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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화가, 화감독,극작가,평론가 등 다양한 이력을 지녔던 페터 바

이스는 1960년에 발표한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로 문단의 인정을

얻게 되면서 업 작가로 향한다.바이스는 유년시 부터 고립과

소외,정체성의 기의 극복을 해 많은 작가들과 사상가들의 작

을 섭렵했고,그 흔 은 그의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그 에서도

카 카는 바이스에게 청년기에는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시도의 동반자로,장년기에는 복잡한 실에서 항의 거 을

찾기 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 한 향을 끼쳤다.바이스

는 카 카의 소설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작품들에 반 하

고자 하 다.카 카의 향을 받은 흔 들은 특히 그의 후기 소설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는 후기

작품들에서와 달리 면 으로 카 카나 그의 작품이 언 되지 않

으면서도 카 카의 흔 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

한 양상들에 주목하고,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 나타난 바이스의

생산 인 카 카 수용양상을 살펴보면서 기 바이스의 세계 과

미학을 규명하고자 한다.그 에서도 ‘사이’라는 개념과 ‘사이’에 내

포된 함의가 이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 실험과 이와 연

된 의미 개방성을 설명하는 결정 인 단 라고 보고,소설에 나타나

는 바이스의 카 카 수용을 ‘사이’와 련지어 논의한다.

소설에 나타난 ‘사이’와 카 카의 수용양상에 한 계는 본 논문

에서 다음과 같이 조명된다.먼 이 소설을 통하는 ‘사이’의 의미

를 이해하기 한 선 작업으로서 ‘사이’에 한 이론 고찰을 수행

한다.이 소설을 통하는 ‘사이’의 의미는 호미 바바와 들뢰즈/가타

리,데리다의 사유에서 착안하 다.탈식민주의이론가인 호미 바바

는 한 건축물에서 발견한 ‘사잇공간’이 경계를 통해 구획된 동일성

을 붕괴시키고,이분법 구분에 의한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해방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이러한 ‘사이’의 의미는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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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특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기호 차원에서

도 논의될 수 있다.들뢰즈/가타리는 ‘다양체’,사건으로서의 ‘시뮬라

크르’,‘되기’와 같은 개념을 통해 ‘사이’를 암시한다.그럼으로써 자

아와 타자의 이분법 구분을 해체하고 자아 심부에 존재하는 혼종

정체성의 의미를 부각시킨다.그리고 데리다는 기호의 차원에서

‘사이’를 암시한다.그는 ‘차연’이 의미의 비식별 역으로서의 사잇공

간을 만들어내고,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은 채 빈 공간으로

남겨둠으로써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열어 다고 보았다.‘사이’가 지

닌 이러한 복 이고 해방 인 특성은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

서 텍스트에 더 많은 해석과 담론을 끌어들이는 열린 공간을 허용

하고,바이스가 카 카의 소설을 창조 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

소설의 내용 측면에 반 되어 있는 ‘사이’는 우선 도 갱어 모티

와 연 되어 있다. 로이트는 일반 으로 통용되는 도 갱어 개

념의 의미를 확장해서 사용하는데,그에 따르면 이성 자아가 용납

하지 못하고 억압한 욕망은 도 갱어의 형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

이러한 로이트의 논의는 도 갱어가 한 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타

자와 같은 낯선 부분을 노출하면서 고정된 정체성의 억압 측면을

폭로하는 모티 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로이트의 논의는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와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 상당한 향

을 카 카의 소설 ｢시골의사｣의 인물 계를 해석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한다.카 카의 ｢시골의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양한

인물들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바이스의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도 카 카의 ｢시골의사｣에서와 유사하게 화자인 주인공

의 다양한 분열상들이 도 갱어로 등장한다.그러나 바이스의 소설

에서는 화자가 분열되고 변신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가 카

카의 소설에서보다 더 증 될 뿐만 아니라 마부의 경우에는 화자

와의 일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 경우 도 갱

어 모티 는 들뢰즈/가타리 인 의미에서 사용된 시뮬라크르 개념에

입각하여,주인공인 화자의 통일 인 정체성을 괴하고 ‘다양체’로

서의 모습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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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는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 ｢시골의사｣에서는 큰 의미

를 갖지 못하는 가족의 계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그런데 가

족 구성원 아들의 존재와 그의 가출은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인 마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긴 한 연

이 있는 듯 보인다.무엇보다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 집을

떠나는 아들은 카 카가 ｢귀향｣과  실종자 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탕자 모티 를 재해석한 것처럼 근원 고향을 상실하고 귀향하지

못하는 탕자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

나타난 탕자 모티 는 다양한 에서 논의될 수 있다.본 논문에

서는 사회학 ,심리 ,기호 에서 이 소설의 탕자 모티 를

고찰하고,마부라는 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한 시도로 삼을 것이

다.사회학 인 에서는 강압 인 부자 계와 노동의 의미를 막

스 베버의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EthikundderGeistdesKapitalismus 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계기를 찾아볼 수 있다.심리

학 에서는 억압된 정신 차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로이

트의 ｢유아기 신경증에 하여 AusderGeschichteeinerinfantilen

Neurose｣를 분석 도구로 삼아 탕자의 귀환 혹은 마부의 등장을 무

의식의 해방과 그것의 복 의미와 연 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식탁의 빈자리나 그림자

모티 를 고려했을 때 마부가 단순히 아들과 등치될 수 없을 가능

성도 존재함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이 경우,아들이 과연 자신의

무의식 욕망을 반 하는 마부로 변신하여 귀환하 는가에 한

단은 유보되며 탕자는 귀환과 실종 사이에 치하게 된다.마부는

화자 외에 아버지,심지어 나치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성을 내포

한 인물이다.이와 같은 의미의 불확정성을 지닌 마부라는 인물은

본질 인 실체가 아니라 소설 제목처럼 ‘그림자’로만 나타나기 때문

에 궁극 의미의 부재와 사이,데리다의 용어로 ‘리보충

supplement’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그러므로 소설의 열린 구조와

기표의 무한한 연쇄 측면은 마부에 한 의미규정의 불확정성과

연결시킴으로써 기호 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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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이스의 작품이 단순히 무의식을 보다 본질 인 세계로 간주하

고 그것을 최종 기의로 환원시키는 실주의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없으며,실재와 가상, 과 부재의 경계를 혼란시키는 틈새

를 만들어내어 작품의 다원 인 해석 가능성을 증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스는 모티 나 작품 구조의 차원을 넘어 시 ,서술, 쓰기

같은 형식 인 차원에서도 사이의 미학을 개한다.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 카메라의 즈로 찰하는 것 같은 화자의 시선은 일

견 보로망 소설의 특성과 연 되어 논의되어왔다.화자의 찰 양

상을 살펴보는 이 부분에서 보로망과 연결되는 계기들이 보다 자

세하게 설명된다.두 소설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제한된 시선과

표층 묘사는 지각의 불완 성과 편화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로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의

화자가 지닌 실 참여 이고 항 인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비

록 소극 인 행동에 지나지 않으며 실패로 귀결된다고 해도,그러한

태도는 찰자의 입장과는 비되는 것이다.바이스는 화자로 하여

수동 찰과 능동 인 실 참여 사이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유동 인 사이의 공간을 자신의 서술미학으로 삼는다. 마부의 육체

의 그림자 의 화자가 지닌 행동에의 의지를 차치하고서라도 보로

망의 특성은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를 이해하기에 한계에 부딪히

는 부분이 다분히 존재한다. 표 으로 로 그리 의 작품이 3인칭

소설인 반면 바이스의 작품은 1인칭 소설이라는 에서 차이가 나

타난다.카 카의 소설들 외 으로 1인칭 형식을 띠고 있는 ｢

시골의사｣는 이러한 에서 인물 구도뿐만 아니라 서술 차원에서

도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와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골의사｣와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 나타나는 인물들 간

의 화는 침묵과 소음 ‘사이’에서 부유하며 소통의 장애를 빚고 있

다.이러한 ‘말하기’에 한 논의는 인물간의 화에서 소설 속 사건

을 ‘이야기’하는 심 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디트리히 베버가 ‘화자

Sprecher’와 ‘서술자 Erzähler’를 구분한 에 착안하면,｢시골의사｣

와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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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따라 재 으로 말하고 있는 화자인지 아니면 재의 시

에서 거리를 두고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서술자인

지에 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스는 작가로서의 화자를 내세우며 자신의 쓰기에

해서도 성찰한다.화자의 쓰기 양상은 객 이고 즉물 인 기록

쓰기와 주 이고 환상 인 실주의 쓰기 사이에서

오가는 특징을 갖는다.이러한 혼재 양상은 바이스의 후기 작품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그러나 마르크스주의로 환한 후기 바이스에게

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사회주의라는 확고한 세계 속에서 변

증법 인 종합을 통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마부의 육체

의 그림자 에서는 양자가 억압 인 실을 비 하기 한 수단이라

는 공통 을 지니면서도 그러한 비 이 확고한 세계 의 형성에 기

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해체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를 드러

낸다.화자가 각각 비 거리를 두는 이 두 가지 쓰기 ‘사이’에

는 바이스가 세계를 인식하는 척도가 있다.

카 카를 창조 으로 수용한 결과물이자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를 통하고 있는 이러한 사이의 미학은 자칫 바이스의 문학을 도

식화된 이분법 구분으로 환원시키는 단순화의 험을 비 하고,

나아가 기 바이스의 작품에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 를 제공하고 있다.





vii

목 차

서론 ······················································································1

-작가 발 단계·····················································································1

-연구사 연구방향···············································································7

I.‘사이’개념에 한 고찰···········································21

1.호미 바바:사잇공간과 혼종성·························································21

2.탈구조주의와 ‘사이’············································································24

2.1.들뢰즈/가타리:‘사이’로서의 되기···············································24

2.2.데리다:‘사이’로서의 차연····························································27

II.실재와 가상 ‘사이’에서:도 갱어 모티 ·······31

1. 로이트의 ‘섬뜩함’과 도 갱어 개념············································31

2.카 카의 ｢시골의사｣:자아분열로서의 도 갱어·························33

3.바이스의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시뮬라크르로서의

도 갱어································································································37

III.부재와 ‘사이’에서:탕자 모티 ··············44

1.카 카의 ｢귀향｣과  실종자 : 원한 이방인으로서의 탕자·····44

2.바이스의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귀환과 실종 사이에 있는

탕자········································································································48

2.1.사회비 에서 본 탕자 모티 : 욕 노동윤리와

아들의 추방·····················································································48

2.2.심리 에서 본 탕자 모티 :오이디푸스 콤 스의

변형과 아들의 귀환·······································································57

2.3.기호 에서 본 탕자 모티 :기표의 유희와 아들의

빈자리·······························································································63



viii

Ⅳ.‘사이’의 미학과 의미의 불확정성 ······················73

1.보기: 보로망과의 비교···································································73

1.1.틈 사이로 보기와 편화된 세계···············································73

1.2. 찰과 실참여 사이에서···························································78

2.말하기:카 카의 ｢시골의사｣와의 비교·········································81

2.1.인물들의 화:침묵과 소음 사이에서······································81

2.2.서술자와 화자 사이에서·······························································84

3. 쓰기: 실의 기록과 환상 이미지 사이에서·························89

결론 ···················································································94

참고문헌 ···········································································96

Zusammenfassung·····················································102



ix

그림 목차

[그림 1]····································································································49





1

작가 소개:바이스의 작가 발 과정에 나타난 카 카

의 흔 과 그 의미

일반 으로 기록문학의 표 인 작가로 알려진 페터 바이스가 독일 문

단에 등단한 것은 마흔 네 살 때 다.화가, 화감독,극작가,평론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그는 등단 까지 주로 회화와 화 작업에 주력했

다.그러나 1960년에 첫 독일어 산문인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Der

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 (이하  마부 로 표기)로 문단의 인

정을 얻게 되면서1)바이스는 본격 으로 작가로 향한다.

바이스는 유년시 부터 고립과 소외,정체성 기의 극복을 해 많은

작가들과 사상가들의 작을 섭렵한다.그 로 헤르만 헤세와 카 카,헨

리 러,사드,랭보,로트 아몽, 르통, 히트 등의 작가와 니체,

로이트,키르 고르,마르크스 등의 사상가를 들 수 있다.이들은 바이스

가 사회주의자로 향한 이후에도 그의 세계 술 형성에 지 한

향을 끼치는데,그 가운데에서도 카 카는 바이스에게 삶의 기가 닥

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 역할을 했다.

카 카에 한 바이스의 심은 유년기의 체코 거주와 청년기의 스웨덴

망명 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유 인으로서 독일에서 살았던 어린 시

이후,바이스는 부모의 사업 때문에 국과 체코에서 몇 년을 거주하게

된다. 한 18세의 나이에 나치를 피해 스웨덴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며

이후 망명자로 살게 되었다.이와 같은 잦은 이주로 인해 그는 삶에서 어

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2)아울러 장차 화가

1)바이스의 독일문단 출 은 1959년 <악첸테 Akzente>지에 소개한 단편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에서 비롯된다.그러나 이 잡지에는

약 10페이지 분량의 일부만 수록되어 1년 뒤 Suhrkamp출 사를 통해 출간한 단행본

분량과는 차이가 난다.WalterHöllererundHansBender(Hrsg.):DerSchattendes

KörpersdesKutschers(1952).In:Akzente6.Heft.3.1959,S.228-237에 수록됨.

2)어딘가에 확고하게 소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껴야 했던 소외감에 해 페터 바이스

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망명은 내게 국가 인 범주에 한 모든 생각을 없애게 만들

었다.베를린에서 태어났고 유 인이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인 아버지를 두었으며,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국 을 획득했고,스 스-알자스 출신 어머니를 두었다.[…]

1939년 3월 체코 국 을 박탈당하고,뒷길로 스웨덴 외국인 여권을 얻었던 나는 어떤

종류의 소속감도 알지 못했었다.Das Exilhatte mir jegliches Denken 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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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꿈꾸던 아들의 술 열정을 무시한 바이스의 부모는 바이스가 가족

내에서 자신을 소외된 존재로 느끼게 했으며 그가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

하게 하는데 일조한다.부모의 권유에 따라 장차 상인이 될 목 으로 한

때 독일에서 상업학교를 다니면서도 바이스는 화가의 꿈을 실 하고자

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등록하여 미술 수업을 받았다.이 시기에 그는 문

학에 큰 심을 가졌고 카 카의 소설  소송 DerProceß 을 탐독하면서

문학 감수성을 키워나간다.이때 카 카는 “이 완 히 불합리하고 빠져

나갈 수 없으며 희망이 없는 세계”3)에서 바이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다.4) 라하에 거주하는 유 인이었던 카 카와 스웨덴으로 이민 온 독일

태생의 유 인 바이스는 엄 한 의미에서 고향이 없는 자 다. 한 성공

한 부유한 유 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술 성향 때문에 끊임

없이 부모와의 갈등을 겪었다는 공통 도 지닌다.민족 ·인종 인 소속

감의 상실,언어 망명,불확실한 주변 세계에 한 불안과 소외의 경험

등 여러 가지 유사 때문에 바이스는 카 카와 친화성을 느 다.그리고

바이스는 카 카를 통해 이 모든 측면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

신의 지나온 삶을 재인식하며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이로써

카 카는 바이스가 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된다.

바이스는 카 카의 소설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작품들에 반

하고자 하 다.카 카의 향을 받은 흔 들은 그의 기 소설과 희곡

곳곳에서 나타난다.이를테면 스웨덴어로 쓴  섬에서 섬으로 VonInsel

nationalen Kategorien abgewöhnt. Geboren in Berlin, jüdischer,

österreichische-ungarischer Abstammung väterlicherseits, 1918 zum

Tschechoslowakengeworden,schweizerische-elsässischerHerkunftvonseiten der

Mutter,[…] im März 39 der tschechischen Staatsbürgerschaft beraubt,auf

Schleichwegen zu schwedischem Fremdenpaß gekommen,hatte ich irgendeine

Zugehörigkeit kaum gekannt.” Peter Weiss: Notizbücher 1971-1980 Band.2.

Frankfurta.M.1982,S.686f.

3)HeinzLudwigArnold:Schriftstellerim GesprächmitHeinzLudwigArnold-Max

von derGrün,PeterWeissu.a..Band.2.Zürich 1990,S.31:“in dieservöllig

absurden,ausweglosenundhoffnungslosenWelt”

4)바이스는 40년 에 스웨덴에서 망명의 시기를 보내던 에 읽었던 카 카의  소송 

과  성 이 그에게 커다란 정신 자극이자 충격이었다고 기록한다.“내가 카 카와 단

둘이 화를 나 었던 그 세계는 치명 타격을 입었다.[…]그 지만 여기서,이 푸

르고 붉은 책에서 모든 권 에 한 반란이 나에게 닥쳐왔다.DieWelt,inderich

mitKafka im Zweigespräch stand,erhieltden Todesstoß.[…]Doch hier,aus

diesem grünen und roten Buch schlug mireine Revolte gegen jede Autorität

entgegen.”Weiss:Fluchtpunkt.Frankfurta.M.1991,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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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Insel (1944)에서 등장하는 고문기구는 카 카의 ｢유형지에서 Inder

Strafkolonie｣에 나타나는 “묘한 장치”5)를 연상시킨다.6) 한 이 작품에서

부각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 환 역시 카 카의  소송 형리 장

에서 주제화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보험 DieVersicherung (1952)에서

퀴벨 박사가 그의 개인 진료실에서 조수 그루덱과 훌다를 동원하여 탁자

에 부리안 부인을 눕 놓고 벌이는 고문 장면 한 ｢유형지에서｣에서 포

로에게 가하는 고문을 연상시킨다.피해자와 가해자의 치 환,고문과

폭력의 모티 는 이후 바이스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며 심 모티

로 작용하게 된다.

바이스가 작가로 등단한 후에 발표한 작품들  마부 는 기 바이스의

작품 가운데 카 카의 소설을 형식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가장 집

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주목할 만하다.아울러 바이스의 작품에는 카 카

나 그의 작품이 직 으로 언 되기도 하는데,가령 작가로서의 연이은

성공을 거두게 했던 자 소설  소실 Fluchtpunkt (1961)에서 바이스는

“나는 지  소송 을 읽으며 나 자신을 구속했던 소송에 귀가 열리기 시

작했다”7)고 기술하고 있다.소설에 나오는 허구세계가 자신의 삶을 해설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음을 역설하며 카 카에 한 자신의 독서체험에

해 고백하는 것이다.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자신의 어린 시 을 되돌아

보면서 집필한 자 소설  부모와의 이별 AbschiedvondenEltern 

(1961)에서도 마찬가지다.시민계층 가정 내에서 겪었던 소외감과 자신의

술 성향에 한 부모의 몰이해에 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소

설에서는 카 카의 산문을 연상시키는 부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 바이스의 카 카 독서가 주로 자신의 실존 기에 한 성찰과

연 되기는 했지만,바이스가 유아론 세계 에 매몰되지 않고 어느 정

도 사회 비 참여에 한 심이 있었다는 사실 한 이미 기 작품

에서도 엿볼 수 있다.특히 기 바이스의 실존 정체성에 한 불안,고

5)FranzKafka:InderStrafkolonie.In:ders.:WolfKittler(Hrsg.):Kafka.EinLandarzt

undandereDruckezuLebzeiten.Frankfurta.M.1994,S.161:“eineigentümlicher

Apparat”

6)Vgl.AndreaHeyde(Hrsg.):UnterwerfungundAufruhr.FranzKafkaim literarischen

WerkvonPeterWeiss.Berlin1997,S.28.

