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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장 아메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의 삶, 죽음과 언어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는 죽음담론의 변화양상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작품은 『죄
와 속죄의 저편』, 『르푀 혹은 붕괴』와 『자유죽음』 이상 세 가지로, 각각의 작품은
아메리의 초기, 중기, 후기의 인식과 성찰 방식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목표는 논
문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게 될 아메리의 후기 작품인 『자유죽음』에 나타난 아메
리의 자살에 대한 주장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
저 그의 초기와 중기 작품들에서 나타난 생각들을 분석하고, 이어서 이를 후기의
주장들과 비교한다.
1966년에 출판된 『죄와 속죄의 저편』은 유대계 독일인이었던 아메리가 나치 시
대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내적성찰이 담긴 작품이다. 여기서 회자되는 고문이나
강제수용소에서의 피폐한 생활은 실제의 죽음으로 직결되는 경험들이다. 그러나
아메리는 이처럼 실제의 죽음 앞에 강제로 끌려온 상황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오히려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죽음이 인간에게 모종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사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
메리는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육체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이러한 정신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사유를 강력하게 지
배하는 강제수용소의 현실 앞에 놓인 수감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메리는 수감자
가 과거에 제 아무리 심원한 철학자였다 해도,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
황에서는 도리어 죽음에 대한 일말의 고찰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고문과 강
제수용소가 아메리에게 남긴 잔인하지만 명징한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정신의 한
계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는 죽음에 관한 고찰을 인간 정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으
로 분류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죽음이 아닌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메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그가 20세기 초반에 영향을 받았던 논리실증주의와, 전후에 경도되었
던 실존주의 철학이었다. 이 두 가지 철학은 죽음을 경험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없는 것, 혹은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죽음문제를 철학적
고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철학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메리
는 자신에게 죽음을 강요했던 과거보다는, 이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를 극복한 삶
에 대한 고찰에 전념한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작품의 부제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에서 잘 나타난다.
이처럼 죽음을 강요당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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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나아가고자 한 아메리의 자세는 『르푀 혹은 붕괴』의 초반부에서 계속 이
어진다. 이것은 작중에 나타난 ‘퇴락’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르푀는 자신에게 퇴락이 무기력하게 죽음을 향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
한 삶을 향한 의지로 충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이 진정한 삶을 위해, 그는 거
짓된 방식의 삶과 발전을 강요하는 흐름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퇴락해
간다는 것이다. 퇴락을 지지하는 르푀의 태도는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원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아메리의 태도와 유사성을 지닌다. 그는 진정한 과거의 극복은
과거에 대한 망각이나 해결을 거부하는 희생자들의 원한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메리의 원한과 퇴락에 대한 논의에서는 옳은 것을
지지하는 ‘긍정의 방식’이 아닌, 그릇된 것을 거부하는 아메리의 고유한 ‘부정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아우슈비츠를 어떤 ‘옳은’ 방식으로 기억하거나, 아
우슈비츠 이후에 어떤 ‘바람직한’ 방식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다. 다만 그는 ‘그릇된’ 방식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뿐이다.
아메리의 부정의 방식에 따라, 르푀는 작품 중반까지도 계속 퇴락을 죽음이 아
닌 삶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작품 후반부에 들어와 이러한 퇴락에 대한 르푀의
입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최초의 계기가 되는 것은 과거 아메리가 수
용되었던 프랑스 귀르 수용소 부근에 위치한 라크 지방에 세워진 라크 공업시설
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다. 르푀는 이것을 목격하는 순간, 반강제적으로 아우슈
비츠에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화장터의 연기를 연상한다.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르푀라는 인물의 통해 자신의 과거와 죽음문제를 마주하
게 된 아메리는 이전에는 지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전형적
인 비허구적 에세이 형식을 가진 전작들에서와 달리, 『르푀 혹은 붕괴』는 에세이소설이다. 이 새로운 장르를 통해 그는 소설의 서사적인 층위를 통해 성찰 대상
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층위를 구성하는 핵
심 요소가 바로 르푀라는 인물이며, 이 인물은 곧 아메리가 자신의 사유와 언어
를 통해 만들어낸 복합체다. 『르푀 혹은 붕괴』 이전까지 아메리는 자신이 아우슈
비츠의 경험으로 인해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신뢰’
는 잃어버렸지만, 적어도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신
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메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르푀가, 즉 자신
의 언어가 지난 과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떠한 문학
적 이미지나 형이상학적 철학도 자신의 과거와 지난 죽음에 대해 설명할 수 없
다. 이러한 좌절은, 아메리에게 자신의 언어가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 과거
위에 만든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중에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결국 르푀의 죽음, 즉 언어적 복합
체의 힘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작품 초반에 르푀가 고수했던, ‘퇴락은 곧 삶
의 정수’라는 주장은 작품 마지막에 이르러 ‘퇴락은 곧 죽음’이라는 상반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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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된다.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기보다는 죽음을 극복한 삶에 관해 이야기하
고자 했던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르푀 혹은 붕괴』에서의 이러한 결말은 죽음에
대한 아메리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아메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에 있어서 급격한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르푀 혹은 붕괴』의 집필 이후, 아메리는 이처럼 아우슈비츠의 죽음으로부터 간
발의 차이로 벗어난 자신의 삶이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한 문제와도 가까이 연
결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다. 죽음을 삶과 실존에 관한 담론 밖의 것으로
여겼던 사르트르와 달리, 아메리에게는 삶과 존재에 관한 문제가 곧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죽음을 비논리적이고 경험 불가능한, 나아가 사
유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에 반박하며, 죽음, 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주체가 어떻게 성찰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메리는 먼저 성찰의 도구인 인간의 이성에 대해 자
세히 고찰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죽음과 같이 불가해하고 모호한 대상에
대해 성찰할 때의 이성은 흔히 이성의 반대항으로 간주되는 정서적 느낌 혹은 막
연한 예감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은 항상 이성 그 이상의 것이어
야 한다’는 아메리의 입장은 『자유죽음』 이후의 에세이들에서 그가 제시하는 보
편적 이성의 확대라는 새로운 과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
는 인간 이성의 힘을 통해 어떠한 모순적인 사유나 현상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설
명하기를 멈추지 않는 계몽이다.
『자유죽음』에서의 죽음과 자살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계몽이라는 과업의 시발점
이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메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특히 자살과
자살자에 주목했던 것은, 그가 바로 여기서 주체가 온전한 자기만의 의지와 명료
한 이성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 결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메리는 먼저 자살자가 반드시 정
신이상자거나 지나친 폭력성이나 결여된 사회성과 같은 성격적인 결함을 지닌 인
물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오히려 자살자를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분명
히 인식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주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
아가 아메리는 주체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결행된 자살을, 주체의 삶과 더불어
그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조리와 부자유까지도 모두 ‘무화’시키는 ‘부정의’ 해
방으로서의 자살을 자유와 연결시키며 ‘자유죽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절대적 무(無)를 상징하는 죽음은 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이
자유로의 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죽음도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자유 그 자체는
아니라고 못 박는다. 『자유죽음』에서 아메리는 자유죽음 개념을 통해 죽음과 자
살이 곧 무한한 자유와 영광을 가져다준다는 자살예찬론을 펼치지 않는다. 그는
사회의 일원들 대다수가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자살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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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죽음으로 해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간 존재가 자신의 죽
음을 고찰하고 나아가 직접 선택하는 행위에 일말의 인간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
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요어: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르푀 혹은 붕괴』, 『자유죽음』, 아우슈비
츠, 언어
학번: 2007-2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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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지면서 자
살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도 함께 변화했다. 자살을 개인 본연의 자유를 극단적으
로 표출하는, 다소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들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자살은 문학과 예술에서 오래된 모티프 중 하나이며, 이렇게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자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살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입장
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실제적인 자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도 극히 부
정적이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는 자살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자살자를 처벌하지
는 않지만, 대신 자살을 사회적 문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규정한다. 현대 사회
는 자살은 통계적으로 계산하거나 이론적으로 도식화하고, 나아가 자살행위를 예
방’하고 자살자를 ‘교화’하려고 한다. 사회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의 자살 연구들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자살에 대한 보편적인 입장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이론적
인 틀로 자주 활용된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자살을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현대인들
에게, 자살에서 인간 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아메리의 자유죽음론은, 자
신의 죽음을 마주하는 자살이라는 행위와, 이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살자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는 위와 같
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정신분석학적 혹은 교육적, 교화적 연구들을 거부하고,
문학적이거나 철학적 접근 또한 지양한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을 거부함으로써 그
는 필연적이고 확실한 죽음을 맞게 될 주체인 인간이 죽음, 특히 자신의 죽음을
이론화하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미화하여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객관화시키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매순간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생존자이자, 한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에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메리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실제적인 것임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러한 아메리의 자유죽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의 삶,
죽음과 언어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는 아메리의 죽음담론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
석이다. 이를 위해 다음 본문에서는 그의 자유죽음론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국
한하지 않고, 아메리가 자살을 자유죽음으로 선언하기까지 어떠한 성찰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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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메리의 생애: 죽음과의 동행
아메리와 자유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메리 자신
이 자살을 시도했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다. 죽음을 끊임없이 자
신을 따라다니는 이웃에 비유했던 그는 이러한 강제적인 혹은 자발적인 죽음과의
동행이 자신으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한 원동력이라고 밝히
기도 했다.1) 본고에서 작가 개인의 삶과 텍스트 간의 연결은 중점적인 논의의 대
상이 아니지만, 아메리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중시한 작가였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아메리의 삶에서 죽음 혹은 자살이 어떤 형태로 다가왔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실제의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순간들을 중심으로 아메리의 생애에 대
해 먼저 간단히 개괄하도록 한다.
장 아메리의 본명은 한스 차임 마이어 Hans Chaim Maier/Mayer이며 그는
1912년 10월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2)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유대
인 아버지를 아메리는 거의 알지 못했으며,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와 함께 그는
바드 이쉘 Bad Ischl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22년에 다시 빈
으로 돌아온 아메리는 각종 임시직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다.
당시

빈에서

각광받았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모리츠

슐릭

Moritz

Schlick(1882-1936)을 중심으로 한 빈 학파 Wiener Kreis가 이끌었던 논리실증주
의 철학을 그가 처음 접한 것도 이 시기였다.3)
1) Vgl. Jean Amé́ry im Gespräch mit Ingo Hermann (1978). In: Irene Heidelberger-Leonard (Hg.):
Jean Amé́ry. Werke. Bd. 9. Materialien. Stuttgart 2008, S. 43-152. Hier S. 112f.: “[내 인생의] 이
지속적인 죽음과의 동행/동거가 아니었다면, 나는 훗날에 스스로에게 물었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좁게 보자면 실존주의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Ich hätte wahrscheinlich ohne all
diese ständige Nachbarschaft mit dem Tode mir niemals diese existentiellen und im engeren
existentialistischen Fragen gestellt, wie ich sie mir später stellte.”
이하 아메리 전집, 첫 인용시에만 전집 원제목 그대로를 표시하고 이후에는 약어 JW와 권호를 표
기한다. 단,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에세이집들인 『죄와 속죄의 저편』, 『르푀 혹은 붕괴』, 『자유죽
음』 외 장편 에세이집들은 각각 별도의 약어로 표기한다.
2) 아메리의 생애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과 날짜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한다:
Friedrich Pfäfflin: Jean Amé́ry. Daten zu einer Biographie (2008). In: JW, Bd, 9, S. 19-41.; 안미
현: 장 아메리 연보, 실린 곳: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안
미현 옮김, 도서출판 길 2012, 226-229면.
3)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0: “나는 곧바로 오스트리아 실증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종교적 질문들을 논리적 언어분석을 통해서 손쉽게 거짓질문들로
만들어버린 그들에게서 나는 말하자면 나의 진짜 친척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Ich] wurde sofort
beeinflußt vom österreichischen Positivismus. Da fand ich sozusagen meine natür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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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933년에 나치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반유대주의는 빈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매일 같이 느꼈던 불안감과 공포를 아메
리는 그의 소설 『조난자들 Die Schiffbrüchigen』(1934/35)(2007)에서 그려냈다. 이
두려움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시점을 아메리는 1935년 9월, 뉘른베르크 법
Nürnberger Gesetze의 선포로 기억한다. 이 법은 유대교나 유대문화에 일말의 소
속감도 느끼지 못했던 아메리를 오직 혈통에만 근거하여 유대인으로 규정했다. 전
혀 낯선 것이 뗄 수 없는 자신의 것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회는 아메리를 사회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 죽음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부인과
함께 1938년에 벨기에로 망명했지만,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벨기에가 독일
군에 항복하면서 아메리는 체포되었다. 1940년 프랑스 귀르 Gurs 수용소에 수감
된 아메리는, 이미 이곳에서부터 폭력이 행해졌다고 증언한다. 그에게 이 첫 상흔
들은 “맞받아치기 위해 몸[팔]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물 수 없는 것 die nicht
vernarben, weil der Körper zum Gegenschlag nicht ausholte.”4)으로 남게 되었
다. 1941년 수용소 탈출에 성공한 아메리는 브뤼셀로 돌아와 부인과 재회하고, 다
시 벨기에에서 나치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1943년에 프로파간
다가 적힌 전단지를 돌리다가 다시 체포되고, SS부대에 의해 고문 집행소와 수용
소로 개조되었던 브렌동크 Breendonk 요새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 체험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담은 것이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Bewältigungsversuche

eines

Überwältigten』(1966)에 실린 「고문 Die Tortur」 에세이다. 그는 여기에서 고문이
인간으로부터 “세계에 대한 신뢰 Weltvertrauen”5)을 빼앗아간다고 말한다. 또한
고문의 체험은 자신으로부터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며, 고문을 당한 사람은 평생
고문을 당한 채로, 세계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
다는 것이 아메리의 생각이다.6)

Verwandten, die nämlich gewisse theologische Fragestellungen in einer logischen
Sprachanalyse einfach als Scheinfragen hinstellten.”
4) Amé́ry: Lefeu oder Der Abbruch (1974). In: Heidelberger-Leonard (Hg.): Jean Amé́ry. Werke.
Die Schiffbrüchigen/ Lefeu oder Der Abbruch. Bd. 1. Stuttgart 2007, S. 287-507. Hier S. 440.
이하 LA로 표기한다.
5) Amé́ry: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Bewältigungsversuche eines Überwältigten (1966). In:
Gerhard Scheit (Hg.): Jean Amé́ry. Werke.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Unmeisterliche
Wanderjahre/ Örtlichkeiten. Bd. 2. Stuttgart 2002, S. 7-177. Hier S. 65. 이하 JSS로 표기한다.
6) Vgl. JSS, S. 75: “고문당한 자는, 고문당한 채로 남겨진다. 고문은 그의 안에 지울 수 없게 낙인으로
새겨져있다. [...] Wer gefoltert wurde, bleibt gefoltert. Unauslöschlich ist die Folter in ihn
eingebrannt [...]”; Ebd., S. 85: “고문 아래 놓여 있던 자는 더 이상 세계 내에서 고향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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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에 아메리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저항운동을 같이 한 동료들의 신상을
말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가 작품 활동 후반에 사용한, 그리고
본 논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자유죽음 Freitod’이 아닌 ‘자살 Suizid’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7)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의 자살시도는 동료
들에게 불리한 특정 정보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자 했던
‘자기살해 Selbstmord’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8) 숱한 고문과 3개월간
의 독방 감금 후, 아메리는 다른 수용소들을 거쳐 1944년 1월에 아우슈비츠-모노
비츠

Auschwitz-Monowitz

수용소에

수감된다.

「정신의

경계에서

An

die

Grenzen des Geistes」라는 에세이는 지식인으로서의 아메리가 이곳에서 목도한,
서구 유럽문명이 자랑하던 정신과 이성이 한계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고 있다. 1년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감금 후, 부헨발트 Buchenwald 수용소를
거쳐 베르겐-벨젠 Bergen-Belsen 수용소로 이송된 아메리는 그곳에서 1945년 4월
15일 풀려난다. 벨기에에서 이송되었던 약 2만여 명의 수감자 가운데 단 615명이
살아남았다. 이들 중 한명이었던 아메리는 해방된 이후에도 자신의 생존을 “운명
의 오류 Schicksalsirrtum”9)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의 국적을 되찾지만, 해방 이후 브뤼셀로 돌아간 아메리는 그곳에서 평생 망명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그는 전적으로 스위스
매체에서만 기자로 활동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장 아메리’10)로 개명한 그가 독일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964년의 일이다. 독일에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그는 감정적으로

친숙함을 느낄 수 없다. Wer der Folter erlag, kann nicht mehr heimisch werden in der Welt.”
7) Vgl. Auszug aus dem Gespräch mit Christian Schultz-Gerstein. Amé́ry: Mein Tod soll meine
Sache sein. In: Der Spiegel, Heft 44, 1978.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0605796.
html, 25. 1. 2014.): “독방 감금과 첫 고문세례를 받은 후, 나는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두
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문 아래에서 주소들을 발설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In der Einzelschaft und nach der ersten Torturhabe ich meinen ersten Suizidversuch
begangen. Nicht aus Angst, sondern weil ich die konkrete Befürchtung hegte, ich würde
unter der Tortur Adressen preisgeben.”
8) 아메리에게 자살, 자기살해, 자유죽음 이상 세 가지 개념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개념들 간의 차이와 아메리의 자유죽음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특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3
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되, 특정 가치관을
포함하지 않는, 순전히 행태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9)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2.
10) 장 Jean이라는 이름은 독일의 한스 Hans라는 이름과 같이 히브리어의 요한네스 Johannes에 어원
을 두고 있으며, Amé́ry는 본래 아메리의 성씨였던 Mayer의 애너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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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독자층이 생겨났다고 판단했
던 것이다.11) 이와 함께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우슈비츠 재판들이 진행
되고 있었다는 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12) 아메리의 독일
사회와

문학계로의

진출이

성사된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남독일

방송국

Süddeutscher Rundfunk (SDR)에서 일하던 작가 헬무트 하이쎈뷔텔 Helmut
Heißenbüttel (1921-1996)와의 만남이었다.13) 「정신의 경계에서」가 처음으로 1964
년에 SDR를 통해 방송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죄와 속죄의 저편』이 출판되면
서 아메리는 에세이 작가로 독일 문학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54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공식적으로 등단한 아메리는 『나이듦에 대하여. 저항과 체념 Über
das Altern. Revolte und Resignation』(1968)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충을 토
로했다. 과거의 죽음에 대한 극복을 이야기한 첫 작품에서 이미 그는 다시 새로
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노년의 남성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14)
이 두 개의 작품을 통해 아메리는 독일 사회 내에서 정치적 지식인이자 에세이
작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던 1974년, 아메리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자살을 기도하지만 실패한다. 자살시도 직전에 집필을 끝냈던 그의 에세이소설인 『르푀 혹은 붕괴 Lefeu oder Der Abbruch』(1974)를 살펴보면, 이 자살시
도가 이전 브렌동크에서의 자기살해와는 다른 종류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작품의 주인공인 르푀는 작중에서 “견뎌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 [kann]
das Überstehen nicht überstehen”[LA 444]고 선언한다. 르푀라는 인물을 통해
내뱉은 이 구절은 바로 작가인 아메리를 자유죽음의 기도로 이끈 것으로 해석될
11)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01: “전 독일에서 다른 세대가 자라나길 기
다렸습니다. [...] 그들은 나보다 훨씬 젊었으며, 그들에게 나는 계속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
아도 됐습니다. ‘당신은 그 시절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나의 살해자였나요, 아니면 공
모자였나요 혹은 침묵으로 살인을 묵인한 자였나요?’ [W]artete, daß in Deutschland eine andere
Generation heranwuchs, [...] die viel jünger waren als ich, wo ich nicht immer wieder fragen
mußte: ‘Was hast du in dieser Zeit getan? Warst du einer meiner Mörder oder Mitmörder
oder Mörder durch dein Schweigen?’”
12) Vgl. Ulrike Schneider: Jean Amé́ry und Fred Wander. Erinnerung und Poetologie in der
deutsch-deutschen Nachkriegszeit. Berlin 2012, S. 38.
13)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96f.: “나의 작가로서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인물은 헬무트 하이쎈뷔텔이었습니다 [...] 나는 그와 일종의 우정 관계로 맺어져 있는 셈
이죠. [...]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그에게 ‘첫 눈에 반했던 것’이죠. Die Schlüsselfigur für meine
ganze schriftstellerische Existenz war Helmut Heißenbüttel, [...] mit dem mich so etwas
verbindet wie Freundschaft. [...] Es war von meiner Seite aus ‘Liebe auf den ersten Blick’.”
14) Vgl. Amé́ry: Geschichte einer Arbeit. Suche nach einer Existenz (1972). In: Stephan Steiner
(Hg.): Jean Amé́ry. Werke. Aufsätze zur Politik und Zeitgeschichte. Bd. 7. Stuttgart 2005, S.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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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5) 각종 의료행위를 통해 30여 시간의 혼수상태 끝에 다시 깨어났을 때
에도 아메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다시 자
신을 갖게 되었다 die Welt hatte mich wieder”16)는 사실에 분노하고 “포박된
자 ein Gefesselter”17)로서의 자신에 대해 비통해했다. 자살시도의 실패를 통해 오
히려 자신이 죽음, 특히 자살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다는 점을 이전보다 확신하게
된 아메리가 쓰게 된 작품이 바로 『손을 자신에게 대다. 자유죽음에 대한 담론
Hand an sich legen. Diskurs über den Freitod』(1976)이다.18) 출판 이후 혹평과
호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메리는 출판 이후에 몇몇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언급들을 삼갔다. 독특하게도 이 시기 그의 에세이들 대다
수는 새로운 주제인 이성과 계몽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주제들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또 하나의 에세이-소설인 『샤를 보바리. 시골의사 Charles Bovary.
Landartz』(1978)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여기서 그는 평범하지만 인간적인 이성에
근간하여 사유하고 행동하는 인물의 삶과 죽음을 그렸다. 그리고 이 작품의 출판
직후이자, 첫 자살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 약 4년이 지난 1978년 10월 16일과
17일 사이, 아메리는 다시 자살을 결행하고, 잘츠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수면제 과
다복용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 연구사
장 아메리가 생전에 대중들로부터 얻었던 ‘홀로코스트 전문가’, ‘노화 전문가’, 혹
은 ‘죽음 또는 자살 전문가’와 같은 명칭들은, 그의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반
15) 아메리는 자신의 작품해설이자 작중 마지막 장인 「왜 그리고 어떻게 Warum und Wie」에서 르푀
가 자기 자신이, 혹은 자신이 르푀가 되어버렸다고 밝히며, 르푀라는 인물에 강하게 자신을 이입했
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Vgl. LA, S. 4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꿰뚫어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가 있었다. 이것은 다시 르푀라는 인물에 관한 것으로, 본래 계획했던 나의 설정을 넘어서는 르푀
에 대한 나의 동일시에 관한 것이다. Und doch gibt es manches, das ich durchschaue. Es
bezieht dieses sich wiederum auf die Figur Lefeus und meine den ursprünglichen Entwurf
überschreitende Identifizierung mit ihr.”
16) Jean Amé́ry: Hand an sich legen. Diskurs über den Freitod (1976). In: Monique Boussart
(Hg.): Jean Amé́ry. Werke. Über das Altern/ Hand an sich legen. Bd. 3. Stuttgart 2005, S.
170-343. Hier: S. 265. 이하 HL로 표기한다.
17) Ebd..
18) Vgl. HL, S. 265: “예전부터 죽음과 죽음의 특별한 형태인 자유죽음에 대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는, 내가 죽음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그 어떤 때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I]ch
[wußte], der ich vordem intimen Umgang gehabt hatte mit dem Tod und dessen Sonderform,
dem Freitod, besser als zuvor, daß ich dem Tode zugeneigt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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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다뤘던 주제들의 특이성을 보여준다.19)
그는 밝혀지지 않은, 혹은 모두가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들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다.20) 작가 하이쎈뷔텔은 아메리의 이러한 입장과 경향
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것을 독일 사회와 학계에도 알리고자 했다.21) 하이쎈뷔텔
은 자신 또한 독일 나치 과거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자로서,22) 아메
리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생전에는 자신이 담당하
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아메리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후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들과 작품 해설을 집필함으로써 하이쎈뷔텔은 아메리에 대한 연
구의 물꼬를 텄다. 특히 그는 상대적으로 세간의 이목을 적게 끌었던 에세이-소설
들인 『르푀 혹은 붕괴』와 『샤를 보바리』가 아메리의 작품세계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죄와 속죄의 저편』이나 『자유죽음』 중심으로 이루
어졌던 아메리에 대한 평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23)
하이쎈뷔텔이 아메리의 작품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했다면, 한스 페슈케
H. Paeschke는 그의 작품들 중 대다수를 서책으로 출판해낸 편집자이다. 아메리
사후에 그는 추도문과 함께 자신과 아메리 사이에 오고갔던 서신들을 공개하기도
했다.24) 대다수의 아메리 작품들을 출판했던 클레트-코타 Klett-Cotta 출판사는 이
외에도 아메리가 집필하여 출판사에 보냈던 초고들을 묶어 출판해내며 그의 죽음
을 기렸다.25) 아메리의 사후 약 10년 동안 아메리 연구사를 이루는 것은 주로 이
19) 아메리는 다소 조소가 섞인 이러한 명칭들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반응들을 중
심으로 한 열띤 논의야말로 그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Vgl.
Amé́ry: Statt eines Vorworts. Antrittsreden der Mitglieder vor dem Kollegium der Deutschen
Akademie. (1978). In: JW, Bd. 9, S. 17.
20) 이런 아메리의 문제의식을 지지하고 환영한 이들도 있었다. 문학 비평가 크뤼거는 『죄와 속죄의
저편』에 대한 비평에서 당시 독일 사회와 문학계에 아메리와 같은 이러한 과감함과 진정성, 윤리성
을 가진 글들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Vgl. Horst Krüger: Bericht vom
beschädigten Leben (1966). In: JW, Bd. 9, S. 161-166.
21) Helmut Heissenbüttel: Ich ziehe meine Klage zurück. Rede über Jean Amé́ry. In: Heinz
Ludwig Arnold (Hg.): Text+Kritik. Jean Améry. Heft 99. München 1988, S. 4: “당시에 나는 아
직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
는 집요함과 어떤 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끝마치지 않는 성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를 본 첫 순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Was er erzählte und sagte, war mir damals noch
nicht in seiner vollen Konsequenz verständlich, aber ich spürte das Bohren und
Sichnichtzufriedengeben. Es faszinierte mich vom ersten Augenblick an.”
22) 나치 정권 때 군인으로 징집되었던 그는 1941년 전쟁 중에 한 쪽 팔을 잃게 되었다.
23) Vgl. Helmut Heissenbüttel: Ich ziehe meine Klage zurück. a. a. O., S. 3-7.; Ders.: Heimkehr
ins Reich der Toten. Jean Amé́ry zum siebzigsten Geburtstag. In: JW, Bd. 9, S. 344-354.
24) Vgl. Hans Paeschke: Interruption von und für Jean Amé́ry 1912-1978 (1978). In: JW, Bd. 8, S.
57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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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도문 형식을 띈 비평문들이다. 이외에도 미출판 상태에 있었던 에세이집
들,26) 그리고 각자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던 에세이 모음집들의 출판이 이어졌
다.27)
아메리 관련 독립 학술지가 처음 출판된 것은 그가 사망한 지 10년 후인 80년대
후반이다. 텍스트+크리틱 Text+Kritik에서 발간한 『장 아메리 Jean Amé́ry』의 가
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최초로 아메리의 생애를 자세하게 소개한 연대기28)와 아
메리 작품에 관한 여러 참고문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29) 이 연대기를
기저에 두고 대표적인 아메리 연구자이자, 벨기에 독문학자인 이레네 하이델베르
거-레오나르드 I. Heidelberger-Leonard는 이후에 『장 아메리. 체념 속의 저항
Jean Améry. Revolte in der Resign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첫 아메리 평전을 선
보이기도 했다.30)
아메리 연구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작가로서의 아
메리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게 된 것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의 일이다. 국가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에 따라, 역사와 정치,
문화와 이념 등 총체적 사회 문제들이 다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독일 내부
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홀로코스트 문학이 논의의 화두에 오르
게 되고, 아메리에 대한 연구에도 다시 한 번 박차가 가해졌다.31) 1992년 빈에서
열렸던 아메리에 대한 심포지움은 이러한 연구재개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
다.32)
이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의 아메리가 자신의 과거
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또 이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이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이 과거를 뒤로 한 채 그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있는지도 이 연구 범위 안에 속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른바 이 ‘아우슈비츠 문제
25) Vgl. Klett-Cotta (Hg.): Hermannstraße. Jean Amé́ry. Sonderheft. Heft 14. 1978.
26) Vgl. Amé́ry: Örtlichkeiten. Mit einem Nachwort von Manfred Franke. Stuttgart 1980.; Ders.:
Bücher aus der Jugend unseres Jahrhunderts. Stuttgart 1981.
27) Vgl. Gisela Lindemann (Hg.): Weiterleben – aber wie? Essays von 1968-1978. Stuttgart 1982.;
Heißenbüttel (Hg.): Der integrale Humanismus. Aufsätze und Kritiken eines Lesers. 1966-1978.
Stuttgart 1985.
28) Vgl. Pfäfflin: Jean Amé́ry. Daten zu einer Biographie. In: Text+Kritik. Heft 99. 1988, S. 56-69.
29) Vgl. Pfäfflin: Ausgewählte Bibliographie. In: Text+Kritik. Heft 99. 1988, S. 70-83.
30) Vgl. Heidelberger-Leonard (Hg.): Bibliographie. In: JW, Bd. 9, S. 607-771.
31) Vgl. U. Schneider: a. a. O., S. 1f..
32)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텍스트들은 이후 1996년에 모음집으로 출판되었다. Stephan Steiner
(Hg.): Jean Améry (Hans Maier). Mit einem bibliographischen Bildessay und einer
Bibliographie. Base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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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직접 성찰하고 있는 아메리의 『죄와 속죄의 저편』은 이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작품이다. 특히 작중에서 나타나는 ‘원한 Ressentiment’ 개
념은 많은 논문들에서 다뤄진다. 빈프리트 제발트 Winfried G. Sebald(1944-2001)
의 비유에 따르면 아메리의 원한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화해와 재건이나 과거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모든 종류의 타협을 거부하고 방해
하는 “가시 Stachel”33)다. 아메리 전집의 공동 편집자로 이 작품이 실린 전집 권
의 편찬을 도맡았던 게어하르트 샤이트 G. Scheit는 원한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동시대의 작가들과 아메리를 비교분석하는 논문들을 선보였다.34) 또한 브러
드홀름 T. Brudholm의 논문은 문학적 분석을 담은 논문은 아니지만, ‘원망
resentment’ 개념과 비교하면서 아메리의 원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와
심리연구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되살리고자 했다.35)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의 영향 아래, 21세기에 들어와 독일 문학계에서 지속
적으로 재발견되었던 주제 중 하나인 ‘기억하기로서의 문학’도 홀로코스트 문학에
대한 논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 A. Assmann은 독일의 기억
문화가 나치시대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극복 문제와 깊이 닿아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원한 개념을 통해 장 아메리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방식과 마르틴 발저
Martin Walser(1927-)의 방식을 비교분석한다.36) 아스만이 아메리와 다른 독일 작
가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독일 문학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억문화를 그리는 것
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슈테판 슈타이너 S. Steiner의 논문은 아메리의 작품세계,
특히 『죄와 속죄의 저편』에 국한하여 그의 과거에 대한 성찰 방식에 대해 자세하
게 살펴본다. 슈타이너의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비아 바일러 S. Weiler는
아메리의 텍스트 내적 논리와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아메리만의 고유한 ‘기
억철학’이 지닌 미학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시도한다.37) 마리사 지구안 M.
33) Vgl. Winfried G. Sebald: Mit den Augen des Nachtvogels. Über Jean Amé́ry (1987). In: JW,
Bd. 9, S. 517.
34) Vgl. Gerhard Scheit: Am Ende der Metaphern. Über die singuläre Position von Jean Amérys
Ressentiments in den 60er Jahren. In: Stephan Braese (Hg.): Deutsche Nachkriegsliteratur und
der Holocaust. Frankfurt am Main. 1998, S. 301-316.; Ders.: Ressentiments statt Remigration.
Anmerkungen zum Exil von Jean Améry. In: Vom Weggehen. Wien 2006, S. 322-328.
35) Cf. Thomas Brudholm: Resentment's virtue. Jean Améry and the refusal to forgive.
Philadelphia 2007.
36) Cf. Aleida Assmann: Two formes of resentment. Jean Améry, Martin Walser and German
memorial culture. In: New German critique. Vol. 90. No. 6. 2003, S. 123-133.
37) Vgl. Sylvia Weiler: [D]as Problem der Zukunft ... als offene Wunde des Geistes. Die Ästhetik
als Phänomenologie der Erinnerung in Jean Amé́rys Roman-Essay Lefeu oder Der Abbruch. In:
Heidelberger-Leonard (Hg.): Seiner Zeit voraus. Jean Améry. Ein Klassiker der Zuku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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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uan은 자신의 논문에서 바일러나 아스만처럼 아메리의 기억방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거나 개념화하지는 않지만, 아메리의 기억하기가 지닌 독특함을 그의 언
어와 글쓰기 안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아메리의 언어와 글쓰기가 과거의 고통을
현재화하려는 것이라는 테제 아래, 지구안은 아메리의 기억하기의 이러한 성격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아닌, 그의 기억하기가 모종의 한계와 불가능성에 부
딪히는 장면들에 착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우슈비츠와 기억 문제를 주제화한 다
른 아메리 논문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아메리의 작품들을 다른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의 작품들이나 과거사 문제를 심
층적으로 다룬 작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한 논문들은 홀로코스트 작가로서의 아메
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프리모-레비 Primo
Levi(1919 - 1987)와 아메리를 비교 분석하는 논문들도 이러한 연구 유형에 속한
다. 아메리와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유대계 이탈리아인 프리모 레비는
2차 대전 종료 직후인 1947년에 『이것인 인간인가 Se questo e un uomo』(1947)
라는 작품에서 수용소에서의 기억을 적어 내려감으로써 대표적인 홀로코스트 문
학가의 반열에 올랐다. 같은 시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레비와 아메
리는 생전에도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38) 레비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 공통
의 과거에 대해 두 사람이 각자 어떻게 반추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비교하기도
하였다.39)
아메리와 마찬가지로 1987년에 자유죽음으로 추정되는 선택을 내린 레비와 아메
리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고찰을 시도한 것이 제발트다.40) 그는 나치시대를 직
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평생 이 과거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느끼고 이를 어
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에게 아메리는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자
신의 일상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 혹은 자기 과거와 타협하지 않는 “무조건

Göttingen 2009, S. 75-90.
38) Vgl. JSS, S. 26.: “아우슈비츠에 대한 책인 『이것이 사람인가』의 저자이자, 나의 수용소 동료였던
토리노에서 온 프리모 레비. [M]ein Barackenkamerad Primo Levi aus Turin, der das
Auschwitz-Buch Ist das ein Mensch? geschrieben hat.”; Vgl. Primo Levi: Der Intellektuelle in
Auschwitz (1990). In: JW, Bd. 9, S. 418f.: “우리는 비록 다시 보게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책을
통해서 다시 알아보게, 아니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었다. [..] 그
는 내가 기억난다고 주장하였다 [..]. Obwohl wir uns nie wiedersahen, haben wir uns nach der
Befreiung ein paar Briefe geschrieben, da wir uns durch unsere Bücher wiedererkannt oder
besser gesagt: kennengelernt haben. [..] Er behauptet, sich an mich zu erinnern, [..].”
39) Vgl. Levi: Der Intellektuelle in Auschwitz (1990). In: JW, Bd. 9, S. 415-444.
40) Vgl. Sebald: Überlebende als schreibende Subjekte. Jean Améry und Primo Levi. Ein
Gedenken. In: Frankfurter Rundschau. Frankfurt am Ma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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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정의 사상가 bedingungslos negativer Denker”41)이다. 제발트는 아메리의
작품들이 여타의 독일 작가들과 다르게 발전하게 된 이유를 아메리라는 작가가
가진 독특한 위치를 통해 설명한다. 그는 아메리가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유대인
으로서, 정신적 고향인 독일과 생득적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전후에도 계속 “자발적 망명 작가 freiwilliger Exilautor”42)로 살았다는
점에 주목한다.43) “장소들-사이에-서있기 Zwischen-den-Orten-Stehen”44), “사이에
-서있기 Dazwischen-Stehen”45)와 같은 개념들로 설명되는 그의 양가적 위치는,
아메리가 자주 언급했던 고향 상실 개념과 결부되어 다양하게 연구되기도 한다.
제발트가 아메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은 그 역시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떠나 영국에서 주로 머
물면서 작가활동을 했던 제발트에 대해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면서, 제발트가 아메리에 대해 썼던 글들에 대한 논의와 이 두 작가를 같이 비
교분석하는 논문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46)
제발트와 프리모 레비 외에도 아메리는 자주 다른 아우슈비츠 작가들과 함께 이
야기된다. 샤이트는 아메리, 에른스트 융어 Ernst Jünger(1895-1998)와 알프레드
안더쉬 Alfred Andersch(1914-1980)의 작품들을 비교하며 여기서 아우슈비츠, 고
문이나 전쟁 중의 폭력이 묘사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47) 또한 앞서 기억담론 안
에서 아메리에 대한 연구를 설명하는데 언급했던 아스만의 마르틴 발저와 아메리
의 기억하기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48) 울리케 슈나이더 U.
Schneider의 연구는 각각 구서독과 구동독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두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인 아메리와 프레드 반더 Fred Wander(1917-2006)를 비교분석하며, 더
불어 홀로코스트 주제가 전후 구동서독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다뤄졌는지를 보여
준다.49)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에 있어서 슈나이더는 두 작가의 작품 활동뿐만 아
41) Sebald: Mit den Augen des Nachtvogels. a. a. O., S. 514.
42) Amé́ry: Statt eines Vorworts (1978). In: JW, Bd. 9, S. 16.
43) Vgl. Sebald: Verlorenes Land. Jean Améry und Österreich. In: Text+Kritik. Heft 99. 1988, S.
20-29.
44) U. Schneider: a. a. O., S. 4
45) U. Schneider: a. a. O., S. 6.
46) Cf. Martin Klebes: No exile. Crossing the border with Sebald and Améry. In: Gerhard
Fischer (Hg.): W. G. Sebald. Schreiben ex patria. New York 2009, S. 73-90.; Vgl. Claudia
Öhlschläger: Wieviel Heimat braucht der Mensch? W. G. Sebald und Jean Améry. In: Bernd
Witte (Hg.): Benjamin und das Exil. Würzburg 2006, S. 99-110.
47) Vgl. Scheit: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Jean Amé́ry, Ernst Jünger, Alfred Andersch.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117-136.
48) 본문 서론의 각주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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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 작가들의 문학,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상을 함께 담아내
고자 한다. 슈나이더의 연구처럼 그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코리나 믹스 C. Mix
또한 아메리의 작품이 구동독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동
독에서 아메리와 같은 홀로코스트 작가와 문학이 가졌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목
표로 하고 있다.50)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아메리 연구가 그의 아우슈비츠 경험과 성찰을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대다수인 반면, 21세기 중후반 이후부터의 연구들은 그를 홀로코스트
작가로서만 바라보지 않고, 아메리의 작품들과 그의 세계관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
서 비추려는 시도들이 다수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변화 혹은 확장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최초의 아메리 전집의 출판으로 여겨진다. 아메리 전집을 출판하
려는 시도는 작가가 자유죽음을 선택한 1978년 이후부터 『조난자들』이 정식으로
출판된 2007년까지도 이어졌다. 이 작업은 2008년에 아메리 전집의 마지막 권이
출판되면서 비로소 일단락되었다. 2000년에 첫 권이 출판된, 총 9권으로 구성된
이 전집은 그의 주요 작품들 외에도 그동안 출판되지 않았던 원고들, 개인적인
서신들, 서면으로 혹은 라디오 방송으로 발표되었던 문화, 문학, 정치 및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들과 앞서 언급한 미발표 되었던 초기의 소설인 『조난자들』
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작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그
에 대한 연구의 방향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아우슈비츠 과거가 아메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연구방향을 이끈 자들은
폭넓은 주제들을 아우르는 왕성한 아메리의 집필활동을 간과하고 그를 홀로코스
트 작가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메리에 대한 연구
들이 아우슈비츠와 독일 과거사 문제와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적
으로 보고, 보다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아메리의 철학적 인식에 대해 탐구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향 중 하나이다. 여
기에는 헤겔, 하이데거와 아도르노와 같은 독일 철학자들에 대해 아메리가 집필한
에세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아메리의 철학관에 대한 고찰들이 포함된다.51) 파트
49) Vgl. U. Schneider: a. a. O..
50) Vgl. Corinna Mix: Eine Aufarbeitung der Shoah ohne die Stimme Jean Amé́rys? Zur
Rezeption der Lagerliteratur in der DDR. In: Matthias Bormuth/ Susan Nurmi-Schomers
(Hg.): Kritik als Passion. Studien zu Jean Amery. Göttingen 2005, S. 205-226.
51) Vgl. Georg Hartmann: Das Problem der Freiheit. Amé́rys Hegel-Rezeption.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77-102.; Ulrich von Bülow: Faszination und Abwehr. Jean Amé́ry liest Martin
Heidegger.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103-118.; Martin Vialon: Jean Amé́ry. Philosoph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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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슈흐터 P. Schuchter의 논문은 아메리가 자신의 에세이 「지식인들의 새로운
배신?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1977)에서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계몽주의자로 소개한 쥘리앙 방다 Julien Benda(1867-1956)의 사회철학으로부터
아메리가 받은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그는 아메리가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지지한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를 보다 자세히 분석한다.52) 작품 안에서 현
상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마리아 라스만 M. Lassmann은 아메
리의 작품이 내재한 철학적 인식 중에서도 육체와 정신에 대한 인식에서 현상학
적

관점들을

찾아내어,

이러한

대목들을

모리스

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Ponty(1908-1961)의 현상학적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53) 이 외에도 전집
출판 이후에는 아메리의 철학관에 대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여러 논문
들에서도 니체의 철학,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철학, 푸코의 담론 철학이나 레
싱, 볼테르의 계몽주의 철학으로부터 아메리가 받은 영향에 대한 고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집에 아메리의 정치사회적 에세이들을 담아 편찬한 슈타이너는 아메리를 정치
적, 사회 참여적 지식인으로 바라본 연구경향의 첫 출발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60, 70년대 현재 독일이나 유럽 사회 전반에 대한 시
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아메리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라디오 방
송, 공론장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던 아메리의 사회, 정치적 에세이들
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슈타이너는 아메리를 독일 사회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영
향을 끼치고자 했던 지식인으로 그려내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
서 앞서 소개했던 프레드 반더와 아메리를 비교분석한 슈나이더의 논문은 그들이
활동했던 60, 70년대의 독일 출판계와 방송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
다. 그녀는 아메리를 홀로코스트 작가에 국한하여 볼 경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이자 사회 참여적 지식인이었던 아메리의 행보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수 놓
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전후 독일 문학계와 미디어사회 내 아메리의 위치를 새롭
게 조명한다.54) 또한 한조 캐스팅 H. Kesting은 생전에 아메리와 당시에 함께 작
업했던 방송국 종사자로,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아메리의 방송활동과 일상적 삶에
Aufklärung. Im Spiegel seiner Auseinandersetzung mit Theodor W. Adorno.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119-144.
52) Vgl. Patrick Schuchter: Die Erfahrung der Gewalt und der Ruf nach Vernunft. Aufklärung
bei Jean Amé́ry und Julien Benda.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41-58.
53) Vgl. Maria Lassmann: Die Grenzen des Körpers, die Grenzen der Sprache. Jean Amé́ry und
Maurice Merleau-Pontys Phänomenologie.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91-102.
54) Vgl. U. Schneider: a. a. O., S.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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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모습을 묘사한다.55)
다른 문학가 혹은 철학가와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용자나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신자로서의 아메리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아메리 작품세계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적 연결고리들 중에서도 단적으로 나
타나는 것은 그가 전후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던 장-폴 사르트르 Jean-Paul
Sartre(1905-1980)와 아우슈비츠 과거를 대하는 아메리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
은 제발트의 작품 사이의 연결고리다.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는 아메리의 『샤를
보바리』와 사르트르의 『집안의 천치 L'ldiot de la famille』(1971-72)의 연결 관계
를 분석하며, 아메리의 이 작품을 오랫동안 그가 지지해왔던, 그러나 마지막에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사르트르에 대한 결별 선언으로 해석한다.56) 수잔 누르미쇼머스 S. Nurmi-Schomers의 논문은 『르푀 혹은 붕괴』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되
는 문학작품들과 철학적 논의들을 분석한다. 그녀는 나아가 이 작품이 다른 텍스
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며,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 Austerlitz』(2001)
와 『르푀 혹은 붕괴』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결지점들을 해석한다.57) 반면 한스 횔
러 H. Höller의 논문은 아메리가 읽고 접한 문학과 철학 전반에 대해 개괄한다.
이러한 개괄 끝에 그는 수용자로서의 아메리가 비록 다양한 문학과 철학에 관심
을 보였으나, 이렇듯 적극적인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로부터 실제로 큰 영향
을 받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는 다른 철학과 문학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아메리에게서 나타나는 회의와 의구심이 그의 인식세계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본다. 횔러는 실제의 경험
55) Vgl. Hanjo Kesting: Augenblicke mit Amé́ry. Versuch einer Erinnerung.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149-172.
56) Vgl. Heidelberger-Leonard: Flaubert, Satre, Amé́ry. Charles Bovary als Antwort auf Der Idiot
der Familie?. In: Text+Kritik. Heft 99. 1988, S. 8-19.
아메리는 사르트르와 그의 실존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전쟁 직후에 아메리가 사르트르
에 대해 보인 적극적인 지지와 열광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날선 비판으로 바뀐다. 사
르트르와 아메리의 작품은 귀스타브 플로베르 Gustav Flaubert(1821-1880)의 소설 『마담 보바리
Madame Bovary』에서 개인의 감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주인공 엠마와 대립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들을 고수하는 그녀의 남편인 샤를 보바리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샤를을 어리석고 구습적인 인물로 그린 플로베르와 이러한 측면을 더 부각시켜
풍자한 사르트르의 작품을 비판하며, 아메리는 『샤를 보바리』에서 샤를을 오히려 격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을 지키려고 했던 자로 그린다. 김영래: 집안의 천치. 사르트르의
플로베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참조.; Vgl. Amé́ry: Charles Bovary. Landarzt In: Hanjo
Kesting (Hg.): Jean Amé́ry. Werke. Charles Bovary/ Aufsätze zu Flaubert und Sartre. Bd. 4.
Stuttgart 2006.
57) Vgl. Susan Nurmi-Schomers: Blick aus dem Nocturama. Intertextuelle Perspektiven auf Jean
Amé́rys Lefeu oder Der Abbruch.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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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진정성’이 역으로 비실제적인 형이상학적 묘사나 추상적 이론에 대한
수용을 가로막았다고 파악한다.58)
연구방향의 다양화 외에도 전집의 출판이 아메리 연구에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
한 변화는 미발표작으로 남아있었던, 아우슈비츠 경험 이전에 아메리가 쓴 장편소
설 『조난자들』이 최초로 출판됨에 따라 나타난다. 『조난자들』의 공식 출판은 단
순히 아메리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작품의 출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것은 아메리 연구에 있어서 출발점 자체를 바꿔놓는 일이었다. 비록 전집 출판
이전에도 아메리가 직접 쓴 세 장 분량의 작품 초고가 아메리 논문집에 실리면서
이미 이 소설의 존재는 알려졌었지만,59) 정식출판 전에는 이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불가능했던 것이다.60) 『조난자들』이 출판됨에 따라 에크하르트 파스토어
E. Pastor는 아메리의 작품세계에서 이 작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61) 위르겐 돌 Ü. Doll은 작품에서 묘사된 독일 합병 직전의 도시
빈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분석한다.62)
한국에서의 아메리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삶의 존엄과
자살의 선택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덧붙은 아메리의 『자유죽음』 초역이 2010년에
출판되었고,63) 이어 2013년에는 안미현이 『죄와 속죄의 저편』을 초역했다.64) 아우
슈비츠와 독일의 과거사 문제를 다룬 문학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도 오래전부터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논문들에서도 각주나 참고문
헌 정도에서만 아메리의 이름이 간혹 보일 뿐, 아메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연구 부재의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아메리의 주요 작품들이 한국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잘 되지 않는, 전통적 소설 장르가 아닌 에세이 형식으로 집필했다는 점이다. 이
와 더불어 두 번째 요인은 특정한 문학적, 철학적 혹은 사회학적 이론을 지지하
58) Vgl. Hans Höller: Jean Amé́rys biographisches Lesen.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23-34.
59) Hanns Mayer: Die Schiffbrüchigen (Inhalts-Umriß). In: Text+Kritik. Heft 99. 1988, S. 30-32.
60) 전집 출판 이전에는 『조난자들』은 주변적으로 언급될 뿐, 아메리의 미발표 원고에 대한 작업 중에
있던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의 논문들 외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Vgl. Heidelberger-Leonard:
Das Problem der Neinsage, ihrer Herkunft und Zukunft. Die Schiffbrüchigen als Vorübung zu
Lefeu oder Der Abbruch. In: Text+Kritik. Heft 99. 1988, S. 33-39.; Ders.: Die Forderung, den
Ring zu schließen. Jean Amery, eine Retrospektive. In: Merkur. Heft 474. 1988.
61) Vgl. Eckart Pastor: Schlimmes Erwachen. Zu Jean Amé́ry frühem Roman Die Schiffbrüchigen.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49-64.
62) Vgl. Jürgen Doll: Jean Amé́rys Wiener Jahre zwischen Rotem Wien und Ständestaat. Zur
Rolle des politischen Katholizismus in Die Schiffbrüchigen.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35-48.
63) 장 아메리: 자유 죽음. 삶의 존엄과 자살의 선택에 대하여, 김희상 옮김, 산책자 2010.
64)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안미현 옮김, 도서출판 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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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아메리의 성향이다. 이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 대한 작품 해설 겸 학술논문으로 출판된 안미현의 논문인
「파국의 철학과 원한의 수사」는 이처럼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메리라
는 인물과 그의 철학과 글쓰기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65) 또한 최근에 발표된 최
윤영의 논문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은 아메리 외에도 한국
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프레드 반더나 루트 클뤼거 Ruth Klüger(1931-)와 같은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들과 함께 비교분석하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삶과 글쓰
기의 특징을 설명한다.66) 한국에서 아메리의 작품에 대해 분석한 인문학적인 학
술논문은 이 외에 『자유죽음』의 한글 번역본의 해제로 실린 김남시의 짧은 글이
전부이다.67)
한국의 아메리 연구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독일어권이나
영미권에서와 달리 아메리가 『죄와 속죄의 저편』, 즉 홀로코스트 작가로서가 아
니라 『자유죽음』의 ‘죽음 혹은 자살 전문가’로 먼저 알려졌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자유죽음』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도 자살에 관한 논문과 인간의 죽음과 자살
에 대한 교양서들에서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메리의 작품세계나 인식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의 자유죽음 개념만이 짧게 언급되
며, 이것이 자유로운,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표현한, 자살옹호론적
개념이라는 피상적인 수준의 해석만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이 텍스트들에서는 종
교적 혹은 윤리적인 근거로 자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옹호론자로서 아
메리를 비판하거나,68) 자살예찬론자이자 자유운동가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과장되
게 그리고 있다.69) 아메리의 텍스트와 인물상에 대한 이와 같은 왜곡된 이해의
가장 큰 이유는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메리 연구에서 더 많은 오해와 선입견이 발생
하지 않도록, 아메리의 텍스트 내적 논리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도 본 논문의
65) 안미현: 파국의 철학과 원한의 수사, 실린 곳: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같은 책, 198-225면 참
조.
66) 최윤영: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 나치 수용소 유대인 생존자들의 글을 중심으
로, 탈경계 인문학, 6권 2호, 29-57면 참조.
67) 김남시: 자유죽음론과 장 아메리, 실린 곳: 장 아메리: 자유 죽음, 같은 책, 263-278면 참조.
68) 오진탁: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청림인터렉티브 2004, 135-144면 참조.; 박인성: 자살의 논변, 실
린 곳: 철학연구 89호, 대한철학회 2004, 175-176면 참조.
69) 김이경: 마녀의 연쇄 독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들의 연쇄, 후마니타스 2012, 101-109면 참조.; 김
희상: 옮긴이의 말, 실린 곳: 장 아메리: 자유 죽음, 같은 책, 256-2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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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 하나이다.

