 보다 높은 

차원의 문화가 가진 가치와 미덕을 알아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목이기도 하다. 분명한 은 이러한 게르마니아 이미지에 처음부터 자의 인 

해석, 혹은 알 고리  구성이 토 가 되어 있다는 이며, 이후의 “문학 ㆍ

지리  그리고 아이콘  통”4)이 이러한 고 의 이미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

다는 이다.
19세기에 이르면 민족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게르마니아 이미지가 범 하

게 등장한다.5) 물론 이 시기에 작업된 게르마니아 이미지 역시 와 같은 자
의  알 고리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제국 시기
에 게르마니아를 형상화했던 두 가지 시각, 즉 남성 이고 거칠게 묘사된 ‘자
유로운 게르마니아’와 평화로움을 지향하는 ‘정숙한 게르마니아’가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이다. 

(2012), 360면.
4) Lothar Gall: Die Germania als Symbol nationaler Identität im 19. und 20. Jahrhundert, 

Göttingen 1993, S. 39. 
5) 1840년 라인 위기 이후에 게르마니아가 지니는 정치적 상징에 대해서는 고유경: 자연에

서 민족으로. 라인 신화의 탄생과 성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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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립 이트, 게르마니아 

[그림 3] 크리스티안 쾰러, 

깨어나는 게르마니아 

1848년 필립 이트 Philipp Veit가 
그린 <게르마니아>(그림 2)는 울교

회에서 열린 국민회의를 장식한 그림

이다. 그녀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떡갈나무 잎사귀는 충 을 의미하며, 
그녀가 들고 있는 칼은 투  방어능

력을, 그녀가 칼과 같이 들고 있는 나
뭇가지는 평화에 한 사랑을 의미한

다. 그녀의 오른발 에 있는 족쇄는 
그녀가 방  자유롭게 풀려난 것을 암

시한다. 그녀의 뒤에서는 새로운 시
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며, 그녀의 
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

하고 있다. 가장 여겨 보아야 할 것
은 그녀가 왼손에 들고 있는 독일 삼

색기인데, 이제까지 지되어 왔던 이 
삼색기가 1831년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 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향
을 받아 “보편 인 자유의 상징”6)으

로 등장한다는 이다.
이트의 <게르마니아>와 거의 같

은 시기에 나온 크리스티안 쾰러의 

<깨어나는 게르마니아>(1849, 그림 3)
에서도 그 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게
르마니아의 쪽에서 근하고 한 수

호천사가 독일 통일과 자유의 상징인 

6) Lothar Gall: Die Germania als Symbol nationaler Identität im 19. und 20. Jahrhundert, 
Göttingen 1993, S. 45: “allgemeines Freiheits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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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기를 그녀에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수호천사는 그녀에게 칼과 
울을 주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의 상징으로 그녀에게 법을 수여한다는 의
미이다. 게르마니아는 자신의 앞에 놓인 황제의 과 제국의 검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그녀의 뒤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속성과 불화의 
데몬으로서, 이는 낡은 시 가 사라져간다는 것을 보여 다. 민족의 통일과 
공정한 자유, 법치국가  성격이 이 당시의 시  정신이며 이 그림은 이를 

알 고리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팔러스 벤 Heinrich Hoffmann von 
Fallersleben의 명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쓴 ｢독일인의 노래 Das Lied 
der Deutschen｣ 3연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독일조국에

통일과 법 그리고 자유를!
이를 향해 우리 모두 힘쓰게 하라

형제처럼 가슴과 손을 맞잡고!
통일과 법과 자유는

행복의 증거이다. 
이러한 행복의  속에서 빛나라,
조국 독일이여 빛나라!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Für das deutsche Vaterland!
Danach lasst uns alle streben
Brüderlich mit Herz und Hand!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Sind des Glückes Unterpfand-
Blüh im Glanze dieses Glückes,
Blühe, deutsches Vaterland!7)

7) Karl Otto Conrady: Das grosse deutsche Gedichtbuch, Frankfurt a. M. 1996, S.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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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칼 거

[그림 5] 로 츠 클라젠, 라인을 

지키는 게르마니아

1859년 쉴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
간된 인쇄물에 뉘른베르크 출신의 술가인 

