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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헤르타 뮐러는 2차 세계 대전의 종식 이후 독재와 횡포가 유럽에
잔재해 있던 시대에 출생한 이주작가다. 루마니아 남서부의 독일계
소수민족 가정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방식으로 문화적 전통을 계승
하고자 하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독일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그리
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의 강압적인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반체제
문화운동에 남편 리하르트 바그너와 동참하다가, 비밀경찰 세큐리타
테의 감시와 심문, 해고 및 살해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1980년도 후
반에 독일로 망명했다. 망명하기 전부터 이미 독일 비평계의 호응을
얻은 저지대를 시작으로 뮐러는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저명한 이주작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뮐러의 작품
들에는 루마니아 독재정권의 억압적인 구조와 독일 문화의 수직적
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그리고 독일 문화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낯섦과 방랑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뮐러는 이러한 삶
의 고통을 문학으로 표현함에 있어 언어가 주변현상을 충분히 설명
해주지 못한다고 보았고, ‘고안된 지각’이라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문체로 언어와 사물의 소외관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독일 나치 제국의 패망 이후 전후 복구를
목적으로 강제노동수용소를 건설했으며, 독일 영토 외의 소수 독일
민족들 또한, 600만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과오를 저지른 나
치즘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민족과 동일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속죄의 무게를 떠맡아야 했다. 숨그네는 당시 소련의 수용소에 징
집되었던 소수 독일계의 시인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경험을 허구적
으로 재현해낸 장편소설로, 수용소 문학과도 관련이 깊다. 이 작품
은 뮐러 특유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여 미학성을 확보
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학적 수사로 외부 현실세계를 분리하고 파괴
하는 시선을 재현함으로써 당시 수용소 시스템에 대한 간접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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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정치성을 띠기도 한다.
한편, 20세기 후반에는 기계문명의 발달, 세계화라는 사회문화적
변동과 함께 인간 사회의 공간과 장소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는 ‘공간적 선회’라는 붐이 사회과학 분야에 일었다. 그리고 공간을
더 이상 유클리드식의 정역학적인 것이 아닌,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흐름은 1980년대에 이르러 인문학 분야
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문학 분석에 있어서의 공간은 미학적
으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사적 구성 요소로서의 공간이라
는 특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성 때문에 허구적으로 창조
된 문학 텍스트는 구성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간과
사물은 서술자 및 화자의 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공간구성은 공간인지와 큰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문
학적 공간의 형상화의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안야 요한젠은 현대 공간 이론과 문학의 관계
성을 살피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공간과 텍스트 구성요소의 관
계를 연구한다. 뮐러의 텍스트들은 지각 문제들이 구체적인 공간지
각과 연결되고, 공간묘사는 미학적인 문제들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인지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고, 공간의 경계 및 구역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인공의 심리가 주변 세계에 투사된다.
실제로 뮐러는 인간과 주변 대상 세계의 관계를 상호영향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았다. 사람이 대상으로 정의되고, 그 대상을
이루는 장소와 사물들이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다는 세계관은, 문학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 구성적 요소로서의 사물과 장소, 즉 텍스트의
공간성으로 이어진다. 장소와 사물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줄거리의 일부로서, 텍스트 구성성으로서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뮐러의 문학은 실천
적이고 구성적인 현대의 공간 개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뮐러는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들과, 그 대상들에 영향을 주는
공간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사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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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이해하는데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용소 문학의
역사성에서 한 발 나아가, 현대적인 공간 개념을 문학에 적용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소설을 분석한다. 즉,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고향에서 영위했던 삶과, 수용소라는 파괴적인
공간에서 박탈되는 삶, 그리고 수용소로부터 귀향 후 고향에서 맞는
삶의 양상이 소설 속 공간과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가 현대인의 생활
공간의 변화에 따른 고독을 고찰하면서 정의하고 있는 ‘장소’와 ‘비
장소’ 개념이 중요하다. 전통의 자취가 시대적인 흐름 속에 통합된
정체성, 역사성 그리고 관계가 있는 장소가 현대적인 ‘장소’라면, 초
현대에는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 흐름의 중심
으로 자리잡으면서 쇄도하고 있는 임시숙소군, 대형마트, 공항 등
임시적인 용무와 경유를 위한 장소가 ‘비장소’들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장소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개인의 정체성과 역사성 및
과거가 부재한다.
숨그네의 주인공 레오폴트 아우베르크는 독일계 소수 민족의
엄격한 규율성과 공동체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고향에서
성장한다. 또한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포와
압박감이 만연해 있는 삶을 산다. 주위 환경을 지각하는 주인공의
주관적인 인식 속에는 이러한 공포가 공간에 형상화된다. 고향은 감
시와 핍박으로 자유가 박탈된 곳이다. 그럼에도 가족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으며,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는, 오제의 장소 개념으로 보
자면 삶이 있는 ‘장소’이다.
강제노동수용소에 징집된 주인공은 수용소에 입소됨과 동시에 삶
을 박탈당한다. 세상과 단절된 수용소 부지의 묘사는 삶과의 단절을
대변하고, 주변 자연환경의 황폐함은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의
모습과 같다. 또, 수용소에서 주인공이 겪는 굴욕과 황폐함은 뮐러
특유의 고안된 지각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주인공의 공간지
각과 공간묘사에 형상화되고 있다. 불신과 향수와 배고픔은 ‘배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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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로 의인화되는 등 수감자의 모든 공간을 규정하는 구성요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오로지 수감번호로 규정됨으로써 고유한 정체성을 박탈당한다. 반복
되는 생활패턴과 과중한 노동은 성의 퇴화를 불러오고, 수감자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이 남는다. 허기와 불신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상
실되고 현재의 연명만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용소는 정체성, 관계
그리고 역사가 부재하는 죽음의 ‘비장소’이다.
하지만 숨그네의 수용소를 정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오제
의 비장소 개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
장소와 유사하게 예외적인 공간 개념인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들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일상적이고 주류적인 공간과는 다
른 일종의 반공간들을 지칭하는 헤테로토피아는 시대를 초월하여
주류 공간인 이소토피아에 반하는 이질적인 공간 일반을 포괄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체험하는 공간은 일상의 삶과는 이질적인, 전범국
의 국민들을 응징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소는 고향에서의 삶이 이질적인 헤
테로토피아에서 파괴되는 비장소이다.
아우베르크는 5년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귀향하지만, 개인의 삶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귀향을 해도 정착할 곳 없이 방황하며
수용소의 트라우마로 회귀하는 것을 반복한다. 삶이 있던 장소로 영
원히 돌아갈 수 없는 아우베르크는, 삶이 있어야 할 공간에서 비장
소의 연장선 속에서 살며 삶과 죽음 사이의 그네를 탄다.
주요어: 헤르타 뮐러, 숨그네, 텍스트의 공간성, 공간 구성, 공
간, 장소, 비장소, 수용소
학번: 2013-2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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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숨그네 Atemschaukel(2009)는 헤르타
뮐러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다 주기도 한 대표적인 작품이다.1) 이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나치 제국의 패망 이후,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전후 복구를 목적으로 강제노동수용소에 징집되었
던 소수 독일계의 시인 오스카 파스티오르 Oskar Pastior의 삶의 경
험을 허구적으로 표현해낸 장편소설로, 수용소 문학과도 관련이 깊
다. 루마니아의 독일계 작가인 파스티오르는 뮐러와 마찬가지로 조
국으로부터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하여 시인 및 번역가로 활동했다.
강제노동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소설을 함께 집필하고자 했던 파스
티오르가 2006년 타계하면서 뮐러는 이 시인과의 친분에서 전해 받
은 경험담을 토대로 작품 숨그네를 홀로 완성했다. 시인 파스티오
르의 비유적인 표현들과 그의 경험담을 기록한 노트들, 그리고 뮐러
가 그와 직접 방문했던 수용소 부지에 대한 기억은 작품 탄생의 뼈
대가 되었다.2)
소설 속 주인공은 파스티오르처럼 17세에 강제 징집되어 5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당시 수용소에서 만성적인
배고픔과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노동으로 수척해진 수감자들은 수감
번호가 매겨짐으로써 개인이 사라지고, 매일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
뜨려야 하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지냈다. 수용소에서의 이러한 참황
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뮐러는 파스티오르의 경험을 자신
의 허구적인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으로 재현해냈다. 질병을 묘사하
기 위해 파스티오르와 두터운 신뢰관계에 있던 트루디 펠리칸
Trudi Pelikan을 병영 막사에 배치하고,3) 수용소 부지와 스텝을 묘
1) Herta Müller: Atemschaukel, München 2009.
2) Herta Müller: Lebensangst und Worthunger. Im Gespräch mit Michael Lentz.
Leipziger Poetikvorlesung 2009, München: Carl Hanser Verlag 2009, S. 45.
3) Ebd., 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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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며 새로운 인물들을 삽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숨그네는 작
가 특유의 개성적이고 비유적인 문체를 통하여 언어적인 측면에서
미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학적 수사로 외부 현실세계를
분리하고 파괴하는 시선을 재구성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루마니아 변방의 독일인들의 삶을 짓밟은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
시스템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정치성과 역사성을 띠기도 한다.
강제노동수용소의 역사적인 폐해라는 문학 작품의 주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제국의 강제수용소의 만행을 성찰하며, 희생자
들의 아픔과 잃어버린 삶을 추모하기 위해 이미 많은 작가들에 의
해 다루어진 바 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 사건을 재현하려는 미학적
인 시도들과 이를 둘러싼 미적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독일 문단에
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나치 홀로코스트 문학에서는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가해
자인 독일인들에 의해 핍박받았던 유대계 혹은 비(非)아리아계 사람
들이었다면, 헤르타 뮐러의 숨그네는 독일인들이 피해자였던 사건
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수용
소 문학의 갈래에 속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공통점을 지님에도 불구
하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홀로코스트 문학과 동일선상으로 분
류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수용소 문학의 이러한 역사성에서 한 발 나
아가, 역사가 재구성되고 있는 작품 내의 공간, 문학 텍스트에 묘사
되는 ‘수용소’라는 공간 그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특정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특정한 가해자의 성찰 혹은 후대의 홀로코스
트 재현가능성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체제하 수용소
라는 ‘공간’에 강제 징집된 사람들의 삶과 고통의 재현을, 그들의 삶
의 방황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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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가와 문학
1.

작가와 삶

헤르타 뮐러는 1953년 루마니아 바나트 Banat 지방 내 슈바벤
Schwaben의 작은 마을 니츠키도르프 Nitzkydorf에서 태어났다.4) 루
마니아의 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바나트 지방은, 루마니아 내에서 지
벤뷔르겐, 부코비나와 함께 루마니아-독일계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
주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오스트리
아-헝가리 제국 동부의 식민지화를 장려하면서 독일 이주민들이 이
동해 왔으며, 그 대부분이 농부로 그들은 고유의 언어와 전통을 이
어나갔다.5) 이곳에서 뮐러는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의 전통적인 문
화적 틀 내에서 성장했다. 부농출신이었던 외조부는 니콜라이 차우
셰스쿠 독재정권의 토지 국유화 방침에 따라 농지를 몰수당했으며,
아버지는 고향에서 나치 친위대(SS)에 부역하다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에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헤르타 뮐러의 삼촌 또한
맹목적인 나치 추종자로 전쟁에 자원해 나갔으나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 패배하면서, 전후 복구를 위한 스탈
린의 방침에 따라 현 우크라이나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징집되
어 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귀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1967년부터 1989년까지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독재정권
4) 중앙 유럽의 역사적 기억 가운데에 하나에 속하는 바나트 Banat 지방 은 세르
비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3개 국가에 걸쳐 있다. 여기서는 루마니아령의 바
나트 지방을 의미한다. 1989년 차우셰스쿠 정권의 붕괴 또한 루마니아 내 독일계
소수민족의 쇠퇴를 막지 못했다. 제제2차 세계 대전 후 러시아로의 추방이나 이
민, 죽음 등으로 80만명에 달했던 거주민이 40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오늘날은 30
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5) Marisa Siguan: Wiriting with the eye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warded to Herta Müller. In: Contributions to Science, 7(2), Barcelona: Institut
d’Estudis Catalans 2011, 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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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를 받게 된다.
뮐러의 어린 시절의 삶은 암울하고 불안한 요인들에 둘러 싸여
있었다. 루마니아 내 독일민족이 나치독일에 가담하고서 바나트 지
역의 독일인들도 일부 참전을 함으로써 전쟁을 겪었고, 나치 독일의
패배로 어머니를 비롯한 바나트 지방의 독일계 소수민족들이 강제
징집되고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귀향에 성공한 사람들조
차 예전의 삶을 되찾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나아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독일의 전통문화와 함께 차우셰스쿠 정권의 독재정치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을의 이러한 역사가 어린 시절에 강
압적이고 암울한 환경을 조성했음은 그녀의 유년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저지대 Niederungen(1982)와 인간은 이 세상의 거대한 꿩
이다 Der Mensch ist ein grosser Fasan auf der Welt(1986)에도
잘 드러나 있다.
15세에 바나트 지방의 중심부 티미쇼아라 Timișoara로 이동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닌 뮐러는,6) 이후 1973~1976년 서부 티미쇼아
라 대학 Universität des Westens Timișoara에서 독문학 및 루마니
아 문학을 전공했다.7) 티미쇼아라 대학에서 뮐러는 체제 비판적인
바나트 행동그룹 Banater Autorengruppe, Aktionsgruppe Banat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8) 실제로 그룹에 직접적으로
6) 루마니아어로 티미쇼아라 Timișoara, 독일어로는 테메스바 Temeswar이다. 본
논문에서는 루마니아식 명칭을 따라 티미쇼아라로 칭한다.
7) 오늘날 티미쇼아라의 서부대학 West-Universität이다.
8) 바나트 행동그룹 혹은 바나트 작가 그룹은 알베르트 본을 포함한 9명의 바나트
지방의 독일계 소수민족 출신 작가들이(Albert Bohn, Rolf Bossert, Werner
Kremm, Johann Lippet, Gerhard Ortinau, Anton Sterbling, William Totok,
Richard Wagner, Ernest Wichner) 동일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직한 그룹으로,
모두 1951~1955년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었다.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티미쇼아
라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했으며, 티미쇼아라 대학의 학생문화관에서 모임이 진
행되었다. 서부 문화권에 대한 추종적 경향을 지녔으며, 반루마니아 독일 선동가
이자 서부 지향적인 지식인을 자부했다. 1975년 가을, 문학비평가 게하르트 셰즈
카Gerhardt Csejka와 그룹 구성원 3인이 변경 지방에서 루마니아를 벗어나고자
했다는 명분으로 체포되었으며, 그룹은 그 해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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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적은 없었다.9) 70년대 후반부에 그룹의 구성원들 일부와 교
류하며 후일에 배우자가 된 리하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를 만나
기도 했고, 아담 뮐러 구텐부른 문학회 Adam-Mülller-Guttenbrunn
Literaturkreis에 동참했다.
바나트 지방의 폐쇄성과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반체
제 문화운동을 문학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바나트 작가 그룹’은
1975년 루마니아 비밀 경찰 세큐리타테 Securitate의 감시로 해체되
었다. 비록 바나트 그룹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뮐러는 이 사건과 더
불어 정치성이 묻어나는 문학활동으로 세큐리타테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으며, 세큐리타테에의 협조를 여러 차례 거절한 결과 1976년
부터 종사하던 금속 공장의 기술담당 번역가로서의 직업을 부당하
게 잃었다. 이후 여러 직업을 짧은 기간 전전하다가 자신의 첫 작품
인 저지대를 내놓게 된다. 이 작품은 1982년 루마니아에서 출판하
고자 했으나, 정부의 갖은 검열로 고초를 겪으면서 부카레스트에서
발행되었고, 1984년 독일의 베를린의 로트부흐 Rotbuch사에서 발표
되고서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10) 세큐리타테의 끊임없는 감시
와 회유, 협박 및 살해 위협은 급기야 1987년 그녀가 자신의 어머
니, 그리고 남편 바그너와 함께 독일로의 망명을 선택하게 되는 계
기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뮐러는 독일에서 이주 망명 작가로서의 활
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독일로 이주해 오기까지의 헤르타 뮐러의 삶은 폐쇄적인
9) 뮐러는 바나트 행동그룹의 주요 인물이 모순되고 거만하다는 이유로 그룹에 가
담하지 않았다. Nobert Otto Eke: Augen/Blicke oder: Die Wahrnehmung der
Welt in den Bildern.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In: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r Verlag Wiss.
1991, S. 10.
10) 저지대는 1982년 부쿠레슈티에서 출간된 첫 작품이었으나, ‚트렁크‘라는 단어
가 탈출과 도주를 연상시킨다는 원인으로 삭제되는 등 루마니아 정부의 심한 검
열을 받았다. 1984년 베를린에서 출판된 판본도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
고 가까운 정도였으며, 루마니아 정부는 저지대를 금서 조치했다. 헤르타 뮐러:
숨그네,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2015, S.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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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수민족 문화와 전쟁에 참여한 민족적 아픔이라는 유년 시절
의 상처, 그리고 동구권 독재체제의 감시와 협박이라는 청장년 시기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모두 그
녀의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아픔과 민
족적인 트라우마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그녀의 문학세계는 작가 특
유의 문체를 통한 미학성과 함께 정치성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고
향으로부터 이주한 작가의 경계인적인 존재로서의 고독함 또한 표
현해 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뮐러 문학 세계를 시대사적 흐름과
함께 조망한 후 그 특징을 살펴본다.
2.