-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메리의 죽음담론에 대한 연구들로는 먼저 아메리
의 작품세계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목표로,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살펴보는 하
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의 논문들이 있다.70) 그녀는 아메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작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기본적인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외에 아메리의 삶에 나타난 개인적인 인식이나 경험들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그
녀는 아메리가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 또한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결국 자살로 목숨을 끊은 자라
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동들의 양상과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아메리의 작품
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함께 고려한다. 「아메리의 자유와 열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마티아스 보어무트 M. Bormuth 또한 아메리의 작품 안에 나타난 죽음
과 자살론을 당시 그의 삶과 연결시켜 분석한다.71) 이러한 연구들은 물론 아메리
와 같이 실제의 죽음, 자살과 관련이 깊은 작가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러나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아메리의 죽음과 자살이 아닌, 아메리의 작품과 언
어에 드러난 삶, 죽음과 자살에 대한 인식이므로, 위의 연구들과 달리 전적으로
아메리의 텍스트 해석에만 근거하여 연구를 전개하도록 한다.
모니크 보사르트 M. Boussart는 자신의 논문 「조난자들에서부터 자유죽음까지.
퇴락, 죽음, 자유죽음이라는 주제와 그 변화에 대하여」72)에서 하이델베르거-레오
나르드나 보어무트의 연구들보다는 아메리의 텍스트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아
메리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퇴락, 죽음, 자유죽음이라는 주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그녀의 논문은, 본고에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비
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사르트가 여기서 선택한 작품들은 『자유죽음』을 제
외하고는 본 논문이 선택한 작품들과 모두 상이하다. 그녀는 아메리의 죽음 주제
의 양상을 보여주는 초기 작품으로는 『조난자들』과 1945년 경에 집필된 것으로
70) Heidelberger-Leonard: Das Problem der Neinsage. a. a. O., S. 33-39.; Ders.: Die Kunst soll
nicht ... das Leben nacherzählen, sondern Leben schaffen. Zur Kongruenz von Existenz, Ethik
und Ästhetik im Werk Jean Amé́rys.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11-22.
71) Vgl. Matthias Bormuth: Freiheit und Passion bei Jean Amé́ry. Anmerkungen zu Hand an sich
legen. Diskurs über den Freitod.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175-204.
72) Vgl. Monique Boussart: Zu einem Themenkomplex und dessen Variationen. Verfall, Tod,
Freitod von Die Schiffbrüchigen zu Hand an sich legen.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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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미발표 원고인 「데어로벤 요새 Die Festung Derloven73)」를, 중기 작품
으로는 『나이듦에 대하여』, 그리고 후기 작품으로는 『자유죽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작품 선택은 보사르트의 연구와 본 논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
들어내는 요인이다. 보사르트가 선택한 작품들은 아메리가 직접적으로 죽음, 자살
혹은 죽음과 유사한 퇴락이나 노화에 대한 언급들을 담고 있다. 반면, 본고에서는
아메리가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
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필자가 아메리의 죽음담론을 다루면서도 아메리
가 죽음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한 『죄와 속죄의 저편』이나, 퇴락과
삶, 죽음의 관계에 대해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는 『르푀 혹은 붕괴』를 선택한 이
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아메리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죽음문
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말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명확히 말하
지 못하고 은연중에 드러내는데 그쳤던 생각들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보사르트의 논문은 각 작품별로 아메리의 죽음론의 변화를 살펴보고는 있
지만, 기본적으로 이 죽음론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그녀는 아메리가 명백하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언급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변화들을 이어 하나의 연속적인
죽음담론을 그려낸 것이다. 이것은 보사르트의 연구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하이
델베르거-레오나르드나 보어무트의 연구들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
연구들은 모두 아메리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죽음과 자살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적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74)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연구들은 아메리의 작품 안에서 죽음문제에 대한 사유의 전개에서 나타
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그리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변화들을 일련의 연속
적인 죽음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주력한다. 반면 본고에서는 아
메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 그 자체에 보다 주목하
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폭을 보여주기 위해 아메리의 시기별 작품마다
나타나는 죽음담론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메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죽음문
제들을 고찰해왔는가가 아니라, 그토록 지속적으로 생각해왔던 죽음문제를 왜 특
정 시점마다 판이하게 변화된 형태로 제기하고 있는가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메리의 「영원한 수정. 의혹 속의 자기홍보 Revision in
73) 데어로벤 요새는 여기서 아메리가 SS 간부들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3개월여 간의 감금생활을 했던
브렌동크 요새를 가리킨다.
74) 본문 서론의 각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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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z. Selbstanzeige im Zweifel」이라는 에세이에 나타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삶과 글쓰기를 ‘영원한 수정’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자기 작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성에 대해 언급한다.75)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변화무쌍함과 모순성을 아메리의 작품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고, 본 연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적용한다.
다음 본문에서는 집필 시기, 죽음이라는 주제와의 관련성, 작품 간의 연계성 등
을 고려하여 선별한 3개의 작품들인 『죄와 속죄의 저편』, 『르푀 혹은 붕괴』와
『자유죽음』을 살펴보도록 한다. 1장에서는 먼저 『죄와 속죄의 저편』에 나타난 고
문이나 강제 수용소의 생활에 대한 아메리의 성찰을 바탕으로, 실제의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자신에게 강요된 죽음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나아가 작중에 나타난 아메리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과 원한 개념을 중심으로, 아메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어떠한 삶
을 살아가고자 했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전후 아메리가 가졌던 죽음과 삶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논리실증주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고, 아
메리에게 다른 이들과 자신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던 소통로였던 라디
오-에세이라는 글쓰기 장르가 지닌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2장에서 다루게 될 작품인 『르푀 혹은 붕괴』는 앞서 논한 『죄와 속죄의 저편』과
뒤에서 다루게 될 『자유죽음』을 이어주는, 그리고 동시에 경계를 그리는 작품이
다. 이 작품 이전까지의 아메리가 철저하게 죽음문제를 삶의 문제와 구분했다면,
『르푀 혹은 붕괴』에서는 이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아메리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 작중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전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아메
리의 죽음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3장에서는 『자유죽음』에 나타나는 아메리의 죽음담론을 앞의 장들에서
다뤘던 작품들에 나타난 아메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들과 비교분석한다. 이 작업에
있어서 『자유죽음』 이후에 그가 집필했던 이성과 계몽 텍스트들을 함께 참고하
여, 아메리의 죽음담론에서 자유죽음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위치를 밝혀내며 논의
를 마치기로 한다.

75) Vgl. Améry: Revision in Permanenz. Selbstanzeige im Zweifel (1977). In: JW, Bd. 7, S.
56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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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요된 죽음에 대한 극복: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장 아메리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죄와 속죄의 저편』은 홀로코스트 문학을 대표
하는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작품은 홀로코스트 그 자체가 아닌 이러한 상황
에 놓였던 사람, 즉 아메리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희생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묘사 Wesensbeschreibung der Opfer-Existenz”76)를 목표로,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아메리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러한 ‘내적 성찰 Introspektion’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접근하는 아메리의 주
된 방식이다. 그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이론을 정립하기보다,
대상을 마주하는 주체의 내적 상황을 밝히고자 했다. 수많은 아우슈비츠 문학들
가운데서 『죄와 속죄의 저편』이 고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러한 자기 경험에 대한 내적 성찰에서 비롯된 진실성과 주관성에 있다. 같은 맥
락에서 아메리 연구자 샤이트는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가 자신의 주관을
감추거나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 당시 여러 지식인들과 대중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77)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의 나치시대의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과 파괴로 인해 역설적으로 육체라는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재확인하게 되는 고문이다. 두 번째는 문학, 예술, 철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사고 자체가 마비됨에 따라 정신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는
강제수용소 생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메리로 하여금 유대인이기를 강요
하는 동시에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유대주의이다. 고문,
아우슈비츠와 반유대주의로 수렴되는 아메리의 나치시대의 경험들은 곧 끊임없이

76) Amé́ry: Vorwort zur ersten Ausgabe (1966). In: JW, Bd. 2, S. 21.
77) Vgl. Scheit: Nachwort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2002). In: JW, Bd. 2, S. 650: “[아메리
의] 언어가 거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독자들을] 도발하는 것은 그 언어가 ‘나’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고, 사적인 것들을 들춰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헬무트 하이센뷔텔
은 (그는 이 작품의 첫 번째 독자였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농밀한 현재화 방식에 바로 감화되었다.
나치전범과 관련하여 이런 방식은 일찍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Sprache [von Amé́ry],
die ohne distanzlos zu sein, [die Leser] in ganz bestimmter Weise provoziert, weil sie das
‘Ich’ nicht mehr vermeidet, vor der Aufdeckung des Privaten nicht zurückschreckt. Diese
subjektive Intensität der Vergegenwärtigung hat Helmut Heißenbüttel – den ersten Leser –
sofort angesprochen. Sie war im Zusammenhang der nationalsozialistischen Verbrechen etwas
ganz und gar Unerhö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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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강요된 죽음의 위협이기도 했다. 여기서 죽음의 위협은 단순히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육체에 계속 고통을 가하고
정신을 극도로 억압함으로써, 주체로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사유와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메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각마저도 무의미해진다고 본다. 그는 강제적 죽음 위
협 아래에서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무력함을 경험한 자를 “세계에 대한 신뢰
Weltvertrauen”[JSS 65]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한 번 잃어버린 이 신
뢰가 다시는 온전히 되찾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메리가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이러한 비관적 통찰에만 그친 것은 아
니다.

이것은

작품의

부제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Bewältigungsversuche eines Überwältigten’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의 목표는
‘현재’의 성찰을 통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굴복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다. 아메리가 자신을 ‘부정적’ 유대인이라고 밝히거나, 원
한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은 이러한 죽음의 ‘극복을 위한 삶’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1.1 육체의 파괴와 정신의 무력화
1.1.1 고문: 극단적 육체성 체험
아메리는 고문이 비단 나치 시대에만 있었던 특수한 일은 아니지만, 나치즘 내
에서의 고문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다른 시대나 사회 혹은 체제
아래에서의 고문은 자백을 위한 수단이나 권위의 표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
건 Akzidenz”[JSS 59]인데 반해, 나치 정권 아래에서 고문은 곧 나치즘의 “정수
Essenz”[JSS 59]였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고문의 목표는 고문 그 자체, 즉 사람의
육체에 대한 파괴와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었다. 그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의 고문
을 “악함에 대한 확신 gutes Gewissen der Schlechtigkeit”[JSS 71]에 따른 행위
로 간주한다. 이 지점에서 아메리는 나치즘을 파시즘이나 다른 이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념이라는 것은 무릇 인간의 사유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반해, 나치즘은 인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고문을 “숭배의 대상 Apotheose”[JSS
70]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념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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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나치 정권은 휴머니즘을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인간의 파괴를 정당
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신격화했다. 그리고 이 정권에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고
문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으며, “다른 이의 고통을 감수하는 가운데 위대해지기
groß sein im Ertragen von Leiden anderer”[JSS 70] 위한 행동이었다.
나치즘에서 고문이 가지는 이러한 독특한 위치를 밝힌 후 아메리는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고문을 겪는, 즉 타인으로부터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강요당하는 사
람의 감각과 사유 과정에 대해 묘사한다. 그는 어떠한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육체에 가해지는 “첫 구타 der erste Schlag”[JSS 63]를 고문의 시작이
자, 고문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이 첫 구타를 기점으로 막연히 상상해왔던 고문
과 파괴는 현실이 되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했던 ‘인간은 죽는다’는 철학적 명
제는 실제적 확신으로 변한다. 첫 구타의 순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아메리
는 육체를 “나의 자아의 경계”[JSS 66]로, 고문을 나의 이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
로 설명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이 경계의 훼손을 “세계에 대한 신뢰
Weltvertrauen”[JSS 66]의 파괴와 연결시킨다.
세계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것은 글로 쓰인 혹은 쓰이지 않은 사회계약에 따라 타자
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가 나의 육체
적인 상태를 존중하고, 이로써 나의 정신적인 상태 또한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나
의 육체의 경계는 나의 자아의 경계이기도 하다. 피부의 표면은 낯선 세계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 그러나 첫 번째 구타에서 이 세계에 대한 신뢰는 붕괴된다. 이 세계 내에
서 나는 육체적으로 타자에게 반하는 존재이며, 그가 나의 피부 표면을 경계로 파악하고
접촉하지 않는 한해서만 나는 그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구타를 통해 자신
의 육체성을 나에게 강요한다. 그는 내게 접촉함으로써 나를 파괴한다.
Element des Weltvertrauens [ist] die Gewißheit, daß der andere auf Grund von
geschriebenden oder ungeschriebenen Sozialkontrakten mich schont, genauer gesagt,
daß er meinen physischen und damit auch metaphysischen Bestand respektiert. Die
Grenzen meines Körpers sind die Grenzen meines Ichs. Die Hautoberfläche schließt
mich ab gegen die fremde Welt [...] Mit dem ersten Schlag aber bricht dieses
Weltvertrauen zusammen. Der andere, gegen den ich physisch in der Welt bin und
mit dem ich nur solange sein kann, wie er meine Hautoberfläche als Grenze nicht
tangiert, zwingt mir mit dem Schlag seine eigene Körperlichkeit auf. Er ist an mir
und vernichtet mich damit. [JSS 66]

아메리에게 육체는 타자와 세계로부터 주체를 구분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경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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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적 상황에서 주체와 타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서로간의 경계를 존중하
며 살아간다. 여기서도 경계의 위반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위반에는 다시금 경
계를 복구하려는 과정이 뒤따른다. 가령 폭행의 가해자에게는 법적인 처벌과 윤리
적 규탄이,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인간적 동정이 주어진다. 세계에 대한 신
뢰는 이처럼 상호간의 경계가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과,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
정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도움에

대한

기대,

도움에

대한

확신

Hilfserwartung, Hilfsgewißheit”[JSS 67]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문의
첫 구타의 순간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붕괴된다. 타자의 육체는 나의 경계인 육
체를 악의적으로 침범하지만 주체는 이에 저항할 수 없을뿐더러, 고문에 대한 나
치즘 내의 정당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도움이나 보상도 기대할 수도
없다. 단순히 육체의 경계를 위반하는 폭행과 달리, 고문은 이처럼 경계 그 자체
를 파괴하고, 세계와 타자 속에서 내가 주체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인 세계에 대한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한다.
아메리는 고문의 과정에서 주체가 육체를 모순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본다. 주체는 이 경계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경계 밖으로의 탈출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
체는 이 불안정하면서도 동시에 견고한 경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깨달음이 세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면, 후자는 극단적 육체성에
대한 부정적 체험으로 연결된다. 육체로 인해 주체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
며, 고통을 야기하는 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메
리는 이 순간 주체가 일순간 사실상 경험할 수 없는 ‘나의 죽음’을 강제적으로 예
감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곧 이어 그는 이것이 결코 죽음에 대한 정상적인
감각이나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메리는 극단적 육체성만이 존재하는 고문
의 순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정신활동은 무의미한 “사실-도피”[JSS 75]일뿐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고통은 육체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안내하는 논리적인 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통해 죽음을 감각적으로 예감하는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육체 = 고통 = 죽음 이라는 등식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
등식은 우리의 경우, 타자에 의해 우리를 육체로 만드는 고문이 죽음의 모순을 지우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체험케 한다는 가설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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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도피이다.
Der

Schmerz,

sagten

wir,

sei

die

höchste

denkbare

Steigerung

unserer

Körperlichkeit. Vielleicht ist er aber auch noch mehr, wir meinen: der Tod. Es
führt uns zum Tode keine logisch befahrbare Straße, doch mag erlaubt sein zu
denken, daß uns durch den Schmerz ein gefühlsahnender Weg zu ihm gebahnt
wird. Am Ende stünden wir vor der Gleichung: Körper = Schmerz = Tod, und
diese ließe sich in unserem Fall wieder reduzieren auf die Hypothese, daß die
Tortur,

in

der

wir

vom

anderen

zum

Körper

gemacht

werden,

die

Todeskontradiktion auslöscht und uns den eigenen Tod erleben läßt. Doch dies ist
Sach-Flucht. [JSS 75]

아메리는 고문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는 주체의 정신 활동이 극도로 제한
됨에 따라 존재나 죽음에 대한 정상적인 사유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샤이트는 아메리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입장이 고문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르트르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지적한다.78) 사르트르는 나의
내적 상황은 물론이고 외부 상황까지도 모두 나의 책임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근
거 아래, 육체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자극이 정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고문을 다른 외부적 자극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했
다.79) 반면 아메리는 전적으로 인간의 파괴만을 목적으로 했던 나치의 고문을 육
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여타의 폭행들과 구분한다. 여기서 고문은 나의 경계를 파
괴함으로써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
로, 그리고 이 파괴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못 박는다. 고문으로 인해
불완전한 동시에 절대적인 경계로 감각되는 육체라는 위험한 감옥 안에서 모든
정신활동은 일체 마비되며, 이 안에서는 자유도 존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의미
가 없다. 이에 대한 주체의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극단적 육체성을
이처럼 고문과 같은 부정적 체험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우슈비츠 이후
아메리의 존재와 죽음에 대한 사유 방식과 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로 발전하게 된다.

78) Vgl. Scheit: Nachwort (JSS)(2002). In: JW, Bd. 2, S. 658.
79)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 동서문화사 2009, 895면 참조: “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최악의 재앙, 최악의 위협도, 나의 기도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 밖에서 온 것
은,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는 우리가 그것으로 있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
문이다. [...] 전쟁의 가장 잔학한 상황이나 가장 잔인한 고문도, 비인간적인 사물의 상태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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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아우슈비츠: 정신의 한계
고문이 존재와 죽음문제까지도 퇴색시키는 극단적 육체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아
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의 삶에 대한 아메리의 보고는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무
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비판적 정신활동을 소명으로 삼는 지식인의
강제수용소에서의 삶을 자세히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신의 경계 혹은 한계에 대
해 논한다. 고문에서는 ‘나의 육체’가 ‘나의 경계’였다면, 아우슈비츠에서의 나의
경계는 강제수용소의 삶이라는 ‘현실’이다. 아메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 아
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갇혀 매일을 사육 당하듯 살아가야하는 현실이 강력한 영
향력을 발휘하며 주체의 정신활동을 제한했다고 본다.80) 여기서 지식인의 정신활
동을 억압하는 요인들로는 먼저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강제부역이나 강인한
생명력을 요구하는 수용소에서의 궁핍한 생활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아메리
가 보다 주목한 것은 이와 같이 현실 그 자체를 구성하는 사실적 요인들이 아니
라, 희생자였던 지식인의 내부에서 비롯된 내적 요인들이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지식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정신활동을 멈추게 했던 이 내적 요인으로 ‘언
어의 파괴’를 지목한다.
아메리가 생각하는 언어는 언어의 형성 배경이 되는 현실세계와 언어의 목표인
소통을 전제한다.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라도 부재할 경우, 언어는 무의미한 기호
혹은 울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지식인의 정신활동이 불가능
했던 것은, 정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이 두 가지 전제 모두를 잃어버렸
기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로, 지식인은 자신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줄 수신자를 잃
어버렸다. 그는 수용소의 은어만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보다 많은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언어는 다른 이들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같은 소통의 실패는 두 번째 전제의 상실, 즉 언어가 현실세계를 더 이상 담
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아메리는 수용소에서 만난 한 철
학자와의 대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일화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든다. 이 대
화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상대방

혹은

자신의

정신이

“둔해졌기

80) Vgl. JSS, S. 51: “세상 그 어디에도 수용소에서만큼 현실이 이토록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곳도, 현
실이 이토록 현실인 곳도 없다.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이토록 가망성이 없는, 무가치한 것으
로 드러나는 곳도 없을 것이다. Nirgendwo sonst in der Welt hatte die Wirklichkeit soviel
wirkende Kraft wie im Lager, nirgendwo anders war sie so sehr Wirklichkeit. An keiner
anderen Stelle erwies sich der Versuch, sie zu überschreiten, als so aussichtslos und so
wohlf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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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estumpft”[JSS 33]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든 사회적인 연관성을 잃어버
린 지적인 언어유희 intellektuelle[s] Sprachspiel, das [...] keinen sozialen Bezug
mehr hat”[JSS 33]를 거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우슈비츠에서 지
식인의 언어인 문학적 표현들이나 철학적 개념들은 현실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리
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강제수용소에서 횔덜린 시의 한 구절을 읊조렸던 순간에
대한 아메리의 회상에서 보다 단적으로 나타난다. 과거 강제수용소에서의 어느
날, 그는 하늘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횔덜린의 「생의 절반 Hälfte des Lebens」
(1804)이라는 시의 “담은 서 있다 / 말없이 그리고 차갑게. 바람 속에서 / 깃발
들은 펄럭인다 Die Mauern stehn / Sprachlos und kalt, im Winde / Klirren
die Fahnen”81)라는 구절을 몇 번이고 혼자 읊어본다. 그러나 나치 이전에 수년간
“이 시와 자신을 연결하던 감정적, 정신적 형상 das seit Jahren mit diesem
Hölderlin-Gedicht für mich verbundene emotionelle und geistige Modell”[JSS
32]은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횔덜린의 시에서 등장하는 깃발이 상징하
는 나의 문학적 상상력은 강제수용소에 걸려있는 저 깃발인 나의 현실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도, 넘어설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횔덜린의 시는 현실을 더 이상 초
월하지 못했다 Das [Hölderlin-]Gedicht transzendierte die Wirklichkeit nicht
mehr”[JSS 32]라는 깨달음 속에서 아메리는 이러한 시도가 자신의 언어의 무력함
을 절감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문학적 연상만큼이나 철학적 논의들 또한 이 현실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
린다고 본다.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간은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픈 상태로 존재할
hungrig sein, müde sein, krank sein”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존재한다
schlechthin sei[n]”[JSS 51]라는 철학적 명제는 배고프고 아픈 그 당시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도 변화시키지도, 심지어 위로해주지도 못했다. 이 지점에서 아메리는
고문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강제수용소의 삶에서 존재뿐만 아니라 비(非)존재,
즉 죽음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특정한 정신적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죽음
은 힘들게 죽어가는 것으로 다 소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설령 아주
작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유 가능성의 경계까지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감자에게 죽음은 그를 아프게 하는, 그로 하여금 사유하도록 자극하는
가시가 없다. 수용소의 수감자가 [...] 특정한 방식의 죽음에 대해서는 괴로운 두려움을
느꼈던 반면에, 사실 본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몰랐던 것은 아마도 이를 통해 설
81) Paul Stapf (Hg.): Friedrich Hölderlin. Sämtliche Werke. Berlin u. Darmstadt 1956, S.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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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있을 것이다.
Es kann der freie Mensch dem Tode gegenüber eine bestimmte geistige Haltung
einnehmen, weil für ihn der Tod nicht ganz und gar aufgeht in der Mühsal des
Sterbens. Es kann der freie Mensch an die Grenze der Denkmöglichkeit vorstoßen,
weil es in ihm einen, wenn auch noch so winzigen angstfreien Raum gibt. Für den
Häftling aber hatte der Tod keinen Stachel: keinen, der wehe tut, keinen, der zum
Denken anreizt. Hieraus erklärt sich vielleicht, daß der Lagerhäftling [...] zwar
quälende Furcht vor bestimmten Sterbensarten, kaum aber eigentliche Todesangst
gekannt hat. [JSS 49]

아메리는 고문의 상황이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실제의 죽음과 가까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당시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성찰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시시각각 나를 위협하는 죽음과의 강제적인 동거였지
만,82) 아메리는 이 죽음이 주체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보다
깊이 성찰하도록 자극하는 “가시 Stachel”[JSS 49]를 지니지 않은 죽음이라고 설
명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라는 존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존재와 삶의 문제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는 삶에 대한 고찰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도 정지되어버린 것이다.83) 지
식인의 정신적 언어가 비롯된 현실이, 이 현실을 부정하는 아우슈비츠라는 새로운
현실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존재와 죽음에 대한 사유와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지식인의 언어도 함께 파괴되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메리가 작
중에서 인용한 “저 세계가 깨어나자 언어는 죽음의 잠에 들었다 Das Wort
entschlief, als jene Welt erwachte”84)라는 칼 크라우스 Karl Kraus(1874-1936)의
싯구는 아우슈비츠라는 현실 아래에서의 정신적 언어의 파괴와 이 파괴로 인한
정신활동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는 이 과거의 무력함에 대한 현재적 자각
82) Vgl. JSS, S. 45: “수용소의 수감자는 죽음의 옆방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방에
살고 있었다 [...]. 죽음은 모든 곳에 있었다. [D]er Lagerhäftling [lebte] nicht Tür an Tür,
sondern im selben Raum mit dem Tode [...]. Der Tod war allgegenwärtig.”
83) Vgl. JSS, S. 50: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은 채, 수용소의 현실은 죽음이나 소위 말하는 마지막 문
제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 여기에서도 정신은 그의 한계 앞에서 서 있을 뿐이
었다. Mühelos triumphierte die Lagerrealität über den Tod und über den ganzen Komplex
der sogenannten letzten Fragen. Auch hier stand der Geist vor seinen Schranken.”
84) Christian Wagenknecht (Hg): Karl Kraus. Gedichte. Bd 9. Frankfurt a. M. 1989, S.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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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로 이 무력함을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아메리는
정신의 경계에 끊임없이 부딪힘으로써 얻게 된 정신의 무력함과 한계에 대한 통
찰이 지식인으로 하여금 역설적인 “자기고양 Selbstaufhebung”[JSS 51]에 이를 수
있게 만든다고 본다. 그는 철학이나 예술과 같은 “심층적 인식 Tiefsinn”[JSS 53]
을 추구하는 정신활동이, 극단적 육체성과 정신활동의 수단이 되는 언어를 무의미
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는 극도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지식
인으로서의

자신이

아우슈비츠를

통해

얻게

된

유일한

“선명한

인식

Klarsinn”[JSS 53]이라고 주장한다.

1.2 극복을 위한 철학과 글쓰기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는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에 근접해있었던 과
거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찰의 주체인 1960년대 아메리는 죽음으로
부터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져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정복당했던, 죽음의 과
거에 대한 회상이나 묘사가 아니라, 이 과거에 대한 현재의 극복에 있다. 나치 경
험 이전부터 아메리가 지지했던 논리실증주의 logischer Positivismus와, 해방 이
후 사르트르를 필두로 한 실존주의 Existentialismus는 그가 과거의 죽음너머 현
재의 삶과 극복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철학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철학들이 아메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나아
가 이러한 철학적 인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가 전후에 계
속 몸담아왔던 라디오-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해 조명할 것이다.

1.2.1 논리실증주의: 주체의 경험과 현실세계
영미권에서는 주로 논리경험주의 logical Empiricism라고 불리며, 아메리의 에세
이와 인터뷰에서는 신실증주의 Neopositivismus라고 명시되어 있는 논리실증주의
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도시 빈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철학적 사조
다.85) 이 사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당시의 빈 학파 Wiener Kreis에는 많은 유
85) 아메리는 자신의 저작들에서 이 당시의 철학적 흐름을 ‘신실증주의 Neopositivismus’라고 부르지
만, 본고에서는 이를 논리실증주의라고 명시한다. 이것은 논리실증주의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에 대한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가치 있는’ 분석 방법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 철학의 목표를 더욱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요르겐 요르겐센: 논리경험주의. 그 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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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학자들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가 3제국에 합병되자 그 지
지자들과 소속원들은 망명하거나 체포되었고, 이에 따라 빈 학파는 자연히 와해되
고 논리실증주의 또한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86)
19세기 실증주의가 경험에 의한 검증을 새로운 철학 원칙으로 세웠다면, 20세기
의 논리실증주의는 여기에 ‘명제의 유의미성’에 대한 판단규준을 새로 추가했다.
가령 과거 실증주의자는 ‘신은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경험에 의해 검증이 되지 않
는 틀린 명제로 판단한다. 반면 논리실증주의자는 이 진술 안에 숨어있는 핵심적
인 의미인 ‘신에 대한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고, 이에 따라 이 명제를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한다. 수많은 형이상학적 명제들
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학문적인 사유와 성찰의 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든 것이 논리실증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학문과 그 주체인 인간
의 경험과 이 경험이 비롯된 현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이러한 현실, 경험과 학문의 연관성에 입각하여 지식의 의미에 대
한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은 논리실증주의라는 철학 사조의 가장 큰 성
과이자 의의로 평가된다.87)
아메리가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에 감화되었던 것은 비단 이러한 철학적인 내용이
나 방법론 때문만은 아니었다. 1차 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1920년대 이후의 오스
트리아에서는 카톨릭 교회와 연합한 극우파 정당세력이 반유대주의적 슬로건을
내건 보수정치를 표방하고 있었다. 아메리가 1930년대에 논리실증주의를 지지하
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비이성주의와 성직자 파시즘 Klerikalfaschismus에 대항
하기 위해서였다.88) 빈 학파의 대표자였던 모리츠 슐릭 Moritz Schlick(1882-1936)
을 포함한 이 학파의 소속원들 대다수는 현실 비판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을 강하
게 띠고 있었다. 이들이 이끌었던 논리실증주의 철학은 아메리에게 곧 인간을

발전 과정, 한상기 옮김, 서광사 1994, 15면 참조.
86) 빈 학파에 몸담았던 학자들 중 영미권으로 망명한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실증주의는 그곳의 고유한
사상과 융합하여 분석철학이나 일상언어논리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하),
KDR 한국사전연구사 편찬, 2000, 695쪽 참조.
87) 요르겐센: 같은 책, 11-12면 참조: “지식의 기초나 지식의 의미에 대한 명료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는 점, 모호한 일반화와 독단적 체계 구성에 의해 철학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기 보다는 오
히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철학을 학문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든다는 점, [...]
철학자들 간의 혹은 철학자와 개별 과학 탐구가들 간의 협동 작업에 훨씬 더 관심을 둔다는 점 등
이야말로 이 논리경험주의 철학 운동의 독특한 특징이다.”
88)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1: “실증주의는 나에게 무엇보다 비이성주
의와 종교적 억압에 대항한 투쟁의 무기였다. Der Positivismus war für mich zunächst einmal
eine Waffe im Kampf gegen Irrationalismus und theokratischen D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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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 도그마주의의 억압과 현실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던 좌파
적이고 지성적인 철학”89)이었다. 유년시절을 오스트리아의 작은 지방마을에서 보
내면서 주로 향토애와 내면성을 강조하는 문학들을 접해왔던 아메리는 이러한 명
료함과 현실성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의 요청에 “눈꺼풀에서 비늘들이 떨어지는 것
Schuppen von den Augen fiel”과 같았다고 회상한다.90) 경험을 통한 검증을 중
시하고 학문의 실제적 의미를 묻는다는 점에 기인하여 그는 이 철학 사조를 상식
과 명료함을 추구하는 현실적 철학으로 해석한다.91) 아메리의 철학적인 에세이들
을 망라한 전집의 해설에서 슈타이너는 아메리에게 상식이란 “우스꽝스러운 평
균”92)이 아니라 “총체적 사회의식”93)이 그 사회 내에 유효한 언어로 표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식과 실제적 현실에 대한 강조는 인간과 인간의 삶
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철학이 일상적 삶의 ‘평범성 Banalität’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아메리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철학과 사유에서 평범성을 추구한 아메리의 주장은, 평
범한 것 혹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진실일 수 없다는 아도르노
의 실증주의 비판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것이었다.94) 그는 아도르노에 의해 독일

89) Amé́ry: Rückkehr des Positivismus? (1971). In: JW, Bd. 6, S. 365: “나에게 실증주의란, 현실의
압박과 형이상학적 도그마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통용되
는 ‘우파’와 ‘좌파’로 구분하자면, 그것은 항상 나에게 좌파적인 정신적 경험이었다. Positivistische
Philosophie, bezogen hier auf die Emanzipation des Menschen vom Druck der Wirklichkeit
und von der Pression des metaphysischen Dogmatismus, war immer schon, sofern wir bei
den gängigen Kategorien von 'rechts' und 'links' bleiben wollen, ein eminent linkes geistiges
Erlebnis.”
90) Jean Amé́ry: Unmeisterliche Wanderjahre (1971). In: Gerhard Scheit (Hg.): Jean Amé́ry.
Werke.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Unmeisterliche Wanderjahre/ Örtlichkeiten. Bd. 2.
Stuttgart 2002, S. 178-349. Hier S. 214.
91) Vgl. Amé́ry: Rückkehr des Positivismus? (1971). In: JW, Bd. 6, S. 366: “간단히 말해 실증주의
는 경험적 현실 검증과 논리적 연역을 고수하는 비형식적인, 일상의 철학이다. [D]er Positivismus
[ist] mit seinem Beharren auf empirischer Wahrheitsprüfung und logischer Deduktion schlicht
und recht die unformulierte Philosophie unseres Alltags.”
92) Steiner: Nachwort (Aufsätze zur Politik und Zeitgeschichte)(2005). In: JW, Bd. 7, S. 652.
93) Ebd..
94) 아도르노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어떤 생각이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고 대상화되는 것
이라고 보았다. 그는 섣부르게 사회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실제나 경험에 거스르는 행위로 여기고, 이러한 판단이 광기로 치닫게 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
장했다. 아도르노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여론을 반영한 상식이 감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
고 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주체나 주관성의 약화에서 비롯된, 그리고 동시에 이를 야기하는 감정적
인 의견과 당위적인 상식을 그는 ‘평범한 것 das Banale’으로 총칭하며, ‘평범한 것은 진실일 수 없
다 Das Banale kann nicht wahr sein’고 단언하였다. Vgl. Theodor W. Adorno: Meinung Wahn
Gesellschaft. In: Rolf Tiedemann (Hg.):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d.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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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변증법의 지식인 은어 Jargon der Dialektik”95)가 지배적이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아도르노를 위시한 독일 철학계 안에는 평범성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
다고 지적한다.96) 아메리는 실제적 삶과 일상에서 명백히 보이는 것들을 외면하
고 굳이 장황한 이론이나 개념들을 통해 대상을 설명하려는 독일 철학계의 태도
가 나치시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스스로를 희생자이자 가해
자로 인식한 그들은 희생자를 희생자로, 가해자를 가해자로 구분하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명료함과 상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메리는 이러한 상황에
서 ‘집단범죄 Kollektivschuld’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우슈비츠를 ‘계몽의
신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는 심층적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실 회피
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한다. 아메리 연구자 샤이트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철학적, 사회적 개념과 이론은 현실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바로 아메리의 논리실증주의적 사유의 핵심이라고 본다.97) 아메리는 논리실증주의
를 지지함으로써, 현실세계를 외면하거나 벗어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를
지양하고 현재와 현실, 그리고 이를 인식하고 검증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경험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1.2.2 실존주의: 주체의 변화 가능성
논리실증주의를 사유의 토대로서 계속 간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메리는
Kulturkritik und Gesellschaft Ⅱ. 4. Aufl.. Frankfurt a. M. 1997, S. 573-594.
95) 아메리의 에세이 「Jargon der Dialektik」은 아도르노의 글인 「본래성의 은어 Jargon der
Eigentlichkeit」(1964)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여기서 아메리는 글의 내용보다는 그 논조나 형식
에 초점을 맞춰, 본래성이나 본질에 대해 추구하는 철학적 은어에 대한 비판이 또 다른 지식인 은
어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Vgl. Amé́ry: Jargon der Dialektik (1967). In: JW,
Bd. 6, S. 265-296.; Adorno: Jargon der Eigentlichkeit. Zur deutschen Ideologie. In: Tiedemann
(Hg.):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d. 6. Negative Dialektik. Jargon der
Eigentlichkeit. 4. Aufl.. Frankfurt a. M. 1990, S. 413-523.
96) Vgl. Amé́ry: Jargon der Dialektik (1967). In: JW, Bd. 6, S. 293: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변증법적
표현은 여기서 단순함에 대해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단순함을 무지함과 혼동하고 있기 때
문에 변증가들은 이 단순함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D]ie geistreichste dialektische
Formulierung kommt da nicht auf für und nicht auf gegen die Einfachheit, vor der die
Dialektiker einen Horror haben, weil sie sie mit Einfältigkeit verwechseln.”
97) Vgl. Scheit: Nachwort (Aufsätze zur Philosophie)(2004). In: JW, Bd. 6, S. 641f.: “이것들은[아메
리의 철학적 논문들은] 철학이 왜 자신의 진실을 위해 개인적인 경험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지
를 끈질기게 보여준다. 그의 글들은 이를 통해 사유를 그 오만함으로부터 구해낸다. [S]ie[Amé́rys
Aufsätze zur Philosophie] [geben] beharrlich zu erkennen, warum Philosophie um der eigenen
Wahrheit willen von individueller Erfahrung nicht abstrahieren darf. Darin retten sie das
Denken vor der Hybris des Den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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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 경험 이후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려는 논리실증주의 철학이
한계를 가진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아우슈비츠라는 현실을 명확하게 설
명하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이러한 명확한 설명 자체가 이 과거를 직접 경험해야
만 했던 주체에게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다. 또한 논리실증주의적 사유는
해방 이후에도 주체를 계속 따라다니는, 과거의 무력했던 상황을 견뎌냈다는 사실
에서 비롯된 굴욕감과 수치심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비록 과거에는 타자가 나에
게 강요하는 죽음을 피해 생존하는 것이 곧 저항이었을지언정, 현재의 나에게 이
생존은 또 다른 굴욕이자 치욕이 되어버린 것이다.98)
나치의 희생자이자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로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고민하던 아메
리가 해방 이후에 새롭게 이끌린 철학은 끊임없이 ‘존재에서 나아감 ex-sistence’
을 통해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했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였다. 이것은 아메
리로 하여금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가 해방
이후에 계속 염원해왔던 사회 변혁과 혁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 주
었던 것이다.
나는 마치 이 철학을 통해 [...] 몇 년 만에 비로소 처음으로 다시 자유로운 공기를 마
시는 듯 했다. 이 철학은 정신적인 혁명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적인 혁명을 미리 보여주
었다. 살아 있지 않은 모든 존재자 앞에서의 역겨움과 구토는 혁명적이었다. 가능한 것
을 향한 나-자신을-뛰어넘는 기투를 통해 사람을 정의하는 것, 본질 앞에 실존을 두고 이
를 우선시하는 것도 혁명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명적이었던 것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내면에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Es war, als atme man durch diese Philosophie, [...] seit Jahren zum erstenmal
wieder freie Luft. Sie kam aus der geistigen Revolution und präfigurierte die
soziale. Revolutionär war der Ekel, die Nausée vor allem Seienden, das nicht
lebendig ist; revolutionär war es, den Menschen zu definieren durch seinen
Entwurf, sein Sich-selbst-Überschreiten auf das Mögliche hin; revolutionär war der
Vorrang, der hier der Existenz vor der Essenz zugebilligt wurde; revolutionär vor
allem war die dem Menschen innerhalb einer spezifischen Situation eingeräumte
und abgeforderte Freiheit.99)

98) 제발트는 아메리를 비롯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정신분석학자인 윌리
엄 니더란드 William G. Niederland의 ‘생존자 증후군’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과
거에 외부로부터의 공포와 죽음에 무력하게 정복당했던 생존자들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지울 수 없
는 깊은 회의감을 남기게 된다. Vgl. Sebald: Mit den Augen des Nachtvogels. a. a. O., S. 523.
99) Amé́ry: Jean-Paul Satres Engagement (1968). In: JW, Bd. 6, S. 53.

- 32 -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생각들 가운데서도 아메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주체의 “내적 자유 innere Freiheit”100)에 대한 주장이다. 설령 과거에 겁쟁
이였다 하더라도 ‘나-자신을-뛰어넘는’ 현재의 실존을 통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영웅일 수 있다는 사르트르의 생각은 현재의 아메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무력했던 자신까지도 구원해주는 것이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부자유하더라도, 주체의 내적 자유는 침해당할 수 없다는 사르트르
의 입장에 온전히 동의하지는 못할지언정,101) 이 주장에서 강조된 주체의 가능성
은 해방 이후에 과거의 무력함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아메리에게 삶과 철학의 새로운 지표가 되어준 것이다.
실존주의와 앞서 논의한 논리실증주의는 내용적으로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아메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철학들이었다. 논리실증주의를 통해 현실과 주체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경험을 중시했다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는 이전
보다 주체 그 자체에 집중한다. 아메리는 자신의 에세이들에서 재차 주체인 ‘나’
가 강조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경향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의 시
작이 결국 ‘나’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근본상황 ontologische Grundkondition
des Menschen”102)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와 실존주의의 결합
에 따라 그는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도 다른 이론이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경험인 홀로코스트를, 전적으로 ‘나’의 눈을 통해 성찰한 것이다.103)
작가활동 후반에 이르러서는 비록 사르트르와 실존주의,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아
메리의 입장도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이 두 가지 철학적 사유는 전후 아
메리의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버팀목이었다. 아메
리의 실존주의와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수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그
가 이러한 철학들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나,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 의미를 중

100) Amé́ry: In die Welt geworfen. Jean-Paul Sartre (1955). JW, Bd. 2, S. 722.
101) 본문 1.1.1장 참고.
102) Jean Amé́ry an Hans Paeschke (13. 3. 1976). In: JW, Bd. 3, S. 478.
103) Vgl. Amé́ry: Vorwort zur ersten Ausgabe (1966). In: JW, Bd. 2, S. 21: “이 아우슈비츠 원고의
첫 문장들을 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자신이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로 독자들에게 보다
기품 있는 객관적인 존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이 도저히 불가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라고 쓰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지점들에서 ‘나’는 유일하게
쓸모 있는 출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Hatte ich noch in den ersten Zeilen des
Ausschwitz-Aufsatzes geglaubt, ich könne behutsam und distanziert bleiben und dem Leser in
distinguierter Objektivität gegenübertreten, mußte ich nun erfahren, daß es einfach unmöglich
war. Wo das ‘Ich’ durchaus hätte vermieden werden sollen, erwies es sich als der einzig
brauchbare Ansatzpun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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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는 점이다. 그는 추상적인 개념들의 참과 거짓을 따지거나,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세세히 살펴보기 보다는, 이러한 이론과 개념을 통해 이 철학적 사유들
이 그것이 비롯된 실제적 사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가에 주목한다. 이
철학적 사조들을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여기에 감정적으로 공감하
는 적극성을 보인 것도, 그가 한 철학의 형태나 내용보다는 정신에 공감하는 것
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철학이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는 ‘체계적 사유’라고 한
다면, 아메리는 ‘체계’보다는 ‘사유’와 정신으로서의 철학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그가 스스로를 ‘철학자’로 여기지 않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지식인 혹은 작가’
로 칭했던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4)

1.2.3 라디오-에세이: 형식과 소통의 자유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상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한두 가지 주제를 공
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논하는 비허구적 산문 양식”105)으로 정의된다. 글쓰기 장
르로서 에세이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내용과 형식에서의 자유로움이다.
이러한 자유는 집필자에게는 자신의 인식과 감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독자에게
는 텍스트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공감의 여지를 제공한다. 아메리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향하는 독자에 따라서도
언어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아메리는

지식인들끼리

공유하는

난해한

“비밀언어

Geheimsprache”106)를 거부했다.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추상적 정의’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적 예시’를 활용하여 아메리는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한편,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자 했다.107)
이 지점에서 샤이트는 아메리의 에세이가 프랑스의 에세이 문학으로부터 받은 영
향에 대해 지적한다.108) 몽테뉴 Michel De Montaigne(1533-1592)를 창시자로 보

104)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75.
105) 문학비평용어사전(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찬, 2006, 453면 참조.
106) Amé́ry: Jargon der Dialektik (1967). In: JW, Bd. 6, S. 295.
107)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74: “정의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
문이죠. 정의는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하며, 이 설명은 첫 번째 설명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시를 선호합니다. Definitionen sind ja immer schlecht. Definitionen sind schwer.
Eine Definition fordert die andere heraus, und der kann man dann wieder ebenso schlecht
gerecht werden wie der ersten. Darum ziehe ich Exempel vor.”
108) Vgl. Scheit: Nachwort (JSS)(2002). In: JW, Bd. 2, S. 6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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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랑스 에세이 문학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를 꺼리지 않으며 주관성을 중시한다.
몽테뉴가 에세이 장르에서 자유로운 “연합적 쌓임[연상적 집적] assoziative
Anhäufung”을 통해 “변증법적 사상유도 eine dialektische Gedankenführung”를
꾀했듯이,109) 아메리는 자신의 에세이적 글쓰기를 통해 어떤 지식이나 인식을 일
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신과 독자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대화로서의 문학과 철학을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아메리는 서적 외에
보다 대중적인 매체들의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아메리를 뒤늦게 독일문학계로 편
승하게 해주었던 『죄와 속죄의 저편』의 에세이들은 처음부터 라디오-에세이 형식
에 맞춰 집필된 것들이다. 이 에세이들이 처음으로 방송된 것은 남독일방송국
Süddeutscher Rundfunk의 »야간프로그램 Nachtprogramme«에서였다.110) 1948
년대 마샬 플랜과 함께 독일 사회의 재건이 시작되면서 방송국과 미디어의 발전
도 본격화되었다. 나치정권 동안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수행했던 오명을 벗
어나려는 의지에 힘입어 1950년대 독일 방송국은 지성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111) 남독일방송국의 라디오-에세이-제작팀 Radio-Essay-Redaktion도 이
러한 취지에서 알프레트 안더쉬 Alfred Andersch에 의해 1956년 설립된 것이였
다. 안더쉬는 에세이의 본질인 자유로움과 실험성을 방송에 도입하고자 했다. 『죄
와 속죄의 저편』을 시작으로 아메리의 사망 전까지 그의 주요한 에세이들은 출판
이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리의 방송계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묘사하며, 기자이자 70년대 초반 북독일
방송국 Norddeutscher Rundfunk의 편집자이기도 했던 한조 캐스팅 Hanjo
Kesting은 무엇보다 아메리의 왕성한 방송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112) 아메리는 활
109) 오한진: 독일 에세이론, 한울림 1998, 17면: “몽테뉴의 표현방법의 기본형식은 자유로운 표현으로
서 사상의 ‘연합적 쌓임 eine assoziative Anhäufung’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을 종합하고 그러한 상태를 독자들에게 남김으로써 자신의 현실적 인생에서 통찰되는 최선의 진실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증법적 사상유도 eine dialektische Gedankenführung’를 표현했던 것이다.
몽테뉴의 에세이 목적은 어떤 사건 소재의 결과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유의 움직임’을 충동
시키는데 있었다.“ Zitiert aus: Wolf Eberhard Traeger: Aufbau und Gedankenführung in
Montaignes Essays. Heidelberg 1961, S. 15.
110) »야간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에서의 아메리의 활동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
다. Vgl. U. Schneider: a. a. O., S. 27-32; Ders.: a. a. O., S. 35-45.
111) Vgl. U. Schneider: a. a. O., S. 26.
112) Vgl. Kesting: a. a. O., S. 151: “70년대에 아메리는 구서독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 중 한명이었
다. 그를 간과하기란 불가능했다. 그의 등장은 일종의 편재(遍在)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레네 하이
델베르거-레오나르드가 아메리 전기의 한 장에 방송계의 총아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그녀가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mé́ry war in dieser Zeit, den siebziger Jahren, einer der
maßgeblichen Intellektuellen in der Bundesrepublik, er ließ sich nicht übersehen, seine
Erscheinung hatte etwas Ubiquitäres – Irene Heidelberger-Leonard hat einem Kapitel ih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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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체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개적 방송토론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며 보다 대중적인 매체인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매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독일 학계에서는 크게 환영
받지 못했지만,113) 명료한 의미 전달과 적극적이고 확실한 입장표명을 중시하는
방송계에서 그는 비교적 강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아메리의 철학에
대한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그는 심층적 논리를 통해 형이상학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보다 명료한 언어를 통해 주체의 현실과 이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선호
했다.114) 인식체계나 표현방식에서 나타난 그의 개인적인 성향과 대중매체, 특히
라디오에서의

요구사항들이

맞물리면서,

아메리는

“방송계의

총아

Medienliebling”115)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혹은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들을 재력과 가문을 바
탕으로 한 르네상스 시대의 “후원자들 Mäzen”116)에 비유한다. 이처럼 매체가 현
대 문학과 예술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인지하는 한편, 그는 대중매
체의 가장 큰 강점이 보다 ‘많은 다양한’ 이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다
는 점이라고 파악한다. 샤이트에 의하면 아메리는 자신의 에세이들을 방송국에서
직접 낭독할 때도 청중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네며,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
중으로 하여금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독려했다고 한다.117) 또한 아메리는 대
중매체가 활자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언어, 소리나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소통을 도와주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심층적, 논리
적 의미 전달에 무게를 둔 문자매체에 비해, 대중매체의 언어는 논리적으로 설명
하기 힘든 미묘한 생각이나 감정을 보다 감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
다. 아메리는 소통에 있어서 나타나는 영화와 텔레비전의 언어가 지닌 이러한 가
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행위 언어와 영상 언어에 대한 연구,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118) 샤이트는 아메리가 라디오-에세이라는 장르를 계속 고수하

Biographie die Überschrift Der Medienlebling gegeben.”
113) 이러한 당대 독일 학계 내 아메리에 대한 저평가에는 그가 망명 작가로서 독일보다 프랑스
와 철학에 가까이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Vgl. Steiner: Nachwort (2005). In: JW, Bd.
611.
114) Vgl. Kesting: a. a. O., S. 156f..
115) Ebd..
116)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31.
117) Scheit: Nachwort (JSS)(2002). In: JW, Bd. 2, S. 644f..
118)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48: “나는 항상 육체적 표현과 언어를,
고 그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보충입니다. 나의 육체가 느낄 수
정도로 다른 자의 육체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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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 S.