칼 거 Carl Jaeger가 그린 그림(그림 4)에서
는, 민족시인 쉴러와 게르마니아의 동행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뒤러
의 <멜랑콜리아>를 연상키는 자세로 앉아 있
는 여성이 지니고 있는 것들은 형 으로 게

르마니아에게 속하는 것들이다. 머리에 쓴 떡
갈나무 과 그녀의 왼편에 놓여 있는 독수리

가 그려진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은 기존의 게르마니아를 모범으로 삼고 있

다는 것을 보여 다. 다만 독일민족을 상징하
며, 독일정신과 독일의 힘의 표상인 떡갈나무
가 잎사귀가 다 떨어진 채로 묘사된 것은, 당시 독일이 처한 독일정신의 부재
를 말해 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녀의 뒤로 쉴러가 마치 정령처럼 등장한

다. 그의 왼손은 “하나가 되라－하나가－하
나가!”라는 문구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명
령문의 의도는 분열된 독일의 통일에 한 

소망이다. 고 인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러한 통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 고 정신임을 암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로 츠 클라젠의 

그림 <라인을 지키는 게르마니아>(1860, 
그림 5)는 <마리안느와 게르마니아>라는 
그림의 일부로서, 랑스를 알 고리화한 

마리안느와 비되는 게르마니아의 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  표상이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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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울바흐, 독일, 

1914년 팔월 

[그림 7] 독일 제국화폐, 1904년

의 역사  기억형성에 의한 것이라는 은 두말할 나 도 없다. 두 나라의 
립과정에서 “과거에 한 국민의 기억이 정치화하고, 이 정치화된 기억이 자
국 심 인 역사학  역사 교육과 맞물려서 물질 인 군비 못지않게 국민

의 정신  무장을 한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8)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1914년 팔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카울바흐 Friedrich August von Kaulbach
의 게르마니아(그림 6)는 한층 호 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게르마니아
는 한손에는 방패, 한손에는 칼을 든 채로 
부릅뜬 을 하고 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호 인 태도에서는 다가

오는 쟁의 에 단호히 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 게 그녀를 형

상화하는 것이 “황제와 제국에 한 충성
심”9)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에 기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신 게르

마니아는 20세기  제국화폐의 
모델로도 등장하며 (그림 7), 
1900년부터 1922년까지는 제국우
표 시리즈로 발매되기도 한다. 
쟁시에 게르마니아는 헤르

만과 같은 신화  웅과 함께 

독일의 이미지를 선 하는 데에 

8) 성백용: 샤를마뉴 제국의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민족 신화’의 형성과정, 실린 곳: 주경철: 
마리안느와 게르마니아.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전쟁’ (2004년 기초학문육성 연구결과보고

서, 과제번호: 2004-072-AS3031), S. 15. 
9) Lothar Gall: Die Germania als Symbol nationaler Identität im 19. und 20. Jahrhundert, 

Göttingen 1993, 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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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채구입 독려 

포스터 

[그림 9] 원호처 포스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된다. ‘만물의 어머니 게르
마니아를 해 재산과 피를 Gut und Blut für 
Allmutter Germania’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있
는 의 포스터는, 1차 이 끝날 무렵 독일 

국민에게 공채를 구입하도록 독려하기 해 게

르마니아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8) 
아이를 품고 있는 게르마니아는 오른손에는 칼

을 들고 왼손으로는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다. 그녀의 뒤로는 군인이, 앞에는 돈을 든 
시민들이 치하고 있다. 그녀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포스터의 문구 로 독일의 미래를 비유

하고 있다. 쟁 상이용사를 돌보는 원호처의 

포스터에도 게르마니아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림 9) 부상당한 군인의 어깨를 자애롭게 감
싸 안은 게르마니아 뒤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독수리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민족의 의미가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던 

(지 까지는 자주 ‘국가사회주의’로 해석된) 민
족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건드리
지 않은 채 그 로 둘리 없었다. 가장 큰 규모
로 게르마니아를 실에 용시키고자 한 사례