7)Weiss:Fluchtpunkt,S.184:“So begann ich jetzt,beim Lesen des Prozeßes,

hellhörigzuwerdenfürdenProzeß,dermichselbstgefangenhi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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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감,소외 같은 감정들은 오히려 이후 그의 문학이 사회 참여 성격을

띠게 되는 디딤돌로 작용하게 된다.그 계기는 바이스가 스웨덴 신문사

특 원으로 1947년 취재차 후 베를린을 방문하며 마련되었다.그는 베

를린의 폐허에서 ‘보편 고통’의 흔 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폐허와 고통

의 흔 을 근거로 새로운 계를 모색하고자 한다.이로써 바이스는 시

의 첨 한 문제들과 하층 계 의 삶에 심을 갖기 시작한다.바이스의

사회비 과 참여가 본격화되는 것은 역사극 형식을 띤  마라/사드

Marat/Sade (1964)8)부터이다.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실존 입장과

사회주의 입장이 공존하는 소 ‘제 3의 입장’을 피력하 을 뿐만 아니

라 기존 연극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형식실험을 시도한다.그 결과 바이스

는 연극계에 커다란 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

게 된다. 마라/사드 를 발표한 1964년 이후 바이스는 마르크스주의에 입

각해 실참여 인 기록극을 집필하며 사회주의 인 경향을 본격 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9)그리고 베트남 쟁 반 운동,학생운동 등 정치투

쟁으로 철된 1960년 의 독일에서 그 어떤 작가보다 거침없이 정치

목소리를 내기도 하 다.10)그는 ｢나의 장소 MeineOrtschaft｣(1965),｢분

단된 세계에 사는 작가의 열 가지 창작 지침 10Arbeitspunkteeines

AutorsindergeteiltenWelt｣(1965)등을 통해 서독 사회에 남아 있는

시즘 성향을 비 하 다. 한 그는 실사회주의가 지닌 온갖 문제

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보다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며,정치

참여를 작가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다고 공개 으로 선언하 다.이 시

기 발표된 바이스의 드라마들,즉 아우슈비츠 문제를 다룬 기록극  수사

8)작품의 원제는 ‘드 사드 씨의 지도 하에 샤랑통 병원의 배우집단이 공연한 장 폴 마라

의 박해와 살해 DieVerfolgungundErmordungJeanPaulMaratsdargestelltdurch

dieSchauspielgruppedesHospizeszu Charenton unterAnleitung desHerrn de

Sade’이지만,본 논문에서는 여서 ‘마라/사드’로 표기함.

9)헨닝 리쉬비터 HenningRischbieter는 이 작품 성립 후로 바이스에게 정치 인 작가

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 하고 있다.Vgl.HenningRischbieter:Marat/Sade.In:

PeterWeiss.Hannover1974,S.45f.

10)바이스의 정치 비 은 크게 볼 때,청산되지 않은 시즘과 냉 하의 왜곡된 체제

립을 향해 있었다.그는 “서독사회에는 시즘의 과거가 무나 분명히,청산되지 못

한 채 충분한 해명 없이 그 로 존속”(Weiss:Notizbücher 1971-1980 Band.1.

Frankfurta.M.1981,S.12:“Westdeutschland- die Vergangenheit liegt da,

überdeutlich,unbearbeitet,ungeklärt”)되고 있으며,냉 으로 양분된 세계에는 이윤추

구를 한 억압과 이데올로기 억압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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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Ermittlung (1965),포르투갈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비 하는  

루지타니아의 도깨비의 노래 Gesangvom lusitanischenPopanz (1967),

베트남의 해방투쟁을 다룬  베트남 담론 VietNam Diskurs (1968), 료

주의 인 실 사회의 억압성을 비 한  망명 의 트로츠키 Trotzkiim

Exil (1970),횔덜린을 좌 한 자코뱅 로 등장시킨  횔덜린 Hölderlin 

(1971)등은 무 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정치 메시지를 하려는 시

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바이스가 정체성 불안의 기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자로 향하

며 카 카에 한 심을 놓은 것은 아니다.그의 기 작품들에서 카

카 독서가 개인 문제의 극복을 한 매로 작용했다면,후기 작품으로

올수록 그것은 당 의 사회 정치 좌표 속에서 재해석되었다는 에

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11)사회주의 리얼리즘 술에 한 논쟁을 배경

으로,그의 미학 ,정치 인식을 총망라한  항의 미학 DieÄsthetik

desWiderstands (1971-1981)에서 바이스는 카 카를 새롭게 조명한다. 

항의 미학 의 서술자는  성 DasSchloß 의 주인공인 측량사 카가 겪은

기묘한 체험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자신의 재 에서 그 소설을

읽어 나간다.특히 그는 토지 측량사 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라는

에 주목하고 그와 자신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즉  성 을 읽

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측량사의 상황을 자신의 재와 연결시키고,카라

는 인물이 마을에서 겪는 상황을 분석하면서 서술자는 노동자인 자신과

친구들이 처해있는 실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그 게 터득

한 실 비 통찰을 자신의 항 인 술 과 연결시키며 성찰하는

모습은 바이스가  소실  에서 카 카를 실존 인 에서만 해석한 것

과는 조를 이룬다.

바이스의 카 카 수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의 미학 1권 집필

을 잠시 쉬는 시기 던 1974년에 바이스는 스웨덴의 화감독이자 연출가

던 베르히만 IngmarBergman으로부터 카 카의  소송 을 드라마로 개

작하자는 제안을 받고 곧 창작에 착수한다.이 과정에서 바이스는 카 카

의 원작에 체로 충실하며 몇 가지 변경만 가한다.2막 18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소송 에는 원작의 인물과 무 ,사건들이 고루 반 된다.다만 1

11)김겸섭:페터 바이스의 연극미학과 드라마  소송 .실린 곳:드라마연구 제 35집

(201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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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계 직 의 자본주의 상황에서 소시민계 의 형으로 등장하는

요제 카의 죽음이 그가 이기 인 태도를 취하며 롤 타리아 계 이나

피억압자 계층들과 연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묘사되는 것이 원작과의 근

본 차이 이다.즉 바이스는 요제 카의 소송을 계 투쟁의 맥락에서

해석한 것이다. 한 카 카의 소설에는 암시 으로만 나타나는 은행세계

법정세계와 요제 카의 사 인 공간 사이의 친화성을 무 에서 공간

으로 직 구 함으로써 자본 권력과 사법 권력 사이의 내 한 계와

그것이 사 인 역에 미치는 향력을 구체 으로 드러내었다.요컨

카 카의 소설세계가 지닌 독특함,즉 미로 인 특성과 다의성을 축소하

는 신  소송 의 사건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사회 ·역사 배경을 부여

함으로써 정치극 성격을 분명히 한 작업이었다.12)

 항의 미학 3권 집필을 마친 후 바이스는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새로운 소송 DerneueProzeß 을 쓴다. 새로운 소송 이 창작된 시기는

신자유주의 체제 개편13)이 본격 으로 시작되던 시기 다.따라서 바이

스는 자본주의의 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기 상황을 목도하면서 카

카의 원작을 훨씬 더 실참여 인 에서 재해석하고 변형한다.14)

등장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카 카의 원작에서 빌려왔지만 바이스는 이름

을 제외한 그들의 역할과 상호 계를 자신의 구상에 맞게 변경했다.가

령 거리는 요제 카의 서른 번째 생일에서 시작되어 서른한 번째 생일

날 끝나지만,원작이나 작  소송 과 달리  새로운 소송 은 작품이 생

성된 1982년 재 벌어지는 사건만을 다루고 있다. 한 인물의 경우, 새

로운 소송 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권 이고 자기부인(否認)을 강요하

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항은 고립과 죽음을 가로 치러야만 가

능한 것처럼 설정된다.이로써 티토 리를 제외하면 요제 카와 뷔르스

12)더 자세한 내용은 김겸섭:페터 바이스의 연극미학과 드라마  소송 .실린 곳:드라마

연구 제 35집(2011),121-143쪽을 참조하시오.

13)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 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을 시하는 이론이다.1970년 부터 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

하고 경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 으로 두되었다.특히 이론 으로

미국의 시카고 학 의 향을 받은 신자유주의는 한 미국의 이건정부나 국의

처정부의 경제정책과 연 되어 이해되기도 한다.알 두 사드-필류,데버러 존스틴

(김덕민 역):네오리버럴리즘.그린비 2009,25-58쪽 참조.

14)Vgl.DetlefKremer:DerProzeß/DerneueProzeß.In:MartinRectoru.Christoph

Weiss:PeterWeiss’Dramen.Opladenu.Wiesbaden1999,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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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양처럼 권력에 여하지 못하거나 외 상으로만 여하는 모든 인물

들은 시스템에 의해 멸되고 만다.이에 더해 바이스는  새로운 소송 의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활동무 인 하숙집,은행(기업),정치집회가 서로 은

하게 얽 있음을 부각시키고 각 심 들을 첩시킴으로써 시장에 근거

한 권력과 일상의 긴 한 연 성을 형상화하 다.바이스는 이 희곡작품

속 어떤 인물에게도 사회 순응과 자기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

는 길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객이 무 의 사건에 비 거리를 갖

게끔 유도한다.그럼으로써 항 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명

계 투쟁의 입장을 가미하여 원작의 배경과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구조

를 연결하는 이러한 재화 략은 정치 실천을 해 분명한 선을 만

들고자 한 바이스의 략을 보여 다.바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패배하더

라도 망과 좌 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작가의 윤리 책임임을 역설하

다.

이처럼 바이스에게 카 카는 청년기에는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기 한 시도의 동반자로,장년기에는 복잡한 실에서 항의 거 을 찾

기 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의 작품 부분에 흔 을 남기며

막 한 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사

페터 바이스에 한 연구는 그의 늦은 등단으로 인해 1970년 에 들어서

야 비로소 체계 으로 이루어졌다. 다수 학자들은 바이스의 미학 ,정

치 발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데

메츠 PeterDemetz는 페터 바이스의 술 ,정치 발 과정을  소실  

을 쓴 시기까지의 유아주의 입장에 빠졌던 단계, 마라/사드 에서처럼

실존주의 경향과 사회비 경향이 공존하며 아직 통일된 입장을 찾지

못한 채 과도기로서의 제 3의 입장을 변하는 단계,그리고  수사 이후

확연히 드러나는 마르크스주의 작가로서의 단계로 구분한다.15)다른 연구

자들도 체로 이러한 구분을 따르는데,가령 베스트는 OttoF.Best는

15)Vgl.PeterDemetz:DiesüßeAnarchie.DeutscheLiteraturseit1945.Berlin1970,S.

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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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의 작품을 실존주의 드라마에서 마르크스주의 세계극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고찰하며,16)리쉬비터 HenningRischbieter는  마

라/사드 성립 후에 바이스에게 ‘정치 인 작가’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 하고 있다.17)

개별 작품으로는 바이스에게 세계 명성을 가져다  마라/사드 와 10

여년에 걸쳐 쓴 작  항의 미학 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그 외에는

장르 인 심에서  수사 를 비롯한 바이스의 기록극들이 주된 연구 상

이 되었다.이와 련하여 잘로흐 ErikaSalloch는 바이스가 종래의 픽션

형태로는 표 하기 어려운 재의 정치 사건들을 기록극을 통하여 형상

화하고 있으며,특히  수사 같은 기록극은 기록물을 단순히 자의 으로

선택하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서 선택하고 구성하며 미학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8) 한 보넨 KlausBohnen은 바이

스의 기록극이 지닌 본질 인 특징으로 정치 선동성을 들며,바이스의

기록극이 구체 으로 남아있는 기록 자료를 통해 주류매체의 사실왜곡을

폭로 내지 고발하고 이를 통해 억압의 징후들을 밝 냄으로써 피억압자들

과의 연 를 강조하며 실천 항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9)“기록

극은 재의 상황에 한 반응이며,이러한 상황을 해명할 것을 요구한

다”20)라는 바이스의 발언과 “60년 기록극은 일차 으로는 서독 특유의

상이다.왜냐하면 기록극에서는 이미 오래 에 행해져야 했지만 그

지 못했던,제 3제국과 유 인 학살에 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

다”21)라는 베르크한 KlausL.Berghahn의 말을 고려하면, 기 바이스

16)Vgl.OttoF.Best:PeterWeiss.Vom existentialistischenDramazum marxistischen

Welttheater.Bern1971,S.7.

17)Vgl.HenningRischbieter:Marat/Sade,S.45f.

18) Vgl. Erika Salloch: Peter Weiss’ Die Ermittlung zur Struktur des

Dokumentartheaters.Frankfurta.M.1972,S.87-126.

19)Vgl.KlausBohnen:AgitationalsästhetischeIntegration.BemerkungenzurTheorie

desmodernenDokumentartheaters.In:Sprachkunst5.1974,S.72.

20)Weiss:Rapporte2.Frankfurta.M.1971,S.96:“[…]stelltdasdokumentarische

TheatereineReaktiondaraufgegenwärtigeZustände,mitderForderung,diesezu

klären.”

21) Klaus L.Berghahn:Das dokumentarische Drama.In:Jost Hermand(Hrsg.):

Literaturnach1945.TeilII:ThemenundGenres.Wiesbaden1979,S.209:“Das

dokumentarische Drama der sechziger Jahre ist zunächst eine spezifische

westdeutscheErscheinung,dasichinihm dielängstüberfälligeAuseinandersetzung

mitdem DrittenReichundderJudenvernichtungvollzi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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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주로 사회비 이고 정치참여 인 작품에 집 된 이유는 과거청

산을 제 로 하지 못했던 서독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 긴 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1920년 에 생겨나서 1960년 에 성기

를 맞이한 기록문학의 장르 독특성 역시 많은 바이스 연구자들이 기록

극에 을 맞춰 연구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조 으로 바이스의 기 작품에 두드러지는 실주의 요소에

을 맞춘 연구들도 존재한다.22)그러나 기 작품에 한 다수의 연

구는 작품들의 독자 인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바이스의 체 작품 속에

서 그것이 지니는 부수 의미를 찾아내는데 머물 다.두르착 Manfred

Durzak은 바이스의 기 연극작품들을  마라/사드 로 나아가는 이행기의

작품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 정치 인 기록극으로 나아가는 “

간 역”23)에 불과한 것으로 가치폄하 하 다.24)이에 반해 바이스의 연극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는 보다 이후의 종합 인 연구서는 기 작품들에

독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특히 기 요소를 바탕으로 한 실존

문제에 한 성찰,텍스트에 목된 실주의 요소나 서사 방식의 실

험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25)그러나 바이스의 기 작품들에 한 연구

는 부분 연극작품에 집 되어 있으며, 기 소설들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바이스에 한 국내의 연구 역시 독일의 연구 동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국내 연구의 상당수는  마라/사드 에 집 되어 있으며,그 외에  수

사 나  베트남 담론 같은 기록극이나  항의 미학 에 한 연구가

다른 연구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특히 개별 작품으로는  마라/사드 를,

주제 측면에서는 기록극의 연극기법 의미나 바이스의 후기 작품에 나

타난 정치 담론이 주된 연구 상이 되고 있다.이에 반해 실존주의

이고 실주의 인 기 바이스의 연극작품이나 소설에 한 연구는 아

주 빈약한데,이는 바이스가 정치 인 작가이자 기록극 작가로만 국내에

22)Vgl.Best:PeterWeissu.AnnePrezerLielo.DieBegegnungdesRegenschirms

undderNähmaschineaufPeterWeissOperationstisch.In:Etudesgermaniques34.

Leipzig1979,S.262-275.

23)Manfred Durzak:Dürrenmatt,Frisch,Weiss.Deutsches Drama derGegenwart

zwischenKritikundUtopie.Stuttgart1972,S.262:“Zwischenstation”

24)Vgl.ManfredHaiduk:DerDramatikerPeterWeiss.Berlin1977,S.10-43.

25)Vgl.Martin RectorundChristophWeiss(Hrsg.):PeterWeissDramen.Oplad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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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바이스의 창조 인 카 카 수용이라는 주

제와 련해,국내외 독문학 연구에서 이 주제가 얼마만큼 다루어져왔는

지 연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내외를 통틀어 바이스의 카 카

수용양상을 면 으로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물론 독일의 경

우에 이 주제와 련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를 들면 하이둑은 포

인 에서 바이스의 작품들을 다루면서,바이스의 카 카 수용이

1940년 의 기 동일시로부터 1950년 의 정서 거리두기를 거쳐

1960년 후반 이후의 생산 결로 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

다.26)하이데 AndreaHeyde는 스웨덴어로 쓰인 기 작품들에서부터  새

로운 소송 에 이르기까지 바이스의 체 작품에서 카 카의 흔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이 역시 하이둑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후기 작품에 편

된 분석을 하는 한계를 지닌다.27)침머만 UlrikeZimmermann은 카 카의

원작을 기반으로 한 바이스의 연극  소송 과  새로운 소송 을 심으로,

바이스가 카 카의 작품을 어떻게 정치 으로 재해석하 는지 보여주고

있다.28)그 밖에  항의 미학 에 나타나는 카 카에 한 담론과 련하

여 서술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계기로 카 카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29)이처럼 독일에서 바이스의 카 카 수용양상 연구는 주로 후기 작

품에 집 되어 있으며,이와 련해 기 작품을 다룰 경우에는 단편 으

로 언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바이스의  새로운 소송 을 카 카의  소송 과 비교하며 분

석한 이유선의 논문과30)  항의 미학 에서 바이스가 카 카의  성 을

어떻게 수용하 는가를 분석한 문 훈의 논문31)이 있다.그러나 이 경우

26)Vgl.Haiduk:IdentifikationundDistanz.AspektederKafka-RezeptionbeiPeter

Weiss.In:WeimarBeiträge.Heft6.1984,S.919ff.

27) Vgl. Andrea Heyde(Hrsg.): Unterwerfung und Aufruhr. Franz Kafka im

literarischenWerkvonPeterWeiss.Berlin1997.

28)Vgl.UlrikeZimmermann:DiedramatischeBearbeitungvonKafkasProzeßdurch

PeterWeiss.Frankfurta.M.1990,S.163-164.

29) Vgl. Martin Straub: Lesenlernen von Peter Weiss. Gedanken zu seiner

Neukrantz-Kafka-RezeptioninderÄsthetikdesWiderstands.In:WeimarerBeiträge

33.1987.

30)이유선:페터 이스의 생산 인 카 카 수용. 소송 의 희곡화. 새로운 소송 을

로.실린 곳:카 카연구 제 4집(1994),270-276쪽 참조.

31)문 훈:달리 쓰기의 문화 의미론.페터 바이스의 카 카.실린 곳:카 카 연구 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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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독일에서의 연구 상황과 유사하게 후기 바이스의 카 카 수용만 다

루거나 카 카가 바이스에 미친 향을 부분 으로만 언 하고 있을 뿐이

다.3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이스에 한 반 인 연구나 바이스의 카 카

수용양상은 주로 바이스가 마르크스주의자로 향한 이후의 작품들에 집

되어 연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물론 바이스의 기 작품에 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 경우 주로 기 요소를 바탕으로 자아

해방에 을 맞추거나 실주의 인 기법을 분석하는 경향이 주를 이

룬다.

그러나 페터 바이스의 미학 ,정치 발 단계를 실주의에서 기록

문학으로 발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도식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시

도는 바이스의 작품 체에 나타나는 일 인 측면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험요소로 작용한다.비록 페터 바이스의 작가 발 과

정에서 정치 입장의 큰 변화가 있었을 지라도,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학의 사회비 기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바이스가 실주의에

서 강조되는 꿈과 무의식의 의미를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술작품의

요한 형상화 원칙으로 특히 기 작품에서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련

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

럼 그의 기작품이 결코 실을 도외시하는 유아론 세계 에 고착되어

있거나 이성 인 성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3)후기 바이스의 작품에

서 여 히 실주의 인 기법과 꿈과 환상의 의미가 강조되며 자아해방

의 문제가 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기 바이스의 작품에서도 동시

정치 실에 한 비 과 실참여에 한 욕구와 의지가 존재하 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이는  패배자들 DieBesiegten 이나

 마부 같은 기 소설들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련하여 바이스의 기 소

집(2004),23-33쪽 참조.

32)바이스의 카 카 수용을 다루는 학 논문으로는 정 진:페터 바이스의 항의 미학

연구.담론을 통한 문화와 술의 수용과 생산.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92,41-51

쪽과 조한렬:페터 바이스의 소설  항의 미학 연구.서강 학교 박사학 논문 2006,

64-76쪽을 참조하시오.그러나 여기에서도 카 카는 바이스의 작품 속 서술자의 의식

변화에 기여하는 작품 내 수 많은 계기들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33)이재황,정항균:이미지 기억의 해방 힘- 로이트, 실주의 그리고 페터 바이스.

실린 곳:카 카연구 제 11집(2004),2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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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마부 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이 소설은 바이스가 업

작가의 길을 걷도록 한 결정 계기가 된 작품이라는 뿐만 아니라 다양

한 형식 실험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에서도 주목받을 만하다. 한 이

소설은 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아의 해방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에 한 강한 비 을 암시하기도 한다.더욱이 수동 이기는 하

지만 등장인물이 사회참여에 한 심을 피력한다는 에서도 다른 기

작품들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다.무엇보다 이 소설에서는 후기 바이

스의 작품들에서와 달리 면 으로 카 카나 그의 작품이 언 되지 않으

면서도 카 카의 흔 들이 여실히 나타난다는 이 에 띈다.본 논문은

이러한 양상들에 주목하며  마부 에 나타난 바이스의 생산 인 카 카 수

용양상을 살펴보면서 기 바이스의 세계 과 미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부 에 한 독일에서의 연구 동향은 필자의 심사와 연 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는 소재 인 측면에서 ‘탕자 모티 ’

연구이다.즉 성서에서의 탕자 모티 가 바이스의 소설,그 에서 특히  

마부 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이 맞춰진 연구가 있다.34)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탕자 모티 를 다루겠지만,기존 연구와 달리 카 카

의 소설 ｢귀향 Heimkehr｣  실종자 DerVerschollene 를 바이스의 소

설과 비교하며 그 향 계 공통 과 차이 을 살핀다는 에서 차별

화될 것이다.아울러 탕자 우화의 주된 사건인 탕자의 추방과 귀환을 사

회 ,심리학 ,기호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기존의 탕자 모

티 연구와 다른 이다.