작가의 문학세계

기본적으로 헤르타 뮐러는 루마니아의 독일어권 지식인 세대에
속하며, 이들은 전쟁을 겪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글쓰기는 루마니아가 1965년 차우셰스쿠의 루마
니아 공산당RKP전당대회의 결과 정계에 임시로 자유주의가 도입되
었다가 곧 이어 다시 스탈린주의적 경찰국가로 추락했던 시기의 지
대한 영향을 받았다. 60년대의 진보주의 성향의 정치문화적 분위기
는, 현실비판적인 시각을 금하던 사회주의-현실주의적인 규범시학의
규제적인 예술교의를 일시적으로 정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이 움직임은 미학적이고 자유로운 문학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루마이나-독일어권 문학이 서유럽의 문학적 발전 흐름에 동참하
는 길을 열었다.11) 이를 통하여 젊은 작가층의 등장이 촉진될 수 있
었는데, 각종 신문들이 이제 갓 등장한 젊은 신진 작가들의 글을 싣
거나, 학생 코너를 개설하기도 했고, 이로써 60년대 말 문학의 비판
11) Nobert Otto Eke: Augen/Blicke oder: Die Wahrnehmung der Welt in den
Bildern.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In: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l Verlag Wiss. 1991,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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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능이 회복되었다.
1972년 바나트 지방에서 젊은 작가층에 의해 간행된 시집 발언
신청 Wortmeldungen 에 실린 시들은 관습적인 틀, 편견과 교조 등
을 해체하고 진정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주
관적 심상으로 문학의 재정치화를 이루고자 했던 다수의 티미쇼아
라 학생들이 작가로서 등단했다.12) 이 시집에는 뮐러의 작품 2편
우물가에서 Am Schwengelbrunnen 와 전설 Legende 도 실렸는데,
표현과 형식에 있어서 아직 헤르타 뮐러 특유의 문체는 보이지 않
았다.13) 1971년 도입된 차우셰스쿠 정권의 검열적 문화정책의 여파
로 위와 같은 자유로운 문화적 흐름은 70년 중반 막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독일어권 문학의 작은 문화적 혁명은 "참여적
주관성 engagierte Subjektivität"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14) 이 풍
조는 일상에 구체적으로 침잠하여 집단 대신에 개인을, 시스템과 규
율 대신에 주관성을, 경험된 세계를 표현한 간결한 시 대신에 이야
기하듯이 상세한 글로 묘사된 장문의 시를 추구했다. 작가들은 기존
시학의 비판적인 격정을, 사회의 현상들을 개인적인 인지 및 경험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주관적인 글쓰기로 바꾸어 이어가고자 했다.15)
1979년부터 정기적으로 루마니아-독일어권의 정기 간행물에 글을
투고했던 헤르타 뮐러는 테메스바의 아담 뮐러 구튼브룬 문학동호
회 Adam-Müller-Guttenbrunn-Literaturkreise로부터 1981년 비공식
적인 문학상을 받는 등 신진 작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했다.16) 이후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의 강압적인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반체제 문화
운동에 남편 리하르트 바그너와 동참하던 그녀는, 루마니아 비밀경
찰의 감시와 심문, 해고 및 살해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1987년 독일
로 망명했다.
12) 이에는 바나트 행동그룹의 작가들도 다수 참여했다. Ebd., S. 9.
13) Ebd.
14) Ebd., S. 10.
15) Ebd., S. 10-11.
16)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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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러의 본격적인 작품활동은 이미 망명 전인 1984년 서베를린에
서 독일 비평계의 호응을 얻은 첫 연작소설 저지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7) 그녀는 유년기를 보낸 바나트 지방의
시골마을을 어린 소녀의 시각으로 그려냈으며, 이 작품으로 뮐러의
‘고안된 지각’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은 죽음과
두려움의 정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고향이 주는 통상적인 이미지
인 포근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1986년 작 인간은 이 세상의 거대한
꿩이다 또한 마찬가지다.18) 역시 뮐러의 독일 망명 이전에 쓰인 작
품으로 바나트 지방의 빈디쉬 일가에 관한 척박한 현실이 묘사된다.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루마니아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권 발급을
기다리는 독일계 소수민족 빈디쉬 가족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착취를 당했다. 독일로의 망명 이후인 1987년에 출판된
맨발의 2월 Barfüßiger Februar은 루마니아에서 독일로 이주해 온
여주인공 이레네가 3명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모두 좌절과 상실을
겪으며 서베를린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이야기로,19) 2년 후에
출판된 외다리 여행자 Reisende auf einem Bein 와 함께 떠나온
척박한 고향과 이주해 온 타지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경계
인적처럼 방랑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이중상실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20) 1991년에 출간된 산문집 악마가 거울 속에 앉아 있다 Der
Teufel sitzt im Spiegel,21) 1992년 작 그때 이미 여우는 사냥꾼이
었다 Der Fuchs war damals schon der Jäger는 타협을 거부하면
서 뮐러가 겪어야 했던 세큐리타테의 끊임 없는 감시와 추적을 바
탕으로 쓰였으며,22) 1994년 자전적 요소가 짙은 작품 마음짐승
17) Herta Müller: Niederungen, Berlin 1984.
18) Herta Müller: Der Mensch ist ein großer Fasan auf der Welt, Reinbek bei
Hamburg 1995.
19) Herta Müller: Barüßiger Februar, Berlin 1987.
20) Herta Müller: Reisende auf einem Bein, Berlin 1989.
21) Herta Müller: Der Teufel sitzt im Spiegel, Berlin 1991.
22) Herta Müller: Der Fuchs war damals schon der Jäger, Reinbek bei Hambur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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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ztier 또한 바나트 행동그룹과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23) 특히 마음짐승은 영미권에서 The Land of
Green Plums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독일의 클라이스트 상과
함께 IMPAC 더블린 문학상 Dublin Literary Award을 수상함으로
써 독일어권 외의 지역에서도 뮐러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뮐러는 망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나트 지방 및 독재정
권에 관한 작품활동을 펼침으로써 루마니아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의
실상을 폭로하는 작업을 이어 나갔다. 1997년 장편소설 오늘 나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Heute wär ich mir lieber nicht begegnet,24) 그
리고 2003년 산문집 왕은 고개를 숙이고 죽인다 Der König
verneigt sich und tötet에 이어,25) 2005년에는 콜라주 시집인 모
카잔을 든 창백한 신사들 Die blassen Herren mit den
Mokkatassen을 펴내며 뮐러는 신문 및 잡지에서 수집한 단어들의
콜라주라는 새로운 형식을 자신의 문학에 도입했다.26) 그녀의 가장
주목되는 최근작인 숨그네는 2009년에 출간되어 같은 해 헤르타
뮐러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다.27) 언급된 작품들을 포함하여 뮐러
는 30편 이상의 저작을 펴냈고, 현재 독일에서 이주작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뮐러의 글쓰기는 그녀의 출생지 루마
니아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토대를 형
성했다. 루마니아의 바나트 슈바벤 지방에서 독일계 소수민족으로서
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독일성’과 그 폐쇄성, 이러한
지리적인 경계로부터 문학적으로 독일 문단에서 갖는 한계성, 독일
로 망명을 해 왔지만 루마니아의 고향에서 목도했던 독일문화의 폐
23) Herta Müller: Herztier, Reinbek bei Hamburg 1994.
24) Herta Müller: Heute wär ich mir lieber nicht begegnet, Reinbek bei
Hamburg 1997.
25) Herta Müller :Der König verneigt sich und tötet, München: Hanser 2003.
26) Herta Müller: Die blassen Herren mit den Mokkatassen, München: Hanser
2005.
27) Herta Müller: Atemschaukel, Münch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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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성을 독일 본토에서도 겪어야 하는 답답함, 정치적으로 차우셰스
쿠 독재 정권의 억압성과 이에 대한 저항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문화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낯섦과 방랑의 절망감은 작가
로서의 뮐러를 특징지우는 요소들로서 그녀의 글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다. 그러므로 베를린에서의 등단 이후 쓰인 수많은 뮐러의
작품들은, 바로 위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헤르타 뮐러의 화려한 문학상 수상 경력은 그녀의 인지도와
지표를 잘 대변해 주는 듯하다. 아스펙테 문학상 Aspekte
Literaturpreis(1984), 브레멘 문학상 Bremer Literaturpreis(1985), 다
름슈타트의 리카르다 후흐 상 Ricarda-Huch-Preis der Stand
Darmstadt, 잉골슈타트의 마리루이제 플라이서 상
Marieluiese-Fleißer-Preis(1989), 순수 독일어에 기여한 공으로 수여
된
헤닝
카우프만
재단상
Preis
der
Henning-Kaufmann-Stiftung(1989),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
된 문학상 중 하나로 여성작가에게만 수여하는 로즈비타 상
Roswitha-Gedenkmedailler(1990), 독일 비평가상 Deutscher
Kritikerpreis(1992), 클라이스트 상 Kleist-Preis(1994)을 비롯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문학상 Literaturpreis
der Konrad-Adenauer-Stiftung(2004), 베를린 문학상 Berliner
Literaturpreis(2005)등과 함께 2009년의 노벨 문학상 Nobelpreis für
Literatur에 이르기까지 헤르타 뮐러는 지금까지 40개에 달하는 문
학상을 수상했다.28) 이처럼 독일 문학계의 동시대 작가들 중에 뮐러
만큼이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심지어 루마
니아 내의 소수 독일계 이주민 작가로서 그녀가 오늘날 독일은 물
론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범위가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루마
니아의 티미쇼아라에서의 활동과 독일로 이주한 이후부터 독일에서
28) 가장 최근에 헤르타 뮐러는 2015년 12월 11일 튀빙엔에서 수여하는 프리드리히
횔덜린 상 Friedrich-Hölderlin-Preis der Universität und der Universitätsstadt
Tübingen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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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작품 활동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기까지 그녀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것은 아니다.
뮐러의 작품의 문학적인 특징들은 크게 살아남기 위한 저항으로
서의 글쓰기, 고안된 지각이라는 특유의 문체를 통한 글쓰기, 그리
고 경계인적 존재로서의 글쓰기라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헤르타 뮐러의 문학이 저항으로서의 글쓰기인 것은 그녀의
문학적 동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뮐러는 뿌
리깊은 관습이 자리하고 있는 고향에서 엄격한 규율 아래 성장했으
며, 루마니아의 독재정권의 치하를 지나 세큐리타테의 감시와 협박
이라는 위압적인 체험을 했다. 일상에 항시적으로 편재해 있는 불안
과 죽음의 정서는 2차 대전의 상처가 남아 있는 황량한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어른들이 자연을 지배·착취하고
아이들을 규율 속에 가두어 통제하는 삶은 폭력으로 비추어졌다. 일
찍이 뮐러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법을 글쓰기에서 찾고자 했
으며, 따라서 그녀의 글쓰기의 뿌리는 독일의 규율성에 대한 저항임
과 동시에 문학에 접근하는 주관성에 있었다.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녀의 문학활동은 세큐리타테라는 정치적으로 극단적
인 체험을 계기로 삶의 욕구가 글쓰기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작품 창작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 방송국 대담에서 뮐러는
창작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저는 무언가 이 지역이나 주민들에 대하여 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이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갖거나 어떤 집단의
이름으로 무언가 해야한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겪었
던 경험이자, 저의 삶의 이력이었습니다.
Ich hatte mir nicht vorgenommen, etwas über diese Gegend,
über diese Bevölkerung zu schreiben, ich hatte nie den
Eindruck, daß ich so etwas wie eine Verantwortung
diesbezüglich hätte oder im Namen einer Gruppe von Leuten
etwas tun sollte. Das war die Erfahrung, die ich gemacht 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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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war mein Lebenslauf.29)

이처럼 뮐러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체제를 비판하거나, 특정 행
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글쓰기가
고통의 체험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그녀의 삶이 시대사
적인 아픔을 겪었다는 점에서 뮐러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표면적이거나 외적인 저
항의 흔적 없이 뮐러의 문학에 정치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녀
의 개성적인 문체이다.
즉, 문체상의 개성이 헤르타 뮐러의 문학세계를 특징짓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뮐러의 언어는 파격적이고 독특한 고유성을
지닌다. 구성원들이 규율에 획일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억압적인 바
나트-슈바벤의 환경에서 뮐러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외부세계를
향한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편성을 깨는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생각들이 외부에 탄로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언제나 그것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
다. 스스로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환경 내에서는 비현실적인 이미
지들로 구성된 독특한 표현 방식이 병든 것으로 간주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뮐러의 이러한 “고집스러운 eigensinnig” 개성
은, 훗날 고안된 지각으로 명명되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지각법을
창조하는, 그녀의 문학 세계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30)
헤르타 뮐러의 ‘고안된 지각 die erfundene Wahrnehmung’을 이
29) Herta Müller: Ein Gespräch mit Herta Müller. Nachrichten aus der
Resig-Nation. Rundfunkgespräch SWF 2: Forum im Zweiten – Kultur, [Anm.
11], Oktober 1989, S. 303. Nobert Otto Eke: Augen/Blicke oder: Die
Wahrnehmung der Welt in den Bildern.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In: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l
Verlag Wiss. 1991, S. 11. 에서 재인용.
30) Friedmar Apel: Schreiben, Trennen. Zur Poetik des eigensinnigen Blicks bei
Herta Müller. In: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l Verlag Wiss. 1991,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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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시각이 보편적인 언어와 현실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인지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31) 뮐러가
2006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럽 문학 부문 뷔르트 상 수상소감 연설
에서 밝힌 다음 문구는 이에 대한 좋은 근거를 제시한다.
저는 언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가 정확해지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 자
신으로부터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왜 언어의
표상들이 이렇게 기만적이며 왜 가장 적합한 비유도 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속성들을 탈취하는지를 자문합니다. 창조된 놀라움
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에 근접하게 됩니다. 하나의 지각이 다른
지각을 강탈하고,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의 소재를 자신에게 끌어와
취할 때에야 – 현실에서는 배제되는 이것이 문장에서 분명해졌을
때에야 문장은 현실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Ich traue der Sprache nicht .Denn am besten weiß ich von mir
selbst, daß sie sich um genau zu werden, immer etwas nehmen
muß, was ihr nicht gehört. Ständig frag ich mich, warum sind
Sprachbilder so diebisch, weshalb raubt sich der gültigste
Vergleich Eigenschaften, die ihm nicht zustehen. Erst die
erfundene Überraschung bringt die Nähe zum Wirklichen
zustande. Erst wenn eine Wahrnehmung die andere ausraubt,
ein Gegenstand das Material des anderen an sich reißt und
benutzt – erst wenn das, was sich im Wirklichen ausschließt,
im Satz plausibel geworden ist, kann sich der Satz vor dem
Wirklichen behaupten.32)
31) 뮐러의 고안된 지각 die erfundene Wahrnehmung에 관해서는 노베르트 오토
에케Nobert Otto Eke, 프리드마 아펠 Friedmar Apel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연구서 Nobert Otto Eke: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l Verlag Wiss. 1991 및 각주 44 참조.
32) C. Sylivia Weber: Verleihung des fünften Würth-Preises für Europäische
Literatur an Herta Müller, Künzelsau: Swiridoff Verlag und Museum Würth
2006, 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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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뮐러는 언어가 주변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함을 강
조하면서 언어와 사물의 소외관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즉, 언어가 기만적이라는 말은 언어로부터 소외된 현실 세계를 정확
하게 글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혹은 상황을 지칭
하는 사전적인 언어적 표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
서 대상을 기술함에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본래의
단어와 동일하게, 혹은 보다 더 사실성을 지닌 다른 대상의 속성을
빌려옴으로써 본래의 언어만으로는 부족한 정확성이 창조된다. 뮐러
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어떤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자체만
볼 때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말을 찾아야 했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묘사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를 문장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Alles wurde immer etwas anderes. Zuerst unauffällig etwas
anderes, wenn man es nur so für sich ansah. Dann aber
nachweislich etwas anderes, wenn man Worte dafür finden
mußte, weil man darüber sprach. Wenn man im Beschreiben
genau sein will, muß man im Satz etwas finden, das ganz
anders ist, damit man genau sein kann.33)

이처럼 정확한 묘사와 기술을 위해서는 무언가 아주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는 언어와 사물에 대한 주장은 뮐러의 작품에 드러나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문체에 대한 설명이 된다. 가령 누군가 충격적
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은 매우 충격
적이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소식은 눈앞이 칠흑처럼 깜깜해지고,
심장박동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표
현이 당사자가 체감했을 암담한 심정을 훨씬 생생하고 자세하게 전
33) Ebd., 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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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 준다. 칠흑이나 심장박동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린다는 것과 같
은 표현들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무관함에도, 이 표현들의 본래적인
속성들을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에 끌어다 씀으로써 체험의 강도를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언어와 세계의 관
계에 대한 이 시각은 나아가 문학과 현실세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고안된 지각’의 핵심에 해당된다.
뮐러의 초기 작품들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창시절부터 불가사의한
자연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에서 이미 엿보이는 이 지각법은, 외
부 세계의 억압으로부터 파생된 언어 상실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롯
되었다. 뮐러에게 있어 주변 환경에 의해 규정된 언어는 그녀가 일
상에서 느끼는 억압과 폭력성을 충분히 대변해주지 못하는 것이었
다. 죽음과 두려움의 정서가 커질수록 세계를 바라보는 뮐러의 지각
은 점점 세밀해지고, 고도로 압축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작가의 주
관적인 감정묘사는 배재한 체, 세밀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세
계를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내는 문체는 그로테스크함마
저 자아낸다. 이러한 특징들은 신비주의 및 낭만주의 문학과도 유사
점이 있으나, 뮐러 문학에서는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혹은 추구가
아닌 잿빛 현실에 대한 폭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와 구별된다.
노영돈과 정준아의 연구에 따르면 "병렬적"이고 "파편적"인 묘사, 대
상을 드러내고 감추는 "위장과 폭로의 변증법"을 통하여 뮐러는 이
상향이 아닌 터부시된 주제들을 담아낸다.34)
현실을 폭로하되, 억압과 감시체계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뮐러는
주변 현상 이면의 세계까지 침잠함으로써 비유적이고 시적인 방법
으로 대상 본래의 의미를 해체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주관적인 지각
법으로 가상의 문학세계 속에 현실 세계를 재구성해 낸다. 흔히 이
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시나 희곡과 같은 운문 문학에서 쓰이
는 문체라면, 헤르타 뮐러는 기술 대상에 대한 비유적인 접근법을
34) 노영돈, 정준아: 헤르타 뮐러의 서술시학 ‘고안된 지각’ - 인간은 세상의 거대한
꿩이다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 51집, 2011, S. 81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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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 산문이라는 장르의 구분에 구애 받지 않고 구사함으로써 언어
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 이는 사물과 현상의 표면을 넘어서 개
별 현상 이면의 의미와 전개를 읽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현상들을 만들어 내는 비가시적인 현상과 원리들을 다른 대상의 속
성을 차용하여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상황을 전달하
는 것이 가능하다. 미시적인 혹은 거시적인 단편 사건들로부터 이를
넘어선 배경을 추론하고 담아내는 관점이 바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을 전달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에 정치성이 생겨나게끔 하는 것이다.
그녀의 첫 작품이자 장편소설인 저지대에는 작가의 고향이었던
루마니아 바나트 지방의 소수 독일계 마을의 궁핍하고 척박한 삶이
어린 주인공의 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작품으로부터 충격을 받
아 작가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고자 했던 독자들을 두고 헤르타 뮐
러는 "저지대 마을은 저지대에만 있다." 고 언급했다.35) 루마니아에
서 독일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아이의 시각을 통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장면으로 그려
진다는 점에서 작품 속의 저지대는 저지대내에서만 발견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뮐러의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한편으로는 글을 거칠
게 만듦으로써 독자들에게 난해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병렬적
이고 파편적인 이미지들의 나열은 여백을 제공해줌으로써 작품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를 독자 스스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틈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뮐러 문학의 또다른 특징으로서 경계인적 존재로서의
글쓰기를 들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뮐러의 문학에는 루마
니어와 독일어의 합성어처럼 보이는 각종 신조어 혹은 독일 본토에
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어법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계인적
존재라는 그녀의 입지를 잘 보여준다.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35) Herta Müller: Paderborner Universitätsreden. S. 7., 정명순: 언어와 실존 –
파울 첼란과 헤르타 뮐러 문학론, 독일문학 제125집, 2013년, S. 216 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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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에서야 루마니아어를 습득한 뮐러는 독일어와 함께 루마니아어
라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경로를 가졌다. 라이프치히 시 강연
의 독일의 작가 미하엘 렌츠 Michael Lenz와의 대담에서,36) 작가로
서 글쓰기 활동에 있어 독일어를 모국어로 가짐에도 루마니아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언어적 혼종성이 그 두 언어의 차이점을 숙고하
게 만드냐는 질문에 뮐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니오, 그것은 숙고가 아닙니다. 저는, 말하자면, 지난 15년 동안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어가 제 2의 언어일 정도로 그 언어 구사를
잘했습니다. […] 저는 독일어만큼이나 루마니아어를 잘 구사했습
니다. 그리고 그로써 저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머릿속에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선로였습니다. 루마니
아어를 구사할 때는 루마니아적이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어를 쓰
면서 독일적이거나, 독일어를 쓰면서 루마니아적이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는 […] 어떨 때에는 하나가 먼저 밀
려들고, 다른 때에는 다른 것이 밀려듭니다.
Nein, es ist ja kein Reflektieren, sondern ich habe ja, sagen
wir, die letzten fünfzehn Jahre in Rumänien schon so gut
Rumänisch gesprochen, daß die Sprache wie eine zweite
Sprache war. [...] Ich habe das Rumänische genauso wie das
Deutsche parat gehabt. Und dadurch habe ich auch zwei
Situationen von allen Dingen im Kopf parat gehabt. Das waren
zwei Gleise. Wenn ich rumänisch war, war ich rumänisch. Ich
war nicht deutsch auf rumänisch, und ich war nicht rumänisch
36) Herta Müller: Lebensangst und Worthunger. Im Gespräch mit Michael Lentz.
Leipziger Poetikvorlesung 2009, München: Carl Hanser Verlag 2009. 라이프치
히의 시 강연 Die Leipziger Poetikvorlesung <오늘날의 글쓰기 방식>은 라이프
치히 독문학 연구소와 작센 공화국의 문화재단의 공동행사다. 작가 미하엘 렌츠
와의 대담에서 헤르타 뮐러는 그녀의 작품들의 미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관점의
핵심을 이야기 한다. 뮐러는 그녀의 삶과 글쓰기가 루마니아 정부 비밀경찰의 감
시라는 경험과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녀의
문학의 정확성은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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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deutsch. [...] Und wenn ich schreibe [...] Mal drängt sich
das eine vor, mal das andere.37)

이와 같이 뮐러의 언어적 혼종성은 그녀의 작품 속 표현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친다. 루마니아어권 혹은 독일어권 내에서만 쓰인 문학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표현들이 그녀의 고안된 지각이라는
개성적 문체와 더해져 뮐러만의 미학성을 만들어내는 소수자의 언
어가 구사된다. 뮐러는 루마니아 내의 독일계 소수 민족 출신임과
동시에 선조들의 본 고향이었던 독일로 다시 망명해 온 작가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나트 지방 내에서 독일의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고향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다. 한편 독일
로의 망명은 단순히 장소의 변경일 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뮐
러는 독일에서도 이방인적 존재로서의 낯섦을 느낀다. 그러므로 뮐
러의 글쓰기가 그녀의 삶을 담아내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라면, 그녀
의 문학은 고향에 대한 애증이 묻어나는 문학이자 경계인적 존재가
쓴 소수자의 문학에 해당되기도 한다. 고향 루마니아에서의 죽음과
두려움이 그녀의 살아남기로서의 글쓰기의 동력이 되었다면, 독일로
이주 망명해온 이후에도 그녀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불편함과 이질
감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글쓰기의 동력이 된다. 이로써 뮐러는 루마
니아 내 독일계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는 한편, 자신의
경계인적 존재인식에 대한 남다른 각성으로 쿠르드족 박해나 반외
국인 정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보이는 글쓰기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서의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다.38)

37) Ebd., S. 39-40.
38) 박정희: 독재체제에서 핀 서정의 진정성 –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헤르
타 뮐러의 삶과 문학,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 22집, 2010,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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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 및 문제제기