는 바로 히틀러가 추진하도록 한 세계수도 

로젝트일 것이다. 히틀러는 건축가인 알베르트 
슈페어 Albert Speer에게, 베를린을 연합군의 
공 폭격에 의해서도 끄떡없는 완벽한 도시로 변모시키도록 명령하고 이 ‘세
계수도’를 ‘게르마니아’라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10) 이처럼 포스터에서 지폐

10) 이에 대해서는 Alexander Kropp: Die politische Bedeutung der NS-Repräsentationsarchitektur. 
Die Neugestaltungspläne Albert Speers für den Umbau Berlins zur „Welthaupt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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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그리고 도시 자체에 이르기까지, ‘게르마니아’ 이미지는 도처에서 확인
된다. 
하지만 2차 을 겪으면서 이러한 민족주의  이미지 사용은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따라서 이후의 게르마니아 이미지는 자못 부정 인 양상을 띠게 

된다. 이 문제에 가장 첨 하게 매달린 작가는 하이  뮐러이다. ｢게르마니아 
베를린에서의 죽음｣에서 거 한 몸집의 산 이자 어머니로 등장하는 게르마

니아는, 히틀러의 아이를 임신한 괴벨스가 출산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민족  정체성의 알 고리”11)인 그녀가 받은 아이는, 서독을 비유 으로 표

한 기형늑 이다. 게르마니아는 히틀러를 낳고, 히틀러/괴벨스는 서독을 낳
는 역사의 연속성이 뮐러의 드라마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을 도운 가로 그녀는 히틀러에게 고문당하고, 결국 그가 장 한 포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게르마니아의 유산은 비교  최근까지도 독일작가의 상상력을 자극

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신세  작가 토마스 헤트헤 Thomas Hettche가 
1995년 출간한 녹스 Nox에서는, 분단된 독일이 다시 통합되는 시 에서 게

르마니아 상이 가진 의미가 반추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욕구의 충족을 
모르는 […] 폭력  사디스트의 면모”12)를 띤 게르마니아의 알 고리가 문제

가 된다.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혹은 독일역사의 알 고리로서 게르마니

아는, 정 이든 부정 이든 시 의 심을 극 으로 반 하는 양상을 띠

며 그에 따라 자의 으로 변형되어 제시된다. 

Germania“ 1936-1942/43. Ars Una, Neuried 2005 참조.
11) Norbert Otto Eke: Heiner Müller, Stuttgart 1999, S. 173.
12) 임홍배: 장벽붕괴와 게르마니아의 환영, 실린 곳: 카프카연구, 22집(2009), 159-175면, 여

기서는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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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역사의 알레고리와 신화: 상호텍스트적 읽기

Ⅲ.1. <더 리더>와 독일역사의 알 고리

<더 리더>의 여주인공 한나 역시 독일역사의 알 고리란 은 분명하다. 
이 게 근할 수 있는 이유는 한나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서로 다른 태도

에서, 2차 을 일으킨 독일에 한 후 인물들의 태도를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일차 으로 홀로코스트에 직 으로 연 된 세 의 다

음 세 , 즉 미하엘과 같은 “‘두 번째 세 ’의 죄라는 문제”13)를 다루고 있지

만, 좀 더 세분화해 보면 한나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화 속에 등장하는 군가는 정의의 이름을 들어 그녀를 단죄하려 한다. 

수업의 일환으로 범재 에 참 하게 된 학생  한 명은, 법정으로 가는 도
에 나 는 화에서 자신은 이 죄에 아무 연 이 없다는 듯 단정 으로 한

나는 ‘유죄’라고 말한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68세 가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

을 변하는 태도일 것이다. 한 구는 그녀에게 죄를 가한다. 한나와 함
께 여성감시원으로 일했던 피고인들은 기회를 잡자마자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운다. 반면 군가는 사그러들지 않는 분노와 화해 사이에서 갈등한
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 인 여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나를 승된 게르마니아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언 을 소설이나 화에서 

직 으로 찾을 순 없지만, 에서 살펴본 게르마니아의 변형이미지들은 

<더 리더>의 장면 형상화 방식에 있어 와 같은 게르마니아 이미지에 부합
하는 한나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가령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녀가 처음으로 미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객은 게르마니아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한나의 모습을 발

13) Johannes Diekhans (Hg.): Bernhard Schlink. Der Vorleser. Mit Materialien zum Film, 
Braunschweig 2010, 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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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게 된다. 아 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미하엘에게 다가서는 그녀의 

제복을 입은 단정한 모습은 마치 군인을 연상  한다. 게다가 그녀가 들고 있
는 우산은 방패와 칼의 변형인 것처럼 보인다. 
슐링크의 소설에서 묘사된 한나의 제복 입은 모습 역시 이와 멀지 않다. 

