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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니엘 켈만은 1975년 생으로 젊은 나이에도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작

가이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굴절된 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현대에 당면한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켈만의 2009년 작

명성.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편의 소설에 나타난 현대인의 정체성 문
제를 정체성과 관련한 현대의 담론들과 매체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정체성 담론은 개인의 정체성을 그가 맺고 있는 각각의 관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조지 허버트 미드는 개인적 자아와 사

회적 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의 완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때 사회적

자아는 그가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명성은 타인

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명

성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서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 이론

과 관련된다. 인정은 한 개인을 완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지만, 명성은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했을 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제 자신과

유리된 상을 만들 수 있다. 정체성과 명성에 대한 켈만의 시각은 작품의 주된 문

제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때 켈만은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사

회적 관계와 현대 매체를 지목한다. 이러한 켈만의 숙고는 우선 작품의 구조를 통

해 드러난다.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이라는 형식은 현대인의

복잡한 삶과 현대의 매체 환경을 모사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는 작품의 인물들이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장면들을 통해서 제시된다. 이러한 상

황은 거울, 여행, 두 자아 간의 진자운동과 같이 작품에 반복되는 모티브를 통해

암시되고, 유명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명성에 의해 만들어진 상에 갇혀있거나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한 결과로 스스로 소외된다. 또한 인물들의 죽음은 실제적

죽음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를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모두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작

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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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작품에 나타난 현대매체 역시 인물들의 정체성 변화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이는 매체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와 실제로 매체를 사용하는 장

면들에서 잘 나타난다. 작중 인물들은 매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타인과 소통

하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오늘날의 주된 매체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현대인은

그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개인을 세계와 관계하게 한다. 그러나 장 보드리야르의 이론에 따르면 매체를 통

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시뮬라크르’로서 실재와의 연관을 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

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현대인이 수용하는 이미지는 실재와 괴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체의 양가적 측면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이라는 현대의 대표적인 매체에서

도 나타난다. 휴대전화는 목소리라는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연결시켜줌으

로써 자기인식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편 위장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그리고 인터

넷은 현실 세계와 평행한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개인에게 새로운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상공간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긴

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정체성, 자아, 명성, 인정, 매체

학 번 : 2012-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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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독일 출신의 작가 다니엘 켈만 Daniel Kehlmann (1975~ )의 명
성.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 Ruhm. ein Roman in neun

Geschichten(2009)1)에 나타난 현대인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을 통해 현실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인 켈만은 명성에서 정체성
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명성’과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현대 매체는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

타난다.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나 사물의 참됨, 그가 누구인지 또는 그를 특징짓는 어떤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Echtheit einer Person oder Sache; völlige

Übereinstimmung mit dem, was sie ist oder als was sie bezeichnet wird”2)

을 의미하며, 이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체성을 의

미하는 Identität은 ‘같은, 동일한’을 의미하는 라틴어 idem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근대에 발전한 ‘자아 Selbst’의 개념과 함께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자아정체성 Selbstidentität’으로 발전되었

다. 자아정체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 즉 본질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며, 동일성

에 기반함으로써 유지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이와 같은 것이 실

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정체성의 개념은 철학, 정신분석학, 발달

심리학, 사회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동일

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개념은 거의 파기되다시피 하였고,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한 환경이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1) Daniel Kehlmann: Ruhm. Ein Roman in neun Geschichten, Reinbek bei

Hamburg 2009. (국역본 다니엘 켈만: 명성, 민음사 2012.) 이하 작품명은 명성
으로 축약 표기하며, 본문 내에서 작품을 인용할 경우 (R 쪽수)로 표기한다. 국역

본을 따라 번역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였다.

2)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5. überarbeitete Auflage, Duden Verlag 2003,

S.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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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이들과 관계하는가에 따라 또 다른 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그를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

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매체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현대인은 매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며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들

을 초월해 다른 이들과 소통한다. 이처럼 매체는 현대인의 근본 경험을 좌우하며,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현대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 개념의 변화와 매체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명성에
나타난 정체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명
성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아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에
편입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는 한편,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관계망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누구인지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가 속한 사회적 관계이다. 이때 매체는 그들이 선망하는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요하게 작용한다.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상황은 정체성과 매체 담론의 영향을 받은 켈만의 현실진단을 방증한다.

켈만은 명성을 통해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적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
로써 현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1. 다니엘 켈만의 생애와 문학

다니엘 켈만은 1975년 뮌헨에서 배우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아버지 미하엘 켈만

Michael Kehlmann과 마찬가지로 배우였던 어머니 다그마 메틀러 Dagmar

Mettler사이에서 태어났다.3) 그의 조부 에두아르트 켈만 Eduard Kehlmann은

표현주의 작가였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관심을 갖

3) 이하의 서술은 다음을 참조한 것이다. Henning Bobzin: Biogramm. Daniel

Kehlmann, in: Kritisches Lexikon zu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Olga Olivia Kasaty: Ein Gespräch mit Daniel Kehlmann, in: Ders.:

Entgrenzungen. Vierzehn Autorengespräch, München 2007, S. 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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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십대 중반부터 문학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5세 때 이주한 빈에서 성장한 그는 칼크스부르크 신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독문학과 철학을 전공하였다. 신학교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철학

을 전공하는 것은 그에게 흥미로운 일임과 동시에 후일 그의 작품 세계에 나타나

는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문학에 대해서는 그 경직성

과 지나치게 사실적인 성격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연구하는 것이 이후 자신의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감했다.4) 이러한 상황

에서 그가 자신의 태생과 전혀 연관이 없는 나보코프 Vladimir Nabokow나 아르

헨티나의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 콜롬비아의 마르케스 Gabriel José de

la Concordia García Márquez에게서 문학적인 모범을 찾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독일문학의 경직성과 대척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환상

문학에 매료되었으며, 이는 곧 켈만의 문학에 환상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환상성’에 대한 매료는 단순히 흥미의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동반된 것이었다.5) 그는 독일 작

가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이를 벗어나 자유로운 문학적 실험을 하고자

했다. 이때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보여주는 환상적인 성격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경의 대상과 같은 것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최고의 문학적 변혁은 카프카를 계승하고 낮과 밤의

4) O. O. Kasaty: a. a. O., S. 177: “저는 한 번도 독문학 연구가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Ich hatte auch nie das Gefühl, dass das

Germanistikstudium etwas mit meinem Schreiben zu tun hätte oder eine

Fortbildung dafür sein könnte.”

5) Felicitas von Lovenberg: Gespräch mit Daniel Kehlmann. Ich wollte schreiben

wie ein verrückt gewordener Historiker. in: Gunthur Nickel (Hg.): Daniel

Kehlmanns Die Vermessung der Welt Materialien, Dokumente,

Interpretationen, Reinbek bei Hamburg 2008, S.27: “그 외에 저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작가들이 정서적이고 예술적

인 가능성의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을 독일 작가인 저는 마음

대로 구사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Ich war zudem sehr beeindruckt

von der südamerikanischen Literatur, und hatte gleichzeitig das Gefühl, daß

mir als deutschem Autor vieles von dem, was diese Autoren an emotionalen

und künstlerischen Möglichkeiten haben, nicht zu Gebote st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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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이, 그리고 깨어있음과 꿈 사이를 오가도록 만든 남아메fl카의 이야

기꾼들입니다. 소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커다란 꿈입니다. 백년
의 고독, 픽션들, 지상의 왕국, 페드로 파라모와 같은 이 대륙의 반

짝이는 걸작들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Die größte literarische Revolution der zweiten Hälfte des zwanzigsten

Jahrhunderts, das waren die Erzähler Südamerikas, die an Kafka

anknüpften und die Grenzen zwischen Tages- und Nachtwirklichkeit,

zwischen Wachen und Traum durchlässig machten. Romane als große

Träume, in denen alles möglich ist. So entstanden die funkelnden

Meisterwerke dieses Kontinents: Hundert Jahre Einsamkeit, Fiktionen,

Das Reich von dieser Welt, Pedro Páramo.6)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에 대한 동경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그들로부터 자신의 문학적 모범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실과 꿈

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durchlässig’ 이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한 커다란 꿈

이 되는 이들의 작품은 ‘20세기 후반 최고의 변혁’이라고 평할 만큼 매력적인 것

이었고, 이후 켈만의 문학에서 환상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 켈

만은 현대의 세계가 인과율이라는 물리적 법칙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7)

켈만의 현실인식은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es [gibt] keine

objektive Wirklichkeit”8)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곧 현실이 우연과 개연성에

6) Daniel Kehlmann: Diese sehr ernsten Scherze. Zwei Poetikvorlesungen, in:

Ders.: Lob. Über Literatur, Reinbek bei Hamburg 2010. S.137.

7) Vgl. Mattias Matussek, Mathias Schreiber u. Olaf Stapmf: Gespräch mit

Daniel Kehlmann. Mein Thema ist das Chaos, in: G. Nickel (Hg.): a. a. O., S.

39: “소우주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이 분열 할 때에는

그것이 지금 일어날 지, 한 시간 뒤가 될지 또는 일 년 뒤가 될지,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각에 아주 깊은 곳

에서부터 모순됩니다. 우리의 이해 능력으로는 그러한 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

다. 우리는 세계를 계산할 수는 있을지라도 정말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Im

Mikrokosmos kommt es vor, daß Wirkungen ohne Ursache stattfinden. Bei

einem radioaktiven Zerfall etwa ist es unmöglich zu sagen, ob er sich jetzt

ereignet, in einer Stunde oder in einem Jahr. Dies widerspicht zutiefst unserer

Vorstellung von Wirklichkeit. Unser Verstandapparat ist also nicht in der

Lage, den Kosmos zu begreifen. Wir können die Welt vielleicht berechnen,

aber nicht wirklich ver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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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켈만은 이 지점에서 문학과 현실의 공통

점을 발견하며, 이로 인해 문학에서의 허구는 단순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음직한 것’으로서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켈만의 현실인식은

자신의 문학적 모범인 ‘환상 문학’과 결부되어 ‘굴절된 리얼리즘 Der gebrochene

Realismus’9)이라는 그만의 독창적인 문학관을 이루게 된다.

현실의 규칙을 깨는 문학에 매력을 느끼는 켈만은 그는 자신의 글쓰기를 “일종

의 기만적 사실주의 ein trügerlicher Realismus”10)로 정의한다. 이는 자신의 현

실인식이 글쓰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사실에 기반하되 갑자기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섞어놓음으로써 양자의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11) 그러나 켈

만에게 있어 이러한 현실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날 뿐 실제 현실과 다르지 않은 것

이다. 켈만이 구현하는 굴절된 현실은 비현실적이면서도 기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즉 켈만이 제시하는 굴절된 현실은 더

넓어진 현실의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차이링거 Klaus

Zeyringer는 켈만의 글쓰기를 “확장된 사실주의 erweiterter Realismus”12)로

정의한다. 켈만이 작품에 구현하는 세계는 환상과 현실의 교차 및 중첩을 보여주

며, 이로 인해 이 세계는 갑작스레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환상’ 혹은 ‘환상적인

8) Ebd.

9) 켈만의 문학관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것은 ‘gebrochen’이라는 수식어이다. 그에 대

한 번역은 ‘단절된’, ‘부러진’ 등으로 국내 학계에서 통일되진 않았다. 하지만 실제

켈만의 작품들이 사실과 전적으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사실을 반영하되 마치

빛이 수면을 통과할 때 휘어져 꺾이는 것처럼 변형된 현실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유현주의 ‘굴절된’이라는 번역을 따르기로 한다. 유현주는 켈만이

작품을 통해 사실과 환상이 교차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번

역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현주: 서로 다른 현실들. 다니엘

켈만의 명예를 중심으로, 실린 곳: 카프카연구 제 28집 (2012), 198쪽 참조.

10) O. O. Kasaty: a. a. O., S. 170.

11) 켈만의 기만적 사실주의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러한 켈만의 의도를 잘 보여준

다. Vgl. ebd.: “그것은 일종의 기만적 사실주의입니다. 꿈과 현실의 윤곽이 흐려

지고 서로를 넘나드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돌연히 더 이상 견고하지 않게

되는 장면들과 생활환경을 묘사하는 글쓰기인 것이지요. es ist ein trügerischer

Realismus. Ein Schreiben, [...] das Szenen und Lebensumstände beschreibt, die

plötzlich nicht mehr ganz so konsistent sind, wie sie scheinen, wo also Traum

und Realität verschwimmen und ineinander übergehen”

12) Klaus Zeyringer: Gewinn wird die Erzählkunst. Ansätze und Anfänge von

Daniel Kehlmanns »Gebrochenem Realismus«, in: Text+Kritik Heft 177 (2008),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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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같은 ‘굴절된 현실’을 보여준다.13) 작품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현재 그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비판적으로 검

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굴절된 리얼리즘은 켈만이 제

기하는 현실에 대한 의문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이를 독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글쓰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이와 같은 세계를 구현하려는 그의 시도는 첫 작품 베어홀름의 상상

Beerholms Vorstellung(1997)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작품의 주인공 베어홀름

은 마술사로 등장하는데, 마술이라는 소재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현실과 마술의 세계가 교차되며 두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또 한편으로 주인

공의 자전적 이야기를 주인공 스스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작품에 구현된 현실을

뒤흔든다. 작품에서 베어홀름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진실이 아니다. 적어도 문

자 그대로는. was ich erzählt habe, ist nicht wahr. Nicht buchstäblich

wenigstens.”14)이라고 말한다. 작품의 제목이 그의 ‘상상 Vorstellung’을 가리키

고 있다는 점에서 베어홀름의 말은 그가 이야기한 사건들이 작품에서 실제로 일

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에 불과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이야기가 그저 한편의 소설이며, 그렇기에 독자가 위치

13) 비트슈톡은 켈만이 구축한 세계를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

안에서 독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불가해한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Vgl. Uwe Wittstock: Die Realität und ihre Risse. Daniel Kehlmann, in:

Ders.: Nach der Moderne Essay zur deutschen Gegenwartsliteratur in zwölf

Kapiteln über elf Autoren, Göttingen 2009, S. 165: “내게 켈만의 이야기 세계는

학문과 마술에 동등하게 지배되고 있으며, 차가운 계산과 이러한 계산이 순식간

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험에 의해서도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켈만은 독자들 앞에 탈마술화 되고 완전히 연구되었으며 계산된 현실을 펼쳐 보

이며, 그와 동시에 그러한 현실이 비밀에 가득 차있다는 사실과 신비한 일들, 불

가해한 것들에 의해 곳곳에 구멍 난 치즈와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Die Welt in

Kehlmanns Geschichten wird, so scheint mir, von der Wissenschaft und von

der Magie gleichermaßen beherrscht, sowohl vom kalten Kalkül wie von der

Erfahrung, dass dieses Kalkül sehr rasch an seine Grenze stoßen kann.

Kehlmann breitet vor seinen Lesern eine entzauberte, rundum erforschte, eine

vermessene Wirklichkeit aus und zeigt ihnen zugleich, dass diese Wirklichkeit

wie ein Käse duchlöchert ist vom Geheimnissvollen, Mysteriösen, vom

Unerforschlichen.”

14) Daniel Kehlmann: Beerholms Vorstellung, Reinbek bei Hamburg 2007, S. 213

f. 베어홀름의 상상은 빈의 Deuticke에서 1997년 출간되었다가 켈만이 출판사

를 옮김에 따라 2000년 Suhrkamp에서, 2007년 Reinbek에서 재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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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에서는 허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

든 현실과 허구는 뒤섞이고, 독자는 결국 양자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게 된다.15)

이와 같은 흥미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켈만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냉정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그를

아직 자의식에 갇혀있는 미숙한 작가라고 평했으며,16) 베어홀름의 상상은 켈만
스스로가 실패한 작품으로 여길 정도로 적은 부수만 판매되었다. 그럼에도 켈만은

자신의 글쓰기를 이어나갔다. 1998년 출간된 단편 모음집 태양 아래에서 Unter

der Sonne는 인물들이 갑자기 비현실로 들어서거나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가상과 현실이 서로 관계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

여주며, 말러의 시간 Mahlers Zeit(1999)은 물리학 이론을 다루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선형적이고 인과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혼돈 Chaos’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 굴절된 현실을 보여주려는 켈만의 시도는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며 노벨레

모음 머나먼 곳 Der fernste Ort(2001)과 나와 카민스키 Ich und Kaminski

(2003)까지도 계속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줄어드는
대신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으며, 세계를 재다 Die Vermessug der Welt
(2005)의 출간 이후 켈만은 독일 문학의 ‘신동 Wunderkind’으로 불리게 되었다.

근대의 자연과학자 훔볼트와 동시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가우스라는 독일 역사

15) 마르쿠스 가서는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며 무엇이 그의 상

상인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Vgl. Markus Gasser: Daniel Kehlmanns

unheimliche Kunst, in: Text+Kritik Heft 177 (2008), S. 16: “베어홀름의 상상
에서 베어홀름의 상상과 관련하여 무엇이 그의 상상이며 무엇이 아닌지 하는 의

문이 사실주의 문학에 익숙한 독자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Bei »Beerholms

Vorstellung« mochte den realismusgewöhnten Leser die Frage plagen, was an

Beerholms Vorstellung Beerholms Vorstellung sei und was nicht.”

16) Vgl. Hubertus Breuer: Exerzitium mit Ohrensausen. Magie ist auch nicht

leicht. Daniel Kehlmanns Debüt mit Zylinder, in: F. A. Z. Feuilleton 27. 10.

1997. URL: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her/rezensionen/belletristik/r

ezension-belletristik-exerzitium-mit-ohrensausen-1259793.html.: “다니엘 켈만은

자신의 데뷔작에서 작품을 통해 솜씨 좋게 마법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는 아직

너무 자의식에 갇혀있고, 주인공에게서 생기를 빼앗는 생각들과 자극적인 장면들

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다. Daniel Kehlmann ist es in seinem Debüt noch nicht

gelungen, aus dem guten Handwerk Magie werden zu lassen. Der Roman ist

noch zu selbstbewußt, zu sehr in einem Netz von Ideen und verführerischen

Szenen gefangen, das seinem Helden Luft zum Leben n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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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켈만의 현실인식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유머

러스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17) 독일 내에서만 100만부

가 넘게 팔리고 전 세계 4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이 작품은 그에게 대중

적인 인기를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문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로 자리매

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이 작품으로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문학상, 하이미토

폰 도더러상, 클라이스트상, <디 벨트 Die Welt>문학상, 토마스 만상, 페르올로

프엔퀴스트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은 켈만이 세계를 재다를 통해 이루어낸 문

학적 성취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켈만의 굴절된 리얼리즘이 잘 구현된

작품이다. 당시 <디 벨트>지 문예란 편집자였던 우베 비트슈톡 Uwe Wittstock

은 세계를 재다가 모순된 세계관의 충돌과 그에 따른 정신적 변화를 보여줌으

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고 평했다.18) 비트슈톡

의 이러한 평가는 ‘작품을 통한 굴절된 현실의 제시’라는 켈만의 문학적 시도와

이를 통한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굴절된 현실과 더불어 켈만의 문학 세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은 ‘자아’

에 관한 것이다. 그의 작품세계에서는 현실 자체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 역시 불안정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켈만은 작

품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베어홀름의 상상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인 아르투어 베어홀름에서 마술사 파터 파스빈더가 되며, 이

에 따라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때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이

17) Vgl. Herbert Spiegel: Was von Tage übrigbliebt, in: F. A. Z. Feuilleton, 17.

10. 2005. URL: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her/belletristik-was-vom

-tage-uebrigbleibt-1280490.html: “손쉽게 서로 엮인 두 위대한 학자의 전기는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한편 어렵지 않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적이다. 이것

은 이 나라(독일)에서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다. Die leichthändig ineinander

verwobene Doppelbiographie zweier großer Gelehrter, so unterhaltsam und

humorvoll und auf schwerlose Weise tiefgründig und intelligent, wie man es

hierzulande kaum für möglich hält.”

18) Vgl. Uwe Wittstock: a. a. O., S. 158: “세계를 재다는 두 개의 서로 근본적

으로 모순된 세계관이 맞부딪히는 정신적인 변혁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

다. 또한 그래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는 현재와의

수많은 연관을 재인식하게 된다. Die Vermessung der Welt erzählt von der

Zeit eines geistigen Umbruchs, von der Konfrontation zweier sich grundlegend

widersprechender Weltsichten, und natürlich erkennt man schon deshalb in der

Geschichte des Buches zahllose Züge unserer Gegenwart w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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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택하는 것은 그가 예전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술사로서의 삶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인

지, 아니면 그저 상상의 산물에 불과했는지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 한편으로 나와 카민스키에서 켈만은 ‘초상’
을 통해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차이링거는 이 작품에 나타난 거울과 반사에 집중

하여 이 작품이 ‘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19) 이는

곧 거울에 비친 상으로서 ‘초상’과 실제 자아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체화된다. 이

작품에서 노화가 카민스키는 자화상이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

(想)에 불과한 것이기에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카민스키와 반대로 쵤너

는 자신의 상에 갇혀 실제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는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외

면하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결국 카민스키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20) ‘초상’을 통해 ‘자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는 시

도는 레오 리히터의 초상 Leo Richters Porträt 21)에서도 반복된다. 이 이야기

에서 주인공 레오 리히터는 유명 작가로서 ‘초상이 되는 이’이며, 그를 취재하는

기자는 레오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있다. 레오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말

과 글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자는 그에 따라 레오를 평가하고 정의한다. 그러

나 레오는 그것이 단지 “반사된 상 Spiegelung”22)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며 이를

19) Vgl. Zeyringer: a. a. O., S. 42: “또한 거울과 반사는 나와 카민스키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예술 산업과 미학적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그 이

면에서는 항상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비춰지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다루고 있다. Spiegel und Reflexion spielen auch im Roman »Ich und

Kaminski« eine wesentliche Rolle. Hier geht es um den Kunstbetrieb, um die

ästhetische Einschätzung und im Hintergrund immer um die Fragen: Was ist

sichtbar, was ist abbildbar, was ist wahr?”

20) 신지영은 이 작품을 쵤너의 문학적 자화상으로 바라보며, 카민스키의 작품들과

켈만의 서술방식에 의해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신지영: 거울과 반사.

다니엘 켈만의 나와 카민스키에 나타난 주모티브와 서사기법, 실린 곳: 브레히

트와 현대연극 제26집 (2012), 156쪽 참조.

21) 명성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출간된 레오 리히터의 초상 Leo Richters

Porträt은 켈만이 쓴 이야기 레오 리히터의 초상 과 켈만과의 대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소보친스키 Adam Sobozynski의 에세이 다니엘 켈만의 초상 Daniel

Kehlmanns Porträt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전자에서 켈만은 명성의 등장인

물이기도 한 레오 리히터의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명성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등장인물 레오를 보충하고 있다.

22) Daniel Kehlmann: Leo Richters Porträt. Sowie ein Porträt des Autors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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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다.

자아와 관련한 켈만의 문제제기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성에 와서
절정을 이룬다. 이전까지의 자아에 대한 문제는 그 인물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던 반면, 명성에서는 인물들의 정체성이 뒤바뀌고,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를 통해서 켈만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

퉁>은 시대에 당면한 철학적 문제를 능란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평했고,23) <노이

에 취리허 차이퉁 Neue Züricher Zeitung> 역시 켈만의 기교를 높이 평가했

다.24) 이처럼 켈만은 작품을 통해 ‘현실이란 무엇이며, 자아란 무엇인가’하는 철학

적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코 무겁거나 난해하게 서술

하지 않는다. 진중하지 않다는 점에서만큼은 켈만도 현대의 팝문학 작가들과 공통

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켈만은 스스로 “고전적 근대의 위대한 모범들

과의 접점을 찾으려 Anschluss an große Vorbilder der klassischen Moderne

gesucht”25)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진지한 작가’로 여기며 팝문학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와 함께 켈만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현재의 세계를 반영한다는 사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이다. 가치의 패러다임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현재의

Adam Soboczynski, Reinbek bei Hamburg 2009, S. 39.

23) Vgl. Heinrich Detering: Wenn das Handy zweimal Klingelt, in: F. A. Z.

Feuilleton 16. 1. 2009. URL: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her/rezensi

onen/daniel-kehlmanns-ruhm-wenn-das-handy-zweimal-klingelt-1755616.html:

“무엇보다 켈만은 이 소설로 자신이 시대에 매우 적합한 소설가이며, 철학적인

이야기꾼임을 증명하였다. Vor allem erweist sich Kehlmann mit diesem Roman

als ein sehr zeitgemäßer Romantiker, ein philosophischer Geschichtenerzähler.”

24) Vgl. Andreas Breitstein: Die Tiefe der Oberfläche der Technik, in: Neue

Züricher Zeitung 17. 1. 2009. URL:http://www.nzz.ch/die-tiefe-der-oberflaeche-

der-technik-1.1714144: “명성은 기교로 가득찬 작품이다. 다니엘 켈만은 뭐든

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uhm» strotzt vor Raffinement. Daniel

Kehlmann scheint alles zu können.”

25) Vgl. H. Bobzin: a. a. O.: “그러나 켈만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진지한 작가로 여

겼고, 당시 유행하던 자신의 일상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청소년의 이야기와 같은

팝문학의 대열에 서지 않고 고전적인 근대의 위대한 모범과의 접점을 찾으려했

다. Doch Kehlmann hat sich von Anfang an als ‚ernsthafter‘ Schriftsteller

gegeben, sich nicht in die damals aktuelle popliterarische Reihe des

jugendlichen Erzählens eigener Alltagsgefühle gestellt, sondern Anschluss an

große Vorbilder der klassischen Moderne ge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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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이러한 의문들은 현대인이 직면한 존재론적 문제와 다름없으며, 이에 대

한 숙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켈만은 작가의 본분인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와 논문의 전개 방향

아직 젊은 작가로서,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켈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켈만에 대한 연구는 세계를
재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조금씩 진행

되고 있다. 이는 전작들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며, 또한 세계를 재
다의 놀라운 성공에 따라 학계의 관심이 생겨난 탓으로 볼 수 있다. 세계를 재
다는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고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
는데, 켈만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이로 인해 작품의 서술방식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게 되었다. 우선 프리

드헬름 마르크스 Friedhelm Marx는 세계를 재다를 “역사소설이면서 동시에

현대 소설 historischer Roman und Gegenwartsroman zugleich”26)이라는 새

로운 유형의 역사소설로 평가한다. 그는 역사소설이 19세기 초 역사연구와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성 Genauigkeit’을 요구받아왔으나, 세계를 재다는 이러
한 역사 수용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간접화법과 두 인물의 평행전기와 같은 구조, 그리고 당시의 저널리즘 풍토를 드

러내는 장면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는 켈만이 간접화법을 통해 작중 인물들로부

터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작품의 이야기가 역사와는 다름을 드러내며

역사소설의 허구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저널리즘을 통해 전달되는 사

실들의 부정확함에 기반하여 역사 자체의 부정확함을 지적하며, 이를 문학과 대비

시킴으로써 켈만이 문학의 정확함과 기억 매체로서의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27) 그러나 켈만이 기존의 역사소설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보

26) Vgl. Friedhelm Marx: Die Vermessung der Welt als historischer Roman, in:

G. Nickel (Hg.): a. a. O., S. 182.

27) Vgl. F. Marx: Die Vermessung der Welt als historischer Roman, S. 178: “다



- 12 -

이지만,28) 문학이 역사보다 더 정확한 기억 매체로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켈만은 현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것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니켈은 이러한 켈만의 현실인식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

나는지 분석한다. 니켈은 다수의 작품에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수학에 집중해 그

의미를 추적한다. 켈만의 작품에는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등장해 확률, 유

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수학적 공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니켈은 이를 통해 켈

만이 “비개연성의 가능성 Möglichkeit von Unwahrscheinlichem”29)을 끌어내

고 있다고 본다. 확률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며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에서만 유

효할 뿐 지구와 같은 구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 전 밝혀져 현

대 수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상실하였다. 니켈은 켈만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줌으로

써 수학이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작

품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0) 이와 유

사한 관점에서 콜롬비아의 독문학자이자 비교문학자 앤더슨 Mark M. Anderson

은 세계를 재다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의하는 공간이란 허구임이 드러나

는 장면을 통해 켈만의 세계인식이 드러난다고 말한다.31) 이때 그 허구를 발견하

니엘 켈만의 세계를 재다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의 허구를 폭

로하고, 그에 비해 허구의 믿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Daniel Kehlmanns

Vermessung der Welt entlarvt die Fiktion im scheinbar Authentischen und

behauptet demgegenüber das Authentische der Fiktion.”