그리
있을
보충

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함께 나누기 위한 소통의 장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본다.119) 그리고 이러한 아메리
의 의지가 서적 형태로 출판된 에세이의 문체 속에서도 남아있다고 강조한다.120)

1.3 원한과 극복
논리실증주의, 실존주의 철학과 에세이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아메리는 『죄와 속
죄의 저편』에서 지식인이자 작가로서 자신이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했다. 이러한 고민은 곧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기억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슈타이너는 아메리처럼 아우슈비츠를 직접 경험
한 희생자들은, 이 지점에서 다른 이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고 본다. 그들은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고민 이전에, 아우슈비츠
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가를 자문하게 된다는 것이다.121) 이 질문의 핵심은, 정신이 현실을 넘어서지 못
으로서의 언어, 직접적인 표현의 언어와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언어는 말보다 더 가까
이, 대화에서보다 더 가까이, 나를 거의 추궁하듯, 그러나 동시에 나를 해방시키듯, 다정하게 그리
고 나를 쓰다듬듯이 다가와야 합니다. [I]ch bin ständig im Begriff, das[physischer
Ausdruck/Sprache, Sprache der Bilder] zu lernen, und ich finde, das ist eine notwendige
Ergänzung. [E]s ist eine notwendige Ergänzung, daß ich nun auch diese unmittelbare
Ausdruckssprache kennenlerne, und vor allem, daß mir die menschliche Physis näher kommt,
ja, nicht nur näher als im Gespräch, sondern, ich würde fast sagen, spürbar näher an meine
eigene Physis, viel enger heranrückend als das Wort, mich quasi bedrängend, aber auch
erlösend, auch zärtlich, auch streichelnd, wenn Sie so wollen.”
119) Vgl. Scheit: Nachwort (JSS)(2002). In: JW, Bd. 2, S. 652: “여기서 그의 말을 듣거나 읽는 사람
들은 마치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느낌을, 그가 자신으로부터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장 아메리는 스스로에 대해 얘기하고 묘사했으며, 그의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독자에게로 향하는 그의 시선 또한 점차 분명해졌다’. Wer hier zuhört oder
wer dies liest, fühlt sich nicht einfach angesprochen, er bekommt das unmißverständliche
Gefühl, daß von ihm eine Antwort erwartet wird. ‘Jean Amé́ry sprach von sich, beschrieb
sich, und je deutlicher seine Physiognome erschien, desto deulicher wurde auch der Blick,
den sie auf den Leser richtete.’” Zitiert aus: Jan Philipp Reemtsma: 172364. Gedanken über
den Gebrauch der ersten Person Singular bei Jean Amé́ry. In: JW, Bd. 9, S. 502.
120) Vgl. Scheit: Nachwort (JSS)(2002). In: JW, Bd. 2, S. 645: “종이 위에 인쇄된 언어임에도 불구하
고, 그 안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혹은 다소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새로이 청중에게로 향하는 특징
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메리가 발전시킨 에세이적 형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Daß
im gedruckten Wort dennoch der Charakter der stets erneuerten Wendung an ein Publikum
– direkt und distanziert zugleich – erhalten bleibt, gehört zum Innersten der von Jean Amé́ry
nunmehr entwickelten essayistische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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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던 경험에 대해 또 하나의 정신활동인 기억과 고찰이
가능한가이다. 슈타이너는 실제적 경험을 ‘역사의 경계’ 밖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
고, 어떤 사건의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알 수 있다 해도, 경험 그
자체는 항상 극도로 낯선 것으로 남는다고 본다.122) 경험에 대한 이러한 슈타이너
의 해석은 주체의 주관적 체험을 외부의 시선이나 언어라는 추상적 기호로 매개
한 역사나 기억보다 진정성 있는 것으로 간주한 아메리의 인식과도 맞물린다. 아
메리에게 아우슈비츠의 역사화, 즉 아우슈비츠에 대한 기억하기는 실상 불가능하
다.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사유와 전달이라는 두 가
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 현실 앞에서 정신적 사유의 무
력함을 체감한 경험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한 사유의 불완전함 혹은 불가능으로 인해 이 기억을 전달하는 작업 또한 필연적
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메리는 작중에서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잊지 못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바꿔서 던진다. 그는
온전히 기억하기가 불가능할지라도 아우슈비츠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선택하고, 이 망각을 거부하는 길을 묘사하게 된 것이다. 아메리에 대한
각종 연구들, 특히 기억담론 속에서 아메리의 작품들을 분석하는 여러 논문들은
‘아메리의 기억하기’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123) 엄밀히 말해서
아메리는 『죄와 속죄의 저편』을 비롯한 여타의 작품들 안에서 아우슈비츠에 대해
기억하려고 하기 보다는 아우슈비츠에 대해 망각하기를 거부한다. 이 두 가지 사
121) Vgl. Steiner: Erinnern und Leben. Versuch zum Ort des Erinnerns bei Jean Amé́ry. In:
Kritik als Passion 2005, S. 27-40. Hier S. 29.
122) Steiner: Erinnern und Leben. a. a. O., S. 30: “경험 그 자체는 항상 서사로부터 도망치는, 서사
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두운 밑바닥이다. [...] 그러나 아우슈비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야 한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아우슈비츠는 정
신이 현실을 사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경험은 역사의
경계가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끝내 낯선
것, 불쾌할 정도로 낯선 것으로 남는다. Die Erfahrung selbst ist der dunkle Grund, welcher
sich dem Erzählen immer entzieht, der vom Erzählten immer abstrahiert wird. [...] Soll
jedoch eine Geschichte von Auschwitz geschrieben werden, soll Auschwitz erinnert
werden, dann könne das nicht mehr übergangen werden, denn Auschwitz ist die
Zeugenschaft der Uneinholbarkeit des Wirklichen durch den Geist. [...] Die Erfahrung
wird so zur Grenze der Geschichte. Man kann alles wissen, und doch bleibt das
Ereignis in einem letzten Sinn fremd – fremd bis zum Überdruß.”
123) Vgl. Marisa Siguan: Unsagbar sagbar. Amé́rys Tortur, Lefeus Wörter. In: Sabine Schneider
(Hg.): Die Grenzen des Sagbaren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Würzburg 2010, S.
153-166.; Weiler: a. a. O., S. 75-90.; Steiner: Erinnern und Leben. a. a. O., S.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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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방향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기억을 ‘긍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억의 망각을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아
메리의 이 같은 ‘부정적 기억과 극복’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먼저
아메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조명해볼 것이다. 그는 독일인이자
유대인이었으며, 유대인이면서도 아우슈비츠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소속감이
전무했다. 아메리가 자신의 이러한 양가적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 고향 개념과 유대인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한 그의
에세이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
메리가 주장하는 부정적 기억과 극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기 위해 그
의 원한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1.3.1 유대인 정체성과 망명 생활
아메리는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정권이 1935년에 선포한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
자신이 유대인이 되었으며, 아우슈비츠 경험을 통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124) 이 경험 이전의 그는 자신에게 유대인이기를 강요
하는 사회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그 불합리함에 반발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
들이기를 거부했다. 아메리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저항과 내적 공포는 그가
1934/35년에 집필한 『조난자들』에서 드러난다. 유년시절에 썼던 단편소설을 시작
으로 작가의 길을 계속 희망했던 아메리의 첫 장편소설인 『조난자들』은 반유대주
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그 당시의 빈을 배경으로 한다. 아메리의 “분신 alter
ego”125)이기도 한 주인공 오이겐 알트하거 Eugen Althager를 통해 아메리는 유
대인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반발심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한다.126) 그러나 아우슈
124) Vgl. Amé́ry: Mein Judentum (1978). In: JW, Bd. 7, S. 37f.: “1935년에 나는 뉘른베르크 법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것을 영원히 내면화하였다. 유대인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내게 분명해졌다.
이 순간, 이 정체성이 내게 의미했던 바는 이후의 경험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끔찍하리만치 더 강
렬해졌지만, 질적으로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1935 vernahm und interiorisierte ich für
immer die Nürnberger Gesetze. Mein Judesein wurde mir klar. Was es in diesem Moment
für mich bedeutete, hat sich durch die späteren Erfahrungen zwar graduell schreckhaft
intensiviert, qualitativ aber nicht eigentlich verändert.”
125) Heidelberger-Leonard: Nachwort (Schiffbrüchigen)(2007). In: JW, Bd. 1, S. 613.
126) 작중에서 오이겐은 뚫어져라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유대인들을 유심히 쳐다보지만, 자신과
유대인 혹은 유대문화를 잇는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한다. Vgl. Améry: Die Schiffbrüchigen
(1934/35)(2007). In: JW, Bd. 1, S. 21: “그[오이겐]가 이제 속해야만 하는 이 민족과 그를 잇는 것
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는 이러한 연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Nichts band
ihn[Eugen] an das Volk, zu dem er nun gehören mußte, oder: nichts wußte er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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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무엇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던 과거로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그를 규정하던 사회는 이제 그
를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그는 유대인이며, 유대인에게 주어진 미래는 죽음뿐
이기 때문이다.127)
훗날 아메리는 사회 전체가 그를 유대인으로만 보는 상황에서 혼자서 자기만의
주관에 따라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라고 주장한다.128) 샤이트는 아메리가 오랜 시간 거부해왔던 강제적 정체성을 자
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사르트르의 「유대인 문제에 관한 성찰 Réflexions
sur la question juive」(1954)이라고 설명한다.129) 이 글에서 사르트르는 유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유대주의가 존재하기 때
문에 유대인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아메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유대인으로 간
주되는 자가 바로 유대인인 것이라는 사르트르의 주장에 동감하며, 자신을 “부정
적 유대인 negativer Jude”으로 정의하기에 이른다.130) 여기서 부정적 유대인은
“유대인 문화를 가지지 않은 유대인으로서 존재함 Judesein ohne Judentum”을
가리킨다.131) 아메리에게 유대인은, 유대 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유대인들의 고
유한 생활, 종교, 문화나 역사를 공유하는 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혐오와 죽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존재로 취급받은 아우슈비츠에서의 유대인
이다.132) 아메리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적’이라고 부른 것은, 그
Bindungen an es.”
127) JSS, S. 154: “유대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 시작지점에서부터 휴가 받은 죽은 자, 살
해당해 마땅한 자임을 의미했다. 법에 따라 그곳[역자주: 죽음의 세계]에 속해야 하는 유대인이 아
직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은 오직 우연적인 것이었다. Jude sein, das hieß für mich von diesem
Anfang an, ein Toter auf Urlaub sein, ein zu Ermordender, der nur durch Zufall noch nicht
dort war, wohin er rechtens gehörte [...].”
128) Vgl. Amé́ry: Mein Judentum (1978). In: JW, Bd. 7, S. 38.
129) Vgl. Scheit: Nachwort (JSS)(2002). In: JW, Bd. 2, S. 668.
130)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06: “참고로 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유대인이다.
이것은 내가 반유대주의나, 오늘날 이것의 동의어로 쓰이는 반시오니즘의 흔적이 나타날 때는 앞에
나서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적극적인 유대인 정체성은 가지
고 있지 않다. Ich bin allerdings ein negativer Jude, das heißt, ich bin Jude in dem
Augenblick, da ich irgendwo eine Spur von Antisemitismus oder Antizionismus, was heute
ein anderes Wort für Antisemitismus ist, höre, trete ich vor und sage: Ich bin Jude! Positiv
aber besitze ich kein Judentum.”
131) Amé́ry: Mein Judentum (1978). In: JW, Bd. 7, S. 46.
132) Vgl. JSS, S. 167: “나에게 유대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의 비극을 나를 짓누르는 것으로 감
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왼쪽 팔 아래, 나는 아우슈비츠 수감자 번호를 지니고 다닌다. [...] 내
가 유대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내게 이 아우슈비츠 수감자 번호에 압축되어 있는 현실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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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자의 ‘긍정’이 아닌, 후자의 ‘부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과거를 되풀이하려는 반유대주의 혹은 반시오니즘, 즉 유대인을 사회로부터 배제
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저항함으로써 자신을 유대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아메리가 부정적 유대인 정체성을 주장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존재한다.
그것은 그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과 독일문화를 자신의 고향이라 여긴 독
일계 유대인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아메리는 “내가 무엇이라는 것은 곧 내
가 다른 무엇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etwas sein kann bedeuten, daß man
etwas anderes nicht ist”[JSS 167]라고 말한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유대인이 됨
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독일사회와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만 한 것이다.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독일 문학, 철학과 사회로부터 비롯된 정신
세계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나의 언어였
던 독일어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변했고,
이 변질된 언어로 이루어진 정신세계는 나를 철저하게 부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처럼 정신세계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든 유대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그 남겨진 육
체마저도 부정적인 것, 저주받은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133)
『죄와 속죄의 저편』의 3장에서 아메리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향
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사람은 얼마만큼의 고향을 필요로 하는가? Wieviel
Heimat braucht der Mensch?’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개념은 항
상 가장 최초의 과거, 즉 출생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메리에게 고향은 곧 “안전함
Sicherheit”[JSS 95]이다. 여기서 안전함은 세계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를 타자나 “전적으로 생경한 것 ganz und gar Fremdes”[JSS 96]으로부터 지켜
준다. 그러나 나치정권은 유대인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취급하고, 유대인으로부터
과거에 대한 정당성을 빼앗아감으로써, 이 고향을 파괴한 것이다. 아메리는 이 안
전함은 세계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본다.134) 설령 고향을 빼앗겼던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을지라도, 고향상실은
성들을 의미한다. [F]ür mich heißt Jude sein die Tragödie von gestern in sich lasten spüren.
Ich trage auf meinem linken Unterarm die Auschwitz-Nummer; [...] [I]ch bin Jude, dann
meine ich damit die in der Auschwitznummer zusammengefaßten Wirklichkeiten und
Möglichkeiten.”
133) Vgl. JSS, S. 33: “특히 독일적인 교육을 받은 유대인 지식인들에게서는 정신이 사회적인 기능을
하거나 혹은 기능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무엇을 떠올리든 간에, 그것은 자
신의 것이 아닌 적의 것이었다. Eine besondere Problematik stellte sich im Zusammenhang mit
der sozialen Funktion oder Nichtfunktion des Geistes dem jüdischen Intellektuellen deutschen
Bildungshintergrunds. Was immer er anzurufen suchte, gehörte nicht ihm, sondern dem Feind.”
134) Vgl. JSS, S. 97f.: “‘새로운 고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향은 어린 시절이나 유년시절의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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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요소로 남는다. 아메리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만이 가
득한 이 과거가 세계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기고, 새로운 고향과 안전함을 찾아
나서는 작업을 방해하여 자신을 계속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든다고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비록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하
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자기소유에 대한 온전한 감각 속에서 ‘나’라고 말할 수 없었다.
[...] 나는 더 이상 어떠한 나도 아니었고, 어떠한 우리 속에서도 살고 있지 않았다. 내겐
여권도, 과거도, 돈도 역사도 없었다. [...]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차후에 고향에 대한 권리
까지 빼앗았고, 나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망명의 삶으로까지 가져가야만 했다.
Ich war ein Mensch, der nicht mehr ‘wir’ sagen konnte und darum nur noch
gewohnheitsmäßig, aber nicht im Gefühl vollen Selbstbesitzes ‘ich’ sagte. [...] Ich
war kein Ich mehr und lebte nicht in einem Wir. Ich hatte keinen Paß und keine
Vergangenheit und kein Geld und keine Geschichte. [...] Man hatte ihnen noch
nachträglich ihr Heimatrecht entzogen, und ich mußte die Schatten mitnehmen ins
Exil. [JSS 90f.]

강제로 빼앗겨버린 고향인 독일과, 강요당했지만 자신의 고향이 아닌 유대인으로
서의 삶을 뒤로 한 채, 아메리는 해방 이후 죽을 때까지 망명 생활을 유지했다.
이러한 자발적 망명 지식인으로서의 삶만이 그에게는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유
일한 진정성”135)을 가진 삶이었기 때문이다. 부정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고
향을 상실한 망명의 삶에는, 동시대의 다른 독일 작가나 철학가들과 차별화되는
아메리만의 독특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무엇을 긍정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부정 그 자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
하고자 한 것이다.

1.3.2 원한을 통한 부정적 극복
그가 비록 낯섦 속에서 마치 취한 마냥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돌아다니지 않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
없이 땅에 발을 딛는 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고향을 잃어버린 자는 계속 그것을 잃어버린 자로 남
는다. Es gibt keine ‘neue Heimat’. Die Heimat ist das Kindheits- und Jugendland. Wer sie
verloren hat, bleibt ein Verlorener, und habe er es auch gelernt, in der Fremde nicht mehr
wie betrunken umherzutaumeln, sondern mit einiger Furchtlosigkeit den Fuß auf den Boden
zu setzen.”
135) Amé́ry: Mein Judentum (1978). In: JW, Bd. 7, S. 44: “내가 선택한 영원한 망명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정성이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게서 다른 모든 출구들을 차단시켜버렸
다. Das immerwährende Exil, das ich wählte, war die einzige Authentizität, die ich mir
erringen konnte - das Judesein verlegte mir alle anderen Ausw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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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과 화해를 거부한 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원한 Ressentiment”은 『죄와 속
죄의 저편』에서 나타난, 아메리의 부정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개념이다. 아메리
는 전후 이래로 독일 사회에서 미래를 위한 재건과 과거 청산이라는 화두 아래에
서 진행되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역사화 작업들이 결국에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망
각을 종용한다고 비판한다.136) 그는 특히 집단적 죄라던가, 한나 아렌트 H.
Arendt가 썼던 “악의 평범성 Banalität des Bösen”137)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로
나치 과거를 정리하고 결론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138) 그는 이러한 개념
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나치즘과 아우슈비츠를 일반화시킬 뿐만 아
니라, 그 실체로부터 떼어냄으로써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본다.139) 이러한 과거의 추상화나 ‘의도적 망각’ 혹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
는 ‘자연적 망각’에 맞서 아메리는 과거에 대한 일체의 망각을 거부하는 희생자들
136) Amé́ry: Die Verbündeten. Unzeitgemäße Betrachtung zur Remilitarisierung Deutschlands
(1950). In: JW, Bd. 7, S. 215: “그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에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간판을 훼손한 갈
색 얼룩을 지워버리고자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화해’와 ‘재건’을 요구하며, 민주주의자들
로부터 적극적인 참회를 요구한다. Sie sagen nicht ‘Durch Dienst an der Demokratie wollen wir
die unseren Schild verderbenden braunen Flecken austilgen’. Sie fordern ‘Wiedergutmachug’,
‘Wiederherstellung’, sie fordern die tätige Reue der Demokraten.”
137) 이 개념은 유대인 학살의 주범 중 한명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가 담긴
아렌트의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Eichmann in Jerusalem』(1963/64)에서 쓰여 독일 사회 내에
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이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
끼지 않는 아이히만을 보며 아렌트는 그에게서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읽어냈
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 그녀는 아이히만의 악함과 죄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 개념을 통해 그녀는 타인이나 타자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능력이나 도덕행위를 수행할
능력 자체가 아이히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한나 아렌트: 예루
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참조.
138)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아메리의 비판에서의 핵심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
나 진위 여부가 아니다. 첫째, 그는 아렌트가 체계화되지 않은 사회의 일상에서 비롯된 평범성이라
는 말을 굳이 개념화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둘째로 특히 아우슈비츠와 같이 현실이 극단적인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추상적 개념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Vgl. JSS, S. 62f..
139) Vgl. JSS, S. 134f.: “집단적 죄. 이 개념이 독일인들의 사회가 하나의 공통적인 의식, 의지와 행위
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당연히 순전한 헛
소리다. [...] 집단적 죄라는 개념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탈신화화되고 탈신비화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이 개념은 자신의 어둡고 운명적인 울림을 상실하고, 모호하고 통계적인 진술로 거
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오직 그러한 것으로서만 유용하다. Kollektivschuld. Es ist
natürlich blanker Unsinn, sofern es impliziert, die Gemeinschaft der Deutschen habe ein
gemeinsames Bewußtsein, einen gemeinsamen Willen, eine gemeinsame Handlungsinitiative
besessen und sei darin schuldhaft geworden. [...] Der Begriff der Kollektivschuld ist vor
seiner Anwendung zu entmythisieren und zu entmystifizieren. So verliert er den dunklen,
schicksalhaften Klang und wird zu dem, als das er allein zu etwas nütze ist: zu einer vagen
statistischen Au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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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한에 대해 이야기한다.
원한은 단지 자연에 반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상태이다. 원
한은 우리 모두를 파괴된 과거의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는다. 부조리하게도 원한은 되돌
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릴 것을,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것을 요구
한다. 원한은 본래의 인간적인 차원인 미래로 가는 출구를 막아버린다. 나는 원한에 사
로잡힌 자의 시간 감각이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혹은 어긋나 있거나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살아버린 것으로의 후퇴와 이미 일어나버
린 것들의 상쇄, 즉 이중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D]as Ressentiment [ist] nicht nur ein widernatürlicher, sondern auch ein logisch
widersprüchlicher Zustand. Es nagelt jeden von uns fest ans Kreuz seiner
zerstörten Vergangenheit. Absurd fordert es, das Irreversible solle umgekehrt, das
Ereignis unereignet gemacht werden. Das Ressentiment blockiert den Ausgang in
die eigentlich menschliche Dimension, die Zukunft. Ich weiß, das Zeitgefühl des im
Ressentiment Gefangenen ist verdreht, ver-rückt, wenn man will, denn es verlangt
nach

dem

zweifach

Unmöglichen,

dem

Rückgang

ins

Abgelebte

und

der

Aufhebung dessen, was geschah. [JSS 128]

이 원한은 『죄와 속죄의 저편』이 출판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념 중
하나이자, 현재까지도 아메리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개념이다. 전쟁 직후
에 자신의 아우슈비츠 경험을 고백했던 대표적인 홀로코스트 작가인 프리모 레비
가 세계평화와 화해를 주장한 것과 달리, 아메리는 이러한 화해가 결국에는 망각
일 뿐이라 비판하며 원한을 주장한다. 여기서 원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로 돌
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 참담한 과거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아메
리는 이러한 원한의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한에 사로잡힌 자의 이 비틀어진 혹은 어
긋나 있는 시간 감각이야말로 시간의 필연적인 흐름에 따라 매초마다 더 많이 진
행될 수밖에 없는 망각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아메리는 아우슈비츠
이후 다양하게 대두된 기억이론들이 결국에는 아우슈비츠의 과거화 또한 역사화
에 귀결되는 기억하기라고 여기고, 이를 거부하며 자연적일지언정 비인간적인 망
각을 거스르는 원한을 주장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아메리의 원한이 냉정한 용어가 아닌 분노와 열정을 지닌 감
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역사적 기억하기의 방식과 달리 아메리의
원한 개념이 비록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현재와 과거의 간극과 논리적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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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과거의 것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설
명한다.140) 수치화된 통계나, 사실적 사건들로 구성된 역사적 문헌들이나 추상적
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정신분석학적 혹은 철학적 이론들은 논리성과 보편성을 앞
세워 아우슈비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바른 역사’로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하기는 대상에 대한 모종의 거리감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 거리감에
따라 아우슈비츠는 어디까지나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취급될 수밖에 없다. 아메리
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슈비츠의 역사화를 비판하며, 원한을 이야기한 것이다.
한 번 세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자는 영원히 그것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고, 한
번 고문을 당한 자는 영원히 고문 속에 있다고 표현했듯이, 아메리와 같은 희생
자들에게 아우슈비츠는 과거가 아닌 현재다. 이처럼 과거의 것을 끊임없이 현재화
시키는 희생자들이 내면적 작용방식을 그는 원한 개념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아메리의 원한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원한이 상대방에게
같은 식의 고통을 야기하여 보복하겠다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메리
는 작중에서 원한을 복수와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원한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
입장에 맞선다. 전자는 『도덕의 계보 Generalogie der Moral』(1887)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의 정신은 모든 것을 ”사팔뜨기처럼 삐뚤어지게 본다”라고 표현하며 원
한을 비판한 니체 Friedrich Nietzsche(1844-1900)의 입장이며,141) 후자는 아우슈
비츠 생존자들의 원한을 ‘강제수용소 신드롬 KZ-Syndro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하는 현대 정신분석학의 입장이다. 아메리는 이러한 주장들에 맞서 자신의 원한
개념이 죄와 속죄, 즉 도덕적, 법적 판단 밖에 존재하는 일임을 역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한을 가진 주체가 정신병자가 아님을 강조한다. 아메리는 자신을 비
롯한 아우슈비츠 희생자, 생존자들이 당해야만 했던 일들이야말로 광기에 의한 것
들이었으며, 원한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신이 광기를 되돌려 스스로를 회복,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자신의 원한을 밝힘으로써, 아메리는 과거에 체험
해야만

했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고독감 äußerste

140) Vgl. Steiner: Erinnern und Leben. a. a. O., S. 37.
141) Friedrich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In: Giorgio Colli u. Mazzino Montinari
(Hg.):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Bd. 5.
München 1999. S. 270ff.: “원한은 어떤 행위에 대한 원래의 반응에 실패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통한 복수를 통해서만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규정한다. ... 원한의 인간
은 올바르지도, 순진하지도, 게다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거나 솔직하지도 않다. 그의 정신은 모든 것
을 사팔뜨기처럼 삐뚤어지게 본다. [D]as Ressentiment bestimmt solche Wesen, denen die
eigentliche Reaktion, die der Tat, versagt ist, die sich nur durch eine imaginäre Rache
schadlos halten [...] Der Mensch des Ressentiments ist weder aufrichtig, noch naiv, noch mit
sich selber ehrlich und geradezu. Seine Seele schielt [...].

- 45 -

Einsamkeit”으로부터 “구원 Erlösung”[JSS 131]받고자 한 것이다. 그는 타인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홀로 세상 속에 서 있
지 않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작중에서 자신의 “원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Anerkennung des Rechts auf Ressentiment
[verlangen]”.142) 이 지점에서 횔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성 kommunikative
Vernunft”143)을 통해 아메리가 주장하는 원한을 가질 권리의 인정, 혹은 원한 그
자체에 대한 인정을 설명하기도 한다.144) 아메리의 원한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
거나 이들을 해하기 위한 보복의 말이 아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가해진 고
통에 일말이나마 감정이입하고, 이러한 공감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끊임없
이 되돌리고자 하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아우슈비츠 희생자의 원한을 인정해주

142) Sebald: Mit den Augen des Nachtvogels. a. a. O., S. 517: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쟁에 대한
아메리의 기여가 아니라, 그가 이 분쟁의 시작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메리가 자신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원한의 가시는 원한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곧 ‘과거로부터 벌
써 회복한 민족’의 의식 상태를 다시 예민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시도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icht die Beilegung des Konflikts steht also zur Debatte, sondern seine Eröffnung.
Der Stachel des Ressentiments, den Amé́ry in seiner Polemik an uns weitergibt, verlangt die
Anerkennung des Rechts auf Ressentiment, was nicht weniger heißt, als den
programmatischen Versuch einer Sensibilisierung des Bewußtseinszustandes eines ‘von der
Zeit schon wieder rehabilitierten Volkes’ sich vorzusetzen.”
143)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성은 타자를 도구화하려는 주체의 이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하버마스는 타자의 도구화가 주체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호주관적 이해와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타자를
도구화하는 주체의 입장에 서있다면, 아메리는 타자로부터 도구화당한 주체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성 이론을 아메리의 원한 개념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두 사람
의 위치나 입장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메리의 원한이 그 고유한 의미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원식: 계몽의 자기파괴와 의사소통 이성,
연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18-125면 참조.
144) Vgl. Höller: a. a. O., S. 31: “관중들에게로 향하는 [아메리의] 언어적-문학적 ‘극복의 시도’ 안에
는 ‘의사소통이성’(위르겐 하버마스)에 대한 생각이 놓여있다. [아메리는] 비록 그의 경험과는 좁혀
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전후의 현실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에게 내어주기를
거부했던 상호보완적이고 상징적인 인정의 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타당한 자는 단번
에, 영원히 모든 안전함과 사회적인 합의를 빼앗기고, 다른 이들로부터 적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그
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인정을 목표로 하는 소통의 과정을 찾
을 수 있게 된다. [I]m sprachlich-literarischen ‘Bewältigungsversuch’, der sich an ein Publikum
wendet, ist die Idee einer ‘kommunikativen Vernunft’(Jürgen Habermas) angelegt. Trotz der
unüberbrückbaren Differenz des von ihm[Amé́ry] Erlebten sollte so ein komplementärer
symbolischer Raum der Anerkennung hergestellt werden, welche die Realität der
Nachkriegsgeschichte dem jüdischen Opfer der Katastrophe verweigert hatte. Der geschlagene
Mensch, der einmal aller Sicherheiten und sozialen Übereinkünfte beraubt und für den der
andere zum Gegenmenschen geworden war, findet so jenen Verständigungsprozess, der auf
die Anerkennung des Geschehenen zi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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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바란 것이다. 주관적 과거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바라며 과거의 망각을 거부하
는 원한은 아메리에게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신뢰를 대체하는 삶과 극복을 위한
부정인 것이다.145)

145) Vgl. Siguan: a. a. O., S. 155: “ 이 지성적인 자서전은 자신의 주관성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주관성은 곧 진실의 표현에 대한 의지이며, 이러한 주관성에 대한
권리는 사유와 감각의 진정성에 근거한다. [D]iese intellektuelle Autobiographie wird aus der
radikalen Befürwortung der eigenen Subjektivität geschrieben: einer Subjektivität, die sich als
Wille zum Ausdruck der Wahrheit versteht, deren Anspruch auf Authentizität des Denkens
und Fühlens grü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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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에 대한 신뢰의 붕괴와 극복의 중단: 『르푀 혹은
붕괴』
『죄와 속죄의 저편』의 성공 이후 장 아메리는 긴 세월의 침묵을 만회하려는 듯
이 쉼 없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
람들을 찾았고 그들과의 대화에 주저함 없이 뛰어들었다. “중요한 것은 말해진
것이지,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Es kommt auf das an, was
gesagt wird: nicht auf das, was unausgesprochen bleibt”146)라는 생각이 아메
리를 책상 앞으로, 라디오 방송국의 마이크 혹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으로 움직이
게 하였다. 독일 문학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지 5년 남짓 되었을 무렵, 아메리는
이 다작의 시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이 “피상적으로 던져지고
flüchtig

hingeworfen”,

통찰되지

“충분히

못했다

nicht

hinlänglich

durchdacht”[LA 481]라는 자평을 내린다. 또한 격변하는 사회에서 그는 자기 자
신도 변화했음을 감지하고, 이로 인해 과거의 주장들에 대한 수정과 보충이 불가
피하다고 여겼다. 『르푀 혹은 붕괴 Lefeu oder Der Abbruch』147)(1974)는 이러한
생각 끝에 탄생한 아메리의 새로운 작품이자 과거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메타텍
스트 Metatext이다.148) 앞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죄와 속죄의 저편』도 이러한 수
정과 보충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문의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밝혔던 주장들이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될 것이다.
아메리가 『르푀 혹은 붕괴』에서 시도한 이러한 메타-작업은 이전의 저작들에서
보다 많은 비판적 거리를 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성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것과 달리, 그는 새로운 작품에서는 “순전한 주관성 bare
Sujektivität”[LA 481]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결심한다.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
146) Amé́ry: Lefeu oder Der Abbruch. Konzept zu einem Roman-Essay (1974). In: JW, Bd. 1, S.
649.
147) 독일어의 Abbruch는 철거, 중단, 붕괴를 뜻하며, 이 세 가지 의미 모두 작품과 관련성을 지닌다.
이 중에서도 붕괴라는 번역을 선택한 것은, 이 단어가 르푀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개념인 퇴락
Verfall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48) 메타텍스트라는 개념은 제라르 쥬네트 G. Genette의 트랜스텍스트성에 속하는 유형 중 하나를 지
칭하는 개념으로 쥬네트는 이 유형 아래 비평이나 논문과 같은 2차 문헌들을 분류했다. 아메리의
경우와 같이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성찰하거나 변형하여 다시 작품화하는 경우는 ‘개인적 상
호텍스트성’ 혹은 ‘내적 상호텍스트성’이라고도 불린다. Vgl. Karl Heinz Bohrer (Hg.): Gé́rard
Genette. Palimpseste. Die Literatur auf zweiter Stufe. Aus dem Französischen von Wolfram
Bazer und Dieter Hornig. Frankfurt a. M. 1993. S. 13.;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한국문학평론가협
회 편찬, 2006, 596-5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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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이러한

아메리의

시도를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지위

Status

des

Überlebenden”149)에만 국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한다. 이러한 판단
과 더불어 서사로의 회귀라는 아메리의 개인적인 바람 또한 그로 하여금 이 새로
운 시도로 이끌었다. 전후에 줄곧 르포타주 혹은 에세이를 썼던 아메리는 진정성
과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이 장르에 만족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보다 본격적인
문학 장르인 소설 집필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메리가
그의 첫 장편소설인 『조난자들』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옛
작품이 지닌 미숙함에 대해 자조하면서도, 출판되지 못한 채 미완성인 상태로 남
아있던 이 서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표출해왔다.150) 『르푀 혹은 붕괴』
가 표방하는 에세이-소설 Roman-Essay이라는 장르는 전후의 아메리가 계속 추구
해왔던 내적 성찰에 대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거리감과 소설 집필에 대한 열망
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다.151) 전작들에서 구축한 경험적 자기성찰에, 비판적 거
리와 문학적 예술성이 더해진 “에세이적 서술 essayistisches Erzählen”을 통해
아메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성찰 층위 höhere Reflexionsebene”를 마련하고 “비
판의 정밀화 kritische Präzision”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152)

2.1 삶으로서의 퇴락

149) Heidelberger-Leonard: Nachwort (Lefeu oder der Abbruch)(2007). In: JW, Bd. 1, S. 678: “아
메리는 생존자의 지위에만 국한되기를 거부하며, 그 대신 스스로를 현재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프랑스인 르푀로 형상화했다. 마키에 소속되었던 빨치산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되었다. [Amé́ry]
will nicht auf den Status des Überlebenden reduziert werden. Statt dessen entwirft er sich in
der Jetztzeit als der Franzose Lefeu, und der Partisan im Maquis war er [...]”
150) Vgl. LA, S. 481: “요컨대 깊숙한 삶 저 멀리에 정박해있는, 아주 오래된 소망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야기하고자 했다, 혹은 이야기도 하고자 했다. [...] 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여러 우
회로 끝에 작가로서의 시작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소리는 이곳에서[『르푀 혹은 붕괴』
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Ein sehr alter Wunsch, der in tiefer Lebensferne ankert,
machte nämlich sich geltend. Ich wollte erzählen oder: auch erzählen, [...] Unüberhörbar hier
schließlich die Forderung den Ring zu schließen, nach mancherlei Umwegen zurückzukehren
zu den schriftstellerischen Anfängen.”
151)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29: “나에게 있어서 에세이적 요소들은 항
상 순전한 서사에 개입할 것입니다. 저는 순수한 서사의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 제 글
쓰기에는 언제나 너무 많은 성찰들이 들어있습니다. [E]ssayistische Elemente werden für mich
immer eingehen in das bloße Erzählen. Ich meine, ein reines Fabuliertalent bin ich auch gar
nicht, [...] Es ist da bei mir immer zu viel Reflexion da.”
152) Vgl. LA, S.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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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에 대해 성찰한 에세이나 자전적 색채가 짙은 소설 『조난자들』에서
와 달리, 『르푀 혹은 붕괴』에서 아메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
지 않는다. 가령 주인공인 르푀 Lefeu153)는 자기 자신이 아닌 에리히 슈미트
Erich Schmid(1908-1984)라는 화가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인물이다.154) 이 무명
화가는 황폐한 다락방 안에서 자신의 창작행위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속
세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한 채 “수도승의 삶 Mönchsleben”155)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메리는 슈미트에 대한 이러한 단상들과 이미지들이 르푀라는
인물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서 최초의 동기이자 “원형 Grundmuster”이 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르푀와 슈미트의 동일시를 거부하며 작중에서
이 원형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156)
이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성찰을 추구하며, 소설이 아닌 에세이-소설을 집필하고
자 한 아메리의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르푀는 통상적인 소설 속 ‘인
물 Figur’과 다르게 그 형상화가 불분명하다. 특정한 성격이나 외형을 지니지 않
은 르푀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생각과 말들이다. 아메리는 르
푀를 통해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유와 감
각들을 투사하되, 보다 이 사유와 감각들이 보다 객관적인 고찰에 이를 수 있도
록 외부적인 층위로서 르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슈미트라는 제 3
자인 실존인물에게서 원형을 추출하고, 이 원형을 토대로 자신의 성찰 혹은 문학
적 연상을 더하여 르푀라는 복합체 Komplex를 만들어낸 것이다. 작가가 독립적
인 성격과 외형을 부여한 여타의 소설 속 ‘인물들’과 달리, 이런 점에서 아메리의
에세이-소설

속

르푀는

작가의

“에세이적

성찰의

담지자

Träger

der

essayistischen Reflexionen”157)라고 볼 수 있다.
153) 르푀라는 이름은 프랑스어에서 불을 의미하는 feu에 관사 le가 결합된 것이다.
154) 이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대 빈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리와 마찬가지로 오스
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던 슈미트는 나치 정권을 피해 같이 벨기에로 망명하였고 이후 같은
시기에 귀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수용소에서 탈출에 성공한 두 사람의 행보는 이 시점부터 갈라
진다. 다시 벨기에로 돌아가 반나치운동에 합류했으나 이내 다시 체포되어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아
메리와 달리, 슈미트는 정처 없이 프랑스 각지를 떠돌다가 마키 Maquis라 불리는, 제2차 대전 중
에 결성되었던 프랑스 반독(反獨)유격대에서 활동하다가 종전을 맞이한다. 홀로코스트의 위협으로부
터 살아남은 두 사람은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아메리는 벨기에에서 그리고 슈미트는
파리에서 죽을 때까지 망명생활을 고수하였다. 서신을 통해 전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아메리는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던 짧은 에세이를 집필하기도 했다. Vgl. Amé́ry:
Die neuen Mönche. Bildnisse (un)berühmter Zeitgenossen. Unbekannter Maler E. S. (1959). In:
JW, Bd. 1, S. 643-649.
155) Amé́ry: Die neuen Mönche (1959). In: JW, Bd. 1, S. 648.
156) Vgl. LA, S. 4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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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광채-퇴락에 대한 비판
『르푀 혹은 붕괴』는 인물의 행위에 따른 사건 위주의 플롯이 아니라, 자신이 처
한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르푀의 고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전체에 걸쳐 나
타나고 있는 가장 단적인 상황은 르푀가 머물고 있는 오래된 집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센-부동산의 철거 통지문에서 시작되는 해체작업에 의해 르
푀의 집은 점차 무너져내려간다.
작품의 제목이나 르푀의 이러한 상황과도 연결되는 이 “퇴락(頹落) Verfall”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개념으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이 쇠하거나
잘못되어, 혹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퇴락
은 죽음과 연결되기 마련이지만 르푀는 작중 초반에 이 같은 연결을 거부하고,
이것을 오히려 삶, 그 중에서도 르푀 자신의 삶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런 퇴락
의 삶을 상징하는 자신의 집을 파괴하려는 강제철거가 퇴락이 아닌 “광채-퇴락
Glanz-Verfall”[LA 308]이라고 주장한다. 르푀가 말하는 퇴락과 이것과 삶의 연결
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중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퇴락’의 반
대항으로서 르푀가 거부하는 이 광채-퇴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작중에서 광채-퇴락은 예술적인 기교나 새 것에서 비롯되는 빛을 의미하는 광
채 Glanz라는 단어와, 이러한 기교와 빛을 모두 잃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퇴락
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모순적인 합성어이자 언어유희이다. 지금보다 새로운, 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르푀의 집을 강제로 퇴락, 붕괴시키겠다는
파리-센-부동산의 계획을 르푀는 광채-퇴락 혹은 ‘거짓된’ 퇴락이라고 비난한다.
광채-퇴락에 대한 르푀의 비판에는 더 윤택한 현재 혹은 미래의 삶이라는 명목
아래, 과거의 삶을 파괴하는 현대성을 거짓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여긴 아메리의
입장이 드러난다.158) 그는 이 같은 광채-퇴락에서 나타나는 맹목적인 “팽창
Expansion”[LA 297]은 사회적, 생물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
람들은 이 광채-퇴락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태어나면서부터
157) Amé́ry: Konzept zu einem Roman-Essay (1972). In: JW, Bd. 1, S. 652.
158)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8: “저는 거기서[『르푀 혹은 붕괴』에서] 분
명하게 시대의 흐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술만능주의적이고 인간을 파괴하
는 거짓된 현대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 이것을 『르푀 혹은 붕괴』에서 ‘광채퇴락’이라는 개념으로 규
정했습니다. [I]ch habe mich da[in Lefeu] sehr klar mit den Zeitströmungen auseinandergesetzt,
einerseits mit der technokratischen, den Menschen zerstörenden, falschen Modernität, die ich
durch den Begriff ‘Glanzverfall’ in Lefeu charakterisiert hat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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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자기 육체와 활동반경을 넓혀가는 인간에게 팽창은 곧 자신의 인생을 만들
어가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59) 그러나 이러한 삶을 위한 팽창이 『르푀 혹
은 붕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이의 삶인 팽창이 곧 나의 삶의 공간을 위
협한다는 점에 있다. 인간을 위한 팽창이 곧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메리가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시의성의 테러
Terror der Aktualität”160)와도 연결된다.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이 광채-퇴락에 있어서 팽창의 공간적 개념이라면, 시의성
의 테러는 팽창의 시간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오늘의 혹은
미래의 것만을 추구하고, 과거의 것을 버릴 것을 종용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을
가리킨다. 광채-퇴락의 공간적인 팽창이 부정하기 힘든 인간의 확장 본능과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든 것임을 설명했듯이, 시간적인 팽창인 시의성의
테러에 대해서도 아메리는 양가적인 입장을 취한다. 가령 『죄와 속죄의 저편』에
서 그는 시의성의 논리에 따라 아우슈비츠가 역사화 되는 것에 반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에 부합하지 않는 영원불변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현실을 외면
하는 거짓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161)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는 “시대로부터 그리
고 시대를 위해 aus der Zeit heraus und für die Zeit”162) 글을 쓰고자 했다. 그
러나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시의성을 쫓는 작업 중에 아메리는 자신
의 시대감각이 현대 사회가 촉구하는 현대성의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한 함께 느끼게 되었다. 그 때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회의를 느꼈고, 다시금 이
회의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163) 아메리가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순간 새
159) Vgl. LA, S. 298.
160) Amé́ry: Terror der Aktualität (1971). In: JW, Bd. 7, S. 11.
161) Vgl. Amé́ry: Terror der Aktualität (1971). In: JW, Bd. 7, S. 13, 27f..
162) Amé́ry: Geschichte einer Arbeit (1972). In: JW, Bd. 7, S. 553.
163) Vgl. Amé́ry: Vom verlorenen Vertrauen (1971). In: JW, Bd. 7, S. 537f.: “나는 내 머리와 육신
이 피곤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수용하는 정보들로부터 괴로움과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각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사회적 사건들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른 정보과잉 현상
이 존재한다. 우리는 훗날 현저하게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들었다. [...]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감각은 더 이상 그것[역사적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
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이 지닌 의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의심으로 인해 좌절
하게 되었다. [Ich] habe das Gefühl der Gewißheit, das ich müde nicht nur an Haupt und
Gliedern bin, sondern auch belastet und überlastet von Informationen, die ich aufnahm. Es
gibt, und namentlich in Epochen akzelerierten sozialen Geschehens, eine Informationssättigung.
Man hat ganz einfach zu viel gesehen und vernommen, was sich als Unvernunft und
Inhumanität eklatant erwiesen hat. [...] [U]nser persönliches Zeitgefühl kann nicht Schritt
halten mit ihr[der geschichtliche Zeit]. Wir beginnen dann zu zweifeln am Sinn des
Erschauten und verzweifeln schließlich im Zweifel und durch i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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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현재가 생성되기 때문에 시의성을 온전히 포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누르미-쇼머스는 『르푀 혹은 붕괴』에서
이러한 아메리의 시의성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작중에서 아메리의 “시대착오적인 미학에 대한 지지”164)와 “시대에서 뒤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소망”165)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생각 간에 균형을 잡는 아메리의 글쓰기를 그녀는 경사진 가운
데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산마루타기 Gratwanderung”166)에 비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의 철거에 대한 반발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 전개나,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을 고려한다면, 이 균형은 평행을 이루기보단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여기서 아메리는 비판적 거리를 가
지고 현재와 현실을 마주하는 ‘현재적 인식’과, 새로운 유행과 같은 흐름에 무비
판적으로 따르는 ‘현재 순응적 인식’을 구분한다. 전자를 피할 수 없는 시의성의
테러에 계속 맞서는 인식으로, 그리고 후자는 시의성의 테러에 굴복하는 태도로
파악한 그는 이 후자를 시간적 팽창과 광채-퇴락으로 분류하고 거부한다.
추상예술, 팝아트 옵아트, 리얼리즘, 사회비판적인 혹은 환상적인 예술. 전 이 모든 흐
름들을 지금까지 지켜봐왔습니다. 어떤 것이든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졌고, 그 전환은 너
무도 빨라 청각과 시각을 손상시킬 정도였지요. 이것 보십시오,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흐름에 맞춰 춤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니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지금에 와서도 사람들
앞에서 깡충거리며 춤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Man hat schon alles mitangesehen, abstrakt und Pop und Op und den Realismus,
sozialkritischen oder phantastischen, gleichviel, es kam und verschwand, so schnell,
daß einem Hören und Sehen verging, sehen Sie, ich habe niemals mitgetanzt und
werde nicht jetzt, fünf Minuten vor dem Absterben, amen, mein Tänzchen den
Leuten vorhüpfen, nein danke, ich mag nicht und ich will nicht und enfin. [LA
330f.]

르푀는 시대의 흐름에 무지하거나 단순히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이런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이다. 그는 비록 현재적 인식은 갖췄으나, 현재
중심적인

인식에는

따르기를

거부하는

164) Nurmi-Schomers: a. a. O., S. 151.
165) Nurmi-Schomers: a. a. O., S. 152.
166) Ebd..

- 53 -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자

Unzeitgemäßen”[LA 485]이다. 르푀를 통해 아메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오래되
고 낡은, 그러나 적어도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현대 문명의 발
전이라는 눈부신 빛으로 가려버린 채, 맹목적인 공간적, 시간적 팽창만을 추구하
는 광채-퇴락을 비판한 것이다.

2.1.2 삶을 위한 진정한 퇴락
작중 초반에서 나타나는 광채-퇴락에 대한 거부로서의 르푀의 ‘진정한’ 퇴락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기를, 즉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르푀는 이러한 선택에 따라 자신의 “고층동굴 Hochgrotte”[LA 353] 안에서 광채퇴락인 팽창을 거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nichts tun[end]”[LA 293] 퇴락
속에서 살아간다.
전 이것을 광채-퇴락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표현 방법일 뿐, 여러분들
[뒤셀도르프에서 온 신사들]은 저를 여기에 못 박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
안에서, 혹은 이 거부 안에서 어떤 회귀를 읽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새 것에 대한
저항은 옛 것에 대한 대칭적 매달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채-퇴락은
하나의 기호이자 의미론상의 농담일 뿐입니다. 물론 이 기호 뒤에는 세계에 대한 표상이
숨겨있습니다만, 전 아직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Ich nannte das Glanz-Verfall, es ist so ein Ausdruck, Sie[Herren aus Düsseldorf]
dürfen mich nicht darauf festnageln, sollen vor allem in diesem Widerstand oder
richtiger: dieser Abwendung keine Rückwendung sehen. Dem Widerstand gegen
das Neue entspricht keine symmetrische Anhänglichkeit an Altes: es ist nichts.
Glanz-Verfall ist nur eine Chiffre, ein semantischer Witz. Dahinter steht freilich eine
Weltvorstellung, ich kann nicht, noch nicht, definieren, was ich damit meine, [...]
[LA 331f.]