헤르타 뮐러에 관한 연구가 독문학이라는 틀 내에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
엇보다도 뮐러가 루마니아-독일계 소수 민족 출신 작가라는 지리적,
출생적 한계에 있었다. 1960년대에 일었던 문화적인 변동이 독문학
에도 주제적,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1970
년에 이르러서는 루마니아-독일계 문학이 최초로 프랑크푸르트알게
마이네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을 통해 다수의 대중
에 소개되기도 했다.39)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내의 독문학계에서 동유럽 출신 작
가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지 않았다. 독일어로 쓰인 문학 일반에 대
한 그리고 동유럽의 독일어권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루마니아-독일계 문학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수용은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무관심에 가까웠다.40) 파울
첼란 Paul Celan, 로제 아우스랜더 Rose Ausländer, 그리고 오스카
발터 치첵 Oskar Walter Cisek과 같은 루마니아계 독일 작가들은
예외적인 경우였다. 1981년 미하엘 마아크 Miachel Maack가 젊은
세대의 루마니아-독일계 작가들을 변론하고자 하는 시도는 외로운
것이었다.41) 루마니아-독일계 문학에 대한 형태미학적, 모티브적, 사
회문화적 분석의 불충분함은 1990년대까지도 계속됐다.42) 따라서 뮐
러의 문학이 독문학에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
39) Nobert Otto Ecke: Herta Müllers Werke im Spiegel der Kritik(1982-1990).
In: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r Verlag Wiss. 1991, S. 110.
40) Ebd., S. 108.
41) 이에는 롤프 보세르트 Rolf Bossert, 프란츠 혿얔 Franz Hodjak, 클라우스 헨젤
Klaus Hensel, 호르스트 삼손 Horst Samson, 윌리엄 토톡 William Totok, 리하
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 발타사르 바이츠 Balthasar Waitz 및 헤르타 뮐러
가 있었다. Ebd., S. 109.
42) Ebd., 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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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다.
한편, 루마니아 내에서의 뮐러의 활동은 이보다 실효성을 발휘했
다. 1979년 티미쇼아라에서 발행된 문집 중심에 서다 Im
Brennpunkt stehn에 실린 뮐러의 단편소설 눈 속 도깨비불
Irrlicht im Schnee 에 대하여 발터 프롬 Walter Fromm은 이 작품
으로 아직까지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신진 작가로서 뮐러가 주목을
받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문장법의 복잡한 언어적 개성과 더불어
혁명적인 서술 절차가 제시된다고 평했다.43) 헤르타 뮐러의 작법이
현대 루마니아-독일어권 산문에서 유의미한 시도라는 발터 프롬의
비평은 그녀의 작품 수용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이처럼 뮐러는
그녀의 첫 공식 작품 저지대에 앞서 이미 후진 작가로서 루마니
아-독일어권 비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1984년 부카레스트 그리
고 1986년 베를린에서 간행된 그녀의 데뷔작인 저지대는 큰 반향
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혹평을 끌어안아야 했다. 이른바 고안된 지
각이라는 문체가 빚어내는 문학적 창의성에 대한 찬사와 함께 특히
루마니아 내 소수 독일계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방의 반응들은 뮐러
의 작품들이 거친 표현 및 억지와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바나트 지방의 모습과는 다르다며, 뮐러를 자기 둥지를 더럽히는 작
가 Netzbeschmutzerin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기점
으로 헤르타 뮐러는 도외시 되어왔던 소수 독일어권 문학과는 다르
게 독일 본토 내의 언론의 주목을 끌며 문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
했다.
독일 문학계에서 뮐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였다. 대표적으로 노베르트 오토 에케
Nobert Otto Eke가 1991년 헤르타 뮐러의 고안된 지각에 관하여 여
러 저자들과 함께 펴낸 연구서가 있다.44) 이 연구서에서는 작품 저
43) Ebd., S. 111-112.
44) Nobert Otto Eke: Die erfundene Wahrnehmung: Annäherung an Herta
Müller, Paderborn: Igel Verlag Wiss. 1991. 이 연구서에는 프리드마 아펠
Friedmar Apel, 클라우디아 베커 Claudia Becker등 현재까지도 뮐러 연구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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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중심으로 악마는 거울 속에 앉아 있다, 맨발의 2월및 
외다리 여행자등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주관적 지각, 헤르타 뮐러의
작품에 등장하는 개구리 모티브, 고안된 지각이 어떻게 통합적인 주
제로 이어지는지와 뮐러 작품에서의 죽음과 망명의 주제적 형상화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헤르타 하우프트 쿠쿠이우 Herta
Haupt-Cucuiu의 연구서는 에케의 연구보다 후인 1990년대 중반에
출간되어 뮐러의 고안된 지각을 통해 원활히 소통되기보다는 홀로
두려움을 표현해내는 독백적인 저항 문학을 "고독의 담화 Diskurs
des Alleinseins"로 일컫고 있다.45) 그러나 뮐러의 연구들은 작품의
강한 주관성과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관된 줄거리의 부재로 여전히
영미권에서는 주목할 만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에케가 위에
서 언급한 연구서에서 아직 공인된 연구서로 명명하기에는 작가 활
동 및 연구가 미진하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독문학계 내에서도
연구가 충분치 못했다. 다른 한편 1990년대 말 마음짐승이 독일을
비롯한 영미권에서도 이목을 끌면서 2000년대 들어 대학 문학서적
의 정식 연구서가 편찬되는 등 뮐러 작품에 대한 연구가 보다 그
지평을 넓히게 된다. 1990년대의 연구들이 작품의 정치성과 작가의
자전적인 배경 그리고 고안된 지각이라는 독특한 문체에 집중했다
면, 이후의 연구들은 뮐러 문학의 트라우마 치유적 글쓰기라는 사안
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 헤르타 뮐러의 작품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중요한 선례로 안야 요한젠 Anja K. Johannsen의
연구가 있다.46) 그녀는 상자, 지하실, 미로. 현대 문학에서의 공간
의 형상화 Kisten, Krypten, Labyrinthe. Raumfigurationen in der
Gegenwartsliteratur에서 예술적인 공간에 착안하여 문학적으로 형
요한 사람들의 연구가 실려 있다.
45) Herta Haupt-CuCuiu: Eine Poesie der Sinne. Herta Müllers „Diskurs des
Alleinseins“ und seine Wurzeln, Paderborn: Igel Verlag Wiss 1996.
46) Graziella Predoiu: Faszination und Provokation bei Herta Müller,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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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된 공간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세계의 모델로서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자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
고 있다.47) W.G.제발트 W.G. Sebald, 안네 두덴 Anne Duden 그리
고 헤르타 뮐러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시학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
에서 그녀는 각 작가의 해당사항이 있는 주요 작품들을 비교 분석
한다. 특히 고대 및 과거의 공간 개념이 현대에 들어서 획기적인 전
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흐름이 문학 분석에도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요한젠은 뮐러 작품에서 전통적인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전통의 분계선을 넘어서고자 하는 특징들에
주목한다. 헤르타 뮐러의 작품에 형상화 되어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문학적 공간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는가를 작품 저지대
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헤르타 뮐러가 국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 그 이후부터였다. 일찍이 90년대부터 독일
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출판 및 관련 연구와 영미권에서 작품 마음
짐승이 반향을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뮐러 대표작들의 번역서들
대부분은 2010년에 이르러서 국내에 출판되었으며, 관련 국내 논문
들도 모두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필되기 시작했다. 다만 예
외적으로 일찍이 헤르타 뮐러에 관심을 가져왔던 박정희의 연구들
이 있는데, 그녀의 관심사는 비주류 문학 가운데에서도 동구권의 작
가들에 대한 것이다. 헤르타 뮐러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은 "이미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구권의 크리스타 볼프와 모니카 마론,
체코의 리브제 모니코바를 잇는 일종의 반체제 지식인 작가 계보로
서 ‘문화 예술운동’의 실천적 차원을 동구권의 독재체제와의 정치철
학적 담론상에서 비교하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고 한다.48) 박정
희는 뮐러의 삶과 문학에 대한 정리와 함께 바나트 지방의 소수민
47) Anja K. Johannsen: Kisten, Krypten, Labyrinthe. Raumfigurationen in der
Gegenwartsliteratur: W.G. Seblad, Anne Duden, Herta Müller,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08.
48) 박정희: 독재체제에서 핀 서정의 진정성, 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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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및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과 관련된 작품들에 대해 연구를 수행
했다.49) 이 외에도 2010년 이후에 뮐러의 실존문제와 관련된 고안된
지각의 미학성 및 정치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독
일 내에서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숨그네에서 주인공의 수용소에서의 귀향 이후 트라우마적 삶의
서술불가능성을 다루며 트라우마 치유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 연
구도 이루어졌으나,50) 삶에서 수용소로, 수용소에서 본래의 삶의 장
소로의 이동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80년대 말 이래 인류학 및 사회학의 주목 이후,
2000년대부터 문학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로 떠오르고 있는 텍스트
구성적 요소로서의 공간성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텍스트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텍스트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 공간의 구성성의 역
할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한다. 우선 뮐러의 저지대를 공간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뮐러 작품의 공간성에 주목하고 있는 요한젠의
연구를 참조하여, 뮐러 문학의 공간과 지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숨그네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고
향 및 수용소를 다음과 같은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먼
저 ‘장소’와 ‘비장소’ 개념은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 Marc
Augé의 현대인의 생활 공간의 변화에 따른 고독에 관한 고찰을 서
술하고 있는 저서장소와 비장소의 주요 공간개념이다.51) 그리고
장소, 비장소와 더불어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주인공 아우베르크의 고향에서 수용소, 그리고 다시 수용소
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공간의 이동에 적용해 본다. 또한, 뮐러 문
49) 박정희: 바나트 독일-루마니아 소수민족과 차우세스크 독재정권: 헤르타 뮐러
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 35집, 2006.
50) Dieter Kampmeyer: Trauma-Konfigurationen. Bernhard Schlinks Der
Vorleser, W.G. Sebalds Austerlitz, Herta Müllers Atemschaukel,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2014.
51) Marc Augé: Orte und Nicht-Orte. Vorüberlegungen zu einer Ethnologie der
Einsamkeit, Frankfurt am Main: S. Fischer Verla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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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핵심인 ‘고안된 지각’이라는 문체가 주인공의 공간지각과 공간
묘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작품 숨그네의
공간적 형상화가 작품의 주제와 줄거리 구성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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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간, 지각, 장소
1.

공간과 지각

공간이라는 개념이 문학에서 단순히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병렬
적인 혹은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여타 요소들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관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로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그러나 이는 공간이 사회과학적 맥락
에서 중요한 요소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정작 20세기 후반에서야 제
공되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1960년대 프랑
스의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공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생겨난 공간
적 선회 spatial turn의 붐 이래 1980년대 말부터 공간과 장소를 학
문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전까지
의 인류학에서 공간이 인간 사회의 물리적인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러한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공간이
란 정역학(靜力學)적이고 완전하며, 세계의 존재들이 이미 주어져
있고, 불변하는 고정적인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유클리드식의 컨테
이너적 공간 개념이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철학, 사회학, 인류학 전
반에 정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클리드식의 공간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인간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진보하
는, 시간적 척도로 재단된다. 문화학 Kulturwissenschaft에서는 지형
학적 선회 topographical turn라고도 불리는 공간적 선회는 따라서
시간적 요소의 우위를 넘어서 공간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공
간 자체에 인물과 사건의 배경적 기능 이상의 의미들을 부여했다.
기존의 사회 이론이 항상 사회의 변화 내지 모던화, 또 기술적, 정
치적 혁명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생성의 과정에 머물렀다면, 포스트
모던 이론들은 공간 자체를 사회∙문화의 핵심적 요소로 다루며 공
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문적인 비판이론이 필요함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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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인간이 개인과 사물을 단순히
배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성질들이 부여된 공간으로
서 이에는 환상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는 공간의 사회적인 구성
이 무엇보다도 물체의 변화와 움직임, 그리고 물체의 배치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공간
에 관한 포스트모던의 이론들은 기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와
미디어 네트워크 영역의 확장이라는 사회문화적 변동과 깊은 연관
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공간들이 사라지고 이와는 상반되
는 장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출몰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하지
만, 비록 20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따라 유클리드식의
공간 개념을 대신하는 신개념들이 등장했음에도 후자가 전자를 완
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공간들이 정
역학적인 공간들 사이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현상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Jean François Lyotard는 다방면적 움직임으
로서의 문화와 매체의 발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러한 공간 이론이
"역동화 Dynamisierung", "비물질화 Immaterialisierung"라는 개념아
래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53)
그리하여 현시점의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은 모든 문화에 당
연히 주어져 있는 전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관계의
형성물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공간은 점점 상대적이고
다층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이에 따라 공간의 인
식과 재현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구성 또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요
소들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바라봐야 한다. 즉, 사회가 있는 공간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생활권이 직접 경험되는 실천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52)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
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 19집,
S. 109.
53) Anja K. Johannsen: a.a.O., 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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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인 접근이 문학 작품의 분석에도 적용
되기 시작한 것 역시 1980년대 이래로 인문학 분야에서 인간의 삶
을 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관심이 증가하면서부터
였다. 문학 분석에 있어서의 공간은 미학적으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공간을 다루는 인류학 내지 사회과학과는 구별되는,
공간에 대한 특수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1차적인 공간이 실재의
공간이라면, 2차적인 공간은 미학적으로 구성된 공간인 것이며, 이
는 곧 인류학적 개념을 문헌학적인 차원에 적용시키는 문제이다.54)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공간은 체험된 공간과 이야기된 공간, 또 나아
가 이야기된 공간은 이야기에서 구성된 공간과 구성된 공간의 공간
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렇게 문학적 공간을 분석하고자 하
는 구분들은 공통적으로 서사적 구성 요소로서의 공간이라는 특성
을 강조한다. 결국 공간이란 실재적이든, 허구적이든 상황적이며 그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 속의 각 공간의 의미가 인물의 행동, 분위기 및 관점과 상응
하는 바가 크다는 식의 논의는 공간적인 묘사가 어느 층위까지 심
리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가,55) 즉 공간의미가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체계적인 기능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확장된다.
이처럼 문학텍스트에서 공간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것은 공간적
요소가 문학 텍스트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라
는 의문과 관련된다. 실재하는 공간과 다르게 허구적으로 구성된 공
간은 서술자 혹은 화자 및 작가의 시각에 의한 제약을 통해 기술된
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순서를 뛰어넘기도 하고 현실의 경계를 넘어
선 의미의 창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학텍스트에서 허구의 세계
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공간과 맺는 관계성은 특히 높다. 그리고 허
54) Ebd., S. 18.
55) Ebd., S. 19. 엘리자베스 브론펜 Elisabeth Bronfen은 약 20년 전에 문학적인
공간을 세 범주로 구분하고자 했다. 그녀는 실재적인 공간은 도외시한 채, 문학
적인 공간을 공간, 공간비유 그리고 텍스트적인 공간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소
설 속의 공간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주체와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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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이러한 구성성 때문에 텍스트는 그 자체로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허구세계를 체험하는 것과 현실의 체
험이 유사하듯이, 허구적으로 창조된 문학 텍스트 자체를 관계적으
로 구성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후기구조주의에서는 문
학 텍스트의 기표가 더 이상 세계의 대상들을 절대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과 언어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세계에 대한 이러
한 비논증적인 언어 접근 때문에 문학의 허구성이 다양성을 지닌다
고 보았다. 이것이 문학적 언어의 공간성을 나타내고, 텍스트 내에
공간적인 형상의 표현이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푸코, 줄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등은 허구의 공간성을 보았다.5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 텍스트에서 공간의 구성이 공간
인지와 직결된다면, 텍스트의 공간과 사물은 공간의 서술자 혹은 화
자의 공간 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간구성과
공간인지는 큰 구분이 없어진다. 텍스트의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문
학의 허구적 창조성과 직결되고, 이 점에 문학에서의 공간의 형상화
의 의의가 있다. 요한젠은 공간 개념의 이러한 문학적인 흐름을 살
피는 한편, 이것이 헤르타 뮐러의 문학과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는가
에 주목한다. 그녀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공간과 텍스트 구성 요소
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뮐러의 작품을 제발트와 두덴의 작품과
더불어 저지대를 중심으로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57) 뮐러의
작품에는 폐쇄적인 고향의 폭력성과 루마니아 독재정권의 억압성
아래 체험된 현실적인 고통이 ‘고안된 지각’이라는 방법을 매개로
새롭게 구성되고 공간에 투사된다. 따라서 뮐러의 텍스트에서 지각
의 문제들은 주로 구체적인 공간지각과 관련될 뿐만이 아니라, 공간
묘사는 미학적인 문제들과 직결된다는 것이다.58) 요한젠은 뮐러의
56) Ebd., S. 21-22.
57) Ebd.
58) Ebd.,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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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압제로 인한 외부 세계의 인지 변화
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지각구조로 표현되고 공간지각에 어
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가 마을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을의 공간
안에서 느끼는 괴리감과 낯섦은 심리적인 묘사가 아닌 인지되는 공
간구조의 변화로 그려지고, 공간 구조의 폐쇄성과 협소함은 폐쇄적
이고 몰락해 가는 마을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외부인에게 마을
은 공간적으로 차단되며, 자연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고
독과 무상함을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는 존재로 기능한다. 이로
써 주인공은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배척되고, 광활한 자연에서도 소
외된다. 그리고 뮐러의 작품은 압제와 폭력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
한 수단으로서의 글쓰기로 탄생했음을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인공들
의 인지가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어 텍스트의 현실을 구성한다. 그러
므로 인물의 깊숙한 내면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
라, 인물이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의 변화와 인지되는 외부세계의 변
화에 반영되어 그려진다.
또한, 외부세계에 있는 대상들은 자주 고안된 지각을 통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되는데, 대상에 부여되는 의미들은 각
대상이 본래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혹은 심상이 아니라, 이
야기의 흐름과 함께 주인공의 체험에 따라 결정된다. 나아가 고안된
지각에 의해 같은 의미적 기능을 지니는 대상들은 그 유사성 때문
이 아니라 단지 동시에 일어나고 존재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분명해지다가 변
화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의미의 틀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규정성과 패턴에 대한 저항은 틀에 박힌 시스템에 대한 뮐러의 저
항의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요한젠은 뮐러 텍스트에 존재하는 공백이 트라우마적
글쓰기의 표현으로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채워진 공간만큼의 표
현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59) 뮐러의 텍스트들이 어떻게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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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원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공간 지각의 공간 지배를
파괴하는지 분석한다. 뮐러는 일찍이 주변의 대상들을 표현하는 데
에 대상의 이름만으로 그리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표현될 수 없다
는 점에서, 즉 사물과 언어 사이의 괴리감 사이에서 고안된 지각이
탄생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요한젠에 따르면, 말해진 부분이 있
다면, 공백도 마찬가지로 언어로 말해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등가적
인 표현으로서, 표현된 것의 불충분함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60) 말해지는 것과 침묵하는 것 사이의 긴장관계는 기표
와 기의 사이의 긴장관계와도 같다. 기표와 기의 사이의 메꿀 수 없
는 공간으로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표현들은 인지되는 공간의 절대
성을 부정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그리고 위
와 아래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상반되는 두 요소를 동일한
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18세기와 19세기 전
반의 문학에서 절대시되었던 관찰자의 배경묘사에 대한 권위는 부
정된다.61) 이와 같은 경계의 실효성의 상실은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절대적으로 멀고, 닿을 수 없는 장소개념이 사라지는 현
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고 요한젠
은 말한다.62) 그리고 현대의 공간 개념에서 절대적인 공간의 해체
는, 문학의 절대적인 공간의 해체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요한젠은 현대 공간 이론의 문학과의 관계성을 살피면서,
뮐러 문학에서 공간과 인지방식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보
았다. 인지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고 절대적인 공간의 경계 혹은 구
역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뮐러 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
인 ‘고안된 지각’은 외부 세계의 압력과 폭력성을 주관적 인지구조
를 바탕으로 폭로하고, 주인공의 말과 생각 속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설명되며, 한 대상에 여러 심상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요한젠의 주장
59) Ebd., S. 206.
60) Ebd., S. 206-207.
61) Ebd., S. 213.
62) Ebd., S.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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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뮐러는 앞서 언급했던 작가 렌츠와의 대담에서 주변 사물
세계들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서 작품 내의 공간의
구성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작품 마음짐승에 등장하는 뽕나무는 모
든 장소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상징성을 지니고, 숨그네의 가죽으
로 된 축음기 트렁크는 아우베르크가 귀향하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축음기 상자로 배치됨으로써 주인공의 삶과는 대비되는,
유일한 지속성을 상징하는 대상이 된다. 또한 모든 언어에는 다른
눈이 있다 In jeder Sprache sitzten andere Augen 이라는 글에서
뮐러는 주변 사물들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 자신처럼 그들의 상
(像)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며, 언제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
는가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63) 이러한 대상들의 상징성에 관해
뮐러 작품에 등장하는 사물들의 의미에 대한 렌츠의 질문에 뮐러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 우리는 스스로를 대상들로 정의합니다. […] 저는 장소들 또
한 사람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
이 하는 행위에 관련됩니다. 장소와 사물들은 단순히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의 일부입니다. […] 저는 장소가 우리
자신만큼이나 많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
할 때 우리가 이 장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장소
또한 대상입니다. 어떤 공간도, 빈 곳도 대상입니다. […] 그리고
바로 수용소에서, 즉 노동수용소에서 대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의하는지가 믿을 수 없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대상도 소유
하지 않는 것: 그로부터는 거의 자기 자신을 박탈당합니다. […]
사적인 대상 없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 Wir definieren uns über Gegenstände. [...] Ich glaube auch
63) Herta Müller: In jeder Sprache sitzen andere Augen. In: Der König
verneigt sich und tötet, 3. Auflage, Frankfurt am Ma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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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e sind die Verlängerung des Menschen. Und Orte spielen
mit, bei allem, was Menschen tun. Orte und Gegenstände
stehen nicht nur herum, sie sind ein Teil der Handlung. [...] Ich
glaube, daß die Orte genausoviel dazutun wie wir selbst. Daß
wir von diesen Orten beeinflußt werden, während wir etwas
tun. Von Gegenständen und Orten gleichermaßen. Orte sind
auch Gegenstände. Auch ein Raum ist ein Gegenstand, auch die
Leere. [...] Und gerade im Lager, in einem Arbeitslager, zeigt
es sich unerträglich stark, wie sehr Gegenstände Menschen
definieren. Gar keinen Gegenstand besitzen: Dadurch ist man
sich fast von selbst weggenommen. [...] Ohne private
Gegenstände ist man nicht nur ein Ich-habe-nichts, sondern ein
Ich-bin-nichts.64)