28) Vgl. Kehlmann u. Kleinschmidt: a. a. O., S. 71: “역사소설은 통속소설의 한 장

르입니다. 큰 서점마다 ‘역사소설’이라는 표제를 가진 책장이 있고, 거기에는 과거

에 있었던 일이 어떠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책들이 있지요. [...] 반대

로 제 책은 항상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Der historische

Roman ist ein Genre der Trivailliteratur. In jeder Großbuchhandlung gibt es

ein Regal mit der Aufschrift «Historischer Roman», und da stehen Bücher, die

so tun, als könnten sie zeigen, wie das Vergangene gewesen ist. [...] Im

Gegenteil, mein Buch spielt immer damit, daß man nicht weiß, wie es

gewesen ist.”

29) 니켈이 말하는 ‘비개연성의 가능성’이란 ‘필연성’에 반대하며 어떤 일이 반드시

특정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Gunther Nickel: Von

Beerholms Vorstellung zur Vermessung der Welt. Die Wiedergeburt des

magischen Realismus aus dem Geist der modernen Mathematik, in: G. Nickel

(Hg.): a. a. O., S. 151.

30) Vgl. G. Nickel: a. a. O., S. 153.

31) Vgl. Mark M. Anderson: Der vermessende Erzähler. Mathematische

Geheimnisse bei Daniel Kehlmann, in: Heinz Ludwig Arnold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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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우스를 “가능성의 감각 Möglichkeitssinn”32)을 가진 인물로 파악한다. 여기

에서 그가 말하는 가능성의 감각은 니켈이 말한 비개연성의 가능성과 유사한 것

으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예감할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한다. 앤더슨과 니켈

은 공통적으로 켈만이 기존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켈만의 서

술방식과 작품에 나타나는 수학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켈만이 현실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켈만의 세계관과

현실인식에 집중하였다면, 프로이서 Heinz-Peter Preußer와 마르크스의 또 다른

연구는 세계를 재다를 통해 켈만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프로이서
는 세계를 재다를 통해 켈만이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3) 그는
가우스와 훔볼트를 자연을 도구화하고 지배하여 결국 파괴하고 마는 근대적 주체

로 상정하고, ‘측량 Vermessung’이 갖는 폭력성과 훔볼트가 보여주는 낯선 것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도구적 이성

instrumentelle Vernunft”34)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켈만은 이러

한 “비극적 소재를 희극으로 den Stoff der Tragödie in die Komödie”35) 풀어

내고, 위대한 두 인물을 ‘기인 Kauz’로 희화화함으로써 작품을 가볍게 만들고 있

다고 말한다. 프로이서의 연구가 작품 전반에 걸친 내용을 분석한 것이라면 마르

크스는 그와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프로이서와 마찬

Text+Kritik. Zeitschrift für Literatur Heft 177 (2008), S. 63.

32) Vgl. M. M. Anderson: a. a. O., S. 58: “그[주인공]들은 ‘가능성의 감각’을 가지

고 있다. 그들은 세계를 그 속에서 실제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거나 발견

할 수 있는 하나의 표면으로 바라본다. Sie[Protagonisten] haben [...]

‚Möglichkeitssinn‛: Sie betrachten die Welt als eine Fläche, auf der sie eine

neue, kontrafaktische Welt skizzieren beziehungsweise entdecken können.”

33) Vgl. Heinz-Peter Preußer: Zur Typolgie der Zivilisationskritik. Was aus

Daniel Kehlmanns Roman Die Vermessung der Welt einen Bestseller werden

ließ, in: H. L. Arnold (Hg.): a. a. O., S. 74.

34)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간이 가진 이성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계산의 도구가 된 상황을 지시한다. 문명의 발전에 있어 한

인간에게 수단에 대한 반성 없이 목적에만 봉사해온 것을 비판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도구적 이성과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Max

Horkheimer u.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a. M.

1988, S. 36 f.

35) H. P. Preußer: a. a. O., 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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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마르크스도 훔볼트에 주목하는데, 이때 마르크스는 훔볼트가 낯선 것을 관

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바이마르 고전주의와의 접점을 발견한다.36) 훔볼

트는 또한 훼손된 테오티후아칸 유적으로부터 문명의 잔인함을 비판하지만, 이러

한 시각을 서구의 문명에 적용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무덤을 약탈

하는 행위로 귀결되는데, 자신의 문명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며 다른 문명을 훼

손하고 약탈하는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훔볼트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마르크

스는 켈만이 세계를 재다를 통해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37)

지금껏 살펴본 켈만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현실

의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명성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맥락을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그러나 명성은 기존 작품들과 형식과 소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명성은 소설이면서도 일반적인 소설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 매체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성에 대한 연구는 이 두 가지 테마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우선 바라이스 J. Alexander Bareis는 명성의 서술 방

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명성의 이야기들이 전통적 산문의 구조를 깨뜨리

는 비선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레오 리히터를 통한 ‘메타픽션’38)적 서술이 나타

난다는 점에서 명성을 ‘손상된 산문 beschädigte Prosa’로 규정한다.39) 바라이

36) Vgl. Friedhelm Marx: Die Wahrnehmung der Fremde in Daniel Kehlmanns

Roman Die Vermessung der Welt, in: Christof Hamman u, Alexander Honold

(Hg.): Ins Fremde schreiben. Gegenwartsliteratur auf dem Spuren historischer

und fantastischer Entdeckungsreise, Göttingen 2009, S. 106: “열대지역은 성적

인 부분이 강조된 정신적 공간으로 나타나며, 넘치는 관능으로써 여행의 동일화

프로젝트를 위협한다. [...] 낯선 것의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세기

전환기에 나타난 이국적인 정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이마르 클래식에서 나

온 것이다. Sie[die Tropen] erscheinen als sexualisierter Seelenraum und

bedrohen durch ihre überbordende Sinnlichkeit das Identitätsprojekt der Reise.

[...] Die Sexualisierung der Fremde hat ihren Ursprung nicht im Exotismus

der vorletzten Jahrhundertwende, sondern in der Weimarer Klassik.”

37) Vgl. F. Marx: Die Wahrnehmung der Fremde, S. 111.

38) 메타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페트리샤 워에 따르면 메타픽션은 글쓰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허구의

허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현실 역시 하나의 구성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메타

픽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Patricia Waugh: 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1984, p. 2.

39) Vgl. J. Alexander Bareis: ‚Beschädigte Prosa‛ und ,autobiographi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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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켈만이 ‘메타픽션’을 통해 “허구의 순수한 환상과 그 환상의 근본적인 파열

사이의 긴장을 유지한다 eine Spannung zwischen intakter Illusion der

Fiktion und ihrer radikalen Brechung aufrechtzuerhalten”40)고 말한다. 바라

이스의 분석이 작품을 내재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면 카이 뢰저 Kai Löser는

실제 현실로부터 작품의 성립 배경을 도출한다. 그는 명성을 통해 세계화가 문
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이라는

명성의 모순적인 형식41)이 ‘총체화 Totalisierung’와 ‘파편화

Fragmentierung’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다.42) 전 세

계가 하나로 묶이면서도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향은 더욱 강해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한 편의 소설’이면서 각각 독립적인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작품

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뢰저는 작품에 나타나는 ‘평행현실

Pararellwirklichkeit’을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한다. 정리하자면 뢰저는 명성이 세계화와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시

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뢰저의 연구가 현대의 사회적 현실이 문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면, 폴란드의 독문학자 고르티치 Dominka Gortych는 세계

화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문제에 집중한다.43) 이러한 분석에 있어 그는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의 “액체 근대 liquid modernity”44) 개념을 끌어온다.

Narzismus‛. Metafiktionales und metaleptisches Erzählen in Daniel Kehlmanns

Ruhm, in: J. Alexander Baries und Frank Thomas Grub (Hg.): Metafiktion.

Analysen zu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Berlin 2010, S. 243 f.

40) J. A. Bareis: a. a. O., S. 259.

41) 이야기와 소설은 문학에 있어 서로 다른 서사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홉 개의 이

야기로 구성된 명성은 부제에서 타나나듯 단순히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한

편의 소설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성은 형식적 모순이 드러난다. 명성의 구조

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2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42) Kai Löser: Globale und intertextuelle Vernetetzung. Zwischenbetrachtungen zu

neuen Medien und dem poetischen Programm von Daniel Kehlmanns Roman

Ruhm, in: Jahrbuch der Ungarnischen Germanistik Heft 10 (2010), S. 37.

43) Dominika Gortych: Das hybride Fremdbild des Selbst. Zum Identitätsproblem

des globalisierten Menschen in Daniel Kehlmanns Roman Ruhm, in: Anna

Kochanowska-Nieborak u. Ewa Plominska-Krawiec (Hg.): Literatur und

Literaturwissenschaft im Zeichen der Globalisierung, Peter Lang 2012, S.

123-130.

44) 바우만은 유동성을 가진 액체와 기체의 상태, 즉 유체를 고체와 대비시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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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만은 현대인의 삶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체

되어 관계가 단지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

적 연대는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45)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소속감을 갖기

위해 그에 맞는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하며 이러한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고르티치는 작품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선택적 교환과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매체를 단지 작품의 배경을 성립하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다음의 연구들은 작품에 나타난 매체와 그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의

미에 접근한다. 매체화된 사회가 명성에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켈만이 던

지는 메시지에 대한 발린트 Iuditha Balint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46) 그는 명성의 인물들의 정체성이 교환 가능해진 상황을 기술 매체가 만

들어낸 복제된 이미지, ‘시뮬라크르 Simulakrum’가 지배하는 ‘하이퍼리얼리티

Hyperrealität’47)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복제된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실재같은

하이퍼리얼한 세계에서 실재와 가상은 뒤섞이고 양자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한다.

발린트는 명성에 나타난 인물들의 정체성 상실이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갈터 Sunhild Galter의 연구는 발린트의 연구와 유

사한 맥락에서 매체를 통해 연결된 세계가 개인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갈터는 명성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망 Personengeflecht’이 ‘통신

망 Kommunikationsgeflecht’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물들이 매체를 통

편 다시 고체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시대의 전환을 고체 상

태에서 융해되었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시대구분

에 있어서도 바우만은 현대를 근대의 연장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액체상태가 된

근대’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현대는 기존의 단단

한 가치들이 녹아내려 불확실해진 시대이며, ‘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바우만

의 유동성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Zygmunt Bauman: Flüchtige

Moderne, Frankfurt a. M. 2003, S. 1-15.

45) Vgl. Z. Bauman: a. a. O., S. 189 ff.

46) Iuditha Balint: Hyperfiktion, Simulation. Medien(technologien) und die

Architektonik des Erzählens in Daniel Kehlmanns Ruhm, in: Jahrbuch der

Ungarnischen Germanistik Heft 10 (2010), S. 15-31.

47) 장 보드리야르의 복제된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계의 개념으로, 하이

퍼리얼리티는 복제 이미지가 실재와 연관이 없는 이미지로 실재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고 결국 실재를 폐허로 내몬다고 본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와 하이퍼리

얼리티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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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의 횡단이 가능해지며 결국 이로부터 그들

의 정체성이 교환 가능한 것이 된다고 분석한다.48) 또한 명성에서 이러한 정체
성의 교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

하며, 켈만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갈터는 덧붙인다.49) 한편 나탈리

아 카스코 Natália Kasko의 연구는 작품의 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형성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매체의 역할을 두루 분석하며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카스코는 이야기들이 ‘수평적 horizontal’ 차원과 ‘수

직적 vertikal’ 차원 모두에서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러한 작품의 “깊은 숙

고를 거친 구조 duchdachte Struktur”50)가 명성을 한 편의 소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물들의 ‘분신 Doppelgänger’과 매체를 통해 ‘가상

의 정체성 virtuelle Identitát’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을 통해 켈만이 “자아 확인

의 불가능성 Unmöglichkeit der Identifikation”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51)

명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켈만의 이야기 방식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가령 김래현은 명성의 이야기 구조와 하이퍼텍스트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켈만이 새로운 이야기의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본다.52) 이와 더불어

김요한의 최근 연구는 켈만의 서술방식이 갖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켈만

의 작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서 가독성을 내세우는데,53) 켈만이 짧은 문장으

로 글을 쓰고, 메타픽션 기법과 팩션54)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이 픽션임을

지각하도록 하며, 일상적인 미디어를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높은 가독성을 얻고 있

음을 지적한다. 유현주는 매체론적 관점에서 명성이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어

48) Vgl. Sunhild Galter: Vernetzte Welten in Daniel Kehlmanns Ruhm. Schicksal
oder Chance?, in: Germanistische Beiträge Band 29 (2011), S. 87.

49) Vgl. S. Galter: a. a. O., S. 96.

50) Vgl. Natália Kasko: Grenzüberschreitung und Identitätskonstruktion in Daniel

Kehlmanns Ruhm, in: Werkstatt Band 7 (2012), S. 28.

51) N. Kasko: a. a. O., S. 39 f.

52) 김래현: 다니엘 켈만의 소설 명성. 새로운 이야기형식의 시도. 실린 곳: 하인

리히 뵐 제 9집 (2009), 33쪽 참조.

53) 김요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다니엘 켈만 소설의 가독성.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 연극 제 32집 (2015), 242쪽 참조.

54) 팩트 Fact와 픽션 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써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

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문화예술 장르를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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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서로 다른 층위의 현실들이 상호 긴밀히 관계하는 현재의 상황을 문학

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본다.55) 그는 현대 사회에서 발전된 기술 매체는 가상현

실을 구현하고 그 영역이 점자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서 볼프강 벨쉬

Wolfgang Welsch의 현실 개념을 끌어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56) 명성에 나타난 현실 역시 이를 반영한 결과로 현실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함수옥은 네트워크에서 길을 잃다

Verloren im Netzwerk 57)에서 켈만이 단순히 매체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정체성의 조작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물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

인을 휴대전화를 비롯한 현대의 매체 환경으로 지목하며, 핸드폰을 이용한 정체성

의 ‘위장 Verstellung’과 시뮬라크르가 실재를 압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켈만의 매

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도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명성에 나타난 작품의 형식이나 서술 방식, 그리고 작품의

나타난 매체와 정체성의 문제와 같은 작품의 주요 테마를 다루고 있다. 이를 종합

하자면, 명성은 그 구조적 특이함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 형식이 제안하고 있
으며, 메타픽션과 하이퍼텍스트를 차용한 이야기들로 인해 다층적인 현실이 정돈

되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나 현실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명성을 통해 드러나는 켈만의 문제의
식에 접근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

상을 준다. 이야기들의 구조나 메타픽션적 글쓰기, 그리고 소재로서 활용되는 현

대매체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물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들은 작품

에 있어 비교적 가시적인 부분이다. 또한 이들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으

나, 각 장면에 대한 설명에 그칠 뿐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은 제시되지 않고

55) 유현주: 서로 다른 현실들. 다니엘 켈만의 명예를 중심으로. 실린 곳: 카프카

연구 제 28집 (2012), 202쪽 참조.

56) 유현주는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이 발생하고, 또 이것

이 실제 현실과 뒤섞인 ‘복합현실 Mixed Reality’도 함께 나타나는 오늘날의 세계

에서 ‘현실’에 대한 규정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 벨쉬의 현실 개념

은 현실 역시 하나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 하에서는 허구와 현실

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유현주: 같은 글, 195쪽 참조.

57) Ham Su Ok: Die Wirklichkeitswahrnehmung in Daniel Kehlmanns Ruhm, in:
Dogilmunhak Heft 120 (2011), S. 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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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바우만의 ‘액체 근대’ 개념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고르티치의 연구

는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지만, 의도치 않은 정체성의 변화는 설명

할 수 없으며, 카스코의 연구는 인물들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양상들을 어디까지나

허구의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또한 발린트가 시뮬라크르로서 분석하는 사례는

작품의 몇몇 인물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은 ‘명성’에 대한 논의와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죽음은 거의 다루

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 개념에 대한 접근과 명성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 남기

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명성이 제기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켈만은 명성을 통해 현대인의 정
체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실제적 현상을 두루 다루고 있다. 이러한 켈만의 문제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켈만이 정체성의 개념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

해하고 있으며, 작품에서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전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 1절에서는 정체성의 개념과 관련한 현대의 논의

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켈만의 정체성과 명성의 개념에 어떻게 접

근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정체성의 개념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

전히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담론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명성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과 명성의 개념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켈만이 명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뚜렷하
게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절에서는 작품의 구조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명성의 구조는 부제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켈만
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구성한 것이며, 그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루카치 Georg Lukács의 소설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

펴보는 것은 명성의 구조적 특이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를 통해서 켈만의 의도 역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정체성과 명성에 대한 논의들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본격적

으로 작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1절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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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내용에 접근할 것이다. 복잡하게 구성된 명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들은 작품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 2절에서는 인물들이 겪는 각각의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명성이

개인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명성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적 관계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악셀 호네트 Axel Honneth의 인

정투쟁 이론과 관련된다. 호네트의 이론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며, 명성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정투쟁

을 하나의 틀로 하여 인물과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3절에서는 인물들의 죽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죽음

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생물학적 죽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인물들의 특이한 죽음의 양상

을 살펴보는 것은 켈만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한다.

제4장에서는 매체가 정체성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현대

의 매체이론에서 매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며, 매체 형식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체는 또한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성은 이를 바탕으로
작중 인물들의 정체성 변화에서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

절에서는 현대의 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인물들의

생활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 매체는 이미지로서의 세계라는 표상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 역시도 하나의 이미지로 치환한다. 이러한 환경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그것은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때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

미지는 실재와 괴리될 수 있다. 이때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의 시뮬라크

르 개념은 명성에 나타난 이미지와 정체성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

할 것이다. 또한 작중 인물들이 사용하는 현대의 주된 매체인 휴대전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신을 위장할 수 있게 하는 양가적인 수단으로 나타난다. 2절에서는 휴대전화가 인

물들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명성에서 휴대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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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이를 교란하는 도구

로서도 기능한다. 따라서 인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일어나

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현대매체가 구축하는 새로운 가상현

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현대매체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실제 현실과 평행한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현대인의 생활에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공간은 또 다른 현실로서 새로운 자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

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실제 세계와의 연관을 완전히 상

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명성의 인물
들은 가상공간을 통해 다른 이가 되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는 한편, 그 안에서 균

형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처럼 명성은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그 사용에 대한 실례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정체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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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사회와 자아정체성

‘정체성’의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학문들에 의해 검토되었고, 각 학문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오늘날까지도 개념규정에 있어 학문들 간의 합의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8) 정체성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 ‘Identität’은 그 어원

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체성은 동일성에 기반한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59) 오늘날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지속되고

모든 행위들에서 재인식되어야 하는 어떤 확고한 것 etwas Festes [...] etwas,

das sich konsequent durch das ganze Leben zieht und in jedem Handeln

wiedererkannt werden sollte”60)이라는 정체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

제 삶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현대의 사회심리학

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체성의 개념에 접근하여 정체성을 개인이 생애를 통해 형

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 허버트 미드 George

Herbert Mead는 정체성을 사회적 경험과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61) 미

58) 오도 마크바르트는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정

체성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Vgl.

Odo Marquard: Identität: Schwundtelos und Mini-Essenz – Bemerkungen zur

Genealogie einer aktuellen Diskussion, in: Odo Marquard u. Karlheinz Stierle

(Hg.): Identität, München 1979, S. 347: “정체성이라는 테마는 정체를 밝히기 어

렵다. 오늘날 점점 더 증가하는 논의의 발달은 결과뿐만 아니라 혼란도 일으키고

있다. [...] 그렇기에 정체성에 관한 문제의 윤곽은 불분명해진다. Das Thema

”Identität“ hat Identitätsschwierigkeiten: die gegenwärtig inflationäre

Entwicklung seiner Diskussion bringt nicht nur Ergebnisse, sondern auch

Verwirrungen. [...] So werden die Konturen des Identitätsproblems unscharf.”

59) Identität은 ‘동일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어려움도 발생한다.

동일성과 정체성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 탁석산은 편의에 따라 집단에 대해 이

야기할 때에는 ‘동일성’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정체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탁석

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1. 123-124쪽 참조. 김선희는 이러한 지시대상의

양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인격들(persons)이 갖는 “고유한 특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정체성’으로, “수적으로 다른 인격들을 확인하는 개별화의 문제”에 대해서

는 ‘동일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김선희: 복제 인격과 인격의 문제, 실린 곳: 철학

연구 제 49집, 264쪽 참조. 하지만 동일성으로 번역하는 경우, 정체성에 비해 그

사전적 의미가 더 넓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의미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를 제하고는 ‘정체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60) Vgl. Heinz Abels: Identität, Wiesbaden 2006, S. 442.

61) Vgl. Geroge Herbert Mead: Geist, Identität und Gesellschaft. Aus der 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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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개인적 자아 Ich와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

회적 자아 ICH를 구분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두 자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62) 또한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Erik Homburger

Erikson은 인간의 심리발달 과정을 8개의 단계로 구분하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

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한다.63) 그는 이 시기에 스스로 바라보는 자

신과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이 일치해야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유아기의 동일시를

넘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64) 에릭슨의 이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단 그가 확정되어 불변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인간의

des Sozialbehaviorismus, Frankfurt a. M. 1968, S. 177: “정체성은 발달한다. 정

체성은 태어날 났을 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과 활동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의 내부에서 그 과정 전체에서

그리고 그 과정 내부의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Identität entwickelt sich; sie ist bei der Geburt anfänglich nicht vorhanden,

entsteht aber innerhalb des gesellschaftlichen Erfahrungs- und

Tätigkeitsprozesses, d. h. im jeweiligen Individuum als Ergebnis seiner

Beziehungen zu diesem Prozeß als Ganzem und zu anderen Individuen

innerhalb dieses Prozesses.” (국역본 223쪽 참조.)

62) 미드는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경험과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미드는 이때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자아 Ich와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ICH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Vgl. G. H. Mead: a.

a. O., S. 218: “‘Ich’는 타인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며, ‘ICH’는 스스로 받

아들이는 타인의 태도를 조직화한 세트이다. 타인의 태도가 조직화된 ‘ICH’를 구

성하고, 사람은 그에 ‘Ich’로 반응한다. Das ‚Ich‛ ist die Reaktion des

Organismus auf die Haltungen anderer; das ‚ICH‛ ist die organisierte Gruppe

von Haltungen anderer, die man selbst einnimmt. Die Haltungen der anderen

bilden das organisierte ‚ICH‛, und man reagierte darauf als ein ‚Ich‛.” (국역본

266쪽 참조.)

63) 에릭슨은 인간의 심리발달 과정을 특정 시기에 겪게 되는 감정 간의 대립 경험

을 통해 구분한다. 각각의 단계는 유아기-‘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걸음마

단계-‘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3~5세 미취학 단계-‘주도성 대 죄의식’, 입학 시

기-‘근면성 대 열등감’, 십대-‘정체성 대 혼돈’, 초기 성인기-‘친밀감 대 고립감’,

중년기-‘생산성 대 침체성’, 노년기-‘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구분된다. 이때 개인

의 자아정체성은 다섯 번째 십대의 단계에서 확립되며, 이어 성인기에 이르러서

도 내적인 자아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의 대립에 의해 인간의

심리 발달이 계속된다고 본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구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에릭 에릭슨: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옮김. 연암서가 2014, 302-320쪽 참조.

64) 에릭 에릭슨: 같은 책, 320쪽: “[...] 이제 자아정체성의 형태로 진행되는 통합은

유년기에 경험한 동일시의 총합 그 이상이다. 그것은 리비도의 부침, 선천적인 재

능으로부터 발달된 성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대한 동일시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자아의 능력이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



- 24 -

발달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타인의 시선 역시 정체성

의 확립에 있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정

체성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정체성을 그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다

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의 정체성에 타인의 시선이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

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와도 접

점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악셀 호네트는 ‘인정 Anerkennung’이 개인의 정

체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호네트는 “자신의 속성과 특성이 사회

적 상호작용 상대자의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될 때 in seinen Eigenarten und

Eigenschaften auch durch seine sozialen Interaktionspartner Zuspruch und

Unterstützung findet”65) 자아정체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며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데, 이때 그

가 얻게 되는 사회적 인정은 그의 행동이 야기한 결과로서 그에 대한 평판을 의미

하며, 이것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가치에 부합할 경우 그는 명성을 얻게

된다. 또한 명성은 그에 대한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그를 표상하는 어떤 것이 된

다. 즉 인정의 결과로서 획득한 명성은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명성

은 그의 정체성과 관계한다. 그러나 유명인들의 경우 자신의 평판을 걱정하여 자

신의 행실에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명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자신이 종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명성은 오히려 자신과의 괴리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명성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자신의 행적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자신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실제 자신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

65) 호네트는 사회적 투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그 반대항인 ‘무시’를 이야기하며,

이러한 투쟁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탕이 된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욕구는 또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Vgl. Axel Honneth: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Frankfurt a. M. 1994, S. 41. (국역본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도서출판 동녘 1996,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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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이유에서 명성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양가적인 의미를 가진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 및 명성과 자아의 괴리 가능성은 현대인이 마주하는 정체

성의 혼란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현대인은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

이때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그의 자아는 결국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알 수 없게 만든다. 또한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매체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줌으로써 과거

보다 더욱 다양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현대인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관

계망에 자리하게 된다. 그 결과 현대인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망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며,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자신을 확인하는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정체성과 관련한 현대의 논의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 재인식한다는 사회심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명성과 현대의 매체는 그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명
성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켈만이 명
성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는 작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명성의 구조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와 현

대인의 삶을 반영한 결과이다. 켈만은 각각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연결되도록 구성

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현실을 작품에 구현한다. 이는 결

국 정체성과 명성에 대한 켈만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자

세한 논의에 앞서 켈만이 정체성과 명성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정체성과 명성

정체성과 명성에 대한 접근은 명성을 관통하는 켈만의 문제의식을 형성한다.
다니엘 켈만은 <슈피겔 Spiegel>지와의 인터뷰에서 명성이 “잊혀지고, 사라지

고, 자신을 잃어가고 해체되는 것에 관한 것 [es geht] ums Vergessenwerden,

ums Verschwinden, um das Sichverlieren oder die Auflösung”임을 밝힌 바

있다.66) 이와 함께 작중 인물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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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켈만이 명성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야기에 중심인물로 영화배우나 유명 작가가 등장

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제목인 ‘명성’ 역시 작품에서 함께 다루어질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켈만은 작품이 출간되기 전, 한 인터뷰에서 ‘명성’이라는 제목이 “아이러

니”이며, 그와 함께 이 작품에서 “망각과 사라짐”에 대해 다룰 것임을 밝힌 바 있

다.67) 이러한 사실로부터 명성에서는 정체성과 명성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켈만의 입장에 대해 알

아보고, 명성이 그와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정체성에 대한 켈만의 접근

정체성에 대한 켈만의 입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잘 나타난다. 켈만은 우선 자

아를 “항상 분열된 immer als gespalten” 것으로 보며 이를 “인간의 근본적 상

황 die Grundsituation des Menschen”으로 파악한다.68) 이와 같은 켈만의 진술

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

의 자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켈만은 이것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세계를 재다에 대한 인터뷰에서 켈만은 스스
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

한다.69) 불교적인 시각에서 정체성에 대해 접근하는 켈만은, 한 개인의 자아란 그

66) Vgl. Volker Hage: Ich habe sehr gelitten, Spiegel-Online, 05. 01. 2009.