작품을 여는 첫 문장이기도 하며,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자
신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두다 Dinge an sich herankommen lassen”[LA 291]라
는 문장은 광채-퇴락에 맞서는 르푀의 퇴락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아무것도
아닌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퇴락은 근본적인 거부 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
며, 다른 구조나 이념과 결합하지 않은 “순전한 부정 bloße[s] Nein”[LA 293]이
다. 르푀는 이처럼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온전히 자기 체험, 내면의 판단과
성찰에서

비롯된

거부로서의

퇴락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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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견뎌내고,

관철해야하는

ausharren, durchhalten”[LA 294] 삶이라고 강조한다.
작중 초반까지 이처럼 순전한 부정 혹은 거부로서의 퇴락은 죽음의 상태를 가리
키지 않는다. 퇴락은 비록 천천히 진행되는 “해체 Auflösung”[LA 309]의 과정이
지만, 해체 혹은 소멸 그 자체는 아니라는 논리에 따라, 르푀는 작품 전반부에서
퇴락이 죽음이 아닌 삶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팽창하는 삶, 즉 광
채-퇴락 속에서 인간이 점차 기능적인 존재, 즉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
락하게 되는 것과 달리, 진정한 퇴락 속에서는 인간이 이러한 기능성으로부터 벗
어남으로써 삶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광채-퇴락이 시공간적 팽창을 통해 만든 구
조들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작업인 진정한 퇴락에서 르푀는 안락함을 느끼며, 이것
을 “삶에 대한 기쁨의 뒤틀린 형태 vertrackte Form der Lebensfreude”[LA 298]
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퇴락을 “죽음에 대한 충동 Todestrieb”과도 무
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느릿느릿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과정이다. 퇴(頹)-락(落)에서는 이 떨어짐을 한
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분이 안 계신다. 퇴락하는 것은 자신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것을 가령 악마여-우리-곁에-머무소서와 같은 주문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손들
과 같이 견고한 것에 묶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일종의 배신일 것이다. 여기 로캉탱
가 5번지에서 퇴락은 발생하고 하나의 역사가 되어간다. 퇴락에서 느껴지는 기쁨의 근원
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관해 죽음 충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꽤 아름다운, 심지어 시적이기까지 하나의 작업 가설일 것이다. 다만 이 가설에
는 가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확성이 빠져있다. 죽음은 낯선 것이자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죽음과 연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 충동이란,
신 안에서의 고요를 향한 그리움에 대한 진술일 뿐이다. 퇴락의 퇴락성은 그것의 정당성
과 최후의 연결고리가 삶인 체계 안에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어떤 삶
인가가 문제이다.167)
Es ist ein langsamer Prozeß, wollüstig. Ver-fall: und niemand, der dieses Fallen
unendlich sanft in seinen Händen hielte. Das Verfallende muß sich selbst genügen:
jeder Versuch, es anzuketten an Haltbares – etwa: die sanften Händen des
Teufel-sei-bei-uns – wäre eine Art Verrat. Cinq, Rue Roquentin, hier geschieht es
und wird zu einer Geschichte. Den Ursachen der Freude am Verfall auf den
Grund zu kommen, ist schwierig. Man kann vom Todestrieb sprechen, das ist eine
hübsche und sogar dichterische Arbeitshypothese. Es fehlt ihr nur an der nötigen
167) 위 인용에서의 이 마지막 문장은 퇴락이 삶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작품 후반에 접어들어
발생하게 될 ‘퇴락이 정말 삶의 문제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물리는 문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
이번 장에서 진행될 논의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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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äzision. Denn da der Tod das Fremde und ganz Andere ist, kann man
unmöglich etwas im Leben vor sich Gehendes darauf beziehen: Todestrieb sagt
nicht viel mehr aus als Sehnsucht nach der Ruhe in Gott. Erhellbar ist die
Verfalls-Verfallenheit nur innerhalb eines Systems, dessen Rechtfertigung und
äußerster Bezugspunkt das Leben ist. Es fragt sich nur: welches Leben? [LA 296]

여기서 아메리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R. M. Rilke의 「가을시 Herbstgedicht」
(1902)에서 “하지만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어느 한
존재가 있다 Und doch ist Einer, welcher dieses Fallen /unendlich sanft in
seinen Händen hält”168)라는 마지막 구절을 차용한다. 모든 자연의 생명체들이
쇠락하는 가을의 풍경을 그린 이 시에서 릴케는 이 떨어짐에는 신적인 존재를 가
리키는 “어느 한 존재”의 의지 혹은 자비가 깃들어있다고 표현했다. 바로 이 부
분에서 르푀는 릴케의 시와 정반대로 퇴락에는 이러한 존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를 상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적인 존재와 그의 자비를 찾는
것은 삶을 죽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죽음 충동 이론만큼이나 적합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낯선 것이자 완전히 다른 것”인 죽음은 “정신적인
빈자리”로 남아야 하는 것이며, 이 죽음은 퇴락처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
상 혹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르푀는 오히려 이러
한 ‘신적인 죽음’을 부정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체계 안에서 퇴락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르푀는 퇴락을 “노쇠 Senilität”[LA 313]와도 구
분한다. 죽음과 직결되는 노쇠함은 “메마른 trocken”[LA 313] 것인데 비해, 퇴락
은 “축축하고 feucht”[LA 313] “정욕적 wollüstig”[LA 296]인 과정이다. 또한 이
퇴락에서 발생하는 더러움과 무질서함은 노쇠나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건강한 kerngesund”[LA 206] 것이며, 나아가 생명
력을 상징한다.169) 뒤셀도르프에서 온 신사들을 비롯한 다른 방문객들이 더러워서
꺼려하는 로캉탱 가 Rue Roquentin 5번지에 위치한 이 고층동굴은 르푀에게 그
어느 곳보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공간인 것이다.
추하고 구역질나는 것,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인간적인 삶의 일부로 여
기는 르푀의 모습은 아메리가 사르트르로부터 받은 실존주의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70) 이것은 르푀가 사는 로캉탱이라는 거리의 이름 또한 사르트르

168) Rilke-Archiv (Hg.): Rainer Maria Rilke. Sämtliche Werke. Bd. 1. Frankfurt a. M. 1955, S. 400.
169) Vgl. LA, S. 206.
170) Vgl. Amé́ry: Der Existentialismus in Frankreich. Revolution des Geistes? Mode?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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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설인 『구토 La

nausé́e』(1938)의 주인공인 앙트와느 로캉탱 Antoine

Roquentin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는 이
런 점을 포착하여 로캉탱 가에 위치한 르푀의 집이 서술 배경인 『르푀 혹은 붕
괴』의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삶을 향한 르푀의 퇴락과 거부에서는 사르트르아메리의 실존주의적 사유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171) 아메리가 묘사
하는 르푀의 삶과 퇴락이 사르트르의 철학에 아메리의 개인적 성찰이 더해진 “특
정한 형태의, 거부로서의 실존주의”172)가 형상화된 것이라는 바일러의 해석도 이
러한 점에 근거한다. 이처럼 퇴락을 추구하는 것은 『르푀 혹은 붕괴』 초반에 죽
음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삶을 위한, 삶을 지향하는 “인간적인
저항

humaner Protest”[LA

298]이자 “합법적이고 인간적인 요구 legitime

humane Forderung”[LA 317]로 나타난다. 외관상 퇴락은 점차 추해지고 낡아지
는 과정이지만, 광채-퇴락을 거부하며 선택하는 르푀의 퇴락에 아메리는 인간적인
존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173) 그리고 이에 따라 아메리는 “건설에 대한 욕망
Lust am Aufbau”[LA 321]이나 팽창에 대한 집착, 즉 광채-퇴락에 사로잡히지 않
르푀의 진정한 퇴락을 “탈기능화된 삶 entfunktionalisiert[es] Leben”[LA 321]이
자 인간적인 “삶의 정수 Essenz des Lebens”[LA 321]라고 설명한 것이다.174)

2.2 언어에 대한 신뢰의 문제
2.2.1 언어에 대한 인식의 불협화음
Dämmerung des ‘Esprit français’? (1945). In: JW, Bd. 6, S. 14f.: “사르트르는 실제적인 시인이다.
[...] 그는 새로운 미학적인 범주가 따로 생겨날 정도의 엄청난 열정으로 추한 것, 역겹고 거부감이
드는 것들을 그려냈다. Satre [ist] ein wirklicher Dichter. [...] Das Häßliche, ja Widerwärtige
und Abstoßende ist mit einer solchon Inbrunst gestaltet, daß es zu einer neuen ästhetischen
Kategorie wird.”
171) Vgl. Heidelberger-Leonard: Nachwort (LA)(2007). In: JW, Bd. 1, S. 679.
172) Weiler: a. a. O., S. 83f.: “르푀의 주거지의 주소인 ‘로캉탱 가 5번지’는 사르트르의 소설인 구토
속 주인공, 앙트와느 로캉탱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르푀가 실존주의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시대에 대한 거부로서의 실존주의를 특정한 모습으로 형상화하며 ‘실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D]ie Adresse von Lefeus Wohnhaus ‘5, Rue Roquentin’, die als Reminiszenz an Sartres
Protagonisten Antoine Rouquentin aus dem Roman La Nausé́e erscheint, veranschaulicht, dass
Lefeu nicht eigentlich existentialisch denkt, sondern eine ganz bestimmte Form des
Existentialismus als Neinsage an die Welt und seine Zeit ‘existier[t]’.”
173)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9.
174) Vgl. LA, S.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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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락과 거부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앞서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가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는 르푀를 통해 이런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
고자 했으며, 그의 시도는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인식의 문제와 그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표현의 문제로 이어졌다. 아메리는 이 문제들을
언어의 문제로 수렴하여 작중에서 르푀와 그의 연인인 이레네 Irene의 관계를 통
해 제시한다. 이레네와의 점차적인 이별은 집의 철거와 더불어 작중에서 르푀가
마주하는 또 하나의 상황이다.
르푀의 연인이자 시인인 이레네는 작중에서 언어의 자율성 Autonomität을 지지
하는, 구조주의적 언어관을 형상화하는 인물로 등장한다.175) 아메리는 여기서 주
체가 중심이 되어 의미를 전달하거나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적 언어’와, 대상이나
의미와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율적 언어’를 구별한
다.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있어서 주체의 존재와 그의 역할을 중시했던
실존주의자인 아메리는 ‘탈주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조주의와 그의 언어관에 대
해 격렬하게 반발했다.176) 작중에서 나타나는 이레네의 구조주의적 언어에 대한
르푀의 비판과 우려는 1960년대 후반 이래로 크게 각광받았던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의 『말과 사물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1966)을 겨냥한 아메리의 비판이기도 하다.177) 푸코의 책과 동일한 제
목이 부쳐진 세 번째 장인 「말과 사물 Die Wörter und die Dinge」에서 르푀는
175) Vgl. Weiler: a. a. O., S. 85.
176) 아메리의 구조주의 비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고한다: Vgl. Amé́ry:
Wider den Strukturalismus. Das Beispiel des Michel Foucault (1973). In: JW, Bd. 6, S. 78-105.;
Fremdling in dieser Zeit. Zu Werk und Gestalt des Strukturalisten Claude Lé́vi-Strauss (1975).
In: JW, Bd. 6, S. 106-133.
177) 아메리는 담론과 구조를 통해 사회를 설명한 푸코를 레비-스트로스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구조
주의자 중 한 명으로 간주했다. 구조주의를 비판한 아메리의 에세이들에서 가장 자주 논의된 것 또
한 이 두 사람이었다. 아메리는 푸코의 ‘담론 Diskurs’를 비(非)인간적, 혹은 심지어 반(反)인간적
사회, 철학, 언어 ‘구조 Strukur’로 파악하고, 그를 구조주의자이자 그의 구조주의를 반휴머니즘적
철학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아메리의 관점은 현재의 일반적인 푸코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충돌한다. 오늘날 학계는 푸코를 담론 철학가로 보거나, 구조주의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고자
한 후기(탈)구조주의 철학가로 본다. 그의 담론 철학은 인간 사회가 인간 개개인이나 인간 군상이
이루는 사회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적 혹은 관념적인 대상 그 자체로부터 형성되는 담론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한 철학으로 해석된다. 아메리는 인간 주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않
는 푸코의 생각들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오늘날 푸코의 이런 담론철학은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더 큰 인본주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제기한 철
학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메리의 구조주의 나아가 담론철학에 대한 인식이 지닌 한
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되, 아메리의 세계관과 인식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이에 대한
다음의 언급들은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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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율적 언어는 의미와 대상을 잃은 “헛소리 Geplapper”
이자 “언어유희 Wortspiel”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너는 파펠알레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헛소리가 될 때까지 말을 가지고 놀고, 네가 자율
적이라고 여기는 언어에 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그러나 실상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자나 청중들에게 일련의 상상들을 일깨움으로써 너는 항상 다시 현실을 겨냥하
게 될 것이야. 너는 말이 가진 유의미함으로부터, 대상과 말의 연결로부터 벗어날 수 없
어.
Du sagst Pappelallee, spielst mit dem Worte, bis es zum Geplapper wird und
gibst dich ganz der Sprache, die du für autonom hälst, anheim. In Tat und
Wahrheit aber zielst du, ob du es willst oder nicht, immer wieder in die
Wirklichkeit hinein, indem du im Leser oder Zuhörer Vorstellungsreihen erweckst.
Du kannst dich dieser Sinnhaftigkeit des Wortes, dieser Bindung des Wortes an
das Ding nicht entziehen [LA 362]

르푀는 이레네의 구조주의적 언어관에 반대하며 현실과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언
어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공허한 것 ein Nichts, eine
Nichtigkeit”[LA 357]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언어가 자율적이라는 구조주
의자들의

“착각

Irrsinn”[LA

365]이

언어의

해체

혹은

“언어의

파괴

Sprachzertrümmerung”[LA 365]로 이어지고 있다고 염려한다. 르푀는 언어의 파
괴가 “세계에 대한 경험 Welterfahrung”[LA 365]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세계에
대한 경험은 결국 더 심한 언어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본다. 그는 이런 과정
끝에 이레네가 ‘자기 자신’, ‘언어’, 그리고 ‘세계’, 이 세 가지 모두를 잃고 결국에
는 “이레네들의 시설 Irenenanstalt”[LA 367]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단어는 정신병원 Irrenanstalt과의 동의어로, 아메리는 여기서 르푀를 통해 구조주
의적 언어관이 비이성과 광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작중에서 르푀와 이레네의 점차적 이별이라는 상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그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육체적 성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으로, 이 때 이레네는
자율적 언어가 아닌 “저속한 말들 mots oduriers”[LA 354]을 내뱉는다. 르푀는
이 저속한 말들이 구조주의의 언어와 달리 경험 가능한 현실을 지시하고, 성관계
에 에로틱함을 더 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육체적인 접촉과 이레
네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저속한 말들을 통해서나마 그는 이레네와
소통하고자 한다.178)
두

번째

단계는

이

최소한의

소통이

- 59 -

사라진

“위험한

고요

gefährliche

Ruhe”[LA 378] 혹은 “무덤의 고요 Grabesruhe”[LA 378] 상태이다. 이레네가 멍
하니

천장만

응시하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가운데,

르푀는

“석화

Versteinerung”[LA 355]된 이레네를 깨우기 위해 계속 “말의 화살 Pfeil eines
Wortes”[LA 355]들을 던진다. 르푀가 뒤셀도르프에서 온 신사들 앞에서 이레네의
시 「파펠알레 Pappelallee」179)를 우스꽝스럽게 낭독하는 것도 굳어버린 그녀에게
“피가 뿜어져 나오는 상처 quellende Wunde”[LA 356]를 입히기 위해서이다. 이
장면은 이레네의 언어이자 구조주의 언어에 대한 르푀의 비판이 가장 신랄하게
나타나는 장면이자, 두 사람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기서 르푀는 이레네의 시에서 첫 문장만을 가져와 마음대로
변형하여

읊은

뒤에,

이

시를

“새로운

문학적

움직임

neue

literarische

Demarche”[LA 370]이 나타나는, 독자를 향해 “열려있는 offen”[LA 370] 텍스트라
고 장황하게 소개한다.
문장들의 유의미함이 사라지고 이것이 야기한 모든 기준의 상실로 인해, 늘 최신유행만
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장들에 순전히 무의미한 해석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없게 된 이 언어
유희의 비일관성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이 언어유희가 퇴락의 일부가 아
닌 광채-퇴락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표시이다.
[M]it dem Verschwinden der Sinnhaftigkeit von Sätzen und dem hierdurch
bewirkten Verlust aller Kriterien [wird] es möglich, auch Leuten, die up to date
sind, mit purem Unsinn den Leim zu kochen, dem sie dann kleben. [...] Das
erhellt aber nicht nur die kritisch nicht mehr aufgreifbare Inkonsistenz solcher
Sprachspiele, sondern ist ein Zeichen dafür, daß diese Teil sind nicht des Verfalls,
sondern des Glanz-Verfalls. [LA 375]

르푀는 여기서 이레네의 시를 멋대로 침해하고 훼손함으로써, 의미나 의도와 무
관하게 상표를 붙여서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광채-퇴락을 흉내 내고 있
는 것이다. 그는 이레네의 시에서 나타나는 구조주의적 언어가 스스로 의미와 대
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광채-퇴락의 포섭을 피해가지 못한다고 비난
178) 작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육체와 언어의 연관성을 바일러는 몸과 언어가 결합된 메를로-퐁티
Merleau-Ponty의 ‘몸짓 Gebärde’ 개념을 통해 해석하기도 했다. Vgl. Weiler: a. a. O., S. 85.
179) 본래 포플라 가로수길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여기에서는 ‘입 안에서 중얼거리다, 수다 떨다’를
의미하는 방언인 ‘pappeln’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단어로 보인다. 이것은 단어가 가지는 의미나 대
상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유사하게 발음되는 여러 단어들을 나열한 청각시인 이레네의 시의 제목
이기 때문에, 원음 그대로를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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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어떠한 해석을 거부하지도 수긍하지도 못하는 무의미한 혹은 무기력한 이레
네의 언어가 광채-퇴락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르푀와 이레네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레네는 초반부터
예견되고 우려되었던 광기로 치닫는다.180) ‘의미 Sinn’를 파괴하기 위해 ‘무의미
Unsinn’를 추구했던 그녀가 마지막엔 결국 ‘광기 Wahnsinn’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다.
눈은 이미 크게 떠져있고 멍하니 앞만 응시하고 있다. 입도 이미 크게 벌려져 있으며,
이곳을 통해 작은 뱀들이 아니라 다시 날카로운 웃음과 같은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입을 내 왼손으로 막아버려야 했었는데.181) 그러면 안 돼 이레네, [...] 봐, 내 손은 이
미 오래전부터 너를 만지고 있지 않아, 장인은 자신의 손짓을 이미 멈췄어. 그러니 너의
비명을 정당화할 어떠한 쾌락의 원인도 없는 셈이지. 예리코의 성벽을 무너뜨린 트럼펫
마냥 벽을 무너뜨릴 기세로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이 집은 너 없이도 붕괴될
것이니까.
Die Augen jetzt schon weitoffen und starrstarrend. Weitoffen schon der Mund,
den meine Linke knebeln müßte, denn wieder kommt statt der Schlänglein der
gellende Lachwehlaut aus ihm. Das geht nicht, Irene, [...] Meine Hände haben ja
längst auch abgelassen von dir, der Handwerker streikt, es ist kein Lustgrund
mehr da, der deine Schrei rechtfertigte, auch brauchst du die Mauern nicht
niederzuschreien, Trompete von Jericho, das Haus wird abgebrochen, auch ohne
dich. [LA 383f.]

침묵의 상태 혹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난 이레네는 어떠한 말도, 육체적 접촉
도 거부하고,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과 같은 신음소리”는 예정된 철거에 일조하
듯 르푀의 집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처럼 르푀와 이레네의 언어와 결국 소통으
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들의 관계 또한 파국을 맞이한다.
르푀는 작중에서 이레네와의 이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언어와 세상,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광기의 영역으로 나아간 이레네에게 돌리고 있지만,182)
180) Vgl. LA, S. 358: “이레네, 너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야. 가령 너의 가장 최근의 시인
파펠알레만 들어봐도 ... 그래, 헛소리가 될 때까지 파펠알레라. [...] [이 시는] 내게 하나의 징후처럼
보여. 징후이자 위험으로. Irene, es wird nicht gut ausgehen mit dir. Ich nehme mir dein
jüngstes Gedicht vor, Pappelalle ... ja, Pappelallee bis zum Geplapper. [...] [Das Gedicht]
erscheint mir als ein Symptom: Symptom und Gefahr.”
181) 여기서 “나의 왼손 meine Linke”은 구어에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서투른 손이나 믿음직스럽지
못한,
혹은
비열한
행위를
벌이는
동작을
의미한다.
Vgl.
Duden
online.
(http://www.duden.de/rechtschreibung/link, 25.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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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별에는 이런 이레네를 붙잡지 못한 르푀의 언어가 지닌 문제들도 함께 나타
난다. 르푀는 “문장들의 의미 Sinn der Sätze”[389]를 믿으며, 유의미한 문장을 통
해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언어의 자율성을 주장하
는 구조주의자들과 달리, 그는 언어가 오직 현실세계와 사회 속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83) 르푀의 이러한 주장은 대상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언어의 매개 가능성에 대한 작가 아메리의 신뢰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르푀는 앞서 밝혔듯 아메리의 언어와 성찰의 복합체로, 그의 언어는 곧 아메리
자신의 언어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철학과 미학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
거나 학문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자신의 언어를 아메리는 르푀를 통해서 형상화한
것이다.
『르푀 혹은 붕괴』를 구상하던 초기 단계에 아메리는 「메르쿠어 Merkur」 지에서
구조주의와 신비평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하인리히 포름벡 H. Vormweg이라는
인물의 글을 접한다. 주체와 언어의 해체가 새로운 문학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포름벡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아메리는 에세이-소설의 형태를 지닌
“[작품]생산 [Werk]Produktion”을 통해 “광기의 문제와 언어의 의미를 언어안에서
찾으려는 das Problem des Wahns, den Sinn der Sprache in der Sprache
zusehen” 작업을 구상하기 시작한다.184) 이 결심을 개인적인 서신에 적은지 일
년 뒤, 그는 『르푀 혹은 붕괴』의 초안에서 언어는 해체되거나 사라지지 않은 상
태에서 현실을 매개하고 전달할 수 있고, 어떠한 복잡다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
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언어관이 이 작품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밝힌다.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형식적 토대는 언어에 대한 신뢰이다. 그렇다, 현실이 언어 안
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언어는 현실을 매개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어는 그 전달자로서 유용한 것이다.
Wesentliche formale Grundlage [des Werkes] ist das Vertrauen in die Sprache. Ja,
die Sprache kann Wirklichkeit vermitteln, ohne daß diese in jener aufginge; ja, die
Sprache ist als Kommunikator auch kompliziertester Sachverhalte brauchbar.185)
182) Vgl. LA, S. 378: “여기에서는 누구도 누구에게 동반자가 될 수 없어.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나는 너의 동반자가 될 수 없어. 그건 네가 언어로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 세계로부터 도망쳐
버렸기 때문이야. [K]einer kann keinem Gefährte hier sein. Dies ist wohl unser Fall in ganz
besonderem Maße. Ich kann dir nicht Gefährte sein, weil du aus der Sprache und mit ihr
aus der Welt geflohen bist.”
183) Vgl. LA, S. 366f..
184) Jean Amé́ry an Hans Paeschke (16. 12. 1971). In: JW, Bd. 1, S.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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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레네와의 이별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신뢰가 르푀의 집처럼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르푀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이별을 향해
움직이는 이레네와 달리, 르푀는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그녀를 끊임없이 되찾고자
한다.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레네와 그녀의 “비현실적인 irreal”[LA 373] 언어는
“세상에 대한 부정 Weltverleugnung”인 반면에 르푀의 언어는 “세상에 대한 거
부 Weltabwendung”[LA 366]이다. 전자의 부정은 주변세계를 무의미하고 불필요
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반대로 후자의 거부는 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르푀가
이레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것은, 그녀를 다시 이 현실세계로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자신의 퇴락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어서 온다면 좋으련만. 사람은 홀로 이 로캉탱 가에서 퇴락해갈 수 없다. 자신의
퇴락을 비춰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버려져 있을 뿐이다.
Wenn du nur schon kämest, man kann allein nicht verfallen in der Rue
Roquentin, man braucht ein Auge, in dem man den widergespiegelten Verfall sieht,
anders ist man verlassen, verlassen, wie der Stein auf der Straßen. [LA 351]

르푀의 언어와 퇴락은 거부하고 비판하기 위한 현실과 대상, 그리고 거부의 의
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신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잠든 이레네의 옆에서 르푀는 “내 말 들려? Hörst du mich?”[LA 358]라
고 재차 묻는 것이다. 이 반복되는 질문에는 자신의 언어가 소통의 기능, 의미 전
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르푀의 두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나 르푀가 이
레네의 언어에 반대함으로써 계속 모종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과 달리,
그녀는 그의 언어를 무시함으로써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된다. 이 점은 작품의 시점이 전적으로 르푀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칫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작중에서 르푀는 광기와 광채-퇴락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레네의 언어를 비판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이별은 곧 르푀의 한계, 즉 아메리
의 언어의 한계가 언어의 소통 불가능성, 매개 불가능성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185) Amé́ry: Konzept zu einem Roman-Essay (1972). In: JW, Bd. 1, S.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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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언어의 매개 불가능성
집의 철거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거주자들도 모두 떠나고, 이레네도 더 이상 찾
아오지 않는 로캉탱 가에는 르푀만이 홀로 남게 된다. 점차 막다른 궁지에 다다
르고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르푀는 긍정하는 자 Jasager인 친구 자크 Jacques가
제안하는 미술전람회로의 여행을 수락한다. 예술상인 보만 Beaumann을 만나 자
신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떠나는 이 여행을 선택함으로써 르푀는 스스로를 “변
질 Verderb”[LA 422]에 내맡긴다. 안락하고 편안한 자크의 차 안에서 그는 돈으
로부터,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자조한다. 이 자포자기에 가까
운 르푀의 선택은 그의 삶과 퇴락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게 된다. 이 전
환은 르푀에게 퇴락의 장소이자 삶의 안식처였던 로캉탱의 집을 떠나, 그가 “라
크 지방의 천연가스 공업시설 lou Gaz de Lacq”[LA 423]을 마주하는 순간에 돌
연 찾아온다. 무너져가는 집을 벗어나 이레네의 시에서 언급되었던 파펠알레, 혹
은 포플라 가로수길을 지나자, 르푀는 자신이 퇴락 속에서 내내 그려왔던 검붉은
하늘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천연가스 공업시설의 불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뒤덮인 하늘이다.
자크! 저기 저 하늘이 보이십니까? 나는 하늘을 저렇게 빨갛게 수백 번이고 그렸었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어디로 온 것이지? 이것은 포가 아니다. 여기에
는 어떤 전람회도 열리고 있지 않고, 뒤테이와 같은 스타의 그림들도 걸려있지 않다. 여
기에서 보만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권리가 없다. 여기에는 검붉은, 그러나 당신의 자
동차 배전판이 똑딱거리면서 보여주듯이, 매 킬로미터마다 가까워질수록 더욱 붉어지는
하늘만이 있을 뿐이다. 자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라크 천연가스
공업시설입니다. [...] 검은 것은 붉게 되고, 붉은 것은 시퍼렇게 변해갔다. 자크, 여기에
서 불꽃은 겨울의 밤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Jacques! Sehen Sie den Himmel? So habe ich ihn hundertmal gemalt: rot. Und so
sehe ich ihn zum erstenmal. Wo sind wir hingeraten? Das ist nicht Pau, da findet
keine Vernissage statt, da hängen keine Duteil-Bilder, da hat Beaumann nichts
mehr zu sagen, da ist der schwarzrote, aber mit jedem Kilometer, den Ihr
Schaltbrett klickend aufzeigt, röter werdende Himmel. Jacques, wo sind wir? C'est
lou Gaz de Lacq, [...] Aus Schwarz ward Rot, aus Rot wird Blau: da stechen
Flammen in den winterlichen Nachthimmel, Jacques. [LA 423]

라크 지방은 아메리가 처음으로 나치세력에게 체포된 후에 감금되었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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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푀의 모델인 슈미트도 머물렀던 귀르 수용소와 인접한 곳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구금 수용소였던 이곳에서는 아우슈비츠에서처럼 화장터가 건설되거나 대량학
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귀르 수용소는 아메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첫
시작지점이다. 이 귀르 수용소가 있었던 곳에 위치한 라크 공업시설과의 마주침은
단번에 르푀와 아메리를 아우슈비츠라는 과거를 향하게 만든다. 르푀의 눈앞에서
“피와 같이 붉게, 그리고 이내 창백한 시신과 같이 파랗게 변해가는 검은 연기”
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강제 수용소의 화장터이다. 이 앞에서 르푀는 “멈춘다”.
“단절 Bruch”186)로도 해석되는 “멈춰서시오. 나는 기억한다 Halten Sie an: ich
erinnere mich.”[LA 423]라는 구절은 명령문이자 선언적 내용을 담은 문장이다.
여기서 “멈춰서”라는 말은 첫째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크를 향한 것으로, 르
푀는 광채-퇴락으로 향하던 변절로서의 여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죽음과 고통
으로 점철된 과거를 가진 그는 자신이 자크와 달리 긍정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은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세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아메리가 이르게 되었던 깨달음과도 상통한다. 그에게 거부는 선택의
문제이기에 앞서 실존적 문제인 것이다.
둘째로 이 말은 그 동안 삶을 위한 거부와 퇴락을 지지하던 르푀 자신의 언어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아직 손이 닿을 수 있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관념
(기억)복합체 Komplex, den ich vergrub in die letzten mir noch erreichbaren
Tiefen meiner Existenz”[LA 436]를 마주한 순간, 그는 이것을 자신의 지시적 언
어 혹은 ‘기능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존재의 결정적인 순간에조차 완전히 소진된 언어들만이 앞에 놓여있다면, 언어의 무기
력함을 느낀 자는 발화 자체를 거부하고, 구역질을 느끼며 언어로 만들어진 졸작들을 자
신으로부터 밀어낼 것이다. 이 언어가 이토록 소진된 것은 각종 기록 문헌들이나 (“공중
의 무덤”과 같은 표현이 담긴) 시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언어는 어떤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지시할 수 있지만, 경험적 사실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Wenn selbst in crucialen Momenten einer Existenz nur Wörter sich darbieten, die
durch den dokumentarischen oder auch dichterischen Verbrauch („ein Grab in den

186) Heidelberger-Leonard: Zur Kongruenz von Existenz, Ethik und Ästhetik im Werk Jean Amé́
rys. a. a. O., S. 17: “이 작품은 마치 매우 연약한 직조물과 같으며, 그 실들은 423쪽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만다. 여기에서는 필기체로 쓰인 ‘나는 기억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단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in höchst fragiles Gewebe, dessen Fäden auf S. 423 endgültig reißen. Hier nämlich
ereignet sich der Bruch mit der kursiv gesetzten Mitteilung: ‘ich erinnere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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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üften“) volkommen ausgelaugt, also zwar sachlich durchaus be-deutend187), aber
dem Erlebnisfaktum nicht gemäß sind, wird der wortohnmächtige Betroffene eine
Tendenz haben, auf die Aussage zu verzichten und die sich einstellenden
Wortgemächte von sich zu schieben: mit Ekel. [LA 424]

이레네에 대한 이해 불가능, 그녀와의 소통 불가능 끝에 맞이한 이별에서 한계
를 드러냈던 르푀의 언어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던 “존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아우슈비츠 과거에 대한 기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설명하려는 순간, 르푀는 그의 언어의 중추와도 같은 매개 가능성에 치명적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을 느낀다. 아무리 높은 수위의 “개연성 Wahrscheinlichkeit”[LA
424]과 사실성을 가진다해도 그의 언어는 자신의 “경험적 사실에는 적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여기서 르푀의 언어가 대상을 그 자체로 설명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만 설명하는,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는 사실 작품 초반부터 드러났던 문제이
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삶인 퇴락조차 사르트르의 『구토』나 토마스 만의 『베니
스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1912)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구절들을 빌려
묘사한다.188) 대상과 의미를 있는 그대로 가리키고자 하지만, 르푀의 언어는 이처
럼 모두 다른 언어와 텍스트들을 통해 매개된 것이다. 초반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이처럼 “고갈된 ausgelaugt”[LA 424] 언어가, 아우슈비츠라는 과거 앞에서 완전
히 무력해지는 것은 이 유일무이한 과거이자 경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어진 적
합한 텍스트도 언어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메리 연구자 지구안은 바로 이러한 아우슈비츠라는 과거의 경험과 고통에 대
한 매개 불가능성이 아메리의 언어와 글쓰기에 대한 고찰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
다.189)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는 원한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냄으로써 아메리는 매
187) 여기서 아메리는 be-deutend라는 동사를 분리하여 강조함으로써 ‘어떤 것에 대한 be-’ 언어의 ‘지
시하는 deuten’ 기능과 어떤 것의 ‘의미를 밝히는 bedeuten’ 기능을 구분하여, 르푀의 언어가 비록
경험적 사실인 아우슈비츠를 지시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밝히거나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188) Vgl. LA, S. 294.
189) Vgl. Siguan: a. a. O., S. 154: “아메리의 경우, 망각에 대항한 글쓰기는 희생자의 위치를 결정짓
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 언어비판적인 빈 학파가 고향인 아메리
의 글쓰기는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매개 가능성을 둘러싼 질문들을, 희생자의 관점과 생존자의 자아
-형성의 가능성을 둘러싼 질문들을 제기하는 데에 근거한다. [B]ei Amé́ry, [ist] das Schreiben
gegen das Vergessen mit dem Erinnern eines unermesslichen Schmerzes verbunden, der die
condition des Opfers ausmacht. [...] Amé́ry, in den sprachkritischen Wiener Kreise zu Hause,
fundiert sein gesamtes Schreiben auf Fragestellungen, die letzten Endes um die Mitteil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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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능성 대신에 매개 불가능성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르푀 혹은
붕괴』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불가능성 속에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메리는 먼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버
린 아우슈비츠라는 과거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언어적 층위를 마련
하고자 했다. 르푀의 삶으로서의 퇴락은 바로 이 새로운 언어적 층위이자, 잃어버
린 세계에 대한 신뢰 대신에 아메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언어에 대한 신뢰다. 그
러나 자신을 순식간에 다시 과거, 아우슈비츠로 되돌려놓는 라크의 천연가스 공업
시설 앞에서 아메리는 이 언어적 층위나 언어에 대한 신뢰로서의 르푀로도 자신
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르푀가 형상화하는 언어에
대한 신뢰 또한 결국 다시 아우슈비츠를 매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되고, 이 위에서 좌절하게 된다.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는 이
언어에 대한 신뢰를 아메리에게 세계에 대한 신뢰의 동의어로 파악한다. 그녀는
횔덜린 시에 담긴 언어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았던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아
메리가,190) 이러한 무력한 상태를 지양하고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 언어의 가능
성을 주장했다고 보았다.191) 이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나
타났던 원한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보면, 원한 개념의 핵심은 나의 원한에 대한
인정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과 공유에는 반드시 언어를 통한 소통이 전제되
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언어가 부적
합하다는 자각은 르푀가, 그리고 아메리가 자신의 과거와 원한을 인정받을 수 없
음을 의미한다. 과거 앞에서 자신의 언어가 무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이
과거로부터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메리는 여기서 『죄와 속죄
의 저편』에서 주장했던 거부와 부정으로서의 삶과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메리는 『르푀 혹은 붕괴』에서 르푀라는 언어
des Schmerzes kreisen, um die Perspektive der Opfer und um die Möglichkeit en einer
Ich-Konstruktion des Überlebenden.”
190) 본문 1.1.2장의 26면 참고.
191) Vgl. Heidelberger-Leonard: Nachwort (LA)(2007). In: JW, Bd. 1, S. 678: “르푀 혹은 붕괴가 언
어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지 미학적인 결정에만 따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언어에 대한 신뢰는 아메리에게 있어서 세계에 대한 신뢰의 동의어가 되었다.
광기의 발작인 아우슈비츠가 그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만든 것이다. 아
메리와 르푀는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이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형성해야만 했다. Daß
Lefeu oder Der Abbruch im Zeichen des Sprachvertrauens steht, ist nicht nur eine ästhetische
Entscheidung, sondern eine existentielle. Sprachvertrauen wird Amé́ry zum Synonym von
Weltvertrauen. Es ist Auschwitz, Paroxysmus des Wahnsinns, das das Vertrauen in die
Sprache zur Notwendigkeit macht. Amé́ry und mit ihm Lefeu muß auf den Sinn der Wörter,
muß auf die Vernunft b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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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원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과거의 죽음을 극
복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계획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2.3 언어적 근원으로서의 불의 기사
“현실 앞에서의 언어의 패배 Niederlage des Wortes vor der Wirklichkeit”[LA
427]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언어적
사유의 모순 unauflösliche Kontradiktion eines Sprechdenkens”[LA 428] 앞에서
르푀는 이레네가 광기 속에서 터트린 웃음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는다.192) 이레
네의 신음소리가 섞인 웃음은 의미나 대상에 대해 말하지 않음 혹은 말할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작중의 전반부까지만 해도 언어를 통한 소통과 이해, 공감을 바라
며 이 웃음을 거부했던 르푀가 여기서 이레네의 웃음을 자신의 입에 담게 된 것
이다. 지구안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 대목을 르푀가 거부해왔던 구조주의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의 언어 또한 의미와 대상을 매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자, 그가 만들어왔던 언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으로 해석한다.193)
이처럼 매개와 소통이 가능한 언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을 파괴한 불꽃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붉은 연기를 마주한 이상, 르
푀는 이 과거를 다시 묻어버리고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유령의 해골 행렬 Gespensterkalvakade”[LA 427]에 비유되는 과거는 르푀에게
매개 불가능한 언어를 통해서라도 과거를 계속 현재화할 것을 종용한다.194) 조용
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던 퇴락을 스스로 중단하며 르푀는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
여 과거의 기억들에 대한 단상들을 열거한다. 이런 르푀의 발작적인 기억하기는
192) Vgl. LA, S. 425: “이 웃음은 말 혹은 그림을 그리는 붓과 이 두 가지 모두가 현실 앞에서 드러
내는 무능함을 향한 것이다. 이 웃음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웃음 안으로 신음소리가 밀고 들어올
정도였다. [...] 지금 웃으시는 겁니까? 저것은 라크 지방의 천연가스 공업시설입니다. 제가 어찌 그
러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처럼 진지한 일인걸요. Das Gelächter gilt dem Wort oder dem
malenden Pinsel und ihrer beider Impotenz vor der Wirklichkeit. Diese aber ist so
überwältigend, daß sich in das Lachen ein Wehlaut drängt, [...] - Sie lachen? C'est lou gaz de
Lacq. Wie würde ich; es ist eine todernste Sache.”
193) Vgl. Siguan: a. a. O., S. 165: “이레네와 르푀를 하나로 이어주는 웃음과 같은 신음소리는 말할
수 없음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서야 독자인 르푀는 이레네의 시구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언어를 산
산조각 내야하는 필연성도 비롯된다. 마지막에 결국 르푀는 이레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Der
Lachwehlaut, der Irene und Lefeu vereint, steht im Verhältnis zur Unsagbarkeit. Jetzt kommt
Sinn, vom Leser Lefeu gegeben, in die Verse Irenes, jetzt wird auch die Notwendigkeit,
Sprache zu zertrümmern, evoziert. Letzten Endes muss Lefeu bei Irene Abbitte leisten; [...]”
194) Vgl. LA, S.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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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불의 기사 Feuerreiter”의 “빨간 모자 Rote Mütze”[LA
430]가 보인다는 르푀의 환상 속에서 절정에 이른다. 모든 기억과 성찰들이 이 빨
간 모자를 쓴 불의 기사라는 이미지에 수렴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언어가 자신을
사로잡았음 die Sprache fing mich ein”[LA 430]을 인정한다.
자크! 저 작은 창문가에 보이십니까? [...] 저기, 빨간 모자가요? [...] 보십시오, 저기서
그는 성난 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말인가요? 그 말입니다, 신비로운 동반자 혹은
문학적 현혹을 통해 소환된 동지가요. 저기 산 뒤에, 산 뒤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Jacques! Sehet ihr am Fensterlein? [...] Dort, die Rote Mütze? [...] Schaut, da
sprengt er wütend schier. Wer bitte? Er, der mystische Gefährte oder der durch
literarische Mystifikation herbeigerufene Kamerad, hinterm Berg, hinterm Berg
brennt's. [LA 429f.]

불의

기사나

5장의

제목이기도

한

그의

빨간

모자는

뫼리케

E.

Mörike(1804-1875)의 발라드 「불의 기사 Der Feuerreiter」(1823/24)에 차용된 이
미지들이다.195) 이 발라드가 처음 실린 것은 뫼리케의 노벨레 『화가 놀턴 Maler
Nolten』(1832)이다. 여기서 불의 기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195) Herbert G. Göpfert (Hg): Eduard Mörike. Sämtliche Werke. 2. Aufl.. München 1958, S. 55f..
이하 [Mörike, 연;행]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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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담에 등장하는 인물로, 마을 어딘가에 불이 날 때면 반드시 나타나던 젊은 청
년을 가리킨다. 그는 “붉디붉은, 머리를 싸매는 망 같은 모자 scharlachrote,
netzartige Mütze”를 쓰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마을에 있는 탑의 맨 꼭대기 층에
홀로 갇혀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창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릴 때면, 그 뒤에는 반드시 마을에 불로 인한 파괴라는
“불행 Unglück”이 찾아왔다고 한다.196)
뫼리케의 시에 나타난 불의 기사라는 모티프의 정확한 근원이나 형성과정에 대
해서는 다양한 학설들이 있다.197) 그 중에서도 『르푀 혹은 붕괴』와 가장 깊은 관
련을 맺고 있는 학설은 프리드리히 횔덜린 F. Hölderlin(1770-1843)을 불의 기사
의 모델로 간주하는 해석이다.198) 이 학설에 따르면, 발라드를 썼을 때, 뫼리케는
튀빙겐에 머물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그곳에는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횔
덜린도 살고 있었다. 출판업자였던 로바우어 R. Lohbauer라는 뫼리케의 친구는
한 개인적인 서신에서 뫼리케가 하얀 모자를 쓰고서 불안한 듯 왔다갔다 거리는
횔덜린의 모습에서 “광기에 찬 불의 기사에 대한 로만체 Romanze vom
wahnsinnigen Feuerreiter”를 위한 영감을 얻었다는 내용을 적는다. 당시 횔덜린
탑 Hölderlinturm이라 불리는 넥카 Neckar강 옆에 있는 탑에 살았던 횔덜린의
이런 광기어린 모습은 뫼리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멀리서부터 탑의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199)
뫼리케와 아메리의 불의 기사는 공통적으로 불행을 상징하는 불이 곧 닥쳐올 것
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창문 너머로 그의 빨간 모자가 보인다는 것은
곧 파괴와 재난에 대한 경고다. 이처럼 불의 기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불을 예
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역시 불의 속성 혹은 요소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뫼리케의 시에서는 이 불과 불의 기사는 엄격하게 서로 다른 존재
로 나타난다.200) “붉은 수탉 rote[r] Hahn”[Mörike, 3;1]201), “불꽃 Glut”[Mörike,

196) Vgl. ebd., S. 438.
197) Vgl. Christoph Brede: Ein Interpretationsansatz zu Eduard Mörikes Feuerreiter, S. 3.
(http://www.reiprich.com/Feuerreiter_brede.pdf, 25. 1. 2014.)
198) 『르푀 혹은 붕괴』에서는 불의 기사가 슈바벤에서 태어난 존재임이 재차 강조되고, 횔덜린의 이름
도 함께 거론된다. Vgl. LA, S. 430, 437.
199) Vgl. Brede: a. a. O., S. 4.
200) Vgl. Brede: a. a. O., S. 10: “오만을 통해 불의 기사는 사람으로서 인식될 수 있고, ‘붉은 모자’와
‘붉은 수탉’의 구분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불의 기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 근원
적으로는 본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D]urch den
Frevel wird der Feuerreiter als Mensch erkennbar, und erst in der Unterscheidung ‘rote
Mütze’: ‘roter Hahn’ wird deutlich, dass in dem Menschen Feuerreiter zwar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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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과 “적 Feind”[Mörike, 3;6]이 상징하는 외부의 불은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힘
이며, 순수하게 파괴와 탐욕만을 지향한다.202) 시인이자 신학자이기도 했던 뫼리
케에게 이 불은 인간의 의지나 영역 밖에 있는 신적인 혹은 악마적인 영역에 속
한다. 반면 인간 내면의 불은 이러한 외부의 불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혹은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용기이자 오만함을 상징한다. “오만방자하게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freventlich die Glut bespr[e]chen”[Mörike, 3;4] 하는, 즉 이 불꽃
을 다스리려고 하는 불의 기사의 행동은 신의 능력을 탐하는, 혹은 그의 능력을
넘어서려고 드는 신성모독인 것이다.
『르푀 혹은 붕괴』에서도 외부의 불과 불의 기사가 내면에 지닌 불은 다른 것으
로 나타나지만, 뫼리케의 시에 비해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아메리에게는 불가항
력적인 신의 영역 혹은 악마적 파괴라는 저편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의 기사가 지닌 불의 요소는 횔
덜린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광기이자 비이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아우슈비츠라는 파괴적인 불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르푀 혹은 붕
괴』에서의 불의 기사는 불을 경고하는 자인 동시에, 이 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닌 자이다. 뫼리케의 시에서와 달리 아메리의 작품에서의 불의 기사에게는 불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불에 맞서는 것도 신성모독이 아닌 자기 책임의 완수이다.
붉은 모자와 과거의 파괴를 상징하는 불을 발견함으로써 르푀는 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불의 기사로서의 자신을, 그 동안 외면해왔던 거부와 부정의

Wesensverwandtschaft zum Elementaren liegt, ohne dass dieser selbst jedoch das verzehrende
Feuer ist.”
201) 수탉의 붉은 벼슬이 치솟는 불꽃을 닮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붉은 수탉’이라는 모티프는 과거로부
터 독일어권의 속담이나 일상회화에서 화재를 상징하거나 경고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 16세기
독일 프로이센의 농민전쟁의 영웅인 프로리안 가이어 Florian Geyer가 이끌던 부대를 칭송하는 »
우리는 가이어의 검은 무리들 Wir sind des Geyers schwarzer Haufen«이라는 노래에서는 이 붉
은 수탉이 당시 농민들을 억압하는 교회를 불태우는 농민군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다. 2차 대전 중
나치군에는 이 가이어의 용맹함을 기리며 명명된 SS-부대가 창설되기도 했으며, 위의 노래 역시 나
치군에 의해 즐겨 불러졌다. 여기서 붉은 수탉은 반나치세력을 불태우고 무찌르는 나치군의 위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을 아메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Vgl. Jacob und Wilhelm Grimm u. a. (Hg.): Deutsches Wörterbuch. Bd. 10. München
1984, S. 161f.; Brockhaus-Enzyklopädie in 24 Bänden. 19 Aufl.. Bd. 9. Mannheim 1989, S.
487f.; Vgl. Rasse- und Siedlungshauptamt SS (Hg.): SS-Liederbuch. München 19XX, S. 51.
(http://www.archive.org/details/Rasse-und-Siedlungshauptamt-SS-SS-Liederbuch, 25. 1. 2014.)
202) Brede: a. a. O., S. 8: “[붉은 수탉]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불과 반대로 인간 영역 밖에 있는 것이
며, 그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상징한다. [D]er [rote Hahn steht] im
Gegensatz zu dem dem Menschen innewohnenden Feuer Symbol für die verzehrende,
zerstörerische Wucht des Elementaren außerhalb des menschlichen Bereichs 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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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Heim”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고, 지적 오만함 때문에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몇 년 동안을 아니오라고 말해왔다. [...] 그러나 나는 이제 그를 본다.
그의 빨간 모자를. 나는 이로써 근원을 찾았고, 그것을 다시 내게로 가져왔다.
Ich sage nein, seit Jahr und Tag, weil er stets um mich war, ich ihn aber nicht
heranlassen wollte aus Gründen intellektuellen Hochmuts. [...] Jetzt aber sehe ich
ihn. Die Rote Mütze. Heimsuchung, Heimholung. [LA 430]

전후에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비극적인 과거에서 벗어나
재건에 나섰지만, 아메리처럼 실제의 고향을 영원히 상실한 르푀는 이러한 일상적
인 흐름에 동참할 수 없었다. 동시에 자신의 언어로 이 과거를 마주할 수 없었기
에, 그는 자신의 거부와 부정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삶으로서의 퇴락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야 비로소 르푀는 불의 기사로서의 자신과 이러
한 존재로서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는 역사의 희생자로 전
락했던, 불행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이 불행이야말로 그동안 자
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거부와 부정으로서
의 퇴락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신의 “근원을 되찾았다”는
말과 함께 르푀는 자크와의 여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동행자 Gefährte”[LA 430]
인 불의 기사와 함께 파리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 “되돌아감 Rückreise”[LA
431]은 그가 지난날에 수행하지 못했던 불의 기사로서의 책임에 다시 임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던 퇴락을 중단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요란스레

움직이게

ins

Rollen

und

Donnern

[zu]

bringen”[LA 432]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르푀는 파리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탄다.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르푀는 자신의 동행자이자 근원인 불의 기사와 긴밀
히 마주하며, 그동안 좌시했던 불의 기사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궁리
한다. 앞서 언급한 뫼리케의 시로 잠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불의 기사는 결국 “순
식간에 재가 되어 떨어지는 Husch! da fällts in Asche ab”[Mörike, 5;7] 죽음에
이른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rippendürren”[Mörike, 2;3] 말에 의지하여 불타는
풍차 속으로 뛰어들었던 불의 기사는 화재가 잊혀진 먼 훗날에서야 풍찻간의 주
인에 의해 “모자를 쓴 해골 Ein Gerippe samt der Mütze”[Mörike, 5;2]의 모습
으로 발견된다. 시에서 나타난 그의 죽음은 신의 힘에 대한 불손한 도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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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다. 이런 인간의 오만함은 신의 연민을 통해 구제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마
지막 연에서 “편히 쉬게 Ruhe wohl”[Mörike, 5;8] 된다. 뫼리케는 이를 통해 불
의 기사의 죽음에 일말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뫼리케가 신
성모독이나 오만함으로 간주했던 불타는 물레 속으로의 이 “광기어린 돌진
Rast[en]”[Mörike, 3;10]은 반면 르푀에게는 파괴에 맞서는 인간적인 행위이자, 인
간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불의 기사의 죽음은 신의 자비나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불의 기사이자 인간으로서 그가 필연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인 것
이다.
이레네의 허벅지 사이에 편안하게 드러눕는 대신, 그 때 당시 그곳에서 (그 일은 슈바
벤 지방에서 시작되어 동쪽 끝에서 끝났다) 뻗었어야 했다. 순식간에. 그러나 나는 살아
남았고 이것은 필연성이 없는 굴욕적인 우연, 필연성에 대항한 우연이었다. 나는 이 거
부가 따라잡을 수 없이 늦어버린 찰나의 죽음에 대한 찬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손
쉽게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경솔하게 ‘아니오’라고 말했다. 나는 재가 되어 떨어지지
않았고, 이와 동시에 모든 문들은 떨어져 닫혀버렸다.
Ich hätte dort und damals - es begann im Schwäbischen und endete hinten im
Osten - mich recken müssen und nicht mich räkeln zwischen den Schenkeln Irenes.
Husch, ich aber überstand, das ist der niederträchtige Zufall ohne Notwendigkeit;
Zufall entgegen der Notwendigkeit. Ich sagte nein, ins Allgemeinste hin, ohne zu
wissen, daß dies die uneinholbar verspätete Jasage zum Husch war: ich fiel nicht
in Asche ab, damit waren alle Türen zugefallen. [LA 431f.]

