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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l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model of 없C비ng German poeπ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literary communication. 까llS paper 뻐es the poems of Rainer 

Maria Rilke as the main text of the study. The paper shows that a model of 

teaching through a new media of “ intemet" ne때s students ’ active participation, and 

that such a model is effective to develop the students' creativity in appreci하mg 

poeπy. 

1 . 서 론 

시(詩)는 문학의 중요 장르이기 때문에 독어독문학과(獨訴獨文學科)의 교과 

과정에 거의 빠짐 없이 개설되어 있다.1) 교과 과정은 학습 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므로 교육 과정 

의 구성에는 설계의 원칙과 설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2) 교육 과정의 설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개설된 한국 독어독문학과에서의 시(詩)의 교육은 문학의 

전통적 학습 방법에 따라 강의되어 왔다.3) 이러한 강의에서는 강의를 하는 교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조창섭， 문학 교육의 방향 모색， 「독어교육」 제5집， 한국 독어독문학 교육학회 1987. 

S. 15. 

2) Ebenda., S.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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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시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생의 참여 

를 유도하고， 시의 이해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체계화하여， 시에 대한 전체 개 

관에 이르도록 하는 수업 방식을 취하였다.4) 

그러나 의미 전달의 수단이 문자에서 매스콤으로， 그리고 이제 인터넷과 같 

은 뉴미디어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독일 시의 교육이 어떻게 전개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구체적인 시 수업 

모텔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통 이론(流通理論)에 따른 시 

수업 모델을 릴케의 시를 인용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수업의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수업 방법론에 대 

한 연구이므로 여기에 인용된 시에 대한 해석은 수용자인 학생에게 맡겨져 있 

다. 소통 이론에서 시에 대한 해석은 학생이 작가가 시의 생산과정에서 부각시 

킨 의미를 추적하는 것을 뜻한다. 

II. 작품 해석 방법론의 역사 

문학 교육을 위시하여 시의 교육은 작품의 해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서 시의 수업 모텔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작품 해석의 방법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언 

어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살아 있다."5)고 하면서 문학 외적인 것은 모두 배제 

3) 전통적 학습 방법이란 시를 먼저 번역하고， 그 다음 시를 분석하여 시의 내용을 해석 

하고， 아울러 시의 형식을 살피며， 이에 첨가하여 시를 쓴 작가의 생애와 문학 경향을 

제시하여 시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전달자인 교수의 역할은 절대적 

이고， 수용자인 학생의 입장은 피동적일 수 밖에 없다. 

4) 이 때 교수의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시에 대한 홍미를 일깨우는 요체가 된다. 교수가 

시의 내용을 추상적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각적 언어로 제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문제를 귀납적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연역적 방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해 

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R. M. Felder와 같은 이는 주장하였다. 

5) Wolfgang Kayser, Das sprach1iche Kunstwerk. Eine Einführung in die Literaturwissenschaft, 
5. Auf1., Bem und München, 1959. S.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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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작품에 내재된 것만으로 작품을 해석하려는 작품 내재적 방법론이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시(詩) 교육도 헬머스(Hermann Helmers)의 주장처럼 시의 구 

조를 이해하는 데 역점이 주어졌다. 1960년대의 말이 가까워 오면서 문학 작품 

은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의 시대 정신과 동시대인들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 

에 작품 해석에 문학 외적인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학 사회학적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시의 교육도 이데(Heinz Ide)처럼 사회 상황에 대한 성찰에 

역점이 주어졌다. 같은 시기에 문학 작품의 해석은 수용자(受容춰)， 즉 독자의 

능동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팽배해지면서 문학 해석에 수용자 

의 입장을 강조하는 수용 미학이라는 문학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학 

방법론은 문학 작품의 본질에 대한 야우스(H. R. Jauß)의 다음과 같은 언급과 

관련을 맺고 있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다. ( ... ) 그것은 초시간 

적 본질을 홀로 표명하는 기념비가 아니다. 문학 작품은 독서에 대한 항상 

새로운 반향을 불러 일으켜야 하며， 독서는 단어로 된 사물에서 텍스트를 

분리해 내서 현실적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6) 

수용자인 독자에 의해서 문학 작품이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야우스의 

주장에 공감한 바인리히 r:w einrich)는 독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독자 유형학을 확 

립하였고， 이저(Wo1fgang Is태는 인가르멘(Rornan Ingarde띠이 주장한 문학 해석 

때의 ‘불확실성의 자리’에 독자가 메꾸어 넣을 ‘빈자리’로 대치하여 독자의 중 

요성을 부각시켰다.1) 이러한 주장에 따라 문학 교육에도 수용미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어 독자인 학생이 작품의 어떤 점에 왜 관심이 생겼는가를 중시하는 작 

품 해석이 유행하게 되어， 학생에게 자유로운 인식 능력을 부여하여 ‘의식 초월 

적 이 해 이 론(bewußtseinstranszendente Verstehenstheorie) ’ 대 신 에 ‘ 의 식 종속적 이 

해 이 론φewußtseinsabhängige Verstehenstheorie)’을 통해 서 작품 해 석 에 대 한 학 

6) Hans Robert Jauß, Literaturgescruchte als Provokation der Literaturwissenschaft, Suhrkamp 

Verlag, Frankfurt/a.M., 1970. S. 172. 

7) Wolfgang lser, Der Leseπ야gang， in: Rainer Warning(Hrg.), Rezeptionsästhetik, 3. Aufl. , 

München, 1988. S.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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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적극적 개입이 허용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통 이론이 문학 해 

석의 방법론으로 대두되었다. 

ill. 소통 이론과 소통 이론에 업각한 독일 시 수엽의 새로운 패러 

다임의 제시 

1. 소통 이론 

수용 미학이 문학 해석의 방법론으로 대두되면서 문학적 행위를 소통적 범주 

(Kommunikative Kategorie)에 포함시켜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소통(流通 

Kommunikation)은 인간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언어적 매개를 통하여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에 언어학에서 소통 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도입하 

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소통 이론은 정보 전달을 다루는 모든 학문 분야로 확 

산되면서 문학 해석의 방법론으로 대두되었다. 

슈미트는(S. J. Schmidt)는 소통에 기초한 여러 학문 영역에서 심미적 소통에 

기초하는 예술을 분리하여， 예술이 속해 있던 대상 학문(Gegenstandswissenschaft) 

과 관계 학문(Zus뻐unenhangs뻐ss해sc뼈)에서 소통 학문(Kommunikationswissenschaft) 

으로 전이시켰다.8) 그의 이론의 기본 모텔은 ‘화자-청자(Sprecher - Hörer)’의 관 

계로서 이 관계는 ‘텍스트-독자(Text- Leser)’의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화자 

-청자’의 관계는 일반적 소통 관계를 나타내고， ‘텍스트-독자’의 관계는 문학 

적 소통 관계를 나태낸다. 이것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__ I 일반적 언어 코드 r-=::--π 
일반적 소통 : I화자 I ---------‘-=----------- I청자| 

정확성을 지향 

문학적 소통 : 펙조되 -쉰센젠물판켠1) 번언콘드 똑차] 
비구속적 언어코드 

8) Vgl. S. 1. S뼈nidt， Literaturwissenschaft a농 Forschungsprogramm, Linguistik und Didaktik, 

1970. S.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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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통 관계에서는 일반적 언어코드에 의하여 정보가 화자에서 청자에 

게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에 반하여， 문학적 소통에서는 다층적 구조와 의미 

를 지닌 텍스트가 독자에게 전달될 때 작품의 창작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매 

개자 및 독자의 수용이라는 독특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소통과는 달리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소통의 언 

어코드는 비구속적 언어코드인 것이다. 

2. 소통 이론에 입각한 독시(獨詩) 수업 모델 

시(짜) 수업의 모델 구성은 문학적 소통에 바탕을 둔 의사 전달 과정을 분석 

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시의 수업 모텔은 언어에 의하여 매개되는 ‘화자-청 

자’의 일반적 소통 관계에서 출발하여 작품을 매개로 한 ‘텍스트-독자’라는 특 

수한 소통 관계를 거쳐 마침내 작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시(詩) --학생’이라 

는 전문적 특수 소통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텔을 구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일반적 의미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연구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문학 

교육적 차원에서 시의 수용 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텍스트와 독자의 관 

계는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해석에는 독자의 관심， 이해 능력， 그 

리고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심미적 가치 뿐만 아니라 수용 과정의 제반 조건들에 의하여 텍스트의 본질이 

규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 텍스트는 정적(靜的)인 구조물이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끊임 없이 변할 수 있는 가변적(可變的) 구조물이다. 가변성 속에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은 문예학이나 문학 사회학과 연관을 맺게 되고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는 텍스트를 접하게 된 동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언어 능력， 독서 

체험에 의한 사전 지식， 사회 상황 맞 독자의 정신 자세 등과 연관을 맺게 된 

다. 이러한 연관 관계 속에서 소통에 의한 문학적 수용이 전개된다. 소통에 의 

한 문학적 수용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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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의한 문학적 수용 과정의 모델〉 

위의 도표에 제시된 독자측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 

며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규명하는 것이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텔의 구성을 위한 일차적 과제이다. 문학 내재적 방법론에서는 주로 텍 

스트측에 제시된 요인들의 연구에 역점을 두었고， 연구된 내용을 독자에게 일 

방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독자의 능동적인 수용의 측면을 간과하였다. 소통 이 

론에 준거하여 시수업을 하게될 때 독자가 항시 새로운 반향을 나타내 보이도 

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과거의 것인지 현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성을 밝혀줌으로써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가 동시적(同時的) 

인 것인지 통시적(通時的)인 것인지를 가려줄 필요가 있다. 시(詩) 수업이 학교 

라는 특수 영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용자인 학생의 수용 조건 

들을 고려하여 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적 수용이 이루어진 뒤에 텍스트측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나 독자에 

게는 수용을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수용 다음에 독자에게로 재 

차 다가서는 변화된 요소들은 텍스트를 접하게 하였던 독서 동기를 다시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에서 역화살로 표시하였다. 