나는 불타는 교회 에 엄한 표정으로 

검은색 제복을 입고 말채 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한나를 보았다. 그녀는 말채

으로 하얀 에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

더니 목이 긴 군화의 몸통을 채 으로 

탁탁 친다.14)

한나가 자신의 옷차림에 해서 알고 있

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차림을 했

는지 나는 지 도 알지 못한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

는데, 정장의 모양새와 블라우스에 맨 

넥타이는 마치 제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 다. (175면)

게르마니아와 한나의 이미지가 겹친다는 것이 개연성이 부족한 단순한 추

측에 머문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은 부인할 수 없다. 게르마니아가 독일
을 알 고리화한 것처럼, 한나 역시 독일 혹은 독일역사의 알 고리로 읽힐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게르마니아가 19세기에 “정치  

체성으로 통합된 독일 주들이라는 개념을 의인화”15)한 것이었다면, <더 리
더>에서 한나는 ‘독일의 운명’을 일반화한 것이다. 소설의 화자가 “한나에 
한 사랑 때문에 겪은 나의 고통이 어느 면에서는 나의 세 의 운명이고 독일

14) 베른하르트 슐링크/김재혁 역: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레 2004, 157면. 이하에서

는 인용 뒤에 면수만 표시.
15) Vgl. Meyers Großes Konversations-Lex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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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명이라는 사실”(183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제 3제국의 
역사와 동일시된다. 이때 그녀는 ‘문맹’으로서, 자신이 지른 일에 해 악
할 능력이 결여된 존재이다. 
그리고 여기에 에로틱한 이미지가 덧붙여진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가장 고약한 것은 엄격한 명령조와 잔인한 표정
의 한나가 나를 성 으로 흥분시키는 꿈들이었다.” (157면 이하) 호 성과 에

로틱함의 혼합은 이 작품에서 새로 만들어진 독일의 이미지이다. 호  이미

지는 게르마니아에서도 이미 확인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녀에게 다른 이

미지가 덧 워진다. 그 이미지는 신화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역
사와 신화의 상호텍스트  계가 만들어진다. 

Ⅲ.2. 역사와 신화의 상호텍스트성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화를 류하여 흐르는 가장 요한 주도동기를 

든다면 아마도 그것은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일 것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오딧세이의 비 ’ 혹은 ‘신비로움’에 해 언 한다. 이 비 은 래의 아이

들과 달리 이미 성숙한 여인과 육체  계를 맺고 있는 미하엘의 숨겨진 비

을 암시한다. 오딧세이가 언 되는  다른 요한 이유는 주인공인 미하엘

의 여정, 즉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것, 일상 인 사건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16)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딧세이는 미하엘의 이러한 정
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요할 뿐 아니라, 한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더 없이 요한 역할을 한다. 
화에서 미하엘과 한나의 계에 있어 직 으로 오딧세이가 언 된 

부분은, 미하엘이 한나에게 오딧세이를 읽어주는 장면이다. 미하엘은 오딧
세이를 읽는다, 그것도 두 번. 첫 번째는 이 다.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

16) Magret Möckel: Erläuterungen zu Berhard Schlink Der Vorleser, Hollfeld 2006, S. 69; 
“ständig unterwegs sein, die Entfernung von alltäglichen Geschehni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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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반복인 듯 보인다. “들려주
소서, 무사 여신이여! …” 하지만 이 인용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내가 이
게 말하자 그녀는 지체 없이 내가 시키는 로 맹세했소. 그녀가 맹세하기
를 모두 마치자 나는 키르 의 더없이 아름다운 침상에 올랐소.” 시작만 같을 
뿐 두 인용에는 결정 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복된 두 번째 인용에서 첨가된 부분은 오딧세이와 키르 가 만나는 부분