 마부 에 한 두 번째 연구 동향은 주로 소설의 형식 기법이나 이미

지와 련된다.이바노비치 ChristineIvanovic는  마부 에 나타나는 이미

지들의 상징 의미를 연구하 다.35) 한 바이스의 소설에 나타난 지각

방식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바이스의 기 작품들이 주로

실주의 인 기법을 사용했다면, 마부 는 이와 달리 카메라의 시선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시 을 형식 기법으로 활용한다.이러한 형식 특

징은 사물의 표면에 몰두하며 그것을 묘사하지만,그로 인해 오히려 세계

34)Vgl.HelmutJ.Schneider:DerVerloreneSohnunddieSprachezuDerSchatten

desKörpersdesKutschers.In:VolkerCanaris(Hrsg.):ÜberPeterWeiss.Frankfurt

a.M.1981,S.31-32.

35)Vgl.ChristineIvanovic:DieSprachederBilder.In:PeterWeissJahrbuch für

Literautr,KunstundPolitikim 20.Jahrhundert.Band.8.St.Ingbert1999,S.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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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불완 성을 보여주는 보로망의 묘사기법과 유사성을 지닌다.비

록 바이스가 보로망의 직 인 향을 받지는 않았지만,바이스 연구

자들은 바이스의 이 작품과 보로망 소설들과의 긴 한 연 성에 주목하

다.이에 한 연구로 통 인 19세기 리얼리즘소설에서의 묘사와

보로망의 묘사를 비교하며 보로망의 특징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보

로망의 표 인 소설인 로 그리 Alain Robbe-Grillet의  질투 La

jalousie (1957)와 바이스의  마부 를 비교하며 그 공통 을 부각시킨 에

셀보른 Hans Esselborn의 연구가 있다.36) 비슷한 맥락에서 비 러

RegulaBigler도  마부 에는 보로망 인 과도하게 상세한 묘사에서 야

기되는 지각의 혼란과 편화된 세계에 한 인식이 여러 이미지들의 콜

라주와 작품 구조의 시각 인 구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

다.37)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로 그리 로 표되는 보로망 소설과

바이스의  마부 와의 공통 에 주목하며 양자를 비교하는데 그칠 뿐,차

이 에 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고 있다. 보로망과 차별되는 지 이

자 바이스의 작품에서 일 되게 나타나는 사회참여에 한 심에 해서

는 기작품에서도 엿보이는 기록문학 특성에 주목한 이바노비치의 논

문이 있다.이바노비치는 자신의 논문에서  마부 이 에 발표된 다른

기 산문작품인  패배자들 을 토 로,사회비 인 작가의 역할에 한

바이스의 고민이 그의 작품에서 일 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부 에서

도 마부의 등장을 계기로 서술자가 단순히 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찰

하는 면모를 보임을 강조한다.38)이러한 해석은 이 소설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실에 한 작가의 심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환기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작가의

실에 한 심이 이 소설의 형식 기법과 어떻게 연 되어 설명될 수

있을지는 다루지 않는데,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해 소설의 형식 기법

이 바이스의 사회비 이고 사회참여 인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며 해석

36)Vgl.HansEsselborn:DieexperimentelleProsaPeterWeiss’und dernouveau

romanRobbe-Grillets.In:MichaelHoffmann(Hrsg.):Literatur,Ästhetik,Geschichte.

NeueZugängezuPeterWeiss.St.Ingbert1992,S.29-41.

37)Vgl.RegularBigler:DerSchatten des Körpers des Kutschers.PeterWeiss’

Wahrnehmungsexperimentin Textund Bild.In:Philipp Vanscheidtu.Markus

Polzerr(Hrsg.):Fontes Litterarum.Typographische Gestaltung und literarischer

Ausdruck.Hildesheim 2014,S.193-204.

38)Vgl.Ivanovic:DieSprachederBilder,S.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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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지 보여 것이다. 한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가 시 의 문제

와 련해 보로망과의 공통 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으

며,오히려 카 카의 소설 ｢시골의사 EinLandarzt｣의 서술구조와 시 에

더 큰 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동향은 새로운 이론을 통해 바이스의 작품의

재성을 밝 내려는 시도이다.보통 기존의 연구에서 기 바이스의 작품

은 거의 실주의와의 연 속에서만 다루어졌으며,그의 작품이 지닌

다의 인 해석 가능성에 해서는 철 히 무시해왔다.이러한 에서  마

부 를 라캉의 이론을 토 로 분석한 사보친스키 Adam Soboczynski의 해

석은 흥미롭고 생산 이다.39)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보친스키의 해석에

착안하여 이 소설이 지닌 다원 해석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그러나

이 경우 마부가 과연 구를 지시하는지와 련해서는 사보친스키의 해석

과 다른 을 보여 것이다.

국내에서는 재까지  마부 를 집 으로 다룬 논문은 한 편도 발표되

지 않았다.단지 특정한 주제와의 연 속에서 이 작품을 부분 으로 언

한 논문만 있을 뿐이다.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신체담론의 문제를 다

루는 정항균의 논문에서는 자아의 욕망에 한 억압이 신체 인 증상으로

이되는 상과 련해  마부 를 분석하고 있다.40) 한 그는 다른

논문에서 기의 바이스가 단순히 실주의의 향 하에 자아정체성을

찾거나 자아해방을 추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으며,오히려 이러한 경향

이 사회 실에 한 작가의 심과 한 연 성이 있음을 주장하

다.41)이 논문들은  마부 를 바이스의 사회비 내지 실 참여 경향과

연 해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요한 기여를 하고는 있지만, 보험 을 비

롯한 여러 기 작품들을 언 하는 과정에서  마부 를 부차 으로만 언

한다는 에서  마부 에 한 본격 인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39)Vgl.Adam Soboczynski:VonSchattenoderSchwarzaufWeiss.Überlegungenzu

“derSchatten desKörpersdesKutschers”von PeterWeiss.In:PeterWeiss

JahrbuchfürLiterautr,KunstundPolitikim 20.Jahrhundert.Band.8.St.Ingbert

1999,S.68-84.

40)정항균:육체의 억압과 해방에 한 담론.페터 바이스의 작품을 심으로.실린 곳:

독일문학 제 79권(2001),225-229쪽 참조.

41)이재황,정항균:이미지 기억의 해방 힘- 로이트, 실주의 그리고 페터 바이스,

279-294쪽과 정항균: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 요소와 실주의

요소의 기능에 하여.실린 곳:독일문학 제 76집 41권(2000),122-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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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이스의 기작품,특히 기소설들에 한 연

구는 국내는 물론 독일에서도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바

이스의 소설  마부 는 기 바이스의 표 인 소설인 동시에 사회

실에 한 그의 심과 그의 사회비 면모를 보여 다는 에서 연구

할 가치가 있다.특히 기 바이스의 작품에서 이러한 측면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아울러 이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

실험과 이와 연 된 의미 개방성은 바이스의 기 작품을 실주의와

무의식의 해방이라는 제한된 에서만 바라보는 기존의 연구경향에

해 비 으로 성찰하게끔 만든다.더욱이 바이스가 일 부터 카 카의

작품을 읽고 그로부터 지 한 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작품에만

카 카가 직 으로 언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기 바이스의 카 카 수

용에 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거의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도 아쉬

운 부분이다.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 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상의 논문들을 비 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며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할 것이다.

연구 방향

바이스는 주로  소송 , 새로운 소송 , 항의 미학 같은 후기 작품에

서 카 카의 작품을 명시 으로 다루고 있지만,카 카에 한 심은 일

이 그의 기 작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그의 기 작품  마부 를 심으로 바이스가 어떻게 카 카의 작품을

생산 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독특한 ‘사이’의 미학을 발 시켜나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이를 해 먼 I장에서는 ‘사이’개념에 한 이

론 고찰을 수행할 것이다.이를 해 호미 바바 HomiK.Bhabha의 사

잇공간과 혼종성 개념에서 출발하여,들뢰즈 GillesDeleuze/가타리 Félix

Guattari의 ‘사이’로서의 되기 개념과 데리다 JacquesDerrida의 ‘사이’로서

의 차연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II장에서는 실재와 가상 ‘사이’에서 끊임없

이 자아분열 변신을 수행하는 화자의 시뮬라크르의 유희를 도 갱어

모티 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III장에서는 마부라는 인물이 구를 가리

키는지의 문제와 련해 기표로서의 마부의 자리가 완 한 기의로 채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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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재와 ‘사이’에 있음에 주목하며,이러한 맥락에서 탕자 모

티 를 살펴볼 것이다.이 경우 집을 떠난 아들 역시 궁극 으로 귀환한

것인지 아니면 완 히 실종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이’의 상태에 있

음을 밝히고자 한다.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바이스가  마부 에서 내용

차원에서 존재하는 의미 불확정성을 보기,말하기, 쓰기의 세 가지 형식

차원에서 실 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사이의 미학을 발 시켜나가고 있

음을 보여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I장에서는  마부 에서 발견되는 ‘사이’의 미학을 설명

하기 한 선 작업으로 호미 바바와 들뢰즈/가타리,데리다의 논의를 소

개하고,‘사이’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하 다.먼

바바는 식민주의에 한 담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복합 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건축구조물에 배치된 사잇공간을 주목하면서,그로부터 흑

인과 백인 같이 명확하게 규정된 인종 정체성을 의문시하고 혼종 정

체성에 한 성찰을 유도한다.공간에 한 바바의 논의는 탈구조주의

인 정체성 문제와 련하여 들뢰즈/가타리의 사유와 공통분모를 갖는다.

들뢰즈/가타리는 ‘다양체’,사건으로서의 ‘시뮬라크르’,‘되기’와 같은 개념

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 구분을 해체하고 자아 심부에 존재하는

혼종 정체성의 의미를 부각시킨다.그리고 데리다는 기호의 차원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사유를 이어받는다.데리다는 기표의 유희에서 기의가

끊임없이 지연되고 유보되면서 궁극 인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고 단한

다.이로부터 생겨난 ‘차연’은 의미의 비식별 역으로서의 사잇공간을 만

들어내며,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은 채 빈 공간에 남겨둠으로써 다

양한 해석가능성을 열어둔다.바바,들뢰즈/가타리와 데리다가 각각 공간

과 정체성,기호의 차원에서 다루는 ‘사이’에 내포된 함의는  마부 에서

실재와 가상, 존과 부재의 경계를 혼란시키는 틈새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 작품의 ‘사이의 미학’을 설명하기 한 이론 토 를 제공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카 카의 ｢시골의사｣의 등장인물 구도와 작품 구성이  마부 

와 유사한 에 주목하고 상호 계를 비교 분석한다.이에 한 구체

인 논의에 앞서 도 갱어에 한 로이트의 을 소개한 후 일반 으

로 통용되는 도 갱어 개념의 의미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할 것

이다.단순히 외모의 유사성을 넘어서는 도 갱어 개념은 특히 카 카의

｢시골의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다양한 인물들로 분열되는 양상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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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용될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시골의사의 변신의 추동력에는 무의

식 욕망이 작용하고 있음을 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해석을 도입하여

밝히고자 한다.바이스의  마부 에서도 카 카의 ｢시골의사｣에서와 유사

하게 화자인 주인공의 다양한 분열상들이 도 갱어로 등장한다.그러나

바이스의 소설에서는 화자가 분열되고 변신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아

들,머슴,환자인 의사,마부)의 수가 카 카의 소설에서보다 더 증 될

뿐만 아니라 마부의 경우에는 화자와의 일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본 논문에서는 들뢰즈/가타리 인 의미에서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사용하여,주인공인 화자가 다양한 인물들로 변신하여 등장하는

사건으로서의 시뮬라크르가 통일 인 정체성을 괴하며 ‘다양체’로서의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방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 것이다.이는

한 실재 개념의 와해와 의 형이상학의 붕괴를 특징으로 갖는 탈구

조주의와의 연 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 도 갱어 모티 를 심으로 실재와 가상 사이의 경계가 허물

어지는 상을 살펴본다면,III장에서는 탕자 모티 를 심으로 마부라는

인물에 한 다원 해석 가능성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바이스는  마

부 에서 ｢시골의사｣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가족의 계를 보다 상

세히 다루는데,가족 구성원 아들의 존재와 그의 가출은  마부 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인 마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긴 한 연 이 있는

듯 보인다.무엇보다  마부 에서 집을 떠나는 아들은 카 카가 ｢귀향｣과

 실종자 에서 성서 우화를 재해석한 것처럼 근원 고향을 상실하고 귀향

하지 못하는 탕자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이러한 에 주목하며,먼

카 카의 소설 속 탕자와 바이스의  마부 의 탕자 간의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탕자 모티 를 각각 사회학 ,심리 ,기호 에서

해석하면서 마부라는 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한 단 를 발견하고자 한

다.우선 사회학 인 에서는 아들에게 강요된 노동 장면에 주목하고,

막스 베버 MaxWeber의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EthikundderGeistdesKapitalismus 의 맥락에서 강압

인 부자 계와 노동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계

기를 살펴본다.심리학 에서는 억압된 정신 차원에 좀 더 무게를

둔다.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도 갱어 모티 의 연장선상에서 화

자와 아들,마부의 계를 재확인하고 로이트의 ｢유아기 신경증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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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AusderGeschichteeinerinfantilenNeurose｣를 분석 도구로 삼아 탕

자의 귀환 혹은 마부의 등장을 무의식의 해방과 그것의 복 의미와 연

시켜 해석할 것이다.이러한 심리 해석은 바이스의 실주의

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이 소설에 등장하는 식탁의 빈자리

나 그림자 모티 를 고려하면 마부가 단순히 아들과 등치될 수 없을 가능

성도 존재함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이 경우,아들이 과연 자신의 무의

식 욕망을 반 하는 마부로 변신하여 귀환하 는가에 한 단은 유보

되며 탕자는 귀환과 실종 사이에 치하게 된다. 한 기표로서의 마부의

자리는 아들 외에도 아버지,나치 등 다양한 의미로 채워질 수 있으며 작

품 제목처럼 궁극 으로 ‘그림자’로 남기 때문에,궁극 의미의 부재와

사이,데리다의 용어로 ‘리보충 supplement’의 상태에 놓이게 된

다.이러한 소설의 열린 구조와 기표의 무한한 연쇄 측면을 마부에

한 의미규정의 불확정성과 연결시킴으로써 기호 에서 마부에 한

논의 역시 시도할 것이다.이때 마부를 둘러싼 의미 개방성에 해서는

카 카의  소송 에 삽입된 문지기 우화를 기표의 무한한 연쇄 상으로 해

설한 데리다의 논지를 빌리고자 한다.이로써 기 바이스의 작품이 단순

히 무의식을 보다 본질 인 세계로 간주하고 그것을 최종 기의로 환원

시키는 실주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없으며,한층 다원 인 해석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IV장에서는  마부 의 화자의 시선과 말하기, 쓰기 방식에 한 분석을

다룬다.이 과정에서 내용 측면 뿐 아니라 형식 인 측면에서도 반 되

어 있는 카 카의 흔 을 추 하고,형식 차원에서 나타나는 바이스의

‘사이’의 미학에 한 고찰 역시 병행하고자 한다.먼 주네트 Gérard

Genette의 이론을 사용하여  마부 의 화자가 구사하는 즉물 묘사방

식과 실의 총체 인식이 불가능함에 한 곳곳의 암시들이 로 그리

로 변되는 보로망 소설의 특성과 유사함에 주목할 것이다.두 소설에

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제한된 시선과 표층 묘사는 지각의 불완 성과

편화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을 짚어보는데 그

치지 않고 보로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부 의 화자가 지닌 실

참여 이고 항 인 특성도 부각시키고자 한다. 마부 의 화자가 지닌

행동에의 의지를 차치하고서라도 보로망의 특성은  마부 를 이해하기에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다분히 존재한다. 표 으로 로 그리 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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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인칭 소설인 반면 바이스의 작품은 1인칭 소설이라는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카 카의 소설들 외 으로 1인칭 형식을 띠고 있는 ｢시골

의사｣는 이러한 에서 인물 구도뿐만 아니라 서술 차원에서도  마부 

와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로망과의 유사성과 차이 을 형식 측면에서 카 카와의 향 계

를 살피기 한 도입부로 삼으면서,이어지는 에서는 인물들의 화

화자( 는 서술자)의 말하기 방식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시골의

사｣와  마부 에 나타나는 인물들 간의 화에 을 맞추고,이들의

화가 침묵과 소음 ‘사이’에서 부유하며 소통의 장애를 빚고 있음을 보여

것이다.이어서 디트리히 베버가 ‘화자 Sprecher’와 ‘서술자 Erzähler’를 구

분한 에 착안하여,｢시골의사｣와  마부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

이 꿈의 논리에 따라 재 으로 말하고 있는 화자인지 아니면 재의 시

에서 거리를 두고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서술자인지의

물음을 제기하고,두 작품 모두에서 말하는 주체가 화자나 서술자로 단정

짓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것이다. 실의 찰에 기반을 둔 기록 인

쓰기와 꿈의 논리에 따르는 환상 쓰기의 혼재나 과거시제와 재시

제의 혼재 양상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마부 의 화자가 보여주는 쓰기 방식에 해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화자의 쓰기 양상은

실에 바탕을 둔 기록 특성과 꿈과 같은 이미지를 묘사하는 실주

의 특성 사이에서 오간다.그런데 이러한 기록 특성과 환상 특성의

혼재양상은 바이스의 후기 작품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그러나 마르크스

주의로 환한 후기 바이스에게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사회주의라는

확고한 세계 속에서 변증법 인 종합을 통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마부 에서는 양자가 억압 인 실을 비 하기 한 수단이라는

공통 을 지니면서도 그러한 비 이 확고한 세계 의 형성에 기여하기보

다는 오히려 그것을 해체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를 드러낸다.이처럼 바

이스는  마부 의 화자를 통해 자신의 쓰기에 해 성찰하고 있는데,이

를 통해 사회비 이면서도 열린 세계 을 지닌 바이스 특유의 ‘사이의

미학’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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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이’개념에 한 고찰

1.호미 바바 :사잇공간과 혼종성

바이스의 기 소설  마부 는 카 카의 단편소설 ｢시골의사｣와 모티

인 측면에서 많은 유사 을 갖고 있다.그러나 바이스는 단순히 카 카의

소설에 나오는 모티 를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그것과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혼종성을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사이의 미학’을 발 시

키고 있다.이러한 사이의 미학은  마부 에서 도 갱어 모티 나 탕자 모

티 처럼 작품의 구성 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선,서술, 쓰기 같은

형식 요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이의 미학에 한 고찰에 앞서,본 논문을 통하는 주제인 ‘사이’개념

에 한 정의와 그것이 가진 의미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특히 탈구조

주의 에서 자아와 타자의 이항 립을 해체하는 ‘사잇공간’에 주목할

것인데,이와 연 해 사잇공간과 혼종성 개념을 제시하며 탈식민주의

문화의 치를 탐구한 호미 바바의 이론은  마부 를 구성하는 ‘사이의 미

학’을 이해하기 한 이론 틀이 될 것이다.