여기서 아메리의 “필연성 Notwendigkeit”은 뫼리케 시에서 등장하는 신적인 필
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불의 기사의 무모하지만 인간적인 저항과 죽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
지 못한 채, “굴욕적인 우연”에 의지하여 살아남은 르푀는 자신이 불의 기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 우연으로 인해 그는 “따라잡을 수
없게 늦어”버렸기에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리고 설령 뒤늦게 실현
한다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저항과 죽음을 거부와 퇴락으로 표
현해왔던 것이다. 이로써 르푀는 자신의 퇴락이 결국 삶이 아닌 죽음과 맞닿아있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단서는 발견되었다. 나의 거부는, 내가 견뎌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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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pur ist entdeckt, meine Neinsage ist rückführbar auf das Faktum, daß ich
das Überstehen nicht überstehen kann. [434]

이 같은 결론은 『르푀 혹은 붕괴』의 1장에서 4장 동안에 나타난 주장들과 정반
대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출판되었던 아메리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입장들
과도 대치된다. 가령 본 논문의 앞의 장에서 다룬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
리는 비록 직접적으로 죽음을 강요당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를 안고서 살아가거나 극복하고자 했다. 『르푀 혹은 붕괴』에 이르러 나타나는 이
러한 전환은 『죄와 속죄의 저편』 이후에 아메리가 쓴 『나이듦에 대하여』(1968)와
의 비교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2.3 언어의 파괴와 퇴락 끝의 죽음
2.3.1 죽음과의 게으른-타협의 결렬
전작인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다면, 이 작품에서 아메
리는 196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했다. 늦은 나이에 작가로
등단하게 된 그에게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죽어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드는 자는 내일보다는 어제에 대해 생각하고, 거울 속 나이든
자신에게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 이와 더불어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문화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것들이 아니며, 그들은 미래의 내가 아닌
과거의 나로 현재의 나를 판단한다. 아메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이 점차
나이가 들고, 점점 죽어간다고 보았다. 이 죽어감 Sterben의 끝에 죽음 Tod이 찾
아온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이듦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는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 작
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더 많이 ‘죽어갈수록’, 마지막 숨결에 가까워질수록, 이성적으로 본다면 감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에 대항하여 우리는 더욱 절망적으로 싸운다. 이성적으로 본다고? 우
리는 여기서 모든 종류의 이성이 끝나는, 절대적인 반(反)이성인 죽음과 관련된 영역 안
에 서있다. 감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그 자리
에서 바로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겐 이것도 저것도 모두 불가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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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거부는 우리에게 대안을 보장해야 한다. 비록 하찮은 대안일지라도. 그러나 완
전히 낯설고 파악 불가능한 죽음은 대안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
기 때문에 거짓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참이다.
[J]e mehr wir ‘sterben’, je näher wir dem letzten Atemzug kommen, desto
verzweifelter kämpfen wir gegen etwas, mit dem uns abzufinden vernünftigerweise
unsere Sache sein sollte. Vernünftigerweise? Wir befinden uns in einem Bezirk, wo
es ein Ende hat mit jeder Vernunft, da es doch um den Tod geht, die absolute
Widervernunft. Abfinden: das heißt, den Tod annehmen. Dies wiederum würde
bedeuten, auf der Stelle das Leben refüsieren. Weder das eine noch das andere ist
möglich. Jeder Refus muß irgendeine, sei es auch miserable Alternative uns
gewährleisten. Der Tod in seiner totalen Fremdheit und Unfaßlichkeit ist aber keine
Alternative. Er ist das Falsche, da wir ihn nicht denken können, und das Wahre,
da nur er uns völlig gewiß ist.203)

아메리는 여기서 나이듦을 필연적인 죽음을 향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사실을 견
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발하는 ‘삶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나이듦이나 죽어감을
‘죽음’과 단호하게 구분한다. 노화는 엄연히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
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아메리의 이러
한 주장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204)라는 에피쿠로스의 말이나, 아메
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르트르의 “거짓된 것은 곧 죽음이다 le faux, c'est la
mort”205)라는 말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 죽음은 속할 수 없
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인간은 죽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다는 사르트르나 에
피쿠로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메리는 노화와 퇴락 속에서 오히려 인
간은 죽음에 대한 ‘반역 Revolte’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절대적인 참이자 필
연적인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편으로는 체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는 사유 불가능한 죽음에 대한 반역을 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메리에게 나
이듦이라는 과정은 이와 같은 체념과 반역이 반복되는 퇴락이다. 그리고 그는 이
퇴락 속에서 사람들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오늘만 아니기를’ 바라며 죽
음과의 “게으른 타협”을 맺게 된다고 보았다.

203) Amé́ry: Über das Altern. Revolte und Resignation (1968). In: JW, Bd. 3, S. 162f..
204) 에피쿠로스: 쾌락. 오유석 옮김. 서울 1998, 13쪽: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분
해된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205) Jean-Paul Sartre: 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 Thé́orie des ensembles pratiques. Paris
1960, 74p.

- 75 -

모두가 나이듦 속에서 죽음과 타협을 한다. 평화를 맺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할 뿐이
다. [...] 게으른 타협은 [...] 두려움과 신뢰, 반역과 체념, 거부와 수긍 사이에서 힘겹게
만들어지는 균형이다.
Sie alle schließen im Altern einen Kompromiß mit dem Tode. Keinen Frieden, nur
einen Kompromiß, [...] Der faule Kompromiß ist das prekär sich herstellende, [...]
Gleichgewicht von Furcht und Zuversicht, Rebellion und Resignation, Refus und
Akzeptation.206)

아메리가 말하는 이 죽음과의 게으른 타협은 전적으로 삶을 위한 것이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체념하고 저항하고 타협함으로써 인간
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나이듦에 대하여』에서 퇴
락은 죽음이 아닌 삶이며, 이 삶을 위한 게으른 타협을 맺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다.
다시 『르푀 혹은 붕괴』로 돌아와 “견뎌냈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구
절을 살펴보면 『나이듦에 대하여』나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가 고수했던
입장이 역전된 것을 확인할 있다. 삶을 위한 노화와 퇴락을 중단한 채, 파리로 향
하는 르푀와 아메리에게는 이제 사유 불가능한 죽음이 거짓이 아니라, 이 죽음으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퇴락을 죽음이 아닌 삶으로 연결하려고만 했던 자신의 태
도가 거짓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내가 처한 문화적 단계를 부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시대의 박자에 맞추지 못하는, 유
전적인 게으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갈망에서 비
롯되었다는 가설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가늠해보았
다. 그게 아니라면 또, 나의 거부는 사회를 향한 것이며, 세상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전부 대상을 지적으로만 파악한, 서책들 혹은 다
른 이로부터 넘겨받은 지식을 통해 전수받은 통찰이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저 깊은 곳이
밝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베아른에서, 라크 지방의 천연가스 공업시설의 불길에
서, 유희적으로 주문을 외워 불러낸 슈바벤의 불의 기사에게 쫓기면서. 즉, 이런 것이다.
견뎌낸다는 것은 부조리한 짓이었고 불의 기사가 작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오만방자한 것이다. 순식간에, 그것은 재가 되어 떨어졌다.
Ich kann sagen - und habe es mir versuchsweise gesagt -: Hauptursache für
meine Negation der gegebenen kulturellen Phase ist eine vielleicht hereditär
206) Amé́ry: Über das Altern. Revolte und Resignation (1968). In: JW, Bd. 3, S. 16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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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ngte Trägheit, welche sich dem Rhythmus der Epoche nicht anpassen mag.
Oder: alles erkläre sich am einfachtsen durch die Hypothesen Schuldgefühl und
Strafbedürfnis; auch dies habe ich erwogen. Oder noch: meine Neinsage ist sozial
adressiert und zu verstehen als Aufforderung an die Welt. [...] Dies waren aber
allemal nur intellektuell gefaßte, durch Lektüre und übergenommene Kenntnis
vermittelte Durchblicke. Erst hier, im Bé́arn, in den Fackeln des Gaz de Lacq,
verfolgt vom spielerisch heraufbeschworenen schwäbischen Feuerreiter, wird die
Tiefe erleuchtet und damit zur Dimension. So ist es: das Überstehen war ein
Widersinn und war so freventlich wie des Feuerreiters Besprechen der Glut. Husch,
da fiel's in Asche ab. [LA 434f.]

작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불의 기사의 행동이 뫼리케의 시에서는 그 자체로 신성
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만한 것이었다. 반면 『르푀 혹은 붕괴』에서는 죽
음과 파괴를 부르는 불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 즉 죽음을 극복하거나 그와 타협
을 맺음으로써 ‘삶으로 향하고자 하는 행위’가 오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르푀의 퇴락은 불의 기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불의 기사는 필연적으로 “순식
간에 재가 되어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근원인 “불의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르푀 또한 존재해서는 안 된다
Feuermann gibt es nicht mehr, darum sollte es Lefeu nicht geben”[LA 435]는
논리 아래에서 르푀의 퇴락은 결국 삶이 아닌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2.3.2 대항폭력에 대한 체념
아우슈비츠의 불 앞에서 불의 인간인 자신이 죽음으로써 저항하지 못했다는 생
각 속에서, 르푀는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이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자신만
의 불의 기사에 대한 새로운 임무를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불의
기사인 르푀가 맞서야 하는 적은 현대 파리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광채-퇴락이라
는 이름의 불이다. 과거의 자신이 삶을 위해 불을 ‘끄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고 여긴 르푀는 이 불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다. 광채-퇴락에 맞서
기 위해 그는 자기 내면의 불을 꺼내들 것을 결심하며, 오히려 불의 근원지인 파
리를 ‘불태우는’ 생각, 즉 삶이 아닌 ‘파괴’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밤의 기사의 육체적 분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법만을 안다. 그것은 슈트가르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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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적인 순간을 상쇄하고 [...] 굴욕적인 생존을 지워버릴 것을 요구한다. [...] 이제 범죄
는 범죄를 통해 지워지리라. 도취가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Der körperliche Rage des nächtlichen Reiters kennt nur ihr eigenes Gesetz und
das fordert: Aufhebung der Stuttgarter Schmachstunde [...] und Auslöschung eines
schmählichen Überstehens. [...] [J]etzt soll die Untat ausgelöscht werden durch die
Untat. Der Rausch ist der Gebieter. [LA 437]

르푀가 이러한 파괴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라크에서 파리로 향하는 귀로와
도 관련되어 있다. 이 길은 과거 귀르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아메리와 르푀의 모
델인 슈미트의 도주로와 겹친다. 이 탈출 끝에 아메리는 벨기에로 돌아가서 반나
치 세력에 합류했으며, 슈미트는 프랑스의 반독(反獨)유격대에 합류하였다. 르푀가
불의 기사로서의 책임을 뒤늦게 수행하기 위해 나서는 이 길은 우연에 의해 피해
간 필연적인 죽음을 다시 불러내는 길이자, 과거 아메리와 슈미트 선택했던 “대
항폭력 Gegengewalt”[LA 438]의 길이다.
대항폭력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아메리의 생각들은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도 나타나며, 원한 개념과도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원한
이 고통을 공유하기 위한 ‘생각의 언어’라면, 대항폭력은 이를 위한 ‘육체의 언어’
이다.207) 이러한 대항폭력에 대한 아메리의 초기 입장은 프란츠 파농 F. Fanon208)
207) Vgl. JSS, S. 61: “나는 공개적인 반란 행위로 유스첵의 얼굴을 때렸다. 나의 존엄성이 주먹의 형
태로 그의 턱에 가해졌다. [...] 나는 고통스럽게 구타를 당했지만,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웠다. [...] 나
는 오직 나의 육체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 육체적인 폭력행위는 나와 같은 상황
에서는 분열된 인격을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 나는 추상적인 인간성에 내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주어진 사회의 현실 속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으로서의 나를 찾고 실현함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었다. Ich schlug in offener Revolte den
Vorarbeiter Juszek meinerseits ins Gesicht: meine Würde saß als Faustschlag an seinem Kiefer
[...]. Ich war, schmerzhaft verprügelt, mit mir zufrieden. [...] Ich war mein Körper und nichts
sonst: [...] Die körperliche Gewalttätigkeit ist in Situationen wie der meinigen das einzige
Mittel zur Wiederherstellung einer dislozierten Persönlichkeit. Ich war ich als ein Schlag - für
mich selbst und für den Gegener. [...] Ich wurde Mensch, nicht indem ich mich innerlich auf
mein abstraktes Menschentum berief, sondern indem ich mich in der gegebenen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als revoltierender Jude auffand und ganz realisierte.”
208) 프란츠 파농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마르티니크라는 섬에서 흑인인 아
버지와 백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차 대전 이후 그는 프랑스 리옹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이후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는 이 시기에 흑인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유롭지도 명예롭지도 못한 프랑스에서의 삶에 환멸을 느낄 무렵, 파농은 그 당
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로 건너가게 된다. 그곳에서 점차 거세어지는 독립의 움직임에 파농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반식민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1955년 알제리 혁명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는 곧 프랑스 정부에 의해 알제리로부터 추방당했지만, 이후 튀니스에서 지내면서 계속 알
제리 독립 운동을 펼쳐나갔다. 파농은 무력을 불사한 실천적 정치, 사회 활동에 근거한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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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1961)과 그의 저작들에 대한 에세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대지
의 저주받은 사람들 Les Damnés de la Terre』(1961)에서 파농이 주장한 대항폭
력을 그는 반인륜적, 비도덕적이고 억압적인 폭력에 맞서기 위한, ‘무력을 동반한
혁명적인 폭력’으로 해석하며 그 정당성을 옹호한다.
혁명적인 폭력은 인간을 부정하는 것에 대항함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사람을 지지
한다. 그의 부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억압적인 폭력은 인간의 자기실현으
로의 길을 봉쇄하지만, 혁명적인 폭력은 이 봉쇄를 깨뜨린다. 그것은 인간에게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간적인 미래로 향할 것을 지시하고 인간을 이 미래로 이끈다. [...]
“역사를 만들다”라고 파농은 말한다. 파농에게 혁명적인 폭력은 (여기에 나는 복수하는
폭력도 포함시키는 바이다) 역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일 뿐만 아니라, 역
사적으로 스스로를 발견하고 형상화하는 사람의 탄생도 돕는 것이다.
Revolutionäre

Violenz

ist

die

Affirmation

des

sich

selbst

verwirklichenden

Menschen gegen die Verneinung des Menschen, ihre Negativität ist positiv geladen.
Repressive

Violenz

blockiert

den

Weg

zur

Selbstwerdung

des

Menschen;

revolutionäre bricht die Blockade, verweist und führt in die mehr als zeitliche,
nämlich: die historisch-humane Zukunft. [...], „Geschichte zu machen„ heißt es bei
Fanon. Für Fanon ist die revolutionäre Violenz - die rächende, füge ich auf eigene
Hand

hinzu

-

nicht

nur

die

Geburthelferin

der

Geschichte,

sondern

des

geschichtlich sich entdeckenden und gestaltenden Menschen.209)

이 에세이에서 아메리는 독일어의 ‘Gewalt’ 대신에 라틴어의 어원을 간직한
‘Violenz’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파농이 말하는 폭력 개념이 육체적 층
위의 것임을 보다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이 개념이 가지는 혁명적 배경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아메리의 의도가 담겨있다.210) 파농의 폭력은 식민지
사회 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력이
동반된 충돌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던 파농에게 대항폭력은 지배층의
억압적인 폭력에 맞서고, 계급이나 계층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혁명
상을 백혈병으로 죽기 진적에 탈고한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 담았다. 이 작품은 “유럽인을 쏘
아 죽이는 것은 일석이조의 행위다. 억압자를 없애는 동시에 피억압자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실린 사르트르가 작성한 서문으로도 유명하다. 프란츠 파농: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옮김, 도서출판 그린비 2004, 40-41면 재인용; 알리스 세르키: 프란츠 파농, 이세욱 옮김, 실
천문학 2002 참조; Vgl. Amé́ry: Die Geburt des Menschen aus dem Geiste der Violenz. Der
Revolutionär Frantz Fanon (1968). In: JW, Bd. 7, S. 428-449.
209) Amé́ry: Der Revolutionär Frantz Fanon (1968). In: JW, Bd. 7, S. 443.
210) Vgl. Amé́ry: Der Revolutionär Frantz Fanon (1968). In: JW, Bd. 7, S.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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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궐기였다. 아메리는 파농이 말하는 혁명적인 대항폭력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
편, 그의 논리에 자신의 원한 개념을 더하여 개인 층위의 대항폭력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아메리는 여기서 혁명적인 폭력과 “복수하는 폭력
rächende Violenz”211)을 동일시하고, 개인적인 대항폭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고통
을 가함으로써 “부정 안에서의 평등 Egalität im Negativen”212)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차 안에서 광채-퇴락에 대한 대항폭력을 계획하는 르푀에게서는 과거 파농에
대한 에세이에 담겨있던 아메리의 생각들도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그는 결국 대항
폭력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게 된다. 파농에 대한 에세이에서와 다르게 『르푀 혹
은 붕괴』에서 아메리는 대항폭력의 가능성이 아닌 한계와 제약에 초점을 맞추며,
대항폭력에 대한 자신의 과거 입장을 수정한다. 이전의 에세이들에서 대항폭력의
휴머니즘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아메리는 르푀를 통해 대항폭력이 그것
이 아무리 휴머니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또한 하나의 폭력으로, 즉
이성의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는 대항폭력이 결코 폭력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대항폭력 또한 종국에는 또 다른 후대
의 사회와 그들의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폭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더한다.
자기 자신에만 국한되는 퇴락과 달리 타자를 향한 대항폭력은 항상 타자와 사회
속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메리는 이와 더불어 대항폭력이 자신이
반대하는 폭력을 통해서만 규정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차 안
에서 르푀는 광채-퇴락으로 점철된 파리를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가
반대하고자 하는 폭력은 이미 꺼져버린 과거의 불인 아우슈비츠에서의 폭력이다.
과거의 폭력과 달리 자신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광채-퇴락
에 반하는 대항폭력이 정당한지를 반문한다.213) 그는 이러한 질문 끝에 과거 아우
슈비츠에서의 폭력이 아닌 현재의 광채-퇴락에 맞서 대항폭력을 뒤늦게 행사하겠
다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런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서 파리를 불태우는 대항폭력을 감행하는 것은 르푀에게는 불가능하다. “마지막까
지 지나칠 정도로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bis zum Ende zu sehr der Vernunft
verhaftet”[LA 505] 르푀는 “방화벽 Pyromanie”[LA 446]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

211) Amé́ry: Der Revolutionär Frantz Fanon (1968). In: JW, Bd. 7, S. 441.
212) Ebd..
213) Vgl. LA, S. 442: “30년 전에 일어난 반혁명적 파괴를 상쇄하기 위한 방화가 혁명적인 행위로 적
합한가? Wäre die Brandstiftung als revolutionärer Akt geeignet, die konterrevolutionäre
Vernichtung, die vor dreißig Jahren statt hatte, aufzu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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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이성적 혹은 반이성적 광기로 나아간 이레네도 될 수도 없는 자신을 발견
하고, 대항폭력으로서의 방화를 포기하게 된다.
아메리에게 대항폭력은 본래 나에게 가해진 고통을 타자에게 되돌려주고, 이러한
고통의 공유를 통해서 고통 속에 혼자 지내야만 했던 과거와는 다른 현재로 나아
가고자 하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대항폭력은 고통에 대한 공유와 인정을 목표
로 하는 원한이 육체의 언어로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르푀는 여기서 앞서
언어의 매개 불가능성과 소통 불가능성으로 인해 좌절된 원한을 대체하기 위해
이 육체의 언어에 골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육체적 언어에 근저에 있
는 불의 기사 또한 결국에는 추상적인 언어로 만들어진 “문학적 현혹 literarische
Mystifikation”[LA 430]에 불과하다. 파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르푀는 이미 불의
기사라는 ‘상상’에 힘입은 대항폭력 또한 소통과 매개 불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다
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르푀 혹은 붕괴』에서 나타나는 대항폭력의 또

다른 한계이다.
마치 너는 싫은 듯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건 아마도 내가 이레네가
했던 것처럼 너를 시로 변환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너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지. [...] 이 모든 생각들은 우스꽝스러
울 뿐이다. 불의 기사는 비웃음을 당해야, 한탄 받아야 마땅하다. 언어에서 태어난 불의
기사는 피골이 상접한 늙은 말 위에서 서글프게 고개를 떨구고선 순식간에 텅 빈 무(無)
로 딸그락거리며 돌아갔다. 나는 이제 이 놀음에 지쳐버렸다. 아무리 언어로부터 불타오
른 환상이 새로운 언어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이 언어가 언어를 통해 사유하는 자를 그
무력함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잠시나마 마련해준다 해도, 결국 이 기적은 언제나 덧없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Mir scheint, du magst nicht, ziehst dich zurück, [...] weil du selbstverständich
weißt, daß ich nicht dazu tauge, dich umzudichen, wie Irene das vielleicht
vermöchte, und mir wohl auch nicht zutraust, daß ich dich male. [...] Ridikül ist
die ganze Idee, belachens- und beklagenswert ist der Feuerreiter, der aus den
Wörtern entstand und - husch - in ein hohles Nichts zurücktrabte, mit traurig
hängendem Kopf, auf rippendürrer Schindmähre. Da ich nun des Spieles leid
werde, denn wenn es auch so sein mag, daß momentweise die vom Wort
herangebannte Imagination, neue Wörter herbeiführend, einen Ausweg gewährt aus
der Ohnmacht des Sprechdenken - es ist doch allerwegen das Mirakel nur ein
ephemeres. Es währt nicht. [LA 4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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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기사는 르푀가 바라던 추상적인 “언어의 무력함을 대체하는 전혀 다른 언
어 Ersatz für die Ohnmacht der Sprache”[LA 432]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텅
빈 무(無)”로 돌아서는 그와 함께 파리를 불태우겠다는 대항폭력에 대한 르푀의
생각도 중단되고 만다. 여행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기차가 파리에 가까워
질수록 르푀는 이 불의 기사라는 형상이 점점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불의 기사는 마침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in den Morgennebeln [verschwinden]”[LA 447].

2.3.3 언어와 퇴락에 대한 마지막 시도
불의 기사를 떠나보냄과 함께 광채-퇴락을 불태우고자 했던 대항폭력을 포기하
며 르푀는 결국 다시 파리로, 자신이 처음에 주장해왔던 퇴락으로 돌아온다. 그러
나 이 퇴락은 앞서 언급했듯이 더 이상 앞서 강조했던 삶을 위한 혹은 삶으로서
의 퇴락이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하게 죽음을 향한 퇴락이다. 르푀는, 그리고 르
푀를 통해 아메리는 자기 거부의 근원인 죽음과 불행을 라크, 더 정확히는 아우
슈비츠에서 발견했고, 그 죽음과 불행을 공유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
기 언어의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파리에 도착한 르푀는 로캉탱 가의 집이
완전히 철거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퇴락 또한 끝나기 직
전까지 왔음을 느낀다. 르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불행의 새 L'Oiseau de
malheur>라는 그림을 통해 형상화한다.
불행의 새. 과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변형된 자화상이다. 기다란 모가지에 난
덥수룩한 깃털 아래에 있는, 나쁜 공기를 통해 누렇게 되어버린 내 늙은 목의 주름들이
보일 것이다. 날카롭게 휜 부리는 나의 코이며, 마이어존이나 그들의 아들들은 이것을
통해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귓가의 깃털 덩어리들은 가꾸지 않은 가느다란 머리카락이며,
이것들은 나의 유명한, 매력적인 예술가의 두상 주변에서 옹색하게 휘날리고 있다. 전체
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동정 받아 마땅한 새이다. 그는 문학적인 형상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불의 기사의 피골이 상접한 늙은 말과 먼 친척 관계에 있다.
L'Oiseau

de

malheur.

Ein

tatsächlich

ins

Metaphysische

transformiertes

Selbstporträt. Unter dem struppigen Gefieder des langen Vogelhalses erkennen Sie
das Geknitter meiner alten und durch schlechte Luft vergilbten Haut; der scharfe
Krummschnabel ist jene Nase, an der Meyersohn und Sohn einen der Ihren
erkannt hätten; die Federbüschel an den Ohren sind das ungepflegte und dünnliche
Haar, welches um meinen angesehenen und ansehnlichen Künstlerkopf dürf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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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tert. Es ist, alles in allem, ein bedauernswertes Federvieh, von fernher verwandt
der rippendürren Mähre des Feuerreiters, der Ihrer literarischen Bildung nicht
entgangen sein wird. [LA 452]

<불행의 새>(1956)는 실제로 슈미트의 작품으로, 작중에서 이것은 르푀의 자화상
이자 곧 아메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214)215) 실제로는 명료한 형태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216) 추상화에 가까운 이 그림을 위와 같이 묘사하는 것은 아메리가 자
기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217) 추방당하고 파괴당한 자라는 수치
스러운 죽음의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는 르푀를 불의 인간이자 축제의 인
간으로, 그리고 그의 퇴락을 삶의 정수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은 자
에게

고향을

대체해주었던

따뜻한

곳

wärmende

Heimatersatz

des

Heimatlosen”[LA 445]이자, 르푀의 삶과 언어를 위한 장소로 존재했던 고층동굴
이 사라지면서, 그는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와 현재의 광채-퇴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 것이다. 다시 “국적이 없는 미천한 자, 스카
르다넬리 Herr Ohneland, in Untertänigkeit, Scardanelli”218)[LA 453]의 모습으
로 돌아오게 된 르푀는 망명자로서의 아메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왼쪽 날
갯죽지 아래,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꾸깃꾸깃하고 지저분한 zerzaust

214) Vgl. Erich Schmid: Der Unglücksvogel. 1956, Öl auf Leinwand, 55×46cm. In: JW, Bd. 1, S.
640.
215) 여기서 “마이어존과 존 Meyersohn und Sohn”은 뒤셀도르프 미술상인 아르스 노바의 옛 명칭인
동시에 아메리의 옛 이름인 마이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이름은 지금은 광채-퇴락을 지향
하고 있을지라도, 지난 과거에는 그들 또한 자신과 불행의 시간을 함께 보냈음을 보여준다. 아메리
는 여기서 르푀 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였던 그들 또한 이 불행과 뗄 수 없는 관
계에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16) 본문 각주 214 참고.
217) 아메리 전집의 표지 중에서 가장 노년에 찍은 사진으로 구성된 전집 제 2권의 표지 속 아메리는
위에 묘사된 새의 모습과 흡사하다.
218) 스카르다넬리는 횔덜린이 1830년대 이후에 사용했던 가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838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에 적은 서명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후대 연구에서는 1830년대 후반 이후
부터 횔덜린이 죽기 전까지 스카르다넬리라는 이름 아래에 작성한 27개의 시들을 묶어 이것을 “스
카르다넬리-사이클 Scardanelli-Zyklus”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분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이 그가
정신병을 앓았던 전기의 것들과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들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비연
속성 Diskontinuität, 개별적 텍스트 혹은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그림들의 반복 hohe
Rekurenz schlichter Bilder in Einzeltext und Zyklus, 병렬성 Parataxe, 외적 형태의 단순함
Simplizität der äußeren Form, 시적 자아의 침묵과 가면화 Ichverschweigung und
Ichmaskierung.’ 이러한 특성들은 특히 주체로서의 나의 상실, 침묵이나 위장 등은 르푀의 상황, 심
리와도 부합한다. Vgl. Johan Kreuzer, Ute Oelmann (Hg.): Hölderlin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11, S.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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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schmutzig”[LA 452] 종이에 의지한 채, 르푀는 이 불행의 새로 변신하여 파
리의 밤하늘을 날아가는 상상의 나래를 핀다. 작중 6장의 제목이기도 한 이 “야
간비행 Nachtflug”을 통해 르푀는 마지막으로 이레네를 찾아간다.
앞서 이레네의 언어를 단호하게 거부했을 때와 달리, 언어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은 불행의 새가 되어서야 비로소 르푀는 “너[이레네]에게로 향하는 길 den
Weg gefunden zu dir[Irene]”[LA 459]을, 이레네를 이해하고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그녀의 말들에서 헛되이 의미와 대상만을 찾아 다녔기에
르푀는 자신이 이레네와의 소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실패는 이레네의 자
살로 인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219) 르푀는 여기서 그녀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의 길인 퇴락 또한 그녀의 최후와 마찬가지로 죽음
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레네, 너는 해냈구나. 이제 너는 그곳에 평화롭다고 일컫는 상태로 놓여있구나. 사실
상 약간의 가루 덕분에 이르게 된 그 상태는 평화나 불화의 저편에 놓인 것이며, 무(無)
와 거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이 거부는 나의 일이기도 했다, 나의 것이란 말이다, 듣고
있어? - 이 일에서 넌 나를 앞서 가버렸군. 아름답게 표현되었구나. 천개의 [죽음의]그림
들 중 하나이지만,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나는
이 그림을 내 왼쪽 날갯죽지 아래에 보관하려고 한다. 그곳에 나는 항상,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내 신분을 증명하는 종이들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럼 이레네, 안녕히.
편안히 죽어가길.
Du hast es vollbracht, Irene, und liegst nun da in einem Zustand, den man
friedlich nennt, wo er doch in Tat und Wahrheit jenseits ist von Fried und Unfried
dank eines Pülverchens, das Nichts anzeigt und das Nein, die meine Sache waren,
die meine, hörst du? - und in der du mir zuvorkamst. Lieblich ausgedrückt, ein
Bild[Totenbild] unter tausend, aber es ist vielleicht das lieblichste, und darum will
ich es bewahren, hier unter meinem linken Flügel, wo ich auch stets die
Identitätspapiere trage, so daß sie schon ganz durchgeschwitzt sind. Leb wohl,
Irene, stirb wohl. [LA 464]

이레네와 그녀의 언어에 대한 르푀의 입장과 같이, 『르푀 혹은 붕괴』의 전반부
219) Vgl. LA, S. 461: “이레네, 내 사랑, 우리가 단 한 번도 말이나 생각을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이 안
타깝구나.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이제는 그 이유를 파헤쳐낼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Es ist schade, Irè̀ne, ma ché́rie, daß es niemals zum Wort- und Denkwechsel kommen
konnte zwischen uns beiden, ich wußte nie, wo du wohnst, und habe jetzt nicht mehr die
mindeste Chance, es zu ergrü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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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장들이 후반부인 5, 6장에서 번복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작품의 초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들이다.220) 초안과 본 작품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앞서 다뤘던 언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본래 작품의 근간이자 전제를 이루는 것으로 설정되었던 아메리의 언어에 대한
신뢰는 위의 이레네에 대한 르푀의 이해와 공감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견고
하지 않다. 이 변화에 대해 바일러는 언어에 대한 아메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말
로 옮기는 사이에 이미 옮겨진 말들, 텍스트로부터 반박되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
가 바일러는 이러한 언어적 불안정함 혹은 불완전함이 르푀가 사용하는 언어 자
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망명자 신분으로 프랑스에 머무는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르푀가 (혹은 벨기에에 머무는 독일계-유대인인 아메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mit schlechtem Gewissen”221)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자꾸만 프랑스어로 도망치려든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바일러는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는 르푀가 이레네에게 뒤늦게 용서를 구
하는 장면에서, 라크 여행 이후에 아메리가 르푀를 통해 겪은 “경험의 단절
Gebrochenheit der Erfahrung”222)을 “서투른 언어 gebrochene Sprache”223)를 통
해 표현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작품의 토대가 되는 언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에 따라, 작품의 핵심 소
재인 르푀의 퇴락과 붕괴의 의미 또한 변화한다. 이것은 초안과 본 작품 간 두
번째 차이로, 전자에서는 퇴락이 끝까지 삶을 향한 것으로 견지된 반면, 후자에서
퇴락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르푀가 시내에서의 배회 끝에 자취를 감추게 된
다는 초안의 열린 결말은 본 작품에서 분명한 죽음으로 바뀐다. 작품에 대한 자
기성찰을 담은 『르푀 혹은 붕괴』의 마지막 장인 「왜 그리고 어떻게 Warum und
Wie」에서 아메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르푀의 눈을 통해 아메리 자신 또한 라크 공업시설의 화염과 상상 속 불
의 기사와 마주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224) 의도하지 않은 강력한 르푀와
220) 6장의 경우에는 본래 제목도 ‘항복 Kapitulation’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Vgl. Amé́ry: Konzept zu
einem Roman-Essay (1972). In: JW, Bd. 1, S. 658.
221) Weiler: a. a. O., S. 84.
222) Heidelberger-Leonard: Nachwort (LA)(2007). In: JW, Bd. 1, S. 685.
223) Ebd..
224) Vgl. LA, 504f.: “내 앞에 놓인 초안에서는 결말이 열려 있었지만, 나는 점차 강해지는 절박함 속
에서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이 르푀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 [나는] 결
국 이 퇴락이라는 개념이 오직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끝내 깨달았다. War im Exposé́, das mir
vorlag, das Ende offen geblieben, so spürte ich nun in wachsender Dringlichkeit, daß es nur
eine Möglichkeit für ihn gab: den Tod. [...] [Ich] erkannte, daß hier letzten Endes doch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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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시 속에서, 아메리는 자신의 생존이 무의미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
다고 느끼게 된 르푀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
로써 르푀는 자신을 모순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계를 “폭발시키거나 sprengen”,
자신의 모순 혹은 불행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 스스로 “뛰어야 springen”, 즉 뛰
어내려 죽어야 한다는 마지막 갈림길에 도달하게 된다.225) 르푀의 새로운 작품이
자 마지막 작품인 <불타는 파리 Paris brûle>[LA 475]에는 이 뛰어내리거나 폭발
시키고자 하는 르푀의 두 가지 의도가 함께 담겨있다. 앞서 현실에서의 대항폭력
은 포기했지만, 르푀는 대항폭력을 내면화하여 이것을 캔버스 위에 폭발시킨다.
불행의 근원을 알게 된 그가 시도하는 ‘새로운’ 언어는 “어깨 관절에서 바로 나오
는” 언어이다. 이 그림에서 르푀는 비록 대상과 의미를 지시하는, 본래 자신이 지
지했던 기능적 언어에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기질”을 통해 그 언어를 뛰어넘고
자 한다.
불타는 파리. 이것이 새로운 작업이다. 그것은 불타고 나는 울부짖는다. 무엇을 울부짖
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내 할아버지의 불알에 대한 빨치산의 노래는 아니
다. 나는 울부짖고 나는 불태운다. 이 울부짖는 포효를 시각적으로 변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작업을 나에게 맡기고자 한다. 나의 검은 핵인 나의
불행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되찾으리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다만 어떻게 되찾을 것
인가는 알 수 없다. 계획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결심하는 순간 이 계획들은 내 손아귀
를 벗어난다. 수많은 진실들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진실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 진실의
이름은 행동이다. 불행의 새가 끝나고 새로운 작품인 불타는 파리가 시작된다. 이것은
과감한 붓터치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마치 불의 기사와 같이, 누군가가 멀리서부터 손
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듯, 앞으로 뛰듯이 혹은 폭발하듯이. 이 움직임들은 직접 어깨 관
절로부터 나온 것이다. 당신들만 괜찮다면 이것을 액션페인팅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저항하는 의미에서 먼저 대상을 확실히 붙들고 난 후에 비로소 이 대상을
극복해야한다. 그 천성은 리얼리즘적이지만, 이것은 기질에 힘입어 이리저리 날뛰어서
금이 생기거나 폭파된 그림이다. 이 기질은 더 이상 고삐로 다스려지기를 거부하고, 오
히려 반대로 고삐가 풀린 채로 거칠게 모든 저항으로서의 대상을 무시한다. [...] 반다메
여, 이 모든 것은 나의 불행에 대한 나의 반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ine neue Arbeit: Paris brûle. Il brûle et ich brülle. Weiß nicht was. Aber nicht
Chiffre Verfall für den Tod stand [...].”
225) LA, S. 476: “나는 이제 뛰거나 폭발시켜야 한다. 파리의 밤은 내가 그를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
다. 나의 불행은 불길이 그를 지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Ich muß nun springen oder sprengen.
Die Nacht von Paris wartet, daß ich sie erhelle. Mein Unglück wartet, daß die Flammen es
auslö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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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 das Partisanenlied les couilles de mon Grand-Pè̀re. Ich brülle et je brûlerai.
Es wird nicht ganz leicht sein, das heulende Gebrüll ins Optische zu übertragen,
doch traue ich mir mehr zu als je zuvor, da ich ja den schwarzen Kern entdeckte:
mein Unglück. Und bin besonnen, es zurückzunehmen. Weiß nicht wie. Habe so
meine Pläne, die freilich, kaum daß sie gefaßt sind, mir entgleiten. Denn es kommt
nach

so

vielen

Wahrheiten

die

letzte

Wahrheit:

ihr

Name

sei

Tat.

Der

Unglücksvogel ist beendet, das neue Werk Paris brûle wird begonnen. Es ist zu
malen mit großen Pinselstrichen, so als schritte einer weit aus mit der Hand, als
spränge oder sprengte er voran, gleich dem Feuerreiter, die Bewegungen kommen
direkt aus dem Schultergelenk. Action painting, wenn's Ihnen recht ist. Aber den
Gegenstand als Widerstand festhaltend erst, dann überwindent: also realistische
Malerei,

Natur

gesehen

und

durchsprungen

oder

durchsprengt

von

einem

Temperament, einem, das sich nun nicht mehr zügeln will, sondern, im Gegenteil,
in wilder Zügellosigkeit hinwegsetzt über alle gegenständlichen Widerstände. [...]
Und all dies Vandamme, ist zu verstehen als mein Aufstand gegen mein Unglück.
[LA 475]

르푀는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어와 소통의 가능성을 시험한다. 이
것은 퇴락을 선택한 불의 기사이자 불행의 새로서 르푀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으로 향해가는 가운데 벌이는 마지막 저항이기도 하다. 여기서 어깨 관절
에 대한 언급은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묘사되었던 아메리의 고문 장면을 연상
시킨다.226) 고문의 과거를 상징하는 어깨에서부터 나오는 이 ‘새로운 언어’와 “기
질”을 통해 르푀는 이전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그림에서 그는 이전의
신뢰 가득한 언어로는 매개 불가능한 과거를 이 그림 위에 “울부짖게 brüllen”
한다. 이것은 언어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불행에 대해 소통하고 삶으로 나아가려
는 르푀의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3.4 언어의 파괴와 죽음
아메리가 에세이-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고 르푀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것은 이전의 에세이에서보다 대상과 스스로에 대한 보다 더 비판적인 거리를 가
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아메리는 집필 중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자신이 르푀와 강하게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
226) JSS, S. 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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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인정한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경험과의 간격이 서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거리두기에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실패했기 때문에 르푀는 죽음으로, 아메리의 서사는 에세이적 서사로 나아가
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27) 결국 르푀와 함께 아메리는 아우슈비츠라는 파
괴의 불에 맞서지 못했기에, 불타 죽지 못한, 살아남은 불의 기사로서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꿰뚫어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것은 다시금 르푀라
는 인물과, 본래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그와 동일시하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 히틀러는 그의 치욕스러운 제국을 통해 벼락닫이 문을 열어버렸으며, 이 문을 통해
인류는 자신에 대한 부정이라는 허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강박적인 확신이
생겨났다. 상이한 다섯 혹은 여섯 군데의 강제수용소를 전전했던 그 때, 추위와 폭행으
로 상처 입은 채로 언젠가 올 거라는 기약도 없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때
아마도 그 유명하고 악명 높은 “질적 도약”이 발생했던 것이리라. 나는 그 이후로 어떤
것도 긍정할 수 없다. 죽음의 제국을 향한 문이 세상에 열려버린 것이다. 이곳에서 생존
이란 없다. 오직 망령들만이 이 밤으로부터 몸을 일으켜 세웠다. 혹은 르푀에 적힌 것처
럼, 견뎌냈다는 것을 견뎌낼 권리란 없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모순이 내 안에,
내 앞에 서 있었다. 어째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져버린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Und doch gibt es manches, das ich durchschaue. Es bezieht dieses sich wiederum
auf die Figur Lefeus und meine den ursprünglichen Entwurf überschreitende
Identifizierung mit ihr. [...] [M]it obsessiver Intensität [stellte sich] die Gewißheit
ein, daß Hitler mit seinem Schmach-Reich die Falltür aufgerissen hatte, durch die
die Menschheit ins Leere ihrer Negation gestürzt war. Damals, als ich in so fünf
bis sechs verschiedenen deutschen KZ-Lagern von Kälte und Prügeln versehrt einen
Tag

erwartet

hatte,

dem

anzubrechen

nie

beschieden

war,

mußte

der

berühmt-berüchtige „qualitative Sprung“ sich ereignet haben. Es gab seither keine
227) Steiner: Erinnern und Leben. a. a. O., S. 31: “사람에게 단순한 현실의 기억에 머문다는 것은
힘들다. 그 기억은 그에게 섬뜩한 것이 되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들로부터 도망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가져다주길 바라는 설명들
에 둘러 싸이고자 한다. 안정된 삶은 경험한 것들을 저 먼 곳으로 추방시켜버릴 수 있는 간극을,
설명들을 필요로 한다. [...] 일어난 일을 설명들로 추방시키는 시도를 한다는 것, 그것이 기억하기의
원죄라는 것이다. Es fällt dem Menschen schwer, bei der einfachen Erfahrung der Wirklichkeit
zu verharren, diese wird ihm unheimlich. Deshalb reißt er sich vom Erfahren seiner
unmittelbaren Situation los, umgibt sich mit Erklärungen, die das Beunruhigende in Distanz
zu bringen suchen. Das beruhigte Leben braucht Abstand, es braucht Erklärungen, welche das
Erlebte in der Entfernung banne. [...] Der Versuch, das Ereignis in Erklärungen zu bannen,
das sei der Sündenfall des Erinn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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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age mehr: das Reich des Todes hatte sich aufgetan in der Welt. Man überlebte
nicht. Nur Lemuren waren aus dieser Nacht aufgestiegen. Oder, wie es im Lefeu
heißt: man hatte kein Recht, das Überstehen zu überstehen. Die Widersinnigkeit
meiner Existenz stand in mir selbst vor mir. Warum spielte ich das längst
verlorene Spiel noch mit? [LA 498]

긍정이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침으로써 꾀하게 되는 순전한 부정으로의 “질적 도
약”은 헤겔의 저서인 『정신현상학 Phänomenologie des Geistes』(1807)의 서문에
나타난 개념을 반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28) 헤겔은 이 질적 도약을 “양
적 증가 vermehrenden Fortgang”를 중단시키고 보다 높은 층위의 발달을 가져
다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르푀의 질적 도약 역시 광채-퇴락의 팽창을 부정하
는 것이지만, 헤겔과 달리 아메리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 긍정이 아닌 새
로운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229)
이 새로운 부정이자 순전한, 절대적인 부정은 모든 긍정을 거부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즉 삶에 대해서도 긍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르푀는 살아있는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타는 파리>에서
시도했던, 마지막 저항으로서의 내면의 폭발도 끝내 실패로 돌아간다. 르푀는 자
신의 언어가 끝내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즉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기호가 되어버렸음을 느낀다.230) 과거 고통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언어
의 “자발성 Spontaneität”은 일정한 형태 갖추면서 결국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
리고, 원한은 “어깨 관절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변명”으로 전락한다. 탈구된 두 어
깨의 고통은 다른 이와 함께 나눠가질 수 없는, 르푀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멍에인 것이다. 이러한 르푀의 지각은 아메리를 과거 고문과 아우슈비츠에서 경험
해야 했던 완전한 고독 속에서 오직 육체만으로 존재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만
228) Vgl. Willhelm Friedrich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6. Aufl.. Darmstadt 1952, S.
15f..
229) 여기서 아메리는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하며 “부정변증법 negative Dialektik”을 역설한 아도르노
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에서 헤겔이 모순상황에서 언
어-수학적 논리를 변증법에 잘못 적용한다고 보고 비판하며, 부정에 대한 부정이 긍정으로 귀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윤선구: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실린 곳: 철학사상, 별책 7권 21호, 29면 참조.
230) Vgl. LA, S. 477: “나는 이 바닥을, 내가 그토록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바닥
을 완전히 떠난다.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동안 살아왔던 무언가의 덩어리일
뿐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신호를 보낼 뿐이다. Ich verlasse den Boden, endgültig, auf dem ich so sicher zu
stehen glaubte, ich bekenne mich zu einem nur noch mir selbst verständlichen - aber: was
heißt verständlichen? - Stück Gelebtheit. [...] Ich gebe nur noch mir selber Z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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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이다. 이 되돌아감을 거부하며 아메리는 르푀로 하여금 그림을 불태우게
만든다. 이를 통해 그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한 채 쳇바퀴 돌 듯 시도와 좌
절을 반복하는 르푀의 언어를 파괴한다.231) 르푀는 그림을 파괴하는 불길에 자기
자신도 휩싸여 함께 “활활 타오르게 lichterloh”[LA 478] 되기를 바라며, 이제 완
전히 붕괴되어버린 로캉탱 집의 폐허에서 성냥을 켠다. 그러나 이 불꽃은 그림을
망가뜨린 후 르푀의 바짓가랑이만 약간 그을리게 하곤 이내 꺼져버리고 만다.
나의 불행도 이 불길 속에서 불타 사라지리라. 고양이들 민츠와 마우츠232)가 말했듯이,
조심해라, 안 그러면 너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불이야! 여기 무슨 일인가요? 사고
입니다. 저 곳이 다시 불타고 있다, 저 곳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 활활 타오른다. 빨리
저 불을 꺼야 한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저들은 쥐를 기르는 무리들, 외국인 집단이다.
항상 술에 절어있고. 저들은 저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 나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
다만 죽도록 메스꺼울 뿐이다. 호루라기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불타는 파리, 그 그림은
사라졌다. 그리고 바지만 살짝 그을렸을 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 나는 메스꺼움
만 빼면, 완전히 건강하다. 건강하다! 라고 말했다. 건강! 건강하다! [...] 아 심장인가. 나
는 이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너무 약해졌다. 거
기에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 그래요, 편안히 쉬십시오.
So brenne mein Unglück und verlösche in den Flammen. Und Minz und Mauz,
die Katzen, paß auf, sonst brennst du lichterloh. Au feu! Was ist hier los? Un
accident. Ça brûle encore et ça sent. Lichterloh. Man muß sogleich. Muß nicht:
Rattenzüchter und Ausländerpack. Besoffen, es geschieht ganz recht. [...] Ich bin so
gut wie unverletzt, nur ist mir sterbensübel. Und will kein Pfeifen hören. Das Bild
ist hin, Paris brûle. Und die Hose nur leicht angekohlt, es ist so gut wie nichts.
[...] Ich bin ganz heil, bis auf die Übelkeit. Heil! sage ich. Heil! Heil! [...] Das
Herz. Ich ahnte es. Es war zu schwer. Et maintenant il flanche. C'est ça, Docteur?
Oui, restez tranquille. [LA 478f.]