위에 제시한 모탤에서 문학적 수용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나를 가늠하는 방법 

은 텍스트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경험적 이해의 2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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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대한 규범적 이해는 오로지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 역점을 두 

기 마련이고， 텍스트에 대한 경험적 이해는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일 

치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기 마련이다. 규범적 이해는 텍스트 구조에 대한 완벽 

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역사성에 의해 조건지워진 해석학적 소통 상황을 무시 

하는 단점이 있고， 경험적 이해는 모든 독서 방식을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극단적인 자의(恐쉰)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 2가지 이해의 측면이 소 

통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교호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야우스와 같은 학자는 2가지 이해 방식 중에서 경험적 연구 방식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9) 

문학 수용의 소통 관계를 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라는 일반 

적 관계를 수업 교재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교재와 학 

생 간의 소통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포=괜 

도권 
수용연쿠 
소통이론 

〈소통 이론에 의한 시 수업 모델〉 

9) V gl. H. R. Jauß, a.a.O. S. 134. 

뺨=핍 

독자사회학 

-독자사회학 
독자심리학 

+- 심리학. 언어학 

리 학 

싱러학，안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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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는 텍스트와 독자라는 일반적 관계가 시 교재와 학생이라는 특 

수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소통을 결정하는 제반 요소들이 어떻게 조응(照、應)하 

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도표의 상부 구조는 하이만(Paul Heimann)과 슐츠 

(Wolfgang Schulz)의 수업 이론10)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외형 구조와 개념 체 

계는 학교라는 특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 도표의 상부 구조가 지니고 있 

는 외적 형태를 내용화한 것이 곧 수업이다. 수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의향， 가르칠 주제의 선택， 가르칠 방법론과 매체 

선택 등이다. 수업을 위하여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로는 특정 시에 

대한 규범화된 비평에 대한 견해 진술， 시의 개별 사항에 대한 평가， 형식 분석 

등이다. 이러한 상부 구조의 제반 요소들이 수용 과정에서 직 · 간접으로 영향 

을 미친다. 반대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생은 시를 편파적으로 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그 시의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여 능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시 수업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학적 소통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은 수용에 수렴된다. 

둘째， 수용에 수렴된다는 점에서 모든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서로 고립되어 있지도 않으며 하나의 요소가 절대화될 수도 없다. 

셋째， 이 모델은 소통 이론적 관점에서 본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이 모델은 시 수업의 영역과 과제를 여타 학문들과 연계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도표에서처럼 수용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요소들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 

이 넓은 의미의 시 수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0) Vgl. Paul Heimann & Wolfgang Schulz, Unterricht, Analyse und Planung. 5. Auf1., 

Hannov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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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델의 적용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텔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시 〈가을날 Herbsttag>에 적용하여 수업의 실제를 제시하려 한다. 

위의 시 수업 모텔의 상부 구조에 속한 수업을 결정하는 요소인 교사의 의향 

과 가르칠 주제의 선택， 그리고 가르칠 방법론과 매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는 독일 시를 학습시키고자 한다. (교사의 의향) 

- 교사는 릴케의 시 〈가을날〉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주제의 선택) 

• 소통 이론에 입각하여 수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방법론) 

- 학교라는 특수 공간과 인터넷 사용을 전제한다. (매체) 

교사의 의향에 따른 주제 선택에 따라 먼저 텍스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텍스 

트는 다음과 같다. 모국어 수업이 아닌 외국어 수업이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특 

수 요소가 가미된다. 그러나 교재와 학생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텍스트〉 

가을날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 

틀판에는 많은 바람을 일게 하옵소서. 

마지막 과일들을 영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과일이 무르익어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 없는 이가 집을 칫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고독한 이가 차후에도 고독하게 살면서 

뜬눈으로，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훗날리 때， 

가로수 길을 여기저기 정처없이 헤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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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ttag 

Heπ: es ist Zeit. Der Sommer war sehr groß. 

Leg deinen Schatten auf die Sonnen버πen， 

und auf den F1uren laß die Winde los. 

Befiehl den letzten Früchten voll zu sein; 

gieb ihnen noch zwei südlichere Tage, 
dränge sie zur Vollendung hin und jage 

die letzte Süße in den schweren Wein.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Wer jetzt allein ist, wird es lange bleiben, 
wird wachen, 1않en， lange Briefe schreiben 

und wird in den Alleen hin und her 

mπ버ug wandern, wenn die Blätter treiben. 

위의 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는 시 수업 모텔의 상부 구조에 해당되 

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자료는 이 시가 릴케의 〈형상 시집 Buch 

der Bilder, 1906>에 수록된 상징주의 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 

리된 6가지의 사실(Faktenbeurtei1ung)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l 정리된 사실( Faktenbeurteilung) 

A. 이 시가 창작되었던 시대의 사회적 연관 관계 

(가) 사회 상황 

비스마르크가 1890년에 정계에서 퇴진하면서 1910년까지 빌헬름 2세의 정치 

철학이 펼쳐졌다. 독일 ‘제2제국’이 창건되던 1871년부터 1890년까지는 유물론 

에 입각한 현실주의가 팽배하였던 것에 반하여， ‘빌헬름 시대’로 불리는 1890년 

부터 1910년까지는 인문주의적 이상주의가 팽배하였다. 인문주의적 이상주의는 

독일 현대 문학의 태동에 토대가 되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자연주의 생성의 밑바탕이 되었지만， 이에 따른 고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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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회의 출현은 현실에 대한 반발을 불러와 사회 현실과 고립된 ‘귀족주의 

적’ 문학 경향과 고도 산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헤미안의 실존’이라는 

문학 경향을 불러왔다. 

이러한 시대 현실에 초연하려는 반자연주의 문학은 형이상학적이고 신화적인 

세계상을 추종하였고， ‘비합리주의’와 ‘활력주의’라는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나) 사회적 연관으로서의 릴케의 생애 

릴케는 1875년 프라하에서 황실 직속 철도청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무녀 독남으로서 9세 때 부모가 이혼을 한 답답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그의 아버지는 보헤미안 출신으로 지방 역장(購갑)의 지위까지 오르긴 하였으 

나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못이룬 자기의 꿈을 아들로 하여금 이루 

게 하려고 릴케를 군사 학교에 보냈다 소녀처럼 허영심이 강하였던 릴케의 어 

머니는 남편의 이러한 좌절에 실망하여 릴케를 자기식대로 기르려고 노력하면 

서 낳자마자 죽은 딸을 잊지 못하여 릴케를 여성적으로 길렀다. 그의 어머니는 

릴케가 5살이 될 때까지 릴케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머리를 땅아주고 소팝장난 

을 하게 하며 남자 아이들과 노는 것마저 금지시켰다. 릴케의 어머니는 릴케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릴케를 사랑으로 강점하려고 하였다. 릴케는 어머니의 강 

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릴케의 초기 시와 소설 속에 어머니의 영향으 

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40세가 되어서도 릴케는 어머니 때문 

에 탄식의 시를 지었다. “아 슬프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허문다" 

릴케는 1886년부터 1891년까지 성 펼텐(St. Pälte띠과 메리쉬-바이스키르헨 

(Mährisch-Weißkirchen) 군사 학교를 다녔다. 그 때까지 그를 감싸고 있었던 부 

모의 과잉보호가 그를 유약하게 만들었고 같은 또래 아이들과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에 매우 고독한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 학교의 입학은 그에 

게 공포스런 경험이 되었다. 그는 이 경험을 ‘심리 분석’이라는 심층심리학과 

연결시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 하였지만， 그의 삶을 산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병약한 체질 때문에 군사 학교를 중퇴하고 린츠(Linz)에 있는 상업 학교 

에 입학하였으나 겨우 몇 달 동안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릴케는 1892년부터 빈 

에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준비하여 1895년 합격하였다. 릴케는 

이 시기에 릴리엔크론， 아렌트(Arent)를 포함하여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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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읽었다 이러한 독서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에는 작가적 소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892년 뭔헨으로 옮기면서 그에게 작가적 소양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1895년 7월 대학입학자격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그는 프라하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다가 1896년 9월 뭔헨대학으로 옮긴다. 