바바는 자신의 서  문화의 치 TheLocationofCulture 에서 문화라

는 집단 통일성 내에 분열 으로 타자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단일한

문화의 부정과 그 속에 존재하는 타자성은 혼종성이 치하는 사잇공간을

만들어낸다.바바는 사잇공간과 혼종성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미국의

흑인 미술가 르네 그린 Renée Green의 <계보학의 치 Sites of

Genealogy>라는 공간 술 작품을 그에 한 사례로 소개한다.그린은

“문화 차이를 하나의 집단 신체와 연결될 때 ‘분열되고’이질화되는

소수자 인 정체성들의 산물로 이해해야”42)한다는 것을 층계통로라는 장

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그녀는 미술 건물 자체를 흑인과 백인에

한 일종의 은유로 사용하는데,여기서 층과 아래층은 백인과 흑인 간의

계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정체성의 지시물로 등장한다.그리고

42)HomiK.Bhabha:DieVerortungderKultur.Tübingen2000,S.4:[…]Kulturelle

Differenz als Produktion von Minderheitenidentitäten zu verstehen,die beim

Verbundenwerden miteinem kollektiven Körper,“zersplittern”- sich ihrerselbst

entfrem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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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층계통로가 있다.이 층계통로의 공간 특

성은 이원 구분 사이에 연결 계를 만들고 이쪽과 쪽의 통행을 가능

함으로써 정체성들이 각각의 끝에서 근원 인 양극성으로 고정되는 것

을 방해한다.이로 인해 고정된 정체성의 공간들 사이에 치한 이 사잇

공간은 문화 혼종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창조성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43)

모든 문화 진술과 체계가 이처럼 모순 이고 양가 인 발화공간에서 구

성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왜 문화의 본래 인 근원성이

나 ‘순수성’에 한 계 인 요구들이 유지될 수 없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문화의 혼종성을 입증하는 경험 ,역사 들을 굳이 들

지 않더라도 말이다.[…]‘자신의 내부’에서는 재 될 수 없을 지라도,바

로 이 제 3의 공간이 발화의 담론 조건들을 구성한다.이러한 담론의 조

건들은 문화의 의미와 상징들이 처음부터 통일 이지 않고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같은 기호들조차도 새롭게 채워지고 번역되며 재역사화 되고

읽힐 수 있게 한다.44)

이처럼 바바는 문화 혼종성이 일어나는 ‘제 3의 공간’이 두 개의 이질

인 문화가 만나 형성되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연결에서 생되는 불

안정성과 간극을 포함하는 개방 이고 혼종 인 공간임에 주목했다.그러

면서 그는 사잇공간의 이러한 혼종성을 식민지 피지배층 민족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결시켜 설명한다.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해 타자의 치에 식민지를 설정하고,식민지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

를 자신의 정형화된 시선에 입각하여 바라본다.그러나 유럽 식민국가의

43)Vgl.Bhabha:DieVerortungderKultur,S.5.

44)Bhabha:a.a.O.,S.57:“Erstwenn wirverstehen,dass sämtliche kulturellen

Aussagen und Systeme in diesem widersprüchlichen und ambivalenten

Äußerungsraum konstruiertwerden,begreifenwirallmählich,weshalbhierarchische

Ansprüche auf die inhärente Ursprünglichkeit oder “Reinheit” von Kulturen

unhaltbar sind,und zwarschon bevorwiraufempirisch-historische Beispiele

zurückgegriffen haben,dieihreHybriditätdemonstrieren.[…]Eben jenerDritte

Raum konstituiert, obwohl “in sich” nicht repräsentierbar, die diskursiven

BedingungenderÄußerung,diedafürsorgen,dassdieBedeutungunddieSymbole

vonKulturnichtvonallem Anfang aneinheitlichundfestgelegtsindunddass

selbsteinunddieselben Zeichenneubelegt,übersetzt,rehistorisiertundgelesen

werden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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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처럼 문화는 결코 그 자체로 단일한 것이 아니며,자아와 타자의

계도 단순히 이원론 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바바는 식민지 담론에서 나

타나는 이분법 구분과 이에 따라 생겨나는 계구조가 데리다가 말한

차연의 놀이를 지하고 담론을 고착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며,45)문화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과정에서

그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차이를 구분한다.문화 다양성은 어떤 민

족 혹은 집단에 존재하는 타문화를 문화 상 주의에 입각해 존 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말한다.즉 문화 다양성이란 각각

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문화들의 공존과 그것의 승인을 의미한다.반면

문화 차이는 한 집단 는 민족과 련해서 하나의 문화 본질 내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인

식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통일된 정체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집단이

나 민족의 문화 내에도 사실은 타자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기에,그 문화

자체가 다양한 차이들을 내재한 혼종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문화

차이이다.따라서 문화 차이 개념은 동질 인 문화라는 인식에 해 비

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그것에 내재한 타자성에 주목하게 하는 인

식론 틀을 마련해 다.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행 주체의 문제로도 확

장되어 자아의 심부에 있는 혼종 정체성을 맞닥뜨리게 한다.

그린의 건축 술에서처럼,사잇공간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역을 이어주는 동시에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경계를 통해 구

획된 동일성은 이러한 사잇공간에 의해 붕괴되고 그 안에 타자가 섞여 들

어오게 된다.이 사잇공간에서 자아와 타자, 심과 주변의 이분법 구분

은 사라지고 계 질서도 무 진다.바바는 이러한 사잇공간 개념을 탈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사용하면서 문화 혼종성과 문화 차이라는 개념

을 발 시킨 것이다.그가 언 한 제 3의 공간은 이분법 구분에 의한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 의미도 담고 있는데,이러한 함

의는 바이스의  마부 에서 도 갱어 모티 를 통해 고정된 정체성의 억압

성을 폭로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마부 의 탕자 모티 에서

의미의 비식별 역으로 등장하는 사잇공간은 바바가 문화 차이 개념으

로 암시한 바 있는 기호 차원에서의 사잇공간의 의미를 잘 보여 다.

45)Vgl.Bhabha:a.a.O.,S.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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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공간 개념은 이처럼 주체성과 기호의 차원에도 용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다음 장에서는 들뢰즈/가타리와 데리다의 탈구조주의 철학을 통

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탈구조주의와 ‘사이’개념

2.1.들뢰즈/가타리:‘사이’로서의 되기

구조주의는 각각의 항들의 계를 통해 구조가 생겨나고 이러한 구조들

의 질서가 사회문화 체계를 형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그러나 들뢰

즈/가타리는 이러한 구조가 확고하지 않은 을 지 하고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경계의 공간을 주목한다.46)그는 구조에 내재해 있는 동시에 그것을

뒤흔들 수 있는 카오스 인 사잇공간을 특히 ‘되기’에 한 논의를 통해

부각시킨다.이때 들뢰즈/가타리의 탈구조주의 사유는 이분법 구분을

지양하고 문화의 혼종 인 특성을 사잇공간 개념으로 설명한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 사유와 궤를 같이 한다.그러나 ‘사이’로서의 되기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통일 인 정체성을 해체하고 개체가 가진 ‘다양체’로서

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뮬라크르’개념을 새롭게 해석해낸 들뢰즈/가

타리의 사유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뮬라크르는 이성 인 서양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라톤의 이

데아 이론에서 처음 논의된 개념이다. 라톤은 원상과 모상 그리고 허상

을 구분한다.원상이 동일성이라면 모상은 원상과 내 유사성을 지닌 유

사성이고 허상은 그러한 내 유사성을 결여한 차이이다. 라톤은 세 번

째의 가장 한 단계인 허상을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으로 부른다. 랑

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 JeanBaudrillard는 라톤의 시뮬라크르 개념

을 이어받되,이데아로서의 원상 개념을 고수하는 신 에는 실재보

다 더 실재 같은 시뮬라크르가 실을 지배하면서 원본과 복제,실재와

가상의 통 인 이분법이 복되었다고 말한다.47)

들뢰즈는 우리가 실재를 재 하지 못하며 시뮬라크르가 지배하는 가상의

46)이정우:시뮬라크르의 시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거름 출 사 1999,37-41쪽 참조.

47)Vgl.GillesDeleuze:DifferenzundWiederholung.München1997,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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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는 보드리야르의 인식을 공유하면서도,시뮬라크르

를 차이와 복수성의 개념과 연 시켜 새롭게 사유하고 그것에 정 특

성을 부여한다.그는 하나의 상에 동일성을 부여하며 통일 인 정체성

을 주장하는 근 의 담론을 비 하면서,그러한 상이 사실은 규정될 수

없는 잠재성의 열린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그것은 인간의 무의

식에 비견될 수 있다.들뢰즈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편화된 채 ‘부

분 상’으로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실에서 포착될 수 없는 잠재 상

이다.”48)잠재 상으로서 그 자체로 다양한 특이성을 내포하고 있는

역동 인 존재는 더 이상 일원 이고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

기 때문에 다양체 내지 차이 자체로 명명된다.들뢰즈는 내재해 있던 잠

재 인 속성들이 어떻게 계열화되느냐,즉 배치되느냐에 따라 매번 새로

운 사건으로 실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49)잠재 인 한 속성이 실화

된 사건으로서의 시뮬라크르는 비록 규정될 수 없는 다양체인 실재 자체

와 동일하지는 않지만,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잠재 요소의 표면 효

과로서 그것과 연 성을 갖고 있다는 에서 라톤이나 보드리야르의 부

정 인 시뮬라크르 개념과 구별된다.시뮬라크르 개념은 정체성뿐만 아니

라 이후에 논할 의미의 문제와도 련이 있다.잠재성이 매번 새롭게 계

열화됨으로써 이 의 의미들은 해체되고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이

다.이와 같이 사건으로서의 시뮬라크르는 끝없이 차이와 변이를 생성해

내는 다양체로서의 차이 자체가 반복된 형태이다.여기에서 차이의 반복

은 규정될 수 없는 다양체로서의 차이 자체가 그 하나의 잠재성을 실

하며 시뮬라크르의 사건으로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지만,그 게 해서

실 된 시뮬라크르들이 서로 구분되고 차이가 난다는 에서 그것은 차이

를 낳는 반복이기도 하다.50)

지 까지의 논의들은 들뢰즈/가타리가  천개의 고원 MillePlateaux 에

48)정항균:시시포스와 그의 형제들.을유 문화사 2009,247쪽.

49)가령 우리가 책상으로 부르는 사물은 그 에 음식과 식기가 놓이고 식사를 하는 공

간으로 바 게 되면 식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에 선을 고 탁구를 치면 탁

구 로 변신하게 된다.다시 말해 우리가 책상으로 부르는 사물의 정체성은 결코 고정

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매번 새로운 정체

성을 획득한다.그러나 그 게 매번 획득된 사물의 정체성은 그 사물이 잠재 으로 갖

고 있으며 실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상으로서의 시뮬라크르의

특성을 지닌다.

50)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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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되기’개념과도 긴 한 연 을 맺고 있다.들뢰즈/가타리는  

천개의 고원 에서 ‘되기’를 한 개체가 지닌 내 인 차이들 가운데 한 속성

이 특정한 배치에 의해 순간 으로 강렬하게 출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재의 배치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무의식 욕망은 곧

‘되기’로 이어진다.그러나 ‘되기’를 이룬 존재는 A에서 B로의 변화처럼

하나의 정체성에서 그것과 완 히 다른 정체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A도 B도 아닌 그 ‘사이’에 치하게 된다.들뢰즈/가타리는 ‘되기’의 이러

한 특성을 “어떤 입자의 근방역 는 공동- 존 지 […]비규정성과 불

확실성의 객 지 ,즉 공통된 는 식별 불가능한 어떤 것”51)에 속한

상태로 묘사한다.따라서 ‘되기’의 특성은 가령 동물-되기의 경우,명확하

게 동물과 인간을 나 는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근방의

장소로 들어서게 한다는 에서 ‘사이’로 간주될 수 있다.“이원론을 빠져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이에-존재하기,사이를 지나가기,간주곡이기”52)

때문이다.그리고 시뮬라크르 특성에 기반을 둔 ‘되기’를 통해 일어난

통일된 정체성의 괴와 열린 정체성의 형성은 해방 의미를 지니게 된

다.왜냐하면 이러한 ‘되기’는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다양체

에 들어 있는 잠재성을 표출시켜주기 때문이다.

‘사이’로서의 되기에 한 문학 사례로 들뢰즈/가타리는 카 카의 ｢변

신 DieVerwandlung｣에서 갑충으로 변한 주인공 그 고르의 변신을 소

개한다.이 소설에서 ‘되기’는 그 고르의 변신으로 실 되는데,여기서 변

신은 주체에 내재되어 있지만 억압되어온 타자가 실의 표면으로 표출

실 되는 것을 의미한다.그 고르는 자신을 억압하는 가족 구조나 자

본주의 사회의 억압 하에서 가장이자 외 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 욕망을 지닌다.들뢰즈/가타리는 이러한 무의

식 욕망,즉 주체에 잠복해 있던 이질성이 ‘갑충-되기’로 발 되었다고

해석하면서,53)그 고르가 동물 인 요소와 인간 인 요소를 한 몸에 지

니고 있는 존재임을 주목하 다.그 고르는 벌 로 변한 후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식욕도 차 바뀔 뿐 아니라 동물로서의 감각까지 획득하지만

51)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김재인 역):천개의 고원.새물결 2003,518쪽.

52)들뢰즈,가타리:천개의 고원,525쪽.

53)들뢰즈,가타리(이진경 역):카 카-소수 인 문학을 하여.동문사 2001,86-90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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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사고를 상실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걸쳐있는 그 고르는 “아직은 동물인 것과 이미 배치인 것

사이의 간항”54)이 되어 인간과 동물이라는 이항 립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를 차지하는 잠재성에 한 상징이 된다.다양체로서의 잠재성이 발

된 것에 핵심이 있는 그 고르의 ‘되기’는,기존의 배치에서 벗어난 주

체로 하여 존재와 의미의 계 구분55)이 이루어지는 실의 계망

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그 망 속에 포섭되지 않고 남겨진 공간을 인

식시켜 다.카 카가 그 고르를 갑충으로 변신시킨 것은 그가 진짜 벌

가 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아닐 것이다.오히려 인간의 내면에 억 려온

동물 본성을 발 시킴으로써 인간이란 동물과 명확히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이에 치한 존재,즉 혼종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그 고르의 변신의 로 알 수 있듯이,들뢰즈/가타리는 ‘되기’개

념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하나의 존재로의 변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양자를 연결시키는 사잇공

간을 열어 다.이러한 사잇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생성해나가는 역

동 존재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의미의 창출이 가능해진다.

2.2.데리다:‘사이’로서의 차연

바바와 들뢰즈/가타리가 각각 공간과 구조에 내재해 있는 사이의 의미를

부각시켰다면,데리다는 기호의 차원에서 그들의 담론을 이어받는다.데리

다는  문자학에 하여 Delagrammatologie 에서 음성 심주의 사고

가 의미의 다양성을 억압해왔다고 역설하는 동시에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

계로부터 생겨나는 무한한 의미의 변화 내지 의미의 유희 공간으로 사

잇공간을 강조한다.

언어에 한 서양의 통 인 담론은 음성이 사물의 본질이나 의미를 지

시하는 반면,문자는 이러한 음성에서 생된 이차 인 것에 불과한 것으

54)들뢰즈,가타리:카 카-소수 인 문학을 하여,91쪽.

55)들뢰즈/가타리는 이분법 구분이 단순한 구분과 차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

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가령 인간과 동물의 구분은 인간 심주의와 동물에

한 멸시를,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남성 심주의와 여성에 한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이로부터 이러한 이분법 구분을 뒤흔들고 계 인 구조를 복시키려는 들

뢰즈/가타리의 소수자의 윤리가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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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며 말의 우월성을 강조해왔다.문자가 말을 그 로 기록하며

달하는 표층 인 차원에 머무는데 반해,말은 혼이라는 본질 인 세계

와 직 인 련을 맺으며 궁극 인 의미인 기의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

은 것이다.종교 인 세계 이 지배하는 시 에 이와 같은 믿음은 로고스

심주의로 나타나 신의 음성인 로고스에 이성과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

각하게 하 다.이와 같은 음성 심주의 내지 로고스 심주의 사상은 근

에 들어서도 지속된다.다만 이 시기에는 개인의 내면 목소리가 신의

음성의 자리를 신하게 된다.56)

데리다는 이러한 로고스 심주의와 음성 심주의라는 통 인 언어철

학의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표에 한 기의의 우 를 복시키고자

‘차연 différance’을 통한 기표의 유희를 시도한다.차연 개념은 앞서 살펴

본 들뢰즈/가타리가 제시한 다양체 개념과의 연 선상에서 생각한다면 보

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들뢰즈/가타리의 주체는 자신만의 정체

성을 공고히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항상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는 유동 인

주체이다.즉 한 개인의 정체성 속에 잠재해 있는 수많은 이질 인 요소

들이 배치를 통해 시뮬라크르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생성의 운동 상태가

차이와 반복을 이끌어 낸다고 본 것이다.이러한 들뢰즈/가타리의 사유는

기표들의 유희에서 기의가 끊임없이 지연되고 유보되며,차이로서의 기표

만이 무한히 생산된다는 데리다의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문자에 신의

말 ,내면의 목소리가 한다는 사고처럼 기표에 상응하는 기의가 들

어있다고 여긴 통 담론과 달리,기의란 다른 기표에 지나지 않으므

로 궁극 인 기의는 포착할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다.데리다는 이와

같은 작용을 ‘차연’이라고 명명한다.그리고 ‘차연’이 자에 내포하고 있

는 ‘차이’와 ‘연기’라는 두 가지 성질을 제시하면서 기표들의 유희에서 기

의로 포착한 이 의 의미들이 해체와 생성을 반복하면서 차이와 변이를

생성해냄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연을 데리다는 ‘흔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일반 으로 우리는

흔 이라고 하면 존재가 머물 던 시간과 장소에 한 단서를 남기면서

56)정항균:“typEmotion”.문학동네 2012,75쪽 참조.

루소는 말을 “감정이라는 감성 인 코기토에서 표 되는 자아 dieSelbstpräsenz

im Gefühl,im sinnlichencogito”(JacqueDerrida:Grammatologie.Frankfurta.M.

1974,S.33.),즉 주 인 자아의 목소리가 진리로 하는 장소로 보는 을 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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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를 확인시켜주는,하나의 장소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떠

올리게 된다. 언어학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기표에 선행하는

본질 인 기의를 지시하는 이차 인 것으로서 기표만을 흔 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57)그러나 데리다는 항상 움직이는 역동 인 과정을 흔

으로 인식하며,흔 을 고정된 의미를 산출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차

이를 만들어내는 차연의 운동과 동일시한다.앞서 ‘갑충-되기’를 실 한

카 카의 소설  변신 의 주인공 그 고르에 해 언 한 바 있다.인간과

벌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고르는 인간으로도,벌 로도 규정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 혹은 벌 어느 쪽에도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다고 완 히 부재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르는 유동 인 존재로

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흔 을 남긴다.이처럼 계속되는 변화 가능성과 그

로부터 발생하는 존재와 가상 사이의 틈을 들뢰즈/가타리는 ‘되기’로,데

리다는 기호의 차원에서 차연으로서의 ‘흔 ’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데리

다는 통 담론에서 부차 인 것으로 다루어졌던 흔 이 본질을 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강조하면서 흔 을 일차 인 치로 끌어올린다.

이처럼 흔 이 항상 이동하는 흔 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의는 부재와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그러므로 흔 은 “ 의 결핍을 제거하는 동

시에 나타나게 하는 보충물의 무한한 연쇄로 이루어진 기표의 유희이며

과 부재의 놀이를 피하거나 유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리보충

supplément’이다.”58)이러한 차연으로서의 ‘흔 ’의 의미는 기표와 기의의

이분법 구분에서 벗어나 과 부재 사이에서 의미화 되지 않는 역,

사이의 틈을 지시하고 의미의 변화와 해방을 이루어 내는데 있다.가령

독자가 문학 작품을 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시도할 때,독자는

텍스트에 쓰인 자라는 흔 을 보면서 그로부터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즉 기의를 악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데리다의 에서 그 게 포

착한 기의는 하나의 해석이자 다른 기표에 지나지 않는다.이때 발생

하는 흔 에 꼬리표처럼 동반되는 의미화 할 수 없는 간격,의미의 비식

별 역인 사잇공간은 텍스트의 의미를 통일시키는 단조로운 진리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지 이자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지 로 거듭난

다.데리다의 사잇공간에 한 논의는 바이스의  마부 에 나타나는 ‘사이

57)Vgl.Derrida:Grammatologie,S.128.

58)정항균:“typEmotion”.문학동네 2012,79쪽.Vgl.Derrida:a.a.O.,S.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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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을 이해하기 한 하나의 이론 토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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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실재와 가상 ‘사이’에서:도 갱어 모티

1. 로이트의 ‘섬뜩함’과 도 갱어 개념

“독일 작가 장 울 JeanPaul은  지벤 스 Siebenkäs (1796)에서 도

갱어를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59)이라고 각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60)문제가 되는 이 분신 모티 의 특징은 유사한 외 으로 인해 동일인

으로 취 당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며,한 인물은 다른 인물의 지식과 감정

모든 경험들에 여하게 된다는 이다.61)그런데 외견상의 닮은꼴은

도 갱어 모티 의 요한 요건 의 하나이긴 하지만 결정 인 요인은

아니다.62) 로이트는  섬뜩함 DasUnheimliche 에서 도 갱어가 가지는

요한 속성으로 “자아 증식,자아 분열,자아 교체”63)라는 세 가지 요건

을 제시한다.그러므로 이 에 하나라도 용된다면 해당인물은 도 갱

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언 한 도 갱어의 속성 본 논문과 련

해 요한 상은 자아 분열이다.왜냐하면 자아 분열은 자아와 구분되어

나타나는 다른 제 2의 자아와의 계에 주목하게 하여,외 상 서로

련없는 듯한 인물들을 도 갱어로 인식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64) 로

이트는 에.테.아 호 만 E. T. A. Hoffmann의  모래사나이 Der

Sandmann 를 심 텍스트로 삼아 이와 같은 도 갱어의 특징을 섬뜩함

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킨다. 모래사나이 의 등장인물들은 동일한 요소를

59)JeanPaul:Siebenkäs.Stuttgart1994,S.67:“Doppelgänger.SoheißenLeute,die

sichselbersehen.”