이다. 첫 번째 인용에서는 장 한 서사시의 첫 부분만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하엘과 한나의 계가 이 신화와 어떤 연 성이 있는지 짐작할 수 없다. 하
지만 두 번째 인용에서 첨가된 부분을 듣자마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한나는 키르 인가?’ 소설에서는 신화 속 다른 인물인 ‘나우
시카’가 문제된다. “몸매와 외모에 있어서 불멸의 존재인, 하얀 팔의 순결한 
나우시카－그 이름을 읽으면서 한나를 떠올려야 할까, 아니면 소피를 떠올려
야 할까? 틀림없이 두 사람  하나이어야 했다.” (76면) 나우시카가 키르
로 체된 이유는, 아마도 미하엘과 한나가 만날 때면 마치 제식처럼 행해지
는 목욕 장면을 연결시키기에 키르 라는 신화  인물이 더 유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딧세이가 키르 를 만나는 장면은 호메로스의 원작에는 다음과 같

이 묘사되어 있다. 

네 번째 시녀는 물을 길어 오더니 큰 세발솥 에 센 불을 피웠소. 그러자 물이 

데워지기 시작했소. 이윽고 번쩍이는 청동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녀는 나

를 욕조에 앉히더니 큰 세발솥에서 퍼낸 물을 기분 좋을 정도로 섞어 머리와 두 

어깨 에 부으며 목욕시켜주었소. 그리하여 그녀는 마침내 내 사지에서 생명을 

좀 먹는 피로가 가시게 해주었소.17)

화에서 미하엘이 한나에게 첫 번째로 오딧세이를 읽어  때 빠져 있는 

키르  이야기는 이 게 미하엘의 목욕장면을 통해 암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미하엘은 한나의 성  매력에 무나도 푹 빠져 있어 이 계에 해 

17)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숲 2011,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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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성찰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키르  이야기는 한나의 침상에서 이

미 구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성찰 불능은 그녀의 내 한 곳을 응시하는 

그의 태도를 묘사하는 소설 속의 한 목에 다음과 같이 암시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몸 안쪽에 들어앉아 자신의 몸을 몸 자체에, 머리가 내리는 어떤 

명령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나름의 조용한 리듬에 내맡긴 채 외부 세계를 잊어버

린 듯이 보 다. 바로 이와 같은 외부 세계에 한 망각이 스타킹을 신을 때의 모

든 태도와 몸놀림에도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스타킹을 신을 때의 그녀는 굼뜨지 

않고 오히려 유려하게 우아하고 고혹 이었다. 그것은 젖가슴과 엉덩이, 다리에 

한 유혹이 아니라 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바깥세상을 잊어버리라는 요구

다. (19면)

‘(외부)세계의 망각 Weltvergessenheit’은 오딧세이가 키르 의 땅에서 보낸 

세월과 하게 맞물리는 표 이다.
두 번째 인용이 나올 때, 미하엘은 감옥에 수감된 한나를 해 카세트테이
에 녹음을 하고 있다. 이미 키르 의 험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하엘이 녹음에 집착하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이 그만큼 험을 내포하고 있
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년과 수상한 여인의 만남
은 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그는 이제 거리를 두고 
성찰에만 념할 뿐이다. 
이 게 보면 미하엘은 오딧세이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닮은 듯 닮지 

않았다. 첫 번째 오딧세이를 낭송할 때 그는, 오딧세이가 키르 에게 조심

스럽게 근했던 것과 달리 성 히 그녀에게 빠져버린다. 두 번째 낭송에서는 
오딧세이가 키르 로부터 모든 약속을 다 얻어내고 그녀를 통제하면서 그녀

와 계를 맺고 있는 것과 달리, 다시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이 
 오딧세이는 한나/키르 에 해 이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신화가 가지는 기본 인 속성이기도 하다. “신화는 내러티
인 핵심을 아주 높은 정도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소하면서도 인상 깊은 변