뭔헨대학 시절에 릴케는 릴케는 루 안드레아스-살로메αou Andreas S떠omé， 

1861-1937)를 알게 되었고， 그녀로부터 니체를 소개받았다. 릴케는 니체의 영 

향을 받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굳혔고 창작 활동을 

하여 독일 문학의 거장으로 성장하였다.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그는 한 

곳에 몇 년 이상 머무르는 법이 없었다. 이러한 방랑벽은 그의 생활에 자리하 

고 있는 어린 시절의 공포와 시련에서 나온 위기감 때문이었다. 

릴케는 생의 마지막을 뷔조트에서 보내면서 여행을 자주 하였다. 그는 라가 

츠(Ragaz)와 발-몬트(Val-Mont)에 있는 요양소를 드나들었고， 1925년 1월에는 파 

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는 파리에 8월까지는 파리에 머물면서 발디네 클로 

소브스카(B떠a빼le Klossowska), 발레 리 , 지 드(Gide)와 률 수퍼 빌 레 (J버es Supervielle) 

등과 옛우정을 돈독히 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고 사귀었다. 

릴케는 신체적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1925년 11 

월 말 발 몬트(Va1-Mont)에서 백혈병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갑작스레 밀어닥친 

불치의 병으로 몇 주 동안 심한 고통 속에 시달린다. 그때 릴케는 끝내 마취제 

사용을 거부하였다. 고유한 ‘자기의’ 죽음을 맞기 위해서였다. 만년에 그를 어 

머니처럼 돌보아주던， 그리고 자기의 유언서를 넘겨준 난니 분덜리 폴카르트 

부인 이외엔 아무도 자기 병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는 계속 요양소에 머물 

다가 일년 후인 1926년 12월 29일 새벽 세시 반 그는 세상을 떠났다 나흘 후 

에 그는 자기가 원했던 발리스 벌판이 훤히 내다 보이는 바위산 라론의 오래된 

교회 마당에 묻혔다. 묘석에는 그의 가문의 문장， 그의 이름， 그리고 이미 그가 

써놓았던 시구가 새겨져 있다. 그의 생애를 상징하는 장미가 인간의 풀 수 없 

는 존재 의미와 예술의 신비로 바뀌어 귀중한 낱말들이 되고 있는 이 묘비의 

시구는 다음과 같다. 

장미여， 이 순수한 모순이여， 

겹겹이 쌓인 그 많은 눈꺼풀 아래서 

누구의 것도 아닌 잠을 자는 기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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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학 전통으로서의 상징주의 

세기 전환기(1890 -1910)에 독일 문학에 나타난 상정주의의 생성 배경과 개 

념을 제시한다. 

(가) 유럽 상징주의 작가들의 영향관계 

상정주의는 자연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사조로서 1890년경에 프랑스 

의 상징주의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와， 

베 를렌느(Pa띠 Verlaine, 1844 -1896), 말라르메 (Stéphane M떠l때né， 1842 -1898)와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들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상정주의 역시 독일의 바그너(Richard Wagner)와 영국의 로제티 (Dante 

Gabriel Rossetti), 그리고 미국의 포우(Edgar Allan Poe)와 같은 외국 작가들의 영 

향을 받아서 전개되었다. 

(나) 프랑스 상징주의에 영향을 끼친 작가들 

바그너(Ric뼈rd Wagner, 1813-1883)의 종합 예술(Gesamtk:unst) 이론은 프랑스 

상징주의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바그너가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쉬레(Edward Schuré, 1841-1929)가 바그너의 저서 〈오페라와 드라마 Oper 

und Drama, 1852>를 1857년에 번역 출판하면서부터이다. 바그너는 이 저서에서 

오페라의 대사와 곡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음악과 문 

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종합 예술 이론을 펼쳤턴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음악은 

감정에 호소하여 인간의 내적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상 

을 전달하는 데는 무력하고， 반대로 시는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음악보다 무력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사상과 감정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하여 감성에 호소하는 음악과 지성에 호 

소하는 시가 통합되어야 이상적인 종합 예술이 된다는 것이다. 바그너의 종합 

예술 이론의 영향은 프랑스 상정주의 시인들에게 음악과 시를 통합하려는 시도 

로 나타났다. 그의 이론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전개된 프랑스 상징주의는 독 

일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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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티 (Dante Gabriel Rossetti, 1828 -1882)는 시 인이자 화가로서， 1848년 ‘라파 

엘 전파(안e-Raphaelite)’를 설립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라파엘 전파’는 젊 

은 화가와 작가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여기에 소속된 화가들은 르네상스 이전 

의 예술에 나타나는 순수한 색채와 단순성을 추구하여 영국 화풍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로제티는 그림에서는 시인으로 남아 있었고， 시에서는 화가로 남아 있 

었다는 평을 받았던 예술가였다. 그의 그림은 여인의 얼굴과 폼매에서 무아경 

의 경지에 이르는 미(美)를 추구하였고， 그의 시는 정교한 형식 속에서 음악성 

을 추구하였다. 아름다운 다음절의 시구에 내재한 운율이 특수한 음악적 효과 

를 자아내고 있다. 그는 “색채와 운율은 그림과 시에 있어서 고귀함을 부여하 

는 요체로서， 모든 지적 요구에 우선하여 부응한다"고 하면서， 예술은 ‘유용성’ 

이나 ‘교훈’을 제공하기보다는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름 

다움만을 추구하는 그의 예술관과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음악성이 프랑스 상징주 

의에 영향을 끼쳤다. 

포우댄dgar 따lan Poe, 1871-1945)는 〈시의 원칙〉에서 낭만주의 시에 나타나 

는 웅변적인 감정 토로를 반대하고， 시의 창작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해되 

는 영감을 배제하며， 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순수시’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포우의 방법론에 따라 창작된 ‘순수시’의 특색은， 시에서 산문적 요소가 제거되 

고 시가 순수 음악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포우의 영향을 받아 ‘순수시’를 

창작한 프랑스 순수시인들에는 보들레르(다larles Baudelaire, 1821 - 1867)를 필두 

로 하여 말라르메， 폴 발레리와 같은 상정주의의 거장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다) 독일 상징주의에 영향을 끼친 프랑스 작가들 

프랑스의 상징주의는 1857년에 시작되어 1885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해인 1886년에서 1898년까지 절정기를 구가하다가 19세기와 함께 

종말을 고한 사조이다. 프랑스 상징주의의 시기 구분에는 아직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19세기 4/4 분기에 시작하여 1914년에 종료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보들혜르(Charles Baudelaire, 1821 -186끼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자로서， 

그의 문학적 토대는 포우(Edgar Allan Poe)와 독일 낭만주의였다. 보들레르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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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시론에 매료되어 그의 전 작품을 번역하여 프랑스에 소개하였다. 프랑스 

현대시의 창시자이자 19세기 후반에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시인인 그는 상징주 

의가 탄생하기도 전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상징주의적 작품들과 시 

의 이론 때문에 상정주의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상징주의가 시작된 시기가 19 

세기의 4/4분기라고 하는 주장과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 Les Fleurs du m외， 

1857>이 출판된 1857년이라는 주장이 공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집 

〈악의 꽃〉에 수록된 시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천사와 같은 측 

면과 동물과 같은 측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동을 그리고 있다. 그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밝히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죄와 악(惡)， 고뇌 

와 우수(憂愁)， 그리고 소망을 파헤쳤다. 특히 이 시집에 수록된 소네트 〈교감 

Correspondance>에는 그의 상징주의 미학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詩)가 어느 한 

감각에만 호소하도록 표현되는 것은 불충분하며 여러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끼 

리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시에 

서 음악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청각을 자극하였다면 동시에 다른 감각까지 자 

극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향기와 색채와 음(音)이 서로 교감한다"는 문장 

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세 가지 감각이 서로 융합되어 개개의 구별이 없어 

지면 교감에 이르고， 기쁘고 상쾌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오각을 

동원한 교감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구는 그의 시 〈교감〉의 한 구절 

인 “어린애의 살결처럼 신선하고 오보에 악기의 선율처럼 부드럽고 초원처럼 

파란 향기”라는 시구이다. 그의 교감 미학은 프랑스 현대시의 시어에 많은 영 

향을 끼쳤다. 