60)황승환:자아의 분열인가,통일성에 한 욕망인가?-패러다임 변환기의 문화 상으

로서 도 갱어 연구(Ⅰ).실린 곳:독일언어문학 제 63집(2014),308쪽.

61)Vgl.SigmundFreud:DasUnheimliche.In:GesammelteWerkeBand.Ⅻ.Frankfurt

a.M.1947,S.246.

62)가령 미권에서 요한 도 갱어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메리 셸리의 소설  랑

슈타인 Frankenstein (1818)에서 랑 슈타인과 그가 창조한 거 하고 흉측한 괴물은

외모가 닮지 않았음에도 도 갱어 으로 간주된다.도 갱어 모티 에는 외모의

유사성보다 주체와 도 갱어 사이의 정체성의 혼란 문제가 훨씬 더 요하게 다루어지

기 때문이다.같은 곳.

63) Freud: Das Unheimliche,S. 246: “[…] also Ich-Verdopplung,Ich-Teilung,

Ich-Vertauschung[…]”

64)황승환:자아의 분열인가,통일성에 한 욕망인가?-패러다임 변환기의 문화 상으

로서 도 갱어 연구(Ⅰ),3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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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여러 의 도 갱어를 이루고 있으며 자아의 분할,구분,교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그로 인해 주인공은 무언가 유사한 것이 반복

해서 회귀한다는 낯선 감정을 경험한다.이것은 곧 그가 잊고 있던 과거

의 두려움을 일깨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로이트의 성찰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섬뜩함이란 본래 낯선 것으로부터 유발되는 두려움이기는 하지

만 그 감정의 원인은 오히려 오래 부터 친숙했던 것에서 발생한다는 역

설 인 결론에 이른다.65)

섬뜩함은 공포감의 일종으로,오래 부터 알고 있었던 것,오래 부터

친숙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섬뜩함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어떤 조건 하에서 친 함이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감정

으로 변할 수 있는가?66)

로이트에 의하면,섬뜩함이란 본래는 익숙했지만 억압에 의해 낯설어

진 것이 어떤 계기로 되살아날 때 느끼는 역설 인 감정과 련이 있다.

로이트가 인용하고 있는 셸링 FriedrichWilhelm JosephSchelling의 표

처럼 비 로 은폐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67)억압된

것은 완 히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억압된 채로 활동하며,끊임없이

의식의 차원으로 되돌아온다.따라서 도 갱어는 우리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무의식의 실제 으로, 재의 자아가 이루지 못한

은 한 소망,비 자아가 용납하지 못하고 억압한 욕망은 도 갱어의

형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도 갱어에 한 로이트의 논의를 통해 우리

는 도 갱어가 한 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타자와 같은 낯선 부분을 노출하

65) 로이트는 heimlich라는 단어의 양가 의미를 통해 ‘섬뜩함 dasUnheimliche’이라는

개념의 설명을 시도한다.그는 heimlich라는 단어가 ‘섬뜩한’과 ‘친숙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이로부터 unheimlich라는 말이 도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즉,‘섬뜩한’의 의미를 지닌 unheimlich라는 단어에 이 단어의 근원인 heimlich가 지닌

‘친숙함’,‘익히 알고 있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다만 unheimlich라는 단

어에서 ‘친숙함’이라는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것을 로이트는 억압에 기인한 것

이라 주장하며, 두사 un이 바로 그 억압의 흔 이라고 설명한다.Vgl.Freud:Das

Unheimliche,S.229-237u.S.259.

66)Freud:a.a.O.,S.231:“[…]dasUnheimlicheseijeneArtdesSchreckhaften,welche

aufdas Altbekannte,Längstvertraute zurückgeht.Wie das möglich ist,unter

welchenBedingungendasVertrauteunheimlich,schreckhaftwerdenkann,[…]”

67)Vgl.Freud:a.a.O.,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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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고정된 정체성의 억압 측면을 폭로하는 모티 로 기능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이 지 에서 도 갱어 모티 는 정체성 차원에서 자아와

타자의 ‘사이’에 한 암시를 내포하며,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카

카와 바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기묘한 등장인물 계를 분석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에서는 바이스의  마부 가 상당한 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 카의 ｢시골의사｣의 인물 계를 도 갱어 모티

와 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즉 카 카와 바이스의 작품에서 도 갱

어가 화자의 다른 자아로서 어떻게 주체의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거나

실 하는 역할을 하는지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나아가 바이스의  마부 

에서 카 카의 작품과 차별화되는 지 을 주목하고 어떻게 바이스만의

‘사이’의 미학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2.카 카의 ｢시골의사｣:자아분열로서의 도 갱어

주체가 자신의 무의식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 사용하는 다양한 은유

들은 카 카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된다.이러한 등장인물의 무의식 갈

등이나 소망은 보통 외 인 실에 투 되어 나타나곤 한다. 를 들어  

소송 의 요제 카가 우연히 들어간 다락방이 자신에 한 심리를 진행하

는 법정으로 변모한 기묘한 상을 떠올려보자. 한 자신을 도와 보조

측량사를 찾던 와 에,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이 찾는 측량 조수가 바로 자신’이라며 말을 걸어왔던  성 Das

Schloß 의 주인공 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카 카의 소설은 일상 인 논

리로 설명하기 힘든 우연과 그로테스크한 실,인물들 간의 기이한 계

등의 특징을 지니는데,이는 마치 꿈과 같은 몽환 구조를 보여 다.자

신이 바라는 무엇이든 실 할 수 있는 꿈처럼,법정을 찾고자 하는 요제

카의 소망과 조수를 필요로 하던 카의 소망이 외부 실에 투 되어

실을 주조해내고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형상화 수단으로서의 꿈은

특히 카 카의 소설에서 요한 역할을 하면서,68)“사건들의 무한계성,시

68)“꿈같은 내면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 요하고 다른 모든 것은 부수 이라는 카 카

의 발언은 꿈이 카 카의 일상을 지 않게 지배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 다.동시

에 이 말은 꿈의 논리를 용해 작품을 해석하는 시도에 타당성을 부여한다.V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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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공간의 신속한 극복,시 의 갑작스런 변화,모든 사건들의 혼합,자

료의 유연성,인과 인 연결들이 일련의 상이한 형상들을 통해 치되는

상,갑작스런 연상들,주인공이 상이한 인물들로 분열되는 상”69)같은

특징들로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카 카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다른 인물로 변신하여 자신의

내면에 억 려 있던 욕망을 표출하고 외부세계로 투사하기도 한다.가령

｢변신｣의 주인공 그 고르 잠자는 어느 날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나 난데

없이 벌 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그런데 사실 그 고르에게는 외

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잠재해 있었다.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떠오른 생각은 그의 숨겨진 문제 들을 잘 드러내

다.그 고르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유능함을 끊임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따라서 변신은 그러한

모든 사회 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던 그 고르의 무의식 소망이

실 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다시 말해 그 고르가 변신한 벌 는 그

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동물 본능에 한 메타포이자 억압되어온 타

자성으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신 모티 는 카 카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난다.그 단

편소설 ｢시골의사｣는  변신 에서와 다르게 주인공의 무의식이 통시 인

변신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그것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 인 자

아분열과정을 통해 독립된 타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특이하다.｢시

골의사｣의 주인공인 시골의사는 카 카의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과 마찬가

지로 돌연 새로운 상황에 빠져든다. 보라 치는 밤, 마을로부터 갑작

스러운 호출을 받고 떠날 채비를 하는 시골의사 앞에 여러 해 동안 사용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돼지우리의 망가진 문 안에서 마부가 네 발로

기어 나오고 말들이 갑자기 등장한다.이 비 실 인 도입부에 이어,마부

의 등장에 해 하녀 로자가 시골의사에게 본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 지도

모르고 지낸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시골의사와 마부가 ‘동시에’웃은 것이

나,마부가 말을 ‘형’과 ‘이’라고 부르는 도 의미심장하다.70)마부는 시

Kafka:Tagebücher.Frankfurta.M.1990,S.546.

69)하트무트 뮐러(권세훈 역):카 카 문학사 .학문사 1999,33쪽.

70)FranzKafka:EinLandarzt(이하 (LD 쪽수)로 표기).In:ders.:EinLandarztund

andereDruckezuLebzeiten.Frankfurta.M.1994,S.201:““어이 형,어이, 이!”

하고 마부가 외치자 두 마리의 말,즉 힘차고 구리가 탄탄한 동물들이 다리를 몸에



35

골의사에게 말 값으로 로자를 요구한다.이때 시골의사는 그때까지 자신

에게 그 하녀에 불과했던 로자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다.그런데 그

고르처럼 시골의사에게는 비록 의식의 층 로는 올라오지 못했으나 분

명히 잠재된 소망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하녀 로자에 한 욕망이

그것이다.로자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했던 시골의사는 말과 마부가

등장하기 까지 그녀를 성명사인 ‘하녀 dasDiesntmädchen’로 지칭한

다.그러나 마부의 등장과 그가 로자를 요구하는 사건을 기 으로 시골의

사는 그녀를 여성으로 표 한다.그러므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돼

지우리에서 나와 세의 시골의사의 존재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비

세 인’말과 마부는 로자에 한 시골의사의 무의식이 돌연 의식의 층

로 올라온 것에 한 상징이자 시골의사의 제 2의 자아,즉 도 갱어라고

할 수 있다.시골의사는 이러한 자신의 무의식을 상징하는 도 갱어의 힘

에 압도되어 결국 로자를 덮치는 마부를 제지하지 못한다.“말과 마부는

시골의사와 로자 자신의 내면이다”71)라고 말한 엠리히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타당하며,따라서 시골의사와 마부와 말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

니라 한 개인을 형성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시골의사와 마부의 연 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 환자가 처음

보는 나이 든 시골의사에게 뜸 ‘’라고 부르는 것 역시 이들 간의 계

가 통상 인 계 이상이며 환자가 시골의사의 다른 자아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 환자가 지닌 기이한 상처를 여겨 볼 필요가 있다.병에

걸리면 일상생활을 잠시 단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병은 일

상 질서로부터의 탈주를 동반한다.그리고 이러한 병(상처)의 특성은 마

부의 등장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면하면서 이 까지 려온 일상으로

부터 빠져나오게 된 시골의사의 상황에 용될 수 있다.일상에서 의식의

검열에 의해 억압된 충동은 상처로 발 되고, 기야 시골의사와 환자는

한 침 에 눕기에 이른다.환자의 상처를 가리키는 수식어가 시골의사가

딱 붙인 채 잘 생긴 머리를 낙타처럼 숙이고 단지 몸통을 비트는 힘만으로 자신들이

꽉 채우고 있던 문구멍을 차례로 고 들어왔다.“Hollah,Bruder,hollah,Schwester!”

riefderPferdeknecht,undzweiPferde,mächtigeflankenstarkeTiereschobensich

hintereinander,die Beine eng am Leib,die wohlgeformten Köpfe wie Kamel

senkend,nurdurchdieKraftderWendungenihresRumpfesausdem Türloch,das

sierestlosausfüllten.”

71)Wilhelm Emrich:Franz Kafka.Frankfurta.M.1981,S.193:“Pferde und

PferdeknechtsinddaseigeneInneredesLandarztesundRo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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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품은 하녀의 이름 로자와 일치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억압을 담고

있는 상처 안에 이와 같은 욕망도 깃들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를 구해주시겠어요?”하고 그 은이는 그의 ‘상처 안에 든 삶’에 완

히 혹되어서는 흐느껴 울며 속삭 다.

“Wirstdumichretten?”flüstertschluchzendderJunge,ganzgeblendet

durch‘dasLebeninseinerWunde’.(LD204)

이처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낯섦을 느끼지 않는 시골의사와 환자의

계,환자가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한 시골의사의 진단과 삶을 원하는 환자

의 욕망 사이의 엇갈림,상궤를 벗어나는 개는 환자를 시골의사의

다른 자아로 본다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객 이고 냉철하게 상을

해야 하는 의사는 일반 으로 과학 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

주체를 상징한다.이성 이면서도 일상 질서에 충실한 이러한 의사의

에서 의식의 검열에 의해 억압되거나,사물화 된 삶과 질서에 의해

감추어져 온 충동은 한 것으로 묘사된다.말과 마부가 ‘더러운 돼지우

리’에서 기어 나온 것이나 마부가 ‘오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

그리고 환자의 상처에 들어있던 ‘벌 ’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성으로 억

러 놓았던 충동의 더러움을 상징한다.즉 더러움은 심리 ,정신 차원

에서 성 인 불결함 내지 더러운 욕망의 표출과 연결될 수 있다.

일 이 카 카는 야노우흐와의 화에서 “꿈은 상상을 숨기고 있는 실

을 드러낸다.그러한 사실이 삶의 가장 무서운 이다”72)라고 말한 바 있

다.이 말은 보이지 않는 실의 모순된 구조가 꿈을 통해 드러나고,꿈에

서는 시간 으로나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공존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무의식 속에 갇 억압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73)

한밤 갑자기 나타난 비 세 인 말과 마부와 마차,순식간에 환자의

집에 도착한 말,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던 환자의 상처가 갑자기 의사의

에 나타나는 것,갈 때는 순식간에 도착한 말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끝

72)Gustav Janouch:Gespräch mitKafka.Frankfura.M.1951,S.27:“DerTraum

enthülltdie Wirklichkeit,hinterderdie Vorstellung zurückbleibt.Das istdas

SchrecklichedesLebens.”

73) 록:카 카의 ｢시골의사｣에 나타나는 출구부재 상황 연구.실린 곳:독일어문학

제 18집(2002),126-1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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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헤매는 것 등 주인공이 경험하는 일은 실제로 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마치 꿈처럼 비 실 이고 비논리 이다.｢시

골의사｣는 바로 이러한 일상 논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개를 보여주

고 있기 때문에 리얼리즘 인 에서 벗어나 꿈의 논리에 따라 해석한

다면 이 작품 속 불명료한 인간 계를 해석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말과 마부가 몇 년 동안 쓰지 않던 돼지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지 까지 시골의사가 자신의 내 바람과는 상 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외 으로 조화롭게 지내고 있던 것에 한 그의 내면의 반발인 것

이다.”74)시골의사는 한밤 에 갑자기 환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로자를 새

롭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욕망과 마주한다.그의 욕망을

상징하는 마부와 환자는 실 존재를 가장한 무의식의 허상들이다.다

시 말해 이들은 일상에 마모되어 살아가는 시골의사 ‘나’의 무의식에 은폐

되어 있던 그의 다른 자아이며,시골의사가 자기분열 내지 변신하여

나타난 도 갱어라고 할 수 있다.

3.바이스의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시뮬라크르로서

의 도 갱어

페터 바이스의 표 인 기 소설  마부 에는 앞서 다룬 카 카의 ｢시

골의사｣와의 유사성이 역력히 드러난다.바이스의 작품에서 카 카의 그

림자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실제로 바이스는 청년시 부터 카

카를 읽으며  소송 의 주인공인 요제 카를 자신의 다른 자아로 인

식했다고 고백한 바 있고,카 카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다

루고자 하 다.75)제목부터 등장인물까지 카 카의 원작을 충실하게 재구

성한 희곡  소송 과 생산 인 독자의 치에서 원작을 상당 부분 변형시

킨  새로운 소송 을 떠올려본다면 바이스가 카 카로부터 많은 향을 받

았음은 명백해 보인다.그러나 바이스는 단순히 카 카의 작품을 답습하

는데 그치지 않고 카 카의 원작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거나

74) 록:카 카의 ｢시골의사｣에 나타나는 출구부재 상황 연구,128쪽.

75)이유선:페터 이스의 생산 인 카 카 수용.「소송」의 희곡화.「새로운 소송」을

로.실린 곳:카 카연구 제 4집(1994),2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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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구도를 수정하는 등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주를 시도하 다.

카 카의 향과 더불어 바이스의 창조 인 카 카 수용은 바이스의

기작  마부 에서부터 나타나는데,이 장에서는 먼 에 띄게 드러나는

｢시골의사｣와의 유사한 인물구도에 해 논하고자 한다. 마부 는 화자인

‘나’가 가정부,머슴,재단사, ,붕 로 몸을 감고 있는 의사,슈니 씨

그리고 한 가족(아버지,어머니,아들,갓난아이)과 함께 외딴 농가에서 보

낸 사흘간의 사건에 한 기록이다.｢시골의사｣와 유사하게  마부 에서도

화자가 경험하는 일은 어딘가 일상 인 논리 개에서 어 나 있거나

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것들이다.이름 신 직업이나 사회 지 로

지칭되는 등장인물들 부분은 그들의 직업과 모순되고 역설 인 모습을

보인다.재단사가 더기를 입고 있다거나 의사가 군가를 치료할 수 없

는 식이다.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학 하고 을 쓰는 화자는 책상

신 변소에 앉아있으며 제 로 이야기를 서술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모

습을 보이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농가에 살던 모든 거주민들이 기다리던

마부가 몰고 온 마차 안에서 설명 불가능한 양의 숯이 끊임없이 나오는

등의 비 실 요소가 소설 곳곳에 나타나있다.｢시골의사｣처럼  마부 도

일종의 꿈의 논리에 따라 개된다고 가정한다면, 마부 의 많은 비논리

이고 모순 인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시골의사｣에서 주인공 시골의사의 도 갱어로 마부와 환자가 나타

나는 구도를 확인했었다.그런데  마부 도 이러한 시골의사와 상당히 유

사한 개와 구도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 시골의사와 유

사하게  마부 에는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의사와 마부가 등장한다.이 인

물들은 ｢시골의사｣에서처럼 화자의 분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화자는

미경으로 찰하듯 자신이 하루 동안 보고 들은 일들을 세세히 묘사하는

데 온 시간을 투자한다.특별한 직업 없이 쓰기에 몰두하는 화자는 의

사와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유형에 속하지만,환자처럼 병약한 모습을 보

여주기도 한다.이러한 상태는 그의 식사량에서 뿐만 아니라 병 든 의사

를 그의 방으로 데려다 때 의사가 부른 노래에서도 암시되고 있다.76)

[…]어디로,어디로 그가 나를 이끄는가,환자가,나,의사를,어디로,어디

76)정항균:육체의 억압과 해방에 한 담론,227쪽.



39

로 그가 나를,어디로,어디로,어디로 환자가 의사를 인도하는가.[…]내

에 있는 이는 구인가, 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환자가,환자가 의사

를 데려간다.

[…]wohin,wohinleitetermich,derKranke,michdenArzt,wohin,

wohinführtermich,wohin,wohin,wohinführtderKrankedenArzt;

[…]weristbeimir,werhältmich,derKranke,derKrankedenArzt;77)

인용문에서 의사를 방으로 데려다 화자 역시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

다.병 든 화자와 의사에 한 묘사는 단순히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려주

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개인 인 욕구와 자유가 억 려왔음을 암시한다.

“바이스의 작품에서 실 참여 지식인 유형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개

보편 이념의 추구를 해 개인 인 것을 등한시하고 억 르는데,그것

에 한 반응으로 그들은 병을 얻게 되곤 한다.따라서 이러한 질병은 단

순히 의학 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복합 인 의미층 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78)카 카의 소설주인공인 시골의사의 상처가

일상 인 의식의 검열에 의해 내면의 욕구가 억압된 결과의 산물인 것처

럼, 마부 의 화자와 의사의 병약한 상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부 와 ｢시골의사｣간의 인물구도 유사성은 환자인 의사와의 계를

넘어 마부라는 인물에게도 나타난다.화자는 을 쓸 때를 제외하면 침

에 워 에 소 을 뿌리며 공상에 잠기곤 하는데,이때 그는 주로 여인

의 윤곽이나 동물들이 서로 애무하는 장면을 환상 속에 떠올리며 자신의

무의식 인 성 욕망을 드러낸다.79)화자의 성 타지의 상은 가정

77)PeterWeiss: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이하 (SKK 쪽수)로 표기).