하인리히 호프만 H. Hoffmann의 동화인 「성냥에 대한 매우 슬픈 이야기 Die
gar traurige Geschichte mit dem Feuerzeug」의 구절을 인용하여 아메리는 르푀

231) Vgl. Siguan: a. a. O., S. 166: “아메리의 글쓰기는 세계를 묘사하는 도구로서의 언어와, 모두를
위한 집으로서의 언어, 그리고 감옥으로서의 언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Zwischen der Sprache als
Instrument, die Welt zu schildern, der Sprache als Haus für alle, und der Sprache als
Gefängnis vollzieht sich Amé́rys Schreiben, [...]”
232) 본래의 동화 속에서 고양이들의 이름은 ‘민츠 Minz’와 ‘마운츠 Maunz’다. 이 지점에서 아메리는
마운츠를 ‘마우츠 Mauz’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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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신(焚身)에 대한 소망을 묘사한다.233) 여기서 동화 속 고양이 민츠와 마운츠
는 소녀에게 불의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하는 동시에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동화 속 그들이 불장난 끝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달리, 『르푀 혹은 붕괴』에서의 ‘고양이들’인 파리의 사람들
은 이 불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르푀가 놓은 불을 발견한 그들은 오히려
낡은 집의 철거와 더러운 외국인인 르푀의 사라짐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
은 르푀의 행위를 슬퍼하지도 이해해주지도 않는다. 르푀의 거부와 퇴락으로서의
삶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로캉탱 가의 집이 철거되었듯이, 우연한 “사고
accident”로만 간주되는 그의 죽음과 파괴의 불길은 마지막까지 무의미하고 해석
불가능한 기호로 남는 것이다.
누르미-쇼머스는 『르푀 혹은 붕괴』에서는 그 어떤 구원이나 시도도 결국 이러한
비소통, 비공감에 가로 막히고, 결국 무기력과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234) 그
러나 이러한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아메리를 직접 죽음으
로 내몬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작
중에서 르푀는 직접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가 그림을 불태우는 것은 분명
자기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만, 이 행동 뒤에 찾아오는 죽음은 그의 선택이 아닌
일련의 일들로 인한 영향 혹은 결과이다. 르푀의 바짓가랑이만 약간 그을리곤 금
세 사그라진 불은 르푀를 죽이지 못한다. 오히려 이 분서 후에도 그는 “거의 다
치지 않았으며 so gut wie unverletzt”[LA 479] “건강하다 heil”[LA 479]. 과거
홀로코스트의 불로부터 생존했듯이 다시 한 번 파괴의 불을 피해가는 상황에서
“죽을듯한 메스꺼움 [S]terbensübel[keit]”[479]은 르푀의 심장이 더 이상의 견뎌냄
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아메리는 르푀의 죽음을 “영웅적이지 않은 nicht heroisch”[LA
506], “겸손한 bescheiden”[LA 506] 죽음이라 표현한다. 아메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삶이 아닌 죽음을 선택할 용기를 르푀에 불어넣고자 했다고 밝히지만, 자
살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인 능동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작중 르푀의 죽음
233) Heinrich Hoffmann: Die gar traurige Geschichte mit dem Feuerzeug. In: Hasso Böhme (Hg.):
150 Jahre Struwwelpeter. Das ewig junge Kinderbuch. Switzerland Stäfa 1995, S. 14-17.
234) Nurmi-Schomers: a. a. O., S. 166: “르푀의 ‘구조행위’는 ‘비관적으로 보며’ 경고하는 자를 원치
않는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스키여행을 가는 예쁜 제스쳐를 취하
며, 활기찬 얼굴들을 들고서 세계를 통과한다. 불행의 새들과 반 고흐의 갈까마귀들, 니체의 까마귀
들이 도망치듯 떠나간 이 세계를. Lefeus ‘Rettungsaktion’ [gilt] einer Welt, die keine
‘schwarz-sehenden’ Mahnenden haben will. [...] Die Menschen ‘gehen lastlos mit hübschen
Schiurlaub-Gesten und aufgeweckten Gesichtern durch eine Welt, die von Unglücksvögeln
und van Goghs Raben und Nietzsches Krähen fluchtartig verlassen wurde’[LA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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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살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가 르푀의 죽음
을 “매개된 자유죽음 vermittelter Freitod”235)이라 주장하는 것은 작가 아메리의
자기 해석에 치중한 해석이자, 『르푀 혹은 붕괴』 이후에 나타나는, 자살을 시도하
지만 실패한 아메리의 행보와 연결시키기 위한 비약에 가까워 보인다.
자살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별개로, 르푀의 죽음은 그 자체로 아메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작중에서 큰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과거를 직
접적으로 다뤘던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가 마지막까지 죽음이 아닌 삶을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해본다면, 르푀의 죽음은 결코 아우슈비츠라는 과거 때문만
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작에서와 달리, 『르푀 혹은 붕괴』에서 새롭게 문제시
되는 것은 이 과거가 르푀 혹은 아메리의 언어로 매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거로부터 간격을 벌리기 위한 새로운 언어의 층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원한에 대한 인정과 망각의 거부를 통
해 비로소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아메리이기에, 이러한 언어의 매
개 불가능성과 이로 인한 소통 불가능성은 곧 존재의 문제로 직결된다. 아우슈비
츠의 불을 연상시키는 라크 공업시설의 불과의 마주침으로 인해, 언어에 대한 신
뢰가 붕괴되고 죽음을 강요당했던 과거에 사로잡힌 채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
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아메리는 르푀를 통해 계속 이 과거로부터의 “해방 시도
Befreiungsversuch”들을 벌인다.236) 뫼리츠의 불의 기사, 대항폭력, <불행의 새>
와 <불타는 파리>는 모두 불행의 근원인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다른 이와 공유하
며 살아가기 위해 르푀와 아메리가 만들어내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언어들에 대한
체념과 포기, 그리고 <불타는 파리>의 불태움이 상징하는 언어에 대한 파괴는 삶
과 죽음 사이에서 반복되는 진동 끝에 결국 르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무기력한 언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르푀가 언어 자체를 파괴하는 순간, 아메리에
게 삶을 위한 언어였던 르푀라는 인물 또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작품은
죽음의 침묵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235) Heidelberger-Leonard: Nachwort (LA)(2007). In: JW, Bd. 1, S. 681.
236) Weiler: a. a. O., S. 89f.: “르푀는 자신의 불행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한 자신의 시도들
에 대해 구역질을 느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잡기 위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 언어
에 기대야만 한다’. 따라서 르푀의 초라한 해방의 시도는 경험에 대한 ‘실재화와 비실재화’ 사이에
서 진동한다. [...] 이윽고 체념 속에서 르푀는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을 깨닫고 부서진 심장 때문에 죽어간다. Lefeu ekelt sich vor seinem hilflosen Versuch, sein
‘Unglück’ auszubilden. [...] Und doch ist ‘[d]ie Wirklichkeit, wenn sie überhaupt erfaßt,
be-griffen werden soll, [...] angewiesen auf das Wort’. So oszilliert Lefeus kläglicher
Befreiungsversuch zwischen ‘Realisierung und Irrealisierung’ des Erlebten. [...] Resigniert stellt
er fest, dass er nur noch sich ‘selber Zeichen’ gibt, und stirbt an gebrochenem Her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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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푀 혹은 붕괴』 이전의 아메리는 죽음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입장을 따르며 죽음을 삶의 문제 밖의 것으로 구분해왔었다. 그러나
르푀의 죽음을 통해 그는 이제 죽음은 자신에게 더 이상 “낯선 것이자 완전히 다
른 것 das Fremde und ganz Andere”[LA 296]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죽음으로
만연한 강제수용소를 벗어났지만, 작가로서의 삶 속에서 그는 다시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죽음에

향한

아메리의

“이상한

경향

merkwürdige

Hinneigung”237) 그 자체는 사실 『르푀 혹은 붕괴』 이전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난
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가 체험한 죽음에 가까운 육체적 고통의 묘사
나 『나이듦에 대하여』에서 노화라는 과정에 대한 관찰도 사실 모두 죽음의 문제
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는 아메리가 마지막에 결국 이 경향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삶으로 돌아섰던 것과 달리, 『르푀 혹은 붕괴』에서는 삶을
상징하는 “모든 축제의 등이 꺼지고, 오직 죽음만이 홀로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die Festeslampen erloschen, und er, der Tod, [mußte] allein das Feld
behaupten”[LA 504]. 이처럼 죽음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언어의 문제가 함께 얽
혀 있는 『르푀 혹은 붕괴』는 아메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자, 아메리의 작품세계 전체를 양분하는 경계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
다.

237)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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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몽과 자유죽음: 『손을 자신에게 대다. 자유죽음에
대한 담론』
『르푀 혹은 붕괴』의 집필을 끝낸 그 해 겨울에 아메리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
패한다. 그리고 2년 뒤, 『자유죽음』이 출판된다. 다시 2년여 가량이 지난 1978년
어느 날, 아메리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샤를 보바리』가 출판된 이후 잘츠부르
크의 한 호텔에서 자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한
『자유죽음』이나 죽음 혹은 자살에 대해 언급한 그의 다른 작품들은 흔히 아메리
의 실제 자살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 특히 그의 에세이들이 경험과
체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메리 본인의 자살과 그의 작품들 간의
관계는 아메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된 목
적은 그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므
로, 여기에서는 작가 아메리의 실제 경험과 삶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배제하고,
텍스트 내적 접근에 주력하도록 한다.238)
『자유죽음』 집필 전후를 비롯하여, 70년대 중후반부터 아메리의 사망 이전까지
집필된 에세이들의 대다수는 이성, 계몽에 관련된 것들이다. 3장에서의 논의는 이
러한 변화 속에서 『르푀 혹은 붕괴』에서 제기되었던 언어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가 각각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퇴락과 원한에 대한 주장들이 『르푀 혹은 붕괴』에서의 언어에 대한 신뢰의 붕괴
끝에 어떻게 계몽에 대한 논의로 넘어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죽음에 대한 아메리의 인식 혹은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이것이 아메리가 죽음문제를 자살 담론으로 전개시
킨 것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
한 고찰들 끝에 아메리가 자살을 ‘자유죽음 Freitod’으로 해석한 것이 정확히 어
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혀내도록 한다.

3.1 아메리의 이성과 계몽

238) 이 연구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이러한 연구들과 본 논문이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
는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서론에서의 연구 방향을 참고한다.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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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원한의 언어에서 이성의 언어로
아메리는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세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해 유대인으로
서의 자기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함과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다. 이런 가운데 시작한 그의 망명 생활은 자신을 버리고 부정했던 고향을 스스
로 등지는 자발적인 선택이자 고향을 상실하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강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결론이다. 이런 아메리에게 발을 디딜 곳이 되어준 것은 바로
글쓰기다. 해방 이후의 집필 활동은 그의 생계를 유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린
당한 육체와 정신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일상
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에서 자발적 망명자의 신분에 머무는
가운데 아메리는 독일어로 집필활동을 펼친다. 그에게 언어와 글쓰기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생각할 수 없는 세상 한 가운데에 홀로 떠 있는 자신만의 섬과 같
은 것이다. 그가 자신의 언어를 “낡은 독일어 veraltetes Deutsch”인 동시에 새로
“창작한 독일어 erfundenes Deutsch”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239)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르푀 혹은 붕괴』까지 아메리는 망각과 화해를 거부하
는 원한을 전달하는 언어와 글쓰기를 추구한다. 그는 이 ‘원한의 언어’를 아우슈
비츠에서 살아남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인 것
이다. 아메리는 자신의 원한과 원한의 언어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받은,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고통을 타자로부터 인정받기를 갈구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타자, 현실사회와 계속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에 부딪히고, 충돌의 원인과
문제점을 안식처라 믿어온 자신의 언어와 글쓰기 내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원한의 언어는 끊임없이 과거를 향하고 있는데 반해, 그 언어의 수신자인 타자와
사회는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기억들, 고통들을 인
정받기 위해 그것들을 계속 상기시키고자 하는 원한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은폐하거나 망각하려는 의도가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사회에서 아우
슈비츠는 분명하게 하나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메리는 이 같은 역사화를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원한의 언어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
로 밝혔던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와 달리, 『르푀 혹은 붕괴』에 이르러 아메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벌어지는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의 이 필연적인 간극이
239)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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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의 언어로는 메워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신뢰를 원한의 언어에 대한 신뢰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로캉탱
가의 집은 완전히 철거되고, 아메리는 르푀의 언어인 그림을 불태운다. 타자와 사
회의 공감과 인정을 통해 되돌리고자 했던 과거와 고통은 벗어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으로 남게 되고, 공감과 소통에 실패한 ‘나의 언어’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계속 피하고 부정해왔던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상이 『르푀 혹
은 붕괴』와 그 이전의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아메리의 원한의 언어와 글쓰기가
존재 혹은 죽음문제와 연결되는 방식이다.
아메리는 『르푀 혹은 붕괴』 이후에도 존재, 죽음과 언어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가 『자유죽음』에서는 죽음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면, 언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작품 이후의 에세이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르푀
혹은 붕괴』에서 시작되었던 자신의 언어에 대한 반성에 이어, 「무의미한 이야기
들 In den Wind gesprochen」(1978)에서 아메리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원
한의 언어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내린다. 여기서 그는 원한이 비롯된 참혹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순간을 전달함으로써 분노와 원한을 이어가고자 하는 언어와 기억
은 바람에 맞서 읊조리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 무의미한 이야기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요구들을 가진 새로운 분들이 나타났다. [...] 그들을 향해 우리는 새로운 논증
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표상들을 가지고 맞서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에 나타나는 후세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 자체를 전달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험 덕분에 그들에게 몇 가지 조언들을 나눠줄 수는 있다. 단 이
성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지만 (이
것은 분노를 묵살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분노는 불타올라도 되고, 또
그럴 테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의 세계, 기억의 세계 안에서만 불타오를
것이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이 분노는 이미 극단적
인 이성으로 변화된 상태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칠 수 없다면, 이 분노는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분노는 어제와 엊그제의 케케묵은 연기의 냄새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Neue Herren mit neuen Ansprüchen sind da, [...]. Ihnen haben wir mit neuen
Argumenten, ja einer ganz neuen Weltvorstellung entgegenzutreten [...]. Es geht um
die, die nach uns kommen. Denen können wir nicht unsere Erfahrung vermitteln.
Jedoch, wir können dank eben dieser Erfahrung,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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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rational verarbeitet haben, ihnen ein paar Ratschläge erteilen. Dazu sind wir
imstande, wenn wir unseren Zorn bändigen (was nicht heißt: ihn ersticken!). Er
darf, er wird flammen, er soll es aber nur in unserer je persönlichen Erlebnis- und
Erinnerungswelt. Im Augenlick, wo wir öffentlich hinaustreten vor die jüngeren
Generationen, muß er schon verwandelt sein in radikale Vernunft. Vermag er
diesen Prozeß nicht durchzumachen, wird er verrauchen, und nichts wird sein als
ein stickiger Geruch von gestern und vorgestern.240)

이 에세이에서 아메리는 과거의 경험들에서 비롯된 분노와 원한을 불에 비유하
며, 이 불을 이성으로 다스리지 않은 채, 현재의 세계와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
로운 세대들 앞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것은 원한과 분노 그 자체
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라크 가스공업 시설 앞에서 르푀가 불현듯 홀로코스트
의 순간들을 기억해냈듯이, 아메리는 자신이 아우슈비츠라는 과거의 불로부터 벗
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와 타자의 인정을 바라며 원한과
대항폭력에 대해 말했던 이전의 작품들에서와 달리, 이 에세이에서 그는 분노와
원한은 불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 안에서만 머물러야한다고 강조한다. 원한이 비롯
된 과거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원한의 불이 그대로 실려 있는 언어는 역
사가 되어버린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며, 현재에 불복하는 무모하고 파괴적인 언어
일 뿐이기 때문이다.
분노와 원한을 전달하는 언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며, 아메리는 자신이
원한의 언어를 통해서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듯이,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새
로운 세대와 그들의 사회에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
끝에 아메리가 제안한 이 새로운 언어는 원한과 분노의 불을 “급진적 이성”으로
다스린 ‘이성의 언어’이다. 논리실증주의와 실존주의에 기반했던 초기의 아메리의
언어관에서는 ‘나의 경험과 사유’가 이것을 전달하는 언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였다. 하지만 앞장에서 논의했던 『르푀 혹은 붕괴』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매개 불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나의 경험과 사유’가 항상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밖에 없으
며, 이로 인해 그것이 가진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무의미
한 이야기들」에서 아메리는 이러한 변형과 훼손이 발신자인 나에게만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수신자인 독자나 청중에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하
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성의 언어를 주장한 것이다. 이성의 언어를 중심으
로 한 아메리의 새로운 언어관에서 언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나의 경험
240) Amé́ry: In den Wind gesprochen (1978). In: JW, Bd. 7, 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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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유’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수신자에게 미
치고자 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이다. 위에서 논의한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비롯
한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나는 아메리의 이성과 계몽주의에 대한 지지는 『르푀 혹
은 붕괴』에서 제기된 이러한 언어의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원한의 언어에서 이성의 언어로의 변화를 주장
했다고 해서, 이전의 아메리가 추구했던 원한의 언어가 곧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
적인 언어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자신이 주장하
는 원한이 감정적 복수나 속죄의 저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241) 아메리
의 원한의 언어는 자신이 경험했던 극단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공유함으로써, 역으로 이 과거에 대해 저항하고 극복하고자 했
던 언어이다. 아메리가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한 시기에 주장했던 원한의 언
어와, 그가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주장한 이성의 언어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 두 가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메리가 각각의 언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
표에 이르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메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의 내적 논리나 정당성에 근거하여 특정한 언어
체계나 철학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어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에게 글과 언어는 과거를 기억
하고 현재와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디딤돌이지, 다른 무언가를 딛고 올라서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다. 아메리가 과거를 현재화하는 원한의 언어를 주장
했던 것 또한, 언어 그 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언어를 통해
타자와 소통하고, 이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지녀왔던 자신의 오
랜 염원인 사회의 혁명 혹은 혁명적 변화에 이르고자 했다.242) 독일에서의 혁명을
간절히 바랬던 전쟁 직후의 아메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가장 이상적인 혁명의 형
태로 여겼다. 이 당시의 그는 혁명의 근저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밝힐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혁명에 이르기 위한 원한의 언어
와, 이 언어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혁명적 대항폭력도 그에게는 비
241) 본문 1.3.2장의 46면 참고.
242) Vgl. JSS, S. 141: “나는 나의 원한이 [...] 역사적인 기능도 수행하기를 바란다. 내가 제시하는 과
제를 달성한다면, 이것은 세계가 도덕적인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단계로서, 일어나지
않은 독일의 혁명을 배상할 수 있을 것이다. [I]ch möchte, daß mein Ressentiment, [...] daß es
auch eine geschichtliche Funktion ausübe. Würde es die Aufgabe erfüllen, die ich ihm stelle,
dann könnte es historisch als ein Stadium moralischer Fortschrittsdynamik der Welt stehen
für die ausgebliebene deutsch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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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상황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었다. 아메리는 제
3제국이 이러한 내부의 혁명이 아닌,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의 패배 끝에 붕
괴되었기 때문에 이 과거와 그 희생자들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70년대 초반까지도 뒤늦은 혁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
었던 아메리에게 원한의 언어는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이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현재 사회에 이성적 혁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언어였다.
아메리가 1968년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각지에서 혁명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이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도 인간적, 이성적 혁명에 대한 그의 오랜
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움직임들이 체계화, 이데올로기화
됨에 따라 그 유연함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68운동은 결국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아메리는 훗날 회상한다. 그는 이러한 혁명으로의 전환이 실패한 것은
비단 이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젊은 세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
라고 본다. 그는 새로운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비이성에 가까운 폭력성이나 맹목성
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243)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기존의
좌파

진영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무능함에

실망한다.

“형편없는

선생님들

miserable Lehrer”244)이라는 아메리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세대들에 대한 자평
끝에 그는 혁명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수정 작업에는 앞서 「무의미한 이야기들」에서 언급한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68년에 쓰인 「장-폴 사르트르의
앙가주망 Jean-Paul Satres Engagement」에서 아메리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에
서와 달리, 20세기 중후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지식인의 목표는 “권력
Macht”245)이 아닌 “영향력 Einfluß”246)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그는 2년 전에 자
신이 내렸던 “좌파의 좌절 linke Frustration”247), 혹은 “좌파 지식인들의 무력함
Ohnmacht der Linksintellektuellen”248)이라는 진단을 번복하면서, 권력이 지식인
243) 아메리는 인터뷰에서 68운동의 주축세력이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실증주의에 반대했지만, 정작 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한 대학 강연에서의 일화
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그는 68운동이 일종의 체계에 사로잡힘으로써 실증주의가 실체를 잃어
버린 개념이 되고,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이 개념이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채워졌음을 지적했
다.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56-58.
244) Amé́ry: In den Wind gesprochen (1978). In: JW, Bd. 7, S. 597.
245) Amé́ry: Jean-Paul Satres Engagement (1968). In: JW, Bd. 6, S. 64.
246) Ebd..
247) Amé́ry: Französische Sozialphilosophie im Zeichen der ‘linken Frustration’ (1966). In: JW, Bd.
6, S. 45.
248)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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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가 아닌 이상 지식인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한다. 현대의 지식인들은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혁명가는 될 수 없지만, 사회 참여
적, 비판적 활동을 펼치며 영향력을 펼쳤던 까뮈가 될 수 있다는 선언249)을 시작
으로, 아메리는 혁명이 아닌 다른 목표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르푀 혹은 붕괴』에
나타난 혼란은 이러한 탐색과 변화의 과정 중에서 아메리가 겪은 방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목표와 이를 향한 새로운 길의 윤곽은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비롯한
1970년대 후반의 작품들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과거의 불을 경험한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건네줘야 할 것은 과거의 불에 대한 경험 그 자체가 아
니라 이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교훈들이다. 아메리는 이 교훈들을 전달하기 위해
서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원한의 언어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이성
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생각 끝에 아메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이성의 언어를 통
한 “인내심 있는 계몽 작업”이 본질인 “작은 전쟁들”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피투성이인 마지막 교전이 역사적인 정점을 이루는 거대한 드라
마가 아니다. 우리는 작은 전쟁들을 이끄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 전쟁들의 본질은 무
엇보다 인내심 있는 계몽 작업에 있다. 대중들은 우리 중 몇몇이 내지르는 귀청이 찢어
질듯 한 경고의 비명이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터무니없고도 황량한 개념들만으
로 가득한 사변들이 아닌 이 작은 전쟁들에 납득하게 될 것이다.
Vor uns liegt, so meine ich, nicht das große Drama mit dem historischen
Kulminationspunkt eines blutigen letzten Gefechts. Wir müssen uns damit abfinden,
Kleinkriege zu führen, die vor allem in geduldiger Aufklärungsarbeit bestehen: sie
werden der Bevölkerung auch plausibel werden, nicht die schrillen Alarmschreie,
die manche unter uns ausstoßen, und schon gar nicht die heil- und trostlosen
Begriffsspekulationen, auf die keiner hinhört [...]250)

아메리의 작품들 초반에 나타난 원한의 언어와 혁명과 후반기 작품들에서 나타
난 이성의 언어와 계몽은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수정 작

249) Vgl. Amé́ry: Jean-Paul Satres Engagement (1968). In: JW, Bd. 6, S. 67: “누구도 로베스피에르
나 트로츠키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고발한다」의 졸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우리
모두에게 있다. Keiner konnte Robespierre oder Trotzki sein. Der Zola des 「J'accuse」 zu
werden hat noch jeder seine Chance.”
250) Amé́ry: In den Wind gesprochen (1978). In: JW, Bd. 7, S.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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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끝에 혁명에 대한 아메리의 생각의 무게중심이 새롭게 이동됨에 따라서 계몽
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아메리의 원한을 곧 계몽으로 해석하는 슈
흐터의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아메리가 원한의
의미와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아우슈비츠라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사회적, 도덕적으로 제기하고, 이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슈흐터는 아메리의 원한에 대한 주장을 곧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그
의 이성, 계몽에 대한 지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한다.251)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아메리의 원한과 이성, 혁명과 계몽 개
념을 완전한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다. 이럴 경
우 『르푀 혹은 붕괴』에서 나타났던 불의 기사와 대항폭력을 둘러싼 르푀의 갈등
이나, 위의 「무의미한 이야기들」에서 언급된 새로운 언어와 이성에 대한 아메리
의 요구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판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도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관한 담론들에서 아메리의 원
한 개념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이것이 아메리의 기억과 언어에 대한 논의
의 시작점에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한에 대한 주장들은
주로 아메리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던 6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70년대
중반 이후의 집필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후반기의 에세이들에서 중
심을 차지한 것은 이성과 이성을 통한 계몽에 대한 고찰들이다. 여기서 아메리의
이성과 계몽은 원한과 혁명의 반대말도 동의어도 아닌, 원한의 언어와 혁명의 한
계를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하는 아메리의 새로운 언어이자 목표인 것
이다.
원한의 언어를 통한 혁명을 주장하던 아메리가 이성의 언어를 통한 계몽을 지지
하게 된 과정 아래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그 자체로 논리와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길 요구하는 아메리의 실증적인 사고가 자
리 잡고 있다. 이러한 아메리의 기대와 요구를 포착해낸 슈흐터는 그의 에세이들
을 “호소하는 유토피아 appellierende Utopie”252)라고 표현한다. 앞서 지식인의
251) Vgl. Schuchter: a. a. O., S. 45: “[원한에 대한 논의가 가져오는] 본래의 ‘결과’는 아마도 훨씬 가
치 있는 것일 거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 도덕
적인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메리가 전통적인 계몽으로부터 기대하는 ‘의미 없는 것
에의 의미부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Doch das eigentliche ‘Ergebnis’ [von Sprechen über
Ressentiment] ist etwas vermutlich viel Wertvolleres als das: nichts weniger als die
‘Sinngebung des Sinnlosen’, die Amé́ry von der traditionellen Aufklärung erwartet, die
Bennenung eines Problems, die der Gesellschaft – zumindest prinzipiell – eine moralische
Antwort ermöglicht.”
252)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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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적 목표가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아메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타자와 사회에 닿기를, 그리고 나
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강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언어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대상과 목표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3.1.2 휴머니즘적 계몽주의
이성과 계몽을 지지했던 아메리와 달리, 1970년대 학계 내에서는 이성과 계몽에
비판적인 입장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들은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이
지나친 주체 중심적 사고와 이성의 힘에 대한 맹신과 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
았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
Dialektik der Aufklärung』(1944)에서 계몽의 신화화를 비판하며 이성과 계몽의
이면을 밝히고자 했고,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우위 혹은
우선권을 문제시하며 탈주체 혹은 주체의 죽음이라는 개념들 아래 새로운 관점과
패러다임을 전개해 나가고자 했다.
아메리의 이성과 계몽주의에 대한 옹호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다.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참극 뒤에는 과도하게 주체- 혹은 이성 중심적으
로 살아온 인간이 아닌, 이성의 진정한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계몽을 멈춰버
린 반이성적, 비이성적인 인간이 있다고 본다. 이성 그 자체는 모든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모든 한계너머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며, 아메리는 이러한 이성
에 근거하는 계몽 Aufklärung은 결코 “해결 Abklärung”이 아니라고 강조한
다.253)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새롭게 대상을 밝혀낸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는
해결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어떤 것을 끝내다’라는 유한성은 계몽이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성질로 본다. 대상을 정확하게 혹은 명료하게 규정하는 정밀함과
엄격함 이상으로 아메리는 계몽에 있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
아갈 수 있는 역동성과 무한성을 중시한 것이다. 아메리가 생각하는 계몽은 대상
을 무엇으로 고정하려드는 완결의 작업이 아니라, 대상의 더 많은, 더 다양한 측
면들을 발견하려는 확장의 작업이자 영원한 미완결의, 미완성의 작업이다. 「영원
한 철학으로서의 계몽 Aufklärung als Philosophia perennis254)」(1977)에서 이 같
253) Amé́ry: Vorwort zur Neuausgabe (1977). In: JW, Bd. 2, S. 18.
254) 영원의 철학, 구원의 철학 Philosophia perennis이란, 여러 학설과 학파 간의 표면적인 모순과 대
립에도 불구하고, 철학 그 자체는 본질적인 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류의 학문임을 의미하
는 개념이다. 이 말은 중세의 스콜라 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 Steuchus의 저서인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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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장을 펼치며, 아메리는 당대에 주도적이었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분석적
이성, 이성의 언어와 논리” 그리고 이성의 힘을 통한 계몽을 수호한다.
나는 여기서 계몽, 그 중에서도 고전적인 계몽을 영원한 철학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 나는 분석적 이성과 그의 언어와 논리를 지지한다. 나는 우리가 경험해야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과거 백과사전파들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지식이
인식으로, 그리고 인식이 인륜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또한 나는 최초의 반계몽적 파도
였던 낭만적 반계몽주의에서부터 확신했던 것과 달리, 계몽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
라 계몽의 수호자라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Ich bekenne mich zur Aufklärung, zur klassischen zumal, als zu einer Philosophia
perennis, [...]. Ich stehe ein für die analytische Vernunft und ihre Sprache, die
Logik. Ich glaube, trotz allem, was wir erfahren mußten, daß auch heute noch,
nicht anders als in den Tagen der Enzyklopädisten, Kenntnis zur Erkenntnis führt
und diese zur Sittlichkeit. Und ich behaupte, daß nicht, wie man es seit der ersten
Welle

romantischer

Gegenaufklärung

versichert hat,

die

Aufklärung

versagte,

sondern jene, die man zu ihren Hütern bestellte.255)

아메리는 이성의 힘이 소진됐다거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당대의 진단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론 자체가 이성과 계몽이 쫓아야 하는 본질인
무한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성의 무한성 혹은 자기초월성을 이성이
지닌 본연의 특성이자 힘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본성에 따르면 이성은 때로는 강
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욱 광범위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주
장한다.256) 이러한 자기초월적 이성을 통한 계몽은 아메리에게 “빈틈없는 교조적
구조물 fugenloses doktrinäres Konstrukt”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과의 “끊임없이 [대상을] 밝히는 대화 immerwährend [den
Gegenstand] erhellendes Gespräch”인 것이다.257)
자신의 계몽과 이성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아메리는 여러 계몽주
의자들

가운데서도

근대

프랑스와

독일사회의

계몽을

이끌었던

볼테르

Voltaire(1694-1778)와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1729-1781)에게로 눈을 돌
린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인 역동성과 무한함을 잃고 경직되
의 철학에 관하여 De perenni philosophia libri X』(1540)라는 제명에서 유래되었다. Vgl.
Brockhaus-Enzyklopädie in 24 Bänden. 19 Aufl.. Bd. 17. Mannheim 1989, S. 104.
255) Amé́ry: Aufklärung als Philosophia perennis (1977). In: JW, Bd. 6, S. 550.
256) Vgl. Amé́ry: Aufklärung als Philosophia perennis (1977). In: JW, Bd. 6, S. 558f.
257) Amé́ry: Aufklärung als Philosophia perennis (1977). In: JW, Bd. 6, S.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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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이성과 계몽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레싱과 볼테르의 고전적 계몽을 재조명함에 있어서 아메리는 그들의 이론과 문
학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이 문헌들의 배경이 되는 그들의 정신부터 파악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볼테르의 죽음 200주년을 맞아 집필한 에세이에서 그는
볼테르가 계몽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이나 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하며, 볼테르의 작품들에 대해 깊이의 부족함을 지적했던 괴테의 의견을
반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수면 위에 떠있는 정신이다. 이 명료한 정신
앞에서 형이상학적인 심층적 인식과 열광적인 신앙은 사라진다. [...] 괴테는 볼테르에게 ‘깊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깊이’란, 사실 계몽의 빛으로 밝혀지지 않은 차원이 아니던
가? 볼테르는 근원까지 파고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야망이 아니었다. 내적 조화를
이루는 정신적 체계의 형성만큼 쉬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완결된 체계를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Nicht auf die bare Aussage kommt es an, sondern auf den Geist, der schwebt über
den

Wassern:

den

klaren

Geist,

vor

dem

metaphysischer

Tiefsinn

und

schwärmerischer Glaube zunichte werden. [...] [D]ie ‘Tiefe’ hat er [Goethe] ihm
[Voltaire] abgesprochen. Aber ist ‘Tiefe’ eigentlich eine Dimension, wenn sie nicht
erhellt wird durch das Licht der Aufklärung? Voltaire stieg nicht hinab ‘zu den
Müttern’, das war nicht seine Ambition. Er hat auch kein geschlossenes System
errichet, wissend, daß nichts leichter ist als die Aufrichtung in sich stimmiger
geistiger Gefüge.258)

볼테르 시대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추구했던 깊이는 심원한 신의 이치와 닿
아있는 것이었다. 아메리의 관점에서 볼테르의 계몽주의는 이처럼 맹목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깊이에 맞서는 “명료한 정신 klarer Geist”으로서의 이
성에 대한 요청이다. 이처럼 볼테르에 대한 아메리의 평가의 핵심은, 볼테르가 계
몽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각하지 못했던 자기 가능
성으로서의 이성을 발견하게 만들고, 또 이를 통해 그들이 이러한 불분명한 깊이
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존재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259)
이성과 계몽 정신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서 아메리가 볼테르를 높이 산 것이라면, 그가 레싱에게 주목한 것은 레싱이 이
258) Améry: Die heitere Subversion. Zum 200. Todestag Voltaires (1978). In: JW, Bd. 6, S. 564.
259) Vgl. Améry: Die heitere Subversion (1978). In: JW, Bd. 6, S. 565f..

- 104 -

성, 계몽을 도덕과 인륜 Sittlichkeit과 연결시켰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앎을 통한 인식, 인륜을 통한 인식’. [...] 이것에 대해 볼펜뷔텔의 사서이자 궁중 고문
관이었던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은 믿었고, 나 또한 이를 믿는다 [...]. 이성과 도덕은
서로 떨어질 수 없게 얽혀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인간이라는 종족이 살아남은 것
은 – 아무리 끔찍한 반대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해도 – 이성적인 것이 선한다는 것
을, 그리고 오직 이성의 사용을 통해 사람은 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
었기 때문이다.
‘Durch Kenntnis Erkenntnis, durch diese Sittlichkeit’ [...]. Daran glaubte der
Bibliotheker in Wolfenbüttel, der Hofrat Gotthold Ephraim Lessing; daran glaube
ich [...]. Vernuft und Moral sind unauflöslich aneinander gekettet, die Geschichte
führt es uns vor. Die Spezies hat überlebt, weil es Menschen gab, die einsahen –
welch gräßliche Gegenbeispiele man uns auch heraufbeschwöre -, daß es vernünftig
ist, gut zu sein, und man gut nur sein kann durch Anwendung der Vernunft.260)

인간이 자행한 숱한 파괴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를 만회하거나 수복
하며 자신들의 존속을 꾀해왔다는 인간의 역사가 이성과 계몽이 유효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아메리의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 역사는 역으로 이성과 계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파괴와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메리는 이 회의적이고 비
판적인 시선들까지도 모두 끌어안은 낙관주의적인 계몽이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여긴다.261) 아메리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부상한
반이성주의를 이성적 사유가 한계에 부딪히자,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이성적 사유 자체를 포기해버림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인 이성을 스스로 포기한 비이성주의, 반이성주의는 결국
반휴머니즘적인 니힐리즘과 비관주의로 나아갈 뿐이라고 판단한다.262) 이러한 반
260) Amé́ry: Lessingscher Geist und die Welt von heute (1978). In: JW, Bd. 6, S. 585f..
261) Vgl. Amé́ry: Aufklärung als Philosophia perennis (1977). In: JW, Bd. 6, S. 557: “자유, 이성,
정의와 진실이라는 지속적인 가치들을 지지하는 계몽의 인간우호적인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이 낙관주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이와 함께 본
래의 인간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회의는 이러한 낙관주의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Zusammen mit der Skepsis, die ihm nicht widerredet, sondern ihn
geistreich ergänzt, ist der menschenfreundliche Optimismus der Aufklärung mit den statischen
Werten von Freiheit, Vernunft, Gerechtigkeit, Wahrheit unsere einzige Chance, Geschichte zu
machen und mit ihr das recht eigentlich humane Geschäft [...]”
262)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6f.: “프랑스 혁명에 대한 새로운 철학자들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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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비이성적 비관주의에 이르지 않는 동시에 이성과 계몽을 지지하기 위해
아메리는 이성과 인륜의 결합을 주장했던 레싱의 도덕적 계몽주의에 주목한 것이
다.
레싱의 도덕적 계몽주의에 착안하여 아메리는 인간이 영원히 걸어가야 할 계몽
의 길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지속
적인 가치들 statische Werte”263)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다. 여기서 아메
리가 말하는 지속적인 가치들은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규범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인간적 삶과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보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가치들이자, 휴
머니즘의

지표들이다.

「지식인들의

새로운

배신?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1977)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으로 논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에세이 제목에서 패러디한 쥘리앙 방다 Julien
Benda(1867-1956)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지식인의 배반 La trahison des clercs』
(1927)이라는 작품에 주목한다. 방다가 이 작품에서 지속적인 가치들이라 꼽은 자
유, 평등, 진실과 이성의 원칙들을 아메리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당대의 현실에 입
각한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
이 모든 비이성적인 흐름들과 상황들과 여기에 반하는 방다의 이성, 진실, 자유와 정의
의 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고수. 그에게 극히 교묘한, 변증법적으로 날카롭게 깎아 세운,
니체와 같이 시적인 [...] 비이성주의에 필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모든 걱정과 회의
부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은 니힐리즘과 전적인 문화비관주의로 향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 동쪽에서든 서쪽에서든 모두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와 사람을 억압하는 사유와 지식이 이 지옥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예나 지금이
나 사유와 지식이 사람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이 젊은이들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대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모든 종류의 질서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전 이들
이 어딜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그들은 하나의 징후로만 보일 뿐입니
다. 그리고 이 징후는 모든 가치들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들마저 해체시킵
니다. [D]ie Ablehnung [der französischen Aufklärung], die dort [bei den neuen Philosophen]
erfolgt, ist eine vollständig irrationalistische, sie läuft auf Nihilismus und totalen
Kulturpessimismus heraus. Diese jungen Menschen, [...] die reden uns ein, wir lebten im
Osten und im Westen in der Hölle. An der Hölle sei der Rationalismus schuld, das Denken,
das Wissen, das den Menschen unterdrücke. Ich glaube nach wie vor, das Denken und
Wissen den Menschen befreien. Ich lehne sie vor allem als Irrationalisten ab, die sie sind,
zumal sie keine Alternative bringen. Ich sehe da nirgendwo eine Alternative. Sie sind gegen
die Ration, sie sind gegen jegliche Ordnung, sie sind Anarchisten. Ich weiß nicht, wohin das
führen soll. Und ich kann sie nur als Symptom sehen, als Symptom einer Auflösung nicht
nur aller Werte, sondern auch aller Chancen, die wir haben.”
263)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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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다의 원칙들이 결국에는 어제와 오늘의 비이성주의들에 대항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것은 이 원칙들이 상식에 닻을 내리고 있으며,
현대 문명의 기초 또한 적어도 르네상스 시대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원칙들은 인식론적인 통찰이
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금언들에 가깝다는 점이다.
[G]egen all dies [irrationale Strömungen und Situationen] nun Benda mit seinem
statischen Beharren auf den Prinzip von Vernunft, Wahrheit, Freiheit, Gerechtigkeit.
Hat er eine Chance, aufzukommen gegen einen überaus raffinierten, dialektisch
zugeschliffenen, nietzscheanisch-poetischen Irrationalismus [..?] Nun, trotz aller
Befürchtungen und aller Skepsis will mir scheinen, daß à̀ la longue doch die
Bendaschen Prinzipien, die schließlich im common sense ankern und auch die
Grundlagen der modernen Zivilisation zumindest seit der Renaissance sind, den
Sieg davontragen müssen gegen die Irrationalismen von gestern und heute. Über
eines müssen wir uns allerdings klar sein: Es handelt sich eher um moralische
Maximen als um erkenntnistheoretische Einsichten.264)

아메리는 여기서 시류에 맞서 방다와 같이 계몽과 이성, 그리고 지속적인 가치
를 수호하는 것은 지식인의 배신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
설한다. 그는 방다가 지지한 보편적, 지속적 가치들이 심오한 이론이나 체계가 아
닌 인간의 “상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철학적 인식이나 깨달음보다
더 큰 정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방다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되는 내적 논리성의
결여, 정확성의 부족함이나 철학적인 깊이의 부재와 같은 단점들을 아메리는 역으
로 그의 강점이라 여긴다.265) 철두철미한 학문적 언어와 체계적 이론이라는 갑옷
을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다의 주장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교리로 나아가지
않고, 보다 폭넓은 수용자 층을 가질 수 있으며, 현실과의 괴리감이 적다는 것이
방다에 대한 아메리의 변론이다.266) 그는 “평범한 것은 진실일 수 없다”267)는 아
264)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67f.
265) Vgl.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60.
266) Vgl.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62f.: “나의 고찰
들에서 [...] 아웃사이더와 같은 방다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 방다가 대학에서 말하는 직업적인
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갖춘 계층들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방다가 명백히 좌파에 속한 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나는 좌파가 그
들의 유산인 시민계급의 계몽을 되찾는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 [...] 마지막으로 셋째, 방다의 생각들
이 실존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Wenn ich mich in meinen Überlegungen [...] auf
den Außenseiter Benda [konzentriere], dann [...] aus dem Grunde, weil Julien Benda eben
nicht im universitären Sinne Fachphilosoph war und darum eine Sprache spricht, die leichter
vordringen könnte in allgemein gebildete Schichten – und: weil Benda eindeutig als ein 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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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노의 발언을 변형하여 “평범한 것은 진실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거의 항상
진실이다 das Banale [kann] nicht nur wahr sein, sondern [ist] fast immer
wahr”라고 주장한다.268)
슈흐터는 이처럼 추상적인 층위가 아닌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층위에서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점이 아메리와 방다를 잇는, 혹은 아메리가
방다에게 동조하게 된 핵심이라고 본다.269) 동시에 그는 반대로 바로 이 지점에서
방다의 이성주의와 아메리의 계몽주의의 차이점도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슈흐터는
방다가 이성과 이성적 사유를 현실세계로부터 벗어난 일종의 “독자적인 영역”으
로 간주했다고 본다. 현실세계 이른바 속세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이성에 대해 강
조했으며, 이 영역에는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만이 발을 디딜 수 있다고 생각했
다는 것이 방다에 대한 슈흐터의 해석이다. 이는 아메리가 방다를 ‘대중의 작가’
로 읽은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방다가 본래 도덕적 이성의 보편성을 주장했
던 것은 맞지만, 이것은 방다의 글에서는 사실상 범인이 다다르기 힘든 고귀한,
범세계적 차원의 보편성에 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흐터는 이 보편성을 만인이
사는 실제 세계 내에서 ‘보편화시키기 위한 계몽’을 주장하는 것은 방다가 아닌
아메리 자신의 목소리라고 간주한다.270) 아메리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묘사하는 방
다의 모습에는 이처럼 아메리 자신의 도덕적 계몽주의가 강하게 투사되어 있다.
지속적인 도덕적 가치들을 앞세워 현실세계와 타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실천적 계
der Linken erscheint, jener Linken, [...] von der ich gerne sehen würde, [...] wie sie ihre
Erbschaft, die bürgerliche Aufklärung [zurückfindet]. [...] Schließlich, weil Bendas Gedanken
eine Ausdehnung ins Existentielle hinein haben, [...].”
267) 본문 1.2.1장의 각주 94 참고.
268)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70.
269) Vgl. Schuchter: a. a. O., S. 47.
270) Vgl. Schuchter: a. a. O., S. 55f.: “방다에게 이성은 일종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일상적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영역이었다. 이 안에 들어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소수의 특혜를 가진 계
층인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세계 내 가능한 평등이란, 말하자면 항상 이 특권의 부가적인,
불완전한 효과인 셈이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사유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세계의 상황을, 감정과 감정을 보편적으로 매개하는 ‘사이’였다. [...] 이 합리주의자[방다]에게 중요
한 것은 이성 안의 보편성이었고, 사회참여적인 성찰가[아메리]가 주장했던 것은 이 이성의 보편화
였다. Für Benda ist die Vernunft eine Art eigenes Reich (eben nicht von der Welt), in das
einzutreten ein kleiner und privilegierter Stand ‘wahrer Menschen’ das Vorrecht hat – die
mögliche Gerechtigkeit der Welt selbst ist sozusagen ein immer unvollkommener Nebeneffekt
dieses Vorrechts. Für die Reflexion auf die Erfahrung ist das Denken kein ‘Reich’, sondern
eher ein ‘Zwischen’, das zwischen zwei Weltzuständen, zwischen Gefühl und Gefühl
universalierend vermittelt [...]. Dem Rationalisten[Benda] geht es ausdrücklich um das
Universelle in der Vernunft, dem engagiert Reflektierenden[Amé́ry] implizit um
Universal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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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주의는 방다의 것이 아니라 아메리의 것이다. 방다의 이성주의를 난해한 깊이를
추구하는 철학이 아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윤리로 해석한 것은 타자와의 소통과
학문의 실제적 영향력을 강조했던 아메리 자신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3.2 죽음과 자살에 대한 이성적 고찰
사유의 모순들 앞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성으로 마주하는 것을 계몽의 근
본적인 과업이라 여긴 아메리는 『자유죽음』의 집필을 결심하며, 오랜 기간 자신
을 따라다닌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유 불가능하다는 죽음
모순 Todeskontradiktion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작업에 착수한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르푀 혹은 붕괴』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본
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메리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내면적
성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모순인 자신의 죽음을 마주해왔
다는 것을 볼 수 있다.271) 작품 활동 초반에는 이 모순을 말 그대로 사유 불가능
한 난제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삶의 문제로 자신의 논의를 이끌
어나갔다면, 『자유죽음』에서 아메리는 죽음모순에 도전하며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시도한다.
아메리는 죽음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
로, 죽음에 대한 고찰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작중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유 불가능성이 죽음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
쇄하려는 “생의 논리 Logik des Lebens/Lebenslogik”[HL 195]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생의 논리에 따르면, 생명은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이 생
명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 즉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의식은 인
간의 본능이다. 아메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끊임없이 포섭하려는 생의 논리가
죽음의 인식 불가능성에도 개입한다고 보았다. 작중에서 그는 인간의 삶 안에서
생의 논리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거대한 논리
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결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들
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아메리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혹은 어디까

271) 주체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는 에피쿠로스의
주장 이래로 근대 서구 철학에서는 죽음을 삶 이후의, 즉 이성적 사유 저편의 문제이자 논리적 해
결이 불가능한 모순으로 여겨왔다. Vgl. Katharina Lacina: Tod. Wi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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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각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자기 의지에 따라 생의 논리를 깨고 나와 죽음으로
향하는 자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3.2.1 죽음의 사유 불가능성 극복
아메리의 작품세계 내에서 『자유죽음』이 차지하는 시기적 정황으로 봤을 때, 죽
음과 죽음모순에 대해 아메리가 본격적으로 성찰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
다. 그 첫 번째는 그 전작인 『르푀 혹은 붕괴』에서 아메리가 언어의 문제와 더불
어 죽음문제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세계에 대한 신뢰를 대체해왔던 언어에 대한
신뢰가 『르푀 혹은 붕괴』에서 무너지면서 아메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더 이상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처럼 기억과 원한의 삶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
을 깨닫는다. 희생자 혹은 생존자의 입장으로부터 거리를 벌리고자 했던 시도는
끊임없이 현재화되는 과거에 의해 좌절되고, 원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어를 통해
만들어내고자 했던 퇴락으로서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도, 이해받지도 못한 채
붕괴된다. 견딜 수 없는 과거와 그 과거의 연장선일 뿐인 현재를 끝내기 위해 아
메리는 르푀에게, 나아가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결말을 부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생의 영역 밖에 있는, 절대로 감각 혹은 경험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혹은 “거짓질문 Scheinfrage”으로 여길 수 없게 되었음
을 감지한다.272) 이제 죽음은 아메리에게 있어서 존재와 삶 속의 가장 중요한, 거
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된 것이다.273)
살아있는 존재가 삶이 아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일상에서뿐만 아니
라 학계에서도 흔히 비관주의 혹은 니힐리즘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특히 그 죽음
의 형태가 자살일 경우에는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비인간적인, 나아가 비정상적
이고 병적인 생각이라는 비판까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메리의 죽음에 대
한 인식의 변화 양상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죽음에 대한 이성적인 사유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고문이나 폭력으로 인해 죽음의
272) Vgl.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0: “오늘날, 나는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질
문들이 거짓 질문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Heute glaube ich nicht mehr, daß metaphysische
Fragen Scheinfragen sind.”
273) Vgl. HL, S. 207: “수수께끼는 다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행위를 관통한다. [...]
우리가 아는 수수께끼 중 죽음은 우리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다. Das Rätsel, das es nicht nur
gibt, sondern das alle unsere Seinsakte durchdringt, [...] [W]ir kennen keinen Rätsel, das
drangsäliger wäre als der T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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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을 넘나들었던 과거의 자신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서도 사유할 여지가 없었다고 고백했다.274) 존재와 죽음에 대한 사유 그 자체까지
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을 경험했던 그에게는 “사유의 경계까지 돌진할 수 있
는”275) 가능성의 유무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아메리가 『자유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 즉 자살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앞서의 비판들과 달리, 모든 정신활동이 극단적으로 제약되고 억압받았던 과
거와 같은 상황을 지양하며, 여타의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타계하려는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르푀 혹은 붕괴』에서 사유 불가능한 것을 사유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자유죽음』에서 죽음모순을 마주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라면, 두 번째는 앞
서 논의했던 이 작품 이후의 에세이들에서 아메리가 휴머니즘적 계몽을 주장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메리는 새로운 세대가 과거를 망각하지 않기를 기원했지
만, 그들이 자신과 같이 원한의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현재화하는 방식으
로 이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원한의 언어와 혁명이라
는 목표 대신에 이성의 언어와 이를 통한 계몽의 과업을 이어갈 것을 주장한 것
이다.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아메리는 그 동안 자신이 항상 지지해왔지
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계몽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한다. 『자유죽
음』에서 아메리는 계몽의 본질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무한함과 영속성을 스스로 시험하며, 이 청사진의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
분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존재하면 죽음은 없고,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죽음모순은 많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왔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살아있는 한 상관없는 것, 즉 사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겼고, 비트겐슈타인은 죽음문제를 이성의 영역인 철학이
아닌 비이성의 영역인 신비학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276) 사르트
르는 죽음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277) 아메리는 철학
274) Vgl. JSS, S. 49.
275) Ebd..
276)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저서 『논리철학논고』에서 가령 이 세계의 존재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말
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철학이 아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스스
로 드러나는 신비의 영역, 신비학 안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철학탐구/ 반철학적 단상, 김양순 옮김, 동서문화사 2008, 113-114면 참조.
277) 『자유죽음』의 서문에서 아메리는 이 작품에서의 논의가 “객관적인 연구의 저편”에 있음을 강조하
고, 주관성 밖에 있는 사실적인 현상으로서의 죽음과 자살에 대한 논의를 제외시켰다. 죽음 그 자
체는 사르트르의 주장한 바대로 외부적인, 주관성 밖의 사실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메리는 자신

- 111 -

계의 이러한 주장들을 일면 인정하면서도,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그것에
대해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고찰하는 것이 철학의 기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한
다.278) 그는 모순이라는 한계에 계속 도전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은 변화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이성의 변화를 통해 계몽의 영역 내지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르푀 혹은 붕괴』에서 아메리가 죽음모순에 대한 고찰의 필연성을 깨달
았다면, 『자유죽음』을 시작으로 한 70년대 중후반의 에세이들에서 그는 이 필수
불가결한 죽음문제를 계몽의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성을 확장, 변화시키고 이
를 통해 계몽의 과업을 이어나가고자 한 것이다.
아메리는 죽음모순에 대한 성찰까지도 포괄한 계몽은 “논리적 추론이나 경험적
검증”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사변이나 감정적 공감”이라는 사유방식들까지도 동
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79) 이러한 그의 입장은 죽음문제들을 작중에서 직접 다
룬 『자유죽음』에서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사유의 전개방식과도 연
결된다. 작품의 서두에서 그는 자살을 그 어떤 빛도 들지 않은 채 짙은 어둠만이
깔린 방에 비유한다.