모래아스(Jean Moréas, 1856 -1910)는 1886년 9월 18일자 〈르 피가로 le 

Figaro> 신문에 〈상징주의 선언문 le Manifeste du symbolisme>을 게재하였다. 이 

선언문은 상정주의의 기본 성격을 밝히면서， 상징주의의 생성을 알리고， 상정주 

의라는 명칭 사용을 공식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낭만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 

고， 시(詩) 분야에서 낭만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고답파(감뿜派) 운동과 소설 분 

야의 자연주의 운동도 종말을 고하여 새로운 예술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사조는 지식 전달에 역점을 두지 않으며， 시를 기교적으로 

낭송하여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거짓되거나 천박한 감각을 멀리하 

고， 객관적 묘사를 거부하는 문학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 새로운 문학 운동의 



50 외국어교육연구 제 l 집 

목표는 사상(!펀想)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상에 외적 형태를 부여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베를헨느(Paul Verlaine, 1업4~ 1896)는 전통적인 운율을 깨고， 새로운 음악적 

효과를 창출하여 시에서 선율이 흐르게 하였다. 그는 상징주의 시의 이론을 제 

시한 〈시법 L’따t 뺑tique>을 그의 시집 〈옛날과 지금 Jadis et Naguère>에 수록 

하여 발표하였다. 그의 시 이론에 따르면 시는 “음악에서처럼 막연한 그 어떤 

것”이 되어 직접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적인 효과를 통하 

여 시의 내용을 암시하고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상정주의는 음악에서 부 

(富)를 되찾는다"라는 그의 주장과， 시에서 “웅변적 표현을 지양하고 음악적 효 

과를 조성하라”는 구호는 그가 선율의 시인임을 말해 주고 있다. 

말라르메 (Stéphane Mallarmé, 1842 ~ 1898)는 상징 주의 시 의 거 장으로 순수시 

를 집대성하였다. 그는 현실에 대한 권태감과 혐오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 

행이나 죽음과 같은 도피 수단을 찾다가 마침내 이상적인 세계를 열망하게 되 

었다. 이상적인 세계의 추구는 그에게 ‘이상적인 사의 추구’와 맥락을 같이한 

다 그가 추구한 이상 세계는 실세계 저 너머에 있는 텅빈 공허함 속에 있었고， 

텅빈 공허인 ‘무(無)’의 뒤에 숨겨진 이상 세계는 무한(無限)하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무한을 동경하게 된 말라르메는 의미 전달 작용이 차단된 단어를 나열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영감보다 단어의 배열에 역점을 두면서， 문장을 인위적 

으로 해체시켜서 의미 전달 작용을 단절시켰다. 그에게 외부세계， 즉 현실계란 

사물의 순수한 본질에 도달하기 위하여 찢어 버려야 할 베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랭보(Arthur Rimbaud, 1854 ~ 1891)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대표적 시인이다. 

그는 조숙한 천재 시인으로서 현대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다. 그러므 

로 프랑스 현대시의 계보는 보들레르에서 시작하여 랭보로 직접 이어지며 그 

다음에 아폴리네르를 거쳐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이른다. 

그는 시의 목적이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고， 포착할 수 없는 세계를 포착하 

여 시야를 넓히고 체험을 넓히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 

는 시인은 미지의 세계를 보는 예견자(據見者)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그의 견해는 이 후 세대의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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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주의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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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주의’는 세기 전환기에 나타난 반자연주의 운동의 주류(추.流)를 이루고 

있는 문학 사조로서， 유럽 전체와 미국의 문학에까지 통용되는 문학 사조의 명 

칭이다. ‘상징주의’는 프랑스의 장 모레아스(Jean M야éas)가 1886년 〈피가로 

Figaro>지에 발표한 〈상징주의 선언문〉에서 유래한 용어로， ‘데카당스’라는 용 

어가 쓰이기 시작할 무렵 이 용어에 반대하여 사용했던 용어였다. 그러나 모레 

아스가 〈상징주의 선언문〉을 발표하기 전에 보들레르， 말라르메， 베를레르， 랭 

보와 같은 작가들은 자연주의와 고답파(poésie p때1aSsienne)에 반기를 틀고 상징 

주의 문학 작품을 이미 출판하여 놓았던 것이다. 고답파(高짧派)란 1860년대에 

활동한 프랑스 시인의 한 유파로서， 이들은 시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며 색채 

의 형상이나 재현에 정성을 쏟았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정주의라는 용어에 앞서서 상징주의 문학 운동이 먼 

저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웰렉(Wellek)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유럽 상정주의의 시기를 모레아스가 상징주의라는 용어를 통용시겼던 바로 직 

전인 1885년부터 1914년까지로 잡고 있다. 

독일의 상정주의는 세기 전환기인 1890년 경에서부터 1910년까지 지속된 문 

학 사조로 간주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 

다. 왜냐하면 상징주의라는 명칭은 세기 전환기에 공존하였던 다양한 문학 사 

조들 때문에 문학사에서 다충적인 의미를 가지며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주의의 시작을 1890년으로 잡는 것은 1890년에 자연주의가 끝났 

기 때문이며， 상징주의가 끝나는 시기를 1910년으로 잡는 것은 1910년에 표현 

주의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상정주의의 개념 

독일의 상징주의는 프랑스 상정주의의 영향을 받은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후고 폰 호프만슈탈(Hugo von Hofm뻐nsthal) , 라이너 마라아 렬케 

(Rainer Maria Rilke)와 같은 작가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상징주의를 이들이 전 

개한 세기 전환기의 상징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 어떤 사물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매개체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면 그 어떤 형태의 표현 방법도 모두 상징주의라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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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상정주의 경향은 아르노 흘츠， 요하네 

스 슐라프， 토마스 만，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아그네스 미겔， 리카르다 후흐 

(퍼C따da Huch) , 에른스트 슈타들러(Emst Stadler), 게오르크 하임(Georg Heim) , 게 

오르크 트라클， 심지어는 브레히트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헤르만 바르(Hermann 

B때r)는 괴테， 바이른(Byron)， 리하르트 바그너，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작품 

에도 상징주의 경향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리켜 ‘전래적 상정주의’ 

라고 하였고， 세기 전환기의 상징주의를 ‘새로운 상징주의’라고 명명하면서 게 

오르게， 호프만슈탈， 릴케를 ‘새로운 상징주의’에 포함시켰다. 바르에 따르면 전 

래적 상징주의는 “감감적인 기호(sinnliche Zeichen)를 통해 비감각적인 사물 

(unsinnliche Dinge)의 표현”을 추구하였고， 새로운 상징주의는 “신경 (Nerve띠 그 

자체가 비감각적인 것을 포착하려는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감각적 수단에 의하 

여 비감각적인 것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세기 전환기를 풍미한 협의의 상정주의 문학은 처음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에서 주도적인 문학 경향인 자연주의와 대립 상태에 있었으나， 곧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표현주의가 등장한 후에도 상징주의 작품이 창작되어 나왔다. 이렇듯 

상정주의 경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문학에 작가의 체험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비유와 상정을 통해 서정적 정조를 전달하는 ‘사물시 

(Dinggedicht)’라는 시 형 식 이 존재 해 있었 기 때 문이 다. 마이 어 (Conrad Fer，뻐뻐ld 

Meyer)가 ‘사물시’ 작가로 활동을 하였고， 릴케는 ‘사물시’를 발전시켰다. 상정 

주의가 오래 지속된 또 다른 이유는 상징주의와 독일 낭만주의 사이에 유사성 

이 있기 때문이다. 노발리스(Nov떠엄)가 프랑스의 상징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독일 낭만주의와 유럽의 상징주의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낭만주의에서 유행어였던 ‘마법적인 것’， ‘꿈’， 

‘정취’와 같은 것이 상징주의 미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상정주의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징’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레아스는 〈상정주의 선언문〉에서 ‘상징’을 미학적 관점 

에서가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파악하였다. 모아 

레스는 이념에 외적 형태라는 겉옷을 입혔으며， 이 겉옷을 통하여 이념이 드러 

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겉옷이 이념을 대신할 뿐 이념 그 자체일 

수는 없게 하였다. 모레아스는 이와 같이 형태를 이념에 종속시켜 추상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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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감정을 표현할 때 겉옷에 해당하는 것을 ‘상징’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상징’에 대한 모아레스의 이론보다 더 공감을 받았던 이론은 ‘상정’이란 작가 

의 정신 상태나 기분을 전달해 주는 매개물이라는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하고， 그렇게 하여 의미가 떠오르게 하는 것 

이 ‘상칭’이라는 주장이다. 말라르메는 이러한 ‘상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상징은 바로 이러한 신비를 완벽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것 

은 어떤 정신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대상을 차츰 차츰 환기시키거 

나 아니면 역으로 하나의 대상을 선태한 후 일련의 해석 과정을 거쳐 그 

것으로부터 어떤 정신 상태를 끌어내는 것이다. 

상정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상징주의의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상징주의란 사상과 감정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사상과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과 연계지워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징’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독자의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는 문학 경향이다. 