사람이 대상으로 정의되고, 그 대상을 이루는 장소와 사물들이 사
람의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대상의 상징성을 나타내
는 말이다. 주변 세계를 이루고 있는 장소와 사물은 인간과 직접적
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가령 누군가의 방에 가구 배치가 어떻게 되
어 있으며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혹은 누군가가 어떤 옷을 입는지
등은 모두 그 개인의 정체성과 성격을 드러낸다. 또한 집과 학교라
는 장소에서 사람들은 다르게 정의되고, 다르게 행동하며 해당 장소
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뮐러에게 있어서 인간과 주변 대상 세계
와의 관계는 상호영향적이면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장소와 사물에 대한 뮐러의 이와 같은 세계관은, 문학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 구성적 요소로서의 사물과 장소, 즉 텍스트의 공간성으
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장소와 사물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줄
거리의 일부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의 공간과
사물이 아닌, 공간과 공간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인 구성 요
64) Herta Müller: Lebensangst und Worthunger, S.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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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로서의 사물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과 사물에 대한 뮐러의
이와 같은 이해는, 실천적이고 구성적인 현대의 공간 개념과 그 의
미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뮐러의 경우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들과, 따라서 그 대상들에 영향을 주는 공간 간의 상
호작용에 있어 특히 사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작품
숨그네의 이해에 있어 중요하다. 주변의 장소와 사물이 인간을 정
의하고 인간과 관계한다면, 개인 소유물을 모두 빼앗기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개인의 삶을 모두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 그리
고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숨그네는 주인공 아우베르크의 짐 트렁
크라는 사물과, 수용소라는 장소는 큰 상징성을 지니며, 공간성의
분석은 이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에서 문학적인 공간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 볼
점은, 공간은 유클리드식의 공간 개념처럼 존재들이 단순히 존재하
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실천을 행하는 존재들에 의해
구성되고 형상화되는 유동적이며 관계적인 곳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는 현대적인 공간 개념을 문학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간 이론에서
공간은 실천적 공간으로서, 단순히 정지해 있는 곳이 아닌, 주체적
이고 구성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공간이 여러 실천과 관계들의 엮
임으로 구성되듯이, 뮐러의 텍스트는 인물의 심리에 따라 공간에 여
러 의미들이 축적됨으로써 전개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물과 장소,
대상과 공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뮐러의 세계관은, 문학 텍스트에
서의 공간의 구성성에 대한 작가의 이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
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뮐러 문학과 현대 공간 이론에서의 공간
의 유동성이 연결될 수 있다. 중세를 지나 모더니티, 즉 현대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장소들, 공간들은 특히 절대적이고
주류적인 공간과 구분되는 면이 있으며, 이 장소들은 유동성을 대표
적인 특성으로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연결점에 착안하여 공간
성을 바탕으로 숨그네를 분석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공간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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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장소, 비장소, 헤테로토피아

중세를 지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인간 사회는 현대라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쳐
초현대를 맞고 있다. 현대를 독일어로 Moderne라고 지칭한다면, 마
르크 오제 Marc Augé는 초현대를 Übermoderne라 칭하며 현대와
초현대로의 변화에 따른 장소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65) 초현
대에는 전통적인 장소들이 변화하고,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가 세계 경제 흐름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장소들이 증가
함으로써 장소 및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새롭게 해석됨은 앞서 살
펴보았다. 오제는 연구서 장소와 비장소 Orte und Nicht-Orte에서
현대를 지나 초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비장소 Nicht-Ort의 출현을
전통적인(혹은 인류학적인; anthropologisches) 장소 Ort와 대비시키
며 비장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66) 현대는 옛 장소와 문화들을
버리지 않는다. 현대라는 변화의 시기에 현대의 자리 뒷편에 과거의
모습들을 간직하는 현재와 과거의 공존이 가능했으며, 시간적인 연
대와 관계성, 역사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통의 자취가 시
대적인 흐름 속에 통합된 정체성, 역사성 그리고 관계가 있는 장소
가 현대적인 ‘장소’라면, 초현대에는 호텔기업, 임시숙소군, 리조트,
난민 수용소, 슬럼가 등 임시적인 용무와 경유를 위한 ‘비장소’들이
쇄도하고 있다. 공항, 철도, 고속도로, 비행경로, 역, 놀이동산, 대형
쇼핑몰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비장소의 급격한 증가는 장소의
소멸이 아니라, 복잡한 연결망들의 엮임 속에서 생겨난다. 이처럼
비장소는 유동적인 특성이 강하며, 변화의 시대의 축을 이루어 증가
65) 오제가 지칭하고 있는 Moderne, Übermoderne에서 전자를 어떻게 이름 붙이느
냐에 따라 후자의 명칭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전자를 현대뿐만이 아니라 근대,
모더니티 등으로 칭할 수도 있으나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후자와의 대
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대’로 번역하기로 했다.
66) Marc Augé: Orte und Nicht-Ort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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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장소들이다.
오제의 장소와 비장소의 구분은 프랑스 역사가 미셀 드 세르토
Michel de Certeau의 공간과 장소 개념에서 출발했다. 기존에 투안
Yi-Fu Tuan(1977), 허쉬 Eric Hirsch(1995) 등이 장소와 공간에 대
한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면, 세르토는 공간을 시간, 방향
등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보았다.67) 세르토
에게 있어서 공간과 장소는 장소, 비장소와 같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세르토의 장소 Ort란 여러 요소들이 특정한 질서에 따라 존
재하는 곳이며, 공간 Raum이란 이러한 장소가 요소들의 움직임을
통한 활성화가 일어나 변하는 곳이다. 세르토의 장소와 공간 개념은
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을 참조하
고 있는데, 여기서 기하학적 공간과 인류학적인 공간이 구분된다.68)
인류학적인 공간이란 실존적인 공간으로서 존재들의 존재방식이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곳이므로, 전자가 세르토가 정
의한 장소와 가깝다면 후자는 공간에 가깝다. 세르토는 또한 유사하
게 언어와 발화행위를 구분하는데, 언어와는 달리 발화는 현재화되
는 행위로서 공간에 가깝다. 여기서 세르토가 ‘공간’과 ‘장소’를 대립
되는 개념으로 보았다면, 오제는 ‘장소 Ort’를 단순히 질서화된 요소
들이 존재하는 곳 이상으로 상징화된 의미들이 존재하는 인류학적
인 곳으로서, 여러 담론들과 언어적 행위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공간 Raum’이란 정해진 의미 혹은 특성을
거의 지니지 않는 곳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간은 ‘어떤 목
적을 위해 존재하는 어떠한 곳’, 예를 들어 비행공간, 쇼핑공간 등처
럼 장소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늘날 인스턴트적인,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구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오제는
세르토의 장소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상징화된 곳인 장소와
비상징적인 곳인 비장소로 구분 짓고 있다.
67) 정헌목: a.a.O., S. 113.
68) Marc Augé: a.a.O., 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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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속에서 주체들이 자신을 잃고, 비장소가 개개인의 의식을 요
구하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군중의 시선 속에 자아의
고유성에 대한 참된 의식이 비워지는 전위적인 현상은 현대에서부
터 시작된 초현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초현대에서 개개인
의 의식은 새로운 층위의 고독을 경험하고, 이는 비장소의 증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오제는 말한다.69) 비장소는 두 가지 중요한 사
실들을 전제로 한다. 먼저 비장소의 공간은 특정한 목적으로 구성된
다는 것인데, 가령 놀이동산은 자유시간의 영위를 위한 공간이며,
고속도로 및 공항은 교통을 위한 공간이고 대형마트는 상거래를 위
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서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
여 비장소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복잡하지
만 동일한 맥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두 번째 전제이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직접적인 소통은 하지 않지만 여행이라는 동일
한 목적으로 모이고, 대형마트의 손님들 또한 소비라는 공통적인 행
위를 실천한다. 인류학적인 장소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사회적인 기
능을 수행한다면, 비장소는 그 공간에 한정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
한다.
이처럼 관계적 장소들 틈새에서 파편화된 개개인이 집합하는 비
장소는 그 단절성에 따라 그만의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 첫 번째
로는 단어나 문자의 중요성이다. 비장소의 개인들은 단어 혹은 개념
을 매개로 비장소와 관계하는데, 이는 해당 단어들이 구체적인 상황
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70)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슈
퍼, 공항에서 승객 및 손님들은 사용법, 설명서, 표지판 등의 텍스트
를 통해 비장소의 규칙으로 통합되며, 텍스트들을 발의한 기관과 간
접적인 소통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가령 아시아권 문화에서 환상에
근거한 ‘유토피아적 유럽’, ‘장밋빛 유학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유럽’
처럼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개념들 또한 통용되는 효력을 발휘하는
69) Ebd., S. 95.
70) Ebd., S.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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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서, 실재하지 않지만 특정 집단의 통념 속에 존재하는 비장
소에 속한다. 수많은 보도, 영상, 그림 및 광고 등의 텍스트 혹은 기
호를 통해 전달되는 이 장소들이 범람하는 초현대에서 개개인은 개
성을 상실하고 평준화된다.
두 번째로 비장소에서 승객, 소비자 등으로서의 개인은 공유된 정
체성을 가지게 된다. 인류학적인 장소들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되는 곳이라면, 비장소는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타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통해 익명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71) 비장소의 개인은 장
소에서 지니는 고유한 정체성, 즉 신분, 지위, 나이 등으로부터 탈피
하여 비장소에서 통용되는 규정 아래 타인과 동일하게 존재할 뿐이
다. 예를 들어 공항 면세점에서 승객들은 일시적으로 납세의 의무에
서 벗어나 비행기 탑승 직전의 승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누구와도
동일한 조건의 자유를 누린다.
이처럼 비장소의 개인은 타인과 동일한 익명성을 갖지만, 비장소
를 통제하는 규칙들을 준수함으로써 비장소와 일종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비장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결백을 입증해야 하
며, 오로지 이러한 동의 절차를 통해서만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
다.72) 여기에 비행기를 탑승할 때 필요한 비행기 티켓과 여권 검사
에서부터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를 이용해서 쇼핑을 해야하
는 규칙까지 다양한 기호적 행위들이 해당된다. 소비 공간들은 비장
소적인 기호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입증된 자만이 입장할 수
있고, 개인이 고유의 정체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되어 수동적인
익명성과 비장소의 규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
개인이 타인에 의해 마주하게 되는 모습은 본인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된다.73) 이러한 비장소에서의 자아와 타자의 구분 없음은 성의
71) Ebd., S. 102.
72) Ebd., S. 103.
73) Ebd., S.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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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마저도 무색화하기도 한다.74) 여성 잡지에서 가사 노동과 육아
에 힘쓰는 아버지가 소개되는 것이 한 예이다. 결국 비장소들은 특
별한 정체성 혹은 관계를 맺음이 없이 수많은 개인들을 군중 속의
고독에 몰아넣는다.
마지막으로 비장소는 현재성이 지배한다는 특징이 있다.75) 비행기
혹은 기차에서 제공되는 잡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와 소식
들로 채워지고, 개인은 일상에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들에 발을 맞춰
살아야 한다는 지속적인 현재성에의 요구를 받는다. 이미지와 기호
는 하나의 체계처럼 작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비장소에서
동일한 이미지와 기호들로 체험된다. 동일한 체인점에서 모두 동일
한 마크가 쓰이는 것처럼, 비장소는 이러한 현재성을 통해 전통적인
우주관과는 다른,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존재하는
우주관을 형성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초현대에는 장소와 비장소가 공존하고 있다. 비
장소와 장소의 관계는 마치 경유지와 고정된 거주지, 교통수단의 경
유지에 맞춰 이동하는 승객과 자유롭게 여행하는 여행자, 주상복합
단지와 기념건축물의 관계와도 같다.76) 수많은 개념들, 특성들, 공간
들, 기호들의 과잉은 비장소를 규정짓고, 비장소는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공유되어 다수에게 부여되는 단일한 정체성을 양산해
낸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기호를 흡수하고 이를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임의의 어떤 공간에서도 생겨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계, 역사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부재하는 공항,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과 같은 비장소
가 증가하고 있는 초현대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비장소란
장소의 상실이라는 무장소성이 아니라, 전통적인 혹은 인간적인 장
74) Ebd., S. 105.
75) Ebd., S. 106.
76) Ebd., 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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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닌 장소이다.77) 비장소가 장소의 소멸은 아닐지라도, 장소를
앞질러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제의 비장소 개념에 대한 의문들도 있다. 여기서 비장소
를 주류적인 공간인 장소와는 달리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장소로 받
아들이는 한편, 비장소의 정의에 정치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
으며, 따라서 비장소에서 발생하는 억압성과 강제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라
샤르마 Sarah Sharma는 비장소가 단순히 스펙터클한 장소 혹은 캠
프지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여기에 구체적인 정치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문화연구에서 밝히고 있다.78) 샤르마
는 이탈리아의 철학가 조르조 아감벤 Giorgio Agamben의 ‘벌거벗은
생명’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근대 정치의 근본 범주를 동지와
적의 관계가 아니라 주권과 벌거벗은 존재, 즉 생명 정치적 범주로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는 아감벤의 주장은,79) 오늘날 정치가 자본과
엮이고 자본이 비장소의 생성 및 유지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샤르마의 논의에서 비장소 내의 자본권력과 생명정치의 연결고리가
된다. 난민캠프처럼 삶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
는 공간의 특성을 작품들을 예로 들어 분석하면서, 비장소 개념에
정치성이 배제된 기존의 이해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제가
언급했던 비정치적이고 스펙터클한 자본의 비장소와 난민캠프는 배
제적인 것 같지만, 오늘날 자본권력이 생체권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본과 깊이 결탁하는
비장소에 정치성이 결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난
민캠프가 특별한 장소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갖게 되는 치외법권, 의
미의 처분가능성, 정체성의 유동성 및 일시성의 영속성이라는 특성
77) 정헌목: a.a.O., S. 121.
78) Sarah Sharma: Baring Life and Lifestyle in the Non-Place, Cultural Studies
Vol. 23, No. 1, Taylor&Francis 2009, S. 129-148.
79)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
결 출판사 2008,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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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즉 비장소의 비정치성, 현재성, 정체성의 부재 등의 특징과 그
맥을 같이하는 지점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난민캠
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성과 배제성을 겪게 되는 특
수한 공간이 된다. 비장소가 이러한 특징들을 가속화된 기술의 발달
과 스펙터클한 자본에 의해 비정치적인 조건으로서 가지게 된다면,
난민캠프의 경우 고도로 정치화된 조건으로서 캠프 내의 확장되는
생체 권력의 작동에 의해 이 특징들을 가지기 때문이다.80) 그러므로
샤르마의 주장에 따르면 비장소란 비정치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러
한 난민 캠프의 논리와 스펙터클한 장소의 논리가 충돌하는 특수한
정치가 작동하는 장소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스펙터클한
힘은 생체권력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규제의 힘에 의존해 왔으며,
나아가 자본은 벌거벗은 생명에 의존하고 있다.81) 가령 공항이라는
비장소의 경우를 살펴볼 때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이민자 혹은
불법체류자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장소로 이송된다. 동시에 오늘날 공항의 건설업자들 및 소매
업자들의 경우 임시체류적인 라이프스타일 layover lifestyle이 삶의
형태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난민캠프와 스펙터클한 장소의 논
리가 충돌하는 비장소에서 인간의 생명은 효율적으로 단축되거나
균등하게 투자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축소와 투자는 비장소의
개념을 재고려하게 되는 지점이 된다. 자본의 스펙터클의 논리가 정
치경제적인 요소들의 힘으로 쇼핑몰 등과 같은 비장소에서 소비자
들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비장소에 등장
하는 난민캠프 논리의 경우 사회적인 약자가 잠재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배제된다는 점에서 비장소의 정치성은 간과되어서 안된다.
오제의 비장소 개념의 위와 같은 한계성을 고려했을 때, 이질적인
장소에 대한 또 다른 공간 개념으로 보다 포괄적인 푸코의 헤테로
토피아를 들 수 있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1980년대 이래로 붐을
80) Sarah, Sharma: a.a.O., S. 130.
81) Ebd., S.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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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공간적 선회라는 흐름을 탔던, 오제의 장소와 비장소 개념과
그 성립의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이다.82) 푸코는 주류 공간인 이소토
피아에 대항하는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라는 공간 개념을 주장한
다. 그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서 중립적인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회의 주류적인 공간이 있다면, 일상적인 공간과는 절
대적으로 다르며,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대항하여 주류 공간을
중화시키거나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고 자기만의 위치를 가지는
일종의 반공간들이 존재한다.83) 즉 정원, 묘지, 감옥, 사창가, 휴양촌
등과 같이 사람이 사는 모든 장소들의 바깥에 실재하면서도 신화적
이고 실제적인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다른 공간들이 헤테로토피아
Hétérotopies라는 것이다.84) 헤테로토피아는 다섯 가지 중요한 원리
를 지니는데, 그 첫번째가 헤테로토피아는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
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불변인 채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점
이다.85) 과거에 신성시 되었던 묘지는 오늘날 그 중요성을 상실했
다. 헤테로토피아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와 이어지는 원리
로, 역사가 흐르면서 사회 속에 구축된 헤테로토피아는 완전히 흡수
되고 사라지거나 새롭게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86) 세번째는 헤테
로토피아에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들의 원리가 겹쳐진다는
원리로,87) 대표적으로 극장은 무대 위에 복수의 낯선 장소들이 배경
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의 독
특한 분할과 연관된다.88) 박물관, 도서관 등과 같이 모든 시간을 축
적하는 공간이 있고, 극장, 시장, 휴양촌처럼 한시적인 공간이 있으
며, 통과, 변형, 갱생의 노고와 관련된 기숙학교와 같은 공간들이 있
82) 안성기: 헤테로토피아의 미학 – 독일어권의 전시예술 박물관 축제 연구, 독일
어문화권연구 제 23집, 2014, S. 87.
83)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S. 12.
84) Ebd., S. 13-14. 헤테로토피아 Hétérotopies는 다른 heteros와 장소 topos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역자 주.
85) Ebd., S. 15.
86) Ebd., S. 17.
87) Ebd., S. 18.
88) Ebd.,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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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
키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는 원리다.89) 헤테로토피아는 일
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강제로 들어가거나 특정
의례, 정결의식에 따라 들어간다. 한편으로 외부 세계에 전면으로
열려 있는 헤테로토피아들도 존재한다.
푸코의 문명 내의 현실 공간을 이소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로 나
눈 개념은 오제의 장소와 비장소 개념의 특성들과 일대일로 대응시
켜서 보기는 힘든 점이 있다. 일상성을 벗어난 장소로서 비장소와
헤테로토피아가 정의되며, 두 공간 모두 주류 공간의 요소들이 재현
되고 혼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반추적인 개념
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오제가 개인의 삶의 역사
성, 정체성 그리고 관계가 부재하는 특징으로서 비장소를 분류한다
면, 푸코는 이소토피아에 반하는 이질적인 공간 일반에 헤테로토피
아를 대응시키고 있다. 또한 오제의 비장소가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및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출몰한 대중적이고, 시대 한정적인 공
간이라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시대를 초월하며 그 공간의 규모
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곳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
로서의 이질적인 장소는 오제의 비장소 개념에서 결여되어 있는 정
치성과 사람들 간의 경험의 다양성, 사회적 관계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를 허용한다.
뮐러의 텍스트에서 인물의 심리에 따라 공간에 여러 의미들이 축
적되어 전개되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장소와 사물들이 상징성을 갖
는다면, 공간 이론에서의 공간은 여러 실천과 관계들의 엮임으로 구
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숨
그네를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인공 아우베르크는 고향에서
수용소로, 그리고 수용소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수용소를
거치기 전과 후의 고향은 주인공에게 매우 다른 공간으로 존재한다.
고향과 수용소가 어떤 공간으로 형상화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89) Ebd.,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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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숨그네에 나타난 공간인지와 공간묘사
고향: 억압된 삶의 장소