이 논의하고자 하는 죽음은 주체가 감각하고 인지하는 나의 죽음으로, 이것을 그는 주관성 안의 요
소라고 파악했다. 사르트르: 같은 책, 885면 참조: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성의 어떤 면,
그리고 대타존재의 어떤 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
다.”
278) Vgl.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72: “이 지점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연결되어 있었던 신실증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다. 우리는 항상 수수께
끼는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은 아니다. 그러
나 이 수수께끼를 한계의 개념으로 여기고 가볍게 옆으로 미뤄두는 것은 안락할 수는 있겠지만, 명
백하게 우리를 빈곤하게 만든다. Wir sollen und müssen immer eingedenk sein - und in
diesem Punkt möchte ich mich abgrenzen gegen den Neopositivismus, dem ich von frühauf
verbunden war -, daß es das Rätsel gibt: zwar nicht als eines, das zu lösen wir berufen sind,
wohl aber als einen Grenzbegriff, den einfach beiseite zu schieben vielleicht bequem, gewiß
aber verarmend ist.”
279) Vgl. Amé́ry: Vorwort zur Neuausgabe (1977). In: JW, Bd. 2, S. 18: “여기서 계몽의 개념을 방
법론적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이해한 바대로라면 그것은 논리적
추론과 경험적 검증만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방식들 너머로 나아가 현상학적 사변과
감정적 공감을 향한, 그리고 이성의 경계로의 접근을 향한 의지와 능력까지도 포괄한다. 계몽의 규
칙을 이행하는 동시에 넘어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정신은 ‘이성’이 얄팍한 이성놀음이 되지 않는
공간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Hierbei darf freichlich der Begriff der Aufklärung
methodologisch nicht zu enge gefaßt werden, denn er umgreift, wie ich ihn verstehe, mehr
als nur logische Deduktion und empirische Verifikation, vielmehr, über diese beiden hinaus,
den Willen und die Fähigkeit zur phänomenologischen Spekulation, zur Empathie, zur
Annäherung an die Grenzen der Ratio. Nur wenn wir das Gesetz der Aufklärung erfüllen
und zugleich überschreiten, gelangen wir geistig in Räume, in denen ‘la raison’ nicht zum
flachen Räsonnieren f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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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마치 밝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미는 힘에 저항하는 듯한, 경첩이 삐걱대는 아
주 무거운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모든 힘을 동원하여 문턱을 넘어선 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던 어스름 이후의 빛을 기다린다. 그러나 빛 대신 그를 둘러싸는 것은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다. 짜증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 그는 자신의 주변을 더듬어
보고, 이곳저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감각한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천천히
눈이 어둠에 적응한다. 불분명한 윤곽들이 드러나고, 더듬는 손들도 보다 똑똑해진다.
Es ist, als stieße man eine sehr schwere, in den Angeln ächzende, dem Druck
widerstrebende Holztür auf, um ins Helle zu gelangen. Man wendet all seine Kraft
auf, tritt über die Schwelle, erwartet nach dem Dämmergrau, in dem man stand,
das Licht: statt dessen aber ist es nunmehr eine ganz undurchdringliche Finsternis,
die einen umgibt. Verstört und angstvoll tastet man um sich, erfühlt Gegenstände
da und dort, ohne sie identifizieren zu können. Sehr langsam gewöhnt schließlich
das Auge sich ans Dunkel. Ungewisse Konturen erscheinen, auch die tastenden
Hände werden gescheiter. [HL 182]

작품의 서두에 묘사되는 이 장면은 비단 자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나 죽음
모순을 마주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에게 빛
과 같은 분명함이나 확실함을 용납하지 않는 어둠과도 같기에,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눈과 더듬거리는 손으로 이 공간
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아메리는 이처럼 명백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지을 수 없는
대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하고 불분명한 추측이나 감각까지도 동원할 것
을 촉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접근, 전개방식을 『자유죽음』을 통해서 구현해낸
다.280) 작중에서 그는 죽음과 자살을 “밖에서 이해 von außen verstehen”하지 말
고 “함께 겪어봄 mitleben”으로써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281) 최종 출판된 작품에
서는 “담론 Diskurs”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초안에서는 “자유죽음에 대
한 명상 Meditationen über den Freitod”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도 아메리의 이
러한 접근방식과 사유방식을 설명해준다.282) 그는 경험적 증명이나 논리적인 정의
280) Vgl. HL, S. 206f.: “생의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 [...] 정신적인 이탈들과
탈선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이 대상의 핵심에 대해 고찰할 때마
다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들마다 나타난다. [...] 우리는 명료한 언어의 빛이 향하지 않는 곳에서는
불명료하게 말해도 된다. [W]o dieses Feld[Logik des Lebens] überschritten werden muß, und
daß [...] geistige Ab- und Ausschweifungen so unvermeidlich wie unerläßlich sind, tut sich
hervor an allen Orten und zu allen Momenten, wo es dem nachdenkenden Menschen um
den Kern der Dinge geht. [...] Man darf unklar von dem reden, wohin das Licht der klaren
Sprache (du langage clair) nicht leuchtet.”
281) Amé́ry: Exposé́ Hand an sich legen (1975). In: JW, Bd. 3, S.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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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고찰이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추측과 사변을 활용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
모종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어무트는 이러한 아메리의 접근
방식을 사유의 “경계위반 Grenzüberschreitung”이라 표현하며, 그가 대상을 객관
화하려는 사유와 주관적 사유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린다고 설명한다.283)
아메리는 명상과 사변을 이성적 사유에 부적합한 접근방식으로 치부하고, 죽음모
순 외에도 수많은 모순들을 내재한 현실세계를 참 또는 거짓의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것은 판단이나 고찰 자체를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하고 무의미하다고 여
긴다. 그는 모순의 해결불가능성을 이성적 성찰의 한계로 규정하고 계몽의 과업을
중지시킨다면, 계몽 또한 필연적으로 “피상적인 이성놀음”284)에 머물게 될 뿐이라
고 경고한다. “이성은 이성 이상의 것이 되지 않는 한 이성이 아니다 Vernunft
ist nicht Vernunft, wenn sie nicht mehr ist als Vernunft”[HL 210]라는 주장 아
래 아메리는 “예감 Ahndung”[HL 208]이나 감정적 공감과 같은 감각, 사유 방식
까지도 인간의 죽음과 자살을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계몽을 향하는 길로 여긴 것
이다.

3.2.2 죽음문제에서 자살 담론으로
아메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

natürlicher Tod’와 주체가 능동적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자살을 구별하기 위해
먼저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사회 통념상 자연사는 주체의 의지
밖에 있는 자연 법칙 Naturgesetz에 따르는 죽음을 일컫는다. 이 지점에서 아메
리는 사회가 죽음에 적용하는 자연 법칙이 사실상 두 가지 상이한 법칙으로 나눠
져 있다고 본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수명은 생물학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표
면상에 나타나는 법칙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면에서 작용하는 법칙이다. 아메리는 자살이 통상 이 두 가
지 법칙을 수용하지 않거나 위반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는다고
본다. 이러한 비난들을 역으로 비판하면서 그는 이 두 가지 법칙들이 사회로부터
비록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법
칙들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
첫 번째 법칙을 분석하면서 아메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자명
282) Vgl. Jean Amé́ry an Gerd Meier (4. 3. 1976). In: JW, Bd. 3, S. 474.
283) Bormuth: a. a. O., S. 185.
284) 본문 3.2.1장의 각주 2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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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사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자연스러
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고 반박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 여기고, ‘자연스러움’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곧 ‘인간적인 것’으로 여긴다. 아메리는 이 등식을 뒤집으며, 자연과 자연의 법칙
은 인간과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완전한 타자의 것임을 강조한다. 자연적인 죽
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노화로 인한 죽음조차도 죽음을 앞둔 당사자는 두려
워하고 피하려고 든다는 점을 예로 들며, 그는 죽음 그 자체가 아무리 자연적인
것일지언정, 나의 죽음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 인간적인 것이 되진 않는다고 주
장한다.285) 그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을, 즉 자연적인 것을 곧이곧
대로 수긍하기보다는 저항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자 인간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아메리는 자연적 죽음이 곧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등식을 무
효화하고, 나아가 자연적 죽음의 반자연성과 비인간성을 지적한 것이다.286)
두 번째 법칙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아메리는 먼저 인간이 생존을 추구하는 것
이 과연 사실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린 아이들은 자살
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인간의 생존에 대한 충동을 생득적
본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그는 설령 이러한 성향이 존재한다
해도 이것을 본능 혹은 법칙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필요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한다. 아메리는 생존 본능이라는 개념
에는 이미 생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가치 판단이 섞여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법칙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한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존 본능은 생득적인 성향이나 사실적 자연 법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
적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진 규율에 가까운 것이다.
삶에 대한 지향과 생의 추구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이 사실 법칙
이 아닌 가치 법칙이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아메리는 생과 삶을 거부하는 자살
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신질환이 자살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모든 자살자들287)이 정신질환자나 미치광
285) Vgl. HL, S. 216: “근본적으로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
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의 정신이 반쯤이나마 온전하다면 말이다. Im Grunde ist der Tod
niemals natürlich, vor allem für den Bedrohten nicht, sofern dieser noch halbwegs seiner
Sinne mächtig ist.”
286) HL, S. 223f.: “나의 죽음은 일상적인 생각들과 논리의 저편에 있으며 나에게 극도로 반(反)자연
적인 것이며, 나의 이성과 생을 훼손하는 것이다. Mein Tod ist jenseits von Logik und
Gewohnheitsdenken, für mich widernatürlich im höchsten Grade, ist vernunft- und
lebensverletzend.”
287) 아메리는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잠재적 자살자를 지칭하는 ‘Suizidäre’라는 단어와, 자살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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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아님을 강조한다. 아메리는 생존이라는 사회적 규율이자 가치에 거스르는 자
살이나 자살자가 “광기 Wahnsinn”가 아닌 “무-의미 Un-sinn”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288) 외부의 감염이나 태생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앓는
질병과 달리, 자살을 추구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사회적 의미와 규율을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메리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
하는 것을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자살자를 ‘치료’하려고 드는 것은 사회적 의미로
부터 벗어나 무의미로 향하고자 한 자살자를 다시 한 번 사회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289)
그는 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살자에 대한 통찰은
드물다고 지적한다. 자살자를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자살자가 주체로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자살 태도
suizidäres Verhalten”[HL 185]를 강조하는 경우에 자살자는 독립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사회 속의 구성원, 즉 기능적 객체로 파악된다. 아메리는 이러한 연구들을
거부하고 자살자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통제하는 주체로 설정하
고, 그에게로 접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
우리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자살 태도’를 마치 법의학자가 죽은 조직 한 조각을 해부하
듯이 다루기를 거부한다. 이 거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닌 그에게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게 된다.
[W]ir verzichten darauf, das also benannte ‘suizidäre Verhalten’ zu sezieren wie
der Gerichtsmediziner ein Stück toten Gewebes, schon sind wir auf dem Wege

제로 결행하거나 시도한 사람을 가리키는 ‘Suizidant’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 작품에서 함께 사용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자살자로 통칭하도록 한다.
288) HL, S. 212f.: “존재는 무척 연구하기 어려운 논리적 문법을 가지고 있다. 그 문법 안에 자신의
비(非)존재를 내부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존재, 즉 문법적 불가능성을 강제로 불러일으키는
자는 무(無)의미의 사람이 된다. 광기의 사람이 아닌 무의미의 사람 말이다. 뛰어내리는 자가 반드
시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정신착란에 시달리는’ 것도 ‘혼란에 빠진’ 것도 아니다.
자유죽음에 끌리는 성향은 홍역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질병이 아니다. Das Sein hat
eine schwer erforschbare logische Syntax, da es seinen Nichtsein, in sich trägt. Und wo einer
dieses Nichtsein, also die syntaktische Unmöglichkeit gewaltsam herbeiführt, wird er zum
Menschen des Un-Sinns. Des Un-Sinns, nicht des Wahnsinns. Wer abspringt, ist nicht
notwendigerweise dem Wahnsinn verfallen, ist nicht einmal unter allen Umständen ‘gestört’
oder ‘verstört’. Der Hang zum Freitod ist keine Krankheit, von der man geheilt werden muß
wie von den Masern.”
289) Vgl. HL, S. 243: “이 상황에서 자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충격요법, 약물치료는 본래 남들과 달
랐던 자를 더욱 타자로 만드는 것들이다. Herumgerede und Schocks und Präparate stehen hier
im Beriff, einen, der anders war, von sich heraus, zum Noch-Anderen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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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t weg von dem sich vernichtenden Menschen, sondern hin zu ihm, [...]” [HL
185]

수많은 원인, 형태들이 있지만, 모든 경우의 자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살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메리가 작중에서 여러
차례 예시로 드는 오토 바이닝거 Otto Weininger290)(1880-1903)의 자살은 여성성
이 드러나는, 혹은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사모하는 가수의
사랑을 얻지 못한 처녀의 자살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그들은 존재하고 살아있었지만 동시에 이 존재와 삶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바이닝거나

처녀와

같은

자살자들은

존재하는

한

“존재하지

않을

수

Nicht-sein-kann”[HL 209] 있음은, 생의 논리 내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
다. 이 선택은 곧 “나는 죽는다, 따라서 삶이나 판단과 관련된 모든 것은 유효하
지 않는다 Ich sterbe, also: das Leben und alles, was es an Urteilen gibt, gilt
nicht”[HL 209], 혹은 “아닌 것은 곧 아닌 것이다 nicht ist gleich nicht”[HL
209]라는 죽음의 논리의 선택이다. 그는 생과 사의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인으로서
의 자살자가 놓인 이러한 중간적, 양가적 위치에 주목하며, 자살을 결심하고 결행
하기 직전이라는 순간에 서 있는 자살자들을 “아직 한쪽 발은 생의 논리에, 다른
한쪽 발은 이미 죽음의 반(反)논리에 딛고 서있는” 자로 묘사한다.
인간은 뛰어내리기 전에 아직 한쪽 발은 생의 논리에,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쪽 발은 이
미 죽음의 반(反)논리에 딛고 서있다. [...] 그는 생의 논리와 죽음 논리 사이에 찢어져
있다. 자살자라는 존재의 불투명한 독특함은 그의 이러한 위치에 있다. 비록 그가 그것
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심리학의 개념체계 혹은 표현체계에도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지가 없다 해도, 자살자는 죽음 논리 혹은 죽음의 반논리에 대해 알고 있다.
[D]er Mensch [steht] vor dem Absprung gleichsam noch mit einem Bein in der
Logik des Leben, mit dem anderen aber in der widerlogischen Logik des Todes.
[...] Er ist zerrissen zwischen Lebenslogik und Todeslogik: darin besteht die ontisch
trübe

Einzigartigkeit

seiner

Situation.

Er

kennt

die

Todeslogik

oder

Todes-Antiklogik, auch wenn er nichts darüber zu sagen weiß, selbst wenn im
290)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오토 바이닝거의 대표 저작인 『성과 성격 Geschlecht und Charakter』(1930)
은 유대인과 여성, 그리고 육체 혐오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바이닝거의 경우 이러한 혐오는 타자
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남성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의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
과 혐오, 혹은 자기 부정으로서의 자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오토 바이닝거: 성과 성격,
임우영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13-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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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schen Begriffs- und Ausdruckssystem für sie kein Raum bleibt. [HL 201f.]

아메리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찢어져 있는 이 상황이 자살자라는 존재를 독보
적이고 독특한 것으로 만든다고 본다. 그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유가 통상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존재의 논리가 지배하는 생의 영역과 비존재
의 논리가 지배하는 죽음의 영역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살아있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자의 존재를 그는 “찢어져 있다”라고 표
현한 것이다. 아메리는 이처럼 양립할 수 없는 생의 논리와 죽음 논리를 모두 알
고 있으며, 존재와 비존재의 상황에 대해 동시에 사유하고 있는 자살자를 조명함
으로써 해결 불가능하다고 굳어져온 죽음의 모순에 대한 논의에 균열을 내고자
한 것이다.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자살자는 자신의 이러한 양가적 위치를 전
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아메리는 이 자발성을 자살과 죽음을, 그리고 자살
자와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긴다.
자살을 결심하거나 결행하게 되는 데에는 분명 외부적인 요인들, 때로는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배경들도 영향을 미친다. 아메리 또한 총체적 실패, 좌절
을 의미하는 “에셰크 é́chec”라는 개념을 통해 작중에서 자살자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에셰크라는 단어의 그 건조한 음색과 도끼로 찍어버리는 듯한, 무언가를 파괴하는 듯한
소리는 돌이킬 수 없는 총체적인 실패의 느낌을 보다 잘 나타낸다. 에셰크는 신탁과도
같다: [...] [부인이 떠나곤 사업을 소홀히 하여 빚을 지게 된] 스스로를 쏜 장사꾼은 에셰
크를 겪었다. 이는 죽음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앗아가고 그가 세상을 버리기 전에 이미
세상은 그를 비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에셰크 안에서 살아갈 수 있
다. 단, 굴욕적이고 동시에 ‘부자연스러운’ 방식에 한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L'é́chec, mit seinem trockenen Ton (son ton sec), mit seinem abhackenden,
zerbrechenden Lärm, gibt besser das Irreversible des totalen Scheiterns wieder. L'é́
chec ist ein Schicksalswort: [...] Der Kaufmann [dessen Frau ihn verlassen hat, und
durch vernachlässigtes Geschäft in Schulden geriet], der sich erschossen, erlitt den é́
chec, was heißt: die Welt verwarf ihn, ehe noch der Tod ihn aus der Welt nahm
und die Welt verwarf. Man kann, grundsätzlich, im é́chec leben. Dies aber auf
schimpfliche, gleichsam ‘unnatürliche’ Weise. [HL 225]

에셰크를 겪은 자는 앞 장에서 묘사했던 세계에 대한 신뢰, 언어에 대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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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자와도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이들은 외부세계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며,
이러한 추방을 경험한 자는 다시 이전과 같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올 수 없
다. 그러나 이러한 에셰크, 절망적이고 결정적인 상황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
에, 아메리는 이 에셰크가 곧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동일한 상황
에서도 자살하지 않는 자와 자살하는 자가 있듯이,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나 배경
들은 어디까지나 영향을 미칠 뿐이지, 원인 그 자체라고 볼 수 없다. 아메리는 자
살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살자가 놓인 사회적인 상황
이라던가, 정신 병력과 같은 요인들을 자살의 원인들로 설정하고 통계화한다고 비
판한다. 그는 이러한 접근방식들이 자살자의 한 쪽 발이 내딛고 있는, 그들이 알
지 못하는 죽음 논리를 무시한 채, 자살자의 다른 쪽 발이 딛고 서 있는, 자신들
이 이미 알고 있는 생의 논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메리
는 이러한 연구들이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작 자살이나 자살자에 대해서는 아
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본다.291)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들을 배제하다보면, 결국 자살을 규정하는 궁극적인 요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만이 남게 된다.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무관하다거나, 죽음은 존재 문제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논의로부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메리는 죽음의 형태 가운데서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명하게 죽
음을 나의 존재 내의 문제로 상정하는 자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아메
리가 “자기살해 Selbstmord”가 아닌 자유죽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점과 연관성을 가진다.292)
나는 다만 여기서 살해와 [...] 자살, 이 두가지를 서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
자는 살인자이고, 그의 범죄도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 저편에서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사한다고 해서 그의 악행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를 이중 범죄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였던 그에게 도덕적인 자비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

291) Vgl. HL, S. 184.
292) Vgl. HL, S. 182: “나는 [자기살해 보다] 자유죽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물론 나는 이 행위가
간혹 자주 괴로운 강요로 가득 찬 상황을 통해 빚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유죽음은
하나의 죽음 형태로서 나사바이스와 같은 강제들로부터 자유롭다. [...]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은 [어
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Lieber rede ich vom Freitod [als vom
Selbstmord], wohl wissend daß der Akt manchmal häufig, durch den Zustand drangvollen
Zwanges zustande kommt. Als Todesart aber ist der Freitod frei noch im Schaubstock der
Zwänge; [...]. Ich bin es [und nicht jene Krankheiten oder Unfälle], der Hand an sich le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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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우리 앞에 자살자로서 서 있는 그는 다만 자신의 생을 끝낸 자이다. 즉 자살
자로서 그는 법적 판결과 자비 저편에 서 있으며, 그의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권리
는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Nur meine ich, man müsse gleichwohl zweierlei hier auseinanderhalten: den Mord
[...] und den Suizid. Der Mörder ist Mörder, sein Verbrechen ist Verbrechen. Das
er sich jenseits der verbrecherischen Tat selber den Tod gibt, löscht seine Untat
nicht aus, aber macht ihn nicht zum Doppelverbrächer. Dem Mörder, der er war,
soll nicht moralisch Pardon gegeben werden. Der Suizidant, als der er gleichfalls
vor uns steht, ist einer, der seine Sache abmachte: Er steht jenseits von Urteil und
Pardon, ein Mensch, dessen Recht über sein Leben, seinen Tod nicht angetastet
werden darf. [HL 291]

아메리는 여기서 ‘살해 Mord’를 죽이는 것과 죽는 것,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
가 분리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에 ‘죽음 Tod’이라는 개념은 오직 죽는
행위 하나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자기살해에서는 살해하는 나의 결심
과 살해당하는 나의 의사가 다를 수 있는 반면에,293) 자유죽음에서는 죽기를 선택
한 나의 의사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연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비인간적일 수도 있다는 점
과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자연 법칙이 절대적인 사실 법칙이 아
니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이나 자살자가 처한 외부적 상황들을 자살
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아메리는 자살을 비정상적이거나 외부세계로
인한 것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통념의 부당함을 감지하고 여기에 불복
하며 자기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에 그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다.
모든 인간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귀중한 존재지만, 실제 현실사회 속 개개
인은 그의 기능을 통해 평가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살을 궁리하거나 결행하는 자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하기를 아예 거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살은 항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혹은 악행으로까지 여
겨져 왔다. 자살이 이처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인 것은 맞지
293) 아메리가 생각하는 자기살해는 자신이 지난날 고문에 시달렸던 브렌동크 요새에서의 자살시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의 아메리는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
로 살아서 더 많은 고문을 당하면 친구들과 가족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의해 자살을 시
도한다. 이 때 죽임을 당하는 나와 죽음을 결행하는 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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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메리는 이것이 곧 자살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을 기능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사회의 흐름을 부정하고, 그 부
정을 주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통해 표현하는 자살을 사회를 파괴하거나 타자에
게 위해를 가하는 전쟁 혹은 살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그 어떤 사회적 가치나 규범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아메리에게 자살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혹은 인간 사회에 대한 부정이 아니
라, 인간이 본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능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이다.
사회의 부속품으로서 기능해왔던 존재로부터 탈피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
당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의 본래적 절대적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는 자살을 아메
리는 인간적인 죽음으로 간주한 것이다.294)
기능적 사회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물론 자살이라는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살을 결심하거나 결행하는 가장 깊은 근원에는 생의 논리에
대한 의구심 혹은 회의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절망적이고 비극적
인 상황에서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자와 자살하는 자가 존재한다. 이 두 사람
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일상에서 “결국 살아야만 한다 Man muß schließlich
leben”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생의 논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아메리는 전
자와 달리 후자인 자살자는 이 지점에서 과연 “살아야만 하는가? Muß man
leben?”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앞서 이미 밝힌 바대로, 자유죽음을 추구하는 자는 생의 논리에서 탈출한다. [...] 생의
논리는 우리 앞에 명시되어 있거나, 원한다면 일상의 모든 반응들 안에 ‘프로그램화 되
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일상 언어 안에 스며들어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벌이는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 변명하듯이 ‘결국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야만 하는가? 단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뛰어내리기 전의 순간, 자살자는 자연의 계약서를 찢은 후, 보이지 않는
계약자의 발밑에 내던진다. [...] 물어보기도 전에 자유죽음을 추구하는 자는 악을 쓰며
아니!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둔탁한 목소리로, 그래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밖으로부터는 사회법, 안에서는 자연법으로 감각되는
294) Vgl. HL, S. 242: “나는 일상 언어에서 일컫는 자연사에 대해 정신적으로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판결에 굴복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인 판결은 본질적으로 기능성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다. Dieser[Freitod] ist mir natürlich nicht nur, weil ich den umgangssprachlich als natürlichen
Tod bezeichneten geistig nicht verarbeiten kann, sondern auch, weil ich mich einem
gesellschaftlichen Urteil über mein Sein und Tun zu unterwerfen nicht gesonnen bin. Es ist
dieses ja wesentlich durch Funktionalität best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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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들에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와 자연의 법을 더 이상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Wer den Freitod sucht, bricht aus, ich deute es schon an, aus der Logik des
Lebens.

[...]

Die

Lebenslogik ist uns vorgeschrieben

oder,

wenn

man

will,

‘programmiert’ in jeder Reaktion im Alltag. Sie ging in die Tagessprache ein. ‘Man
muß schließlich leben’, sagen die Leute, alles Miserable, das sie anstellten,
entschuldigend. Aber: Muß man leben? Muß man da sein, nur weil man einmal da
ist? Im Moment vor dem Absprung zerreißt der Suizidant eine Vorschrift der
Natur und wirft sie dem unsichtbaren Vorschreibenden vor die Füße [...]. Noch ehe
gefragt wurde, schreit der den Freitod Suchende gellend: Nein! Oder er sagt
dumpf: Man muß vielleicht, ich aber will nicht und beuge mich nicht einem
Zwange, der sich von außen als Gesetz der Gesellschaft und von innen als eine lex
naturae drangvoll spürbar macht, die ich aber nicht länger anerkennen will. [HL
195]

여기서 아메리는 기능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생의 논리에 의해 본질적으로는 충
동과 선택의 문제인 삶과 생존이 의무나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생의 논리로부터 자발적으로 탈출하여 “완전한 주권 volle Souveränität”[HL 246]
을 행사하는 자살자와 그의 행위가 이러한 결합의 부당함을 보여준다고 본 것이
다.
아메리는 사회적 가치관들과 윤리관이 집약된 생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관철하는 자살을 욕망이나 충동과 같은 개념들로는 설
명할 수 없다고 본다. 충동은 어디까지나 무언가를 추구하는 행위인 반면에, 죽음
은 무엇도 아니며 모든 것을 절대적인 무(無)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
음을 욕망한다거나 “죽음충동 Todestrieb”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
다.295)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 Jenseits des Lustprinzips』(1920)에서 그가
처음으로 언급한 이 죽음충동이라는 개념을 “영원한 갱생을 시도하고 성취하는
성적 본능”과 대비되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음으로 이끌려는 본능”으로 설명했
295) Vgl. HL, S: 260: “이로써 죽음-충동이라는 단어의 결합은 나에게 풀기 힘든 문제가 된다. 충동은
절대로 공허로 몰고가지 않는다. 반대로 충동은 우리를 열대림처럼 무성한 존재의 풍성함으로 우리
를 치닫게 한다. [...]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처럼
창백한 덧없음으로 파괴행위 이후에 남은 마지막 잔해조각들까지도 쓸어내 버린다. So wird schon
die Wortkoppelung Todes-Trieb mir zur schwierigen Frage. Ein Trieb treibt niemals ins Leere,
im Gegenteil stößt uns in die tropisch wuchernde Fülle des Seins. [...] Wir aber haben es mit
dem Tode zu tun: und dieser fegt noch die letzten Trümmerreste nach dem Zerstörungsakt
hinweg in seiner todbleichen Nich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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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6) 죽음충동 개념이 당시에 학계 내 많은 논란과 오해가 빚어짐에 따라, 프로
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 Das Unbehagen in der Kultur』(1930)에서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에로스의 발현은 화려하고 요란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죽음의 본능은 유기체 내부에서
그 유기체의 해체를 향해 은밀히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물론 이것은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었다. 그보다 유익한 생각은 그 본능의 일부가 외부 세계로 돌려져 공격과
파괴 본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유기체는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생물
이든 무생물이든 다른 것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본능 자체를 강제로 에로스에 봉
사하게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외부에 대한 이 공격성을 제한하면, 어쨌든 은밀히 진행되
고 있는 자기 파괴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97)

죽음충동은 이처럼 죽음의 상태인 무기물의 상태를 지향하는 욕망을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프로이트는 죽음이나 자살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생각해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생산과 축적이라는 에로스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문명사회를
다시금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는 전쟁이나 학살을 반복하는 인간 역사와 현대 사
회를 설명하기 위해 죽음충동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사실상 파괴충동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이처럼 죽음을 파괴 혹은 자기파괴와 결부시켜서 생각했던 반면, 아
메리는 자살을 자기살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며 자살을 여타의 파괴행위와 엄격
히 구분하고자 했다. 그에게 살해와 같은 파괴행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인 반면,298) 자살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최소한의 상
태, 즉 무(無)의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행위이다. 극단적인 주체의 확장을 욕망하
는 파괴행위와는 정반대로 자살은 이 모든 확장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중단한다.
충동 혹은 욕망이라는 단어가 생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 따라 아메리
는 파괴와 죽음 사이의 연결을 거부하고, 프로이트의 죽음충동 개념이 자살에 대
한 담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메리는 자살자가 내부에서 겪는 생의 논리와 자발적 죽음 간의 갈등을 두 가
지 충동이나 욕망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욕망과 반(反)
욕망 사이의 투쟁으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자의 의지도 아
296)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김석희 옮김, 프로이트 전집 14, 열린책들 1997, 63면.
297)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프로이트 전집 15, 열린책들 1997, 308면.
298) Vgl. HL, S. 288: “이웃에 대한 살해는 자기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Der
Mord am Nebenmenschen ist die extremste Form der Bekräftigung des eigenen Lebe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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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리는, 욕망에 가까운 생의 의지가 아니라 이 생
의 의지를 굽히는 반(反)의지 혹은 탈(脫)의지로 이해한다.299) 그가 작중에서 죽음
충동 대신에 “죽음경향 Todesneigung”[HL 260]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것
도 자살을 충동이나 욕망과 같은 생의 논리에 속하는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땅, 즉 죽음으로 기우는 “자세 Haltung”를 의미하는 경향
(傾向)이라는

개념이

삶과

존재로부터

자신을

“차단

혹은

분리하는

자세

Ab-Neigung”를 취하는 자살자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300)
아메리는 경향이라는 개념이 욕망이나 충동과 다르게 “잔잔하고 sanft” “약하다
schwach”[HL 261]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들이 오히려 앞서 자신이 주장
했던 자살의 능동성이나 자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생
의 논리와 욕망은 그 자체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행
동한다는 것은 그다지 많은 생각이나 고민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생의
논리의 부당함이나 그 억압적인 측면들에 대해 밝혔지만, 아메리가 그 강력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301) 그는 모든 인간들, 물론 자살자도 자신이 소속
된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자 하며, 이 같은 욕망은 굳이 법칙이나 본
능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메리는 이처럼 강자와
다수가 따르는 주류인 생의 논리와 욕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erküren”[HL 262]라는 점에서 바로 자살, 자유죽음이 더 큰 자발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본다. 자신 안의 죽음경향을 감지한다고 해도, 자살자가 삶의 충동이 없는
299) Vgl. HL, S. 260: “충동은 대체로 쇼펜하우어의 ‘의지’, 삶의 의지, 세상을 향해 나를 확장시키고
자 하는 의지, 그 자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통한다. 그러나 자유죽음의 경우, 혹은 자유죽
음에 앞서 나타나는, 혹은 이 행동에 전제된다고도 볼 수 있는 역겨움에서는 충동이 우리로 하여금
향하게 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 Er [Trieb] ist grosso modo der Schopenhauersche ‘Wille’,
Lebenswille, Wille, das Ich auszudehnen in die Welt hinein. Wille ganz einfach, zu sein. Im
Falle des Freitods aber und des ihm voraufgehenden, ja vielleicht ihn bedingenden Ekels wird
eben das Sein, nach dem der Trieb uns treibt, negiert.”
300) HL, S. 260: “모든 심리학적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라 해도, 나는 이러한 정황에 보다 더 적합한
죽음경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단어를 먼저 상형문자라 여기고 살펴보자. 기울임은
어딘가로 향하는, 저 아래로 향하는 기울임을 의미한다. 굴지성에 따라 이 기호는 우리가 속하는
대지를 가리킨다. 동시에 기울임은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차단하는 기울임으로, 삶과 존재에 대한
거부이다. Ich stelle einen Begriff vor, der, wie ich glaube, dem Tatbestand gemäßer ist,
widerspreche er möglicherweise einer jeden psychologischen Theorie: Todesneigung. Nehmen
wir das Wort zunächst als Hieroglyphe. Neigung ist Hin-Neigung, Hinab-Neigung, das haben
wir den Geotropismus, das Zeichen, das auf die Erde hindeutet, der wir gehören. Neigung
ist auch Ab-Neigung. Abneigung dem Leben und den Sein gegenüber.”
301) Vgl. HL, S. 261: “자유죽음이 우리에게서 뺏어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일 것이다. Die Willensanstrengung zu leugnen, die der Freitod uns
abfordert, wäre läche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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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다만 자살을 결행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충동에 자신의 선택을 내
어주지 않고, 죽음에 기우는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형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포기 Aufgeben der Haltung”[260]한다.302) 자살경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아메리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에 귀속되고자 하
는, 그리고 이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설명
하고자 한 것이다.
생의 논리에 따르고자 하는 욕망과 이를 거부하는 반(反)욕망 사이의 갈등을 아
메리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작품들에 걸쳐 은연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해왔
다. 『조난자들』에서 주인공 오이겐은 유대인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살하려
고 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면서도,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다른
자의 칼을 빌려 죽음으로 자신을 내몬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는 아우슈비츠
에서 육체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정신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편, 과거
를 기억하는 원한을 통해 삶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 『나이듦에 대하여』에서
는 노화와 죽음의 필연성을 마주하는 과정이 지니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운
운하다가도 여기에 끊임없이 불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르푀 혹은 붕괴』에서는
퇴락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다가 작품의 끝을 결국 르푀의
죽음으로 장식한다. 그의 작품들 내부에서, 혹은 작품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
한 모순적인 양상들은 작가 아메리가 은연중에 항상 겪어왔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살고 싶다’는 삶에 대한 욕망과,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그 욕망에 대한 거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2.3 자기소유를 위한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아메리는 굳건하게 두 발을 생의 논리에 딛고 있는 자와 이 논리로부터 한걸음
이라도 벗어난 자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고 본다. 후자인 자살자의 세계에서 죽음
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며 무시할 수도,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욕망 속에서도 이 욕망들을 무화(無化)시키는 죽음을 감각함으로써 아메리는 자살
자의 눈앞에 새로운 형태의 휴머니즘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302) Vgl. HL, S. 262f.: “자유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생의 충동에 비해 약자인 것을 선택한다. 그는 마
치 강자에게 저항하라! 라고 말하듯이 생의 충동에 반하며 죽음경향으로 기운다. [...] 자살자는 이
죽음경향으로 기울임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충동 안에서 떠돌아다니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W]er
den Freitod wählt, erkürt etwas, das dem Lebenstrieb gegenüber das Schwächere ist. Er sagt
gleichsam: Dem Starken Trutz! - indem er gegen den Lebenstrieb der Todesneigung nachgibt.
[...] [Er] neigt sich hin und läßt sich nicht mehr tr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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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라는 원칙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허
무의 원칙 또한 인정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이 우리 수평선 앞에 나타난다. 여기서 자살자
는 영웅과 같은 모범적인 인물이 된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세상을 정복한 자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한 뼘 더 나을지도 모른다. 변화하기도 하지만 기능성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원히 동일한 규범을 형성하는 다수가 더 이상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지 않는 곳에서, 이를 통찰한, 포괄적인 관용을 지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저울에 내
던진다.
[E]in neuer Humanismus, der das Prinzip Hoffnung als gerechtfertig ansieht,
zugleich aber das in sich widersprüchliche und dennoch unausweichliche Prinzip
Nihil anerkennt, erscheint vor unserem Horizont. Der Suizidär wird zur ebenso
beispielhaften Figur wie der Held. Der Weltflüchtling ist nicht schlechter als der
Welteroberer - vielleicht sogar um eine Spur besser. Wo die ihr wechselndes und
doch im Sinne der Funktionalität ewig gleiches Gesetz aufstellende Majorität nicht
mehr das letzte Wort hat, wirft der Mensch der Einsicht und umfassenden
Toleranz das seine in die Waagschale. [HL 244f.]

자살의 휴머니즘은 인간을 사회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기능주의가 작용하는 생의
논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의 논리 자체로부터 탈출
함으로써 꾀하는 극단적인 휴머니즘이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삶과 사회로
부터 ‘도망’치지만 휴머니즘적인 자살자와, 생의 논리 내 기능주의에 충실하게 따
르며 세계를 정복, 지배하는 자를 비교하며, 아메리는 일상적 사회 통념과 반대로
후자가 아닌 전자에 영웅의 칭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보어무트는 자살자를 “높은 도덕적 용기 hoher moralischer Mut”를 가진 자로,
그리고 자살을 인간에게 “존엄성과 인간성 Dignität und Humanität”을 부여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아메리의 자유죽음론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303) 아메
리의 자유죽음에 대한 이와 같은 다소 맹목적인 옹호는 보어무트뿐만 아니라 아
메리의 연구자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304) 그러나 앞서 인용에서와
같이, 자살하는 자가 자살하지 않는 자보다 용기가 있다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아
메리의 자살에 대한 정당화를 넘어선 가치부여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다. 아메리의 자살론이 자살을 “신화화”하고 있으며 자살을 개인의 “성스러운 행
303) Vgl. Bormuth: a. a. O., S. 190f..
304) 이러한 해석 경향은 작가인 아메리가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과도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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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예찬하고 있다는 1976년 출판 당시의 비판은 이러한 일반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305)
『자유죽음』은 자살이나 자살자를 예찬하고자 집필한 것이 아니며, 자살을 종용
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님을 아메리는 작중에서 분명하게 밝힌다.3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그의 강한 옹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 있는 배경과 원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
다. 살아감으로써 옳은 것을 긍정하는 행위보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를 높게 샀던 아메리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자유죽음』을 비
롯한 다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아메리의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보다 자세히
조명해보도록 한다.
자신의 머리를 작업대에 밀어 넣고 머리가 깨질 때까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
사를 조이는 기괴한 방식부터 자신의 입에 치사량의 수면제를 털어 넣는 방식까
지, 이 모든 자살행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나의 육체에 또 다른 육체의 부위인
손을 대고 있다. 『자유죽음』의 1, 2장에서 자살자의 내면 심리 혹은 정신세계를
추적해보았다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손을 자신에게 대다”라는 소제목을 가진
3장에서 아메리는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행위로서의 자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
펴본다. 여기서 아메리는 주체인 나와 육체는 하나이자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가
지라고 보았다. 육체는 나를 이루는 것인 동시에 나의 밖에 있는 “타자 das
Andere”이자 “외부세계 Außenwelt”[HL 249]다. 나와 육체 사이의 이러한 간극
을 주체는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주체가 이 간극을 느끼지 못할 만
큼 육체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육체가 나의 밖에 있는 것, 외부세계의 것
이라는 측면을 주체가 간과한 채 생활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려 아
메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육체를 ‘무시당한 것 le né́gligé́’이자 ‘침묵 아래 간과
된 것 le passé́ sous silence’이라 표현한다.307) 그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혹은 육

305) Boussart: Nachwort (Hand an sich legen)(2005). In: JW, Bd. 3, S. 521. Zitiert aus: Sibylle
Wirsing: Die Ideologie vom Selbstmord als Genietat.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30.
10. 1976).
306) Vgl. HL S. 210: “이로써 내가 이성에 반대하며 자살자를 보호하듯 그의 앞에 나서고 있단 말인
가? 이것은 유치한 반박일 뿐이다. [...] 또한 나는 ‘자, 모두 어서 집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유죽음은 너희에게 정신적인 명예 휘장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할 바에, 나는 차라리 침묵을 지킬 것이다. Ich stelle mich damit gegen die
Vernunft und schützend vor den Suizidär? Kindischer Einwurf. [...] Und es fällt mir nicht
ein, die Leute aufzufordern: Na, bringt euch doch gefälligst massenweise um, euer Freitod
bringt euch geistige Ehrentitel. Wenn es sich so einfältig verhielte, schwiege ich.”
307) HL, S. 248: “그[우리의 몸]는 우리의 세계내존재에서 사르트르가 표현했듯이 ‘무시당한 것’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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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부담 Last”[HL 249]으로 느낄 때 비로소 주체는 자신과 육체간의 간극을
불현 듯 감지하게 된다고 본다.
아메리는 자살을 목전에 둔 자는 이러한 부담을 온몸으로 느끼게 됨에 따라 육
체와 나 사이의 거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거리가 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부터의 괄시와, 자기 자신의 무시 혹은 무관심으로부터 생
겨났다는 생각에 자살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육체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애정을 쏟게 된다. 아메리는 이 같은 애정을 눈앞에 다가온 이 측은한 육체와의
“이별에 대한 고통 Trennungsschmerz”[HL 252]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이별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와 헤어진 후에도 홀로 남는 또 “하나의
나 ein Ich”[HL 254]는 죽기 직전까지, 완전한 무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또 하나의 나는 소위 말하는 정신 혹은 영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 같은 이원론에 따라, 아메리는 육체를 나의
일부이자 외부의 것으로 보고, 육체와 정신을 서로 영향을 끼치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육체적 나’를 떠나보낸 후에도 ‘정신적
나’가 남아있다는 그의 관점은 그가 육체보다 정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자살을

앞둔

주체가

육체를

“아직-소유하지-않음

Noch-nicht-Besitzen”[HL 249]이라는 상태에 있다는 해석도 그가 육체보다 정신
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신을 우위에 두고 있는 아메리의 이원
론은 육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정신을 이상화하거나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
도 아니다. 그는 “육체의 경계들이 나의 경계들 Die Grenzen meines Körpers
sind die Grenzen meines Ichs”[JSS 65]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경계는
나와 나의 정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외부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동시에 그것으
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나 연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육체는 오직 정신의 한계이자 감옥으로만 남게
된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
던 것이다. 고문과 아우슈비츠 수감생활 동안 그는 정신을 제한하는 경계로서만
기능하는 육체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실감했다. 그리고 이 극단적 육체성 아래에
서는 모든 정신활동이 의미를 잃고 무력화 된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죄와
속죄의 저편』을 비롯한 아메리의 초기 작품들에는 이 극단적 육체성에 대한 부정
‘침묵 아래 간과된 것’이다. 우리는 그를 등한시하고, 그에 대해 거의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Er[Unser Körper] ist unserem In-der-Welt-Sein das, als was Sartre ihn bezeichnete: ‘le né́gligé́’,
‘le passé́ sous silence’, vernachlässigt, man spricht kaum von ihm, denkt seiner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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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거의 경험을 상쇄하기 위해, 정신적인 측면 외에 대항폭력과 같은 육체적
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다수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르푀 혹은 붕괴』를 비롯한 70년대 중후반부의 작품들에 대한 고찰
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항폭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함에 따라 아메리는 점차
육체보다는 정신과 이성 쪽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다수와 그들의 소유권 Die
Vielen und ihr Eigentum」(1973)은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적 면모가 드러나는 에
세이다. 여기서 아메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소유권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육체성이라는 기본조건 Grundkondition der Körperlichkeit”308)에서 비
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소유권에 대한 요구라는 정신적인 요청을 육
체적 활동의 자유와 연결시키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또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대하는 행위이자, 주체가 자신의 경계인 육체를 확장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
한다.309)
샤이트는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적 구분 속에서 정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처럼 정신을 육체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아메리의 주
장들을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인간의 정신이
나 이성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위기감과 불안에 따라, 아메리는
보편적 도덕률이나 정신적인 가치들의 근원을 아예 ‘강력한 육체’에 묶고자 했다
는 것이 샤이트의 해석이다.310)311) 나의 마지막 경계이자 한계였던 육체에 정신의
308) Amé́ry: Die Vielen und ihr Eigentum (1973). In: JW, Bd. 6, S. 531.
309) Vgl. Amé́ry: Die Vielen und ihr Eigentum (1973). In: JW, Bd. 6, S. 532: “내가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수록, 나만의 것, 유일무이하며 교환 불가능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은 더욱
간절해질 것이다. 내가 다른 곳에서 자유에 대한 소망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욕망으로 소급시
킬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나는 여기서 소유권에 대한 요청이 육체적인 움직임의 자유에 대한 갈망
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나의 소유권에 대한 요청은 많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요구
가 승화된 형태이기도 한다. 음식을 흡수함으로써 나는 나의 마지막 접점이자 가장 바깥에 있는 접
점인 육체를 확장시키기고 있기 때문이다. [J]e mehr ich frei ‘benutzen’ darf, desto inniger wird
der Wunsch werden, ein Eigenes, Unverwechselbares und Unaustauschbares zu eigen zu
haben. So wie ich an anderer Stelle den Freiheitswunsch auf den Bedürfnis der Atemfreiheit
glaubte zurückführen zu dürfen, so meine ich, daß die Forderung nach Eigentum ein Derivat
des Dranges nach physischer Bewegungsfreiheit ist, - und: nicht zuletzt Sublimierung des
Verlangens, mir etwas einzuverleiben, denn auch in der Zuführung von Speisen erweitere ich
meinen Körper, diesen letzten und äußersten Bezugspunkt meines Ich.”
310) Scheit: Nachwort (2004). In: JW, Bd. 6, S. 640f.: “[아메리는] 파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문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도록 사유와 행위를 설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 아메리는 자신이
스스로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질서가 육체성이라는 기본조건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자 했던 것이다. [Amé́ry verlangt] Denken und Handeln so einzurichten, daß Vernichtung sich
nicht wiederhole, Folter nicht mehr möglich sei. [...] [D]en kategorischen Imperativ zu
verankern. [...] Und vielleicht weil der daran zweifeln mußte, will er diese Ordnung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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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혹은 기본조건’이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아메리는 육체를 정신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닌 정신의 가능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의미부여 하고자
한 것이다.
「다수와 그들의 소유권」을 집필했던 시점까지도 소유에 대한 자유와 권리라는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육체와의 결합을 꾀했던 것에 반해, 『자유죽음』에서의
아메리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
독립성 혹은 개별성은 과거에서처럼 극단적 육체성이 정신을 억누르면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스스로 육체로부터 이별을 고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고찰에서 아메리는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육체는 정신의 경
계 혹은 한계’라는 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한다. 모든 사회적인 관계
를

떠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 der Mensch [gehört]

wesentlich sich selbst”[HL 287]. 그러나 주체는 생의 논리에 따르며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 상태에 대한 자
각조차 하지 못한다. 아메리는 이 무지각의 혹은 무관심의 상태를 깨뜨리면서 자
살자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312) 자신의 육체
에 대한 소유권을 사회나 타자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며 본질적 자기소유권을 추
구하는 자살에서, 그는 육체와 외부세계를 거스르거나 넘어서서 자신을 온전히 지
배할 수 있는 정신의 가능성을 포착한 것이다.
육체의 우위에 수긍하거나, 육체에 대한 이성의 관여를 멈추는 것은 과거에서와
같이 극단적 육체성에의 굴복이라 여기며, 아메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주체나 현실
세계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르푀 혹은 붕괴』에서 부

Grundkondition der Körperlichkeit selber befestigt sehen.”
311) 샤이트의 이러한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이델베르거-레오나르드는 아메리의 작품들 속에
서 육체가 더 이상 충동이나 욕망이 아닌 이성과 정신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극
단적 육체성에 굴복해야만 했던 체험을 강요당했던 아메리의 ‘바람’이나 ‘이상향’은 될 수는 있겠지
만, 그의 현실적, 현재적 인식은 아니었다. Vgl. Heidelberger-Leonard/ Irmela von der Lühe:
Vorwort. In: Seiner Zeit voraus 2009, S. 8f..
312) Vgl. HL, S. 290: “[자살자는 오직]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없는 자신만의 체계에서 찾을 수 있
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어
떠한 이념이나 인간 단체, 원한다면 광기에 자신을 넘겨주며,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자 하
는 곳에서조차, 그로 하여금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실존적인 자기소유권이
다. [Der Suizidär] [ist allein] auffindbar: in seinem ihm eigenen und unveräußerlichen System.
Denn: Jedermann gehört, [...], in den entscheidenden Lebensmomenten sich selbst, und wo er
nicht mehr sich gehören will, weil er sich anheimgibt, einer Idee, einem menschlichen
Verband, einem Wahne meinetwegen, ist es doch dort seine existentielle Eigengehörigkeit, die
ihn handeln oder nichthandeln 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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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긍정 Jasage”보다, 그 현실의 부자유스러움이나 속박으
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한 지양 혹은 “거부 Negation”에 더 인간적인 의미
를 부여했던 것도 이러한 긍정의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313) 무의식, 욕망과 인
간의 육체를 재발견하고자 했던 프로이트, 라캉이나 들뢰즈의 연구들을 인정하면
서도, 아메리는 이 비이성적인 욕망, 무의식을 다스리고자 했던 인간의 이성을 과
연 억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반문한다. 육체의 고통 속에서 정상적인 사유
를 펼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이나, 모든 사회적, 이성적 규범을 뛰어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욕망의 강력함은 사실 인간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메리는 이 같은 자연적, 일상적 욕망과 육체에 대해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정신이 더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314)
보다 강력한 힘과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보고 정신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이
‘긍정 이원론’이라면, 아메리는 반대로 육체의 영향력과 힘의 우위를 인정하되, 이
제 맞서기 위해 오히려 정신의 강화를 꾀하는 ‘부정 이원론’을 지향한 것이다. 그
는 과거 아우슈비츠에서와 같이 극단적 육체성이 지배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
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과 정신의 힘인 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에서 정신에 손을 드는 것은, 다시는 극단적 육체성만이 남
은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아메리의 의지다. 그는 자
살의 휴머니즘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본다. 아메리는 자
살에서 ‘나의 육체는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는 본질적 자기소유권을 되찾음으로
써, 육체에 대해 정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3.3 부정의 이성과 자유죽음

313) 『르푀 혹은 붕괴』에서도 아메리는 르푀의 근원이 부정에 있다고 보고, 있는 현실에 따르는 긍정
보다 그 현실의 부자유스러움이나 속박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부정에 더 인간적인 의
미를 부여한다. Vgl. LA, S. 392f..
314) 유사한 맥락에서 아메리는 이성과 계몽에 있어서, 그것이 강력한 무의식, 욕망과 육체를 통제했다
는 사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통제로 인해 인간이 원초적 두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프로이트가 말한 문명의 불만과 불안을
보편적 가치들을 유지하기 위한 유토피아적 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보았
다. Vgl. Amé́ry: Ein neuer Verrat der Intellektuellen? (1977). In: JW, Bd. 6, S. 178.; Schuchter:
a. a. O., 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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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의 철학 관련 에세이들을 분석하면서 샤이트는 “공감과 거리두기의 독특
한 뒤섞임 spezifische Ineinander von Empathie und Distanz”315)이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여느 작가나 지식인들보다 아메리는 열정적인 태도로 사회 문제와 철학
문제들에 접근했지만, 동시에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점을 가리켜 샤이트
는 이러한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그는 이 거리감이 아메리의 적극적인 지지나
비판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말의 회의와 의구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으
로 설명한다. 자신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의심과 불신을 스스로도 인정했던 아메
리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홀로코스트의 경험으로 인한 세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
에서, 그리고 보다 지엽적으로는 해방 이후 격동의 시기 속에서 겪었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 그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 혹은 가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나 긍정은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316)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는 더더
욱 자신이 선택한,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회의와 부정의 길이 어떠한 것인
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아나서는 작업에 몰두한 것이
다.317)
작가활동 후반기에 이르러 그는 원한의 언어가 아닌 이성의 언어, 혁명이 아닌
계몽을 선택하고, 육체의 우위에 수긍하지 않고 정신의 고양을 추구했으며 생의
논리가 아닌 죽음 논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리한 변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것은, 이 새로운 선택과 결정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보다는 이전의 것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르푀가 새로운 집으로의 이주나 건설이
아닌 낡은 예전 집의 붕괴에만 관심을 가졌듯이, 아메리는 새로운 틀이나 이론을
315) Scheit: Nachwort (2004). In: JW, Bd. 6, S. 607.
316) Amé́ry: Vom verlorenen Vertrauen (1971). In: JW, Bd. 7, S. 533: “나에 대해 낱낱이 탐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다보면, 나는 지난 5년이 흘러간 동안 광범위한 회의가 나의 것이 되어왔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나는 마치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정신적인 신뢰라고 부를 법한 것을 잃어버린 듯하다.
다시 회상해보자. 먼 과거에는 항상 무언가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지 않았던가? Wenn ich
mich auszuforschen trachte, dann glaube ich zu erkennen, daß im Laufe der letzten fünf
Jahre eine umfassende Skepsis Besitz von mir ergriff. Es scheint mir dann, als hätte ich
verloren, was man vielleicht ein geistiges Weltvertrauen nennen kann. Versuch der
Rückerinnerung: War da nicht einst einer gewesen, der stets in Bereitschaft war, zu glauben?”
317) Amé́ry: Revision in Permanenz (1977). In: JW, Bd. 7, S. 571: “깊은 회의 속에서 나는 극단적
인 휴머니즘을 실천하고자 한다. [...] 그토록 많은 불꽃을, 그리고 그 뒤에 생긴 재가 바람에 흩뿌
려져 어떠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을 본 자는 회의적이게 되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회
의가 통찰의 결과인지, 혹은 생동하는 힘의 약화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In tiefem
Zweifel versuche ich, einen radikalen Humanismus zu praktizieren, [...] Wer so viele
Flammen sah und danach Asche, sich verstreuend in die Lüfte, so daß keine Spur,
zurückblieb, der wird skeptisch. Und forscht sich aus, ob seine Skepsis Ergebnis der Einsicht
ist oder nur das Schwinden der vitalen Kräfte an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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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고 그 안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끊임없이 이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몰두한다. 이성과 무한성과 영원한 철학으로서의 계몽을 지지한 것도 아메리가 이
성과 계몽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는 가
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보다 부정의 가치에 주목했던 “무조건적 부정의 사상가”318)로서 아
메리는 『자유죽음』에서 절대적 부정인 자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이
를 위해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자유와 연결시키며, 자살이 어떻게 자유
죽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 것이다.