그러나 상정주의자들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보편적인 이상 세계의 상징이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넘어선 이상 세계에 탐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의 상정주의 개념은 미홉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면 상징주의 

는 현실을 넘어선 이상 세계를 꿰뚫어 보려는 문학 경향이라는 것을 첨가하여 

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경우를 감안하여 상징주의의 개념을 종합하면 실상 

(Sachverhalt)을 알려주거나 학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낭랑한 음조를 

하나로 묶는 의도된 언어 수단을 통하여 심오한 현실을 해명하려는 문학 경향 

이 상징주의인 것이다. 

상정주의 작가들은 상징주의 강령을 작성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 

정’의 개념 정의나 ‘상정주의적 예술 방법으로서의 상징’에 대하여 확실한 정의 

를 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징주의자틀은 그들이 표방한 세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보들레르는 그의 시 〈교감〉에서 우리가 ‘상징의 숲을 통과’할 동 

안 세계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선다고 하면서， 

이 때 냄새와， 색채， 그리고 음향이 어우러져 황홀경을 자아내고， 정신과 감각 

도 날아갈듯 도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각(共感覺) 이론에 독일 상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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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공감각의 현실은 시대 현실에 초연하면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신화적인 세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상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상징주의 문학은 사회 현실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면서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포기하였고， 순수 문학의 이 

상을 구현하면서 예술 그 자체를 위하여 진력하였다. 그러므로 상징주의에서는 

음향과 각운(牌趙)의 노련한 사용， 운율과 리듬의 노련한 사용으로 문학의 아름 

다움과 완전성을 마술처 럼 드러나게 하며， 또한 지극히 예술적으로 조율된 상 

징들 속에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정들은 순수한 존재와 이념에 의하 

여 운반되는 고차원의 음악적 현실이다.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은유가 상정을 

보완하는 가운데 언어 세계는 빈틈 없이 통일된다. 

상징주의는 무엇보다 서정시의 양식 발전과 시학 이론 분야에서 많은 결설을 

낳았다. 상정주의 시는 회화나 조각보다는 음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다. 

왜냐하면 음악에는 상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암시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상징주의자들은 시에 음악적 율동을 담기 위하여 딱딱한 전통적 시형(詩形)을 

버리고 각운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시를 즐겨 창작하였다. 이러한 시 형식의 

선호에 따라 모호하고 암시적이며 음악적 특성을 지니는 문학 작품은 높이 평 

가되었고， 그렇지 않은 문학 작품은 평하받게 되었다. 

서정시에 나타난 이러한 시학 이론을 제외하면 상징주의가 내용과 양식에 있 

어서 다른 문학 사조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주의는 해당 작가들의 예술적인 특색을 시사하는 용어일 뿐 특정 시대를 

풍미한 문학 경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상징주의라는 사조 명칭이 

문학사가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된 문학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 

었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 문학이 상징주의를 통하여 내적 유대감을 

지니기 때문에 상정주의는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문학 사조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상정주의는 동시대의 다른 사조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청년 양 

식’은 표현 형식과 동기에서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의 태도 전반에서 상징주의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혁신에 대한 노력， 시대에 뒤떨어진 형식 기피의 노력， 

역사주의와 자연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은 두 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 

며， 이러한 의도적 노력들은 상징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년 양식에서도 모든 

생활 영역을 양식화하고 있다. 상징주의 작가들과 조형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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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양식을 대표하는 조형 예술가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 관계는 게오르게의 

〈기도서〉를 포함하여 다른 상정주의 작품과 청년 양식적 책의 제본에서 나타 

난다. 멜히오르 레히터(Melchior Lechter)는 90년대에 게오르게의 〈기도서〉를 포 

함하여 상징주의 작가들의 책의 장정을 청년 양식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책의 제본과 장정이 당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정주의에서 가장 선호된 장르는 서정시였다. 상정주의자들은 〈예술지〉에 

게재한 글들을 통하여 시를 “어떤 현상에 대한 최종적이며 가장 수준 높은 표 

현(der hächste und endgültige Ausdruck eines Geschehens)"이 라고 반복하여 피 력 

하였다. 

상정주의 서정시인들은 보들레르가 그의 시 〈교감〉에서 서술하였던 “상징의 

숲”을 통과(durch “Wälder von Symbolen" zu gehen)할 때 의 잡다하게 엄 힌 상념 

(想念)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정시의 보다 큰 형식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그 

들은 연작시를 선호하였다. 게오르게는 3부로 된 연작시를 선호하였는데， 시를 

3부로 구성하는 것은 그의 시 창작의 원칙이기도 하였다. 릴케는 게오르게에 

비하여 더 의도적으로 3부로 된 시를 창작하려 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3부로 된 

연작시 〈기도서〉에 나타나고 있다. 릴케와 게오르게와는 달리 호프만슈탈은 연 

작시를 창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 중에는 개별적인 시를 그룹으로 모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작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드라마에 대한 상정주의의 영향은 지금까지 그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 

으나， 현대 드라마와 연극사에서 사실주의적 환상극과 서사극을 거쳐 부조리극 

에 이르는 드라마 양식 변화에서 상정주의의 영향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독일 상정주의의 대표적 작가들은 세기 전환기를 지나자 곧 새로운 문학 경 

향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기 작품들에도 “참되고”， “위대 

한” 상징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즉 그들은 상징주의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 

고 새로운 양식과 결합시켜 나갔다. 그러므로 게오르게， 호프만슈탈 그리고 릴 

케의 후기작품에서도 상정주의적인 특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c. 문학적 전통을 조명할 수 있는 렬케의 창작 활동 

릴케의 창작 활동은 발리라는 소녀와의 첫사랑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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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95년 끝이나지만 그 사이 릴케는 그녀에게 수많은 펀지와 사랑을 고백하 

는 사를 바쳤다. 그러나 그녀를 위해 쓴 수백 편의 시는 감상적이고 미숙한 연 

애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시들 중에서 단지 여섯 편만이 〈릴케 전집〉 

에 실렸 있다. 

1895년 릴케는 동경과 환상이 나래짓하며 불안이 채색되어 있는 그의 첫 번 

째 시집 〈가신에게 바치는 제물 Larenopfer, 1895>을 발표하였고， 1896년에 순수 

한 사랑과 꿈을 노래한 〈꿈을 왕관처럼 쓰고 Traumgekrönt, 1896>를 발표하였 

고， 1897년에 짧은 안개 속을 헤매이는 인간 모습을 그리는 〈장림절 Advent, 

1897>을 발표하였다. 자신을 찾으려 열망하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만을 노 

래하는 이 세권의 시집은 〈형상 시집〉의 토대가 되고 있다. 릴케는 이 3권의 

시집을 합쳐서 1913년에 〈첫 번째 시집 Erste Gedichte, 1913>이라는 제목을 달 

아 발행하였다. 

1896년 릴케가 윈헨대학으로 옮겼을 때 그는 루 안드레아스-살로메(Lou 

Andreas Salomé)라는 여인을 알게 된다. 당시 36세의 기혼녀이던 살로메는 바로 

릴케 자신이 꿈꾸던 유명한 저술가였고， 게다가 세상 일과 정신 세계에 밝았으 

므로 릴케는 자연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 맨 처음에 두 사람 사이는 단 

순한 애정 관계에 지나지 않았으나， 점차 정신과 영혼을 나누는 벗의 관계로 

발전한다. 릴케가 ‘르네’라는 이름을 버리고 ‘라이너’라는 독일식 이름으로 바꾸 

고， 당시까지 흘려 쓰던 글씨체를 바르게 쓰기 시작한 것도 그녀의 권유에 따 

른 것이다. 두 사람은 평생동안 우정 관계를 유지하였다. 루 안드레아스-살로메 

는 릴케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한 때 니체의 연인이었으며， 22세의 릴케를 니체와 만나게 해 

주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자유로운 정신적 파트너로서 후일 프로이트의 문하생 

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고， 충동과 죽음 앞에서 고뇌하는 

피조물 인간을 탐구하려는 니체의 태도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프로이 

트의 태도는 릴케에게 자신의 실존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단서가 되었다. 

릴케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녀를 통해 알게 된 자연주의 작가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인상주의 작가 리하르트 데에멜， 그리고 그 이후의 문학을 이어간 

상징주의 작가 슈테판 게오르게， 프랑크 베데킨트， 슈니출러， 바써만 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작가들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그의 문학 여정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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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그는 자연주의로부터 인상주의와 상징주의로， 그리고 신낭만주의로 

나아갔던 것이다. 

릴케는 1899년 4월 25일부터 6월 말까지 루 안드레아스-살로메 부부와 함께 

첫 번째 러시아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톨스토이(Leo Tolstoj), 파스테르나크 

αeonid Pasternak), 드로신(Spiridon Dros피n)과 같은 작가들을 만났다. 그후 1900 

년 5월부터 8월까지 두 번째 러시아 여행을 떠난다. 그는 이를 위해 꾸준히 언 

어와 문화를 익혀 이번에는 루 아드레아스-살로메와 단둘이서 러시아 남부지방 

까지 두루 여행을 하였다. 훗날 이 체험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이 산처럼 어둠에 휩싸인 모습을， 아무 거리낌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과 그로 인하여 모두가 경건스러워 보이는 걸 체험 

하였다. 