수용소 생활 이전의 고향에서의 삶은 숨그네에서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레오폴트 아우베르크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생활에 비해 평화로웠을 법한
고향에서의 삶은 실상 아우베르크가 언제나 탈출하고 싶은 괴로움
의 공간이었다. 그의 고향은 헤르타 뮐러의 고향이었던 바나트 지방
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독일계 소수 민족
의 거주지의 폐쇄성, 엄격한 규율성과 공동체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통제되고 있었다. 나아가 고향에서의 삶을 괴로움 이상의 고통으로
만든 것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다. 그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인
물로, 이는 고향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규범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었다.
정상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못한 주인공은 바깥
세상에 자신의 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꼭 러시아행 수용소가 아니어도 고향을 벗어난 어느 곳으로라도 도
피하고 싶어 한다. 아버지는 지벤뷔르거 작센의 전형적인 독일인으
로 독일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 또한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아이를 엄격하게 교육하는 분이었다. 주인공
이 고향에서 느꼈던 이러한 삶의 압박은 작품의 다음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수용소 시절 이전부터 수감되었던 동안과 그 이후까지, 이십오 년
동안 나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국가와 가족에 대한 공포. 국가가
나를 범죄자로 가두고, 가족들이 나를 치욕으로 여겨 내쫓으리라
는 이중 추락의 공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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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 während und nach meiner Lagerzeit, fünfundzwanzig Jahre
lang habe ich in Furcht gelebt, vor dem Staat und vor der
Familie. Vor dem doppelten Abturz, dass der Staat mich als
Verbrecher einsperrt und die Familie mich als Schande
ausschließt.90)

이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아우베르크는 수용소에 수감되기 이전에
고향에서부터 공포가 만연해 있는 삶을 살았다. 그가 순찰대에 끌려
가기 전부터 수용소에서의 귀향이후 조국을 떠난 1968년까지 루마
니아에서 동성애는 무조건 감옥행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자신의 동
성애를 아우베르크는 "특별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아름다운" 것
으로 표현하며 금기를 깨는 행위를 이어간다.91) 그는 오리나무 공원
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남성들과 소위 ‘랑데부’를 가진다. 성적 소수
자들의 은밀한 만남은 이 공원에서 겨울이면 수영장으로 이어졌고,
더러 잡히는 사람들은 혹독한 심문을 받고 교도소를 거쳐 죄수수용
소에 수감되어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성적 소수자들 사이에
서 랑데부라 칭해지며 각종 감시의 눈을 피하여 이루어지는 만남은
주인공이 느끼는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
킨 요소다. "나는 침묵하는 짐을 이고 다닌다. 나는 나를 너무나 깊
이 그리고 오래 침묵 속에 가두었고, 다시는 나를 말로 꺼내놓을 수
없다." 는 주인공의 말은 개성이 억압되고 도리어 짐이 되어버린 개
인의 삶의 현실을 잘 나타내 준다.92)
그리고 주인공의 삶에 주어지는 이러한 억압성은 주인공이 묘
사하는 생활 공간에도 잘 투영되어 있다.
나는 모든 돌들조차 눈이 있는 골무 같은 소도시로부터 벗어나고
90) Herta Müller: Atemschaukel,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2011, S. 10.
91) Ebd., S. 8. "Absonderlich, dreckig, schamlos und schön."
92) Ebd., S. 9. "Ich trage stilles Gepäck. Ich habe mich so tief und so lang ins
Schweigen gepackt, ich kann mich in Worten nie auspa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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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다. […] 나는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Ich wollte weg aus dem Fingerhut der kleinen Stadt, wo alle
Steine Augen hatten. [...] Ich wollte an einen Ort, der mich
nicht kennt.93)

금기시된 행위에 대한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는 아우베르크는
언제 어디서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야 했고, ‘돌에도 눈이 달린’, ‘골무 같은 소도시’라는 표현은 고
향 마을의 폐쇄적인 분위기, 엄격한 감시 체제와 함께 그의 공포를
잘 대변해주는 공간 묘사이다.
반짝거리는 돌바닥도, 중앙의 둥근 기둥도, 수련문양의 벽타일도,
무늬가 새겨진 나무계단도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채지 말아야 했다.
der spiegelnde Steinboden, die runde Mittelsäule, die
Wandkacheln mit dem Seerosenmuster, die geschnitzten
Holztreppen durften nicht auf den Gedanken kommen, dass wir
verabredet sind.94)

심지어 추운 겨울을 피해 자신의 파트너를 만나 랑데부를 하기 위
해 수영장의 약속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지나치는 공간의 돌바닥,
기둥, 벽타일 그리고 나무계단조차 그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요소들이다. 이처럼 주위 환경을 지각하는 주인공의 주관적인 인식
속에 고향의 폐쇄성과 더불어 금기시된 행위가 발각될 지도 모른다
는 국가에 대한 주인공의 공포, 나아가 보수적인 가족으로부터 버려
질 지도 모른다는 주인공의 공포가 공간 구성에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뮐러의 고안된 지각을 통해 주인공의 두려움이 어떻
게 공간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도시인 고
93) Ebd., S. 8.
94) Ebd.,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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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자신을 핍박하는 공간이며, 그가 생활하는 공간은 감시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곳이다.
한편 이러한 주인공의 두려움의 인지는 공간적인 차원을 넘어 특
정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의 층위로까지 내려간다. 식탁에서 감자를
포크로 찍어먹으려다 어머니로부터 포크는 고기를 먹을 때 써야 하
고 감자는 갈라지지 않게 숟가락으로 먹어야 한다는 야단을 맞은
아우베르크는, 마치 ‘랑데부’라는 금기시되고 사회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는 혐오를 받고 있는 행위를 행하는 자신의 신체를 연상하고,
미술선생님인 아버지가 수채화라는 단어를 내뱉으실 때면 랑데부를
하던 수영장이 떠올라 자신을 압박한다. 주인공을 놀라게 한 단어가
순찰대가 명단을 들고 집집마다 징집 대상을 점검했을 때에 들었을
법한 ‘수용소’가 아니라, ‘수채화’와 ‘고기’였다는 사실은 주인공이 고
향이라는 장소와 맺는 감정인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채화와
고기는 자신의 금기시된 본성이 탄로났을 때 전통을 중시하고 엄격
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혐오의 눈길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요소이
다.
고향의 삶에는 아우베르크의 지벤뷔르거 작센에 거주하는 독일
계 소수민족의 전형적인 보수적 독일 가정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더불어 동성인 남성을 사랑하는 성 소수자라는 개인적인 정체
성이 있으며, 그는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한다. 또 고향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우베르크 자신만의 역사가 있다. 이러
한 까닭에, 비록 그의 정체성 및 그의 관계와 삶의 자취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해도 아우베르크에게 있어 고향은
고통스러운 개인의 억압된 삶이 있는 ‘장소’이다. 강압적인 부모님과
성 소수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 사회가 있는 가족과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의 고통은 주변의 사물과 공간에
잘 투영되어 있다. 꿈에서조차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아우베르크의
행적은 결국 2차 세계 대전의 말엽에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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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월 15일 새벽 아우베르크는 순찰대에 의해 화물트럭에
실려 집결장소인 박람회장으로 이송된다. 이 때 그는 "내가 가진 모
든 것을 가지고 간다. 혹은: 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간다." 라고 말
하는데,95) 이것은 그가 수용소에 가져가기 위해 꾸린 짐 상자를 두
고 하는 말이다. 이 돼지가죽 트렁크는 본래 축음기 상자였는데, 회
전장치와 턴테이블을 분리해서 만든 것이었다. 아우베르크는 이 짐
트렁크에 그가 수용소로 떠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하나씩 선물해
준, 추후에 필요할 법한 물건들을 챙겨 간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외투, 삼촌의 바지, 이웃의 가죽각반, 고모의 장갑 등등, 붉은 포도주
색 실크스카프와 세면도구 가방 및 몇몇 옷가지와 책 4권을 제외하
고는 모두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 둘씩 챙겨준 물건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찰대가 그를 데리러 왔을 때 할머니께서 하신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챙겨 운송차에 몸을 싣는다.96) 그러므로 여
기서 축음기 트렁크는 가족과 이웃이 챙겨준 물품들, 본인 소유의
물건들이 담긴 것 이상으로 그의 관계와 삶의 자취 및 정체성, 즉
아우베르크의 고향에서의 삶이 실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삶이 담긴 트렁크를 들고 괴로운 고향에서 수용소로 도피하
는 것이다. 동시에 상자는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임을 보여주
는 대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이동 공간은 징집된 인원을 수용
소로 이송해 가는 가축운반용 열차이다. 집결장소에 모인 약 500명
에 달하는 사람을 태운 열차는 수감자들이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장소다. 반달 좀 덜 되는 긴 여정을 거쳐 러시아
에 있는 수용소에 도달하기까지 미닫이문은 단 네 번 열렸으며, 벽
이 높았고 마치 범죄 현장을 폐쇄하듯 바깥쪽에서 빗장이 채워져
있다. 비록 수용소에서의 폭력과 압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해진 공
95) Ebd., S. 7. "Alles, was ich habe, trage ich bei mir. Oder: Alles Meinige
trage ich mit mir."
96) Ebd., S. 14. "ICH WEISS DU KOMMST W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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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경비병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서 이 열차는 반(半)수용소와도 같은 공간이다. 또 처음에는 대화와
침묵, 식사와 취침이라는 단순한 생활에서, 나중에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화주병을 통해 끊임없이 술을 들이킨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
람들은 서로 익숙해져 갔고 열차 안에서는 사소한 일들이 벌어진다.
짐을 꾸렸다가 풀고 다시 꾸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개인적인 짐들의
부피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여럿 가운데 누군가로 존재
하게 된다. 미닫이문이 세 번째로 열리고 러시아의 설원에서 강제로
다 함께 용변을 보는 치욕적인 날을 계기로 수감자들은 공포와 함
께 외로운 유대를 느낀다. 이처럼 저마다의 수감자들은 아우베르크
처럼 각자의 삶이 담긴 짐과 함께 수용소로 향하는 열차라는 공간
에 갇힘으로써 조금씩 삶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므로 열차는 삶이
있는 ‘장소’에서 ‘비장소’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공간이다.
2.

수용소: 죽음의 ‘비장소’
2.1.

고안된 지각과 공간묘사

가축운반 열차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십 여일 간의 여정
끝에 당도한 수용소의 도착을 알려준 유일한 표지는 노보 고르로브
카 Lowo-Gorlowka였고, 공장은 코크스오침 자보트
Koksochim-Sawod, 즉 러시아 어로 코크스 화학공장이라는 뜻을 가
진 곳이었다. 하지만 노보 고르로브카가 도시 이름을 딴 것임을 아
는 수감자는 아무도 없으며, 이것은 오로지 수용소의 러시아 관리자
들만 아는 사실이다. 어디에도 표지판이 없었으며, 수용소의 부지에
들를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수용소의 존재와 위치조차 알지 못한다.
수용소를 나오면 이정표 대신 드넓은 러시아의 스텝과 간혹 자리
잡은 인가가 전부였다. 그리고 고향 마을의 억압성과 폐쇄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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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도피하고자 했던 주인공 아우베르크는 예기치 못하게 징집되어
당도하게 된 곳에서 고향의 억압성과 폐쇄성을 능가하는 폭력이 만
연해 있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실상과 직면하게 된다. 고기와 수채화
에는 반응하지만 수용소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생각이 얼마나 순진
한 것이었는가를 그는 곧 깨닫는다. 고향에서 품었던 생각의 자유마
저 수용소에서는 억압되고 금지되고, 가죽트렁크에 담아갔던 그의
삶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박탈당한다. 이처럼 아우베르크의 고향인
‘골무 같은 소도시’보다도 더 작은, 허허발판에 내던져진 상자처럼
세상과는 단절된 수용소 부지의 형상화는 수감자들이 겪게 되는 삶
으로부터의 소외를 대변하고 있다.
아우베르크가 머무르는 강제노동수용소는 모든 수감자들이 정해
진 공간에서 일상을 통제하는 규율에 복종하는 생활을 강요받는 곳
이다. 소장 시흐트반요노브 Towarischtsch Schischtwanjonow와 러
시아인 장병들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특권자들만이 법의 집행자로서
생명을 앗아가는 중노동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서 투어
프리쿨리치 Tur Prikulitsch는 러시아인은 아니지만 독일어와 러시
아를 모두 구사하는 수감자이자 수용소 지도부원으로 수용소의 감
독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점호 장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수용소 부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의 동향인이
자 정부인 베아트리체 차켈 Beatrice Zakel과 함께 수용소의 강압적
인 규칙들에 자신의 삶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자이다. 또한
투어의 동향 사람인 오스발터 에니예터 Oswald Enyeter 또한 이발
실에서 수감자들의 수염과 머리를 깎아주는 노동만이 주어진 특권
을 지닌 인물이다. 다달이 피골이 상접해 가는 사람들을 보는 황폐
함이 그를 둘러싸지만 에니예터는 중노동을 면제 받는다. 주인 행세
를 하며 다른 수감자들을 얕보는 투어는 이발실에서도 우월한 지위
를 가지고 있다. 지하실에서 석탄가스 작업을 하던 주인공은 수용소
지하 작업장에서 서식하는 흰개미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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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왕개미, 여왕개미 그리고 병정들이 있다. 병정들은 머리가
크다. 턱 병정, 코 병정, 분비선 병정이 있다. 그리고 모두는 일개
미가 먹여 살린다. 또 여왕개미는 일개미들보다 삼십 배나 크다.
나는 이것이 배고픈 천사와 나 혹은 베아 차켈과 나의 차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투어와 나도 그렇다.
Sie haben einen König, eine Königin und Soldaten. Und die
Soldaten haben große Köpfe. Es gibt Kiefersoldaten,
Nasensoldaten und Drüsensoldaten. Und alle werden von den
Arbeitern gefüttert. Und die Königin ist dreißig mal größer als
die Arbeiter. Ich glaube, das ist auch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Hungerengel und mir oder Bea Zakel und mir. Oder Tur
Prikulitsch und mir.97)

그가 작업 중에 포착한 흰개미 사회는 흰개미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수용소 사회의 축소판과 같다. 여기서 왕개미, 여왕개미 그리
고 병정들이 수용소 소장, 관리자들 그리고 소수의 특권자들이라면,
그들은 강제노동을 이행하는 수감자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서열이
높은 개미들을 위해 노동으로 봉사하는 일개미들의 모습에서 아우
베르크는 동질감을 느낀다. 이처럼 수용소라는 공간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열등하기를 강요받는다.
수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을 부여하거나 일상을 규율로서 감
시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노동수용소의 철저한 통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빵을 나눠주는 여인 펜야 Fenja다. 빵은 하루에 한 번 아침
에 지급되는데, 누구에게 600그램, 800그램, 1000그램의 빵을 지급할
것인가를 그녀는 명부라도 손에 든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
람들에게 빵을 배급하기 전에 재차 저울에 점검을 하는 펜야는 한
조각을 더 올리거나 귀퉁이를 잘라내어 균형을 맞출 정도로 철저하
게 그램 수를 맞추는 재능이 있다. 매일 다른 손뜨개 모직 외투를
입고 매일 처음 보는 사람인 것 마냥 수감자들 앞에 등장하는 그녀
97) Ebd., 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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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람들은 아는 바가 없었고 관심도 없지만, 펜야는 곧 빵과
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감자라면 누구나 그녀에게 공손하다. 러
시아의 공산주의답게 펜야는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공손하다. 펜야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하얗게 회칠한 빵 배급창구라는 장소는 그녀
의 "공산주의적인 엄숙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98)
그리고 빵 배급절차의 엄격함과 철저함은 수용소라는 공간에서 수
감자들에게 적용되는 통제를 보여준다. 수용소에서 막중한 노동으로
여위고 영양실조로 죽기까지도 하는 수감자들에게조차 중요한 것은
철저한 규칙과 이에 대한 복종이다.
이처럼 아우베르크의 강제노동수용소는 명령과 복종, 규칙과 준수
라는 억압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나아가 수용소
에서 주인공이 겪는 굴욕과 황폐함, 배고픔과 불신 그리고 향수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주인공의 공간지각과 공간묘사에도 잘 형상
화되어 있다.
우선 수용소 부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인 척박한 땅
으로 묘사되고 있다. 수용소로 쓰이고 있는 코크스 화학공장은 본래
한때는 초현대식이었지만, 수감자들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부패,
녹, 그리고 곰팡이 잔해가 전쟁 때문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
도로 산재해 있고, 독일에서 생산된 최신 설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푀르스터와 마네스만 등의 독일식 이름을 제외하고 공장의 화려함
은 화학성분의 독성으로 황폐화되어 있다. 화학성분의 독성이 신발
이나 옷과 피부를 상하게 하더라도 수감자들은 묵묵히 그 공간에서
노동을 할 뿐이다. 다음은 공장부지 주변의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구
절이다.
그러나 여기는 독으로 창백해진 풀만이 자란다. 정오는 뜨거운 바
람 속에 있고, 조금이나마 자란 풀은 우리처럼 영양실조에 걸려
98) Ebd., S 108. "Fenja hatte etwas kommunistisch Heili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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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무게에 흔들리며 휘어진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
Aber hier wächst nur giftbleiches Gras. Der Mittag liegt im
heißen Wind, das bisschen Gras ist unterernährt wie wir, es
schleppt an seinem eigenen Gewicht und trägt gewellte Halm
e.99)
어떤 식물들은 여기서 자라 백반석만 먹어 굳은 피처럼 보라색 꽃
을 피우고, 나중에는 스텝 들개들의 말라붙은 피처럼 밤색 열매를
맺었다.
Manche Pflanzen wuchsen hier und aßen nur Alaun, blühten lila
wie gestilltes Blut und hatten später braunlackierte Beeren, wie
das getrocknete Blut der Erdhunde im Steppengras.100)

인용된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수용소 공장 부지의 주변은 인적이
드물어서 황폐화 된 것을 넘어 화학 성분의 독성으로 자연 환경도
오염되어 있다. 풀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
습은 굶주림과 막노동의 고통 아래 병들고 약해져 가는 아우베르크
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또한 땅 속에 스며든 백반석으로
굳은 핏빛의 꽃을 피우고 스텝의 들개 시체가 흘리는 갈색혈의 열
매를 맺는 식물에 대한 묘사는 뮐러의 ‘고안된 지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식물에 죽음의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떠올리게 한다.
아우베르크의 막사 문 앞에 이 년째 되던 여름날 출처를 알 수
없이 걸린 뻐꾸기 시계에 대한 묘사도 주목할 만하다. 뻐꾸기 시계
는 실제 시간과 관계없는 시각의 시간에 울고는 했는데, 어느 날 누
군가 시계에서 뻐꾸기를 뜯어내는 바람에 노래를 부르는 뻐꾸기 대
신에 지렁이처럼 생긴 고무 조각 하나가 문을 통해 시간을 알리며
고개를 내민다.
99) Ebd., S. 185.
100) Ebd., S.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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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조각은 애절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는데, 이는 우리가 자면서
내는 기침, 헛기침, 코 고는 소리, 방귀, 한숨 소리와 비슷했다. 이
렇게 고무 지렁이는 우리의 저녁 휴식을 지켜주었다.
Das Gummistück vibrierte, und es war ein klägliches Scheppern
zu hören, das sich dem Husten, Räuspern, Schnarchen, Furzen,
Seufzen im Schlaf anglich. So hat der Gummiwurm unsere
Nachtruhe beschützt.101)