형력이 결합된 이야기들이다.”18) 신화의 지속성은 이미지 이거나 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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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에서 신화를 거듭 인식하게 하는 매력을 부여하며, 변형가능성은 새롭고
도 독자 인 표 수단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매력을 부여한다.
키르 와 한나의 결합을 통해 구 되는 신화와 역사의 상호텍스트  계

는 다음과 같은 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를 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인공의 마비증상이다. 홀로코스트가 나의 범죄일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 하지만 구체 으로 자신이 지른 범죄는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주인공

의 이  상황, 즉 “일정한 거리를 지닌 동일시 Identity-at-a-Distance”19)로 

인해 생기는 주인공의 무기력함은, 책에서는 ‘마비’라고 표 되고 있다. 

나의 그런 태도는 마치 한 달 한 달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강제수용소 생활에 익숙

해져가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무심하게 기록하는 수감자와 같았다. 나
는 살인과 죽음을 직  목격한 사람이 느낄 법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든 기록은 이러한 마비 상태에 해 증언하고 있다. […] 
이 게 리 번진 마비 상태에 해서 그리고 이러한 마비가 범행을 지른 자와 

희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즉 나 에 사나 참심원, 검사나 의사록 작성자

의 자격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게 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버렸다는 사실에 

해서 골똘히 생각하던 당시에 […]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111면)

재 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겨났다가 방 마취 상태에 빠졌던 모든 의문들과 불

안들, 비난들과 자책들, 모든 경악과 모든 고통들이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그

로 있었다. 추 를 타는 것이 당연한데도 추 를 타지 않을 때 의사들이 이 상태

에 해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나는 모른다. 나 자신의 진단으로는 내 몸 체가 

마취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179면)

범죄를 지른 자나 희생자,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과거의 끔 한 

실을 하게 된 가해자의 다음 세 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이 보편  

마비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블루멘베르크의 신화론에서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이 마비는 도 히 어 해 볼 도리가 없는 실의 성에 

18) Hans Blumenberg: Arbeit am Mythos, Frankfurt am Main 1979, S. 40.
19) Kaja Silverman: The Threshold of the Visible World, New York 199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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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인공이 가지는 무기력의 표 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에서 벗어나
기 해 인간은 신화에 기 다. 블루멘베르크의 신화론에 따르면, 신화는 “
실의 성을 감소시키는 작업”20)이며 신화의 과제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은 이번에는 다른 무기력의 상태, 정신분석학  

연 성 속에서 말하자면 모태로의 회귀나 퇴행과 같은 신화의 원  무기력

상태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인간이 역사의 경험
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실의 지배에 한 인식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이, 인
간에게서 무기력의 단계, 말하자면 고 의 체념 상태로 다시 가라앉으려는 

험, 아니 그러한 동경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21)이다.
소설 속 화자 혹은 화 속의 내 이터가 자신의 경험 체를 류하는 주

도  형상으로 신화  인물인 오딧세이를 선택 으로 불러내는 것은, 바로 이
러한 류의 신화  회귀에 다름 아니다. 화자인 미하엘이 행하고 있는 것은 다
름 아니라, “형태 없는 끔 한 무명성과 어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의 인 

압도  성격,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낯선 것의 비친근성을 몰아내고 제거하
려는 시도”22)인 것이다. 

Ⅳ. 나가는 말

역사는 만들어진다. 역사의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일 혹은 독일역사
의 알 고리인 게르마니아는 시  요구에 따라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그려

20) Hans Blumenberg: Arbeit am Mythos, S. 13. 
21) Hans Blumenberg: Arbeit am Mythos, S. 15; “dass alles, was der Mensch durch die 

Erfahrung seiner Geschichte und schließlich durch Erkenntnis an Herrschaft über die 
Wirklichkeit gewonnen hat, ihm die Gefährdung, ja die Sehnsucht nicht nehmen konnte, 
auf die Stufe seiner Ohnmacht gleichsam in archaische Resignation, zurückzusinken”.