광활한 러시아 대지의 풍경은 인간이 그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창조의 

원초 형상이었다. 릴케는 여기서 삶의 본질을 체득하고 창작에 헌신할 것을 다 

짐한다. 두 번에 걸친 러시아 여행에서 그는 작가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인생노 

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 때부터 릴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던 간에 작 

품과 연관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가 만난 여인들은 작품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가 돌아본 도시와 시골은 작품의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릴케의 방대 

한 서간문은 그의 창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첼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러시아， 서구의 문명을 거의 접하지 않은 문화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 정 

교(正敎)가 농민의 생활 양식을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릴케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창작 초기에 그의 명성을 높혀준 작품 〈기도서 

Das Stundenbuch, 1905>는 이러한 러시아와 연관을 맺고 있다. 러시아 수도사와 

성화상(聖畵像)을 그리는 화가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시집 〈기도서〉는 세 폭 

으로 된 성단 장식 그림과 흡사하다 〈기도서〉는 〈수도사의 생활에 대하여 

Vom mänchischen Leben> , <순례에 대하여 V on der Pilgerschaft> , <빈곤과 죽음 

에 대하여 Von der Armuth und vom Tode>라는 세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 

이다. 

릴케는 1899년 소녀를 주제로 삼은 일단의 작품을 수록한 〈나의 축제에 빠 

zur Feier, 1899>를 발간하였고， 1898년에 완성하여 놓았던 〈하얀 옷을 입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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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인 Die weiße Fürstin>을 첨가하여 〈나의 축제에〉를 1909년 재판할 때 시집 

명을 〈초기 시집 Die frühen Gedichte, 1909>으로 바꾸었다. 

1900년 여름 릴케는 러시아에서 본 풍경과 비슷한 풍경을 지닌 브레멘 근교 

에 위치한 보르프스베데rNorpswede)에서 그곳의 예술가들과 사뀐다. 그 때 릴 

케는 미모가 빼어난 여류 화가 파울라 모더존(Pa띠a Modersohn)과 건장하고 활 

달한 여류 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Clara Westhoff)를 사권다. 릴케는 두 여인 

중에서 클라라 베스트호프를 선택하여 1901년 그녀와 결혼을 하고 이곳에 눌러 

살고자 하였다. 릴케는 보르프스베데에서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사귀어 자연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어 “나는 만물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배우게 되 

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예술가에 대한 전문 연구서 〈보르프스베데 Worpswede, 

1903>를 쓸 정도로 보르프스베데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그는 포르프스베데 출 

신의 부인 사이에서 딸 루트를 얻었으나 결혼한지 1년만에 헤어졌다. 결혼과 

가족을 통해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였던 그의 꿈은 깨어져 버렸다. 현실생 

활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릴케로서는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갈 능력을 갖 

고 있지 못했다. 그는 결혼이란 두 개의 고독을 존속시키며 그 고독을 키워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결혼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었다. 그가 나눈 사랑도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릴케는 현실 생활에서 

지속하지 못한 사랑을 작품 속에서 무소유적 사랑이라는 이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902년 릴케는 러시아의 역사와 성서에서 따온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45편의 시를 수록한 인상주의 시집인 〈형상 시집 Das Buch der 

Bilder, 1902>을 펴 냈다. 

릴케는 러시아에 대한 동경에 못지 않게 서구의 문화 중심지인 파리를 동경 

하고 있었다. 1902년 여름 그는 마침내 보르프스베데의 무기력한 소시민 생활 

을 탈출하여 파리로 가서 1903년까지 머문다. 그는 이곳에서 아내 클라라의 스 

승 로탱(Auguste Rodin)을 만나게 되었고， 1903년 로맹에 대한 전문 연구서 〈로 

탱 Auguste R여in， 1903>를 완성 한다. 

대도시 파리의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릴케는 1903년 4월 

이탈리아의 휴양도시 비아레지오(Vi따eggio)로 가， 그 곳에서 〈기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3부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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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는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스칸디나비아를 여행하면서 덴마크의 코펜하 

겐을 방문하여 자기의 인상주의 시 장착에 영향을 끼쳤던 사표(師表) 엔젠 페 

터 야롭센(Jens Peter Jacobsen)과 키엘케고르(Sören Kierkegaard)의 발자취를 더듬 

었다. 이들로부터의 영향이 없었다면 〈말테의 수기〉에 제시된 실존적 경험 세 

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릴케는 〈자식의 세기(世紀) J ahrhundert des 

Kindes>를 집필한 엘렌 차이(Ellen Key)의 덕택에 남부 스웨댄에 있는 쇼넨 

(Schonen)으로 초청을 받았다. 릴케는 괴테보르크(Göteb야'g)의 푸루보르크(Furuborg) 

에 거주하는 겁슨(Gibson) 부부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세기 전환기에 개혁 이념 

을 관철시켜 일반 학교를 통합학교로 개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 릴케도 

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 개혁에 판여하였다. 

릴케가 다시 파리에 가서 머문 1906년부터 1910년까지가 그의 창작 중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기이었지만 그 

의 예술은 도약적 국변을 맞이한 시기이다. 

그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로탱의 비서로 일하면서 〈기수(騎手) 크리스토 

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방식 Die Weise von Liebe und Tod des Cornets 

αmstoph Rilke, 1906>을 출간하였다. 이 시집은 릴케가 군사 학교를 다닐 때 품 

었던 꿈과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에 대한 사랑을 서술하고 있는 작품으로， 형식 

과 내용면에서 그의 초기 시와 유사하다. 

릴케는 로탱의 창작기법을 모범으로 하여 〈형상(}κ除) 시집 Buch der Bilder> 

의 증보판과 〈신 시집 Neue Gedichte, 1907>, 그리고 〈신 시집 별권 Neue 

Gedichte anderer Teil, 1908>을 펴 냈다. 이 시 기 의 작품에 는 수 많은 인상과 정 

감어린 영상들이 별처럼 벚나고 있는가 하면 섬세한 영혼의 움직임이 표면 세 

계로 떠오르고 있다. 

릴케는 엘리자베트 바르레트 브로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의 〈포르투갈 

의 소네트 Sonette aus dem Portugiesischen, 1908>를 번 역 하면서 , 그의 외 국 작품 

의 개작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릴케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파리 시절의 중요한 결실은， 그가 죽어가는 두 젊은이의 대화를 서정적으로 

엮은 〈진혼제 Requiem, 1908>를 창작한 것이다. 벤(Benn)의 주장처럼 〈진혼제〉 

의 시구는 표현주의 세대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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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는 파리에서 대도시 대중 사회의 혼란상을 목격하고 〈말테 라우리트 브 

리 게 의 수기 Die Aufzeichnung des Malte Laurids Brigge, 1910>를 창작하였다. 

1904년 겨울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일기 형식의 이 장편 소설에서 그는 당혹스 

런 파리의 인상과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 공포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역사 사실을 되짚어 보는 역사 회상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파리는 ... 궤도 

를 이탈한 별처럼 곧 일어날 충돌에 앞서서 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 

리가 직면하게 될 역사적 변화를 묵시록의 귀절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릴 

케의 언급으로 보아 〈말태의 수기〉는 홀레비츠(H버ewicz)가 1925년 11월 13일에 

비톨트깨rit이d)에게 보낸 서한에서처럼 “심연으로 빠져드는 삶은 구제 불능이라 

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릴케는 독자들에게 시류에 따르지 말고 

〈말테의 수기〉가 시사해주듯이， 부정적인 것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릴케는 〈말테의 수기〉를 집필하고 난 다음 10년 간에 걸쳐 생활과 창작에 

위기를 맞았다. 릴케는 ‘벤베누타(Benvenuta)’라고 불렀던 피아니스트 마그다 폰 

하팅베르크(Magda von Hattingberg)와 그리고 화가 루 알베르트-라자르트(Lou 

Albert -Lasar이와의 사랑이 계속 좌절되면서，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선 위기의 시 

기를 겪는다. 제 l차 세계 대전으로 야기된 유럽 문화 공간의 파괴와 실존의 무 

의미함이 그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1912년에 시작된 그의 위기는 〈오르페우스 

에게 바치는 소네트 Sonette an Orpheus, 1923>를 완성한 1923년에야 비로소 해 

소되었다. 