In:ders.:WerkeinsechsBänden.Bd.2.Frankfurta.M.1991,S.36.

78)정항균:육체의 억압과 해방에 한 담론,238쪽.

79)(SKK 16):“[…]얼굴,여 와 넓고 어두운 입,어둡고 그늘진 ,그리고 얼굴

아래엔 가느다란 목,그 뒤에 펼쳐진 머리카락,그리고 그 아래엔 뚜렷하게 나타난 쇄

골,거기에 가까이 노출된 반듯한 어깨,그리고 어깨 아래엔 뚜렷하게 그림자 선으로

경계 지어 젖꼭지의 검은 앙지 과 함께 드러난 가슴,그리고 가슴 아래엔 은 그

림자가 지시 비추는 늑골,그리고 매끄럽고 벌거벗은 채인 아치모양의 배엔 어두운

배꼽의 심이,그리고 배 아래엔 사타구니의 삼각모양 어둠과 가늘고 모난 허리가,허

리 아래에는 하반신의 경계진 선까지 길게 뻗은 허벅다리의 아치.나는 난간을 넘어

그 여성의 육체를 향해 몸을 기울 다.그 육체 가까이에서 나는 내가 실과 허구를

혼동하고 있음을,그리고 내 팔이 수행하는 격렬한 움직임을 매우 강하게 느낄 수 있

었다.내가 즉각 그 상을 갈기갈기 찢음으로써 말이다.[…]einGesicht,mitmageren



40

부이다.그런데 화자가 식사 시간마다 군가를 기다리며 항상 비워놓았

던 자리를 갑자기 나타난 마부가 자연스 차지할 뿐만 아니라,마부는

가정부와의 성행 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떠난다.무엇보다도 마

부와 련하여 작품의 제목이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라는 에 주목하고

그림자의 속성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 혹은 실체가 있어야

만 존재하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실체와 뗄 수 없는 계를 맺고 있다.때때로 실체보다 더 거 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어두운 그림자의 내재 이고 상징 인 속성에서 우리는

내면의 욕망과 유사한 지 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암

시들을 돌이켜 본다면,마부는 병약한 의사와 함께 화자 내부에 머물러

있는 성 욕망이 타자의 형상으로 나타난 도 갱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이면에 감추어진 것들에 한 상징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이미지와 본

질의 계에 해 새로운 념을 제공하는 그림자처럼,마부는 화자의 무

의식 욕망을 표출하며 일종의 해방을 상징하기도 한다.

화자의 다른 변신 양상의 표 로 마부와 비슷한 인물인 머슴이

있다.머슴은 비록 작 비 은 높지 않으나 화자의 성 심과 하

게 련된 인물이다.화자의 성욕과 련된 인물들은 식욕 면에서도 압도

으로 앞서는 면모를 보여주는데,가령 화자가 성 인 시선으로 바라보

는 가정부는 보다도 게걸스럽게 음식을 탐한다.머슴은 가정부와 비

등할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인물이며 가정부처럼 건강미와 더불

어 성 에 지의 풍부함을 드러낸다.머슴을 성 인 측면과 련지을 수

있는 다른 단서로는 화자가 식사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유독 가정

Wangenknochen,breitem dunklen Mund,dunkelbeschattenten Augen,und unter

dem Gesichtein schmalerHals,dahinterdas geöffnete Haar,und unterdem

Halsansatz das scharf gezeichnete Schlüsselbein,daran die nackten,geraden

Schultern,und unterden Schultern die,von scharfen Schattenlinien begrenzten

nacktenBrüstemitdenschwarzenMittelpunktenderBrustwarzen,undunterden

Brüsten diedurch leichte Schatten angedeuteten Rippen und dieglatte,nackte

WölbungdesBauchesmitdem dunklenMittelpunktdesNabels,undunterhalbdes

BauchesdiedreieckigeDunkelheitdesSchoßesunddieschmalen,kantigenHüften,

und unterhalb derHüften,bis zurbegrenzenden Linie derMauerbrüstung,die

langgestrecktenWölbungenderOberschenkel;ichbeugtemichüberdieBalustrade,

dem weiblichenKörperentgegen;seineNähewarsostarksprübar,dassichdie

VorspiegelungmiteinerWirklichkeitverwechselteundeineheftigeBewegungmit

meinenArmenvollführte,womitichunmittelbardasBildzerri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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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머슴만을 성 인 암시를 담아 동물처럼 표 한 데서 찾을 수 있

다.80)화자는 곧 이들을 음증 환자처럼 찰하는데,이는 쾌락의 원칙

이 지배하는 내면 역을 드러내는 징표들을 만들어낸다.뿐만 아니라 ｢

시골의사｣의 마부의 경우처럼,화자는 머슴의 외양을 묘사할 때 자신이

받은 불결한 인상에 해 숨기지 않는다.81)이에 더해 머슴만이 마부와

인사를 나 고 마차 안의 숯 더미를 같이 나르는데 유일하게 도움을 주

는 인물이라는 이나 ｢시골의사｣에서 마부가 독일어로 ‘Pferdeknecht’로

표 된 것처럼  마부 의 머슴이 ‘Hausknecht’로 지칭되는 부분을 통해 마

부와 머슴간의 연 성이 생겨나며,두 인물이 도 갱어 인 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혹은 머슴을 마부가 농가에 도착하기 부터 화자의

의식 수면 로 떠오르기 시작한 무의식 욕망에 한 암시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머슴뿐만 아니라  마부 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아들과 갓난아기로 구성

된 가족이 추가 으로 등장한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골의사｣에도

주인공이 마을 환자의 집에 내방했을 때 환자의 가족이 등장하기는 하

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그러나  마부 에서는 가족이 큰 비 을 갖

게 됨으로 인해 한 번 더 구도 상 확장과 변주가 일어난다.특히 가족 구

성원 아버지와 아들의 계가 유달리 에 띄는데,그들의 계는 명

령과 복종의 권 주의 인 계질서로 나타난다.이 가족은 농가에 있는

모두가 유일하게 모이는 시간인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아 좀처럼 마

80)(SKK 19):“머슴의 입은 새의 부리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는 길게 내뺀 채 수 를

기다리고 있었다.[…]derMunddesHausknechts,vorstoßendwieeinSchnabel,die

ZungelangherausgestrecktunddenLöffelerwartend,[…]”

81)(SKK 10):“[…]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본다.그는 한 때는 푸른색이었겠지

만 오래 부터 색이 바랜데다 딱지가 내려앉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마찬가지로 딱지

가 내려앉고 한 때 검은색이었으나 지 은 비료와 진흙이 달라붙어 있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한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흙이 묻고 이 도드라진 손가락이 짧은

손으로 장작을 선반 에 올리는 것을,다른 손으로는 톱의 손잡이를 움켜쥔 것을 바

라본다.그가 긴 아랫입술을 짧은 윗입술 로 어 올리며 그의 코에서 흘러나온 액

체를 핥아 없애던 것도.[…]ichseheihnvormirinseinereinmalblaugewesenen

dochseitlangem verblichenenundverkrustetenBluseunddenebensoverkrusteten,

einmalschwarzgewesendochvonDüngerundLehm verklebtenStiefelgesteckt

hat.Ichseheihnvormir,wieermitdereinenerdigendickgeäderten,kurzfingrigen

HanddasHolzstückaufdem BockfesthältundmitderanderendenBogender

Sägeumspannt,wieerdielangeUnterlippeüberdiekurzeOberlippeschiebtund

dieFeuchtigkeitwegschlecktdieihm ausderNasesic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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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기가 힘들다.어느 날 식사를 마친 후 방에 돌아와 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상에 잠겨 있던 화자는 이 가족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구타와

울부짖음 소리를 듣는다.문에 달린 열쇠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던 화

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심

지어 아들과 이 마주치기도 하지만 선뜻 들어가 상황을 재할 용기를

내지는 못한다.이후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 주의 인 태도를 고수하

며 가혹할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고,아들은 복종과 함께 주 든 모습을

보인다.화자는 그 때마다 소극 인 태도로 곤란에 빠진 아이를 도와주는

데,가령 무거운 돌을 수 에 싣고 끌고 가는 아이를 해 수 를 같이

끌어 주거나 떨어진 돌을 올려놓는 식이다.평소에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찰만을 일삼는 화자가 아들에게만 베푸는 이러한 심과 그들 사이의

교류는 두 사람간의 긴 한 연 성을 암시하고 있다.아들은 아버지의 명

에 따라 어지러이 려 있는 돌들을 고르게 분류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이것은 카오스 상태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순서 로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는 작가로

서의 화자나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의사처럼,아들도 일상 삶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이러한 실 삶을 살아가는 아들 역시 화

자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욕구를 억 르며 병 인 상태에 처해 있

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한편 ｢시골의사｣에서 동명의

주인공이 하녀인 로자를 성 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마부 의 화자는

가정부를 성 인 시선으로 찰한다는 사실을 언 한 바 있는데,언어

차원에서 가정부를 의미하는 독일어 ‘Haushälterin’이 가정을 돌보는 자,

즉 넓은 의미로 주부인 어머니의 의미를 내포하는 은 가정부와 어머니

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가정부가 다른 구도 아닌 어머

니와 함께 옷장에 갇 있었던 사건은 이를 뒷받침한다.만일 화자와 아

들 한 도 갱어 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가정부에 한 화자의 욕망

은 어머니에 한 아들의 욕망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처럼  마부 에서 화자는 환자인 의사,마부,머슴,아들 같은 다양한

인물로 변신한다.물론 카 카의 ｢시골의사｣에서도 동명주인공이 자아분

열을 통해 마부나 환자로 등장하기도 한다.이때 독자는 시골의사의 진정

한 모습을 그의 내면 욕망에서 찾으며,이를 상징하는 마부나 환자를

의사라는 표면 인물 에 숨겨진 본질 인 실체라 간주할 수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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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해석은  마부 에도 그 로 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들뢰즈/

가타리가 말한 ‘되기’의 철학에 입각하여 시골의사가 마부나 환자로 변신

하는 것을 욕망의 순간 표출,즉 일종의 동물-되기로 읽어낸다면,의사

나 마부( 는 환자)모두 어떤 궁극 인 실체로 간주되지 않으며,그러한

존재들 간의 이행 자체와 그 ‘사이’에 치하기가 보다 본질 인 상태로

여겨질 수 있다. 마부 에서는 이러한 ‘되기’로서의 도 갱어 모티 가 더

욱 심화되어 그것의 시뮬라크르 성격을 강화시킨다.

바이스는 카 카의 작품에서 암시되는 이러한 사이의 미학을 강조하기

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부 에 설정하 다.｢시골의사｣에서 자세히

서술되지 않은 가족 계를 면에 내세울 뿐만 아니라,추가 인 인물들

을 삽입하여 더욱 복잡한 인물구도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말이다.유사한

기능 혹은 의미를 지닌 인물들이 증식하여 유령 같은 도 갱어들로 소설

이 채워질 때,더 이상 그 한 인물이 어떤 본질 인 실체를 구 하기

는 힘들어지며 이로써 화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도 갱어들도 들뢰즈

인 의미에서 시뮬라크르로 나타나게 된다.화자가 실재와 가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아분열 변신을 수행하며 펼치는 시뮬라크르의 유희가 특히

도 갱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시골의사｣의 마부가

시골의사의 억압된 성 욕망을 구 하는 인물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

는 것과 달리, 마부 의 마부는 단순히 화자의 도 갱어로 동일시되기 어

려운 면이 있다.III장의 2.3 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마부는 화

자 외에 아버지,심지어 나치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성을 내포한 인물

이다.더 나아가 의미의 불확정성을 지닌 마부라는 인물은 본질 인 실체

가 아니라 소설 제목처럼 그림자로만 나타날 뿐으로,이러한 마부의 그림

자 인 성격은 그가 구의(아버지인지 아니면 아들(화자)의)도 갱어인

지 알 수 없게 만들어 혼란을 가 시키며 카 카의 소설에서보다 시뮬라

크르의 유희를 더욱 강화시킨다.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마부의 특성은 화자 그의 도 갱어들의 시뮬라크르 인 성격을 증 시

키며,이로써 바이스는 카 카의 ‘사이의 미학’을 창조 으로 발 시킬 수

있게 된다. 마부 에서 도 갱어 모티 를 통한 시뮬라크르의 생성은 한

개인의 고정된 정체성을 타 하며 정체성의 해방을 가져오는 동시에 본질

인 실체를 악할 수 없으며 시뮬라크르의 표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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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부재와 ‘사이’에서:탕자 모티

1.카 카의 ｢귀향｣과  실종자 : 원한 이방인으로서

의 탕자

시뮬라크르로서 작품의 환상 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미의 불확정성

을 생산하는 마부라는 인물은 정체성의 차원을 넘어 바이스의 ‘사이’의 미

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마부 에 등장하는 아들

의 존재와 가출은 갑작스러운 마부의 등장과 연 이 있는 듯 보인다. 마

부 에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집을 떠나는 아들과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의 형상이 등장한다.이는 카 카가 성서의 탕자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

로 재해석한 단편소설 ｢귀향｣ 장편소설  실종자 와의 유사성을 보여

다.본 장에서는 탕자 모티 를 심으로 마부라는 인물에 한 다원

해석 가능성과 그로부터 생되는 ‘사이’의 미학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 한 가장 오래된 형상은 성서 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탕자 이야기는 부유한 농사꾼의 아들이

집을 떠나 이국에서 방탕한 생활과 타락을 경험하고,마침내 참회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환 를 받으며 귀결되는 과정이 체 거

리를 이룬다.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성경에 묘사된 아들과

아버지의 계는 무한하고 조건 없는 신의 사랑과 돌아온 아들의 재편입

이라는 성서의 의미 맥락과 상징성에서 탈피하여,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의미 지평을 여는 문학 모티 로 재구성된다.82)독일 문학에서

라이 마리아 릴 는  말테의 수기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Brigge 에서 탕자 이야기를 ‘상 없는 사랑’ ‘신을 향해 가는

길’로 개한 바 있으며,헤르만 헤세는  데미안 Demian 에서 탕자의 상

황을 통합 인 내면으로 향하는 길로 그려냈다.83)이처럼 신이나 아버지

의 세계와 련하여 탕자 이야기를 변형시킨 헤세나 릴 와 달리,카 카

는 탕자 모티 를 통해 더 이상 신의 세계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82)김연신: 로의 출발과 문학 속의 새로운 아들상.실린 곳:카 카 연구 제 30집

(2013),106쪽 참조.

83)김연신: 로의 출발과 문학 속의 새로운 아들상,107쪽과 1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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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굳이 카 카의 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아버지와 아들의 계

에 한 다양한 환유가 카 카의 모든 작품에서 나타남을 찾아볼 수 있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카 카가 아버지와 아들의 계가 주가 되는

탕자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작품은 의외로 은데,｢귀향｣과  실종자 정

도를 그 로 들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두 작품에 등장하는 탕자 모티

는 성서에서처럼 가출과 귀환이라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

며,그나마 귀환이 이루어질 때조차 성서비유에서처럼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 인 환의 순간이 아닌 단순한 에피소드로만 나타나고 있

다.

먼 카 카의 ｢귀향｣을 성서 우화와 비교하면,이 소설에는 아들이 집

을 떠난 동기나 이유,그 사이에 있었던 과거사나 돌아온 이유가 나

오지 않는다.나아가 아들이 아버지의 농가로 들어서는 장면으로만 시

을 축소하는 거리의 단축이 일어나고 있다. 한 화자는 귀향하 으나

선뜻 집에 들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는 등,물리 공간에

도착했을지언정 진정한 귀향에 다다르지 못하는 상황으로의 변화 역시 확

인할 수 있다.성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환 로 맞아주는 아버지 역시

카 카의 비유 설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야기는 미결된 채 끝난다.

카 카의 세계는 마치 정지되어 있는 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의 집으

로 돌아온 아들의 상황’만을 보여 다는 에서 상황드라마로서의 카 카

의 소설의 특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고 하겠다.84)

 실종자 에서는 ｢귀향｣에서와 다르게 실패한 귀향조차 하지 못하고 집에

서 쫓겨나 이국에서 방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묘사된다.주인공 카를 로스

만은 고향인 독일에서 집안의 하녀를 임신시킨 죄로 집에서 쫓겨나 미국

행 배에 오른다.집에서 쫓겨나 떠도는 카를의 처지는 소설 서두에서 뿐

만 아니라 외삼 이 카를의 상황에 해 선원들에게 하는 말에서도 여실

히 드러난다.

“내 사랑하는 조카는 그의 부모로부터 -있는 사실 그 로 말하자면 -쫓

겨난 거요.마치 기분 상한다고 고양이를 문 앞에 던져버리고는 방치하는

것처럼 말이지.[…]그래서 조카의 부모는 양육비 부담과 스캔들을 피하

84)김연신:같은 논문,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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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내 사랑하는 조카인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무책임하게

도 충분한 비 없이 말이오.[…]”

“MeinlieberNeffeistnunvonseinenEltern– sagenwirnurdas

Wort, das die Sache auch wirklich bezeichnet – einfach

beiseitegeschafftworden,wiemaneineKatzevordieTürwirft,wenn

sie ärgert. […] da also die Eltern zur Vermeidung der

AlimentenzahlungunddesSkandalesihrenSohnmeinenliebenNeffen

nach Amerika haben transportieren lassen,mit unverantwortlich

ungenügenderAusrüstung,[…]”85)

뿐만 아니라 작품 제목인 ‘실종자’는 다름 아닌 카를을 가리키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카를은 끊임없이 떠도는 처지에 처한다.그

는 사실 하녀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강간당했지만 가문의 수치

가 되어 집에서 쫓겨났고,카를의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한 외삼 에게조

차 그의 의 을 제 로 악하지 못하고 폴룬더 씨의 별장을 갔다는 이유

만으로 추방당한다.86)이후 옥시덴탈 호텔에서도 카를은 우연히 호텔 소

속 하녀의 호의로 취직이 되어 그곳에 정착하려 했지만,길에서 만난 건

달 로빈슨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어쩔 수 없이 그를 자기 숙소에 재우는

과정에서 단지 몇 분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이처럼

카를은 사실 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속하여 추

방당하고 떠돈다.고향을 떠나 시련을 겪고 방황하는 카를의 상황은 단순

히 그의 처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지닌 소지품을 통해서도 은연

에 드러난다.카를은 여정 내내 자신의 우산이나 트 크,모자,사진 등을

잃어버리고 되찾기 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 다.이 물

85)Kafka:DerVerschollene(이하 (DV쪽수)로 표기).Frankfurta.M.2004,S.33-34.

86)(DV 97):“하지만 당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나는 오늘의 사

건 이후 를 무조건 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그리고 네가 직 나를 찾아오거나 편

지 혹은 개인을 통해 나를 찾지 않기를 간 히 부탁한다. 는 내 뜻을 어기고 오늘

밤 내 곁을 떠날 결심을 했으니 네 여생 동안 네 결정 로 살거라.[…]카를, 의 가

족으로부터는 어떤 좋은 소식도 온 것이 없다.Daabervorläufiggarnichtsdarauf

hindeutetdaßdieseinmalgeschehenkönnte,mussich Dich nach dem heutigen

VorfallunbedingtvonmirfortschickenundichbitteDichdringend,michweder

selbstaufzusuchen,nochbrieflichoderdurchZwischenträgerVerkehrmitmirzu

suchen.DuhastDichgegenmeinenWillendafürentschieden,heuteAbendvonmir

fortzugehn,dannbleibeaberauchbeidiesem EntschlussDeinLebenlang,[…]Von

DeinerFamilie,Karl,kommtnichtsG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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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은 모두 그가 떠나온 집에서 가져온 것들로 고향과 연 된 사물들이

다.그 트 크는 카를과 그의 가족의 연결 이자 증명 매체인데,87)트

크 안에 들어있던 성서와 부모님의 사진은88)성서 우화와 카 카의 작

품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트 크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소지품들도 같은 맥락에서 카를과 고향의

계에 연 되어 있다.배에서 우연히 조우한 외삼 은 미국에서 갈 곳

없는 카를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고향의 아버지 신 카

를의 어 공부를 지원해 다.카를은 그런 외삼 에게 의존하고 있는 속

마음을 독백으로 드러내는데,여기서 외삼 이 카를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외삼 의 집은 카를이 떠나온 고향 집의 리 장소

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외삼 의 의 을 악하지 못하

고 폴룬더 씨의 별장을 방문했던 카를은 홀에서 모자를 잃어버리고 외삼

에게도 추방당하면서 다시 태로운 상황에 빠진다.물론 그 과정에서

배에서 잃어버린 우산과 트 크를 되찾기도 하지만 연이어 고향과 련된

물건들을 분실하기 때문에 가족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이후 카를은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

자 들라마르쉬와 로빈슨을 알게 된다.그러나 카를이 그들을 신하여 옥

시덴탈 호텔에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들라마르쉬와 로빈슨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카를의 트 크를 뒤진다.이 과정에서 이번에는 카를의 부모

님 사진의 행방이 묘연해진다.카를은 들라마르쉬와 로빈슨의 몸수색까지

불사하며 사진을 되찾기 해 애쓰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운 좋게 취직

한 옥시덴탈 호텔에서 나오는 도 에는 마지막 소지품이나 다름없던 트

크마 잃어버리면서 카를은 고향과의 연결 을 모두 상실한다.이 게

카를이 잃어버리는 물건들은 카를로 하여 귀향에 한 기 는커녕 그가

87) Vgl. Klaus Detlef Müller: Franz Kafka. Berlin 2007, S. 42.