URL:http://www.spiegel.de/spiegel/a-600355.html.

67) Kehlmann u. Kleinschmidt: a. a. O., S. 140: “이러한 제목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실과 허구 그리고 망각과 사라짐에

대해 이야기될 것입니다. Es ist ja klar, daß solch ein Titel nicht unironisch

gemeint sein kann. [...] Es handelt von Wirklichkeit und Fiktion und vom

Vergessen und Verschwinden.”

68) David Thomas: Unser Selbst ist immer gespalten: Gespäch mit Daniel

Kehlman,. in: Du: die Zeitschrift der Kultur Heft 794 (2009), S. 28: “Das

Selbst findet sich immer gespalten vor, das ist die Grundsituation des

Menschen.”

69) Vgl. Florian Balke: Die Vermessung des Worts, in: F. A. Z. Rhein-Main, 2.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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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연히 주어진 상황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주목할 부분은

자아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그 자신이 아닌 그를 둘러싼 현실이라는 점과, 이러한

현실이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zufällig’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곧 개인의 정체성이 주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켈

만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항구적인 과정 ständiger Prozess”이되 불가능에 가

까운 것으로 파악한다.70) 이러한 진술들을 정리하면, 켈만에게 있어 개인의 정체

성은 그의 자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변화 가능한 것이며, 하나의 자아로서 스

스로를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켈만의 시각은 다음의 진술에서

잘 나타난다.

‘자아’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전적 철학,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경우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가 경험적 자아와

URL:http://www.faz.net/aktuell/rhein-main/im-gespraech-daniel-kehlmann-die-

vermessung-des-worts-13016561-p3.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3:

“변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저는 단지 문학적 유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몇몇 학기동안 틈틈

이 불교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자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

으로 현실성을 가진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근본적인 현실성은 아니며,

축적되고 아주 우연히 주어진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이라는 불교의 생각

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Was die Zweifel an stabiler Identität angeht - das

mache ich nicht nur als literarisches Spiel, diese Zweifel habe ich. Im Studium

habe ich nebenbei ein paar Semester Buddhismuskunde gehört. Schon damals

hat mir die buddhistische Vorstellung gefallen, dass das Ich etwas bedingt

Entstandenes ist, etwas, das durchaus Wirklichkeit hat, aber keine so

fundamentale Wirklichkeit, wie wir sie uns vorstellen. Dass es etwas ist, das

aus zusammenkommenden, eher zufälligen Gegebenheiten entsteht.”

70) Vgl. D. Thomas: a. a. O., S. 28: “그것[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자아]은 항구적

인 과정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결코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자아는 항상 다수이며 다시 하나가 되고자하는 소망이나 꿈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적 의미에서 깨달음이나 각성, 혹은 하인리히 폰 클라

이스트가 말했던 것처럼 “인식이 무한한 것을 통과한 이후에” 도달하게 되는 어

떤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Das [das Selbst zu seinem Selbst] ist ein

ständiger Prozess, oder anders gesagt: Es findet gar nicht zu sich selbst. [...]

Das Ich ist immer schon eien Vielheit und hat den Wunsch oder den Traum,

wieder eine Einheit zu sein. Das wäre dann die Erleuchtung, das Erwachen

im buddhistischen Sinn oder der Zustand, in den man kommt, wie es bei

Heinrich von Kleist heisst, nachdem »die Erkenntnis gleichsam durch ein

Unendliches gegang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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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자아를 구분했던 것이 저에게는 항상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홀로 아는 자아가 있으며,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아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는 이성

적 자아가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

들은 우리의 경험적 자아를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우리

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Ich‛ kann

ungeheuer viel heissen. Ich möchte mich da auf die klassische

Philosophie zurückzuziehen, zum Beispiel auf Arthur Schopenhauer,

dessen Unterscheidung zwischen einem empirischen und einem

intelligiblen Ich mir immer sehr überzeugend vorkam: dass es also ein

Ich gibt, von dem wir allein wissen, und eines, das sich in unseren

konkreten Handlungen zeigt. Während man selber sein in telligibles Ich

mit all seinen Möglichkeiten kennt, haben andere oft ein völlig anderes

Bild, sie sehen unser empirisches Ich. Schopenhauer sagt nun, die

anderen kennen uns besser, als wir uns selber kennen, weil sich das,

was wir wirklich sind, in unseren Entscheidungen zeigt.71)

쇼펜하우어는 우선 자아를 이성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로 구분한다. 이성적 자아

란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갖는 생각으로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반면에

경험적 자아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비춰지는 그의 표상을 의미한다. 이때 쇼펜

하우어는 그의 행동이 자신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적 자아를 접하는 타인이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was wir wirklich sind’ 더 잘 안다고 말한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입장은 자아를 파악하는데 있어 경험적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국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자기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조건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켈만

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에 대입하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아는 타인에게 비친 자

신의 모습 즉 ‘경험적 자아’를 의미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아는 스스로 아는

자신인 ‘이성적 자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켈만은 두 가지의 자아 모두를

긍정하고 있으며, 후자보다는 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다. 쇼펜하우어의 구

분은 또한 미드의 이론에서 사회적 자아를 의미하는 ICH와 개인적 자아를 의미

71) D. Thomas: a. a. O., 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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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Ich의 구분과도 일치하며, 따라서 켈만이 양자를 긍정하되 ‘경험적 자아’를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정의에 따르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켈만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은 명성의 인물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그 관계가 달라지면 그에 따

라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변화한다. 레오 리히터의 독백은 정체성에 대한 켈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 역시도 로잘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의 관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아

니며, 그들이 시선을 나로부터 옮기는 순간, 나의 반만 실제적인 존재가 끝

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Denn wie Rosalie kann auch ich mir nicht vorstellen, daß ich nichts bin

ohne die Aufmerksamkeit eines anderen, ja daß meine bloß halbwahre

Existenz endet, sobald dieser andere den Blick von mir nimmt.(R 76)

<로잘리 죽으러 가다 Rosalie geht sterben>에 나타난 이 장면에서 레오는 자

신이 고안한 인물인 로잘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레오가 허구의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근거는, 그들 모두가 타인의 관심이 전제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만 실제적인 존재 halbwahre Existenz’라는 표현은 로잘리

의 허구적 존재를 지시하는 것이면서, 또한 실재하는 자신에게는 타인의 시선에

그의 존재가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사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사회적 관계

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그 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의 정체

성 또한 변할 수 있다고 보는 켈만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명성의 개념

명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획득하는 사회적 평판을 의미하는 것으

로 타인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 누군가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그는 반드시 주변인

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으

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태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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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바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그가 그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72)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사회화 과정은 자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타인과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드는 자아정체성의 형성이 개

인과 “일반화된 타인 der verallgemeinierte Andere”73)의 상호주관적 행위를 통

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호네트는 이 과정에 ‘인정’을 적용한다.74) 호네트는 ‘자

72) 김현경은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는데, 인간은 단순한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며 사

람됨은 사회가 그를 구성원으로 인정할 때 주어지는 하나의 자격과 같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태아나 노예, 사형수들은 인간이되 사람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

우로 그들의 미숙함이나 환경,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개념에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31-54쪽.

73) 미드는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이러한 기대는 그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그가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을 유도하는데, 이를 미드는 ‘일반화된 타인’으로 정의한다. 일반화된 타자는 사회

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적 자아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미드는 이러한 과정을 참가자 모두가 규칙을 공유하

는 게임의 예를 들어 설명 한다. 일반화된 타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G.

H. Mead: a. a. O., S. 196: “자기 자신의 행위 각각은 그 게임을 하는 타인들의

행위에 관한 자신의 가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가 하는 것은 그 팀의 다른 구성원

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해봄으로써 통제된다. 적어도 그러한 태도

가 그 자신의 특별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한에서는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

한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조직화하는 ‘타인’을 갖게 되는 것

이다. 개인에게 ‘자기’라는 단위를 제공하는 조직화된 공동체나 사회집단을 ‘일반

화된 타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화된 타인의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태도이

다. Jede seiner eigenen Handlungen wrd von den Annahmen über die

voraussichtlichen Handlungen der anderen Spieler bestimmt. Sein Tun und

Lassen wird durch den Umstand kontrolliert, daß er gleichzeitig auch jedes

andere Mitglied der Mannschaft ist, zumindest insoweit, als diese Haltungen

seine eigenen spezifischen Haltungen beeinflussen. Wir stoßen somit auf ein

»anderes«, das eine Organisation der Haltungen all jener Personen ist, die in

den gleichen Prozeß eingeschaltet sind. Die organisierte Gemeinschaft oder

gesellschaftliche Gruppe, die dem Einzelnen seine einheitliche Identität gibt,

kann »der(das) verallgemeinierte Andere« genannt werden. Die Haltung dieses

verallgemeinierten Anderen ist die der ganzen Gemeinschaft.” (국역본 244-245

쪽 참조.)

74) Vgl. A. Honneth: a. a. O., S. 126: “주체가 ‘일반화된 타자’의 사회적 행위 규범

들을 넘겨받는 것을 배움으로써 자신을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된 구성

원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호주관적인 관계에 ‘인정’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즉,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호작용 상대자들의

규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자들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자기 자



- 31 -

기존중 Selbstachtung’과 ‘사회적 인정 soziale Anerkennung’이 함께 작용하는

‘상호주관적 인정 intersubjektive Anerkennung’을 통해 한 개인이 인격적 존재

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75) 그의 주장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욕구이며,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호네트가 말하는 사회적 인정은 최소한의 의미로 그를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지만, 인정은 또한 개인에게 명성이나 명예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명

성과 명예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토대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양자

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빌헬름 코르프 Wilhelm Korff는 명예란 그 담지자의

자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명성은 그의 자아

와 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쉬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명예는

개인과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한 개인에게 함께 나타날 때 수여되는 것이

지만, 명성은 단순히 비범한 활동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명예에 비해 가벼운 성

질의 것이다.76) 이때 도덕적인 요구는 양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신도 사회적 협력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Wenn das Subjekt dadurch,

daß er die sozialen Handlungsnormen des »generalisierten Anderen« zu

übernehmen lernt, zur Identität eines sozial akzeptierten Mitglieds seines

Gemeinwesens gelangen soll, dann ist es sinnvoll, für dieses intersubjektive

Verhältnis den Begriff der »Anerkennung« zu verwenden: in dem Maße, in

dem der Heranwachsende seine Interaktionspartner auf dem Weg der

Verinnerlichung ihrer normativen Einstellung anerkennt, kann er sich selbst

als ein Mitglied ihres sozialen Kooperationszusammenhanges anerkannt

wissen.” (국역본 142쪽 참조.)

75) Vgl. A. Honneth: a. a. O., S. 198: “한 사회의 문화적 자기이해는 각 개인의 사

회적 가치부여를 방향 지어주는 기준들을 앞서 제시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능

력과 업적은 이것들이 문화적으로 규정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함께 작

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상호 인정의 형

태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목표하는 방향을 통해 가치 공동체를 형

성할 수 있는 사회적 생활연관은 전제하고 있다. Das kuturelle Selbstverständnis

einer Gesellschaft gibt die Kriterien vor, an denen sich die soziale

Wertschätzung von Personen orientiert, weil deren Fähigkeiten und Leistungen

intersubjrktiv danach beurteilt werden, in welchem Maße an der Umsetzung

der kulturell definierten Werte mitwirken können; insofern ist diese Form der

wechselseitigen Anerkennung auch an die Voraussetzung eines sozialen

Lebenszusammenhanges gebunden, dessen Mitglieder durch die Orientierung

an gemeinsame Zielvorstellungen eine Wertgemeinschaft bilden.” (국역본 2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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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예는 사회적인 가치 체계에 부합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명성은 그 담지자의

활동이 얼마나 특별한 가에 초점이 맞춰질 뿐 그것의 정당성이나 윤리적인 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코르프는 명성을 명예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불충

분한 양식 defiziente Modi”77)이라고 말한다. 코르프의 개념 규정에서 명성은 개

인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 합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와는 달리

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또한 유지되지 않는다. 명성이 개인의 대한 일종의 표상

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명성의 기체성은 그 표상이 실제 그 담지자와 얼마나 괴

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성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실제

자신과 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76) Vgl. Wilhelm Korff: Ehre, Prestige, Gewissen, Köln 1966, S. 55: “명예를 그와

비슷한, 명성이나 사회적 명망과 같이 유사한 현상들과 구분하는 것은 명예 안에

자리하는 윤리적 요구이다. 다시 말해 이들(명예와 사회적 명망)과 다르게 명예

는 윤리적인 개인에게, 그가 관여하고 그로 인해 그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가치가

그의 자아에 속한 것이자 그가 가진 것, 그 자신의 가치로 평가되는 한 그에게

단단히 귀속된 것이다. 명성을 비범하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이 개인에게 수

여하는 ‘영광’으로 이해할 때, 이 개념에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전혀 내제하지 않는다. 명성은 열망할 수 있으되 명예와 같이 요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명성은 ‘사라질’ 수 있으되 명예처럼 ‘손상을 입을’ 수는 없다. Das was

die Ehre von ähnlichen, ihr verwandten Phänomenen wie dem Ruhm etwa

oder dem Sozialprestige unterscheidet, ist der ethische Anspruch, der in ihr

liegt. Im Gegensatz zu diesen(dem Ruhm und dem Sozialprestige) ist sie

gleichsam in der sittlichen Person selbst verankert, insofern diese den Wert,

an dem sie teilhat und aud Grund dessen ihr Ehre zuteil wird, als einen zu

ihrem Selbst gehörenden, ihr zukommenden Besitz, als ihren Selbstwert

betrachtet. Wenn man z. B. Ruhm als den »Glanz« versteht, den

außerordentliche, ganz individuelle Leistung dem einzelnen als Sozialperson

verleiht, so ist doch in diesem Begriff ein moralischer Anspruch auf das

»Beruhmt-sein« gar nicht mitintendiert. Ruhm kann begehrt, aber nicht

gefordert werden wie die Ehre. Ruhm kann »schwinden« aber nicht »verletzt«

werden wie diese.”

77) Vgl. W. Korff: a. a. O., S. 58: “그러나 명성과 사회적 명망은 단지 그의 접촉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명예의 불충분한 양식에 다르지 않다. 이것

은 인간의 ‘내밀한 자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명예의 개념에

서만 개인적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일치하며, 내밀한 존재와 겉으로 드러난 존재

모두에 의해 요청된다. Ruhm und Sozialprestige aber sind nichts anders als

defiziente Modi der Ehre, die ohne diese, und das heißt ohne Rückbezogenheit

auf das »Intime Ich« des Menschen, lediglich etwas über seinen

»Verkehrskurs« aussagen würden: nur im Ehrbegriff ist die Einheit von

Selbstwert und Sozialwert, von intimer und öffentlicher Existenz gefor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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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만은 이러한 명성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켈만은 유명해

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최초로 갖게되는 갈망의 표상 d[ie] frühesten

Sehnsuchtvorstellung des Menschen”78)이며, 유명해지는 것은 “일종의 자가

배증(倍增) eine Art von Selbstverdoppelung”이며 “자신이기도 한 다른 이와

함께 있는 von einem anderen Menschen begleitet, der man aber auch

selbst ist” 것과 같다고 한다.79) 이는 곧 명성을 통해 실제 자신과는 다른 자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명성에 의한 자아의 괴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도 세계를 재다 이후 작가로서의 명성으로 인해 정체성
의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하였다.80) 켈만의 명성에 대한 시각은 아래의 인용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항상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

다.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그러한 상황은 역전되며, 다른 이들은 그가 스스

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다른 이들이 자기에게 제기했던 회의주의를 스스로 넘겨받아야하기 때문

에, 그런 현상에 과감한 자기반어로써, 심지어 자기비하적일 정도로 과감한

자기반어로써 대응할 가능성을 가질 뿐이다. [...] 명성은 극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명성의 또 다른 면이다.

Man fühlt sich normalerweise von den anderen immer unterschätzt.

Wenn man berühmt wird, dreht sich das um, und die anderen nehmen

einen ernster, als man sich selbst nimmt. Man hat nur die Möglichkei,

dem mit drastischer Selbstironie zu begegnen, sogar mit erniedrigend

drastischer Selbstironie, weil man nun die Skepsis, die früher die

78) Kehlmann u. Kleinschmidt: a. a. O., S. 135.

79) Vgl. D. Thomas: a. a. O., S. 28: “Ich glaube, man erlebt das Berühmtsein oft

als eine Art Selbstverdoppelung und fühlt sich plötzlich ständig von einem

anderen Menschen begleitet, der man aber auch selbst ist.”

80) Vgl. Urlich Weinzierl: Daniel Kehlmann ist ein Gefangener der Technik, in:

Welt Online 13. 01. 2009. URL:http://www.welt.dekultur/article2999057/Daniel-

Kehlmann-ist-ein-Ge/fangener-der-Technik.html: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러한 행운이 어려움들과 충격, 크고 작

은 정체성의 혼란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Es ist

schon ein ganz großes Glück, wenn einem so etwas widerfährt. Dass dieses

Glück auch Schwierigkeiten, Erschütterungen, kleine und großere

Identitätskrisen mit sich bringt, ist k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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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en einem entgegengebracht haben, selber übernehmen muss. [...]

Der Ruhm hat, das ist seine andere Seite, etwas zutiefst

Verunsicherndes.81)

켈만은 명성을 가진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반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일반적인 현상이라

고 하며 인간 본연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유

명해지면 그는 실제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받게 된다. 이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

과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괴리가 생겨나며, 켈만은 이러한 상황을 ‘과감한’이라

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유명해진 이는 이제 자신을

비하해야 하는 가능성만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그가 마주해야 할 상황은 회의적

인 인정의 철회, 즉 명성의 박탈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켈만이 말하는 ‘자기

반어’로, 명성을 가진 이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켈

만은 명성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러한 상황이 명

성의 본질적 “불안함 Verunsicherndes”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켈만의 명성에 대한 시각은 앞서 살펴본 정체성과 명성에 대한 담론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명성에서 유명인들을 둘러싼 사건들을 통해 구체화
된다. <탈출구 Ausweg>에서 유명 영화배우로 등장하는 랄프 탄너는 영화 속

이미지와 실제 자신과의 괴리를 느끼고, <수녀원장에게의 답변 Antwort an die

Äbtissin>에 등장하는 작가 미구엘 아우리스토스 블랑코스는 작가로서의 명성을

추구하다 소외된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추리소설 작가 마리아 루빈슈타인은 자신

의 실종을 계기로 명성을 얻게 되는가하면, 레오 리히터는 대중에 알려진 이미지

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명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잘 보여준

다. 명성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한편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관계를 맺지만, 결국 그 이미지는 단지 그와 관계하는 주변의 시선에 의

한 것이자 일회적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실제 그 담지자와 괴리되어있다. 이처럼

명성은 정체성과 명성에 대한 현대의 담론과 켈만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
이며, 켈만은 명성을 통해 현대인이 빈번히 마주하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구

현하고 있다.

81) Kehlmann u. Kleinschmidt: a. a. O., S.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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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의 구성 원리: 미로 구조

명성은 ‘아홉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 Ein Roman in neun

Geschichten’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독립적인 아홉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는 또한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는 작중 인물의 진술을 통해서 부연된다. 첫 번째 <위험 안에서 In Gefahr>에서

레오 리히터는 자신이 구상 중인 작품에 대해 “구성, 결합, 전체적 연결고리는 있

지만 작품을 관통해 등장하는 주인공이 없다 Die Komposition, die

Verbindung, der Bogen, aber kein Protagonist, kein durchgehender

Held”(R 25)고 말한다. 이는 명성의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명성의 이
야기들은 한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다른 이야기에서 주변인물로 스쳐 지나가거나

그의 작품이 언급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된다. 하지만 아홉 개

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한 명의 주인공은 부재한다. 즉 그의 말은 작품의 ‘자기

지시적 성격’을 드러내며 이것이 켈만에 의해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켈만은

이러한 작품의 구조를 통해 독자의 독서 체험을 분절시키면서도 또한 하나의 이

야기로 재구성하도록 추동한다.

한편 작품의 구조는 단순히 장르적 실험이나 독자의 능동적 독서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인물들이 교

차하는 이러한 상황은 현대사회의 모습을 재현한다. 한 명의 주인공이 겪는 사건

을 그린 한 편의 이야기가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품의 구조는 결국 개개인의 삶이 구성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물과 이야기가 서로 관계하는 구조는 네트워크의 양상을 띠고 있다. 네

트워크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같은 매체의 근본 조건으로, 명성의 구조가 이를
모사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의 매체 환경에 대한 켈만의 숙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성의 구조는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현대
인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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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홉 개의 이야기로 완성된 한 편의 소설

명성의 구조는 이것이 과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
킨다.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편집자 로타 뮐러 Lothar Müller는 명성의 아홉 이
야기들이 과연 한 편의 소설을 이루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때 그는 각 이야기들

이 단지 논리적 차원에서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82) 이는 명성의 이
야기들이 표면적으로만 연결될 뿐 하나의 소설로 묶이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의 형식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오르크 루카치의 이론에 따르면, 소설은 “삶의 외연적 총체성이 더 이상 구체적

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의미 내재성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총체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시대의 서사시”83)이다. 소설의 총체성에 대

한 지향은 형식적 통일성에 대한 추구로 나타난다. 루카치는 이를 통해 소설이 이

82) Vgl. Lothar Müller: Sudoku ist kein Roman, in: Süddeutsche Zeitung 17. 05.

2010. URL:http://www.sueddeutsche.de/kultur/daniel-kehlmanns-neues-buchruh

m-sudoku-ist-kein-roman-1.478263: “이 책은 부제가 말하듯, 종합하여 하나의

소설을 만들어야 할 아홉 개의 서로 맞물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

목할 만한 방식으로 실패한다. [...] 이 책(명성)은 의미 있는 책이 아니며, 아홉

이야기가 한 편의 소설이라는 총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는 작품도 아니다. 명
성에서는 그것(각 이야기들의 관계)이 이야기들의 논리적 연결에 머물고 있다.

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후의 이야기에서 사건들의 인과관

계 내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게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 Dieses

Buch enthält wie der Untertitel sagt, neun miteinander verzahnte Erzählungen,

die insgesamt einen Roman ergeben sollen. Es ist auf bemerkenswerte Weise

misslungen. [...] dies ist kein bedeutendes Buch, kein großer Wurf, bei dem

aus neun Geschichten das Ganze eines Romans entsteht. [...] Es bleibt in

“Ruhm” bei der logischen Verknüpfung der Geschichten: was der Figur in

einer Geschichte widerfährt, erhält in einer späteren seinen Ort in der

Kausalkette der Ereignisse oder umgekehrt.”

83) 루카치는 서사시와 소설을 각각 고대와 현대의 대표적 서사형식으로 상정하고

양자를 비교하는데, 서사시를 세계와 인간이 서로 낯설게 구분되지 않는 총체성

의 시대의 문학으로 파악하는 반면, 소설은 그러한 총체성이 이미 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시대의 문학으로 이해한다. Georg Lukács: Der Theorie des Romans:

Ein geschichtsphilosophischer Versuch über Formen der grossen Epik,

Neuwied: Luchterhand 1971, S. 47.: “Der Roman ist die Epopöe eines

Zeitalters, für das die extensive Totalität des Lebens nicht mehr sinnfällig

gegeben ist, für das Lebensimmanenz des Sinnes zum Problem geworden ist,

und das dennoch die Gesinnung zur Totalität hat.” (국역본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13, 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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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요소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형식이라고 말한다.84)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성이란 말하자면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나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의 선형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성에
대한 뮐러의 문제제기는 작품의 구조적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

에 대한 루카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켈만은 소설에

대해 이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한다.

켈만은 2003년 볼펜뷔텔에서 있었던 <현대인과 현대소설 Der Moderne und

sein Roman> 세미나에서 발표한 <아이러니와 엄격함 Ironie und Strenge>에

서 플로베르 Gustave Flaubert를 19세기의 중요한 작가로 꼽는데, 그 이유는 플

로베르가 작품에 나타난 한 단어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 완전무결함

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85) 플로베르는 단어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 작품의 완결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루카치적 의미에서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켈만은 플로베르의 형식적 완결성이 소설을 생

기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평가한다.86) 켈만에 따르면 이전의 소설들

84) Vgl. G. Lukács: a. a. O., S. 73: “소설의 구성은 이질적이고 분산된 요소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었다가 항상 다시 해체되는 역설적인 양상을 띤

다. 추상적인 요소들을 결속시키는 관계들은 순전히 추상적이며 형식적이다. Die

Komposition des Romans ist ein paradoxes Verschmelzen heterogener und

diskreter Bestandteile zu einer immer wieder gekündigten Organik. Die

Zusammenhaltenden Beziehungen der abstrakten Bestandteile sind in

abstrakter Reinheit formell.” (국역본 96쪽 참조.)

85) Daniel Kehlmann: Ironie und Strenge, in: Ders.: Wo ist Carlos Montúfar?,

Reinbek bei Hamburg 2010, S. 135: “플로베르로부터 현대적 산문의 이상적인

형식은 완전무결함이 되었다. 그것은 텍스트의 총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속

에서 단 한 단어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텍스트의 이상이었다. Mit Flaubert

[...] setzte sich das bis heute bestimmende Stilideal der modernen Erzählprosa

durch, die impeccabilité, die Makellosigkeit: das Ideal eines Textes, in

welchem kein Wort verändert werden könnte, ohne das Werk in seiner

Gesamtheit zu schädigen.”