뻐꾸기 시계는 수용소 바깥 다른 세계의 시간을 울리는 존재였고,
수감자들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뻐꾸기 시계의 뻐꾸기
가 떼어내 지면서 뻐꾸기 시계는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동
일한 처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뻐꾸기가 없는 이 뻐꾸기 시계
는 삶을 빼앗긴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해준다. 고무 지렁이만이 남은
뻐꾸기 시계는 자신의 정체성조차 발가벗겨진 수감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여기서 등장하는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와
뻐꾸기 시계와 같은 대상들의 배치는 헤르타 뮐러의 고안된 지각이
반영된 주인공 중심의 공간 지각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의 처지를 부
각시키는 대상들의 이야기의 흐름에 유기적으로 부합되는 요소이다.
다음으로 아우베르크의 수용소 생활을 지배하는 배고픔의 인지적,
공간적 형상화 또한 눈에 띈다. 수감자들의 굶주림은 배고픔 말고는
자신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성이 되어버린다. 즉 배고픔은
항상 있다. 양배추 수프는 이름과 다르게 양배추 건더기가 거의 없
다. 수감자들은 그나마 몇 번 숟가락질 하면 동이 나는 수프의 양을
부풀려서 먹기 위해 수저질을 느리게 한다. 하루 한 번 아침에 지급
되는 빵은 저녁을 위해 아껴두지만, 저녁 시간까지 빵을 아끼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배고픔은 모두가 빵 바꾸기라는 행위를 반복
하게 한다. 빵을 먹기 전에 빵을 서너 번 다른 사람 빵과 바꾸는 과
정을 필수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빵이 더 커보이기 때문이다. 수용
101) Ebd., S.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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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퉁이의 우물 뒤편에서 명아주를 끓여먹을 수 있는 시기가 지
나면 사람들은 공기를 씹는다. 침과 저녁연기를 삼키며 구운 소시지
를 생각하고, 주린 입천장으로 연기를 마시고, 양치질을 하는 척 한
다. 병적인 허기를 만드는 굶주림에 대해 "입천장이 머리보다 높아
지면 둥글고 높은 천장의 돔처럼 소리가 두개골까지 닿는다"고 아우
베르크는 말한다.102) 아우베르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배고픔을 설명
한다.
모든 배고픔의 단어는 먹는 단어다. 눈 앞에 음식의 그림이 있고
입천장에 맛이 있다. 배고픔의 단어들과 먹는 단어들이 환상을 키
운다. […] 만성적으로 허기진 자는 모두 자기만의 기호가 있다.
[…] 각자 다른 단어들이 가장 맛이 있다.
Jedes Hungerwort ist ein Esswort, man hat das Bild des
Essens vor Augen und den Geschmack am Gaumen.
Hungerwörter und Esswörter füttern die Phantasie. [...] Jeder
chronisch Hungrige hat seine eigenen Präferenzen. [...] Jedem
schmeckt ein anderes Wort am besten.103)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배고픔이 있었다. 모든 대상은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색에서 내 배고픔의 외연과 같았다. 위쪽의 하늘이불
과 땅의 먼지 사이의 모든 곳은 다른 음식 냄새를 풍겼다. 수용소
부지는 카라멜 냄새가, 수용소 입구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Alles, was ich tat, hatte Hunger. Jeder Gegenstand glich in
Länge, Breite, Höhe und Farbe dem Ausmaß meines Hungers.
Zwischen der Himmeldecke oben und dem Staub der Erde roch
jeder Ort nach einem anderen Essen. Der Lagerkorso roch nach
Karamell, der Lagereingang nach frischgebakkenem Brot.104)
102) Ebd., S. 25. "Der Gaumen ist größer als der Kopf, eine Kuppel, hoch und
hellhörig bis hinauf in den Schädel."
103) Ebd., S. 157.
104) Ebd., S.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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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인 공기를 씹고, 존재하지 않는 음식인
단어를 곱씹으며 먹는 행위는 배고픔을 주인공의 주관적인 지각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먹을 수 없는 공기와 단어까지 먹는다는 불가
능한 상황설정은 배고픔의 강도를 전달한다. 그리고 배고픔의 외연
을 돔 천장의 높이로까지 확장하고 모든 행동과 장소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식냄새를 맡는 행위는 배고픔의 크기를 실감나게 하는 비유
적인 묘사들이다. 실체가 없는 배고픔을 공간에 비유하고, 존재하지
않는 음식 냄새를 배고픔을 통해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배고픔은 수
감자의 모든 공간을 규정하는 구성 요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편 배고픔은 주인공의 생활 공간에 만연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
니라 배고픈 천사로 의인화되어 아우베르크를 수감 이래 영원히 쫓
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된다. 심장삽은 아우베르크가 일광중독으로 지
하실로 작업장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했던 석탄 하역에서
사용하던 삽이다. 아우베르크에게 있어 심장 모양의 머리가 중심이
기 때문에 심장삽 Herzschaufel이라고 이름지어진 삽은 뮐러의 비유
적인 고안된 지각법을 대표하는 표현들 중 하나다. 고된 석탄 작업
을 이겨내기 위해 삽 전체가 아우베르크의 몸 밖에서 또 하나의 중
심이 될 때까지 길들여지고 함께 호흡한다. 삽의 중심을 잘 잡아야
굶주림에 허덕이는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므로 삽의
중심은 신체의 중심인 심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다. 삽질 1회가
곧 빵 1그램이라는 법칙에 따라 그는 배고픔보다 삽질에 더욱 집중
하지만, 잠깐의 순간이라도 배고픔을 의식할 때 배고픈 천사
Hungerengel가 매달린다. 그리고 배고픈 천사의 저울질로 아우베르
크의 숨결은 그네를 탄다. 배고픈 천사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배고픈 천사는 배고픔에 대한 주인공의 치
열한 싸움을 형상화하는 의인화된 적으로, 심장삽과 함께 고안된 지
각의 중요한 예이다. 누구에게나 배고픈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닌
다. 즉 배고픔은 모두가 대항해서 싸우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형
상화되고 있다. 배고픔과의 처절한 싸움은 심지어 모두가 휴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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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밤 시간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모두가 배고픔에 올라탄다. 배고픈 자가 다른 배고픈 자를
바라보면 그는 침대틀이다. […] 우리는 모두 눈을 감은 채로 먹는
다. […] 나는 선잠을 먹고 잠깐 깼다가 다음 선잠을 먹는다.
Und alle steigen in den Hunger. Er ist ein Bettgestell, wenn
ein Hungriger den anderen Hungrigen zuschaut. [...] Wir alle
essen mit geschlossenen Augen. [...] Ich esse einen kurzen
Schlaf, dann wache ich auf und esse den nächsten kurzen
Schlaf.105)

만성적인 배고픔은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배고픔의 파노라마를 펼친다. 배고픔에 올라타고, 먹으면서 잠을 자
고 다른 사람들조차 침대틀로 보인다. 그러나 배고픔은, 수감 시절
의 마지막 해에 임금이 지급되면서 육체적인 배고픔이 사라진 이후
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름진 음식과 더불어 남녀를 불문하고 유행
하는 화려한 의상 구비는 눈의 허기를 암시한다. 즉 수용소의 배고
픔이란 육체적인 것과 동시에 정신적인 허기를 아우른다.
나아가 이렇게 과도한 노동과 배고픔의 고통은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간에 만연하게 되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불신은 강제노동과
함께 시작된다. 불신의 담을 가장 높이는 것은 시멘트와 빵이다. 석
탄, 슬래그 벽돌과 자갈, 모래는 충분했지만 시멘트는 언제나 부족
하다. 시멘트의 포대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찢어지는 바
람에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기 일쑤일 뿐만이 아니라 아낄수록, 조
심히 나를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 시멘트의 손실을 가져오는 순간 "
반동분자, 파시스트, 태업자, 시멘트 도둑"으로 내몰리고,106) 신체는
더욱 비틀비틀 걷는다. 매일같이 맹목적인 굶주림에 시달려도 시멘
트는 먹을 수 없으며 훔쳐서 쓸모가 없음에도 사라져서 의심을 부
105) Ebd., S. 89.
106) Ebd., S. 37: "Wirtschaftsschädling, Faschist, Saboteur, Zementdi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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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긴다. 시멘트가 키우는 불신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불신이 어느 벽보다 높이 자란다. 이 공사장의 우울함 속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의심한다. 저 사람이 시멘트 포대의 가벼운 부분을
들고 있다고, 저 이가 자기 몸을 사리고 상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모두가 고함아래 윽박질러지고, 시멘트로부터 기만당하고 공사장
으로부터 속는다.
Höher als jede Wand wächst das Misstrauen. In dieser
Baustellenschwermut verdächtigt jeder den anderen, dass er am
Zementsack das leichtere Ende zu tragen hat, dass er einene
ausnützt und sich schont. Jeder wird vom Geschrei erniedrigt,
vom Zement hintergangen, von der Baustelle betrogen.107)
매일 저녁 수용소로 돌아오는 길에 시멘트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
져 공사장에 등을 질 때면 나는 우리가 서로를 기만하는 것이 아
니라 모두가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시멘트로부터 기만당했음을 깨
닫는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다시 나의 앎과 모두에 대해 의심이
찾아왔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 시멘트와 배고픈 천
사는 공범이다.
Jeden Abend auf dem Heimweg, in der nötigen Entfernung vom
Zement, mit dem Rücken zur Baustelle, habe ich gewusst, dass
nicht wir uns gegenseitig betrügen, sondern alle betrogen
werden von den Russen und ihrem Zement. Aber am nächsten
Tag kam wieder der Verdacht, gegen mein Wissen und gegen
alle. Und das haben alle gespürt. [...] Der Zement und der
Hungerengel sind Komplizen.108)

시멘트 운반의 과중한 노동은 이처럼 수감자들의 이성적인 판단
을 흐려놓는 착시를 일으킨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수용소로 돌아
107) Ebd., S. 38.
108) Ebd., 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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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 서로가 서로를 기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만, 다시 일터에 발
을 들여놓는 순간 시멘트는 사람들의 이성을 앗아간다. 시멘트 공사
장에서는 상대의 시멘트 포대가 더 가벼워 보이고, 자신이 들고 있
는 시멘트가 가장 버거워 보인다. 시멘트는 적개심을 키우고 사방으
로 흩어지고 사라짐으로써 불신을 키울 뿐이다. 그러므로 시멘트 공
사장은 불신의 공간이다. 시멘트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존재로 배고
픔이 배고픈 천사로 의인화 된 것처럼 시멘트 또한 러시아인들과
한 패가 되어 사람들의 이성을 도둑질 한다. 그리고 시멘트와 비슷
하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존재가 빵이다. 시멘트가 모두를 기만하듯
이 빵 또한 모두를 기만한다. 아침 식사 시간에 배급되는 빵은 꿋꿋
하게 저녁을 위해 간직되지만, 빵을 베게 밑에 넣어두기 전에 매일
반복적으로 치루는 의식이 빵 바꾸기이다. 만성적인 굶주림에 내 빵
이 다른 사람 빵보다 항상 작아보이기 때문이다. 즉, 버거운 강제노
동과 배고픔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수감자들은 의심의 눈으로 서로
를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높은 의심의 벽은 시멘트와 빵, 그리고
배고픈 천사의 의인화를 통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배고픔을 제외하고 시멘트와 빵의 불신만큼 수용소라
는 공간을 강하게 지배하는 것은 향수이다. 향수는 가죽 트렁크와
함께 아우베르크의 고향에서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따
라서 주인공의 장소의 이동, 삶과 박탈당한 삶 사이의 그네타기와
연결된다. 배고픈 천사와 심장삽처럼 ‘하조베’라는 단어는 수용소라
는, 고향과 단절된 공간에서 느끼는 향수의 고통을 짐작케 한다. 야
마 역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아우베르크에게 작업반장은 가스
용탄을 "하조베 Hasoweh"라고 칭한다. 독일어로 가스 용탄인
"Gaskohle"와 "토끼 Hase"와 "향수 Heimweh"의 합성어 Hasoweh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토끼처럼 들리는 이 단어는
작업장에서의 고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조어다. 수용
소에서의 시간이 늘어질수록 아우베르크는 하조베를 되뇌인다. 그리
고 이 향수는 주인공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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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도 창고가 있다. 야마 위로 여름 공기가 고향에서처럼 살
랑이고, 하늘은 고향처럼 부드럽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모른다.
Auch im Kopf ist ein Depot. Über das Jama zittert die
Sommerluft wie zu Hause, und der Himmel ist seidig wie zu
Hause. Aber zu Hause weiß niemand, dass ich noch lebe.109)

이렇게 아우베르크는 머릿속에 고향에 대한 기억을 담은 저장 창
고를 하나 가지고 있다. 야마 역의 여름 날씨가 고향의 따뜻한 여름
날씨를 창고에서 꺼내보게 하고, 배고픔이 극에 달할 때면 어머니와
가정부 로도와 함께 피서를 갔던 벤히의 여름별장과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카페 마르티니를, 노란 모래 운반 작업에서
는 오리나무 공원의 넵툰 수영장에서의 마지막 랑데부를 떠올린다.
수용소에서는 토요일 밤 자정이 되기 조금 전까지 식당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락된다. 모두가 이가 득실대는 푸포아이카 Pufoaika를
입고 고무덧신 안에 고린내가 나는 발싸개를 감고 춤을 춘다.110) 춤
을 추는 동안만큼은 수용소로 오기 전의 세계를 조금 회상할 수 있
는데, 여가수 로니 미히의 노래 <라 팔로마>에는 수감자들의 애환
이 묻어난다. 가사에 바다에 빨리 가라앉는 배를 보며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라 팔로마>는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귀향하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뜨거나 자신
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는 수감자들의 처지를 배에 비유하고 있다.
노래가 울려퍼지고 나면 모두가 침묵한다.
그러면 모두가 침묵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곳을 생각한
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향수를 무거운 상자처럼 밀어 넣는다.
Da wird mad sprachlos und denkt, woran man muss, wenn
man auch nicht will. Da schiebt jeder sein Heimweh wie eine
109) Ebd., S. 125.
110) 푸포아이카는 수용소에서 지급되는 누비솜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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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re Kiste.111)

여기서도 향수는 트렁크와 같이 하나의 상자다. 평소에 배식이 이
루어지는 식당은 춤을 추는 시간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수용소의 고
통을 슬퍼하고 이를 흥으로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
고 향수는 닿을 수 없는 세계가 담긴 상자인만큼 밀어넣고 싶은 상
자로 표현되고 있다. 아우베르크는 자주 하얀 돼지를 타고 집으로
가는 꿈을 꾼다. 하늘 아래로 내다보이는 고향 땅은 쉽게 분간이 될
정도로 윤곽이 뚜렷하고 울타리도 있다. 그러나 고향을 자세히 들여
다볼수록 고향의 자취는 사라진다.
그러나 고향에는 주인없는 트렁크가 나뒹굴고 그 사이에는 주인
없는 양들이 풀을 뜯는다. […] 이건 트렁크가 있는 큰 양우리이거
나 양들이 있는 큰 기차역이다. 여긴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걸,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배고픈 천사가 하늘에서 나를 내려
다보며 말한다: 돌아와.
Aber im Land stehen herrenlose Koffer herum und dazwischen
grasen herrenlose Schafe. [...] Das ist ein großer Schafstall mit
Koffern oder ein großer Bahnhof mit Schafen. Da wohnt doch
niemand mehr, wo soll ich jetzt hin. Der Hungerengel sieht
mich aus dem Himmel an und sagt: Reis zurück.112)

여기서 주인공의 꿈에서 형상화되는 고향은 더 이상 친숙함이 존
재하지 않는 장소다. 평소에 향수를 느끼며 고향을 떠올릴 때의 대
상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황폐화되고 낯설게 변해버림으
로써 사라진 고향의 모습만이 반복된다. 꿈에서 배고픈 천사의 말대
로 아우베르크는 수용소로 돌아가, 그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처럼 향수를 쫓아 고향을 회상하는 일은 기쁨보다 상실을 부각시키
111) Ebd., S. 147.
112) Ebd., S.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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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면하고 싶은 일이 된다. 고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속에만
허황되게 존재하는 공간에 있는, 현실에서는 잃어버린 장소가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향수는 내용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고향과 상관이
없어진다. 그리고 임금이 지급되면서 신체의 굶주림이 사라지는 대
신에 물질적인 사치가 눈의 허기를 대신했듯이, 고향에서 멀어진 향
수는 내용 없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비대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노동수용소는 폭력과 규제 아래
수감자들이 황폐함, 배고픔, 불신 그리고 향수아래 고통을 겪는 공
간이다. 일시적인 유흥을 통해 고통을 무마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수
용소라는 거대한 상자 안에서 세상과의 단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다. 작품 숨그네는 뮐러 특유의 비유적인 묘사법인 ‘고안된 지각’
을 사용한 표현들이 주인공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수용소의 특성들을 부여하거나 공간화함으로써
작품 구성에서 공간지각과 이를 통한 공간묘사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고향에서 수용소로의 이동이 삶을 박탈하는 과정이라면,
수용소는 삶 아닌 삶이 지배하는 비장소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음으로 이어서 주인공 아우베르크의 수용소가 어떻게 오제의 비장
소 개념과 맞닿아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2.2.

오제의 비장소 개념과 수용소

오제의 공간개념에서 짚어봤듯이 비장소란 전통적인, 인류학적인
장소와 다르게 공항,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과 같이 관계와 역사성,
정체성이 부재하는 공간이다. 비장소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비장소
특유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자유로운 익명성 가운데에 현재성이 지
배하는 공간에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숨그네에서 아우베르크가
수감되는 장소를 관계,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의 부재라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개인의 정체성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노보 고르로프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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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는 비장소에서 각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상실되는 특징과 맞
닿아 있다. 아우베르크가 헤르만슈타트에서 온 것처럼 코리나 마르
쿠 Corina Marcu라는 루마니아 인과 치터 로머 Zither-Lommer라는
유대인을 제외하고 수감자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독일인이었
다. 러시아인들에게 참전 경험이라고는 없는 그들은 히틀러가 저지
른 범죄에 책임이 있는 독일인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대대당
500-800명에 이르는 군중 속에서 아우베르크는 대대번호 1009와 수
감번호 756이라는 숫자로서 수용소의 구성원으로 정의된다. 수용소
지도부원 역할을 하는 수감자 아닌 수감자 투어 프리쿨리치는 각
개인이 속할 노동 대대를 지정해 서류에 기입했는데, 이름 옆에 어
느 노동 대대가 적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서류에 대대 번호 옆에 그는 우리의 이름과 수감번호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다. 모두가 밤낮으로 자신의 수감번호
를 새기며 우리가 개개인이 아닌 숫자가 매겨진 사람임을 숙지해
야 했다.
Auf dem Papier ordnete er zur Bataillonsnummer unsere Namen
und Arbeitsnummern für die Gesamtübersicht. Jeder musste
sich seine Nummern Tag und Nacht merken und wissen, dass
wir Nummierte, keine Privatleute sind.113)

이처럼 투어는 각 이름 옆에 콜호스, 공장, 폐기물실, 모래 운반,
철로, 공사장, 석탄 운반, 자동차 정비소, 코크스 가마, 슬래그, 지하
실이라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마치 공장 기계의 부
속품처럼 노동으로서의 가치에 수감자들의 정체성을 한계짓는다. 수
감번호가 고유한 이름을 대체하고, 이를 강요받음으로써 개인의 정
체성이 박탈되기 시작한다. 늦가을의 추운 날씨에 이르마 파이퍼
Irfma Pfeifer가 시멘트 포대를 안고 가다가 발을 헛디여 회반죽 구
113) Ebd., 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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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에 빠져 죽음을 맞지만, 모두들 현장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수밖
에 없다. 그리고 현장 주임의 유감이라는 말로 그녀의 죽음이 묻히
는 것처럼 개인의 생명은 노동력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고향
에서 수용소로 이동한 가축운반용 열차에서 개인의 물건이 줄고, 개
인으로서보다 여럿 가운데 누구로서의 존재성이 자라났듯이, 수용소
에서는 수감 첫날부터 러시아에서 지급되는 기본생활물품들을 제외
한 모든 물품과 소지품을 빼앗긴다. 개인의 물건들은 사라지고 물물
교환장터에서 구입한 물건들 혹은 수용소의 물건들이 점점 그 자리
를 대신한다. 과중한 노동과 만성적인 배고픔이 지배하는 "뼈와가죽
의시간 Hautundknochenzeit"이 오면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사라
지고 모든 수감자들이 내가 남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지는 것은, 다
수에 의해 공유되는 강제 수용소 일꾼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이다. 수
감번호로 규정되지만 익명성이 모두를 지배하고 개인이 가진 것이
라고는 신체, 온 몸에 득실대는 이, 심장삽, 향수, 나무신, 몇 벌의
옷과 비누만이 공통적으로 남는다. 아우베르크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는 수용
소라는 공간안에서 무효화된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찾아오는 배고
픈 천사는 내 안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아우베르크에게는 레오인
자기 자신조차 들어있지 않다. 10루블 일화는 아우베르크에게 그 사
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된다. 어느 날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베개와 가죽각반만을 들고 물물교환 장터에 나선 아우베르크는 남
자 두 명의 장난으로 가죽각반을 빼앗기는 와중에 길에서 10루블을
줍는다. 오랜만에 손에 쥐게 된 큰 돈을 가지고 아우베르크는 수용
소에 들고 갈 음식과 함께 기름진 음식들을 사지만 수용소에 돌아
가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폭식을 한 탓
에 모든 것을 게워내면서 눈물을 흘린다. 아우베르크는 펜야의 공정
함이 얼마나 옳은 것이며, 펜야의 빵과 함께 침대, 양철그릇이 있는,
자신을 가둬두는 수용소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되새기며 수용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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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사람들은 귀향길이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은 곳을 향한 발
걸음일거라는, 고향 앞에서 막막해질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10루
블 일화처럼 모두가 수용소의 일원으로 남기를 자처하게 되는 것이
다. 수감자들에게 임금이 주어지던 마지막 해에 새 옷을 장만하고
나무트렁크를 새로 만들면서 아우베르크가 고향에서의 삶을 담아온
가죽 트렁크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처럼 수용소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삶의 역사가 박탈되는 공간이다.
다음으로 수용소는 관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오제의 비장소의
특징과 연결된다. 비장소에서 관계의 상실이란, 비장소에서 활동하
는 개개인이 공간과 일시적 계약 관계를 맺고 인간에 의한 직접 경
험 없이 수단적 매개에 의한 의사소통만 하게됨으로써 발생하는 고
독을 의미한다. 주인공이 수감된 강제노동수용소는 인간에 의한 직
접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은 고독하다. 우선 빵과 시멘트
의 기만으로 모두가 모두의 적이 되는 일상이 반복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사 파울 가스트와 아내 하이드
룬 가스트의 일화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인 유대가 어떻게 무
너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이드룬 가스트가 신체의 기력이 다
해가면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남편 파울 가스트는
아내 몰래 아내의 수프를 훔쳐먹는다. 그리고 하이드룬 가스트가 수
프를 방치했을 때 주인공 아우베르크는 오로지 자신 이외 세상 어
떤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수프를 단숨에 들이킨다. 이렇게 굶주림
은 부부를 농락하고, 사람과 사람을 농락한다. 굶주림이 모든 생각
을 지배하는 ‘뼈와가죽의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장 뒤편에 체펠린
이라고 불리는 녹슨 거대한 도관으로 된, 용도가 호텔 유사한 곳이
있었다. 체펠린에서는 수용소 여자들과 독일 전쟁포로의 고양이 결
혼식이 몰래 치러지는 장소였는데, 이 역시 두번째 해 겨울에 배고
픈 천사가 맴돌고 ‘뼈와가죽의시간’이 찾아오면서 막을 내리고 만다.
이성 간의 사랑 또한 성의 퇴화로 무의미해진 것이다. 또한 앞서 개
인의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뼈와가죽의시간이
64