88)(DV 103,107):“카를이 트 크의 바닥에 있던 포켓용 성서,편지지,부모님의 사진

등을 끄집어 낼 때,그가 쓰고 있던 차양 없는 모자가 트 크 안으로 떨어졌다.[…]

카를은 어쩌면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그리고 그는 부모

가 아직도 아들의 소식을 바라는지 어떤지 알기라도 한 듯 미소를 띠면서 부모의 얼굴

을 들여다보고 있었다.Beim HervorsucheneinigerGegenstände,diezuunterstlagen,

eswarendieseineTaschenbibel,BriefpapierunddiePhotographienderEltern,fiel

ihm dieMützevom KopfundindenKoffer.[…]Erdachte,obesnichtvielleicht

dochgutwäre,denElternzuschreiben,[…]UndlächelndprüfteerdieGesichter

derEltern,alskönnemanausihnenerkennen,obsienochimmerdasVerlangen

hatten,eineNachrichtvonihrem Sohnzubek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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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상태로 떠돌게 될 결말을 추측하는데 단 를 제공한다.89)

“분실된 물건이 자신의 일부인 모자이든 아니면 고향과 연결된 트 크나

사진과 같은 물건이든 아니면 유용성의 역에서 벗어난 향수이든 모두

자아의 방향상실과 연결되어 한 의미를 갖는다.[…]부모님의 사진이

나 부모님이 선물한 트 크의 분실은 좁은 의미에서의 고향을 넘어서 종

교 인 근원 세계와의 단 을 의미한다.”90)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카 카는 탕자 이야기를 성서 의미와는 완

히 다른 맥락에서 재해석하면서 인을 고향을 상실한 채 원히 방

황하는 이방인으로 묘사하고 있다.특히 그는 아들의 가출,모험과 시련,

귀향의 순서로 진행되는 성서의 이야기 도식을 변형시켜,탕자가 귀환한

집과 고향에서 스스로를 낯선 이방인으로 느끼거나(｢귀향｣)고향에서 쫓

겨나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배회하며 사는 삶( 실종자 )을 서술한다.이외

에도 성서의 우화에서 주요 인물이었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신 탕

자인 아들의 내면세계가 집 으로 조명되는 등의 변형이 가해진다.이

처럼 카 카의 소설에서 탕자 모티 는 종교 구원 가능성이 상실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인의 방황과 내면 갈등을 묘사하는 기

능을 갖고 있다.

2.바이스의  마부의 육체의 그림자 :귀환과 실종 사

이에 있는 탕자

2.1.사회비 에서 본 탕자 모티 : 욕 노

동윤리와 아들의 추방

바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탕자가 느끼는 감정은 기본 으로 카 카의

작품에서의 탕자가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는 더 이상 아버

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염원하기보다 부모로부터 소외된 감정을 느낄 뿐

이다.바이스가 탕자 이야기에 일 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

89)Vgl.Müller:FranzKafka,S.42.

90)정항균:탐정의 시선에 나타난 패러디:카 카의 『실종자』에 나타난 근 시선 비

.실린 곳:카 카 연구 제 24집(2010),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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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히트 뒤러,<탕자>,1496년.

라 그것을 자신의 작품의 주요 모티 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의 기 작

품부터 말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빈번히 확인된다.가령  소실

Fluchtpunkt 에서는 이야기 갑작스럽게 맥락과 동떨어진 뒤러91)의

<탕자 DerverloreneSohn> 동 화에 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이 장면

은 여겨 볼만하다.

뒤러는 간 하게 손을 비비고 있는 탕자를 묘사한다.그는 뜰에서 통 주

에 떼를 지어 모여 있는 돼지들 사이에 있다. 과 헛간,세워진 각목들이

뜰을 에워싸고 있다.아들은 고향의 성채로 돌아왔다.그는 돼지들 주 에

있는 오물 속에 무릎을 꿇는다.돼지들은 꿀꿀거리며 여물을 헤집고 있다.

아들은 두 손을 들어 올려

오만불손한 그의 탈출 시도

에 한 사죄를 구한다.귀

향하면서 그는 그가 옳지 못

한 행동을 했으며 거주민들

이 그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

이 옳았었음을 고백한다.탕

자는 인자한 아버지가 집에

서 나와 온화한 어머니가 음

식을 차려놓은 식탁으로 그

를 다시 데려가기를 순종

으로 기다린다.탕자의 얼굴

은 용서에 한 희망으로 가

득 차 있다.아버지와 어머

니는 아들을 굴욕에서 끌어

올려 집 안으로 이끈다.집

안에는 그의 도착을 축하하

기 한 모든 불들이 밝 져

있다.그의 오래된 방은 이미 그를 해 비되어 있으며 잠자리는 정돈되

어 있다.그의 더러운 몸을 씻어낼 목욕물도 비되었다.밤에 그는 부드

러운 깃털 안에 눕는다.복도 밖에는 태양형상을 한 시계의 괘종이 걸려있

고 시간을 알리는 타종은 삐걱거리고 덜컹이면서,무거운 사슬을 그

소리 내며 움직인다.마치 그가 이 집을 떠난 이 없었던 것처럼.92)

91)AlbrechtDürer(1471-1528):독일의 화가이자 화가 ·미술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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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에서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탈출을 감행했으나 실패

에 그쳤던 바이스의 기 경험에 한 회상은 이 듯 작가서술자의 시

93)에서 뒤러의 그림을 재해석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카 카의 ｢귀

향｣에서처럼,뒤러의 탕자는 귀향하 으나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갈 엄두조

차 내지 못하고 있다.돌아온 그를 환 해주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는커녕,탕자는 돼지 오물 속에서 무릎을 꿇고 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뿐만 아니라 탕자는 고향의 성채와

집을 안 한 곳이 아닌 막하고 억압 인 감 의 장소로 받아들이고 있

92)Weiss:Fluchtpunkt,S.176f:“Dürerstelltden verlorenen Sohn mitflehend

gerungenenHändenaufeinem Hofdar,zwischenSchweinen,diesichum denTrog

drängen. Der Hof ist von Schuppen, Scheunen und aufgerichteten Latten

umschlossen.DerSohnistindieZwingburgdesHeimszurückgekehrt.Erknietim

DreckbeidenSchweinen,diegrunzendim Futterwühlen.ErhebtdieHändeund

leistetAbbittefürdieVermessenheitseinesFluchtversuchs.MitseinerRückkehr

bekennter,dasserunrechttatunddassdieSesshaftenrechthatten,alssieihn

warnten.Demütig warteter,dassderguteVaterausdem Haustrittundihn

zurückleitetan den Tisch,den dieguteMuttergedeckthat.Das Gesichtdes

verlorenenSohnsistvollerHoffnungaufVergebung.VaterundMuttererscheinen,

hebendenSohnausderErniedrigungaufundführenihninihrHaus,indem alle

LichterzurFeierseinerAnkunftbrennen.SeinaltesZimmerstehtbereitfürihn,

dasBettistgemacht,einBadistzurWaschung seinesverschmutztenKörpers

gerichtet.NachtsliegterindenweichenDaunen,draussenim Flurspanntsichdas

GlockenwerkderStanduhrmitdem Sonnengesicht,unddieStundenschlägekommen

miteinem ÄchzenundKlappern,miteinem RasselnindenschwerenKetten,und

esist,alshabeerdiesesHausnieverlassen.”

93)기존의 서술이론에서 작가와 서술자는 항상 다른 것으로 구분되었다.이에 반해 디트

리히 베버는 작가와 서술자를 서로 다른 심 으로 구분하면서도,흔히 지 서술자

로 불리는 것이 사실은 작가 자신이라며,근본 으로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그는 서술자를 크게 ‘작가서술자 Autorerzähler’

와 ‘역할서술자 Rollenerzähler’로 구분한다.즉,작가가 직 허구 이거나 사실 이야

기를 달하는 경우는 작가서술자로,작가로부터 고안된 제 3의 허구 인물이 이야기

를 주도하는 경우는 작가로부터 서술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역할서술자

로 칭하는 것이다.바이스가 자신의 기 경험을 풀어낸  소실  의 경우,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곧 바이스 자신이므로 작가서술자에 해당한다.반면, 마부 에서는

허구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므로 역할서술자에 해당한다.물론 허구

인 소설의 세계에서는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역할서술자

라는 말이 더 타당하겠지만,바이스의 작품에서는 인간이 서술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

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익숙한 ‘인물서술자’라는 개념을 신 사용하고자 한다.작가

와 서술자의 계 서술자의 유형분류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

오.Vgl.Dietrich Weber:Auctorin Fabulaund andere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haltungen.WuppertalerBroschüren.Nummer8.1995,S.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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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데 바이스가  소실  에서 뒤러의 그림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한

이 탕자 모티 는  소실  보다 8년 앞서 출간되었던  마부 에서 보다

다층 인 해석을 허용하는 요 모티 로 등장하고 있다.

어느 날 밤, 마부 의 화자는 자신의 방에서 공상에 잠겨 있던 들려

오는 구타소리와 군가의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간

다.그곳은 농가에 있는 사람들과 거의 하지 않는 가족들의 방이었다.

열쇠 구멍의 틈으로 화자가 엿본 경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멱살잡이를

당하고 엉덩이를 맞는 장면이다.아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에 해서는

끝끝내 밝 지지 않는다.아버지는 학 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치지 않고 아들에게 처벌의 의미로 매일 뜰에 있는 돌들을 싣고 나르는

강도 높은 노동을 지시한다.그리고 어느 날 녁,가정부의 방에서 열린

사교의 장에서 가정부는 아들에게 오르골을 작동시키라고 말하는데 실수

로 오르골을 고장 낸 아들은 놀란 나머지 오르골을 완 히 망가뜨린다.

상치 못한 사고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아버

지는 아들에게 추방령을 내린다.

아버지가 소리쳤다,지 당장,오늘 밤에라도,그를 데려가,내일 아침에

는 도시에 있도록,당장 내일 아침에 열쇠 수리공에게 가,당장,출발해,밤

새서라도.[…]방에서는 아들이 떠나는 동안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가 다

시 말소리가 오갔다.[…]오르골로 소요가 일어난 동안 얼굴이 붉으락푸

르락 변했다가 아들이 사라지고 이내 본래의 안색을 회복한 아버지는 태

형,열 통과체형,교수형,참수형,투옥형,익사형,화형,추방에 해 소리

쳤다.

DerVaterrief,jetztgleich,nochheuteabend,nimmstihn,morgenfrüh

inderStadtbist,gleichmorgenfrühzum Schlossergehst,sofort,auf

dieBeine,die ganzeNacht.[…]Im Zimmerkam das Sprechen,

nachdem eswährenddesAbzugdesSohnesverstummtwar,wiederin

Gang.[…]undausdenBemerkungendiederVater,dessenGesicht

sichwährenddesZwischenfallsmitderSpieldosebläulichrotgefärbt,

unddasnachdem VerschwindendesSohneswiederseinenatürliche

Farbeangenommenhatte,verlautenließ,warzuverstehen,daßervon

Prügelstrafen, Spießrutenlaufen, Erhängungen, Enthauptungen,

Einkerkerungen,Ertränkungen,Verbrennungen und Verbann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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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ch.(SKK44)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성서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조

이다.성서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하는 다정한 모습을 고수

한다.심지어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허비한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후회하

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마을잔치를 벌인다.이에 반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이가 감당하기엔 가혹한 체벌을 가할 뿐

아니라 언어상으로도 몰아세우는 압 인 모습만을 보인다.그리고 아들

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 없이 아버지의 세계에서 제명되어 집을 떠나기에

이른다.이러한 아들의 모습은 카 카가 재해석한 탕자의 상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집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이거나 집

에서 쫓겨나 원히 방랑하는 카 카의 탕자처럼,바이스의 작품에서도

집에서 쫓겨나 돌아오지 못하거나 용서받고 가정에 통합되지 못하는 아들

이 묘사된다.그러나 후속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작품의

체 구조에서  마부 의 탕자가 갖는 의미는 카 카의 작품에 등장하는 탕

자의 의미와 확연히 구별된다.왜냐하면 카 카의 ｢귀향｣이나  실종자 에

등장하는 탕자는 주인공의 새로운 인식에 직 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존재하지만,바이스의  마부 에서 묘사되는 탕자는

보다 부자간의 계에 이 맞추어져 묘사될 뿐만 아니라 탕자의 행로

가 거리의 정 을 이끌며 주인공의 태도와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크게 아들의 가출과 귀환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탕자 모티 는 바이

스의  마부 에서도 가출과 귀환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부 에 등

장하는 아들은 성서와 달리 고장이 난 오르골을 고쳐오라는 아버지의 지

시로 집을 나서는 것뿐이지만,엄 히 말하면 이러한 가출은 카 카의  

실종자 에 나오는 주인공 카를의 추방사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아들을 추방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에서는 사회

비 인 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과하는 노동을 바라보고,그것을

막스 베버가 제시한 로테스탄티즘의 욕 노동윤리와 연 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

흔히 바이스 연구자들은 바이스의 기작품들이 60년 이후의 작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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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역사나 사회 실보다는 개인의 자기해방이라는 주제에 몰두하고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실제로 바이스 자신도 한 인터뷰에서

기 작인  부모와의 이별 이나  소실  이 자 소설임을 밝히며 “그

소설들을 다시 읽으면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기분”94)이고 이후 그가 흥

미를 가진 정치극과 앞선 작품 사이에는 거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하기 이 에 쓴  마부 와 같은 기

작품에도 사회 맥락은 숨어있다.바이스가  마부 를 집필할 당시, 후

독일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재건을 해 욕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분 기가 팽배했다.이로 인해 속출하던 자본주의의 문제 을 바이

스도 물론 인식하고 있었지만 “1960년 이 까지 바이스는 특정한 정치

입장 없이 시민사회 일반을 비 한다.[…]슈미츠는 바이스가 이 시기

에 자신의 작품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찾는데 주안 을 두며,비록

사회 실에 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의 발 법칙에 한 객

인식도 마르크스주의에 한 공감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본다.”95)시기

으로도 바이스는  마부 를 1952년에 완성했으며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한 것은 1960년 에 들어서면서 기에96)  마부 이후에 쓰인  부모와

의 이별 이나  소실  에서야 마르크스주의의 경향을 암시하는 부분이

등장한다.따라서  마부 를 집필하던 당시 바이스의 자본주의 사회 비

은 기 자본주의 사회를 욕 노동윤리의 에서 이해한 베버의

과 일맥상통한다.

94)ReinerGelach(Hrsg.):PeterWeissim Gespräch.Frankfurta.M.1986,S.112:

“Wennichsie(“AbschiedvondenEltern”u.“Fluchtpunkt”,v.Verf.)wiederlese,

findeichmichmitmeinem vergangenenIchkonfrontiert,”

95)정항균: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 요소와 실주의 요소의 기능

에 하여,122쪽.

96)시민 술가들이 부분 자율 술세계와 규범 시민세계 사이에서 방황한 것처

럼,바이스도 청소년기부터 술가로 살아가기 해 평범한 시민 삶을 강요하는 부

모와 갈등을 겪었다.그리고 시민사회와 의식 으로 결하는 립구도와 자기성찰의

과정은 1964년에야 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재 을 기 으로 하여 본격 인

정치 참여의 길로 환된다.사회주의 노선의 지지를 표명한 1965년을 기 으로 바

이스는 이 에 보 던 독립 이고 자유로운 술가로서의 입장을 철회하고 세계에 존

재하는 폐해를 제거할 유일한 가능성을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견했다.그리고 기록극을

쓰며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을 토 로 본격 으로 나치시 의 사회질서 강제 수용

소의 지배구조들을 분석한다.이때 그는 개인의 자유나 정체성,억압된 욕망과 해방 등

과 같은 문제 신,사회에 한 거 담론을 펼치며 사회 구조의 분석과 같은 일반화

된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정항균: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 요소와

실주의 요소의 기능에 하여,134-1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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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는 자신의 서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EthikundderGeistdesKapitalismus 에서 청교도주의

윤리에 근 자본주의의 씨앗이 태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특히 그는

로테스탄티즘 칼뱅교의 직업윤리에 주목하 는데,칼뱅에 따르면

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지는 이미 신에 의해 정되어 있다.그러나 가

구원이 정된 자인지에 한 아무런 표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들은 스스로 자신이 그러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이 만든 세상이라는 인식은,이 세상을 윤

택하고 풍요롭게 만듦으로써 신의 을 드높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이로부터 탐욕을 버리고 쾌락추구를 포기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합리 으로 조직하고 욕 으로 노동에 념

할 것을 요구하는 칼뱅교의 욕 직업윤리와 소명으로서의 직업 이 생

겨나게 된다. 욕 로테스탄티즘,특히 청교도주의는 시민 인 경제

분야 외에서도 합리 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기에 이르러,가톨릭교회에서

수도원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양식에만 한정되었던 욕의 삶은 세속 생

활양식 반을 합리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이와 같

이 세속 쾌락과 정반 되는 욕 노동을 최고의 이상으로 내세우는

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는 일상생활을 이성 이고 합리 으로 조직하

고 통제하는 질서의 특성과 결부되면서 근 자본주의와의 내 친화성을

갖기에 이른다.베버는 욕 직업윤리를 가장 열 으로 받아들인 것

은 당시의 산계 이며,이들이 합리 인 근 자본주의 발 을 담당한

자들이라고 말한다.97)이러한 사고방식은 종교를 상부구조로 간주하며 경

제 인 하부구조에 작용할 수 없다고 본 마르크스주의 입장과는 치되

는 것이었다.