86)Vgl. D. Kehlmann: Ironie und Strenge, S. 136: “현대 소설에서 소재는 표현 형

식을 위하여, 내용은 자신을 확정하는 구조를 위해 한발 뒤로 물러선다. 과도함의

위험 대신에 헨리 제임스나 토마스 만의 작품을 읽을 때 종종 느끼는 것처럼, 이

제는 지나치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경직됨이 위협이 된다. 그와는 반대로 사울 벨

로우나 죠셉 헬러 그리고 토마스 핀천과 같이 다양한 성취를 이루어냈던 플로베

르 이전의 악한이 등장하는 소설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즉

예술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긴다. Im modernen Roman tritt der Stoff

zugunsten seiner Darstellungsform, der Inhalt zugunsten der ihn bestimm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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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시들지 않는 건강함 unverwüstliche Robustheit”87)이 있었지만, 플로베르

가 추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설의 형식적 완전무결주의가

그러한 건강함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켈만은 소설의 완결성에

대해 플로베르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플로베르와 톨스토이 Lew

Nikolajewitsch Tolstoi를 비교하며 후자가 전자에 비해 복잡함과 언어적 섬세함

에 있어서는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각 인물들과 장면에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표

현적인 완벽함 ausdrücklich[e] Perfektion”을 성취하였다고 평가한다.88) 플로베

르에게서는 형식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금기시 되었던 “[형식을] 경시할 정도의 대

범함 an Geringschatzung grenzenden Großmut”은 곧 형식적 느슨함을 의미

하며, 이것은 형식이 아닌 ‘표현’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켈만은 소설이 서로 모순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형식을

띈, 실험이 가능한 문학적 공간으로 이해한다.89) 즉 켈만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Struktur zurück. Statt der Gefahr des Überbordens droht nun die einer

überfeinerten Leblosigkeit, wie man sie etwa Henry James oder Thomas Mann

zuweilen empfindet. Umgekehrt hinterlassen Versuche, zum vorflaubertschen

Schelmenroman zurückzukehren, wie sie Saul Bellow, Joseph Heller und

Thomas Pynchon mit sehr unterschiedlichem Erfolg unternommen haben,

häufig einen Eindruck von Unausgewogenkeit, ja Kunstlosigkeit.”

87) D. Kehlmann: Ironie und Strenge, S. 135: “라블레, 세르반테스 혹은 장 파울에

게는 이러한 것들이[플로베르에게서 나타나는 형식적 완결성] 전혀 떠오르지 않

았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약점들 때문이기도 하

지만, 그만큼 대단한 장점들과 시들지 않는 건강함 탓이기도 하다. Daß so etwas

Rabelais, Cervantes oder Jean Paul nie eingefallen wäre, ist für unzählige

Schwächen in ihren Büchern ebenso verantwortlich wie für deren größte

Stärken und unverwüstliche Robusheit.”

88) D. Kehlmann: Ironie und Strenge, S. 139: “전쟁과 평화 역시 아주 정밀하게

구성되었으나, 심리학과 철학적 요소의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플로베르의 작품

이 가진 복잡함과 언어적 섬세함에는 못 미친다. 즉 그에 관해 안나 카레니나
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을 연루시키지 않고, 표현적 완벽함을 성취하였다. [...]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각각의 인물들을 그들의 특성으로 이해했으며, 각

각의 풍경에 경시하는 것과 같은 관용으로 공간을 내주었다. Krieg und Frieden
[ist] mit ungeheuer Akribie komponiert und steht an Koplexität und

sprachlicher Feinheit den Werken Flauberts, die es in Psychologie und

philosophischer Substanz weit überragt, in nichts nach. Bald darauf brachte

Tolstoi in Anna Karenina die Kunst, sich nicht einzumischen, zu so

nachdrücklicher Perfektion, [...] Er hat keine [Meinung], versteht jede Figur in

ihrer Eigenheit und gibt jeder Ansicht mit demselben an Geringschätzung

grenzenden Großmut 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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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 중 이러한 노력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명성이다. 켈만은 명성을 “구조적 차원의 실험 ein Experiment in Struktur”

이며 각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이음새 Bogen”로 인해 한 편의 소설로 구성된다

고 말한다.90) 이러한 진술을 통해 켈만이 명성을 통해 이미 통용되고 있는 소
설의 형식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명성의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이라는 부제는 이러한
켈만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켈만이 명성에서 시도하는 구조적 실험은 각 이야기들 간의 이음새에 의해
구체화된다. 명성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은 다양한 연결고리들에 의해 상호 연결
된다. 이를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인물, 사건 그리고 이야기들의 사이공간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성의 아홉 이야기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

된다. 이러한 구조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영화감독 루이스 브뉘엘 Luis Bunũel

의 영향이다. 켈만은 명성을 “브뉘엘에 대한 오마주 Bunũel-Hommage”라며

자신이 브뉘엘의 영화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91) 그가 명성을
89) D. Kehlmann: Ironie und Strenge, S. 139: “서로 모순되는 견해와 의도, 소망,

노력, 세계관을 동일한 공감대와 동일한 거리로 묘사하고자할 때, 그래서 그들 각

각이 전적으로 저절로 오로지 이러한 대립을 통해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이

르기까지 상대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 이

처럼 모든 원칙을 상대화하는 특징은 소설을 저항 가능한 것으로, 탄력적으로, 실

험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Was entsteht denn, wenn man einander

zuwiderlaufende An- und Absichten, Wünsche, Bestrebungen,

Weltvorstellungen mit gleicher Sympathie und gleicher Distanz schildert, so

dass jede von ihnen ganz von selbst, allein durch diese Gegenüberstellung, bis

in ihr Innerstes relativert wird? - Ironie. [...] Diese jede Doktrin relativierende

Eigenschaft macht den Roman so widerstandfähig, so biegsam, so tauglich für

Experimente.”

90) Felicitas von Loverberg: In wie vielen Welt schreiben Sie, Herr Kehlmann?,

in: F. A. Z. Feuillieton, 29. 12. 2008. URL: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i

m-gespraech-daniel-kehlmann-in-wie-vielen-welten-schreiben-sie-herr-kehlm

ann-1754335.html: “[이 작품은]에피소드 영화의 형식을 소설로 옮겨오려는 일종

의 구조적 실험이다. 다시 말해 각 이야기들이 완결되어있지만 큰 이음새로 모두

한 데 가까이 묶여있는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이다. [es

ist] ein Experiment in Struktur. [...] die Form des Episodenfilms auf den

Roman zu übertragen – also einen Roman zu schreiben, der aus Episoden

besteht, jede abgeschlossen, aber alle eng zusammengehörend in einem großen

Bogen.”

91) Vgl. ebd.: “이 이야기는 일종의 작은 브뉘엘 오마주이자 고전적인 초현실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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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하며 여러 번 보았다는 브뉘엘의 1974년 작 <자유의 환영 Le Fantôme De

La Liberté>은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에피소드를 넘

나들며 등장한다. 그러나 <자유의 환영>에서는 주로 한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다

른 에피소드에서는 주변인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인물들이 관계를 맺는 한편, 
명성에서의 인물들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서로에게 깊이 관여한다. 브뉘엘

의 영화는 켈만이 말하는 이야기들 간의 이음새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명성의
이야기들은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요소가 이야기들을 묶고

있음을 예감하게 한다.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요소는 인물이다. 명성의 인물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에도 등장하며 작품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인터넷광인 몰비츠는 주로 포럼에 글을 올린다. 그는 영화 포럼에 배우 랄프

탄너에 대해 혹평하고, 그가 높이 평가하는 두 작가 미구엘 아우리스토스 블랑코

스와 레오 리히터에 대한 옹호글을 게시한다. 그의 이야기에는 레오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라라 가스파드가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제시되며, 부서장을 대

신해 참석한 통신사 회의에서 우연히 레오를 만나기도 한다. 몰비츠는 다른 이야

기의 주인공들과 관계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레오는 명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자신

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서도 주변 인물로 등장한다. 레오를 통해 연

결되는 몰비츠와 라라의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레오는 인물들 사

이의 매개로서 그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블랑코스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책을 통해 다른 이야기들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목소리들

Stimmen>에서는 에블링의 아내가, <탈출구>에서는 랄프가 그의 책을 읽고 있

으며, <동양 Osten>에서는 그의 책이 잡화점 서가에 꽂혀있는 것이 발견되는가

하면, <토론에 글 올리기 Ein Beitrag zur Debatte>에서는 몰비츠에 의해 플라

톤, 헤겔과 같은 고전들과의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랄프 탄너

는 유명 영화배우답게 에블링의 이야기 <목소리들>과 <위험 안에서>에서 광고

대한 인사이다. 이 글을 쓸 때 나는 계속해서 브뉘엘의 <자유의 환영>을 보았다.

그 영화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의 배증이 나타난다. Die Geischichte ist eine

kleine Bunũel-Hommage, eine Vergebung vor dem klassischen Surrealismus.

Beim Schreiben habe ich immer wieder Bunũels „Das Phantom der Freiheit”

gesehen, da gibt es auch diese Figurenverdoppe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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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명성의 인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
들에 등장하며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서로 관계하도록 한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통적으로 자아가 교환되거나 스스로를 상실하는 등 정

체성과 관련한 문제적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점에서 명성의 아홉 이야기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각 이야기들은 독립적이지만 그 안에

서 일어난 일들은 또 다른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관계하며 이야기들을 연

결시킨다. 예를 들어, 같은 제목을 가진 <위험 안에서>는 시간적으로 같은 선상

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들은 비록 명성 안에서 바로 연결되도록 배치되어 있

지는 않다. 하지만 레오의 문학 강연을 위한 초청 여행을 마치고, 엘리자베트가

활동하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 장소로 이동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

에 따라 다루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첫 번째 이야기 <목소리들>과 네 번째 이야

기 <탈출구>, 일곱 번째 이야기 <토론에 글 올리기> 그리고 여덟 번째 이야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죽어갔는지 wie ich log und starb>는 시간적 순

서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지만 각 이야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다른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부서장의 이중생

활이다. 그는 아내와 애인 사이를 오가느라 자신의 업무를 몰비츠에게 전가한다.

몰비츠는 회사에서도 인터넷 포럼에 집중하느라 업무에는 소홀한 인물이다. 그의

업무 태만은 에블링이 새로 장만한 휴대폰에 랄프가 사용하고 있던 번호를 배정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에블링에게는 랄프를 찾는 전화가 오고, 여기에서

에블링은 랄프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기에

어떤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 에블링은 업무 관련 전화에 고함을 지르고 랄

프의 애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약속을 잡고는 바람맞히는가 하면, 심지어 실의에

빠진 랄프의 친구에게 막말을 해 그가 자살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어느 순간부터 랄프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과 관련한 일들이 진행되는가 하면, 애인이 갑자기 찾아와 화를 내며 따

귀를 때리기도 한다. 유명인으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회의를 느끼고 있던 랄프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흉내 내는 대역 배우 행세를 하게 된다. 이처럼 에블링, 랄

프 탄너, 몰비츠, 통신사 부서장의 이야기는 인과관계로 얽혀있다. <위험 안에서>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되고, 이 네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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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명성의 구조는 각 이야기들이 분절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히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사건들이 정체성과 관련한다는 공통적인 문제

상황과 이야기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각 사건들이

마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곧 각 이야기들이 자

신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한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는 부분으

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은 다음으로 살펴볼 이

야기들의 연결 요소를 통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사건들과 인물들이 마구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성의 구조에 대해 비
트슈톡은 ‘이야기의 미로’라 말한 만큼,92) 작품의 서사 구조는 선형적이지 않다.

서로 연결된 이야기들조차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으며, 각 이야기들은 구심점이

없이 마구 뒤엉켜있다. 이들을 연결하는 세 번째 요소는 이야기들의 사이공간이

다. 이는 단순히 이야기들을 관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명성의 아홉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로 합쳐지게끔 한다. 각 이야기들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서사를 이룬

다. 하지만 작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독자는 그 배후에 어떤 연관이 숨겨져 있음

을 예감하게 된다. 켈만은 명성에서 오히려 이야기 사이의 “빈틈과 사이 공간에

서 in den Lücken und Zwischenräumen”93)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작중 인물들이 겪는 사건들 간에는 빈틈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에블링

과 랄프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통신사에서는

92) Vgl. U. Wittstock: a. a. O., S. 170: “Jede seiner Geschichten (bis auf die

letzte) ist völlig selbstständig und doch mit allen anderen verknüpft.

Zusammen bilden sie ein Geflecht ohne Zentrum, ein postmodernes

Geschichtenlabyrinth, das durch immer neue Dimensionen der Fiktionalität

führt. 그[명성]의 이야기들은 각자 완전히 독립적이지만 또한 모두가 다른 이

야기와 연결된다. 그들은 허구의 차원에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원들을 통

해 야기되는 중심이 없는 하나의 촘촘한 그물이자 포스트모던적인 이야기의 미

로를 만든다.”

93) F. v. Lovenberg: In wie vielen Welt schreiben Sie, Herr Kehlmann?.: “그 책

(명성)은 고작 200페이지 밖에 안 되지만, 이야기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많은 일들이 빈틈과 사이 공간에서 일어난다. 에피소드들 배후에 가려

진 연결들을 통해 알아내야만 하는 많은 맥락들이 있다. Das Buch hat nur

zweihundert Seiten, aber es geschieht wesentlich mehr, als erzählt wird, es

passiert eine Menge in den Lücken und Zwischenräumen. Durch die

untergründigen Verbindungen zwischen den Episoden gibt es viele

Zusammenhänge, die man erraten m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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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에게 잘못된 번호를 지정해준 일이 다수 일어난 바, 어쩌면 에블링이 겪

는 일은 실제 랄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에게 혼선을

가져다준 통신사가 바로 몰비츠와 부서장이 근무하는 그 회사라는 근거는 드러나

지 않는다. 물론 다른 이의 보고로 인해 그들의 회사가 고객들에게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두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각 이야기의 단절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공간이 휴지(休止)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니켈은 이와 같은

사이공간을 켈만이 의도한 것으로 파악한다. 94)이 지점에서 독자는 각 사건들의

연관 관계를 스스로 구축한다. 이야기들의 배후에 숨겨진 구조를 독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독서를 통해 완성하는 것이다.95) 이처럼 이야기들의 사이공간은 형식적

으로는 밀도 있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는 긴밀히 연결된다. 켈만은 톨스토이의 인물들과 풍경에 공간을 내어주는

‘관용 Großmut’에서 ‘표현적 완벽함’을 발견한다. 켈만이 명성에 만들어놓은 사
이공간 역시 이와 같은 관용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이야기들은 개별적 차원을 벗어나 한 단계 위의 서사를 구성한다.

94) Gunther Nickel: »Lifesense« im »Real Life«. Was den »magischen Realisten«

Daniel Kehlmann mit Karl Marx und Bertolt Brecht verbindet, in: Literatur

Kritik Ausgabe Nr. 3, 3. 2009.: “무엇보다 켈만은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 간에

있는 파악되지 않는 “사이”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소설을 에피소드처럼,

다시 말해 사이공간들로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타당하게 보인다. Da Kehlmann

mit seinem Roman vor allem auf das ungriefbare »Dazwischen« zwischen den

Akteuren aus ist, erscheint es nur folgerichtig, ihn episodisch, also auch mit

Zwischenräumen zu erzählen.”

95) Vgl. N. Kasko: a. a. O., S. 31: “이러한 지점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각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소설 전체가 잘 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하며, 독자들에게 이 소

설의 이면에 깊은 숙고의 과정을 거친 구조라는 [작가의] 구상이 있음을 상기시

킨다. Diese Stellen verstärken im Leser den Eindruck der Konstruiertheit der

einzelnen Geschichten sowie des ganzen Romans, sie erinnern ihn daran, dass

eine Konzeption hinter dem Roman steckt, eine durchdachte Struktur.”; Vgl.

Bareis: a. a. O., S. 264: “독자는 [작품을] 수용하면서 명시적인 이름부름으로 인

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작품이] 통일성에 대한 추

측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연결을 시도한다. Der Leser wird also im Akt

der Rezeption zunächst einmal anhand der expliziten Namensnennungen

Verknüpfung zwischen den verschiedenen Geschichten herstellen, und darüber

hinaus anhand von Kohärenzvermutungen auch implizite Verknüpfungen

herzustellen versu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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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성은 인물, 사건, 사이공간에 의해 서로 연결된
다. 이를 통해서 각 이야기들은 단순히 짧은 이야기의 차원을 벗어나 작품을 관통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는 앞서 뮐러가 제기한 ‘명성을 소설로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에 답을 제시한다. 작품을 관통하는 주인공이 존재하지 않지

만,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아홉 개의 이야기가 연결됨으로써 한 편의 소설을 구성

하는 것이다. 김래현은 노발리스 Novalis와 슐레겔 Friedrich Schlegel이 소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정의한 것을 근거로 명성은 형식적 자유로움이 나타나는 한
편의 소설일 수 있다고 말한다.96) 이처럼 이야기들이 독립적이면서도 통합되는 
명성의 자유로운 형식은 또한 루카치의 “이질적이고 분산된 요소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었다가 항상 다시 해체되는 역설적인 양상ein paradoxes

Verschmelzen heterogener und diskreter Bestandteile zu einer immer

wieder gekündigten Organik”97)이라는 소설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명성은 켈만의 소설의 구조에 대한 ‘실험’의 결과물로서 한 편의 소설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네트워크 구조

복잡한 작품의 구조가 단지 소설의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켈만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준다. 명성의 이야기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한

편, 다층적인 현실이 뒤섞이며 서로 관계한다.98) 이러한 연결은 현대인의 삶과 현

96) 김래현: 같은 글, 41쪽 참조.

97) G. Lukács: a. a. O., S. 73. (국역본 96쪽.)

98) 카스코는 명성의 이야기들이 수평적으로도 수직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상을 단지 경계를 넘나드는 켈만의 서술방식으

로 이해하며 작품의 구조가 밀도 있게 구성되었음을 밝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

다. Vgl. N. Kasko: a. a. O., S. 28 f.: “명성.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한편으로는 두 개의 서술 차원에서 ‘수직적’

이며, [...] 다른 한편으로는 첫 번째 서술 차원에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수평적’

이다. Der Roman Ruhm. Ein Roman in neun Geschichten lässt sich zweifach

aufteilen: einerseits „vertikal” auf zwei narrativen Ebenen [...] andererseits

„horizontal” auf die Geschichten der Protagonisten der ersten narrativen

E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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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의 모습을 재현한다. 우선 이야기들의 병렬적 연결은 현대인의 삶과 그것

의 총체로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준다. 현대인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산업의 고도화와 매체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은 개인의 활동무대를 지역사회에서 전 국

가로, 더 나아가 전 지구로 확장시킨다. 그 결과로 현대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뿐

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전 세계와 관계하며 살아간다. 활동 영역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을 둘러싼 관계의 양적 증가를 야기하며, 개별적 관계는 그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요구한다. 즉 현대인은 복잡한 관계망 하에서 각각의 관계에 따

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다양한 관계망

하에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표상을 가능하게 한다. 반 다이크

Jan van Dijk는 두 요소를 연결하는 것은 “관계”로, “적어도 3개 이상의 요소, 지

점 혹은 단위들을 연결시킨 것”99)을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이는 곧 점들이 상호

연결된 그 집합체를 의미하며, 이를 구성하는 점들은 각각 두 개 이상의 점과 연

결된다. 다이크는 오늘날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연결되어 복잡

한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로 규정하며,100) 이러

한 정의는 현대인이 그만큼 복잡한 관계망 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둘러싼 관계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관

계는 개인이 인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성의
인물들은 현대인과 닮아있다.101) 각 인물들은 각자의 삶에서 가족이나 직장 등 그

가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편, 이야기를 스쳐지나가는 또 다른

인물이나 사이공간에서 그와 연결되는 인물들은 그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와 관계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에블링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에블링은 휴대전

화를 통해 랄프의 지인들과 관계한다. 이들과의 유희는 우연에 의한 것이지만 의

식적 차원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통신 업무를 매개로 관계하게 되는 몰비츠

99) 반 다이크: 네트워크 사회, 케뮤니케이션북스 2002, 43쪽.

100) 반 다이크: 같은 책, 38-40쪽 참조.

101) 뢰저는 명성의 구조가 세계화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때 그는

세계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첫째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거시적

인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총체화’로, 개인의 주체적 경험에 있어

점점 더 개인화된다는 점에서 ‘파편화’로 특징 짓는다. 그는 ‘아홉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로서 명성이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Vgl. K. Löser: a. a. O., S. 3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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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신사의 부서장은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블링은 그들의 존재는 예감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랄프와의 관계는 이를 한층

더 잘 보여준다. 에블링은 랄프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에블링은 휴대전

화를 통해 랄프와 직접적으로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몰비츠 역시 자신의 실수로 에블링과 랄프를 연결시켰지만, 그는 자신이 이 관계

의 매개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처럼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건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의식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관계들을 보여주며, 인물들이 교차하는 사이

공간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와 관계하게 되는 상황을 지시한다. 이때 후

자의 경우는 한 인물의 삶을 초월하여 여러 인물을 연결되는 소설의 세계를 구축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성의 인물들은 다이크적 의미에서의 ‘관계’와 그
들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명
성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복잡한 관계는 실제 현대인이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현실과 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는 곧 현대인을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들의 병렬적 연결이 사회적 현실을 재현한 것이라면, 명성에 나타난

다층적인 현실은 현대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 켈만은 명성에서 작가
로 등장하는 인물의 글쓰기를 통해 그가 작품을 쓰고 있는 현실과 그에 의해 만들

어지는 허구적 차원의 현실을 동시에 구현한다. <로잘리 죽으러 가다>는 명성
에서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글을

쓰고 있는 작가 레오와 그가 만들어낸 인물인 로잘리가 동시에 등장해 서로 대화

를 나눈다는 점이다. 두 인물은 상하 관계에 놓인 서로 다른 차원에 서 있다. 레오

가 있는 차원은 로잘리가 속한 차원에 비해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로잘

리는 레오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지만, 레오는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서

그녀의 행동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두 인물은 차원의 벽을 뛰어

넘어 대화를 나눈다. 이때 레오가 실제 현실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로잘리는 그로

부터 만들어진 허구의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하는

것은 곧 현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 된다. <로잘리 죽으러 가다>에서 레

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에 그것이 실재하는 것인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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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야기하는데,102) 이러한 레오의 언급 역시 현실과 허구를 뒤섞어 놓는 효과를

준다. 그러나 로잘리의 이야기에서는 두 개의 차원이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되는

반면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 구분이 한층 더 어려워진다. 명성의 말미에 위치

한 두 번째 <위험 안에서>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레오의 여자친구인 엘리

자베트는 레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라라 가스파드가 자신을 모델로 한 것 같다

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실존 인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라라가

등장하는 소설의 작가인 레오 리히터와 같이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믿음에 더욱

확신을 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과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라라를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 또한 레오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그녀의 존재가 허구였음은 분명히 밝혀지지만, 허구의 층위

는 혼란에 빠진다. 라라의 경우, 그녀는 로잘리의 조카딸로 두 인물은 레오가 만

들어낸 인물이기에 같은 차원에 속해있다. 레오는 작가로서 이들보다 한 차원 위

에 존재한다. 엘리자베트는 레오와 동행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차원, 즉 로잘리,

라라보다 한 차원 위에 위치해야 하지만 라라의 등장으로 인해 이와 같은 차원의

층위는 깨어진다. 오직 그들을 만들어낸 레오만이 함께 있던 차원에서 빠져나와

사라진다. 이를 통해 엘리자베트와 그녀를 모델로 한 라라가 모두 허구의 인물이

며, 레오만이 실재하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레오 역시 실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토론에 글 올리기>에서 몰비츠는 레

오와 만난다. 이때 레오는 엘리자베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레오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몰비츠는 레오의 열렬한 독자이자 블랑코스의 지지자이다.

따라서 실제 레오와 몰비츠, 그리고 블랑코스는 동등한 차원에 속하고 있다. 그러

나 <위험 안에서>의 말미에 엘리자베트의 동료 역시 블랑코스의 책을 읽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현실과 허구는 뒤섞인다. 또한 로잘리의 이야기에서 작가인

레오가 알 수도 없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은, 레오보다 한 차

원 높은 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국 레오 역시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02)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실재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Wahrscheinlich wissen Sie, daß es den wirklich gibt; ich habe ihn

nicht erfunden.” (R 52); “내가 프라이타크씨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 좋을 것이다. Ich sollte wohl erwähnen, daß ich Herrn Freytag erfunden

habe.” (R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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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각각 독립적인

차원에 존재할지언정 각 차원 간에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현주는 이를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혼합현실로 이해하며

켈만이 이러한 현실을 작품에 구현한 것으로 파악한다.103) 허구와 실재가 뒤섞인

다는 점에서 유현주의 해석은 타당성을 갖지만, 레오 위의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

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레오 또한 켈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임

을 함께 고려한다면, 명성에 나타난 허구와 현실의 관계는 문학적 은유로서 접
근할 수 있다. 명성에서 각 인물들이 위치한 차원은 최상위에 있는 켈만의 관점

에서 볼 때 상하관계가 없는 모두 평행한 세계이다. 평행한 차원에서 다양한 요소

들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네트워크와 유사하다.104) 네트워크는

각각 독립적인 점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상하 구

조가 있을 수 없다. 이때 네트워크는 점들을 연결하고 그 점은 다시금 다른 점들

과 연결됨으로써 계속해서 확장된다. 네트워크의 확장은 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점

점 많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점들 간의 얽힘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현대의 대표적인

매체로, 접속한 이들을 모두 연결시켜주며, 연결된 이들 간에 상하관계는 발생하

지 않는다. 인터넷 상의 연결은 관계하는 정보들의 경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하

이퍼링크 Hyperink’를 통해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

한 연결은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연결은 끝

없이 순환한다. 명성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징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레오와
랄프처럼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블랑코스의 책은 마치 하이퍼링크와

103) 유현주: 같은 글, 202쪽 참조.

104) 비트슈톡은 명성의 작품 구조를 미로로 규정한다. 그는 미로를 그

구조에 따라 3단계로 나눈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의 구분에 따라 명
성의 구조를 세 번째 단계 ‘리좀 Rhizom’으로 파악한다. 이때 리좀은 네트

워크와 같은 구조로 어디에나 연결될 수 있고 중심점이 없으며, 바로 그러

한 이유에서 출구도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Vgl. U. Wittstock: a. a. O., S.

170 f. 에코의 미로 구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Umberto Eco: Im

Labylinth der Vernunft. Texte über Kunst und Zeichen, Leipzig 1989. S.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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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여러 이야기에 등장해 다른 이야기들 간의 접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하이퍼링크와 닮아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울리는 장면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쌍관 구조는 작품을 끝맺지 않고 순환하게 만든다. 이처럼

인터넷의 구조적 특징과 일치하는 이야기의 구조는 결국 명성의 구조가 인터넷
을 모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05) 인터넷은 현대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개인의 공적, 사적 삶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켈만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매체

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06) 이러한 켈만의 매체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을 모

사한 작품의 구조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켈만이 작품의 구조를 통해 현대사회에 대한 자신의

숙고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의 병렬적인 구조가 현

대인의 복잡한 삶을 구현하고 있다면, 각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네트워크 구조는

현대 매체 환경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명성의 인물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이러한 현실은 현대매체와 그 영향에 따른 결과이다. 켈만은 이를

통해 현대인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107) 이는 켈만이 명성을 통
해 제기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배경을 형성한다. 켈만은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는 데에는 사회적 관계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사회

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욱 복잡한 관계망에 자리하게끔 하고, 현대의 매체는 그

러한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현대인은 스스로 자신이 누

105) 김래현은 통신기술이 명성에서 단지 소재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

님을 명성의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김래현: 같은 글, 34쪽

참조.