3.3.1 자살과 자유
1967년 출판된 「권위와 자유 Autorität und Freiheit」에서 아메리는 역사적, 철
학적 담론들을 배제하고, 일상적이고 경험적 차원에서 감각할 수 있는 실제적 자
유에 대해 이야기한다.319) 그는 여기서 인간은 자유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이것은 앞서 논의했던 아메리의 육체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관점이다.320) 육체가 짐이 되는 순간에 비로소 주체가 육체에 대해 감지하
고 육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아메리는 자유 또한 제한받거나 훼
손되었을 때 진정으로 감각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유
에 대한 본질적 인식에 도달하여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不)자유의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메리는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자유는 등식(等式)으
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급부인 부자유와의 부등식(不等式)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일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상
태가 아니라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숨을 마음껏 쉬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인
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321) 그는 이처
318) 본문 서론의 각주 41 참고.
319) Vgl. Amé́ry: Autorität und Freiheit (1967). In: JW, Bd. 6, S. 443f..
320) 아메리의 육체와 자유에 대한 이해의 유사성은 아메리가 자유를 “숨을 쉴 수 있는 자유
Atmungsfreiheit”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일상적으로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의 인간은
자신의 두 다리에 대해 무관심하듯이, 인간은 일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자유라고 느끼지
않는다. 다리에서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인간은 그 다리가 자신의 육체이며, 이것이 자신의 일부
를 구성하는 동시에 완벽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뒤늦게 이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며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동시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다. Vgl. Amé́ry: Autorität und Freiheit
(1967). In: JW, Bd. 6, S. 445.
321) Amé́ry: Autorität und Freiheit (1967). In: JW, Bd. 6, S. 445f.: “우리는 부자유스러워진 이후에

- 133 -

럼 자유를 고정된 무엇으로, 혹은 “영원히 정복할 수 있는 변함없는 공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해방으로 구성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한
다.322)
자유에 대한 이러한 아메리의 관점은 『자유죽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는 자
유 그 자체가 실존적인 것이 아니라, 부자유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고 추구하
는 “해방 Befreiung”이 실존적인 것이라고 보고, 자유의 본질이 이 해방에 있다고
역설한다.323)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를 부정, 파괴와 연결시킨다. 그는 자
유의 본질인 해방을 현재의 어떠한 상태에 놓인 존재를 “무화(無化)시키는
nichten”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자유, 혹은 우리가 선호하는 표현으로 해방은, 특정한 존재를 ‘무화시킨다’. 해방은 건설
적인만큼 파괴적이다. 인간적인 것으로서 해방은 모든 전제 하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 물론 그것은 실현이 불확실한 계획을 긍정한다. 하지만 해방은 무엇보다 주어진
강제적 상황을 부정한다. 따라서 나무 한 조각은 그것을 조각하는 손 아래에서는 더 이
상 나무 한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나무인-것에 대한 부정이다. 이처럼 해방은 파괴
이기 때문에, 해방은 자유죽음 속에서 가능한 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뒷받침을 얻는
다.
Freiheit, Befreiung, wie wir lieber sagen wollen, ‘nichtet’ ein bestimmtes Sosein.
Sie ist ebenso konstruktiv wie destruktiv. Als Humanum ist sie freilich unter allen
Bedingungen Negation in höherem Grade als Affirmation. Gewiß sie affirmiert ein
Projekt, dessen Realisierung dahinsteht, allerdings. Vor allem aber verneint sie
vorgegebene Zwangsverfassung. So bleibt ein Stück Holz nicht mehr es selber unter
schnitzenden Händen. Es wird zur Negation des Nur-Holzes. Und da Befreiung
Zestörung ist, findet sie ihre äußerste mögliche Bekräftigung im Freitod. [HL 315]

야 비로소 자유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깨닫는다.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유는 혹자
가 경험한 부자유를 통해 단숨에 규정된다. [Wir] werden unseres Bedürfnisses nach Freiheit erst
inne, sobald wir unfrei sind, wobei jeweils dann die Freiheit, um die es uns gerade geht,
rigoros bestimmt wird durch eine erlebte Unfreiheit.”
322) HL, S. 314: “자유는 영원히 정복할 수 있는, 불변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새로운 해방들
로 이루어진 영구적인 과정이다. Die Freiheit ist kein ein für allemal zu erobernder
unveränderlicher Raum: Sie ist ein permanenter Prozeß von neuen und immer neuen
Befreiungen.”
323) HL, S. 314: “자유는 실존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자유에 대한 요구, 혹은 해방의 행위에서 비롯
된 강제의 파괴 이후에 나타나는 충족감은 실존적인 것일 수 있다. Die Freiheit ist kein
Existential. Das Verlangen nach ihr mag ein solches sein, mit ihm die jeweils nach Bruch des
Zwanges im Akte der Befreiung sich einstellende Befrie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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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는 여기서 자유, 해방을 “건설적인 동시에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해
방을 통해 주체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자유
했던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부정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가치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해나가기 보다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부정해
나가는 길을 지지했던 그는 이 해방에 내재된 부정의 힘에 주목한다. 바로 이 지
점에서 아메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와 자살을 연결시킨다. 그는 자살의 본
질을 일말의 긍정적인 요소도 지니지 않는, 어떠한 논리도 파괴하는 “순수한, 극
단적인 부정 pure und äußerste Negation”[HL 321]이라고 본다. 이러한 자살의
본질인 절대적 부정을 그는 자유, 해방에서 나타나는 파괴와 부정과 연결시킴으로
써 자유죽음이라는 개념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324)
아메리와 반대로 사르트르는 자살의 이러한 본질을 지적하며, 오히려 자살을 주
체의 자유나 가능성으로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행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는 그 행위에 대한 나의 현재의 판단뿐만 아니라 미래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순수하고 극단적인 자살은 이 미래까
지도 거부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한 미래의 나의 판단이나 결정은 영
원히 불가능해진다.
죽음은 원리적으로 인생에서 모든 의미를 없애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아무런 해결도 얻지 못하
고, 그런 문제의 의미 자체가 미결정인 채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이 필연성에서 벗
어나기 위해 자살에 의지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자살은 내가 그것의 근거로 있는 하나
의 인생 목적으로는 생각될 수 없다. 자살은 나의 인생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장
래만이 그것에 줄 수 있는 하나의 의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살은 내 인생의 ‘마지
막’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장래를 자신에게 거부한다. 그러므로 자살은 전면적으로 미결
정인 채 머무는 것이다. 만일 내가 죽음에서 벗어난다면, 또는 내가 ‘자살’에 실패한다면,
나는 훗날 나의 자살을 하나의 비겁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은 또 다
른 해결이 가능했음을 나에게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해결은 나 자신의
기도일 뿐이므로, 오직 내가 살아 있는 한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자살은 내 인생을 부
조리한 것 속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부조리이다. [...] ‘하나의 죽음’을 향한 나의 기투는
이해될 수 있지만 (자살, 순교, 영웅적 행위), 세계 속에서의 현전을 더 이상 실현하지
324) 이외에도 아메리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전적으로 나의 자발적인,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자유죽음이라는 개념의 사용을 지지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고에서 자
연적인 죽음과 자살의 비교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다. 아메리는 궁지에 몰린 상황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체인 나에게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 135 -

않는,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으로서의, ‘나의 죽음’을 향한 기도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모든 기도의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
은 나 자신의 가능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은 나의 모든 가능성 가운데 하나도 될
수 없을 것이다.325)

사르트르는 나의 죽음에 대한 미래의 판단과 의미부여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즉 내가 죽음을 산 채로 경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타자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런 그의 관점에 따르자면, 자살은 이 미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나의
행위를 “미결정인 채”로 머물게 하고, 나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의미부여를 타인
에게 자진해서 ‘내맡기는’ 혹은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그는 자살을
주체의 “인생에서 모든 의미를 없애는 것”이자, 나의 “모든 기도(企圖)의 파괴”로
여기며, 자살을 자유죽음으로 설명하려던 아메리와 달리 주체의 자유와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는 “헛된 짓”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반론을 아메리는 작품에서 스스로도 제기한다.326) 그는 자유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iheit von etwas”[HL 317]와 “무엇으로의 자유 Freiheit
zu etwas”[HL 317]로 나눠 설명하며, 먼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의 자
유가 곧 하나임을 보여준다. 가령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와, 이러한 탈피 이후에 글
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이르고자 하는 자유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살의 경우에 언급되는 자유가 이 두 번째 측면인, 무엇
으로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가, 즉 무엇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자유죽음에서 나타나는 “무로의 자유 Freiheit
zu nichts”[HL 317]에서 이 무, 즉 죽음 자체는 자유가 될 수 없을지언정, 그것을
‘향한 zu’ 자유는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는 자살자의 죽음을
향한, 죽음으로의 결심에 뒤따르는 강력한 “자유의 체험 Freiheitserlebnis”[HL
325) 사르트르: 같은 책, 874-875면.
326) Vgl. HL, S. 315f.: “부정으로서의 해방은 오직 부정일뿐이고, 해방은 현존재의 항상 새로운 가능
성이나, 현존재 내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리고 사르트르가 말했듯
이 특히 죽음은 더 이상 나의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수년 수일 전에 ‘자유죽음에
대한 천치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을 에세이에 넣었던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인가? 서두르지
말고 아직은 좀 더 살펴보자. Befreiung als Verneinung sei Verneinung und Befreiung nur im
Hinblick auf ein Projekt innerhalb eines Daseins und dessen stets neuen Möglichkeiten? Und
der Tod sei gerade, wie Sartre es sagte, kein Teil meiner Möglichkeiten mehr? Und also hatte
ich dennoch recht vor Jahr und Tag, als ich das Wort hinsetzte von der ‘Narrengeschichte
vom Freitod’? Zu 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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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에 주목한다. 여기서 죽음은 그 자체는 평화나 자유를 의미하지 않지만, 적어
도 죽음에 대한 결심과 선택은 과거와 현재의 부자유를 무화시키는 해방으로서
자유로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아메리는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모든 기도를 자발적으로 파괴하고 포기하는 부조리한 것이라며 자살
을 비판했지만, 아메리는 이에 반박하며 자유죽음이 주체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에 따른 삶의 부조리까지도 함께 끝낸다고 주장한다.327) 그는 ‘무엇인 동시에 무
엇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부조리는 인간의 삶과 가능성에 필연적으로 따라다
닌다고 본다. 가령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제의 나에게 끔찍했던 것이 나의
삶의 가능성을 통해 오늘의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혹은 심지어 망각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메리는 자유죽음 또한 삶 속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자유죽음이
라는 행위의 결행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함께 자신의 부조리마저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유죽음이 그 모순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그것은 부조리하지만, 어리석지는 않다. 그 부조리함으로 인해 삶의
부조리함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유죽음이 우리가 고통 받았던, 그리고
바로 그 거짓의 힘 때문에 고통을 견디어 냈던 모든 삶의 거짓들을 회수한다는 점은, 우
리가 그에게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Weiteres Argument dafür, daß der Freitod in seiner Widersprüchlichkeit der
einzige Weg ins Freie ist, der uns offenstehte. Er ist absurd, nicht aber närrisch, da
doch seine Absurdität die des Lebens nicht mehrt, sondern verringert. Das mindeste, was
wir ihm rechtens zubilligen dürfen, ist die Zurücknahme aller Lebenslügen, die wir
erlitten und nur kraft eben der Lügen zu erleiden vermögen. [HL 339]

아메리는 “자살은 내 인생을 부조리한 것 속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부조리”라는
사르트르의 의견과 달리, 자유죽음은 나의 인생을 끝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부
조리를 없앤다고 주장한다. 자발적인 나의 존재 부정을 통한 부조리로부터의 벗어
남이야말로 그는 자유죽음의 결심을 통해 주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라
고 생각한다. 자유죽음을 부조리한 삶의 체계와 생의 논리에 대한 “부조리한 저
항”[HL 341]으로 해석하며, 아메리는 이 저항이 자유 그 자체는 아닐지언정 이것
327) 여기서 아메리는 부조리라는 개념을 알베르 까뮈 Albert Camus가 사용하여 보편화된 철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층위에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Vgl. HL, S.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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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로 향하는 “하나의 길”[HL 342]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 것이다.328)

3.3.2 자유죽음과 타자
죽음과 자살의 미결정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비판에는 죽음의 주관성과 개별성을
부정하며, 탄생이 그러하듯 죽음에는 주체인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관점이 자리
하고 있다. 죽음을 나의 주관성 밖에 있는 “사실성의 것”이자 “대타존재의 것”으
로 보는 사르트트의 이러한 죽음론은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한
것이다.329) 하이데거는 온전히 나의 것인 죽음을 통해 인간은 삶의 “개별성
Individulität”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죽
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란 존재와 자기 삶의 “본래성 Eigentlichkeit”에 도
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330) 아메리는 지식인으로서의 하이데거의 사회
적,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해왔지만,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 입장에는 강하게 동조한다.331) 아메리는 그의 주장을 수용하며 죽음
그 자체는 사실성의 것이라 할지라도, 주체가 사유하고 예감하는 나의 죽음은 더
이상 주관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한다.

328) Vgl. HL, S. 341f.: “모순된 총체적 체계 내에서 모순된 저항을 벌이는 자를 우리는 영웅으로 추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 그러나 적어도 경멸받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의 행동을 인정해주도록
하자. 이 행위는 자살자가 바란 대로 하나의 길이 될지어다. [W]er innerhalb des absurden
Gesamtsystems absurde ré́sistance leistet, den wollen wir zwar nicht als Helden feiern, [...],
nur sollen wir seine verschmähte und geschämte Handlung gelten lassen. Sie soll das sein,
als was der Suizidant sie wollte: ein Weg, [...].”
329) 사르트르: 같은 책, 875-876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성의 어떤 면, 그리고 대타존재의
어떤 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 죽음은 항
상 나의 주관성 저편에 있는 것이므로, 나의 주관성 속에는 죽음을 위한 어떤 장소도 존재하지 않
는다.”
330) Martin Welzel: Jean Paul Sartres Philosophie in Das Sein und das Nichts.
(http://www.mwelzel.de/sartre/, 25. 1. 2014.)
331) Amé́ry im Gespräch (1978). In: JW, Bd. 9, S. 113f.: “죽음을 둘러싼 복합적 논의에 대한 묘한
경향과 더불어, 죽음과 관련해서 나는 가장 깊은 곳에서 독일인으로 남게 된 것 같다. 죽음과 무덤
은 나에게 항상 현실이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삶 안으로 치솟아 올랐다. 나는 어쩌면 그
비참한 하이데거가 총장 연설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이데거 추종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연설은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까이 관여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W]as den Tod angeht,
bin ich vielleicht im tiefsten ein Deutscher geblieben, mit der merkwürdigen Hinneigung zu
diesem ganzen Komplex. Tod und Gruft waren für mich immer eine Wirklichkeit, die
irgendwie hereinragte ins Leben. Vielleicht wäre ich ein Heideggerianer gewesen, wenn dieser
elende Heidegger nicht diese Rektoratsrede gehalten hätte, die es mir unmöglich gemacht hat,
mich näher mit ihm einzu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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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가 주장한 이러한 주체의 개별적이고 주관적 죽음은 외부세계와 타자의
판단과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그는 주체의 소멸과 함께 주체에 대한 타자의
판단과 결정들 또한 모두 끝난다고 본다. 가령 앞서 언급한 바이닝거의 자살을
정신질환인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다른 이들이 판단을 내린다 해도, 이것은
실제로 바이닝거 본인이 죽음을 결행하는 순간에 내렸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
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바이닝거라는 주체는 자신의 죽음과
소멸이라는 선택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타자와 외부세계로부터의 모
든 간섭도 함께 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타자와 외부세계로부터의 이러한 자의적 차단은 자살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쟁
점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자살을 이기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비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자살을 나르시시즘과 연결하여, 자살을 자기애 혹은 자기혐오에서 비롯
된 행위로 간주하는 이론들은 자살의 이기성을 철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이론에서 자살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사랑하는 나와,
타자가 마치 거울과도 같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나
사이에서 나타나는 좁혀질 수 없는 불일치를 깨닫는 자로 묘사된다. 그리고 자살
은 자살자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거부 혹은 실패에서 비롯된 좌절 끝에
벌이는

행위이며,

자살자는

나에

대한

집착과

착각에

빠져

“헤매는

자

Irrender”[HL 301], 즉 정신이상자다.332)
아메리는 자살을 나르시시즘과 연결시킴으로써 이기적인 행위로 해석하기를 거
부하며, 자기애와 자기혐오라는 감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그는 사랑 혹은 혐오가 그 감정들을 감각하는 주체인 나르시스가 아닌 ‘연못 속
의 나르시스’라는 ‘객체화된 주체의 일부’로 향한다고 본다. 외부세계인 연못을 타
자의 시선으로 보고, 그는 이 시선을 통해 만들어진 연못 속의 나르시스를 사랑
에 빠진 나르시스의 일부분인 동시에 타자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
애나 자기혐오라고 불리는 감정들이 사실상 항상 타인의 시선을 통해 매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메리는 주체와 타자간의 필연적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나르시
시즘과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한다.333) 그는 이러한 감정들이
332) Vgl. HL, S. 300f..
333) Vgl. HL, S. 305: “그의 나, 우리 자신의 나는 오직 제한적인 척도 내에서만, 그리고 피상적인 방
식으로만 자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보거나,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자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 내면화함으로써, 항상 이러한 행위들을 매개된 방식을 통해서만 구현한다. Sein Ich,
unser Ich, ist nur in beschränktem Maße und auf oberflächliste Weise imstande, aus sich
herauszutreten: Wer sich sieht, sich liebt, sich haßt, tut dies stets mittelbar, indem er den
Blick der anderen, [...] interior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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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타자와 외부세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려 들지도 않을뿐더러, 근본적
으로 그럴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메리는 자살자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해 착각하거나 무시한 정신질환자나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의 필연성과 강력함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 다만 자살자는 인간 존재에 주어진 “개인의 실
존적 고독 existentielle Einsamkeit des Einzelnen”[HL 303]을 마주하게 된 자이다.
그는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주체와 타자 사이의 좁혀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간극을 깨달은 동시에 이 간극의 강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른 자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자살자는 이 고독을 감내하거나, 타자에게 주체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고독을 외면하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선택한
다. 이 지점에서 아메리는 자살이라는 행위를 다시 한 번 조명하면서, 자살자인
주체가 타자나 외부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그들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자살자는 두 가지를 알린다. 하나는 계약에 대한 신의이며 (왜냐하면 그는 계약들로 이
루어진 그물 없이는 사회적인 존재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
다), 다른 것은 오직 나에게만 속하는 나의 승리이다. 이러한 나는, 오직 나의 전부를 소
유할 수 있는 경우에만 되찾을 수 있는 당연한 나의 소유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형성된 현실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은 통용되지만, 이런 와중에도 사물들의 질
서로부터의 탈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소유에 대한 이러
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살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회적 그물의 일부
인 타자여, 네가 나에게 무엇을 가했든지 간에 네가 나에게 한 것은 항상 옳았다. 하지
만 보아라. 너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은 채, 나는 이 법적 유효성으로부터 나를 벗
어나게 할 수 있다.
[D]er Suizidant [bekundet] zweierlei: die Vertragstreue (denn unbedingt weiß er,
daß es ohne ein Netz von Abmachungen kein gesellschaftliches Sein geben kann)
und den Triumph des nur ihm gehörigen Ich, welches freilich als Eigenbesitz erst
in seiner Totalität aufgegriffen wird, sobald einer begreift, daß zwar alles gilt, was
als Realität sich intersubjektiv etabliert hat, daß es aber einen Ausweg gibt aus der
Ordnung der Dinge. Seine Handlung sagt: Du Anderer als Teil des sozialen Netzes
hattest recht gegen mich, was immer du mir zufügtest; aber siehe: ich kann der
Rechtsgültigkeit mich entziehen. Dies tue ich, ohne dir etwas anzutun. [HL 308f.]

여기서 자살자는 “계약에 대한 신의 Vertragtreue”를 끝까지 지키는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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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성을 지니는 삶의 질서를 죽음을 통해 벗어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
한 온전한 소유를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아메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자살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타자를 무시하지도, 현실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살을 타자와 사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오명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는 모든 자살이 일
종의 “화해 Versöhnung”[HL 310]의 “메시지 Botschaft”[HL 287]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메시지는, 반드시 절망적인 도움의 요청, 타자에 대한 원망 혹
은 사회에 대한 변화의 촉구와 같이 수신자나 의미가 분명한 “호소 Appell”[HL
286]인 것은 아니다. 자살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타자의
삶이나 존재에 개입하려들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자신의 삶에 끝을 고함으로써,
살아있는 한 좁혀지지도 벌려지지도 않던 나와 타자, 세계의 간극을 함께 소멸시
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메리는 모든 자살, 자유죽음에 담긴 공통의 메시지가 이
별 혹은 종결을 통한 화해라고 주장한 것이다.334)
자살을 이기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후, 아메리는 둘째
로 자유죽음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자살을 타자와 사회
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 “자기소유
Eigenbesitz”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제시한다. 자기소유에 대한 관념들은 아메리의
철학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근거한다.335) 세계와 타자를 주체인
334) Vgl. HL, S. 310: “나의 메시지는 자유죽음을 끈질기게, 그리고 모든 이성에 반해 ‘자기살해’라 부
르는 이론가에게는 공격, 복수, 사후에 행해진 협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나
는 나의 메시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지금 하
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민 손이 화해의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이만
잘 사시오. 나는 드디어 나 자신에게 속한다. 나는 나의 결심의 결실들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별의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이미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세상은 불행한 자의 세상과 다르며, 죽
음으로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이별의 고통은 특히 더 클 것
이다. 이것이 바로 정해진 곳에 도착하지 못할 이 메시지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 정해진 곳은 실
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Meine Botschaft mag für den Theoretiker des Freitods, den er
beharrlich und wider alle Vernunft ‘Selbstmord’ nennt, Aggression sein, Racheakt, postume
Erpressung, was weiß ich. Doch ich weiß. Ich weiß, daß die Botschaft, die sinnlos ist, ohne
die ich aber nicht täte, was ich tue, die ausgestreckte Hand ist der Versöhnung. Leb wohl
denn. Ich gehöre endlich mir selber: Die Früchte meines Entschlusses werde ich nicht ernten,
ich bin's zufrieden, noch im Trennungsschmerz, der groß ist, insbesonders wenn ich bedenke,
daß die Welt des Glücklichen eine andere ist als die des Unglücklichen und daß mit dem
Tod die Welt sich nicht verändert, sondern aufhört. - Dies also der Sinn der Botschaft, die
am Bestimmungsort nicht eintreffen kann, weil es einen solchen nicht gibt.”
335) 보사르트는 아메리의 이러한 신조가 논리실증주의와 실존주의의 영향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았
다. 이 철학들은 개별성과 주관성에 중시하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인간 존재는 종교와 같은 초월
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긴다. Vgl. Boussart: Nachwort (HL)(2005). In: JW, Bd. 3, S.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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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표상 Vorstellung”336)으로 간주한 아메리는, 내가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
니라, 세계가 나에게 속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세계 속의 나 또한 나에게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주체의 자기소유는 불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한다. 타자는 생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
과의 필연성을 주장하며 나의 앞을 가로막고, 외부세계는 끊임없이 나를 기능적인
요소로 포섭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아메리는 자유죽음이 나의 소멸과 함께 삶의
질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나의 이러한 표상들까지도 무화시키고 이 모든 상황들
을 종결시킨다고 본다. 그는 자유죽음을 ‘나는 나에게만 속한다’는 자기소유를 확
고하게 증명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337)
앞서 나의 죽음에 대한 미결정성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사르트르는 죽음으로 끝
난 인생을, 주체의 가능성을 더 이상 시험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도박 Lex
jeux sont fais”338)으로 간주하고 이 상태를 “완전한 닫힘”339)으로 인식했다. 존재
에 끊임없이 새롭게 의미부여하는 실존을 중시했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자살은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닫히도록 방치하는 부정적인
행위였던 것이다.340) 반면에 아메리는 자유죽음에서의 닫힘을 주체가 자신의 죽음
에 대한 모든 결정과 판단의 가능성을 자기 손으로 파괴함으로써 타자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게 되는 상태로 이해한다. 그에게 자유죽음은 나의 존재를 닫음으로
써 타자와 세계의 관여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다.341) 죽음이나 자살에서 나타나는
336) HL, S. 297.
337) HL, S. 298: “자살자는 자신과 함께 그가 메시지를 전하듯 말을 건넨 타자들도 죽게 한다. 그렇게
그는 그것이 자신의 ‘표상’이었거나 아니었던 간에, 자신이 소유했던 세계를 몰락하게 한다. 나는
나에게 속한다. 이러한 자기소유 속에서 나는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는 곧 나에게 속하는 것
이기에 나는 곧 나에게 속한다. 이러한 모순들은 자살자의 의식 속에서 죽음을 향해 치닫는다. [...]
죽음으로 인한 세계의 종결과 함께 자살자의 자기-자신에게-속함이 증명되는 것이다. [...] 죽음으로
인한 세계의 종결과 함께 자살자의 자기소유가 증명되는 것이다. [D]er Suizidant [bringt] sich
um, gemeinsam mit dem Anderen, den er botschaftend anspricht. So läßt er die Welt
untergehen, die, seine ‘Vorstellung’ oder nicht, sein Besitz war. Der Widersinn läuft sich zu
Tode in des Suizidanten Bewußtsein, daß er sich selbst gehört und im Sich-selbst-Gehören der
Welt: daß die Welt ihm gehört und damit er sich selber. [...] Mit dem Aufhören der Welt
durch den Tod wird das Sich-selbst-Gehören des Suizidanten bestätigt.”
338) 사르트르: 같은 책, 880면.
339) 같은 곳.
340) 사르트르: 같은 책, 875면 참조: 죽음은 단지 모든 기도를 파괴하는 기도,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기도, 나의 모든 기대의 불가능한 파괴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와 아울러, 죽음은 ‘내가 나 자신
에 대해 그것으로 있는’ 관점에 대한, 타자 관점의 승리이다.
341) HL, S. 284: “어쨌든 자유로운 죽음이라는 것이다. 비록 자살은 사회적인 관련성 없이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행위지만, 인간은 결국에는 이 죽음과 오직 홀로 있을 뿐이며, 사회는 이 죽음 앞에
서 다만 침묵해야 할 것이다. [E]in freier Tod eben und eine, die zwar niemals ohne

- 142 -

닫힘을 “타자 관점의 승리”342)라고 보았던 사르트르와 달리, 아메리는 자유죽음의
닫힘을 ‘타자 관점으로부터의 탈출’이자 자기소유의 발현으로 해석한 것이다.

3.3.3 자유죽음: 부정의 이성을 통한 계몽
자기 존재의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아메리에게 닫힘을 자
발적으로 선택하는 자살은 이처럼 타자와 세계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위
도, 착각에 빠져 저지르는 실수도 아니다. 자살을 자유와 연결시키고, 자유를 본
질적 자기소유에 대한 요구와 연결시킴으로써, 그는 자살을 인간의 본질적 자기소
유와 자유의 권리를 쫓는, 이성적인 사유에 따른 휴머니즘적 행위로 새롭게 조명
하고자 한 것이다. 죽음의 본질은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순수한 부정이지만, 이
부정에 대한 자발적 선택은 “존엄성, 인간성과 자유가 없는 삶”까지도 소멸시킨
다. 아메리는 이로 인해 자유죽음이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요청”이라는 긍
정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요구는 여기서 - 그리고 비단 여기서 뿐만 아니라 - 존엄성, 인간성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요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죽음이듯이, 그렇게 죽
음은 삶이 된다. 그리고 부정은 단숨에 - 하등 쓸모없는 것이라 해도 - 긍정이 된다.
Lebensanforderung ist hier - und nicht hier allein - Forderung, einem Leben ohne
Würde, Menschlichkeit und Freiheit zu entrinnen. So wird der Tod zum Leben, als
wie das Leben von der Geburt an schon Sterben ist. Und Negation nun mit einem
Male wird Positivität, wenn auch nichtsnützige. [HL 343]

아메리는 이러한 긍정 또한 나의 죽음으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체에게는
“소용없는” 것일지언정, 자유죽음과 자살자에 대한 고찰과 사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닿을 수 없는 자유지만, 이를 향해 끝까지 다
가서는 길이라는 이 새로운 의미를 아메리는 자살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살은
자기살해가 아닌 자유죽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함께 자유
죽음에 대한 ‘고찰과 사유’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유죽음이라는 행
위 그 자체와 그것에 대한 사유,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성과 계몽의 영역으로 끌

gesellschaftliche Bezüge vollzogen wird, mit der aber letztlich der Mensch mit sich allein ist,
vor der die Sozietät zu schweigen hat.”
342) 사르트르: 같은 책, 8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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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고자 한 것이다.
자살을 주체 혼자만의 “지극히 개별적인 일 hochindividuelle Sache”[HL 284]이
라고 여긴 아메리의 자유죽음 개념이 모든 자살 사례들을 포괄하는 것은 분명 아
닐 것이다. 그러나 자살을 학문적으로 취급하기를 지양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유
죽음』에서 아메리가 자살이라는 행위를 지식인의 전유물로 취급한다는 비판은 다
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343) 그는 애초부터 자살에 대한 빈틈없는 정의나 이론,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사유의 한계 밖으로 나와, 보
다 폭넓은 이성으로 자살, 자살자에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접근 끝에
자살은 자유죽음이자, 자유로의 길이라고 해석한 이 『자유죽음』은, 타자와 세계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유아론자 Solipsist”344)의 자살예찬이 아니다. 이것은 생의 논
리로부터의 탈출과 자기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라도 도달하고자 하는 자유와 자기
소유에 대한 “계몽주의자 Aufklärer”345)의 간절한 요청인 것이다.
작가활동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의 언어와 계몽을 강조했던 아메리는 이성적
논리의 영역 밖의 것으로 여겨져 왔던 존재 내 죽음모순에 대한 사유에 도전함으
로써 이성 그 자체의 영역을 넓히고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자유죽음』 속 죽음과 자살에 대한 고찰에서, 그는 먼저 자살자의 정신 병력, 사
회에의 부적응이나 사회적 실패와 같이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외부적 요인들을
배제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살을 타자와 사회를 무시한 이기적 행위 혹은 생명의
존엄성을 저버린 어리석은 실수로만 치부하는 비난들을 물리친다. 이러한 과정 끝
에서 아메리는 생의 논리와 존재에 대한 주체의 자발적 부정이 자유와 자기소유
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발견하고, 자살을 자유죽음으로 새롭
게 조명한다.
아메리는 자유죽음이라는 부정의 이성이 주체나 타자,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
다고 본다. 죽음 그 자체는 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부정의 이
성에 따라 스스로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하는, 부조리한 가능성 대신에 모든 것을
343) Vgl. Boussart: Nachwort (HL)(2005). In: JW, Bd. 3, S. 519-521.
344) Jean Amé́ry an Hans Paeschke (13. 3. 1976). In: JW, Bd. 3, S. 478: “그러나 두려움은 가지고
있다. 심지어 너조차도 내 안에서 유아론자를 본다면 (하필이면 이 책 안에서 나는 ‘나이듦’에서보
다 더 극단적인 계몽주의자 되고자 했건만), 다른 비평가들은 오죽 하겠나? Aber Angst hab ich
nun schon. Denn wenn sogar Du in mir einen Solipsisten siehst (und nicht den Aufklärer,
der ich gerade in diesem Buch noch rücksichtsloser als im ‘Altern’ habe sein wollen) - was
werden denn erst die Kritiker sagen?”
345) Boussart: Nachwort (HL)(2005). In: JW, Bd. 3, S. 503: “계몽주의자로서 그는 자살에 관한 금기
들과 자살자들에 대한 거리감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한다. Als Aufklärer kämpft er gegen die
geltenden Tabus und gegen die Ächtung des Suizida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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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시키는 닫힘을 향하는 자유죽음이 자유와 계몽으로의 길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346) 이 길에서 주체의 이성은 비이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함으로써, 자
기 존재와 정신의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머니즘과
존엄성이라는 가치들을 비이성과 부조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성적인 부정에 따
라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죽음을

“인간의

특권

Privileg

des

Humanen”[HL 227]으로 선언하며, 아메리는 자유죽음과 그것에 대한 고찰을 극
단적인 이성의 발현과 계몽의 실현으로 간주한 것이다.

346) Vgl. Amé́ry: Konzept zu einem Roman-Essay (1972). In: JW, Bd. 1, S. 651f.: “이성은 현실에
대한 정복 혹은 변화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충분히 강하지가 못하다. 이성
은 존재와 자신 스스로를 밝힘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다. Die Vernunft siegt: nicht durch
Bewältigung oder gar Veränderung der Wirklichkeit - dazu ist sie nicht stark genug sondern in der Erhellung des Seins und ihrer sel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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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 본 논문에서는 아메리의 작품에 나타난 그의 삶과 죽음, 언어에 대한 성찰
이 담겨 있는 죽음담론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 담론 안에서 특히 아메리의
자유죽음론이 명확하게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세 개의 작품 『죄와 속죄의 저편』, 『르푀 혹은 퇴
락』, 『자유죽음』에서 각각 나타나는 ‘원한’, ‘퇴락’과 ‘자유죽음’ 개념은 시기별로
삶, 죽음과 언어에 대한 아메리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아메리는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의 경험인 아우슈비츠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그는 사실상 죽음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
지는 않다. 이 당시의 아메리에게 죽음문제는, 아우슈비츠 경험으로 인해 뼈저리
게 몸소 체험해야만 했던 인간 정신의 한계너머에 있는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
다. 이 작품에서 그는 오히려 과거의 죽음을 ‘극복’하여 현재의 삶과 존재의 문제
로 나아가고자 한다. 작중에서 아메리는 자신과 같은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원
한’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그들에게는 아우슈비츠 과거가 단순히 이미 지나가버리
거나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나아가 이 과거를 망각하는 것을 거부한
다. 이처럼 아메리의 원한 개념은 ‘부정과 거부’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과 과거
의 극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의 독특한 ‘부정의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르푀 혹은 퇴락』 작품 초반에 주인공 르푀가 설명하는 ‘퇴락’은 원한에서 나타
나는 아메리의 부정의 사유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퇴락을 형상화하는
르푀라는 허구적 인물은 아우슈비츠 과거로부터 한층 더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
고, 이 과거 위에 지어진 현재의 삶을 보다 예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아메리의
새로운 언어를 상징한다. 이미 전작에서 자신이 아우슈비츠로 인해 ‘세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음을 인정한 아메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원한이나 퇴락과 같은 언어
적 개념들에 지탱하여 살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그는 자
신이 고안해낸 이 언어가 결국 과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러한 언어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아메리 자신이 언어를 토대로 한 철학적, 예술
적, 문학적 상징을 빌어 과거 아우슈비츠의 죽음을 ‘견뎌냈다는 것을, 즉 생존했
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인식으로 귀결된다. 작품 마지막에 결국 그는
앞서 원한 개념이나 르푀의 퇴락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삶이 필연적으
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메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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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푀 혹은 붕괴』는 ‘퇴락은 곧 삶’ 그리고 ‘퇴락은 곧 죽음’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그의 죽음담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세계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죽음 앞에 선 마지막 순간, 아메리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부정의 사유
가 다시 일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자신의 죽음
을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그는 과거에 정신의 경계, 이성의 가능성 밖에 있다고
생각해왔던 죽음을 이 경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작업에 있어
서 아메리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죽음 그 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화시키는 절대적 무(無) 그 자체인 죽음에 평
화 혹은 자유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자유
죽음』에서 그는 결코 죽음이 곧 자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아메리는 여기서 인
간의 정신활동을 발전시킴으로써, 특히 이 정신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
고 있다고 본 인간의 이성의 능력과 역할을 확장하고 성장시킴으로써 죽음, 특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체의 사유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이성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자살과 자유죽음에 대한 고
찰을 계몽의 일환이라고 바라보고자 했다. 아메리의 자유죽음론은 단순한 자살예
찬론이나 죽음비관론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논의를 통해 살아있는 채 자신의 죽
음을 마주하게 된,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는 자살자의 모순적인 입장이
일말의 긍정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사유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온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성
적인 성찰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간 이성의 끊임없는 자기초월 작
업이야말로 아메리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했던 휴머니즘적 계몽의 첫 걸
음이자 근본적 토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147 -

참 고 문 헌

1. 일차 문헌
1) 아메리 전집 (9권 중 5, 8권 제외)
Heidelberger-Leonard, Irene (Hg.): Jean Amé́ry. Werke. Die Schiffbrüchigen/ Le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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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y

1912-1978.

In:

I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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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Jean Amé́ry. Werke. Bd. 9. Materialien. Stuttgart 2008.
Ders.: Verlorenes Land. Jean Améry und Österreich. In: Heinz Ludwig Arnold (Hg.):
Text+Kritik. Jean Améry. Heft 99. München 1988.

- 151 -

Ders.: Überlebende als schreibende Subjekte. Jean Améry und Primo Levi. Ein
Gedenken. In: Frankfurter Rundschau. Frankfurt am Main 1989.
Siegbert, Wolf: “Ich fühle mich so fremd allerorten”. Zum 100. Geburtstag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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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Wandlung des Todesdiskurses
in ausgewählten Werken
Jean Amérys
- 『Jenseits von Schuld und Sühne』,
『Lefeu oder Der Abbruch』, 『Hand an sich legen』
Park, YoonHy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ieser Arbeit wird die Wandlung des Todesdiskurses in den Werken Jean
Amérys untersucht. Dabei soll dieser Diskurs Amé́rys Auffassungen über Leben,
Tod und Sprache in seinen Werken umfassen. Die Analyse konzentriert sich dabei
auf drei Werke, die jeweils die frühe, mittlere und späte Phase der Darstellung
dieser Themen zeigen. Ziel ist es dabei, ein präziseres Verständnis von Amérys
Begriff des ‚Freitods’ und seinen Thesen über den Suizid in seinem Werk Hand an
sich legen. Diskurs über den Freitod zu gewinnen. Für dieses Endziel werden hier
zuerst die Aussagen Amérys in seinen früheren Werken untersucht. Anschließend
werden diese Aussagen mit den Auffassungen in seinen späteren Werken
verglichen.
Die

im

Jahr

1966

unter

den

T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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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its

der

Schuld

und

Sühne.

Bewältigungsversuche eines

Überwältigten herausgegebenen

Essays

erhalten

die

Introspektionen über seine eigenen Erfahrungen während des Dritten Reichs. Es
geht hier hauptsächlich um die Foltererfahrung und das grausame Leben im
Konzentrationslager Auschwitz; Erlebnisse, in dem der Mensch den Tod sehr nahe
steht. Paradox ist, dass Améry diese todesnahen Momente als solche beschreibt, in
denen der Tod für den Menschen jeden Sinn verliert. Laut Améry kann der Tod
nur dann eine Bedeutung haben, wenn man diesen Begriff kritisieren oder über
ihn reflektieren, ihn also geistig erfassen kann. Nach seiner Erfahrungen ist diese
Funktion des Geistes jedoch defekt bei einem Menschen, der in einem extreme
Schmerzen fühlenden Körper gefangen ist. Auch angesichts der Wirklichkeit in
Auschwitz, die das Leben und Denken der Gefangenen beherrscht, ist der Geist
des Gefangenen unfähig zu tiefsinnigen Gedanken. Améry behauptet, dass diese
Wahrnehmung

der

Grenzen

des

menschlichen

Geistes,

die

einzige

und

unvergessliche Erkenntnis sei, die er durch seine Erfahrungen von Folter und
KZ-Gefangenschaft gewonnen habe. Nach dieser Erkenntnis ordnete er das Thema
Tod in den Bereich ein, wo es um die Grenzen des menschlichen Geistes geht.
Der logische Positivismus, von dem er schon in den zwanziger Jahren in Wien
beeinflusst worden war, und der Existentialismus, den er begeistert nach dem
Krieg annahm, haben diese Erkenntnis von Améry unterstützt. Beide Philosophien
betrachten den Tod eher als ein Thema für den nicht-philosophisch-logischen
Bereich: Als ein Geschehen, das ausserhalb des menschlichen Willens liegt, und
das man weder praktisch erleben noch logisch erklären kann. Unter diesen
philosophischen Einflüssen geht Améry voran zu dem gegenwärtigen Leben, wo
er mit seiner Vergangenheit zurecht zu kommen versucht. Diese Intention zeigt
sich

deutlich

in

dem

Untertitel

seines

Werks:

Bewältigungsversuche

eines

Überwältigten.
Diese Arbeit nimmt Améry weiter auf in den vorderen Kapiteln von Lefeu oder
der Abbruch, 1974 publiziert. Man kann es bei der Beschreibung über den Begriff
‚Verfall’ bemerken. Am Anfang des Werks beharrt die Hauptfigur Lefeu darauf,
dass der Verfall in seinem Sinne nicht ein kraftloser Vorgang zum Tod ist. Verfall
soll eine willensstarke Handlung sein, deren Ziel ein authentisches Leben ist.
Dieses Ziel ist erreichbar, indem man die falsche Lebensweisen und zerstörerische

- 157 -

Fortschritte ablehnt und stattdessen untätig verfällt. Diese Art und Weise, wie
Lefeu den Verfall beschreibt, hat Ähnlichkeiten mit Amérys Verteidigung des
‚Ressentiment‘ in Jenseits der Schuld und Sühne . Hier behauptet er, um die
Vergangenheit im vollen Sinne zu bewältigen, müsse man die Ressentiments der
Opfer

anerkennen;

Ressentiments,

die

das

Vergessen

der

Vergangenheit

verweigern. In Amérys Theorie über Verfall oder Ressentiment kann man seine
eigentümliche ‚Negationsweise‘ finden. Er bejaht nicht das Richtige und Positive,
sondern verneint Negative und Falsche. Améry behauptet nicht, man müsse sich
an die Vergangenheit auf eine bestimmte ‚richtige‘ Weise erinnern, oder das
gegenwärtige Leben auf eine ‚angebrachte‘ Weise führen. Stattdessen stellt er sich
gegen die ‚falsche‘ Weise.
Nach dieser Negationsweise verbindet Lefeu den Verfall mit dem Leben und
nicht mit dem Tod. Diese Stellung zum Verfall kommt jedoch in der Endphase
des Werks zu einer heftigen Wende. Der erste prägnante Anlass zu dieser
Wendung ist der Rauch, der vom Gasindustriegebäuden im Lacq-Gebiet in
Frankreich, nah dem ehemaligen Auffangslager Gurs heraufströmt. Lefeu muss
sich unwillkürlich beim Anblick des Rauches an seine Vergangenheit erinnern, an
den Rauch des Krematoriums in Auschwitz. Améry wird in dieser Szene noch
einmal mit seiner Vergangenheit und seinem Tod konfrontiert. Diesmal steht
jedoch Lefeu, eine fiktionale Figur, zwischen Amé́ry und der Vergangenheit.
Dieser

Unterschied

erzeugt

neue

Probleme,

die

vorher

für

Améry

eher

unwahrscheinlich waren. Anders als seine vorigen Werke, die in der typischen
Form eines non-fiktionalen Essays geschrieben waren, ist Lefeu oder der Abbruch ein
Essay-Roman. Der Grund, warum Améry sich für dieses neue Genre entschieden
hat, war, dass er größeren und kritischeren Abstand vom Gegenstand seiner
Reflexionen benötigt hat. Die narrative Ebene eines Romans sollte diesen Abstand
herstellen. Kern dieser Ebene ist die Figur Lefeu, ein Komplex, der aus Amérys
Gedanken und Sprache erzeugt ist. Noch vor Lefeu oder der Abbruch war Améry
der Ansicht, dass er nach Auschwitz das ‚Weltvertrauen‘ verloren hat, mit dem
man etwas durchaus bejahen kann. Dennoch sei ihm das ‚Vertrauen zur Sprache‘
geblieben, was es ihm ermöglicht, wenigstens etwas zu negieren oder zu
kritisieren. An der oben beschriebenen Szene muss Améry jedoch feststellen, d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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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eu, seine Sprache, vor der Vergangenheit völlig ohnmächtig ist. Keine
literarischen Bilder noch metaphysische Philosophien können seine Vergangenheit
und den vergangenen Tod erklären. Dieser Fehlschlag bedeutet für Améry, dass
seine Sprache auch für die Erklärung zum gegenwärtigen Leben unfähig ist, da
die Gegenwart immer auf die Vergangenheit gebaut wird. Das Ende dieses Bruchs
des Sprachvertrauens ist der Tod von Lefeu, der Machtverlust eines sprachlichen
Komplexes. Die These, an der Améry noch am Anfang des Werks durch Lefeus
Stimme festhielt, dass der Verfall die Essenz des Lebens sei, kippt nun zu ihrem
Gegenteil: Verfall ist Tod. Im Vergleich zu Amérys vorherigen Werken, wo er
lieber über Leben gesprochen hat, das den Tod überstanden hat, kann man bei
dieser Schlussfolgerung in Lefeu oder der Abbruch deutlich bemerken, dass in
diesem Werk Amérys Auffassung über den Tod sich verändert hat. An diesem
Punkt kann man das Werk als einen Wendepunkt des Todesdiskurses in Amérys
Werken bezeichnen.
Nach Lefeu oder der Abbruch wechselt Améry also seinen Standpunkt und
behauptet, dass sein gerade noch dem Tod entronnenes Überleben genauso eng
mit dem Tod verbunden ist wie mit dem Leben. Anders als bei Sartre, der das
Todesthema vom Lebens- und Existenzdiskurs ausgeschlossen hat, ist nun für
Améry das Lebensproblem identisch mit dem Todesproblem. Demnach versucht er
herauszufinden, wie der Subjekt über den Tod, genauer gesagt über seinen
eigenen Tod, reflektieren könnte. Dabei stellt er sich gegen die Ansichten, die den
Tod als unlogisch, nicht erfahrbar oder undenkbar bezeichnen. Um diese Arbeit
anzufangen behauptet Améry, dass es wichtig sei, zuerst die Mittel dieser
Reflexion genauer zu betrachten: die menschliche Vernunft. In Fällen, bei den der
Gegenstand rätselhaft und unfassbar ist wie beim Tod, soll nach Améry die
Vernunft sogar Gefühle oder dumpfe Ahnungen – Eindrücke, die oft im
Gegensatz zur Vernunft stehen – einschließen. ‚Vernunft muss immer mehr als
Vernuft sein‘, lautet seine Meinung. Dies wird in seinen späteren Essays nach
Hand an sich legen verdeutlicht, wo er sich einer neue Aufgabe stellt, nämlich der
Erweiterung der allgemeinen Vernunft. Sein Ziel ist die Aufklärung, die durch die
Kraft der menschlichen Vernunft immer weiter strebt, um widersprüchige
Gedanken oder Phänomenen zu reflektieren oder zu erklä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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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érys vernünftige Reflexion über den Tod in Hand an sich legen ist der
Anfang dieses Aufklärungprojekts. Dabei konzentriert er sich besonders auf den
Suizid und den Suizidenten. Aus dieser Tat und dessen Subjekt las er die
Möglichkeit heraus, seinen eigenen Tod mit vollem Eigenwillen und klarer
Vernunft konfrontieren zu können. Um seine These zu unterstützen betont er,
dass der Suzident nicht unbedingt unter gewissen Geisteskrankheiten leidet oder
charakteristische

Defekte

wie

z.B

hohe

Gewalttätigkeit

oder

ungenügende

Sozialkompetenz hat. Améry stellt ihn vielmehr als ein vernünftiges und
harmloses Subjekt vor, das sich seiner Handlung und Entscheidung völlig bewusst
ist. Im nächsten Schritt der Argumentation verbindet Améry den Suzid mit der
Freiheit. Er bezeichnet den Suizid als ‚Freitod‘ aus zwei Gründen. Erstens, weil
dieser Tod aus aus einer freien Willensentscheidung des Subjekts heraus
ausgeführt wird, und zweitens, weil durch das Vernichten des Lebens auch alle
notwendigen

Absurditäten

und

Unfreiheiten

des

Lebens

‚ver-nichtet‘

und

‚ver-neint‘ werden, was Améry als eine ‚negative‘ Befreiung anseht. Nach Améry
kann Suizid das Subjekt ‚be-freien‘. Er könnte also als ein ‚Weg zur Freiheit‘
dienen; zugleich betont er aber auch, dass der Tod oder sein Tod nicht die
Freiheit selbst sein kann. Der Tod per se ist das absolute Nicht, was alles, auch
Freiheit, nur verneint. Améry entwickelt mit seinem Freitod-Begriff in Hand an sich
legen keine blinde Todes- oder Suizid-Verherrlichung, die eine unendliche Freiheit
und Glorie verspricht durch Tod oder Suizid. Er versucht hier ein neues, etwas
gnadenvolleres Licht zu werfen auf den Suizid, der von der Gesellschaft
überwiegend nur als eine unmoralische und unmenschliche Tat angesehen wird.
Indem Améry den Suizid als Freitod interpretiert, will er dieser Handlung, bei
die der sterbliche Mensch seinem eigenen Tod gegenübertritt, freiwillig über ihn
reflektiert und sich bewusst für ihn entscheidet, einen dürftigen aber menschlichen
Sinn und Wert 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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