22) Franz Josef Wetz: Hans Blumenberg, Hamburg 2004, S. 107; “Versuche, die erschreckende 
Namenlosigkeit des Ungestalten, die bedrohliche Übermächtigkeit des Unverfügbaren 
und die angsterregende Unvertrautheit des Fremden zu bannen und aufzu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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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더 리더>는 독일의 제 3제국의 
역사를 한나라는 인물로 알 고리화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신화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리더>의 화자는 신화에 기
어 거리를 두면서, 자신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끔 한 과거를 다시 

불러내 결하고 있다. 소설과 달리 화에서만 다루어진 아버지와 딸의 이야
기, 즉 홀로코스트를 직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세 ’와 그 후속세 의 

계는, 이러한 결이 미하엘과 같은 두 번째 세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

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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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historisierte Mythos oder die mythisierte Historie
－ Der Film Der Vorleser von Stephen Daldry

Jung, Hyun-Kyu (Sookmyung Frauen-Univ.)

Die Geschichte wird konstruiert. Das Bild der Geschichte auch. Die 
bekannteste Darstellung der deutschen Geschichte war und ist immer noch 
die Germania, vielleicht auch in der Zukunft. Aber ihr Bild ist nicht 
unwandelbar, sie wird jeweils nach der Forderung der Zeit unterschiedlich 
dargestellt. Im römischen Zeitalter wurde sie als ,Germania libera‘ gefasst. In 
der Zeit, wo das nationale Gefühl im Vordergrund stand, wurden Züge wie 
Freiheit, Treue, Recht und vor allem Einigkeit betont und ihr hinzugefügt. 
Nach dem Zweiten Weltkrieg ist das Bild von ihr zweifelhaft geworden. Wie 
etliche Wörter verseucht worden sind, ist es auch ihr Bild. Heiner Müller z. 
B. beschäftigt sich mit diesem Thema in Germania Tod in Berlin. Dort tritt 
Germania als Mutter von Hitler und Hebamme zugleich auf, und hilft 
Goebbels dabei, einen weißgewaschenen Wolf zur Welt zu bringen. Aber 
kurz danach wird sie von Hitler gefesselt und von einer Kanone in Stücke 
gefetzt.

Steht Hanna, die Protagonistin in B. Schlinks Roman Der Vorleser, der 
2008 von Stephen Daldry verfilmt wurde, in der verlängerten Linie solcher 
Allegorisierungen der deutschen Geschichte? Vielleicht ist dies zu gewagt, 
aber trotzdem ist eines sicher: Sie fungiert ebenfalls als eine Allegorie der 
deutschen Geschichte. Für die einen ist sie ein Wesen, mit dem sie nichts zu 
tun haben wollen, für die anderen, die selbst schuldig sind, aber die 
Verantwortung einfach auf sie schieben wollen, eine Hauptschuldige.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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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urse um sie herum sind so kompliziert wie die um die deutsche 
Nachkriegsgeschichte. 

Ein anderer Punkt, mit Hilfe dessen man den Film lesen kann, ist der der 
Mythisierung. Die Hauptfigur Michael lässt sich im Film als Odysseus 
interpretieren. Dabei kommt gleichzeitig die Vermutung auf, bei Hanna 
handle es sich um Circe. In der Tat schüren die rituelle Badeszene von 
beiden und die ,Weltvergessenheit‘ von Michael eine solche Vermutung. Es 
geht also um die intertextuelle Beziehung zwischen Mythos und Geschichte. 

Warum aber der Rückgriff auf den Mythos, um die schreckliche 
Holocaust-Geschichte zu bewältigen? Denn ‘Mythos’ bedeutet „die Arbeit am 
Abbau des Absolutismus der Wirklichkeit“. (H. Blumenberg) Die historische 
Tatsache des Holocausts stellt für Michael, der stellvertretend für die 2. 
Generation steht, immer noch die bedrohliche Übermächtigkeit des 
Unverfügbaren dar. Erst durch den Mythos gelingt es Michael, die 
erschreckende, unfassbare Wahrheit der Geschichte und die angsterregende 
Realität zu bannen und aufzuheben. 

주제어: 신화, 과거극복, 오딧세이, 키르 , 게르마니아
Schlüsselbegriffe: Mythos, Vergangenheitsbewältigung, Odysseus, Circe, 

Ge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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