106) F. v. Lovenberg: In wie vielen Welt schreiben Sie, Herr Kehlmann?:

“Sowohl im Beruflichen, wo man für Vorgesetzte inzwischen immer erreichbar

sein muss, als auch iom Privaten kann man ja nicht mehr entfliehen – und

meinstens will man es auch gar nicht, weil man dieser Technik ja gleichzeitig

profitiert. 상사에게 있어 언제나 연락 가능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직업적인 부분

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

의 경우 사람들은 그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기술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107) H. Detering: a. a. O.: “켈만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픽션들은 화려한 기교의 탁

월함의 공전으로 흘러가지 않고. 신비로운만큼이나 흥미로운, 우리가 현실이라 부

르는 것의 반향으로 향한다. Kehlmanns vernetzte Fiktionen münden nicht in

den Leerlauf brilliernder Virtuosität, sondern in eine ebenso abgründige wie

unterhaltsame Reflexion dessen, was wir die Wirklichkeit ne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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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켈만은 문학이 형식적으로도 완전

해야 하지만, 인간의 삶과 관련한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108) 그 말에

걸맞게 명성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켈만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켈만은 현대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켈만이 현실을 반영한 작품의 구조

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08) Vgl. D. Kehlmann: Diese sehr ernste Scherze, S. 134 f.: “좋은 문학은 단지

형식적으로 완전해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학은 단순히 가능한 한 탁월

하고 껑충 뛰어오를 만큼 놀라운 문장들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요. 그러나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

본적인 사실과 관계하는, 본질적인 진실의 요소를 주어야만 합니다. [G]ute

Literatur müsse bloß formal perfekt sein. Sie müsse bloß aus möglichst

brillanten, tänzelnd überraschenden Sätzen bestehen. Aber natürlich reicht das

nicht. Es muß immer...nun ja, ein Element existentieller Wahrheit geben, eine

Berührung mit den Grundtatsachen unseres Das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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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적 관계와 현대인의 자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그만큼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

에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산업과 매체의 발전은 개인이 활동

하는 사회영역의 확대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개인에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관계의 양적 증가를 가져다주었다. 이때 각 관계는 그에 따른 역할을 개

인에게 부여하며, 이로 인해 개인은 역할과 자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점

점 더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그만큼 많은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할과 자아의 구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그가 자리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드는 개인의 자아를 개인적

자아 Ich와 사회적 자아 ICH로 구분하며, 개인은 두 자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

신을 재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거리가 발생하고, 이

로 인해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이때 그가 처한 상황과 요구되는 역할

은 사회적 자아를 확정한다. 그가 자리하는 관계에 따라 사회적 자아는 다르게 나

타나며, 이때 개인적 자아와의 거리도 함께 달라진다. 이는 결국 두 자아 간의 거

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에 따

라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변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자신을

재확인하는 근거를 그가 속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

의 현실은 개인에게 다양한 사회적 자아를 요구하고 이는 두 자아간의 간극을 각

기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현대인은 종종 자신이면서도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에 처한다. 현대인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한 개인의 자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곧 그의 자아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명성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
다.

명성에 나타난 인물들의 자아는 변화하고, 서로 교환되거나 사라지기도 한

다.109) 이때 그들을 둘러싼 관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어디에, 누구와

109) N. Kasko: a. a. O., S. 40: “[명성의] 인물들은 ‘짜여진 존재’로서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성격적 특징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격적 특징이나 정

체성은 이야기되는 과정에 따라 변화하거나 교환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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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는가에 따라 자아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브라이트슈타인

Andreas Breitstein은 명성의 인물들이 겪는 자아의 변화를 “자신의 삶에 쓸

려온 모래 Treibsand ihres Dasein”에 갇혀있다는 말로 표현한다.110) 이러한 지

적은 그들 자신의 삶이 모래에 가려진 듯 흐려진 상황을 의미하며, 이것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블링은 우연히, 핸드폰에 잘못된 번호를 할당받아 랄프의 친구들과 관계하게 된

다. 그는 실제 삶에서는 에블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랄프로서 타인과 관계

하며, 각각의 자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에블링과 랄프 뿐만 아니라 다른 인

물들 역시 자신의 존재를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그 관계가 변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된다. 켈만은 몇 가지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들의 자아

가 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배우나 작가와 같은 유명인을 통해 명성이 인

물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이다. 켈만이 인물들의 정체성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1. 가변적인 자아

명성에는 거울과 여행, 두 개의 삶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은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각 인물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과 다른 자신

을 발견하고, 자신을 상실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누군가가 되기도 한다. 각

모티브는 인물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조건을 보여주거나 실제 변화를 이

끄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거울에 비친 상은 그 인물의 실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여행을 떠난 인물은 기존의 관계와 다른,

새로운 관계망에 위치함으로써 다른 이가 되어버리며, 자신을 둘러싼 관계에 따라

Die Figuren als „Textuelle Lebewesen” haben keine festen, unveränderbaren

Charakterzüge und Identität. Diese können durch den Erzählakt verändert,

vertauscht und sogar verwischt werden.”

110) A. Breitstein: a. a. O.: “켈만의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 쓸려온 모래에 단단히

갇혀있다. Kehlmanns Figuren stecken fest im Treibsand ihres Da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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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아를 만든 인물들은 기존의 자신과 새로운 자신을 오가다 그 두 개의 자

신 중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각각의 모티브는 작중

인물들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정체성에 대

한 변화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굴절된 자아를 비추는 거울

거울은 자신을 비춰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성찰을 통한 자기 인식의 수단으로

문학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켈만의 작품에서도 거울은 이와 유사하게

기능하지만, 이때 거울은 인물을 그대로 비추지 않으며, 인물들 또한 자신을 직시

하지 않는다. 나와 카민스키에서 주인공 쵤너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쵤너는 거울 속의 자신을 낯설게만 바라보는데, 그 원인은 “아무도 자신이 어

떻게 보이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Niemand hat ja eine Ahnung, wie er selbst aussieht, wir haben

völlig falsche Bilder von uns.”111)라는 카민스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쵤너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상(想)으로 인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狀)을 외면하며, 이러한 거울은 인물들의 가지고 있는 왜곡된 자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차이링거는 켈만의 소설이 그 자체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지

만, 이때 거울에 비친 현실은 굴절되어 나타난다고 보았고,112) 신지영 역시 유사

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113) 따라서 켈만의 작품에 나타난 거울 상(狀)은 그 인물

의 실제 모습과 이를 왜곡하는 인물의 자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자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켈만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닿아있으며, 이러한 의미에

서 켈만의 작품에 나타난 거울에 비친 자아는 굴절된 자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111) D. Kehlmann: Ich und Kaminski, S. 126.

112) Vgl. K. Zeyringer: a. a. O., S. 37 f.

113) 신지영은 나와 카민스키에 나타난 거울 모티브에 대한 논문에서 이 작품이

스스로 만든 자아상에 갇힌 주인공이 카민스키와의 여정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

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때 거울은 빈번히 등장하지만 결코 주인공의 자기 인식

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나와 카민스키에 나타난 거울 모티브에 대해서는

신지영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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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카민스키에서와 같이 명성에서의 거울도 자신을 비춰주지 못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열망을 매개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로잘리 죽으러 가

다>에서 로잘리는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과 친구들

에 대한 의문에 잠긴다. 그녀가 “이것이 실제로 우리인가? Sind das wirklich

wir?”(R 57)라고 자문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실제 그들과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모습은 유명 TV 시리즈에서 그녀들과 비슷한 연배로 등

장하는 여류 탐정 미스 마플을 모방한 것이었다.114) 그들이 미스 마플을 따라한

것은 그녀가 인기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실제와 정 반대의

모습을 체현하기 Gegenteil der Wirklichkeit verkörpert”(R 57) 때문이다. 이때

거울은 로잘리에게 미스 마플을 따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점에서 자신

과 괴리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잘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실제 자신과의 괴리를 인식하는 반

면, <출구>에서 랄프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며 다른 이가 되고자 한다.

그날 밤, 침대 옆 뿌연 거울에서 벌거벗은 두 사람의 윤곽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랄프]는 열렬히 거울의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

리고 다음날 아침, [...] 그에게는 마치 어떤 낯선 사람이 이 방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낯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In dieser Nacht, während er sah, wie im grauen Spiegel neben dem Bett

ihrer beider nackten Umrisse eins wurden, wünschte er sich mit aller

Kraft auf die andere Seite der glatten Fläche hinüber, und am Morgen,

[...] war him, als hätte ein Fremder sich in dieses Zimmer verirrt; und

dieser Fremder war nicht sie.(R 81)

114) “이것이 실제 우리인가? 이 모자, 악어가죽 가방과 기괴하게 화장한 얼굴들, 꾸

며낸 손동작들과 우스꽝스럽게 차려입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까? 우리도 모두[다른 이들]와 다르지 않았고,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하는지

알고 있었고, 바보 같아 보이는 헤어스타일도 하지 않았다! 로잘리는 미스 마플

이 실제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특별한 여류 탐정

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Sind das wirklich wir? Diese Hütchen, Krokotaschen

und wunderlich geschminkten Gesichter, diese gezierten Handbewegungen und

lächerlichen Kleider? Wie ist das passiert? Eben waren wir noch wie alle, wir

wußten, wie man sich anzieht, wir hatten keine albernen Frisuren! Genau

deshalb, denkt Rosalie, mag jeder diese sonderbare Detektivin, Miss Marple –

weil sie das Gegenteil der Wirklichkeit verkörpert.”(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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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는 처음으로 대역배우로서 무대에 선 그날 밤, ‘거울의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이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

가 다른 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15) 또한 다음날 아침 그가 스스로

를 ‘낯선 사람’으로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다른 이가 되었다는 것

을 암시한다. 이후 랄프는 마티아스 바그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화배우 랄프

탄너의 대역배우로서의 생활을 이어가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때 거

울은 그가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그에게 ‘거울의 이면’이라는 다

른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거울이 비추는 굴절된 자아는 그가 대역 배우로 출

연하는 ‘루프폴 Looppool’이라는 디스코텍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116) 정확히 반

으로 나누었을 때 그 순서를 뒤집어놓은 것과 같은 이 이름은, 철자들의 한 가운

데 거울을 놓았을 때 마주보게 되는 데깔꼬마니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랄프가

이곳을 스스로 찾아간 것은 거울을 가운데 두고 자신을 비추는 이와 거울에 비친

상(狀)이 서로 마주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랄프는 대역 배우 마티아

스 바그너라는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로잘리와 랄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명성에서 거울은 실재와 다른, 굴절된
자아상을 제시한다. 거울은 한 인물을 비추면서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쪽이

비춰진 상인지 auf welcher Seite die Original waren und wo die

Abbilder”(R 89)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자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실재가 괴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자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켈만의 자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동시에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115) 카스코는 이 장면이 랄프에게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동일시하고 싶지 않다는 열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

한다. Vgl. N. Kasko: a. a. O., S. 41: “Er möchte nicht mehr mit sich selbst

identisch sein, wie auch das Spiegelbild nicht mit der gespegelten Person

identisch ist. 그는 거울상과 거울에 비친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이 더 이

상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싶지 않았다.”

116) 미하엘 하세는 ‘looppool’이라는 이름을 발음에 따라 허술한 구멍을 의미하는

‘loophole’로 보고 이것이 결국 이야기의 제목 ‘출구 Ausweg’을 의미한다고 본다.

Vgl. Michael Hasse: Die Vernetzung der Welt. Zu Daniel Kehlmanns Ruhm,
in: Convivium. Germanistisches Jahrbuch Polen (2011), S. 353: “‘루프폴’에서 일

어나는 정체성의 변화는 결국 랄프 탄너에게 있어 ‘구멍’이자, ‘출구’임이 드러난

다. der Identitätswechsel im „Looppool“ erweist sich für Ralf Tanner letzlich

als ‚loophole‘, als besagter ‚Ausw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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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117)

2) 상황에 따른 변화: 여행

다음으로 알아볼 모티브는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여행이다. 명성
의 인물들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위험 안에서>에서 레오와 엘리자베트는 항상 어디론가 이동하는 상황에

놓인다. 레오는 자신이 초청받은 강연을 위해, 엘리자베트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의 활동과 납치된 자신의 동료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며, 이들은 모든

여행을 함께 한다. 그러나 레오는 타국에서 실제 자신과는 다른 자신의 이미지를

마주하게 되고, 엘리자베트는 자신이 레오의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이었다

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로잘리 죽으러 가다>에서 로잘리는 불치병에 걸려 안

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녀는 병이 완치되고 젊음까지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또한 <토론에 글 올리기>에서 몰비츠는 유럽 통신사 회

의에서 자사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어 오게된 곳에서 우연히 레오를 만나고,

레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또한 <내가 어떻

게 거짓말을 하고 죽어갔는지>에서 부서장은 아내가 있는 북부 독일과 루치아가

있는 남부의 도시를 오가며 그가 함께 하는 여성에 따라 다른 이로서 행동하며 이

중생활을 이어간다.

이러한 경우들을 종합해보면, 명성에 나타난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어딘
가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내면적

117) 차이링거는 켈만의 거울 모티브에 대해, 거울을 통해서 켈만은 현실의 뒤집힌

상과 현실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보여준다고 말한다. Vgl. K. Zeyringer: a. a. O.,

S. 43: “거울은 물론 현실을 거꾸로 보여주고 가능한 의식을 배경으로 ‘또 다른

지평’을 여는 비춰진 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다니엘 켈만에게서는 현실적

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의 시점이 항상 한 이야기에서, 그에 어울리는 필치

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려있고 닫혀있는 허구에 서사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모

티브의 그물에서 나타난다. Der Spiegel liefert ja ein Bild als ein Abbild, das

die Realität umgekehrt darstellt und im Hintergrund dem Möglichkeitssinn

eine »andere Seite« öffnet. Gehalten sind die Momente zwischen Realem und

Irrealem bei Daniel Kehlmann immer von einer Geschichte, von einem

adäquaten Duktus und von einem Motivnetz, die der auf diesee Art zugleich

offenen und geschlossenen Fiktion ihre narrativen Koordinaten verlei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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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118) 이때 여행은 낯선 곳, 즉 자신과

관계하지 않았던 곳을 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물들 중 허구의 인물인 엘리자베트와 로잘리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낯선 이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이가 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발견한다.

레오는 엘리자베트와 함께 할 때와 강단에 서서 청중들에게 강연할 때 완전히 이

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부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할 때는 한나의 남

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만, 루치아와 함께 할 때에는 그녀

의 애인으로 생활한다. 각 인물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자아가 그가 속한 관계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여행은 낯선 곳에서 그가 관계하던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과 관계하

는 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서 그 인물의 자아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예는 <동양>에서의 마리아이

다. 추리소설 작가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삶을 살고 있던 그녀는 레오를 대신해

중앙아시아로 초청여행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타인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여행

자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고, 집을 떠나오며 핸드폰 충전기를 챙기지

않았다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 이야

기에서 화자는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녀를 대명사

‘sie’로 부른다. 이는 이 이야기에서 신분증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을 암시하

면서 또 한편으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녀에

게 마리아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수단은 그녀의

여권이다. 그러나 방문국가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방문단으로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만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일정이 종료된 후 그녀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몰리게 된다.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던 그녀에게 휴대전화는

118) Vgl. S. Galter: a. a. O., S. 95: “소설[명성]의 중요한 모티브는 여행이다. 그

것은 유추할 수 있는 삶에의 여행이거나, 매번 정체성의 혼란이나 정체성의 상실

과 결합될 수 있는 내면으로의 여행이자 실제로 일어나는 외부적 여행이기도 하

다. Ein wesentliches Motiv des Romans ist die Reise, sei es die herauslesbare

Lebensreise oder tatsächlich erfolgte äußere Reisen, denen aber immer auch

eine innere zu einem Identitätswandel oder gar Identitätsverlust assoziebar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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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해있던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수단이 된

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통해 남편과 연결될 때에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와 연결되지 않을 때에 그녀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weit weg von

allem”(R 100)있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마리아는 휴대전화를 혼자 있을 때에

만 사용하고 정작 그녀가 자신을 증명해야만 할 때에는 자신의 수중에 없거나 “연

결할 수 없다는 신호 Kein Anschluß-Zeichen”(R 113)만 화면에 뜬다. 그녀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책이다. 추레

한 행색으로 들어선 잡화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책을 발견한다. 그녀는 잡화점 주

인에게 그 책을 가리키며 자신이 작가임을 말하려 하지만 그녀와 잡화점 주인은

언어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책에는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지 않아 결

국 그녀는 자신의 책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데 실패한다. 결국 마리아는 전혀 알

지 못하는 어느 노부부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하녀가 되고 만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추리소설 작가였던 마리아 루빈슈타인에서 동양의 어

느 마을에서 일하는 하녀로 자신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적으로

그녀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녀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공간에 그녀가 있기 때문에 벌

어진 것이다. 그녀는 본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맺

고 있던 관계로 돌아가 다시 마리아 루빈슈타인이 될 수 없고 새로운 관계에서 다

른 이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마리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을 둘러싼 사

회적 관계의 변화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여

행은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며, 켈만은

명성에 이와 유사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

다

3) 두 자아 사이의 진자 운동

자아의 가변성과 그 실현 조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두 개의 자아 사이

를 오가는 모티브이다. 명성에서 이와 같은 모티브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목소리들>에서 유명 영화배우 랄프의 흉내를 내는 에블링이 그 첫 번째 예이다.

에블링은 전화를 통해 랄프의 주변인들과 관계하고, 통화하는 순간에 한해서는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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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 된다. 그들과의 통화는 에블링에게 또 다른 자아가 주어진 것과 같다.119) 즉

그에게는 기존의, 컴퓨터 기술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아와 더불어 누구

인지 알 수 없는 랄프로서의 자아가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는 철저히 분리되

어 나타난다. 에블링으로서의 자아는 여전히 직장 생활과 가정을 이어가고, 랄프

로서의 자아는 다만 때때로 지하실에 숨어 통화를 할 때에만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때 에블링은 두 자아 사이를 오가는데 그의 모습은 진자의 운동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자아 간의 진자운동은 결국 에블링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 처음부

터 그가 랄프로서의 자아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랄프 흉내

에 빠져드는데, 이때 랄프의 애인 카를라와의 통화가 에블링의 태도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랄프 흉내를 내며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그녀와의

밀회를 즐기면서 “마치 랄프로서의 삶이 자신을 위해 미리 마련되어 있었던 것

Womöglich war Ralfs Dasein ja immer schon für ihn bestimmt

gewesen”(R 17)처럼 느낀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에서 더 이상 그에게 랄프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이러한 유희도 역시 막을 내리게 되고 그는 에블링으

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에블링에게 일어난 자아의 진자운동은 그렇게 끝을 맺

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죽어갔는지>에서의 통신사

부서장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에블링에게서는 자아의 진자운동이 간헐적으로 일어

났다면, 부서장의 경우에는 그 운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

황에 따라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할 때에는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루치아를

만날 때에는 그녀의 애인로 자신의 삶을 “둘로 나누어 in zwei Hälften

schnitt”(R 166) 양쪽을 오간다. 그의 이중생활은 업무 환경 상의 이유로 외부적

으로는 두 도시를 오가는 것이지만, 그의 내부에서도 두 자아 사이를 오가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자아의 진자운동에서 그는 에블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그의 기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그

는 카를라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의심을 품는다.

119) U. Wittstock: a. a. O., S. 167: “그는 자신에게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이 숨겨

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낀다. Er spürt, dass er gar nicht der ist, der er zu sein

glaubte, er ahnt, dass noch ganz andere Lebensmöglichkeiten in ihm stecken.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믿었던 이가 전혀 아님을 알아차린다.”



- 60 -

그는 그 사건의 비현실성에 대해 “단지 그의 기억의 정돈되지 않은 탓인지 ob

nur [s]ein unordentliches Gedächtnis schuld” 아니면 “현실 자체가 혼란스러

운 것인지 ob die Wirklichkeit selbst in Verwirrung geraten war” 알아차리

지 못하는데,(R 166) 이러한 태도는 그가 두 자아를 오가다가 방향을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곧 그의 이중생활이 그의 현실인식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중생활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내가 미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내

옆에 있는 여성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짧은 순간이나마 그들 중 누군가

에 속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

떤 미로 정원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단지 한걸음, 또 한걸

음 큰 걸음도 무거운 걸음도 아니었지만, 나는 부지 간에 더 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차갑게 엄습하는 공포감에 나를 맡겼다.

Ich wachte spänachts auf, horchte auf die Atemzüge der Frau neben

mir und fragte mich für bange Sekunden nicht so sehr, welche von

beide sie, sondern wer eigentlich ich gerade sein sollte und in welchem

Irrgarten ich mich verloren hatte. Nur ein Schritt nachdem anderen,

keiner groß, keiner schwierig, aber unversehens war ich so tief darin,

daß ich den Ausgang nicht mehr sah. Dann schloß ich die Augen, lag

stil und überließ mich der eisig aufseigenden Panik.(R 175 f.)

그는 스스로를 ‘미로원 Irrgarten’에 갇힌 것처럼 느낀다. 미로원은 나무나 돌

따위를 복잡하게 쌓아올려 입구와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원을

의미한다. 이때 출구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 길과 다시 길을 잃게

만드는 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

야하는지,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고 종종 진퇴양난의 상

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로원은 부서장이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는 자신이 아내와 루치아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중생활이 야기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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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의 모습

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이중생활을 종결 짓지 못하고 그저 상황

에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또한 진자운동과 접점을 갖는다.

양 극점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진자의 운동에서 진자 스스로는 운동을 멈출 수

가 없고 오로지 외부의 다른 힘이 개입했을 때에만 진자는 멈춰 서게 된다. 그러

나 이때 진자는 양 극점 중 하나가 아닌 운동하던 궤적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다. 에블링과 부서장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다. 에

블링에게 더 이상 랄프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그는 랄프 흉내를 멈추고 에

블링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휴대전화를 거부하고 직장에서 항상 성실하게 일했던 에블링은 며칠 동안 무단으

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서장에게서도 유사

한 변화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 그는 가족에게도 루치아에게도 속

하지 않고, 직장도 잃은 “길 잃은 자 Verlorene[r]” (R 159)가 되어버린다. 두 인

물의 경우에서 자아 간의 진자운동을 멈춘 것은 각각 휴대전화와 부서장과 관계

하는 이들로, 이들은 모두 그들의 외부에서 그들과 관계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각

각의 이야기의 결말에서 이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자가 운동을

멈춘 위치와 같이 그들이 오가던 두 자아 중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두 자아를 오가는 인물들은 새로운 자아를 생성하고 또 다른 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에블링과 부서장의 경우는 자아를 생성하

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 사회적 관계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즉 명성에 나타난 두 개의 자아를 만들어 그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이전과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버리는 인물들은, 결국 ‘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누구와 관계

하는지’와 같은 사회적 조건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는 켈만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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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성과 그 아이러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은 인간이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네트의 ‘인정투쟁 Kampf um

Anerkennung’ 이론은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

는 것을 주장하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명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호네트는 청년기 헤겔의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정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인은 인정을 통해 스스로

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적 투쟁이 일어

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투쟁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

다. 이때 개인에게 인정을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시 Mißachtung’의 경

험이다. 호네트는 한 개인이 ‘무시 Mißachtung’를 당할 때 당사자는 ‘불의

Unrecht’를 느끼며 이것이 인정투쟁의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120)

그러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은 개인에게 명성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개인은 이

를 추구하기도 한다. 인정투쟁과 명성에 대한 추구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은 인정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되, 인정에

대한 추구가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인정을 추구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부여받기 위한 것이지만,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 뿌리를 같이 하되 이를 지나치게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

이다. 양자의 차이는 그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인정투쟁은 그 결과로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반면, 명성의 추구는 타

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인격을 조장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과 괴리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121) 켈만은 인정을 추구하는 경

120) 무시의 개념과 자아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A. Honneth:

a. a. O., S. 212-225. (국역본 222-233쪽 참조.)

121) 비트슈톡은 ‘갑자기 얻게 된 명성’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

한다. Vgl. U. Wittstock: a. a. O., S. 171: “갑작스럽게 얻게 된 명성은 삶을 변

화시키는 힘이자 그 결과이다. [...] 명성은 스스로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명성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이미지, 허구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Ein

Ereignis mit lebensverändernder Kraft ist plötzlicher Ruhm. [...] Er verl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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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그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명성을 추구하는 경우로 이어진 사례를 명성의
인물들을 통해 제시하며, 이러한 행동이 그 인물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주고 있다.

1) 무시와 인정투쟁

명성에서 무시의 경험과 그로 인해 추동되는 인정투쟁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몰비츠다. 그는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와 불화를 겪고 있으며 직장에

서도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주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몰비츠는 자

기 연출을 통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 이때 몰비츠는 호네트가 말하

는 무시 형태와 관련하여, 타인들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

다.122) 호네트는 이때 개인은 “모든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상호작용

상대자인 자기 자신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 존중의 상실 ein Verlust an

Selbstachtung, der Fähigkeit also, sich auf sich selbst als

gleichberechtigter Interaktionspartner aller Mitmaeschen zu beziehen”하게

된다고 말한다.123) 그렇기 때문에 몰비츠의 투쟁은 자아 존중감을 되찾기 위한 개

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몰비츠의 투쟁은 자기연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그가 자주 드나드는 인터네

포럼에 글을 게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론에 글 올리기>는 그가 인터넷

상에 게재한 글이며, 이때 몰비츠는 화자로서 직접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는 구어

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축약어나 표현, 그리고 영어를 섞어 쓰고 있다. 이러한

sich selbst, denn er wird im Bewusstsein unzählter Menschen zu einem

Image, zu einem fiktiven Bild.”

122) 호네트는 무시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신체를 학

대함으로써 신체를 통제하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인 배제

를 통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며,

세 번째는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화적 무시이다. 몰

비츠의 경우는 그가 관계하는 이들로부터 그의 업무 능력과 같은 개인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두 번째 무시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무시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gl. A. Honneth: a. a. O., S.

214-218. (국역본 224-228쪽 참조.)