1911년 10월 22일부터 1912년 5월 9일까지 릴케는 자기의 후원자인 마리 폰 

투른 운트 탁시스 호헨로데(Marie von πlUffi 뻐d Taxis)백작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아드리아해(海) (Adria)에 있는 두이노(Duino) 성에 머문다. 여기 

서 릴케는 작가로서 새로운 발언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고즈녁한 환경과 실제 

로 릴케 자신이 느끼기 시작한 새로운 의미의 고독을 체험하면서 작품세계의 

변화를 도모한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것，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두었 

던 것 모두가 10 여 년간 고통 속에서 키워 온 시인의 의지로 새롭게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성에서 『두이노의 비가』중 제 1비가와 제2비가가 완성된다. 

1912년 릴케가 두이노에서 몇 편의 비가를 집피할 무렵 이 비가와는 전혀 다 

른 〈마리 의 삶 Marien-Leben, 1913>을 집 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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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는 1916년 1월에 입대하여， 3주간 보병훈련을 마친 후， 빈에 있는 군 전 

사편찬자료실 요원으로 배치되어 군 복무를 수행하고 6월에 제대한다. 전쟁 중 

에 4번째 비가가 완성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전쟁 직후에 그가 동조하였던 뭔 

헨 공화정이 붕괴되자 릴케는 급히 뭔헨과 독일을 등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독 

회(讀현)에 초대되어 간 스위스의 시민 사회는 처음에 그에게 낯이 설었다. 그 

밖에도 체류 허가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 이 시기에 그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비가를 완성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릴케는 1919년 손님 

으로 조그리오(Soglio)에 머물었고 1920년부터 1921년까지 베르크(Berg) 성에 머 

물었으나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21년 중반기에 그는 스위스 로네탈(Rhonetal)의 시레(Sieπe)에 있는 탑 모양 

으로 생긴 뷔조트(Muzot) 성에서 바라던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그의 후원자였던 

베르너 라인하르트(Werner Reinh빠)가 그를 위하여 구입하여 놓았던 성이다. 그 

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난니 분덜리-폴카르트(Nanny Wunderly-Volkart)는 헌신적 

으로 그를 도왔다. 릴케는 비가를 완성할 수 있는 장소에서 비가에 등장하는 

마지막 무대를 발견하였다. 그는 신화를 창조하는 시인의 안목으로 스위스 발 

리스(Wallis)의 로네탈 Rhonet외)이 프로방스와 남부 스페인의 풍경과 같아 보이 

는 지역임을 간파하였다. 한편， 릴케는 1920년 10월 잠시 파리를 방문하여 전쟁 

의 참화를 면한 파리를 확인하였으며， 1921년 초에 나온 발레리의 후기 서정시 

를 읽었다. 릴케는 뷔조트 성에서 1922년 2월에 중단하였던 〈두이노이의 비가〉 

를 완성하였고 그와 함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Die Sonette an 

Orpheus, 1923>를 완성하여 이듬해 두 권 모두를 출간하였다<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에서는 시(詩)가 위기에 처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으 

며 기계 문명의 시대에도 역시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피력되고 있다. 

1923년부터 릴케는 일련을 시를 프랑스어로 쓴다 이 시기는 그의 마지막 창 

작의 시기로， 그가 번역하였던 프랑스 후기 상정주의자인 폴 발레리의 영향하 

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은 가요조의 ‘자연시’를 포함하여 

언어를 마치 요술을 부리듯 형언할 수 없는 것까지 묘사하는 서정적 응축물들 

이다. 독특한 작품군에 속하는 것으로 발리스(Wall압)의 경치를 찬양하는 프랑스 

어로 쓴 연작시 <Vergers s띠vi des Quaσains Valai웹15， 1926>, <Les Roses, 

1927>, <Les Fenéπes， 1927> 등과 프랑스어 로 쓴 다수의 시 들이 있다. 19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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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릴케는 일련의 시들을 직접 불어로 쓰기 시작했다. 문학적인 형성력이나 언 

어적 조화미를 불어에서 느끼고 독일어로 이룰 수 없었던 무한한 표현가능성을 

추구했다. 가볍고 재기발랄한 감각과 조형성이 두드러진 테마를 구사하면서 자 

연 내지 계절시， 지역의 전설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D. 언어 규명 단초로서의 릴케의 문학 경향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상징주의의 대표적 시인으로서， 섬세하고 음악적인 시 

를 창작하여 시의 화신으로 독자들에게 기억되었다. 그의 울림이 가득하고 가 

락이 흐르는 시는 게오르게의 조각처럼 다듬어진 장엄한 시와는 대조를 이룬다. 

릴케의 초기 시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어서 무심코 내어뱉는 노래 

가락 같은 선율이 흐르고 일상어에 배어 있는 소박함이 각인되어 있다. 그의 

초기 시집 〈기도서 Stunden-Buch, 1905>와 〈형상 시집 Buch der Bilder, 1906>에 

는 인상주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신 시집 Neue Gedichte, 1907>에는 

음향을 중시한 ‘사물시 (Dinggedicht)’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들에는 상정주 

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릴케의 상징주의에 영향을 끼친 것은 프랑스의 상징주의 작가틀이다. 릴케는 

프랑스의 상징주의 작가 로탱(R여in)을 만나， 로탱에게서 사물을 집중적으로 관 

찰하여 형상화하는 법을 배웠다. 즉 그는 건축물이나 초목처럼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나 움직이는 동물들을 조소(罷뺀)적으로 포착하여 ‘사물의 직관적 내면성 

(ansc뼈ub따'e Innerlichkeit der Dinge)’을 파헤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세잔느 

(Céz뻐ne)도 로탱과 마찬가지로 릴케의 미학에 영향을 끼쳤다. 릴케는 〈가을 살 

롱〉에서 개최된 세잔느의 전시회를 관람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즉물성 

(Sac삐ichkeit)’에 매료되어 자신의 〈신 시집〉에 이 ‘즉물성’을 도입하였다. 릴케 

는 삶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 보들레르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가난한 자들의 옹색한 삶과 추방되어 내팽개쳐진 자들의 공포와 

병들어 앓고 있는 자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놀랍고도 혐오스런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곳에 있고자 하는 각오는 보들레르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릴케에게서도 

존재의 이유이자 예술가로서의 임무였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삶의 일부에 포 

함시켰고， 죽음이 그들 문학의 큰 주제가 되었다. 죽음(der Tod)은 그들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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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죽음의 현상과 형태를 통찰하여 기술하게 만들었다. 렬케는 보툴레를 통 

하여 자신이 예술가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고무되었으며， 심지어는 

그를 통하여 영감을 얻기도 하였다. 릴케와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 베를레느와 

말라르메와의 관계는 영향을 주고 받았던 관계이기보다는 문학 본질에 대한 생 

각과 소박한 작가 정신에서 유사점을 지니고 았다. 

릴케는 젊은 시절에 메테르링크(Maeterlinck)의 영향을 받아 서정적 드라마의 

형식을 받아들였다. 그가 받아들인 이 형식은 호프만슈탈(Hofm뻐ns떼ù)과 게오 

르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릴케는 그의 초기 작품들부터 독자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독일 문학 비평 

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학의 대가로 자리를 굳혔다 그의 작품이 다른 나 

라말로 번역되면서 외국 문학에 끼치는 그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갔 

다. 그의 문학 세계는 방대하여 그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 

한 평가는 대부분 부분적 조망에 그치고 있다. 릴케의 문학은 신앙 체험의 기 

록물로서 읽혀지는가 하면， 절대적인 예술가 정신의 구현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또한 그의 문학은 철학으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현상학으로， 실존철학으로， 혹은 하이텍거의 존재론으로. 그의 문학은 독자에게 

심충심리학적 해명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E. 주제와 형식 이해를 위한 [형상 시집] 에 대한 개관 

〈형상 시집〉은 첫 판이 1902년에 발행되었고， 1898년과 1901년 사이에 쓰여 

진 4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의 2판은 1906년에 나왔으며， 37편의 시 

가 증보되었다. 이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창작된 〈형상 시집〉은 릴케 

의 첫 번째 중요 시집이 되었다. 

〈형상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감각적이고 정조를 강조하는 초기 작품의 경 

향을 띠고 있으며， <신 시집〉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들이다. 첫 

판에 실린 시틀은 달밤， 기사(騎士)， 우수(憂愁)에 찬 소녀와 같은 신낭만주의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운의 중첩， 두운법， 반해음(半讀音: 모음만의 압운(뺀總) 

Assonanz)과 같은 음향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형식 수단이 사용되어 서정적 

자아의 주관적 감정이 교묘하게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는 1899과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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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베를린 슈마르겐도르프(Schmargendorf)에서 창작되었으며， 일부는 1900년 

에 보르프스베데에서 창작된 것이고 나머지는 창작하여 놓았던 시를 일기장에 

서 발훼한 것이다. 슈마르겐도르프에서 창작된 시에는 1899년 러시아 여행의 

체험이 배어 있다. 특히 종교적인 모티브와 예배에 대한 모티브를 취하여 주관 

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시들은 〈기도서〉와 닮았다. 