옴으로써 성이 퇴화하고 모두가 동일한 복장과 식사, 생활패턴에 수
용소 노동자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너는 나이고
나는 네가 된다.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죽음은 잠
시 그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할 뿐, 사람들은 어떤 감정도 그들
에 대해 표현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시체로부터 옷가지, 신발 등의 유품과 그 사람이 먹지 못하고
남긴 빵만이 눈에 들어온다. 아우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고픔의 단어들, 그러니까 먹는 단어들은 대화를 지배하지만 그
럼에도 개인은 혼자다. […] 배고픔에서 타인의 자리는 일체 없으
며, 배고픔은 나눌 수 없다.
Hungerwörter, also Esswörter, beherrschen die Gespräche, und
man bleibt doch allein. [...] Die Anteilnahme am Hunger der
anderen ist null, mithungern kann man nicht.114)

이처럼 굶주림이 지배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다. 불신과
무관심, 무덤덤함이 흐르고, 배고픈 천사만이 개인과 함께 한다. 그
리고 배고픔은 각자에게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낯선 권력이 된
다. 한편 주인공 아우베르크에게 있어서 관계의 상실이란 또한 새로
태어난 동생인 대리형제에 의해 대체되어버리고 마는 가족 내에서
아들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다. 아우베르크의 어머니가 보냈던
카드 한 장에는 새로 태어난 동생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만이 적혀있을 뿐이다. ‘출생’이라는 압축된 단어와 아우베르크에 관
한 그 어떤 언급도 없는 그 엽서 한 장에서 아우베르크는 어머니의
실용적 사고방식에 크게 상처를 받는다. 가족들이 자신이 죽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버려지고 다른 아이에 의해 대체되는 자신
의 존재에 대한 슬픔이다. 즉 수용소라는 공간에서 개개인은 수용소
내에서 강제 노동 일꾼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114) Ebd., 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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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직접적인 관계맺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독하다. 수용
소 수감자들 사이의 관계가 상실되고, 나아가 수용소 외부 세계와의
관계 또한 단절된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강제노동 수용소는 역사성이 부재한다는 점에
서 비장소와 현재성이라는 특성을 같이한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시
간의 의미는 우선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박탈됨과 동시에 사라진
다. 지금까지의 삶의 자취가 담긴 개인사는 소멸되었고, 정체성 없
이 반복되는 노동과 굶주림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시간에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용소 지도부의
명령과 시스템 하에 규칙적으로 이행된다. 수용소 시간의 무상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상이 바로 뻐꾸기 시계다. 아우베르크가 머무
는 막사 문 옆의 식수 양동이 바로 위에 걸린 뻐꾸기 시계는 어디
서 어떻게 수용소로 왔는지 알 수 없는 물건이다. 누구의 소유도 아
닌 막사의 일부인 뻐꾸기 시계는 사십오분에 삼십분이라고 울고 십
오분에는 정각을 우는 등 엉뚱한 시각을 알리는, 다른 지역의 시각
을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시계다. 그리고 막사에 있는 사람들은 모
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뻐꾸기 시계의 울림에 괴로워한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무엇하러 뻐꾸기 시계가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시계는 필요 없었다. 우리는 잴 것이 아무것도 없었
다. 아침이면 마당에 있는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국가가 우리를
깨우고, 밤이면 우리를 잠자리로 보냈다. 우리를 필요로 할 때면
우리를 마당, 식당, 잠자리에서 불러냈다. 공장의 사이렌도, 냉각탑
의 하얀 구름도 그리고 코크스 가마의 종소리도 시계였다.
Wozu brauchen wir hier eine Kuckucksuhr. Um die Zeit zu
messen, brauchten wir keine. Wir hatten nichts zu messen, aus
dem Hoflautsprecher weckte uns die Hymne morgens. Und
abends schickte sie uns ins Bett. Wann immer man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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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uchte, holte man uns, aus dem Hof, aus der Kantine, aus
dem Schlaf. Auch die Sirenen der Fabrik waren eine Uhr, auch
die weiße Kühlturmwolke und die Glöckchen der Koksbatterie
n.115)

이처럼 수용소 사람들에게 시계란 불필요한 대상이다. 수용소 생
활의 일상에서 챙겨야 하는 시간은 정해진 노동 할당량에 걸맞는
시각들이다. 오로지 일과를 알리는 매 순간이 중요할 뿐이다. 더불
어 빵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는 빵 도난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
러난다. 누구나 자신의 빵을 저녁 때까지 아껴두고 먹거나, 며칠간
의 인고의 시간동안 모아서 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알베르트 기온
의 닷새 치 빵이 사라져 버린다. 혼자 막사에 남아있었던 카를리 할
멘에게 알베르트 기온은 거두절미 한 채 주먹을 날리고 여기에 아
우베르크를 비롯한 주변 막사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가차없는 폭력
에 가담한다. 그러나 이틀을 보건막사에서 머물고 복귀한 카를리 할
멘은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평소처럼 행동했
다. 이렇게 빵의 법정은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처벌만 내릴 뿐이라
고 아우베르크는 말한다.116) 빵의 정당성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전
후과정이란 없는 것이다. 배고픔의 고통은 항시적인만큼 현재의 빵
과 현재의 굶주림만이 중요하다. 현재성이 지배하는 것은 시체 처리
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점호 및 식사 시간 때만
얼굴을 익히며 지내고, 죽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죽음은 죽음 그 순간 이외에 어떤 여운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죽은 사람보다 오래 남고 챙겨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과 가지고 있던 물품과 음식들이다. 하지만 모두가 시
체 앞에서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시체를 앞둔 이런 식의 무덤덤하
고 비인간적인 처리는 악의적인 아니다. 매 순간의 굶주림과 고통에
115) Ebd., S. 97.
116) Ebd. S. 114: "Die Broterechtigkeit hat kein Vor- und kein Nachspiel, sie ist
nur Gegen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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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용소는 역사성이 부재하고 현재
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레오폴트 아우베르크가 수감되는
노보 고르로브카 강제노동수용소가 정체성, 관계, 그리고 역사의 부
재 상태에 있는 장소라면 이 공간은 비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이 아니라 수감번호로 규정된다는 익명성, 또 한편으로는 수감
자들 모두와 공동으로 공유하는 정체성, 수감 전의 삶이 수용소에서
뿌리 깊이 박혀버린 허기와 노동강박과 불신으로 인해 상실됨으로
써 오로지 숨이 붙어 있는 노동의 시간인 현재만이 존재하는 현재
성의 지배는 오제가 설명하고 있는 초현대에 산재해 있는 비장소의
특징들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실향, 실생(失生)과 실자(失自)를
경험함으로서 마음속 소망까지 박탈당한 채 잃어버린 삶 속에서 삶
이 아닌 삶을 영위하며 무덤덤하게 이어가고, 침묵과 공허함이 내면
을 지배하지만 그 누구도 삶의 문턱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사라질
수도,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작품 숨그네의 수용소를 온전히 오제의 비장소 개념만
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제의 비장소 개념에서 보편적으
로 언급되는 초현대의 공간들에 비해 강제노동수용소라는 공간은
삶에 대한 정치적인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항, 테마 파크, 쇼핑몰, 비행경로, 역, 놀이동산 등의 비장소는 신
분증명을 통해 일시적인 계약관계에 동의함으로써 그 장소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비장소 특유의 이용 규칙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수용소에서 따르게 되는 규칙들은 자발적인
동의로 준수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체성의 부재가 아
닌 개인의 삶의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폭력과 억압성이 장소에 존재
하는 개개인에게 가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율 준수 그 이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발사 오스발트 에니예터가 아우베르크에게 하루
는 수용소를 각지의 사람들이 일정기간 모여사는 다문화 공동체에
비하면서 호텔이라는 장소를 언급하자 아우베르크는 자신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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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호텔이 아니라 시멘트 포대뿐이라며 격분한다. 수감자들이 겪어
야 했던 폭력성과 삶의 규제가 없었더라면 에니예터의 말대로 노보
고르로르카 수용소는 오제의 비장소 개념에 매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소는 비장소의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 강
력한 정치성을 띠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점에서 오제의 비
장소 개념에 완전히 소속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작품 숨그네의 수용소는 오제의 공간 개념으로서의
비장소 개념의 특징과 더불어, 비장소에 등장할 수 있는 정치성을
포함하는 샤르마의 비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샤
르마에 따르면 오늘날 정치가 자본과 맺는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본권력이 생체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과 깊이 결탁하는 비
장소는 정치성이 결여될 수 없는 스펙터클한 장소이며, 또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성과 배제성을 겪게 되는 난민캠프의 논리
가 작동하는 곳이다. 수용소의 노동에 강제 투입되는 수감자들의 희
생은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이 효율적으로 줄여지거
나 균등하게 투자될 수 있는 샤르마적 비장소의 폐해이자, 삶에 대
한 강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난민캠프 논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인공 아우베르크의 고향을 삶
이 이루어진 오제적인 공간 개념인 장소로 보고, 그가 5년 간 수감
되었던 수용소를 삶 아닌 삶이 이루어진, 오제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른 비장소로 이해하고자 한다. 오제의 비장소가 온전히 숨그네
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장소와 유사하게 예외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적
인 공간이 고찰될 수 있다.
2.3.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과 수용소

푸코가 정의하고 있는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문명에 현실적인 장
69

소이면서 일종의 반배치이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 같은 장소
로, 이 장소를 통해 문화의 내부 요소가 재현되고 이의제기당하고
전도된다.117) 그리고 작품 숨그네의 수용소는 주류 공간이자 인류
학적인 공간인 장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비장소로서, 전자가 이
소토피아라면 후자를 헤테로토피아에 견줄 수 있다. 여기서 작품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바로 과거의 금기시 되던 행위를 행하던 위
기의 헤테로토피아가 사라지면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일탈의 헤테
로토피아이다.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는 요양소, 정신병원, 감옥 등 사
회 가장자리에서 규범의 요구로부터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
게 배당되는 장소로, 아우베르크가 수감되는 노보 고르로르카 수용
소는 2차 세계 대전의 전범민족인 독일민족을 가두는 러시아의 장
소다. 이 수용소에 관하여 헤테로토피아의 마지막 두 개의 원리가
중요한데, 우선 헤테로토피아가 시간의 독특한 분할과 연관된다는
네 번째 원리와 관련하여 수용소에는 통과, 변형, 갱생의 목적을 가
진 헤테로토피아들처럼 시간의 축적도, 축제도, 영원성도, 한시성도
아닌 정지된 시간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과 응징이라는 단순한 목적
을 위한 헤테로토피아와 가깝다. 수용소 내에서의 시간은 오직 현재
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다섯번째, 헤테
로토피아는 그것을 주변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는 원리와 관련하여 작품의 수용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
립되어 있으며 강제로 가게 되는 헤테로토피아에 해당된다.
한편, 아우베르크가 수감되는 수용소를 이해함에 있어 아감벤의
수용소 개념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감벤은 수용소를 예외상태의
공간이자, 현대성의 생명정치적 시스템 그 자체를 결정적으로 드러
내는 결정체로서의 공간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본래 국가의 안보
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예비 검속, 즉 예외적 상태를 발
동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헌법 조항들의 효력을 유보하고 국가를
긴급사태의 법의 유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부터 수용소가
117) Ebd.,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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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다.118) 수용소의 본성이란 이러한 예비 검속이 자신이 기반하
고 있는 예외 상태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정상 상태에서도 유효한 것
으로 남는 것, 즉 예외 상태가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버림으로써 공
간 배치를 획득하는 것이다.119) 여기서 예외 상태가 규칙이 된다는
말은, 정상 상태에서의 법이 완전히 유보되는 것과 더불어 수용소
내부가 사실과 법이 뒤섞임으로써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 경
계적인 구역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이 무효화되는 것은 곧 개
인의 인권과 법적 보호 개념들의 의미 상실이며, 이로써 수용소는
권력이 어떤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생명을 지배하는 가장 절대적인
생명정치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120) 주인공을 포함한 소설 속 수감
자들이 삶과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인권 유린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
는 것은 분명 아감벤이 포착하고 있는 영구적 예외 공간으로서의
수용소와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작품의 수용
소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피지 않은 것은 수용소라는 구체
적인 공간의 특성을 규정짓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
문이다. 본 논문의 중점은 텍스트 자체가 함의하는 공간적 구성성과
함께, 주인공의 고향과 수용소 그리고 다시 고향이라는 장소의 이동
과, 이에 따른 각 장소의 특징을 작품의 주제적 흐름과 연결지어 생
각해 보고, 이러한 공간들에 현대적인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수용소가 어떻게 주류 공간에 반하는 반
장소로서 기능하는가라는 사실이, 수용소라고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공간 자체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보다 주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레오폴트 아우베르크가 수감된 수용
소는 삶 아닌 삶, 즉 죽음이 지배하는 비장소이지만, 오제의 비장소
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비장소다. 주인공이 체험하는 공간은 일상의
118) 조르조 아감벤: a.a.O., S. 317- 318.
119) Ebd., S. 319.
120) Ebd., 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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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영위되는 공간과는 이질적인, 전범국의 국민들을 응징한다는
특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다. 이것은 또한
특수한 현실 때문에 수감자들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 없이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막중한 노동과 격렬한 굶주림으로 인한 고독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비장소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
서 수용소는 고향에서의 삶이 이질적인 헤테로토피아에서 파괴되는
비장소, 즉 죽음의 헤테로토피아적 비장소이다.
3.

귀향과 방랑: 정주의 어려움

수용소 시절 아우베르크는 배고픈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
럼 보였다. 암울하고 고된 수용소 시절에도 아우베르크는 귀향에 대
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수용소로 끌려가던 날 너는 돌아올
거라는 할머니의 말씀으로 그가 트렁크에 지고 갔던 희망은 수감
생활동안에 다른 대상들과 만나고 새롭게 형상화 된다. 향수의 묵직
함과는 달리 귀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대상들은 하얀색
으로 묘사되고 있다. 추운 겨울 러시아 마을에 방문판매를 나선 아
우베르크는 늙은 러시아 여인의 집에 석탄을 들고 찾아간다. 이웃들
이 무섭다며 한동안 얘기를 털어놓은 여인은 아들 보리스가 이웃의
밀고로 시베리아 수용소로 징집된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아들을 떠
올리며 감사수프를 넉넉히 대접한 여인은 굶주린 나머지 수프를 먹
으며 콧물을 흘리는 주인공에게 눈처럼 흰 아마포 손수건을 선물한
다. 수용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떠올리는 아우베르크는 운명
은 포기하면 지는 것임을 다짐하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가 손수
건으로 바뀌었다는 확신을 가진다. 또 작업실이 지하실로 옮겨진 시
절, 한달에 한 번 지급되는 우유 반 리터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폐
를 보호하고 독을 씻어낼 것이라 믿으며, 이 우유가 하얀 손수건과
같이 또 다른 귀향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달은 고향에도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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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기도 한다.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담
긴 소소한 대상들은 주인공의 수감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요소들이
다.
그러나 1950년 1월 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아우베르크는 고
향에서 더 이상 고향을 찾지 못한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
망과 박탈당한 삶으로 인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삶의 회복은
수감 시절에 꾸던 하얀 돼지의 꿈으로 이미 여러 번 암시된 바 있
다. 그리고 그 꿈은 언제나 같다. 하얀 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고자 하는 아우베르크는 고향 땅이 분간이 될 때까지 가까이 다가
가지만, 정작 자세히 들여다본 고향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다. 또는 땅모양과 산맥 등의 도시마을이 통째로 바뀌어 있다. 그리
고 마지막에 배고픈 천사가 등장하고 주인공의 희망을 꺾는 말을
하고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로 고향에서 아우베르크를 기다린 것은 정말로 낯섦,
소외와 박탈이었다. 먼저, 억압성과 폭력성, 그리고 굶주림이 지배하
는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벗어나 자유의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공포에
그는 귀향 승차권을 들고 흐느낀다.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우베르크는 자기 자신이라는 상자, 수용소에서 너무나 익숙해
진 강압과 굴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유 앞에서 당황한다.
고향에 안착한 사람들 틈새에서 나는 자유에 현기증이 났다. 나의
감정은 날뛰었고 추락과 굴욕적인 두려움에 길들여져 있었으며,
나의 뇌는 복종에 의존했다.
Zwischen den heimatsatten Leuten war ich vor Freiheit
schwindlig. Mein Gemüt war sprunghaft, auf Absturz und
hündische Angst dressiert, mein Hirn auf Unterwerfung
angewiesen.121)
121) Herta Müller: Atemschaukel, S.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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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명령을 내리거나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수용소의 굴
욕에 길들여진 강박은 자유 앞에서도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억압의 굴레로 작용한다. 굴종에 익숙해진 아우베르크는 자유와 안
락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낯설 뿐이다. 또한 2년째 겨울에 고향마을
에 눈이 쌓이고 연인들은 연인들끼리, 부모는 아이들과, 남편들이
아내들과 함께하고 모두가 따뜻한 짙은 색 외투를 입고 있을 때 아
우베르크는 모두한테서 달아난다. 그의 외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
게 밝은 색에 더럽고 컸으며, 아우베르크는 궁핍했던 수용소의 겨울
을 그리워한다. 배고픈 천사는 여전히 그와 함께 했으며, 그는 자유
에 적응하지 못한다.
자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삶은 더욱 낯설다. 아우베르크는 집
으로 돌아가지만, 가족들은 그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 이후로 아무도
그와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가움보다 살아돌아
왔다는 놀라움, 그리고 살아있음으로 가족들의 추모 기간을 기만한
달갑지 않는 안도감과 무덤덤함이 가족들을 지배할 뿐이다. 할머니
는 유일하게 아우베르크를 스스럼없이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며, 나이
프와 포크로 먹는 법을 잊은 그 앞에서 식사 시간의 아버지는 애써
연민을 감추고 어머니는 로베르트를 챙기느라 바쁘다. 로베르트는
마치 아우베르크가 가구인 양 그를 만진다. 에드빈 삼촌의 소개로
상자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아우베르크는 매일 무덤덤함을 피해
집을 나와 일과를 마치면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말
은 “왔니?”, “가니?” 라는 할머니의 인사말이 전부다. 이처럼 아우베
르크는 동일한 공간으로 돌아가지만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고
향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는다. 가죽 트렁크로 쓰이던 축음기
상자를 재조립하고 커튼, 양탄자, 재봉틀, 계단 등 모든 것은 수용소
로 떠나기 5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엇도 그와는 상
관이 없었다. 고향에서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우베르크의 모습은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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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도 나와 상관이 없었다. 나는 내 안에 갇혀 있었고 나 자신으
로부터 내버려졌다. 나는 그것들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도 없었
다. 내가 수용소로 가기 전에 우리는 17년을 함께 했었다. 우리는
문, 장롱, 식탁, 양탄자 등과 같은 큰 물건들을 공유했다. […] 이
제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아님을 알았다. 낯선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짐이지만, 믿을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낯선 것은 과한 짐이었다. 내 머리는 트
렁크 속에 있었고, 나는 러시아식으로 호흡했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고 낯선 냄새를 풍겼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가 없었
다. 나는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이 필요했다. 나는 이제 22살
이었지만 배운게 없었다. 상자에 못을 박는 일이 직업인가. 나는
다시 막노동꾼이었다.
Nichts ging mich an. Ich war einesperrt in mich und aus mir
herausgeworfen, ich gehörte nicht ihnen und fehlte mir. Bevor
ich ins Lager kam, waren wir siebzehn Jahre zusammen, teilten
uns die großen Gegenstände wie Türen, Schränke, Tische,
Teppiche. [...] Jetzt war ich ein Ausgewechselter. Wir wussten
voneinander, wie wir nicht mehr sind und nie mehr werden.
Fremdsein ist bestimmt eine Last, aber Fremdeln in
unmöglicher Nähe eine Überlast. Ich hatte den Kopf im Koffer,
ich atmete russisch. Ich wollte nicht weg und roch nach
Entfernung. Ich konnte nicht den ganzen Tag im Haus
zubringen. Ich brauchte eine Arbeit, um das Schweigen zu
verlassen. Ich war jetzt 22 Jahre alt, hatte aber nichts gelernt.
Ist Kistennagler ein Beruf, ich war wieder Handlanger.122)