123) A. Honneth: a. a. O., 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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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투는 몰비츠가 처한 상황과 그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124) 구어체와 인터넷에

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 글을 읽는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

는 역할을 한다. 이 글이 몰비츠가 자주 드나드는 인터넷 포럼에 게재된 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체의 사용은 그들과의 친밀감을 표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그의 과시욕을 보여준다. 켈만은 그의 어투를 “그

의 말이 별 영향력이 없는 누군가 jemandem, der seiner Sprache nicht

mächtig ist”125)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했으며, 이러한 의도는 몰비츠의

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포럼에 얼마나 많은 글을 올리는지 과시

하고, 자신과 맞서는 다른 이들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을 무시함

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영어 사용에 있어서도

obvious, Smile, busy와 같이 간단한 단어들만 사용하며, “Im Real Life (dem

wirklichen!)”(R 134)이라고 영어와 독일어를 병기한 것은 그의 허영심과 과시욕

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 사용을 통해서 몰비츠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연출한다. 실제 그는

“늘 땀을 흘리고 터무니없이 큰 허리둘레와 작은 키, 짧은 목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는 schwiezend wie immer, beschwert von seinem grotesken

Körperumfang, kleingewachsen, nackenlos”(R 170) 인물이지만, 인터넷 상에

서 그는 자신을 “키가 제법 크고, 날씬하다 ziemlich sehr groß, vollschlank”(R

134)라고 소개한다. 그는 자신이 쓰는 글이 “문화와 사회, 정치적인 일에 기여하

는 것 Kontribution zu Kultur, society, Politikzeug”(R 134)이라고 하지만, 실

124) Cornelia Niedermeier: Der Reiz, eine Kunstsprache zu entwickeln, in: Der

Standard 13. 1. 2009. URL:URL:http://derstandard.at/1231151781987/Daniel-Kehl

mann-im-Gespraech-Der-Reiz-eine-Kunstsprache-zu-entwickeln: “‘인터넷 말

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를 거리낌없이 말하듯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흉내낼 수 없지요. 그것은 아마 진부할 것입니다.

[몰비츠의 어투를 고안하는 데에는] 자신의 말이 별 영향력이 없는 누군가가 버

릇없이 써놓은 글처럼 보이는 고안된 어투를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습니다.

Es gibt keine ‘Internet-Sprache’. Die Leute schreiben, ‘wie ihnen der Schnabel

gewachsen ist’. So etwas kann man nicht imitieren. Das wäre nur banal Der

Reiz lag darin, eine Kunstsprache zu entwickeln, die wirkt, als wäre das ein

ganz schnoddriges Dahinschreiben von jemandem, der seiner Sprache nicht

mächtig ist.”

125)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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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가 하는 일은 영화나 책에 대해 악평을 하는 일에 그치며,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자기를 연출하고 과장함으로써 실제 자

신과 다른 몰비트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타인으로

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 직속상사 로벤마이어는 몇 번이나 더

이상 그를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하고, 부서장은 단지 자신의 이중생활에 그를 이용

할 뿐, 몰비츠를 위로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

께 사는 어머니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와 다투기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주변인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를 ‘인

정투쟁’으로 이끈다. 몰비츠의 글을 통한 자기연출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이다.

몰비츠가 글을 통해 레오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그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는 부서장을 대신한 출장 여행에서 레오를 만나 잠깐이나마 말

을 주고받는다. 다른 이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

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몰비츠가 유명 작가 레오

를 만난 것은 타인에게 자랑할 거리가 된다. 그를 대하는 레오의 태도는 쌀쌀맞았

지만, 그는 ‘레오가 자신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한다.126) 격앙된 어투로 서술된 몰

비츠의 말은 실제 그가 당시에 얼마나 흥분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몰비츠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과시의 욕구는 그만큼 무시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방증하는 것임과 동

시에 그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레오의 이야기

에 등장하고 싶어 하는 몰비츠의 행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유명

작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은 그의 책이 팔려나가고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몰

126) “나는 거의 광적으로 그를 존경하며, 그의 이야기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는 나

와 알고 지내야했다. 나는 그의 눈에 띄어야 했다! 그의 동료가 되거나 혹은... 중

요한 것은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었다. 내 더러운 삶, 엄마와 끊임없이 이

어지는 싸움, 역겨운 부서장과 돼지같은 로벤마이어. 내게는 그것이 마치 구원과

같았다. Ich verehre diesen Mann wie Irrsinn, und ich wollte in eine

Geschichte rein.. Er mußte mich kennenlernen. Ich mußte ihm auffallen!

Entweder sein Buddy werden, oder...Hauptsache, er bemerkte mich. Mein

ganes Drecks-Leben, der ständige Streit mit Mama, der üble Boss und das

riesen Schwein Lobenmeier: Mir war, als gäbs Erlösung.”(R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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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 자신도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몰비츠는 그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레오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 방에 몰래 숨어들어가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몰비츠의 행동은 어떻게든

레오와 관계를 맺어 그의 이야기에 나타남으로써 자신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그만

큼의 인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몰비츠는 호네트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무시에 의해 추동되는 인정투

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네트는 자기 존중과 사회로부터의 인정이 상호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인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몰비

츠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기 연출과 과시에 대한 욕구는 현재 자신으로부터 만

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몰비츠가 처한 상황은 사회적 인정이 부재

하며 그로 인해 자기 존중마저 침해당한 상황으로, 이때 몰비츠는 온전한 자아정

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몰비츠는 인터넷 포럼이나 레오의 이야기

에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몰비츠가 필요로 하는 인

정은 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몰비츠의 이야기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소외의 가능성

몰비츠는 레오를 동경하고 또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도 동등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레오가 유명작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몰비츠는 레오가 실제 그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했기 때

문에, 그의 방에 침입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127) 그러나 레오는 결코 그런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엘리자베트의 관찰을 통해 밝혀진다. 레오는 낯선 중앙아

시아로의 작가 여행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며 “위험을 피해 가선 안 된다 Man

darf Gefahren nicht aus dem Weg gehen.”(R 41)고 말한다. 하지만 레오를 봐

127) “레오는 그가 본 것들을 이용할까? 그가 만났던 사람도? 그가 겪은 일들도? 그

래, 그는 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Leo verwendete Dinge, die er sah?

Typen, die er traf? Events, die passieren? Ja, mich konnte er verwenden.”(R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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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엘리자베트에게 그는 “지금 껏 단 한 번도 위험에 처해본 적이 없었고 nie

in Gefahr gewesen”(R 41), 심지어 차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 비행기가 이

착륙할 때에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소심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관점에서 레오

는 세계를 직시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위험을 회피해온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엘리자베트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었다. 그가 엘리자베트의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에 동행하여 목도하게 된 위험한 현실에 대해 “처음으로 진짜 같다

Zum ersten Mal wirklich”(R 195)고 말하는 장면으로부터 엘리자베트의 관찰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그는 유명 작가로서 대중으로부터 끊임없이 강연

제안을 받는다. <허무주의와 기술 Nihilismus und Technik>라는 제목의 강연

에서 그는 문화의 종결과 기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128) 이때 그는 현실

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와 같은 통찰력을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강연의 내용은 훌륭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진지하게 말한

것인지 아이러니하게 말할 것인지 ob er das ernst oder ironisch meinte”(R

31) 청중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그 강연원고는 출간되고 그로 인해 레오는 또

한번 인기를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대중은 실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그들이 레

오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강연 이후 사람들은 레오에게 “도대

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woher er eigentlich seine Ideen [nimmt]”(R

37)를 묻는다. 레오는 이 질문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단지 “욕조 안에서 in der

Badewanne”(R 37)라고 짧게 답한다. 하지만 명성에서 그는 언제나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으며, 욕조 안에서 글을 쓰기 위해 사색하는 장면은 단 한 차례도 등

장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대중의 질문에 대한 레오의 대답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레오는 스스로 그

런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중은 그보다 강렬한 그의 이미지에 따라 그

를 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과 실제 레오의 모습이 보여주는 괴리는 명성

을 얻은 이는 실제 그 인물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28) 명성에서 이 강연의 제목은 제시되지 않지만, 이 작품 이후에 출간되어 실제

레오 리히터의 이야기를 다루는 레오 리히터의 초상 에서 나오는 레오와 기자

의 대화를 통해 강연의 제목을 알 수 있다. Vgl. D. Kehlmann: Leo Richters

Porträt,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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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은 블랑코스이다. 그는

“지구의 절반으로부터는 큰 존경을 받는 der vom halben Planeten

hochverehrte”(R 121) 작가이며, 그의 책은 명성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함으로
써 작가로서 그의 명성을 보여준다. 그는 삶의 의미, 내면의 평화와 같이 삶을 긍

정하는 글로 유명한 작가이다. 그러나 그도 레오와 마찬가지로 명성에 의한 자신

의 이미지와 괴리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삶에 희망을 주는 글들을 통해

명성을 얻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직시하지 않는다.129) 그

는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해안에 위치한 “고층빌딩의 펜트하우스

Penthousewohnung im Hochhaus”(R 121)에서 생활한다. 그의 풍족한 생활은

‘금으로 된 펜’이나 ‘최고급 책상과 의자’ 호화로운 그의 옷차림을 통해서 알 수 있

다. 그러나 그의 집 맞은편에는 빈민가가 자리하고 있다. 블랑코스의 집과 빈민가

는 분명한 대비를 통해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블랑코스는 창

문을 통해 빈민가를 볼 수 있지만, “책상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가린다.

seine Augen mit der Hand [schirmen], um den Schreibtisch besser zu

sehen.”(R 121) 이때 그가 눈을 가리는 행위는 건너편에 자리한 빈민가를 외면하

는 것이며, 그의 책들이 말하는 고통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을

외면한 채 삶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글을 쓴다는 점에서 블랑코스의 글은 거짓된

것이며, 글을 통해 전달되는 희망은 실제 현실과 관련되지 않은 공허한 위로에 불

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블랑코스의 집필활동은 모순을 갖는 기만행위이다. 이

러한 일들은 그가 명성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그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미구엘 아우리스토스 블랑코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진 않

았다. 그것들은 스스로 찾아와 그가 거기 앉아 호기심을 누르며 지켜보고

129) 하세는 블랑코스의 글이 불화가 가득한 세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진정제와 같

은 것으로 본다. Vgl. M. Hasse: a. a. O., S. 355: “그의 교화적인 글들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갈등응ㄹ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 기구의

무력함을 잊게 만드는 환영받는 진정제이다. Offenbar sind seine erbaulichen

Traktate in einer von zahllosen Kriegen bestimmten Welt eine willkommene

Beruhigungspille, die die Ohnmacht der Weltorganisation, Konflikte politisch zu

lösen, einen Augenblick vergessen lä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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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안, 마치 그의 손가락들이 깜빡이는 하얀 화면 위에 한 줄 한 줄

타이핑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둔 것처럼 그와는 무관하게 원고 속으로 들어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Miguel Auristos Blancos dachte sich diese Dinge nicht aus, sie kamen

von selbst und fanden scheinbar ohne sein Zutun den Weg ins

Manuskript, wärend er dasaß und mit verhaltener Neugierde zusah, wie

seine Finger tippend Zeile um Zeile auf dem schimmernden Weiß des

Bildschirms entstehen ließen.(R 122)

그는 글을 쓸 때 자리에 앉아 그저 손이 가는 대로 타자를 쳤을 뿐이었다. 그의

글들은 숙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 글을 쓰는 작가가 따로 있는 타자기처럼

그저 종이 위에 글을 받아 쓸 따름이었다. 이로부터 그가 자신의 글로부터 소외되

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모호한 멜랑콜리 vager

Melancholie”(R 122)에 사로잡히는 모습은 글쓰기로부터 그가 성취감이나 만족

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가 글쓰는 과정으로부터 소외

되어 왔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블랑코스의 글쓰기로부터의 소외는 이

야기의 진행과 함께 순차적으로 제시되며, 그에 따라 점차 심화되어 나타난다. 가

장 먼저 그는 러닝머신에 관한 책을 썼다. 그 책은 잘 팔리진 않았으나 그의 마음

에 드는 것이었다. 이 책은 블랑코스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소재로 쓴 것이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으로 그의 의식에서 나온 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잘 팔리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진 못하였다. 이어 그는 ‘차

분한 손이 차분한 정신을 만든다 Ruhige Hand schafft ruhigen Sinn’라는 제목

의 사격에 관한 책을 썼다. 이 책은 무기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서적을 거의 그대로 옮겨 쓴 책이었다.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블

랑코스는 약간 두려움을 갖기도 했다. 이때 그의 상태는 글쓰기에 대하여 자의식

이 남아있긴 하지만, 남의 글을 가져와 자신의 글인 양 발표한다는 점에서 그가

글쓰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책은 그의 베스

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꽤 잘 팔려나갔고, 블랑코스는 활 제작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가 새로 쓰고 있

는 우주에 물어라, 응답할 것이다. Frag den Kosmos, er wird sprechen의 초
고 작성 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이 “저절로 찾아오는 von sel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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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en]”(R 122) 것이기에 이때의 글은 더 이상 그의 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러한 상황은 글쓰기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블랑코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글

쓰기를 통해 획득한 블랑코스의 명성은 글쓰기에 대한 그의 의식에 정확히 반비

례한다. 그의 작품은 그의 의식과 거리가 멀수록 그에게 작가로서 더 큰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즉 블랑코스의 집필과정은 더 큰 명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지만,

이는 자아의 소외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블랑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명성이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에 스스로를 맞춰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원

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던 중 그는 갑작스레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동료 수

녀들을 교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고통과 고독은 왜 있으며, 무엇보다 신은 왜 부재

하는지, 그럼에도 왜 세계는 선을 지향하는지를 질문한 수녀원장에게 답변을 하던

중 지금까지 자신의 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왔고, 자신의 글은 실제 자신의 생

각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R 127) 그의 글들이 갖는 성격으

로 미루어 볼 때, 평소의 블랑코스라면 ‘그럼에도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이 기대되지만, 그의 답변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것은 블랑코스 자신으로부

터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진실된 bloß wahr” 것이었다.(R 130) 이로 부

터 그가 마주하게 된 진실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가 자신의 생각

을 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자신의 글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수녀원장의 편지는 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었고, 이로 인해 그는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의 자살 충동은 수녀원장의 질문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

미 이러한 비극적 결말이 복선으로써 제시되고 있다. 블랑코스의 이야기에 등장하

는 ‘일몰 Sonnenuntergänge’은 그의 모순과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창문을 통해 그는 수많은 일몰을 보았지만, 그에게는 매번 처음과 같은

일몰로 보였으며, 매일 저녁 가장 끔찍하게 실패할 수 있는 복잡한 실험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Von diesem Fenster aus hatte er unzählige Sonnenuntergänge gesehen,

aber immer noch schien ihm jeder wie der erste, und ihm war, als liefe

ein kompliziertes Experiment ab, das Abend für Abend auch au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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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ecklichste fehlschlagen konnte.(R 128)

일몰은 해가 진다는 것에서 빛나는 것의 하강,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로부

터 유명작가 블랑코스의 몰락을 예감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일몰은 불과 같은

해와 물로 이루어진 바다라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곧

블랑코스 자신의 상황이기도 하다. 그가 본래 쓰려던 글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자기 소외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했던 블랑코스의 내면에는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려는 자아와 명성을 추구하는 자아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일몰은 이

러한 두 개의 자아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블랑코스는 일몰

을 바라볼 때마다 처음과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내면에서 두

자아의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몰이 ‘가장 끔찍

하게 실패할 실험’처럼 보이는 것은 양자를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

한 시도가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블랑코스는 자

살을 결심하게 되지만, 이는 또 한편으로 명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

다.130) 그는 자신의 자살이 “획기적인 일이 될 것 Epoche machen”(R 130)이라

생각하며, 그의 자살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 위대해 지는 것으로,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자살 충동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에 집착

하는 그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블랑코스의 경우는 명성을 위해 자기를 기만하고 내적 갈등을 겪게 되

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블랑코스가 명성을 얻는 과정은 그가 주체적으로 명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성은 개인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기

치 못한 데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마리아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마리아는

자신의 실종으로부터 명성을 획득한다. 그녀는 이전에도 물론 유명한 작가였지만,

그녀가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후로 작가로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된다.

그녀의 책은 “전례 없이 팔려 나가고 ihre Bücher [sind] in Mode wie noch

nie”(R 194)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이를 시기하는 동료 작가

130) Vgl. S. Galter: a. a. O., S. 92.: “그가 의도하는 바는, 사실 반짝이지만 표면적

인 정체성에서 추앙받는 인물로의 전환이다. Womit er liebäugelt, ist eigentlich

der Wechsel aus einer glitzernden, aber oberflächlichen Identität in die einer

Kult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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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의 말은 그녀의 실종이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주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그녀

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고자 했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히려 그녀에게 이러한 명성은 주어지지 못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명성을 추구하는 활동이 곧바로 명성을 획득하는 결

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성의 획득과정은 주

체의 활동보다 외부로부터의 평가와 인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의 사례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사회적 관계, 명성이

갖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몰비츠와 블랑코스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

력하는데, 몰비츠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인 자기 연출의 형태로 나타나며,

블랑코스에게서는 저술 활동에 있어서 자기소외로 나타난다. 레오는 명성을 통해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미지와 실재와의 차이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있어 그의 이미

지는 실제 그를 압도한다. 이러한 사실은 블랑코스의 경우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

난다. 블랑코스는 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소외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마리아의 명성 획득 과정은 블랑코스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이때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것은 자신의 활동이 아닌 그녀가

겪은 사건으로, 그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상의 경우

들로부터 인정과 명성은 모두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는 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주체

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 인물의 사

례는 그의 주변인이나 대중, 즉 그가 자리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이들에 의해 그

인물이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상징으로서의 죽음

앞선 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작품 속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한층 더 구체화된다. 등장인물 중 죽음을 맞이하는 혹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인물은 로잘리, 마리아, 블랑코스, 부서장이다. 각 이야기의 결말에서 로잘리는 불

치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해야할 상황에 처하고, 블랑코스는 권총을 입에 물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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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를 당길지 고민한다. 그리고 부서장은 자신의 이중생활을 끝내고자 자신의

모든 관계를 불러들인다. 네 인물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죽음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죽었다

starb’라고 말하는 부서장의 경우에도 자신의 고백 외에는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죽은 이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새로

이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가 주인공이자 화자로 등장하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죽어갔는지>는

간접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제목과 이야기가 과거형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지나간 일에 대한 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화시점에

서 그는 스스로를 “사기꾼이자 패배자 Betrüger und Verlorenen”(R 159)라고

이야기하는데,131) 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인 한나와 루치아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즐긴다. 꽤 오

랫동안 이러한 생활을 유지해오며 자신에 대한 혼란에 빠진 그는 결국 자신과 관

계하는 모두를 동시에 자신에게로 불러들인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야기에서 서술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과 재앙 사이에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

nichts mehr [steht] zwischen einem selbst und der Katastrophe”(R 190)라

는 그의 표현에서 모두를 불러들인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로서 그

는 ‘사기꾼이자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그는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그가 불러들인 모두를 기다리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왜 [...] 모두 옷 하나 걸치지 않는 나를 보기 위해 왔지 않았겠는가, 비밀,

허상, 환상도 거짓도 없는 내가 실제로 어떤 인간인지 보기 위해?

warum nicht [...] alle gekommen, um mich ohne Kleidung zu sehen,

ohne Geheimnis, Schein, Phantasie und Trug, ganz so, wie ich wirklich

war?(R 190)

131) Verlorenen은 ‘길을 잃다’와 ‘패배하다’ 모두를 의미하는 동사 verlieren의 과거

분사형태를 명사화한 것으로 두 개의 번역 모두가 가능하다. 먼저 번에는 부서장

의 이야기에서 미로원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미아’로 번역하였으나, 이 지점에서

는 ‘패배자’라는 번역이 더욱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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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시점에서 가족과 루치아와의 관계 모두를 상실하고 홀로 남은 그는 ‘실제

자신이 어떤 이인지’ 자문한다. 이와 더불어 관계란 관계하는 순간에만 유효한 것

임을 상기할 때, 그 목적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해

체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결국 이를 통해 ‘옷도 걸치지 않은 자신’

을 보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사기꾼이며 패배자가 된 것이다.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껏 두 여성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음을,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의 도입에서 그가 실직자로 나타나는 사실은 후자를 뒷받침한다. 즉 그는

그 일이 있기 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로부터 유리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전까지의 자신을 인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누군

가가 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그는 ‘죽음’으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 명성에
나타난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며, 이는 곧 이전의 자신과 결별하고 다른,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인물들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야기 속의 허구적 존재인 로잘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작가 레오의 개입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젊음을 되찾는다.132) 이때의 로잘리는 로잘리이면서도 이

제까지의 그녀와 다른 로잘리이다. 새로운 로잘리는 이전의 관계망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로잘리가 된다. 블랑코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권총을 쥔 상태에서 그는 장전된 총알이 자신에 대한 “경멸 Verachtung”(R

131)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블랑코스의 내면에는 명성을 추구하는 자아와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고

싶은 자아가 대립하고 있는데, 권총은 이와 같은 그의 내적갈등을 보여주는 장치

로 기능한다. 그가 숨겨둔 권총을 가끔 꺼내보는 행동은, 이와 같은 내적갈등이

표면화되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불러일으켜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132) 로잘리의 죽음과 부활은 허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그 이야기의 작가

레오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잘리의 죽음은 다른 세 인

물들의 죽음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이야기에서 레오의 개입을 추동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레오조차 알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해 레오가 자신의 의도대

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 인물의 난입은 레오가 글을

쓰고 있는 심급보다 한 단계 상위의 또 다른 심급을 짐작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 레오 역시 하나의 허구적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때 로잘리는 부활하

지만, 레오는 작가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가 말하는 ‘작가의 죽음’과 접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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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자살함으로써 세간

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일으켜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는 명성의 추구에 의해 소외되었던 자아를 대면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

만 이때 전자의 경우는 지금보다 더 유명한 작가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 다시 인기 없는 작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다. 로잘리와 블랑코스의 경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마리아의 경우와도 공통점을 갖는다. 마리아는 실종 상태에 있

지만, 그녀가 원래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장기적인

그녀의 부재는 이전에 그녀와 관계하던 이들에게 그녀를 죽음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 마리아는 살아있을지라도 동양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하녀가 되어버린 그녀는 다른 이이며, 추리소설가로서의 마리아는 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성에서 나타난 인물들의 죽음은 일반적인 의미
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었으며, 그

들이 지금까지 속해있던 관계를 떠나 새로운 자신이 되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은 자의적으로 혹

은 상황에 이끌려 자신을 둘러싼 관계망이 달라져 이전의 자신과 결별한 상황으

로, 이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현재와는 다른 이전의 자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성에 나타난 인물들의 죽음은 정체성의 가변적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
을 확정하는데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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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 매체의 역할

명성에서 사회적 관계와 함께 인물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현대의 매체이다. 매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인간의 삶에 그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이 아닌 매체 형식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매체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Das

Kunstwerk in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1936)에서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133), 마셜 맥루언 Marshall Mcluha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체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 형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134) 이들의 주장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매체는 사회 환경

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지각방

133) 이 에세이에서 벤야민은 영화라는 매체 형식이 예술을 수용하는 이의 지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 매체를 통해 생산된 복제

이미지는 회화를 비롯한 기존의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던 아우라를 해체한다. 이

와 같은 복제 이미지의 몽타주로 구성된 영화에서 수용자는 전통적인 예술 감상

태도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벤야민은 회화와 같은 전통 예술의 수용 태도

를 ‘침잠’이라 규정하고, 영화에서는 그와 달리 수용자 집단의 ‘정신분산’이 일어

난다고 말한다.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실린 곳: 발터 벤야민 선

집 2,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11, 82-85쪽 참조.

134) 맥루언은 메체를 인간 감각의 확장으로 파악하며, 이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고

찰한다. 예를 들어 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며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때 맥루

언은 철도를 매체로 화물을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로 파악한다. 실제로 인간의

생활 감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운송된 화물이 아니라 철도라는 매체 자체라는

점에 주목한 맥루언은 매체 형식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결국 맥루

언의 ‘매체가 곧 메시지이다’라는 주장은 기존의 메시지가 인간의 변화를 가져온

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매체 자체가 곧 변화의 동력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성기, 이한우 옮김, 민음사 2015,

30-35쪽 참조.; 이러한 맥루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나타난다. 마샬 맥

루헌, 퀠틴 피오리: 미디어는 마사지다, 김진홍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8

쪽: “우리시대의 미디어나 우리시대의 미디어 과정- 우리는 이를 전자테크놀로지

로 일컫는다. -은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갖가지 양상을 재형

성하고 재구성한다. 미디어는 실제로 이전부터 당연시되어왔던 모든 사고와 행동,

그리고 관습에 대해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재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이웃과 당신의 교

육도,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정부도, 그리고 당신의 ‘타인’과의 관계까지도 변화하

고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77 -

식,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즉 매체는 인간의 근본경험을 변화시

키는 요인인 것이다.135) 오늘날의 매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개인과 개인, 집

단과 집단 즉 세계를 연결해주며, 현대인은 매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관계한다.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지식사회 그리고 네트워크사회라는 말로 규정하

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그에 대한 매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136)

매체는 개인의 생활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매체는 근본적으로 떨

어져있는 어떤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매체의 변화는 관계항들이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추동한다.137) 이러한

135) 크로츠는 매체가 현대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

지만,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세계경험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에, 매체는 인간이 구성하는 세계

자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Vgl. Friedrich Krotz: Kultureller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Im Kontext des Wandels von Medien und

Kommunikation, in: Tanja Thomas: Medienkultur und soziales Handeln,

Wiesbaden 2008, S. 50:　“기술적 여건과 사회적 제도로서 매체는 인간의 의사소

통과 경험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매체는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진다. 분명히 말하자

면, 매체가 의사소통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인간은 그들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변화한다. Medien als technische Gegebenheiten und soziale Institutionen

verändern also Kommunikation und Erleben der Menschen, und deshalb haben

sie für die Gesellschaft eine große Bedeutung. Um ganz exakt zu sein; nicht

die Medien verändern Kommunikation und Gesellschaft, sie bieten aber ein

Potenzial, das die Menschen benutzen, und infolge dessen konstruieren sie ihre

Welt und damit sich selbst anders.”

136) Vgl. Siegfried J. Schmidt: Medien: Die Kopplung von Kommunikation und

Kognition, in: Sybille Krämer (Hg.): Medien, Computer, Realität.

Wirklichkeitsvorstellung und Neue Medien, Frankfurt a. M. 1998, S. 67:“오늘날

우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의심할 여지없이 매체가 제

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구성한다. Den größten Teil unseres Wissens »über die

Welt« konstruieren wir alle heute zweifellos unter Benutzung von

Medienangeboten. ”

137) Vgl. F. Krotz: a. a. O., S. 57: “새로운 관계, 실제 일상에서의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의 정의, 근본

적인 행동양식 (예를 들어 인사할 때에나 인터넷에서 채팅을 할 때), 세계에 대

한 지식, 사고방식과 기대가 변화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행동하고 소통한다. Es entstehen so neue Typen von Beziehungen, neue

alltagspraktische Umgangsweisen mit Raum und Zeit, und darüber verändern

sich beispielsweise soziale Situationsdefinitionen, elementare Handlungsw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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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오늘날의 매체는 현대인을 더욱 복잡하게 서로

관계하도록 만든다. 다이크가 현대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로 규정한 것은 매체의 발

전에 의해 복잡한 관계망 하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매체 환경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네트워

크로 연결된 인터넷은 현실에 평행한 가상공간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

은 그 안에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 매체는 이처럼 다양

한 방식으로 현대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켈만은 오늘날의 매체 환경이 “산업혁명 이래 가

장 큰 정신적 변화 die grösste seeliche Veränderung seit der industriellen

Revolution”138)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한 명성에는 현대
의 매체 환경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영향이 잘 드러난다.139) 작중 인물들은 모

두 매체를 이용해 세계를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한다. 명성에 나타난 매체와 관
련한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물들로 하여금 세계

를 인식하게 하는 이미지가 제시된다. 명성의 인물들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

(etwa beim Grüßen, beim Chatten im Internet), Weltwissen, Denkweisen und

Erwartungen, in denen und in Bezug auf die wir handeln und kommunizieren.”