〈형상 시집〉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1900년 가을 보르프스베데의 체험 

이다. 릴케는 보르프스베데의 전원 풍경에 매료되었으며， 조형 예술에 대한 흥 

미를 일깨우게 되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였으 

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체험은 생성 

의 감정(Gefühl des Werdens)이라는 이 시집의 기본 정조(情調)를 이루게 되었 

고， ‘진보’라는 시 창작의 강령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깊숙히 파묻혔던 나의 삶은 소리친다. 마치 나의 삶이 넓다 

란 강기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사물과 점점 더 친숙해지고 모든 형상들 

은 점점 더 많이 관찰된다 .... 

Und wieder rauscht mein tiefes Leben lauter, als ob jetzt in breiten Ufem 

ginge. Immer verwandter werden mir die Dinge und alle Bilder immer 

ang않chauter ... 

탁월한 멜로디와 격정적인 언어로 구성된 이 섯귀에서 〈형상 시집〉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나타난다. 즉 세기 전환기의 시대 정조인 ‘넓이’와 ‘깊이’로 계 

측되는 삶의 내면 세계나 모든 사물의 직관적 내면 세계가 모티브로 등장한다. 

릴케는 인간과 사물의 내면 세계에 빠져들면서 이 모든 것을 형제처럼 가깝게 

느끼는 사물 친화성을 보여준다. 

릴케는 이미 시집 〈꿈에 왕관을 씌우고 Traumgekrönt, 1897>와 〈나의 축제에 

Mir zur Feier, 1898> 등에서 자아와 관련된 순수한 정조시에서 탈피하려고 노력 

을 보이면서 자연의 인상， 각기 다른 인간의 모습， 신비로운 사건이나 전설， 마 

음을 휘감는 정조 등의 존재 양식을 객관적 관점에서 형상화하여 〈형상 시집〉 

이 나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찰에 의한 즉물성 제고와 형상 

의 객관적 서술은 1906년의 〈형상 시집〉 증보판에 새롭게 수록된 시에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릴케가 두 번에 걸친 파리 체류에서 경험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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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대도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오랜 시간에 걸 

쳐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집의 최종판에 수록된 시들은 초판에 수록된 시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시집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시들은 〈신 

시집〉의 범주에 들거나 〈말테의 수기〉에 속해야 마땅할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수록된 〈형상 시집〉 속에 실린 〈가을날〉은 작가의 강렬한 

체험이 작용하여 대상 하나하나가 모두 충실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존재 양식의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시는 우리에게 미묘한 음악을 

연상케 한다. 

F. 기타 요인 

외국어로 된 시이기 때문에 시의 번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조응하는 

단어의 개념 차이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소통 이론에 입각하여 릴케의 시 〈가을날〉에 대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를 염두에 두고 제시한 이 수업 모탤에서 문학 소통과 

정의 수신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이 명백 

해진다. 이 수업 모텔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측에 필요한 자료는 교사가 상세 

하게 제공할 수 있지만 학생측의 제반 요소는 학생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 해석인데， 시의 해석과 아울러 심미적 가치 결정은 전 

적으로 학생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텔에서는 수용자인 학생의 역할이 자유롭기 때문에 시의 심미적 가치를 

무너뜨릴 위험이 었다. 만약 학생이 이 시(詩)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인 

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위로 표출할 수 없는 간접적인 수용과정을 경 

험해야 하는 약점을 지닌다. 즉， 시와 시에 대한 해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괴테 

의 고전 시를 감상한다고 할 때 괴테 시대에 이 시를 암송하는 느리고 장중한 

음율과 선율은 재현하지 못하고 그 대신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요소만이 부각될 

뿐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소통 관계는 행동이 수반된 실제적 소통이 이루어지 



66 외국어교육연구 제 1 집 

지 않음으로써 대중 매체의 소통과는 다른 언어 소통의 경우에 속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학 소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소 

통 이론을 문학 이해의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핑어후트(Karlheinz 

Fingerhut)는 ‘수용’이란 개념은 ‘이해’의 과정을 뜻하고， ‘이해’는 정확한 의미에 

서 ‘행위’가 아니므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수용 행위가 아니라 입 

장 표명에 불과하다11)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퀴글러떠ans Kügle디는 정신 차원 

에서 행해지는 의미 형성 과정에 주목하여 소통 이론에 입각한 수업 모텔은 텍 

스트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왜곡된 수용 미학의 결과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12) 

또한 외국어 소통 과정은 ‘번역’이라는 모국어에서는 필요 없는 특수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델의 상부 구조에 특수한 

요소가 부가되어야 한다. 즉， 외국 문학의 수업에서는 매개체상의 차이 때문에 

소통 과정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국어의 통사적 · 문체적 · 

어휘적 특성이 모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개념들은 모국어의 해당 개념과 

다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여기서 유발되는 연상 작용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로 된 텍스트에서는 민족 정서나 개인적인 유대감 

을 느낄 수 없으며， 장르와 테마와 같은 문학 전통이 다르고 사회적 전통도 달 

라 외국 문학 수용의 질과 강도가 자국의 문학 수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요소들이 문학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부족한 사전 지식과 생소함이 선입관의 형성을 막아주고， 텍스트에 몰 

입하기보다는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하여 텍스트에 대한 보다 착실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독일 시 수업에 독일 지역 사정에 입각한 사회 상황을 보충하고 언어 미학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번역이 수행될 때 소통 이론에 입각한 시 수업 모텔은 타당 

성을 지닐 것으로 사료한다. 현재의 독일 시 수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외국 문 

학 수용에 요구되는 제반 요소들을 도외시한 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11) V gl. Karlheiz Fingerhut, Kann “Handlungsorientierung" ein Paradigma der Literaturdidaktik 

sein ?, in: Diskussion Deutsch, H.98, 1987/88. S. 593f. 

12) Vgl. Hans Kügler, Erkundung der Praxis, literarische Trends der 80er Jahre zwischen 

Handlungsorientierung und Empirie(Teil 1), in: Praxis Deutsch, H. 90, 1988.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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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독자의 수용 조건들인 사회 상황， 지능， 신체적 · 정신적 발전 단계 등은 

고려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수용자의 기능은 무시된 채 텍스트 

쪽에 치중하여 작품 내재적 해석 내지는 문학 이론의 일방적 주입에 그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시 수업은 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학， 사회학， 교육 

학 등과 문예학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텍스트와 학생 간의 수용과정을 일목요연 

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측의 제반 요소인 선독서 경험， 독서 

습관， 독서 동기， 신체적 · 정신적 발전단계， 성(性) 둥과 텍스트측의 제반 요소 

인 테마， 문체， 장르， 시의 구조， 역사적 상황 등에 의해 수용의 방법과 방향 그 

리고 강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에서 얻어진 법칙은 시 수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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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sammenfassung 

Entwurf eines Unterrichtsmodells über die moderne deutsche 
Lπik nach der Kommunikationstheorie 

- in besonderer Berucksichtigung mit Rilkes Lyrik <Herbsttag> -

Cho, Chang-Sub 

Diese Abhandlung hat zum Ziel, ein literarisches Unterrichtsmodel1 갱 entwerfen. 

Diese Forschung, die an 없s Verhältnis von Theorie und pr없is orientiert, erscheint 

unter den kommunikationstheoretischen Voraussetzungen unseres Model1s 떠S 

Realisationsforschung von Textmerkmalen und Leserdispositionen. 

Weil wir in der neuen Medienwelt leben und Hypertexte unser Leben immer 

mehr beherrschen, ist es jetzt nötig, literarische Texte im Intemet zu lesen. Deshalb 

versuchen wir den Einklang unserer didaktischen und methodischen Ideen mit der 

al1e Bereiche der Wissenschaften durchdringenden Naturgesetzlichkeit durch unser 

rezeptionsar퍼lytisches Verf빠en z따 Gewinnung und Darstellung literarisches 

Unteπichts nachzuweisen. 

Prinzipiell handelt es sich 없rutn， jedes relevante Element der Textseite mit jedem 

relevanten Element der Leserseite zu realìsieren, um in einem sowohl statistisch 

quantitativen 떠s auch hermeneutisch qualitativen Sinne eine Typologie von 

Rezeptionsweisen zu entwickeln. 

Die Literaturdidaktik als 안axis hat es also zwangsläufig mit einer 

Bedingungskomplexion zu tun, die durch eine besondere ‘Text - Leser’ Relation 

charakterisiert ist. 

Zur Veranschaulichung w값ùen wir die Form einer rezeptionsanalytischen 

Literaturdidaktik, die verdeutlicht, wie das allgemeine Verhältnis von Text und Leser 

auf das prinzipiel1e Verhältnis von Schullektüre und Schüler abgebildet und dessen 

Bedingungen unterworfen wird. Dadurch können wir ein literaturdidaktisches 

Modellkonzept für den Umgang mit dem Rilkes Werk <Herbsttag> entwick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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