이 부분에 잘 나타나 있듯이 가족과 다시는 합일될 수 없음을 아
우베르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낯설음을 통해 서술한다. 17
년을 함께했던 가족이지만, 그의 삶은 집을 떠날 때 들고 간 트렁크
와 수용소라는 트렁크라는 공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가족과 더 이
122) Ebd., S.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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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가 트렁크 속에 있으며, 러시아식으
로 호흡한다는 말은 수용소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과 그 빈
자리를 차지해버린 메꿀 수 없는 삶의 허기를 보여준다. 5년의 생활
은 그에게 직업도, 배움도 가져다주지 않았지만, 아우베르크는 다시
배고픈 천사의 노동 강박을 이겨내지 못한 채 막노동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지만 자기 자신을 수용소에서 잃어버린 아우베
르크는 고향에서 고향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마을로 돌아와서 아우베르크가 느끼는 낯섦과 방황은 그
의 주변의 사물들과 공간들에도 잘 형상화되고 있다. 예전의 집에
돌아간 아우베르크는 끊임없이 눈앞에 밀려드는 수용소의 사물을
마주한다. 옷장 옆의 시계소리가 그의 숨그네와 심장삽이 내는 똑딱
소리로 들릴 때 그는 심장삽을 그리워한다. 한 겨울에 손수레를 양
철통을 담아 끄는 길가의 남자는 손수레에 검은 개 한마리를 이고
가는 사람이었고, 깨진 고드름은 수용소의 굵은 소금이었다. 오랜만
에 들른 넵툰 수영장의 벽타일과 장식은 기억력이 있었고 문양은
아우베르크를 잊지 않고 있었다. 꽃양배추를 먹거나 생크림을 먹는
것은 추운 겨울 동틀 무렵 하얀 거품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이를
먹는 것이었다. 소금통 뚜껑에는 투어의 놋쇠 눈이 반짝이고, 빵칼
위를 맴도는 파리는 수용소의 이슬과 타르였다. 귀향 2년째에 콘크
리트 양성과정에 다니려고 등록한 야간 대학에서 그는 둥근 집을
위한 첫 설계도를 그린다. 창문마저 둥글었으며, 각진 것은 모두 가
축운반용 열차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 표현들은 아우베르크가 집
이라는 공간에 돌아왔음에도 하조베라는 향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 안에 있는 같은 사물들은 더 이상 예전
과 같은 형태로 묘사되지 않으며, 수용소에서의 트라우마적인 형상
으로 인지될 뿐이다.
이렇게 귀향을 통해 가족과 재회하지만, 주인공에 의해 형상화되
는 공간은 수용소로 수감되기 전의 공간과 달랐으며, 자신이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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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을 기억하는, 혹은 이를 상기시킴으로써 과거의 압박감을 다시
느끼게 하는 수영장의 공간들 사이에서 아우베르크는 고향을 벗어
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콘크리트 기사 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 만난
회계사 과정을 듣는 여인 에마와 넉 달 후에 결혼하고 부쿠레슈티
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이 때에도 아우베르크는 수용소를 향해 고
향을 떠날 때처럼 트렁크에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넣어 가지고 간
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향에서의 삶이 담긴 가죽 트렁크가 아닌, 수
용소 수감 마지막 해에 새로 장만했던 나무 트렁크이다. 즉, 아우베
르크는 고향에 정주하거나 온전히 회귀하지 못하고 삶을 트렁크에
싸짊어지고 이동한다. 그러므로 부쿠레슈티에서의 삶 또한 박탈된
삶의 연장선상에 있게 된다. 이사한 집의 번지수는 수용소의 막사
침대수처럼 68이었으며, 그가 헤르칸슈타트의 오리나무 공원에서 쓰
던 랑데부의 가명인 "피아노"는 아내 에마와의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에서 그를 위협한다. 그리고 오리나무 공원의 뻐꾸기와 침대테이블
이 체포되면서 아우베르크는 에마와의 11년 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
한 채 그녀를 떠난다. 재혼한 에마와 달리 아우베르크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고 누구에게도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이어나간다.
그러므로 주인공 아우베르크는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다시는 살아있는 삶을 되찾지 못한다. 고향 마을로 돌아간 뒤 공책
세 권에 담기게 되는 수용소의 이야기는 철저한 자기기만으로 기록
된다. 그의 일기에는 가죽 축음기 트렁크의 이야기 대신에 ‘나무트
렁크’와 ‘새 옷’이 적히고, ‘너는 돌아올거라는 할머니의 인사말’과
‘흰색 아마포 손수건’과 ‘우유’라는 희망의 상징들 대신에 ‘빵 바꾸기’
가 적히고, ‘배고픈 천사’에 대해 열광하는 글이 기입된다. 그는 수용
소 공간에서의 고독처럼, 자유의 공간에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해
받지 못하는 외톨이이다. 수용소에서 인생의 소망을 박탈당한 아우
베르크는 끊임없이 방랑하는 불행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주인공은
수용소에서 해방된 지 육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걸어야 했으
며, 걷고 있는 정주할 수 없음이라는 불행의 굴레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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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귀향한 후 육십년 동안 나는 배고픔에 대항해 먹는다.
Ich esse seit meiner Heimkehr aus dem Lager, seit sechzig
Jahren, gegen das Verhungern.123)
육십년 동안 나는 밤에 수용소의 사물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
물건들은 나의 밤 트렁크다. 수용소에서 귀향한 후 나의 잠 못드
는 밤은 검은 가죽으로 된 트렁크다. 그리고 이 트렁크는 내 이마
에 있다. 나는 단지 육십년 동안 내가 이 사물들을 기억하기 위해
잠을 못자는 건지,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어차피 잠을 자지 못해서
그것들과 씨름하는건지 알지 못한다. 이렇든 저렇든 밤은 내 의지
와 상관없이 트렁크를 꾸린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내 의지와 상
관없이 기억해야 한다. […] 나와 상관이 없는 사물들이 나를 찾는
다. 그것들은 나를 추방시키려고 하고, 나를 수용소로 되돌려보내
려고 한다. […] 숨그네가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나는 헐떡거린다.
[…] 배고픔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물들이 나를
찾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Seit sechzig Jahren will ich mich in der Nacht an die
Gegenstände aus dem Lager erinnern. Sie sind meine
Nachtkoffersachen. Seit der Heimkehr aus dem Lager ist die
schlaflose Nacht ein Koffer aus schwarzer Haut. Und dieser
Koffer ist in meiner Stirn. Ich weiß nur seit sechzig Jahren
nicht, ob ich nicht schlafen kann, weil ich mich an die
Gegenstände erinnern will, oder ob es umgekehrt ist. Ob ich
mich mit ihnen herumgschlage, weil ich sowieso nicht schlafen
kann. So oder so, die Nacht packt ihren schwarzen Koffer
gegen meinen Willen, das muss ich betonen. Ich muss mich
erinnern gegen meinen Willen. [...] Gegenstände, die nichts mit
mir zu tun hatten, suchen mich. Sie wollen mich nachts
123) Ebd.,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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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rtieren, ins Lager heimholen, wollen sie mich. [...] Die
Atemschaukel überschlägt sich, ich muss hecheln. [...] Und es
gäbe die Heimsuchung der Gegenstände nicht, wenn es den
Hunger als Gegenstand nicht gegeben hätte.124)
나는 왜 밤에 처참해질 권리는 가지려는 것일까. 왜 나는 자유로
울 수 없을까. 왜 나는 수용소가 내 것이기를 강요할까. 향수. 마
치 그것이 필요하다는 듯이.
Warum will ich nachts[*] das Recht auf mein Elend haben.
Warum kann ich nicht frei sein. Wieso zwinge ich das Lager,
mir zu gehören. Heimweh. Als ob ich es bräuchte.125)

귀향 육십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수용소 생활에서 현시점
까지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들은, 고향에 머무르는 시절은 물론이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시절을 다루는 부분에도 간헐적으로 등장
하고 있다. 반복되는 "육십년 동안"이라는 표현은 주인공이 헤어나
올 수 없는 방랑의 행로를 강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회상
구절들이 군데군데 삽입됨으로써 소설 전반에 주인공이 느끼는 삶
의 고통이 지배적인 정서로 드러난다. 육십년이 지나도 음식 앞에서
흥분되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육십년이 지나도 저
녁마다 수용소의 기억들이 그를 추방하고, 수용소의 공간에 있는 사
물들이 그를 수용소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육십년이 지나도 주인공
은 향수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의 굴레 앞에서 막막해진다. 아우베르크
는 여전히 도처에서 남성들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느끼지만, 수용
소 이후 지속된 삶과 삶 아닌 삶 사이의 방랑의 세월에 젊음을 약
탈당한 그의 모습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자신이 스스로를 고통의 굴레로 회귀
124) Ebd., S. 33-34.
125) Ebd., S.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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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반복적으로 사람을 떠난다. 배고픈 천사는 아무도 그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시멘트 포대는 그를 끊임없는 노동강박에 몰
아넣는다. 귀향을 해도 고향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정주할 곳
없이 방황하며 수용소의 트라우마로 회귀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의
삶은, 온전한 삶도 죽음도 아닌, 어디에도 정주할 수 없는 영원한
방랑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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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주인공 레오폴트 아우베르크는 삶이 있는 장소에서 수용소라는
비장소로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삶이 있던 장소로 돌아오지만, 개인
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 있던 공간으로 귀환했음에
도, 그의 고향은 더 이상 삶이 있는 ‘장소’가 아닌 ‘비장소’로 자리매
김 된다. 하지만 죽음에 닿지는 못한다.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의 한
계에 닿을 듯 말 듯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맨 아우베르크는, 귀향 후
여전히 삶의 박탈과 강제 노동 그리고 핍박이라는 고통스러운 트라
우마의 트렁크 속에 갇혀 있어 삶에 정착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수
용소로 회귀하고자 한다. 삶이 있던 장소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아우베르크는 삶이 있어야 할 공간에서 비장소의 연장선 속에서 살
며 또다시 작품의 제목 숨그네처럼 삶 과 죽음 사이의 그네를 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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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Schaukel zwischen Leben und Tod:

Raumwahrnehmung und Raumbeschreibungen
in Herta Müllers Atemschaukel
Oh, EunKyeong
Herta Müller ist eine in den Westen ausgewanderte Autorin,
die in der Ära geboren wurde, als es in Europa nach dem II.
Weltkrieg noch die Macht der Diktatur und Willkür fortlebte. Sie
ist im südwestlichen Teil Rumäniens in einer Familie der
deutschen Minderheit in einer verschlossenen, suppressiven Kultur
aufgewachsen. Wegen der Teilnahme mit ihrem Mann Richard
Wagner an der Kulturwebegung gegen Nikolae Ceausescus
Autokratie wurde sie von der rumänischen Geheimpolizei
Securitate unter steter Überwachung gehalten. Die alltäglichen
Dienstentlassungs- und Todesdrohungen der Securitate brachte
sie am Ende der 80er dazu nach Deutschland ins Exil zu gehen.
Seit ihrem anerkannten Frühwerk Niederungen, das schon vor
ihrem Exodus nach Berlin in einem guten Ruf stand, ist sie eine
aktive Autorin und gilt auch als eine wohlbekannte
Emigrantenautorin in Deutschland.
Die suppressive Systemstruktur der rumänischen Diktatur und
die autoritäre, verschlossene Stimmung der deutschen Kultur und
das vergebliche Bemühen, sich in Deutschland als Einwand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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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tig einzuleben und die Verzweiflungen darüber spiegeln sich
in Müllers Werken wider. Ihrem Verständnis der Sprache und des
Umstandes, dass die Wörter selbst nicht vollkommen sind um
den Schmerz des Lebens und die Phämomene der Umgebung zur
Darstellung zu bringen, entspringt der symbolische, metaphorische
Stil der ‘erfundene Wahrnehmung’, wodurch Müller die Distanz
zwischen Sprache und Gegenstand zu überwinden versucht.
Nach dem Zusammenbruch des Dritten Reichs richtete die
Sovietunion unter Stalins Regierung Arbeitslager ein, und viele
unschuldige Mitglieder der deutschen Minderheiten, die ausserhalb
des deutschen Staatsgebiets wohnten, mussten aus dem Grunde,
dem selben Volk angehörig zu sein, die Sünde des
Nationalsozialismus, einen Massenmord von mehr als 600
Millionen Juden begehen zu haben, mitzahlen. Atemschaukel ist
ein Roman, der die Erfahrungsgeschichte des Dichter Oskar
Pastiors, der tatsächlich in einem Arbeitslager einsaß, widergibt
und tief mit der Lagerliteratur im Zusammenhang steht. Müllers
eigentümliche, sinnbildlich-symbolische Sprache verleiht dem
Werk dessen ästhetischen Wert und auch einen politischen Sinn,
der durch einen Realität trennenden, zerstörenden Blick ermöglicht
wird, um dem Lagersystem einen indirekten Vorwurf zu machen.
Der für die zwei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kennzeichnende
Spatial Turn entwickelte sich aus dem Wachstum der
Technologien und der sozialen, kulturellen Revolutionen der
Globalisierung, förderte Raum und Orte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als Gegenstand der Wissenschaft zu erforschen.
Diese Tendenz, Räume nicht nur im statistischen, euklidischen
Kontext, sondern im praktischen, dynamischen Kontext zu
verstehen, beeinflusste in den 80er Jahren auch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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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wissenschaften. Bei der literaturwissenschaftlichen Analyse
wird es akzentuiert, dass der Raum ästhetisch konstruiert wird
und als episches Aufbauelement gilt. Wegen dieser
konstruktivistische Eigenschaft kann ein literarischer Text selbst
als ein Raum verstanden werden. Raum und Gegenstände werden
von dem Erzähler oder der Figur flexibel gebildet. Die Bedeutung
der literaturwissenschaftliche Raumkonstitution liegt darin, dass
die Raumkonstruktion und die Raumwahrnehmung in einer
bedeutenden Korrelation stehen.
In diesem Zusammenhang der modernen Raumtheorie und der
Literaturwissenschaft erwägt Anja K. Johannsen die Korrelation
zwischen dem literarisch konstruierten Raum und den
Textaufbauelementen. In Müllers Texten beziehen sich laut
Johannsen die Wahrnehmungsthemen auf konkrete
Raumwahrnehmungen und die Raumschilderungen auf ästhetische
Fragen. Der Raum ist abhängig von der Wahrnehmung, die
Raumgrenzen verschmelzen und die Psyche der Protagonisten
wird in der Umgebung projiziert.
Müller selbst hält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Menschen und
dder Welt der Umgebung und Gegenstände für untrennbar und
wechselwirkend. Ihre Weltanschauung, dass der Mensch sich über
Gegenstände definiert und dass Orte und Gegenstände bei allem
mitspielen was Menschen tun, fügt sich beim literarischen Texten
mit Ort und Gegenstände als textkontrutivistischen Komponente
zusammen, das heißt mit der Räumlichkeit des Textes. Raum und
Gegenstände werden nicht bloß dargestellt, sondern als Teil der
Handlung aktive Komponenten die den textkontruierenden Raum
unmittelbar bilden. So kann Müllers Dichtung in Verbindung mit
modernen Raumkonzepten gestellt werden. Mit den 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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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struierenden Gegenständen und denen beeinflussenden Räume
wird bei Müller ein besonderer Akzent auf den Menschen gelegt,
was besonders wichtig ist um Atemschaukel zu verstehen. Aus
diesen Gründen wird in dieser Arbeit ein Schritt von der
Geschichtlichkeit der Lagerliteratur vorwärts gegangen, um den
Roman mit den modernen Raumkonzepten zu analysieren. Das
bedeutet, dass veranschaulicht wird, wie das Leben des
Protagonist Auberg in seiner Heimat, im vernichtenden Lager und
nach der Heimkehr in der Heimat sich verändert, wie sich die
Lebensphasen mit den Räumen im Text beziehen.
Diesbezüglich ist es auf die Raumbegriffe Ort und Nicht-Ort zu
verweisen, die der französische Anthropologe Marc Augé bei der
Forschung der Einsamkeit des Mensches in Betrachtung der
modernen Raumveränderungen herstellt. Der moderne Ort, der die
Spuren der Tradition im Laufe der Zeitfolge mit integriert, ist ein
Ort, der durch Identität, Geschichte und Relation gekennzeichnet
ist, wobei der Nicht-Ort in der Übermoderne wie Supermärkte,
Flughäfen, Raststätten usw. ein Raum zu vorläufigen
Transitzwecken ist. Die in der Übermoderne mit den industriellen
Fortschritten und dem Wachstum des Kapitalismus sich
bestürmenden Nicht-Orten schließen keine Identität, Geschichte
oder Relation ein.
Der Protagonist Leopold Auberg in der Atemschaukel wächst in
seiner Heimat in einer deutschen Minderheit auf, wo die strikte
Disziplin und die unterdrückende Stimmung der Gemeinschaft die
Atmosphre des Dorfes beherrscht. Auch seine Homosexualität
belastet das Leben. Die Angst und der Druck des Protagonists
wird durch die subjektive Wahrnehmung des Raumes gestaltet.
So ist die Heimat ein Ort, wo die Freiheit durch Kontroll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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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ng unterdrückt wird. Doch ist die Heimat ein Ort, wo die
Relation mit der Familie und der Gemeinschaft existiert und der
Protagonist seine eigene Identität besitzt, laut Augés
Raumkonzept ein Ort. Und gleichzeitig wird dem Protagonist mit
der Einziehung ins Arbeitslager das Leben geraubt. Der von der
Gesellschaft weit entfernte Lagerplatz entspricht dem
unterbrochenden Leben und die Verheerung der umgebende Natur
dem absterbenden Leib des Insassen. Die Demütigung und
Verödung, die der Protagonist erlebt, wird durch Müllers
charakteristischen, erfundenen Wahrnehmungsstil in der
Raumwahrnehmung und Raumbeschreibungen des Protagonisten
geformt. Das Misstrauen, Heimweh und der Hunger werden als
ein Hungerengel personifiziert und gelten als den Raum des
Lagers definierende Komponente. Allen Insassen werden die
Besitztümer fortgenommen, durch die Inhaftierungsnummer auch
die eigenen Identitäten. Die täglich selbe Lebensart und die
überlastende Arbeit verkümmert das Geschlecht, so dass nur
noch die identische, vereinfachtliche Identität als Insasse übrig
bleibt. Die Relation zwischen dem Menschen geht von Hunger
und Misstraun verloren, es zählt nur noch den augenblicklichen
Moment überleben. Das Arbeitslager ist darum ein Nicht-Ort, wo
keine Identität, Relation und Geschichte zu finden ist.
Jedoch ist das Arbeitlager nicht mit Augés Raumkonzept
vollkommen auffassbar, da der Nicht-Ort die politischen Züge
nicht berücksichtigt, obwohl in dem Zweck und den Regeln des
Lagers politische Mechanismen eine Rolle spielen. So könnte hier
ein anderes Raumkonzept ähnlich dem Nicht-Ort, und zwar
Michel Foucaoults Hétérotopie, als Begriff eines ungleichartigen
Raums erwähnt werden. Anders als die üblichen, alltäg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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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äume in der Menschengesellschaft weist der Begriff Hétérotopie
auf heterogene Räume allgemein hin, unabhängig von den
Zeiträumen. Das Arbeitslager, wo der Protagonist inhaftiert wird,
kann als ein vom alltäglichen Raum unterschiedlicher Ort
betrachtet werden, als eine Hétérotopie die den politischen Zweck
erfüllt, das Volk der Kriegsverbrecher zu bestrafen. Folglich ist
der Lager ein Nicht-Ort, an dem das Leben in einer heterogenen
Hétérotopie zerstört wird.
Als Auberg nach seiner 5-jährigen Inhaftierung in die Heimat
zurückkehrt, findet er nirgendswo sein eigenes Leben wieder.
Trotz der Heimkehr scheitert er daran, sich irgendwo
niederzulassen und treibt herum, wiederholt die Wiederkehr zum
Trauma des Lagers. Für alle Zeiten nicht zum Ort des Lebens
zurückgehen zu können, schaukelt Auberg zwischen Leben und
Tod in einer verlängerte Linie des Nicht-Ortes.
Schlüsselwörter: Herta Müller, Atemschaukel , Raum,
Räumlichkeit des Textes, Raumkonstruktion, Ort, Nicht-Ort,
L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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