138) F. v. Lovenberg: a. a. O.: “주요 모티브 중 하나는 통신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통신기술을 믿는지, 어떤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지, 무엇보다 통신기

술이 어떻게 평행세계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심모티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휴

대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아이팟이 산업 혁명 이후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보지도 않았지요. Eines

der Hauptmotive ist die Kommunikationstechnologie, wie sehr man sich auf

sie verlässt, was ihr Versagen ausrichten kann und vor allem wie sie

Parallelwirklichkeiten schafft. Ich glaube, dass Handy, E-Mail und iPod die

größte Veränderung unserer Lebenswirklichkeit seit der undustriellen

Revolution bedeuten. Wir haben noch nicht mal angefangen, das zu

verstehen.”

139) Vgl. H. Detering: Wenn das Handy zweimal klingelt: “켈만의 명성은 모든

인물들이 그리고 어느 때나 항상 휴대하거나 발생한 일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도움을 통해 동시에 혹은 차례차례로 다양한 삶을 살기

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세계의 다면적인 상에 기초하고 있다. Kehlmanns Ruhm
[entwirft] das facettierte Bild einer Welt, in der alle Figuren fortwährend

versuchen, mehrere Leben zu führen, gleichzeitig oder nacheinander und mit

Hilfe des Internets oder des Mobiltelefons, durch die sie jederzeit überall dabei

sein und das Geschehen umlenk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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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개념에서와 같이 실제 세계와 괴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매체는 휴

대전화이다. 휴대전화는 개인을 그와 관계하는 이들과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의 도구로 기능하지만, 목소리라는 제한된 정보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자신

을 감추고 위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이 명성에 제시되는 세 번째 매체이다. 가상공간은 현실에

평행한 새로운 현실로서 그 안에 새로운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가상공간은 현실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 요구된다.

명성의 인물들에게서 잘 나타나듯 현대인의 매체에 대한 의존은 점점 더 심

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기계인 매체는 항상 오작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이 집약된 매체는 인간의 이해력을 상회하며, 이러한 이

유에서 현대인은 매체의 작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140) 켈만은 이와 같은 매체

의 양가적인 성격을 제시함으로써 매체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141)

140) Vgl. Rudolf Maresch: Elektromagnetische Illusionen, in: Rudolf Maresch u.

Florian Rötzer (Hg.): Cyberhypes.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s Internet,

Frankfurt a. M. 2001, S. 65: “컴퓨터는 자신의 활동을 사용자의 눈과 귀로부터

숨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칩들과 동작 상태 그리고 소스 코드들은 인간의

일상에 대한 지각과 의식의 문턱 너머에서 작동한다. 전통적인 매체가 사물들을

움직였다면, 컴퓨터는 단지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 기호와 상징들

을 조작한다. Computer haben die Eigentümlichkeit, ihr Tun vor Augen und

Ohren der Benutzer zu verstecken. Chips, Schaltzusände und Quellcodes

operieren jenseits menschlicher Alltagswahrnehmung und Bewußtseinschwellen.

Setzen traditionelle Maschinen Dinge in Bewegung, manipulieren Computer nur

noch Zeichen und Symbole, die auf nichts anderes mehr verweisen als auf

sich selbst.”

141) Vgl. Volker Weidermann: Daniel Kehlmanns Ruhm. Diese halbe Existenz, in

F. A. Z. Feuilleton 10. 01. 2009. URL: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

her/rezensionen/daniel-kehlmanns-ruhm-diese-halbwahre-existenz-1760145.html

: “그러나 그는 기술 세계에서 작은 프로그램의 실수가 모든 것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모든 안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상실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

는지와 같은 자신의 테마를 침착하게 살펴본다. [Er] folgt aber in aller Ruhe

seinem Thema: wie leicht in der technischen Welt durch eine kleine falsche

Programmierung alles aus den Fugen geraten kann. Wie alle Sicherheiten

verlorengehen, ein neues Leben begi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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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로서의 세계

명성의 인물들은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그
러나 현대 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기술 이미지로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즉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 세계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매체

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이미지로서의 세계

를 구축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영향력과 그 이미지가 실제 세계와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과 관련이 있다. 보드리야르는 기술 매

체를 통해 전달되는 복제 가능한 이미지를 시뮬라크르로 정의한다. 그는 시뮬라크

르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이때 세 번째 단계의 시뮬라크르는 실재와

의 연관을 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142) 이러한 시뮬라크르는 오히려 실재보다

더 실재 같기 때문에 원본과 모사된 상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전복시킨다. 그리고

이미지가 실재를 대체하는 ‘파생실재 Hyperrealität’의 세계를 구축한다.

142)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의 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원본이 있는

복제 이미지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시뮬라크르는 실재를 반영하려고 한다. 하지

만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 시뮬라크르는 실재를 변형시키고 왜곡한다. 이를 통해

시뮬라크르는 실재와 멀어지게 되며 점점 실재의 흔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

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뮬라

크르는 실재와의 연관 자체를 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신이 가진 가상성을

좀 더 확실히 드러내며 실재를 은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뮬라크르의 세계는

실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시뮬라크르의 세 단계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참조. Vgl.

Jean Baudrillard: Der symbolische Tausch und der Tod, Berlin: Matthes &

Seitz Berlin 2011. S. 92: “Drei Ordnung von Simulakren sind parallel zu den

Mutationen des Wertgesetzes aufeinander gefolgt: Die Imitation ist das

bestimmende Schema des »klassischen« Zeitalter von Renaissance bis zur

Revolution. Die Produktion ist das bestimmende Schema des industriellen

Zeitalters. Die Simulation ist das bestimmende Schema der gegenwärtigen

Phase, die durch den Code beherrscht wird. Das Simulakrum der ersten

Ordnung handelt von Naturgesetz des Wertes, das der zweiten Ordnung vom

Marktgesetz des Wertes, das der dritten Ordnung vom Strukturgesetz des

Wertes. 시뮬라크르의 세 가지 질서는 각각 평행한 가치의 법칙의 변화에 따른

다. 모방은 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까지의 ‘고전주의적’ 시대의 특징적인 도식이

다. 생산은 산업 시대의 특정 도식이다. 시뮬라시옹은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현

대의 특징적인 도식이다. 첫 번째 질서의 시뮬라크르는 자연법의 가치에 의해 다

루어지며, 두 번째는 시장법칙의 가치에 의해, 세 번째 단계의 시뮬라크르는 구조

의 법칙의 가치에 의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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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에 나타난 이미지와 관련한 문제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중 인물들은 매체 의존적 성향을 보이며, 이때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세계와 다른 인물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이미지

는 그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작중 인물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체에 의해 재생산된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하기도 한다. 작품에

묘사된 이러한 상황은 매체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수용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1) 매체를 통한 세계인식

명성에는 매체를 통한 세계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 인물의 세
계 이해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며, 다른 소재들을 이용해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레오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레오는] 문화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단지 유감스러운

일은 아니며 인류에게는 학문과 전통이라는 짐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날은 영원한 현재의 이미지의 시대이며, 리드미컬한 소

음, 신비한 깨달음의 시대라며, 기술의 힘을 통해 종교적 이상이 현실이 되

는 시대라고 말했다.

daß die Kultur zwar aussterbe, daß dies aber nicht bedauerlich sei und

es der Menschheit bessergehen werde ohne den Ballast von Wissen und

Tradition. Dies sei das Zeitalter der Bilder, des rhythmischen Lärms und

des mystischen Dämmern im ewigen Jetzt – ein religiöser Ideal,

Wirklichkeit geworden durch die Macht der Technik.(R 31)

레오의 시대진단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화가 죽어간다는 것은

학문과 전통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시한다. 이는 곧 연구와 성찰을 통해 획

득한 지혜가 아래로 대물림되지 않고 단절되고 있는 현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

런 반면에 현재를 이미지와 소음, 신비한 깨달음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기술적

발전과 연관시키는 것은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피상성, 휘발성 그리고 성찰의 결

여를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이미지와 소음, 신비한 깨달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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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종교적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꼬집은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을 맹신하는 시각은 안락사 협회로 가려는 로잘리가 표를 사려는 상황에서

도 드러난다. 그녀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기 때문에 편도 티켓을 끊으려고 하지만

편도 티켓이 왕복 티켓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에 그것이 과연 “논리적 logisch”(R

60)인지 여행사 직원에게 묻는다. 그 직원은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

런 질문에는 답할 수 없으며 컴퓨터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143) 자신은 비행기 표

값을 정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컴퓨터는 알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왜

편도 티켓이 왕복 티켓보다 더 비싼가?’하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여행

사 직원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매체 의존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현대인은 매체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에블링에게서 잘 나타

난다. 에블링은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하지만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그저 부품을 교체하기만 한다. 기계에 정통해야 하는 기술자임에도 불구하

고 기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블링은 “컴퓨터가 얼마나 고장 나기

쉬운지, wie fragile”(R 9) 그리고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일이 “예외적인 경

우 eine Ausnahme”(R 10)이며 또한 “반쯤은 기적 ein halbes Wunder”(R 10)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에블링의 인식은 컴퓨터를 비롯한 매체가 얼

마나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지, 또 매체에 의지하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에블링에게서 드러나는 이러한 비판의식은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와 그

수용방식에서 구체화된다. 이때의 이미지는 세계와 인물에 대한 표상으로 나타나

지만, 실재와 괴리되어 있다.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앞서 살펴본 레오의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 레오는 자신이 글쓰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독자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지만 독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불손한 태도도 문제를 일으키

143) “사모님, 제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미쳐버릴 겁니다. 컴퓨터에 물

어보세요. 저고 컴퓨터에 물어봅니다. 모두가 컴퓨터에 물어봐요. 다 그런겁니다!

Gnädige Frau, wenn ich anfange, solche Fragen zu stellen, drehe ich durch.

Fragen Sie den Computer. Ich frage auch den Computer. Jeder fragt den

Computer, so läuft es!” (R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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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것은 독자들이 그를 ‘유명 작가’라는 이미지로 그를 대하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레오는 어떤 도덕적 비난도 받지 않는다.

레오가 인물의 차원에서 이미지와 실재의 괴리를 보여준다면, 이미지와 실제 세

계의 괴리는 마리아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마리아는 그가 방문하기 전

동양에 대해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144) 이러한 이미지가 어디에서 만들

어진 것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대인의 생활과 유사한 생활방식을 보

여주는 작품의 인물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미지가 매체를 통해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동양에 대한 이미지는 이 여행의 결정적인 동기

였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하게 된 동양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실재의 괴리는 마리아에게 비극을 야기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그녀가 핸드폰 충전기를 챙기지 않은

탓이지만, 동양에 대한 이미지가 그녀를 그 곳으로 떠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간

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녀의 비극은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매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매체 의존

적인 태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5)

144) “그녀가 어디에서 이곳이 덥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가? 상상 속에서 그녀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유목민들과 텐트가 쳐져 있으며, 야크가 있

고 밤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빛나는 하늘 아래 모닥불이 피워진 눈 덮인 초

원의 상(想)을 그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설 현장과 같은 냄새가 났고, 자동차

는 경적을 울려댔으며,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다. Woher hätte sie wissen

sollen, daß es hier heiß war? In ihrer Phantasie hatte sie Bilder verschneiter

Steppen gesehen, über die der Eiswind zog, wirbelnden Schnee, Nomaden und

Zelten, Yaks und nächtliche Lagerfeuer unter gewaltigen Sternhimmeln.

Tatsächlich aber roch es nach Baustellen, Autos hupten, und Sonne

brannte.”(R 95)

145) 갈터는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 켈만이 매체 의존적 경향에 비판을 가하고 있으

며 또한 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Vgl. S. Galter: a.

a. O. S. 91.: “그녀의 정체성도 기술적인 연결망이 꺼짐과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기술적 수단과 도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정체성이 위험에 빠뜨

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텍스트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켈만의 메시지이다.

Ihre Identität wird mit dem Erlöschen der technischen Vernetzung ebenfalls

ausgelöscht. Ein ausschließlich auf technische Mittel und Hilfe vertrauender

Mensch ist in seiner Identität gefährdet, das ist Kehlmanns Botschaft, die wir

auch aus diesem Text herauslesen kö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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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이미지와 자아

마리아에게 벌어진 이미지와 실재의 괴리가 야기한 비극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

나는 사례는 바로 랄프의 경우이다. 그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매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인터넷

에서 자신을 검색한다. 그는 자신에 대해 잘못 개제된 게시물들을 수정하고 자신

이 출연한 영화의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관계의 결핍

으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로서 그 결핍을 채우려는 행동으

로 이해할 수 있다.146) 이때 그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확인함으로써 그 결핍을

채운다는 점에서 매체에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정하는데, 이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불충분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리라는 것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영화에 대한 랄프의 성찰에서도 드러난다.

영화를 찍을 때마나 다른 사람이 생겨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완전히 성

공적인 복제품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뽑아낸 누군가가 생긴다는 게?

랄프는 유명해진 이후에 자신의 일부만이 남은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원래 속했던 영화와 수많은 사진 속에 단독으로 혼자 있기 위해서는 그냥

죽어야 할 것 같았다.

Sollte es möglich sein, daß jedesmal, wenn man gefilmt wurde, ein

anderer entstand, eine nicht ganz gelungene Kopie, die einen aud sich

selbst verdrängt? Ihm war, als wäre nach den Jahren des Bekanntsein

nur mehr ein Teil vion ihm übrig und als brauchte er bloß noch zu

sterben, um einzig und allein dort zu sein, wo er eigentlich

hingehörte.(R 81)

영화라는 매체는 짜인 서사로서 그 속에 등장하는 배우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

는 일을 반복한다. 이렇게 역할과 자아를 오가는 영화배우라는 직업은 자신의 정

146) I. Balint: a. a. O., S. 17: “탄너에게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물질적인

현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Die unmittelbar erfahrbare

körperlich-materielle Realität ist für Tanner nicht ausreichend als Beweis für

die eigene Exist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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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혼란을 겪기 쉬운 상태에 있으며,147) 랄프 역시 자신의 자아와 역할 사이

에서 혼란을 느낀다. 그는 영화를 찍고 유명해진 후에 스스로를 ‘일부만 남은 것

처럼’ 느끼는데, 이는 그가 역할과 본래 자신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마

쳤을 때에 그 역할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면

그 역할로서의 활동이 돌연히 사라지기에 그에게 남아있는 그 역할로서의 자아는

활동을 멈추게 되고, 이때 양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던 그의 내면에 역할로서의 자

아는 공백을 만든다. 이로 인해 그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랄프의 내면에는 죽음에의 충동이 자리하는데, 그는 자신이 죽어야하는 이유를

‘사진과 영화 속에 홀로 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그가 자신보다 역할로

서의 자아를 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148) 사진과 영화에 남은 그의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도 노쇠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랄프는 노화를 피할 길이 없다. 이미지로서 남고 싶어 하는 랄프

의 모습은 한편으로 매체 의존적 성향을 보여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지와

실제 자신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헬스 트

레이너는 그에게 운동을 좀 더 할 것을 권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영화에 셔츠를

벗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가 운동에 소홀할 경우 뱃살이 나와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R 86) 이때 그는 영화 속에 등장한 ‘이상적인 랄프 타너의 이미

지’에 맞춰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켜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스타와 닮지 않았 dem Filmstar ohnehin nicht sehr ähnlich”(R 82)으며, 이러

한 사실은 영화 속 자신의 이미지와 실제 자신이 괴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괴리는 그의 새로운 삶과 함께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블링 덕분에 출연 제의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그는 루프폴에서 만난 노라

와 랄프 탄너의 대역 배우 마티아스 바그너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 순간을 기점

으로 그는 점점 랄프 탄너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노화로 인해 조금씩 자신의

147) Vgl. S. Galter: a. a. O., S. 95: “배우라는 직업은 그 정의에 의해 다양한 정체

성에 빠져드는 것을 전제한다. 영화는 인터넷과 전적으로 비교 가능한 가상공간

이며, 낯선 정체성들과 유희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기 쉬운 가상

공간이다.bDer Beruf des Schauspielers setzt per Definition das Schlüpfen in

unterschiedliche Identitäten voraus, der Film ist ein virtueller Raum, dem

Internet durchaus vergleichbar, wo man leicht seine eigene Identität über dem

Spiel mit den fremden Identitäten verlieren kann.”

148) Vgl. N. Kasko: a. a. O., 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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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서의 생활은 실제 랄프와

이미지로서의 랄프의 간극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랄프는 마티아스

바그너라는 “그가 아닌 다른 이 Nicht er, sondern ein anderer”(R 83)로서의 삶

을 시작한다. 이때 그는 스스로 마티아스 바그너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새로운 삶

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그는 점점 ‘랄프 탄너’로부터 멀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서 그가 루프폴에서 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도 함께 일어난다.

그 다음번 루프폴에 출연했을 때 그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연단에

서서 준비해간 글을 읽는 동안, 그는 갑작스레 패배감을 느꼈다. 뭔가 잘못

되었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목소리는 쥐어짜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손동작이 어떠했는지 떠올리려 노력하는 동안 그가 원래 어땠는지,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 떠오르는 대신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

였다.

Bei, nächsten Auftritt im Looppool allerdings machte er keine gute

Figur. Während er auf dem Podium stand und seinen Text sprach,

fühlte er plötzlich verloren. Etwas ging schief, er war verkampft, seine

Stimme gepreßt, und als er versuchte, sich daran erinnern, wie er die

Hände in jener Szene gehalten hatte, fiel ihm nicht mehr ein wie es

eigentlich war, was er empfunden und gedacht hatte, sondern er er sah

nur das Bild von sich selbst auf der Leinwand vor sich.(R 84)

이 장면에서는 랄프 스스로도 자신을 잊기 시작했음이 드러난다. 그는 과거 자

신이 어떻게 연기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목소리마저 흉내낼 수 없다. 자신의

행동이 랄프의 이미지와 괴리를 보여주는 동안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내면의 거부반응을 보여준다. 즉 그는 이미 마티아스 바그너로서의 삶을 선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단지 흉내에 불과하다고 해도, 랄프로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랄프의 행동은 화면 속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무대 위에서 그가 당황하

며 느끼는 ‘패배감’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화면에 비친’ 랄프의 이미지에게 대한

패배감 그 자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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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에게 일어난 상황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루프폴에서 그는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세 번째 단계의 시뮬라크르를 대면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랄프가 무대 위에서 바라보는 영상은 실재와의 연관을 상실하며,

그와 이미지의 괴리는 그것이 실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그 이미지를 흉내내는 수많은 대역 배우의 존재는 시뮬라크르로서 재생산

된 이미지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루프폴은 세 번째 시뮬라크르인 ‘파생실

재 Hyperrealität’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그 곳에서 랄프가 맞이하는 것은 보드리

야르적 의미에서의 실재의 파생 실재로의 이행이다. 그에 따르면 실재는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이는 곧 실재의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가 된다.149) 이때 실재의

죽음은 결국 시뮬라크르로 인한 실재의 사라짐을 지시하며, 이는 곧 랄프의 이야

기가 보여주는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마티아스 바그너로서의 랄프는 자신이 촬영한 기억이 전혀 없는 영화의 예고편

을 보게 된다. 그 영화는 이미 개봉했고, 또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

심지어 노라도 그 영화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랄프는 혼란에 빠진다. 그는 노

라와 함께 있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이며 어느 쪽이

반사된 상인지 auf welcher Seite die Originale war und wo die Abbilder”(R

89) 알 수 없었다. 그러한 상태로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하인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다. 하인은 그를 그저 자신의 주인을 흉내 내는 사람으로 취급한

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 번 시뮬라크르와 실재의 관계를 보여준다.150) 시뮬라

크르의 허구적인 재생산 속에서 실재는 사라지게 된다. 실재로서의 랄프 타너는

자신보다 더 그 시뮬라크르에 어울리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만 것이다.

149) Vgl. J. Baudrillard: a. a. O., S. 134: “실재는 실재의 분명한 복제, 특히 광고와

사진과 같은 다른 재생산 매체의 기초인 파생실재에서 몰락하며, 실재는 매체를

전전하며 사라진다. 실재는 죽음의 알레고리가 되지만, 자신의 파괴에서 스스로를

확인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상승시킨다. Die Realität geht im Hyperralismus

unter, in der exakten Verdopplung des Realen, vorzugsweise auf der

Grundlage eines anderen reproduktiven Mediums – Werbung, Foto etc. - und

von Medium zu Medium verflüchtigt sich das Reale, er wird zur Allegorie des

Todes, aber noch in seiner Zerstörung bestätigt und überhöht sich.”

150) I. Balint: a. a. O., S. 19: “탄너의 하인이 그를 꾀병쟁이와 침입자로 확인했다

는 사실은 시뮬라시옹에서의 실재의 상황을 다시금 증명한다. wie auch die

Tatsache, dass Tanners eigener Diener ihn als Simulanten und Eindringling

identifiziert, authentifiziert erneut den Realitätsstatus d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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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체념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

던 것은 자신보다 더 완벽한, 그 자리에 “꼭 맞는 이 der Richtige”(R 93)가 있었

기 때문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화자는 랄프의 집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이를

랄프 타너로, 실재의 랄프 타너는 마티아스 바그너로 부른다. 이제 그는 자신을

“스타와 닮은 이 einem Star ähnlich sah”(R 93)로 이해하고 랄프가 아닌 마티

아스로의 삶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의 예는 이미지와 개인의 정체성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명성에 나타난
컴퓨터 및 매체에 대한 이해와 마리아의 경우는 현대인의 세계 경험이 매체가 생

산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마리아는 이로

인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러한 비극의 과정은 랄프에게서도 반복된

다. 랄프는 자신보다 이미지에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다. 두 인물 모두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이미지에 의해 자아의 변화를 겪고 있다

는 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매체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2. 휴대전화의 이중성

휴대전화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

다. 기존의 전화가 유선 통신에 기반해 정해진 공간에서만 기능할 수 있었던 반면

에 휴대전화는 무선통신을 이용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이를 통해 현대

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명성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명성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사용하는 매체이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생활 권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타인

과 소통한다. 이때 휴대전화는 자신이 관계하는 이들과 연결시켜줌으로써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단지 목소리라는 제한된 정

보만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게 한다. 목소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임에는 분명하

지만, 그것만으로 그 목소리의 담지자를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휴대전화는 자신을 위장하는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다. 명성에는 휴
대전화가 갖는 양가적인 측면이 모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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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인식의 도구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우선 그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는 역할로서 자신을 인

식할 수 있다. 명성에서 이러한 경우는 엘리자베트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국제 의료 봉사를 다녔으나, 첫 번째 <위험 안에서>

에서는 레오의 강연 여행에 동행하고 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어떤 역할도 부여받

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레오를 관찰한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에게 자신의 동료가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었고, 그녀가 아프리카의 차관과 연락해 정보를 얻어야만 한

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후 그녀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레오의 강연 여행에서 빠

져 나오고자 한다. 휴대전화가 이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예는 로잘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로잘리는 불치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로잘리 죽으러

가다>의 초반에 그녀는 한 차례 레오에게 저항하지만, 이후로는 차분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조카딸 라라와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자신

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레오에게 점점 더 거세게 저항하

기 시작한다. 스위스에 있는 안락사 협회에 예약을 하고, 비행기 표를 구하는 과

정에서도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왔으나, 라라와의 통화에서 그러

한 사실을 알리고서는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레오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두 인물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통해 그가 해야 할 일과 그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마리아에게서는 휴대전화의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이 두 인물보다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름 모를 중앙아시아의 어느 곳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휴대전화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남편과 연락함으로

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졌을 때, 그녀는 더 이

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원래 자신의 삶과 모든 연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남편조차 “오래 전 다른 세계나 이전의 삶에

서 알았던 이처럼 낯설게 fremd, so wie jemand, den sie vor langer Zeit

gekannt hatte, in einer anderen Welt, einem vergangenen Leben”(R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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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그녀에게 “이전의 삶이 이미 지나가버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schon

war alte Dasein dahin und kam nie wieder”(R 119)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이며, 이는 휴대전

화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녀의 의식이 꺼

졌다 ihr Bewußtsein [erlöscht]”(R 119)라는 이야기의 결말은 마리아의 의식이

자 마리아로서의 의식이 꺼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1) 휴

대전화는 이처럼 인물들을 그들과 관계하는 이들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가 누구

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로잘리의 이야기와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죽어

갔는지>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한 인물의 말은 이와 같은 휴대전화의 기능에 대

한 켈만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증명한다. 그는 레오가 쓰고 있는 로잘리의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레오가 만들어낸 인물도 아니었고 그의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명성의 모든 이야기의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에

개입하는 인물이다.152) 그가 던지는 이야기들은 수수께끼와 같지만 한편으로는

인물들의 상황에 잘 맞는 이야기를 던진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명성을 쓰고 있는 켈만의 지평을 보여주는 인물이

151) 카스코는 마리아의 이야기 결말이 그녀가 더 이상 이전의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단지 소설 속 인물로 사라진다고 이해한다. Vgl. N. Kasko: a. a. O., S.

45: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다. 그녀는 더 이상 추리 소설

작가 마리아 루빈슈타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야기의 차원에서 소설 속 인

물로서 그녀가 그저 사라졌다는 사실로 작용한다. Sie ist nicht mehr mit ihrem

Namen identisch, sie ist nicht mehr Maria Rubinstein, die Krimiautorin. Auf

der Ebene der Erzählung wirkt sich das so aus, dass sie sich als Romanfigur

einfach auflöst. ”

152) Vgl. N. Kasko: a. a. O., S. 34: “그러나 이 두 장[이야기]은 다른 서사의 차원

에 속해 있고, 그는 이 차원을 두루 여행하는 인물이다. 그는 모든 [이야기의] 차

원에 등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는 인물들의 상황을 이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며 그는 줄거리에 영향을 끼친다. 그 인물은 최면 상태와 같이 다른 인물들

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서술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전지적인 서술자를 불안하게 한다. Diese zwei

Kapitel gehören aber zu der anderen narrativen Ebene, der Mann ist also

„Durchreisender”, er kann in allen Ebenen erscheinen. Außerdem kennt er die

Situation der Figuren verdächtig gut und er beeinflusst den Handlungsstrang:

seine Figur wirkt auf die anderen Figuren wie in einer Hypnose. Damit

verunsichert er den allwissensen Erzähler, da er eine Figur ist, deren

Tätigkeit er nicht kontrollieren kann und der vielleicht sogar mehr weiß als

der Erzähler sel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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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부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이 순간에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화하세요. 인생은 매우 빠

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전화기가 있으며, 그러라고 그 전

자 기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 양반?

Wenn es jamand gibt, den Sie sehen möchten in dieser Stunde, rufen

Sie ihn an. Das Leben ist so schnell vorbei. Und dazu gibt es doch die

kleinen Telefone, dafür haben wir all dies Elektrische in den Taschen.

Nicht wahr lieber Herr?(R 185)

그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지만 부서장의 상황에 꼭 맞는 말이다. 이를 통해

그 인물이 부서장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것이 곧 켈만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는 휴대전화의 기능을 직접 말한다. 그는 두 여성 사

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부서장의 상황에서 하나를 택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갈등

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서의 전화통화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이로 살아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말

은 앞선 세 인물의 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그들이 관계하는 이들과 연결

시켜줌으로써 자신을 인식하는 휴대전화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 위장의 수단

에블링의 예에서 드러나듯, 휴대전화는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의 위장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에블링은 휴대전화를 통해 앞선 예와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 행

세를 한다. 그의 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갖는 조작

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이다. 에블링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나

타난다. 그가 처음부터 ‘랄프’라는 인물의 행세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술

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장만하려

하지 않았다.153) 그의 기술과 기계들에 대한 불안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153) “몇 해 전부터 그는 휴대전화를 사는 것을 거부해왔다. 왜냐하면 그는 기술자

였고 휴대전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Jahrelang hatte er sich geweigert,

eines [Mobiltelefon] zu kaufen, denn er war Techniker und vertraut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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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반쯤 잠든 상태에서 모든 비행기, 전기로 작동하는 무기들, 은행의

계산기들에 대한 상상들은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어, 그는 가슴이 쿵쾅

대곤 했다.

Abends im Halbschlaf beunruhigte ihn diese Vorstellung – all die

Flugzeuge, die elektronisch gesteuerten Waffen, die Rechner in den

Banken – manchmal so sehr, daß er Herzklopfen bekam.(R 10)

그는 기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가슴이 뛸 정도로 공포를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 장만한 휴대전화에 “경탄 beeindruckt”(R 7)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여

성이 웃으며 자신을 ‘랄프’라고 부르자 그의 가슴은 또 한 번 뛴다.154) 두 경우 모

두 에블링의 가슴을 뛰게 했지만, 전자의 경우는 불안으로 인해서 후자의 경우에

는 어떤 모호한 설렘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에블링은 랄프를 찾는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목소리가 랄프라는 이와 비슷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목소리만 전달되며 이를 통해서

만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는 휴대전화의 매체적 특징은 에블링이 랄프 행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155) 이를 통해 그는 실제 랄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에

도 랄프인 양 휴대전화로 그의 애인 카를라와 통화를 한다. 그는 점점 더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그 수법 역시 회를 거듭할수록 대범해진다. 그는 카를라와 만날

약속을 정하기까지 하지만 그 장소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즐긴 일종의 역할 놀이는 휴대전화를 통한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블링은 일상의 공간이 아닌 지하실에 숨어서 그녀와 통화를 한다. 이런 면

에서 휴대전화는 위장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블링의 밀회는 어디까지나 휴대전화라는 조건 자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Sache nicht.”(R 7)

154) ““랄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에블링의 심장은 고동쳤고, 그의 목은 바싹 말

랐다. «Ralf!» Sie lachte. Eblings Herz klopfte, sein Hals war trocken.”(R 10 f.)

155) Vgl. Ham Su Ok: a. a. O., S. 166: “전화통화에서 발생하는 신체와 목소리의

분리는 이미 위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Die beim Telefongespräch

stattfindende Trennung zwischen Körper und Stimme enthält schon immer die

Möglichkeit zum Sich-ver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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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에블링의 랄프로서의 역할 놀이는 결국 통신사의 오류 수정으로 인해 끝나게

되지만, 이를 통한 에블링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감지된다. 에블링은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얻는다. 타인 행세를 하다가 정말로 다른 이가 되어버

리는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에 점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한편 자신의 업

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간다. 그는 수리해야 할 컴퓨터의 부품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듯 wenn man

etwas hatte, auf das man sich freut”(R 13) 행동한다. 그는 결국 자신이 출근

해야 하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고 무단으로 결근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점점 더

랄프의 삶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느끼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 아내와

의 관계는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카를라와 통화를 했던 밤에 자신의 아

내를 안는다. 이때 아내는 그의 손길에 망설이는데, 이러한 아내의 반응에서 둘의

부부관계가 낯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에블링은 자신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무언가 부적절한 etwas Ungehöriges”(R 15) 것처럼 느낀다. 즉 그는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다음번의 잠자리 역시

카를라와의 통화 이후에 이루어진다. 두 번의 경우 모두 카를라를 바람맞힌 이후

에 에블링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는 어떤 전기적 자극을 느꼈다. 그에게는 마치 그의 도플갱어나, 다른 우

주에 있는 자신의 대리자가 어느 값비싼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그가 우스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웃음짓고,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실수인 양 그의 손을 스치기도 하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것

같았다.

Er spürte ein elektrisches Prickeln, ihm war, als ob ein Doppelgänger

von ihm, ein Vertreter seiner selbst in einem anderen Universum,

gerade ein teures Restaurant aufsuchte und eine große, schöne Frau

traf, die aufmerksam seinen Worten folgte, die lachte, wenn er etwas

Geistreiches sagte, und deren Hand hin und wieder, wie aus Versehen,

die seine berührte.(R 15)

그가 느낀 전기적 자극은 이하의 상상에서 알 수 있듯 어떤 고통의 표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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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에 가까운 감정을 묘사한다. 또한 이때 그가 상상하는 자신의 도플갱어이자

대리자는 랄프를 의미한다. 에블링이 카를라를 바람맞히는 일은 또 한 번 반복되

는데, 그는 이번에도 아내를 안는다. 이때 에블링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삶이나

현실적인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꿈에서 나온 것처럼 als stamme sie

aus einem anderen Dasein oder einem Traum, der mit dem wirklichen

Leben nichts zu tun habe”(R 19 f.) 느낀다. 자신의 아내를 비현실적으로 바라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가 에블링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낯설게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또한 아내를 안으며 “격정으로 어쩔줄 모르는 카를라 vor

Leidenschaft hilflose Carla”(R 20)를 상상한다. 하지만 이때 그녀에게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오직 랄프로서의 자신일 뿐, 에블링은 그녀와의 관계에서 어

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녀를 상상하고 아내를 낯설게 느끼는 것

은 그가 랄프로서의 자신을 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랄프 행세

를 통해 랄프의 존재가 “자신의 작은 한 부분 zu einem kleinen Teil nun auch

seins”(R 17)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랄프의 삶이 그에게

정해져 있었던 것 Womöglich war Ralfs Dasein ja immer schon für ihn

bestimmt gewesen”(R 17)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더 이상 랄프 행

세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계속해서 전화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

을 의아해하는 직장동료의 모습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끔찍하게 두려워하던 기계의 오작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쾌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결국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 결국 에블링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전의 자신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로 변했다.

이상의 경우들로부터 휴대전화는 단순히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만 기능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는 자기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자

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매체인 것이다.

3.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자아

인터넷은 네트워크와 전자 신호로 연결된 가상공간이며, 휴대전화와 함께 오늘

날의 대표적인 매체이다. 현대인은 인터넷을 빈번히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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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한 계정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일종의

가상의 자아와 같은 것이며, 인터넷 사용자는 계정을 통해서만 인너텟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인터넷은 가상의 새로운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오늘날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사회를 네

트워크사회로 정의하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때의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를 연결하

는 관계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네트워크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반 다이크는 네트워크사회의 구조를 유기적 공동사회와 가상 공동사회

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156) 다이크에게서 특기할 점은 두 사회가 완전히 평행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이크는 현대사회를 이 두

공동체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지만, 양자가 차이나는 지점은 유기적 공동사회가

‘면대 면’으로 소통하는 반면 가상의 공동사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점

이다. 그러나 양자는 긴밀히 관계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명성에 나타난 가상공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가상공간은 실제 현실과 다

르게 물리적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기본적인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

하게 나타나며,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새로운 현실도 결국 실제 현실과 관계할 때

에만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몰비츠와 부서장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1) 해방의 공간으로서의 가상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인터넷은 새로운 공간으로서 현실에서 충족되

지 못한 욕망을 실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상공간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

하려고 하는 예는 몰비츠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몰비츠는

인정을 추구하며 자기 연출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때

자신을 연출하는 수단은 인터넷 포럼에 올리는 글이다. 몰비츠의 이러한 성향은

인터넷 공간과 몸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게 있어 인터넷은 호감

156) 반 다이크: 같은 책, 37-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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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외모를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157)

나처럼 인터넷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 어떻

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누군가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

단지 상상에서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존재한다.

Wenn einer so viel Internet unterwegs ist wie ich, dann weiß er, daß -

wie soll ichs sagen? Also dann weiß er, daß Wirklichkeit nicht alles ist.

Daß es Räume gibt, in die man nicht mit Körper geht. Nur in Gedanken

und trotzdem da.( R 146)

몰비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묘사한 것은 실제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가 인터넷 계정이라는 디지

털화된 신체를 통해 실제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의 말 역시 그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자신

의 결점을 보완해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

제 신체를 숨기려고 한다. 그는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자신의 실명과 주

소, IP 주소가 노출될 때 “매우 불편한 느낌 sehr unangenehmes Gefühl”을 받

으며, “옥죄어 오는 듯한 착란 Irrsinn wie eingespannt”에 시달린다.(R 137) 이

는 몰비츠가 적극적으로 가상공간에 새로운 자신을 구축하려 하지만, 실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은 “변신 Transformation”이자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Sich selbst übertragen in was andres”이다.(R 146) 이를 위해 그는

레오의 이야기 속 인물이 되고자 하며,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글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연출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실제 자신의 육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자신의 본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매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부서장에게서도 나타난다. 그

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두루 이용함으로써 자신이 부재하는 곳에 자신을 위치하

157) K. Löser: a. a. O., S. 43: “인터넷은 그에게 자신의 신체를 디지털화 된 기호

의 신체로 변환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Das Internet ermöglicht es ihm,

seinen Körper in einen digitalen Zeichenkörper zu konver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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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이러한 작업을 솜씨좋게 처리한 보상으로서 그는 자신의 달콤한 이중생

활을 이어간다. 몰비츠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

를 가상공간으로 이끌었다면, 부서장을 움직인 것은 루치아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루치아와 아내 중 어느 한 쪽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에 자신

을 만들어 그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자리하게 만들었다.

루치아를 만난 순간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구성하던 연관들이 마치 세계

반대편의 날씨처럼 낯설고 멀게 보였다 Die Zusammenhänge, aus denen mein

Dasein bestand, schienen jetzt so fremd und fern wie das Wetter auf der

anderen Seite der Welt”(R 160 f.)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표현은 새로운 삶

에의 열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루치아를 만나고서 가족과 직장을

비롯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를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이는 그가 어느

정도로 루치아에게 끌리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그는 심지어 루치아와 함께

하는 것을 “특권 Vorrecht”(R 166)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히 그녀를 원한다. 이러한 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그의

이중생활을 시작되며, 그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158)

몰비츠와 부서장의 경우는 모두 새로운 자신을 만들거나 혹은 또 다른 자신을

만드는 데에 가상공간을 활용한다. 가상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에서 새로운 현실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에서 두 인물 모두 실제 현실로 돌아

온다. 몰비츠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고, 부서장은 착란에

빠져 자신이 관계하는 모두를 불러들인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현실이 실제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결코 긍정적인 결과만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158)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그 이전과 이후로, 영원히. mein Dasein in zwei

Hälften schnitt: ein Davor und ein Danach, für alle Tage.”(R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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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에 의한 분신의 불완전함

가상공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종종 물리적 실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자신호로 이루어진 신체가 실제 신체와 연관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후자는 전자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매체학자 지빌레

크레머 Sybille Krämer는 ‘가상 virtuell’이라는 개념이 광학적 개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가상성은 실재하지 않는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물체의

가상적 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159)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가상공간에

서의 가상적인 신체도 실제의 신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오

히려 실제 신체와 기호로 이루어진 신체 간에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전

자는 후자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160)

159) Vgl. Sybille Krämer: Verschwindet der Körper? Ein Kommentar zu

computererzeugten Räumen, in: Rudolf Maresch u. Niels Weber (Hg.): Raum,

Wissen, Macht, Frankfurt a. M. 2002, S. 49-68, hier S. 52: “ ‘가상적’이라는 것

은 광학 용어로 광파에 의해 기만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울에 비

친 상은 거울에 비친 물체를 거울의 표면 뒤에 위치하게 한다는 인상을 전달한다

는 점에서 가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상성은 단순히 가상의 물체를 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물체에게 가상적 위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

Virtuell‹ ist ein Terminus der Optik und meint lichtwellentäuschende Bilder.

Spiegelbilder zum Beispiel sind virtuell, insofern sie den Eindruck vermitteln,

dass sich die gespiegelten Objekte hinter der Spiegelfläche befinden. Virtualität

bringt also nicht einfach illusorische Objekte hervor, sondern verschafft realen

Objekten illusorische Platzierungen.”

160) Vgl. S. Krämer: a. a. O., S. 50: “가상화라는 조건 하에서 신체가 사라진다는

관념은 지나치게 짧게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에서 수행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소멸도, 더욱이 신체의 분할이나 데이터로 이루어진 신체의 분할도 아니

며, 물리적, 기호학적 신체의 배증도 아니다.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

단순히 신체성의 면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와 ‘기호 신체’의 섬세한 상호작용에

근거한다. 따라서 탈 신체화도 물리적 신체의 기호학적 신체로의 변형도 [그와

관련한] 논점이 아니다. Die Idee vom Verschwinden des Körpers unter den

Bedingungen der Virtualisierung greift zu kurz. Was sich unter diesen

Bedingungen vollzieht, ist nicht einfach die Auflösung des Körpers, vielmahr

seine Aufspaltung in einen Keib und einen Datenkörper, seine Verdopplung in

einen physischen und einen semiotischen Körper. Geschehnisse in Virtuellen

Realitäten [...] verdanken sich dann nicht einfach der Suspendierung von

Körperlichkeit, sondern dem sublimen Wechselspiel zwischen ›Fleischkörper‹

und ›Zeichenkörper‹. Nicht die Entkörperung, vielmehr die Transformation

in einen physischen und einen semiotischen Körper ist also das T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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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머의 이러한 견해는 몰비츠의 이야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크레머는 거울상

과 같이 가상의 신체와 실제 신체의 연관을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몰비츠가

새로이 만들려 했던 자신은 자신의 실제적 신체와 연관을 상실한다. 몰비츠는 양

자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채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양자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몰비츠의 기획은 실패로 돌아간

다.161) 이때 그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다. 직장과 집에 있는 엄마, 상사와 역겨운

로벤마이어, 그리고 이곳과 마찬가지로 유일한 도피처로서 포럼들. [...] 내

게는 늘 오직 나밖에 없다. 항상 이곳에, 바로 여기, 다른 곳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 다른 세계로는.

Reality wird alles sein, was es für mich gibt: Job und Mutter daheim

und Boss und riesen Sau Lobenmaier, und als einziges Escape Foren

wie hier. [...] Ich hab für immer nur mich. Immer bloß hier, auf dieser

Seite, auf der anderen: never. Keine andre Welt.(R 158)

몰비츠는 결국 자신이 했던 말들을 모두 철회하기에 이른다. 자신과 같은 이들

만이 알고 있는 ‘구원 Erlösung’에의 가능성이자 그 실현의 공간이었던 가상공간

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단지 ‘도피

처 Escape’에 불과했으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으로 회귀

한다.

부서장에게서도 가상공간에 새로이 만든 자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이중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상공간을 활용했지만, 이는 결국 그의 현실감

각을 그는 결국 교란해 착란에 빠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중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우선은 그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는 또한 휴대전

화와 인터넷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는 휴대전화의 이동성

161) 뢰저는 몰비츠의 경우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실제 존재는 이미지로서

무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Vgl. K. Löser: a. a. O., S. 44: “인터넷이

라는 가상공간은 진정한 구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존재가 이미지로서 무게

를 잃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피처를 제공한다. Der virtuelle Raum des

Internets bietet keine genuine Erlösung, sondern nur einen vorübergehenden

Fluchtraum, in dem die reale Existenz bildlich an Gewicht verl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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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루치아와 있는 동안에는 한나와 통화를 하고, 반대의 경우

에는 또 반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매 통화 때마다 그와 함께 있는 이의 눈을 피해

야만 하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은 한계를 가진다. 그는 컴퓨터를 활용해 이 간극

을 메운다. 그는 자신의 이중생활을 충분히 만끽한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이중생

활은 단지 “조직의 문제 Problem der Organisation”(R 182)에 불과한 것이었다.

누구와 며칠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에 그는 어디에 있을 것

으로 말해두어야 하는지 간단한 사항들만 미리 정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틈틈이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냄으로써 그는 자신의 이중생활을 충분히 만끽한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세계를 “고정된 장소가 없는 ohne feste Orte”(R 172) 곳으로 만

들었음에 경탄한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man kann

überall sein”(R 173)는 그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중생활을 이어왔는

지, 그리고 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거짓말의 무게

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 자신의 곁에 있는 이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중생활을 옹호하지만 점점 자신의 삶이 “믿을 수 없는 상상의 산물

unglaubhafte Erfindung”(R 171 f.)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

짐에 따라 그는 자신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중생활. 두 가지 삶을 사는 것. 나는 그저 기가 꺾인 부서장에 불과했다.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림 잡지에 나오는

무서운 유령, 비밀들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비밀이 없는 삶을 살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죽음이며 인간에게 단 하나의 삶

은 충분하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Doppelleben: die Verdopplung des Lebens. Eben noch war ich nur ein

bedrückter Abteilungsleiter gewesen. Wie hatte es dazu kommen können,

daß ich sie plötzlich verstand: die Schreckgespenster der Illustrierten, all

die Leute, die Geheimnisse hatten, einfach deshalb, weil es sich ohne sie

nicht leben laßt, weil völlige Offenheit der Tod ist und ein eiziges

Dasein für den Menschen nicht reicht.(R 183)

이로부터 알 수 있듯 그는 자신의 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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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자

신의 사고에 대한 의구심임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이러

한 자기 의심은 현재 그가 혼란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루치아와 한나 사이를 오

가는 동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루치아와 한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곁에 없

는 이 die, bei der ich gerade nicht war”(R 175)를 더욱 갈구하고 있음을 자각

하게 된다. 그러는 다른 한편 그는 또한 일상의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이야

기의 결말 부분에 이르러 그는 한나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지만, 이 역시 환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이때 옷

도 입지 않은 채 문으로 향한다. 그는 문 앞에서 “실제 자신이 어떠한지 wie ich

wirklich war”(R 190) 보여주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루치아를 처음 만난 밤에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에게 “시간은 앞으로 또 뒤로 흘러가는 것 같

아 보였고, 감개에서 풀려나오는 필름 뭉치처럼 뒤엉켜 있었다. Die Zeit vor-

und zurückschnellen, warf Schleifen und Verschlingungen wie ein sich

aus der Spule rollender Film.”(R 166) 이때 그는 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진 것

인지 자신이 혼란에 빠진 것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그

가 루치아와 한나 사이를 오가며 해온 일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세계의 어느 곳에 어떤 시간에 존재할지 스스로 정하며 이중생활을 이어왔다. 이

는 휴대전화를 통해,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 편집한 사진들과 이메일로 자신이

부재하는 곳에 자신의 환영을 만든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때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그는 시간의 흐름을 앞

질러 나가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어느 시간

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시간은 앞으로

도 뒤로도 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구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

나 그 결과로 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 102 -

상황은 그의 매체를 이용한 이중생활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

이다.

몰비츠와 부서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새로운 현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함을 보인다. 두 인물은 각각 가상공간에 대해 실제 현실

과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거나 연관이 있되 평행하게 나타난다고 이해

한다. 그러나 다이크와 크레머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가상공간은 현실과 관련이 없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관계할 때에만 의미 있는 공간이다. 부서장은 이를

망각하고서 가상공간을 이용하다 현실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가상공간은 흔히 새

로운 현실로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켈만은 이 두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낙관적 희망을 경계하고 가상공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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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다니엘 켈만의 명성에 나타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알

아보았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복잡한 현대사

회는 개인이 또 다른 자아를 갖거나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켈만은 명성을 통해 이러
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맺는 관

계에 따라 정의된다. 현대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 살아가며, 미로

와도 같은 관계망 하에서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한

다. 명성을 구성하는 아홉 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서로 복잡하
게 얽혀있으며 그럼에도 하나의 소설로 통합되는 명성의 미로와도 같은 구조는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는 현대사회에 대한 켈만의 숙고를 드러내며, 켈만은 이를

통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와 현대매체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은 복잡해진 관계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어려움

에 처한다. 그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는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다

른 한편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개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이다. 이때 개인과 관계하는 다른 이들은 인정을 통해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주기

도 한다. 명성은 그의 행동이 야기한 결과로 그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된다. 따라

서 명성은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명성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담지자와 괴

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호네트의 인정투쟁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사회의 구

성원으로 받아들여지며, 반대로 무시의 경험은 인정의 추구를 추동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명성을 획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명성은 인정투쟁의 결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성의 과도한 추구는 실제 자신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

기도 한다. 명성의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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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비츠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연출하고, 블랑코스는 명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

신의 이미지에 스스로 갇혀버리기도 한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실제 자신과의 괴

리를 느끼게 되고 내면에서 자기모순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두 인물의

사례는 개인의 정체성에 사회적 관계가 끼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명성에 나타난 죽음을 통해 한층 분명히 나타난다. 명성
에서 인물들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인 죽음으로 나타나며, 이때

그 양상은 언제나 그 인물이 관계하던 이들과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서장

의 경우 한나와 루치아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을 죽음

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양에서 실종된 마리아가 자신으로서의 의식이 꺼지는 것

은 그들의 존재가 자신이 속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매체이다. 매체

는 인간의 근본경험에 영향을 끼쳐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자 현실세계와 평행한 가상공간을 생성하는 현대의 매체는

개인에게 또 다른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명성의 인물들은 매
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관계한다. 이때 세계는 매체가 제공하는 이미

지로 수용된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조작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미지는 그것이 어떤 대상

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보드리야르가 말

하는 시뮬라크르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의미한다. 시뮬라크르는 실재와 연관을

상실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재와 시뮬라크르의 관계를 전복시킨

다. 그리고 이때 실재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랄프 탄너

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영화배우로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보다 더 그 이미지에 맞는 인물에게 자

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휴대전화는 자신의 신분 증명 수단임과 동시에 위장

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전자의 예로서 마리아는 자기 확인을 위한 도구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만, 에블링은 휴대전화로 타인 행세를 한다. 그에게 있어 타인 행

세는 단순한 유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현대매체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은 가상공간에서도

드러난다. 가상공간은 현실에 평행한 새로운 현실로서 그 안에 새로운 자신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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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몰비츠는 이에 실제 자신과 전혀 다른, 자신이

꿈꾸는 자신을 연출하며, 부서장은 가상공간을 실제 세계와 융합하여 자신이 부재

하는 곳에 또 다른 자신을 위치하게 한다. 그러나 크레머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가상공간은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상공간은 현실과

관계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비츠와 부서장의 경우는

그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켈만은 현대사회에 당면한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들을 제

시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또한 방황하게 된다. 켈만이 제기하고 있는 정

체성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황을 다시금 환기한다. 그

는 명성을 통해 현대사회의 구조나 매체환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체
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조건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켈만이 단지 주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고찰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인이 마주할 수 있

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인간 존재에 있어 가장 근원

적인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희석된다. 켈만은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 번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함으

로써 사회에 물음표를 던지는 작가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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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Studie der heutigen

Identität in Daniel Kehlmanns

Ruhm

Kong, Joonseok

Fakultät für Germanistik

Seoul National Universität

Daniel Kehlmann ist trotz seines junge Alters (Jg. 1975) von Kritikern

und Publikums anerkannt. Auf Grund seiner originellen Wahrnehmung der

Wirklichkeit entwirft er eine ‘gebrochene Wirklichkeit’, und behandelt aktuelle

wesentliche Themen, mit denen man heute konfrontiert wird. Die vorliegende

Arbeit fokussiert auf das Problem der Identität im Kehlmanns Roman Ruhm.

Ein Roman in neun Geschchten(2009). Es wird versucht, anhand der

gegenwärtigen Theorien über die Identität und Medientheorien dieses Werk

zu analysieren.

Der heutige Identitätsdiskurs definiert die Identität einer Person als

etwas, was je nach sozialen Verhältnissen verschieden erscheinen kann.

Nach der sozialpsychologischen Ansicht George Herbert Meads integriert

personale Identität durch Interaktion zwischen personalem und sozialem

Selbst. Der Ruhm kann eine Vorstellung des Individuums sein, weil er

eine Würdigung von anderen bedeutet. Noch dazu wird Ruhm durch

Anerkennung der anderen (Axel Honneth) gegeben. Wäh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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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rkennung einem Individuum die Grundlage des Lebens bietet, kann

Ruhm eine sich eingebildete Vorstellung von sich selbst bilden, weil er

als eine Folge exzessiver Jagd nach Anerkennung gegeben werden kann.

Im Roman Ruhm werden soziale Verhältnisse und moderne Medien als

Faktoren hingewiesen, die die Veränderung individueller Identität

verursacht. Diese Überlegung entspricht der Struktur des Werkes. Die

Paradoxe Struktur, nämlich „ein Roman in neun Geschichten“, ahmt das

komplizierte gegenwartigen Leben und mediale Umgebung nach.

Soziale Verhältnisse, die die individuelle Identität veränderen, werden in

Szenen dargestellt, wo die Figuren nach dem Verhältnis zu anderen

Menschen verschieden erscheinen. Diese Situation wird mit wiederholten

Motiven des Spiegels, Reisens und der Pendelbewegungen zwischen

zweierlei Selbst angedeutet. Und die Figuren, die berühmt sind, sind von

der eigenen Selbstvorstellung befangen, oder infolge exzessiver Jagd nach

Ruhm von sich selbst entfremdet. Überdies bedeutet der Tod der Figuren

keinen wirklichen Tod, sondern weist auf die Zerstörung der Identität hin.

Das besagt, dass soziale Verhältnisse Faktoren sind, die die individuelle

Identität bestimmten.

Die gegenwärtigen Medien spielt auch bei Bestimmung individueller

Identität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Figuren nehmen durch Medien die

Welt wahr und werden mit anderen verbunden. Gegenwärtige Medien

bieten das Bild, mit dem man die Welt wahrnimmt. Anhand dieses Bildes

überspringt man Zeit und Raum, und tritt in Beziehung mit anderen

Menschen. Nach Jean Baudrillards Begriff „Simulakrum“ hat allerdings

dieses Bild keinen faktischen Bezug auf Realität. Deshalb kann das Bild

disparat vom Wirklichen sein. Diese Ambivalenz der Medien wird bei

Kommunikationsmedien wie Mobiltelefon und Internet veranschauulicht.

Ein Mobiltelefon funktioniert als Identifikatons- und Verstellungsmittel,

weil sie Menschen durch die Stimme, die eine beschränk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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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ält, verbindet. Das Internet stellt einen virtuellen Raum als eine

pararelle Wirklichkeit her, und bietet damit eine Möglichkeit an, mit der

man sich eine neue Identität einbilden kann. Es geht dem Individuum

trotzdem um das Gleichgewicht zwischen beiden Welten, weil die

virtuelle Wirklichkeit noch Bezug auf das Wirkliche hat.

keywords : Identität, Selbst, Ruhm, Anerkennung, Me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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