 마부 에는 탕자 모티 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녁식사 장면처럼

작품 곳곳에 종교 인 모티 들이 나타난다.이러한 종교 인 모티 들은

종교 인 에서 자본주의의 태동 과정을 설명한 베버와의 연 성을 보

여주는 동시에,바이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을 로테스탄티즘의 노

동윤리와 연 시켜 비 하고 있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이 작품에서 로테스탄티즘 특성은 특히 아들의 노동 장면에서 단

97)막스 베버(김덕 역):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도서출 길 2010,

167-2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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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열쇠 구멍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장면을

엿보기 에도 화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엿들을 기회를 갖는다.그때

그가 들은 말은 모두 소유나 노동 는 생산성 내지 유용성에 한 것들

뿐이다.98)아버지가 아들에게 본격 으로 노동을 지시하고 직 감독하는

장면에는 그러한 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아버지는 가족 방의 창문 밖으로 몸을 굽히고는 소리쳤다.그 에서 나는

‘일을 수행한다’와 ‘네게 보여 다’는 말을 알아들었다.그는 높이 쳐든 주

먹을 휘둘 고 아들은 자신의 무릎을 굽히고는 돌들을 하나하나 수 안

에 다시 가져다두기 시작했다.[…]그리고 아들은 빈 수 의 방향을 틀어

슈니 씨를 향해 난 흔 을 따라 수 를 되 었다,슈니 씨는 팔을 축 늘어

뜨린 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그에게 도달한 후에는 굽히고,들어 올리

고,모으고,싣는 동일한 작업을 계속했다.이 작업을 아버지는 멀리 창문

밖으로 몸을 구부리고 팔짱을 낀 채 창문의 빤지에 기 어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이 슈니 씨와 함께 돌 로 몸을 구부리고 돌들을 무더기 에

놓고 삽을 돌 더미에 찔러 넣어 수 에서 비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DerVaterbeugtesichausdem FensterdesZimmersderFamilieund

schrieWortevondenenichArbeitausführenunddirzeigenverstand;

erfuchteltemitderhochgehobenenFaustundderSohnließsichauf

dieKnieeniederundbegann,dieSteine,SteinnachStein,inden

Karrenzurückzulegen.[…]unddannwendetederSohndenleeren

KarrenundschobihnalleinindergezogenenSpurzuSchneezurück,

derihnmitherabhängendenArmenerwarteteund,nachdem derSohn

ihnerreichthatte,mitderselbenTätigkeitdesBückens,Hochhebens,

SammelnsundEinladensfortsetzte.DieserTätigkeitsahderVater,

weitausdemFenstergebeugt,mitverschränktenArmenaufdemBrett

desFenstersliegend,zu.Ersahzu,wiederSohnzusammenmit

SchneesichüberdieSteinebeugteunddieSteineaufeinenHaufen

98)(SKK 23):“아버지는 칼집에 집어넣었던 손을 꺼내 돌덩이들을 향해 뻗고 그것들을

만지작거린다.그리고 나는 그가 한 말 에서 ‘물론 가지고 있다’,‘어쩌면 일할지도

모른다’,‘그 어슬 거릴 뿐이다’,‘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그에게 즉시 물어볼 것이

다’같은 말들을 구별해낸다.DerVaterstrecktdieHanddieerindieSäbelscheide

gesteckthattenachdenSteinenausundbetastetdiese,undvonseinenWorten

unterscheideichhabennatürlich,vielleichtarbeiten,treibtsichnurherum,zunichts

nutze,werdihngleichf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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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teunddannmitderSchaufelindenSteinhaufenstießunddie

SchaufelindenKarrenleerte;(SKK33)

인용문에서 묘사된 가혹한 노동에 순순히 따르는 아들의 모습에서 엄격

한 아버지와 순종 인 아들 사이의 계 인 부자 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매일 욕 인 노동에 시달리는 아들이 자신의 성 욕망의 억압과

탐닉 사이에서 표류하는 화자의 다른 자아라는 을 상기한다면,이

부자 계에 한 해석은 사회 계와 구조에 한 비유로 확장될 수 있

을 것이다.카 카의 작품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듯,아버지는 특히 가부

장 인 상황의 모델로서 권 주의 이고 료 인 사회의 메타포로 기능

한다.아버지는 그 세계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회 권력의 일반 인

은유로 이해되는 것이다.그와 그의 아들이 이름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로 지칭되는 역시 이들이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보다는 시민사회 일반

을 가리킨다는 증거이다.이 게  마부 가 출 된 당시 독일사회가 후

사회 재건을 한 엄격한 분 기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아버지는 강인

함과 노동,합리성 같은 재건 인 독일 사회의 핵심 가치들의 담지자로

서 아들에게 부과하는 노동 업무를 통해 청교도 인 특성을 표출하는 것

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요컨 아들이 수행하는 고된 노동은 욕 노동이 신의 은총을 보장한

다며 노동을 신성화하고 의무화하는 로테스탄티즘 교리의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으며,이러한 교리는 그러한 노동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

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로테스탄티즘의 욕 노동윤

리는 아들의 개인 욕망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를 집밖으로 추방하는 원인이 된다. 후 독일사회를 짓

르는 욕 노동윤리는 아들이 집에서 추방되는 사회 원인이 되는 것

이다.

반 로,아들이 집을 떠나는 사건을 아들이 이러한 사회 억압에 항

하여 가출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화자와 아들이 도 갱어 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아들은 아버지와 가부장 인 사회의 모든 권

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화자의 내 욕망을 드러내기 해 의도 으로

설정된 인물로 볼 수 있다.자신의 욕망을 억 르는 아들과 달리 화자는

성 공상으로 시간을 보내며 욕 노동윤리에 항하는 모습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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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마부의 형상으로 귀환한 탕자는 지 까지 억 던 아들,아니

화자의 성 에 지를 폭발시키며 욕 이고 합리 인 노동세계를 복

시키려 함과 동시에 화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인물로 가시화되는 당 의 합리 이고 노동 심 사회분

기에 한 사회비 잠재력은 노동에 시달리는 아들을 도와주는 화자의

행동에서 미약하게나마 드러나고 있다.화자는 고된 노동을 소화해내려

애쓰는 아들과 정면으로 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떨어진 돌을 수

에 얹어주거나 수 를 함께 끌어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데 그친다.그러

나 이러한 행동은 비록 소극 이지만 화자가 단순히 외부의 찰자 역할

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참여자로서의 치에 올라서고

자하는 의지에 한 표명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아들을 돕는 화자의 행동

은 가부장 인 사회질서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 한 공감과 이해를 표명

할 뿐만 아니라,마부를 통한 실주의 상상 속에서 사회 기와

억압에 면 으로 맞서고 합리 인 노동세계를 복시키려는 의미를 획

득한다.

이처럼 바이스는 카 카의 탕자 모티 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다.그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탕자의 계를 가족사 인 차원을 넘어서

서,사회구조 이데올로기에 한 비 담론 속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창조 으로 수용하고 있다.

2.2.심리 에서 본 탕자 모티 :오이디푸스 콤

스의 변형과 아들의 귀환

바이스의  소실  에 등장하는,탕자 모티 를 재해석한 뒤러의 그림을

상기해보면,탕자의 종교 배경에 한 바이스의 심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히려 그는 부모 자식 간의 사회 혹은 계 인 계에 더

주목하고 있는 듯 보인다.이 장에서는 탕자 모티 를 토 로 소설인물들

의 가족 계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특히 앞장에서 다룬 도

갱어 모티 를 기반으로,화자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욕망의 흐름이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지에 을 맞추며 심리학 에서 탕자 모티

,특히 아들의 귀환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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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 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계 못지않게,아들과 어머니와의 계 역

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화자가 가정부에게 보이는 성 심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의식 으로 품는 성 욕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이다.이러한 해석은 어머니와 가정부 간의 긴 한 계에 의해 설득력을

얻는다.어머니는 화자가 열쇠구멍을 통해 아들이 학 당하는 장면을 목

격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부분 가정부와 함께 있다.첫 번째 녁식

사 후 농가에 있던 모두가 홀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 동안 어머니와

가정부는 육아와 바느질에 한 이야기를 나 며 유 를 형성한다.옷장

의 열쇠가 없어져 화자와 의사를 제외한 모두가 잠긴 문을 열고자 고군분

투하던 해 닝에서도,옷장 안에 갇힌 인물은 어머니와 가정부뿐이었다.

한 언어 차원에서 가정부를 의미하는 독일어 ‘Haushälterin’에는 넓은

의미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서의 어머니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앞

장에서도 언 한 바 있는데,이러한 어머니와 가정부의 계속되는 결합은

화자와 화자의 분신인 아들과 연결 지었을 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우선  마부 의 화자가 성 인 시선으로 가정부를 찰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자.

그리고 나는 계단에 다다랐다.내 방까지 가기 한 길이다.나는 부엌문

을 열고 난 뒤 다시 닫았다.나는 밟아서 닳은,회색 리놀륨 바닥 를 지

나갔다.그 바닥은 바닥 닦는 물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그 에

가정부가 무릎과 팔꿈치를 고 엎드려 있었다.그녀는 손에 걸 를 들고

있었으며 내가 그 을 지나가는 동안 말없이 내 쪽을 올려보았다.그 때

허리와 팔 부분이 흠뻑 젖은 그녀의 얇은 원피스가 그녀의 신체의 움푹 들

어간 부분 로 착 달라붙어버렸다.

DannerreichteichdieTreppeunddiesistderWegdenichbiszu

meinerKammerzurücklegte;ichöffnetedieKüchentürundschloßsie

hintermir,ichgingüberdenabgetretenen,grauenLinoleumbodender

Küche,der vom Scheuerwasser feucht war und auf dem die

HaushälterinaufdenKnieenunddenEllbogenlag,denScheuerlappen

in der Hand, stumm während meines Vorübergehens zu mir

hinaufblickend,wobeisich dasdünne,an den Lenden und Armen

durchnäßteKleidprallüberdieschwerenBuchtungenihresKörpers

spannte.(SKK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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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서 걸 질하는 가정부의 모습을 찰하는 화자의 은 한 시선에는

확실히 성 인 환상이 깃들어 있다.그런데 가정부가 취한 이 특정한 자

세와 어머니로도 치될 수 있는 그녀의 특성은 로이트의 환자 던 늑

인간99)이 어머니- 리로서 성 상으로 선택한 여인들이 공통 으로

취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루샤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그녀의 곁에는 양동이와 잔 나뭇가

지를 뭉쳐서 만든 짧은 비가 있었다.[…]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

자의 이름을 결코 말하려 하지 않았다.[…]결국은 그 이름이 나왔는데,

그것은 마트로나 Matrona 다.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어머니

Muttter>같은 느낌이 들었다.[…]그녀가 마루를 닦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방에서 오 을 다.[…]엉덩이를 내 고 등은 평평하게 해서 엎

드려 마루를 닦고 있는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는 성교하는 장면에서 그의

어머니가 취했던 자세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그녀는 그에게 어머니가 된

것이다.그는 이 장면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 으로 흥분에 사로잡혔다.그

리고 그의 아버지같이(아버지의 행동을 그는 오 을 는 것으로 생각할

99) 로이트는 세르게이 SergeiPankejeff라는 러시아 청년을 1910년부터 1914

년까지 치료한 후에 1918년에 그 남자를 ‘늑 인간’이라는 별칭으로 하여 사례보고서

를 발표하 다. 로이트는 노이로제에 시달려온 그가 네다섯 살 무렵부터 여덟 살 무

렵까지 동물공포증과 강박증에 걸려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그리고 그 원인을

추 하던 에 환자에게서 자유연상을 통해 어린 시 에 자신의 방 창문 머에 있는

나무에 올라 앉아 자신을 주시하는 수 마리의 늑 들이 등장하는 꿈을 꾼 이야기를 듣

게 된다. 로이트는 세르게이의 이 꿈에 나타난 늑 공포가 이후에 나타난 그의 동

물공포증 강박증과 연 이 있다고 간주하고,환자가 늑 꿈을 꾸게 된 원인이 된

외 자극으로서 다음 사실을 주목했다.1.환자가 어린 시 목장에서 경험한 양떼 체

험,2.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늑 이야기(양복장이가 늑 의 꼬리를 자르겠다고 했

다는 이야기),3.동화책을 통해 했던 ｢빨간 모자｣와 ｢늑 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에서의 늑 이야기.그러나 여기서 로이트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한 살 반 때 환자

가 목격했으나 내면의 무의식에 묻 있다고 추정되는 부모의 성행 장면에 한 기억

을 주목한다.그는 늑 인간이 이 부모의 성행 라는 ‘원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

이 증상 측면에서 가장 근본 인 원인으로 기능하고 동화와 설화 등이 매개 역할을 해

서 늑 꿈 내러티 로 발 다고 보았다.이에 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원 장

면 Urszene’에서 비롯된 결과는 서서 성행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충격→서

있는 늑 그림에 한 공포→꿈에서 받은 늑 공포→ 실에서의 늑 (동물)공포로

이어진다. 한 하얀 내의를 입은 부모의 모습은 하얀 늑 로,부모의 격렬한 성행

동작은 움직임 없는 늑 들의 모습으로,부모의 성행 를 놀라서 주시하는 내담자의

모습은 자신을 주시하는 늑 들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표 되었고,이러한 꿈의 충격이

곧 동물 공포증으로 발 되었다고 분석한다.지그문트 로이트(김명희 역):늑 인간.

열린 책들 2013,199-2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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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그는 그녀에게 남성 으로 행동했다.100)

어린 시 부터 신경증에 시달렸던 늑 인간은 성인이 된 후 그의 성생활

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 인 상을 보인다.그것은 환자가 성 인 매력을

느끼는 상인 여자들이 인용문과 같이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내민 자세

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트는 늑 인간이 시달리는 신경증의 출

발 을 밝히는 과정에서 아들이 어머니에 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의

한 로,늑 인간이 어린아이로서 목격했던 부모의 최 의 성 계에

한 꿈을 주목했다.그 원 장면 Urszene에서 어머니가 최 성교 장

면에서 취했다고 생각되었던 자세가 늑 인간의 신경증에 향을 끼쳤다

고 추측한 것이다.그러나 이내 로이트는 늑 인간이 부모의 성 계를

목격했는지의 여부는 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오히려 그는 그 원

장면이 무릎 꿇고 걸 질 하던 하녀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한다.즉 로이트는 늑 인간의 부모님이 보여 성 계를 청소하던 하

녀의 상으로 치환한 것이다.이러한 치환은 놀이를 하다가 엉덩이를 보여

늑 인간의 나,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내 며 걸 질을 하던 하녀

그루샤,이름이 어머니 Mutter라는 단어와 음성 으로 유사하고 빨래하는

자세가 걸 질하는 그루샤의 모습과 유사했던 마트로나 Matrona,그루샤

와 유사한 자세를 취해 그의 사랑을 불러일으킨 하녀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기 보는 소녀,시골 여자 그리고 성장한 후의 하녀에 해 늑 인

간이 느낀 사랑에서 알 수 있듯이,그에게 향을 끼친 요한 여인들은

그의 논의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이미지이다.어린아이 던 늑 인간은 처음에는 유모를 통해서,그리고 가

정교사와 하녀를 통해서 무수히 많으면서도 서로 다른 어머니들을 경험한

다.그리고 그들을 욕망하는 어린아이의 욕망은 무의식의 세계 속으로 침

한다.이 게 상이한 여성들로부터 어머니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최 의

어머니의 이미지라는 단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의 의도 로 재창조

하려는 늑 인간의 의도는,사라진 최 의 어머니에 한 욕망을 실 하

는 행 로서 주체의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로이트의 에 의거하여  마부 의 화자와 아들을 바라본다

100) 로이트:늑 인간,303-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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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자와 아들은 서로의 욕망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화자와 아

들,가정부와 어머니는 궁극 으로 서로 동일한 인물로 도 갱어 을 형

성하면서 화자의 무의식에서 흘러나온 분신으로서 은 한 소망을 내비치

는 것이다.마차를 타고 아들 신 돌아와 가정부와 성 계를 맺는 마부

는 아들이기도 한 화자가 하고 싶은 일을 신 해 사람으로,자아의 분

신과 다름없다.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자신의 욕망을 노출 하는 것은

기시되었기 때문에 이 욕망을 실 하기 해서는 은폐가 필요하다.이러

한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장치가 마부 같은 기묘한 등장인물들인 것이다.

앞서  시골의사 의 를 통해 주인공과 주변세계 사이의 동조성에 한

가정을 카 카 소설의 한 특징으로 지 한 바 있다.이러한 가정은 카

카의 작품 뿐 아니라 그의 향을 받은 바이스의  마부 같은 작품을 해

석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즉 주인공의

주변 세계를 단순한 외 실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의 확장이자 반

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가정부와 유 를 쌓는 모습 외에도 시종일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어머

니의 모습도 여겨 볼만하다.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나 버거운

노동을 수행할 때,결국엔 추방당할 때조차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던 어머니의 모습은 일반 으로 기 되는 어머니의

모습과 동떨어져있다.이 게 아들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이 반복 으로 비춰지는 것은 유아기의 어머니에 한 리비도

원망이 여 히 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아들은 로이트 에서 최 의 ‘연애 상’이었던 어머니로

부터 충분한 사랑과 심을 받을 수 없었다. 한 지속되는 아버지의 폭

력 부각되는 불행한 상황들은 아들로 하여 아버지에 한 미움과 증

오,어머니에 한 원망,혹은 역설 으로 사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이처럼 아들이 가진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의 경험과 비정상

인 부모의 계에서 비롯된 정신 외상은 로이트의 맥락에서 오이디

푸스 콤 스를 고착화 시킨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이디푸스 콤 스에 시달리는 화자의 억압된 욕망은

아들과 같은 다른 인물의 모습으로 장된 채 텍스트에 등장한다.공상을

제외하고 화자가 하는 유일한 행 인, 찰을 통한 즉물 인 쓰기는 이

러한 욕망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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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얽힌 사건들 속에 감추어놓는다. 기시된 욕망이 그 본질을 알아

차릴 수 없는 형태로 표 되고 충족되고자 한다는 은 로이트가 말

한,꿈의 작업에 의해 장된 채 이루어지는 소망의 충족 과정과 유사하

다.화자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기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은 윤리나 사

회 규범 등에 한 의식의 검열로 인해 그 내용을 알아차릴 수 없

는 찰 이야기로 장되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아들은 그의 근친상간

욕망을 억압하고 하는 아버지와 경쟁자가 되지만,결국 아버지는 아

들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확인시키며 그를 추방하는 것이다.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으려면 고향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이는 도덕 으로 용인될 수 없는 욕망을 억압하기 한 불가피한

조치다.그러나 이 억압된 욕망은 이 소설에서 아들이 타고 떠나간 마차

를 기다리던 아버지 앞에 무의식 욕망을 변하는 마부를 불러들임으로

써 귀환한다.그리고 화자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마부를 마주하면서 의식

의 표면 아래 존재하는 무의식 인 환상과 소망의 심리 실재를 깨닫고

극도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사흘간 계속해온 찰기록이 번번이 실

패하는 모습은 그러한 심리의 반증이다.

이처럼 바이스는  마부 에서 탕자 모티 를 아들의 추방과 귀환이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나 어 다루고 있다.여기서 추방은 아버지로 변되는,

욕 이고 합리 인 노동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의한 개인의 억압

과 배제를 의미한다.그러나 추방된 아들은 결코 바깥세상에서 떠돌며 이

방인으로 남아 있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하지만 돌아온

아들은 이 과 다른 모습의 마부의 형상을 하고 있다.아들의 도

갱어인 마부는 어머니의 도 갱어인 가정부와 계를 맺음으로써 아버지

의 질서에 도 하고 그것을 뒤흔들어놓는다.아직까지 마르크스주의 인

을 알지 못했던 바이스는 실주의 인 입장에서 무의식과 성의 해

방이 지닌 사회비 이고 복 인 기능에 주목하며 사회 억압을 개인

,심리 해방으로 응수한다.이로써 탕자의 귀환은 억압 인 사회질서

에 재통합되며 다시 순응하는 주체를 낳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기존

의 질서 속에 변장하고 몰래 침투하여 그 근간을 뒤흔드는 반항 이고 해

체 인 주체를 생산한다. 욕 인간에서 유희 인간으로의 이러한 변

신이야말로  마부 에서의 탕자 모티 가 지닌 진정한 의미이다.그러나

여기서 유희 인간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성 유희와 쾌락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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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3.기호 에서 본 탕자 모티 :기표의 유희와

아들의 빈자리

앞에서 탕자 모티 를 구성하는 사건인 탕자의 추방( 는 가출)과 귀환

이 마부의 존재와 련하여 사회 과 심리 에서 해석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탕자의 귀환 내지 마부의 등장을 무의식의 해방

과 그것이 지닌 복 의미로 국한시켜 해석하는 것은 바이스의 실

주의 을 재확인하며 그에 한 기존 논의들을 답습할 험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스가 실주의의 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한 경향이

특히 기 작품들에 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부 에는 마부가

단순히 아들과 등치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먼  마부 에서 탕자 모티 는 열린 구조를 취

하고 있다.집을 나간 아들과 마부가 동일인물이라는 명확한 단서는 사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텍스트는 아들의 향후 운명에 해서 침묵하

고 있으며,독자는 오로지 도 갱어 모티 에 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아들이 마부로 귀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마부를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없

다는 것은 슈니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암시된다.작 등장인물들이 아버

지,어머니,아들,의사,마부,가정부,머슴, ,재단사처럼 모두가 그들

의 직업이나 사회 인 치로 명명되는 데 반해,유일하게 슈니(Herr

Schnee)만이 이름으로 불린다.그는 거의 언제나 자기 나름의 기 에 따

라 돌을 구분하고 운반하여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101)이러한 슈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는 ‘운반자’나 ‘수집가’로 불림

101)(SKK 12):“여기 기에 돌이 놓여있다.제법 큰 돌들과 좀 작은 돌들이.그 많은

것은 흔들흔들하는 자갈이다. 다른 많은 돌들은 흰 빛을 띤 둥근 돌들이거나 바닥

에서 돌출된 모서리를 가진 돌들이다. 한 작은 피라미드로 쌓여있는 돌들도 많다.

지어 나란히 놓여 있거나 형태와 둘 에 따라 분류된 돌들 역시 많이 있다.돌 더미

에는 쇠막 기와 삽이 땅에 꽂 있다.[…]그 돌들도 슈니 씨의 손을 거쳐 갔으며

그의 손가락에 의해 만져지고 돌려지고 뒤집혔다.그는 지 그의 방 창문 뒤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쌓아둔 돌들이 햇볕에 건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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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땅할 것이다.102)그런데 그가 작품에서 갖는 특수한 지 는 그가 이

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의 이름과 행동 간의 모순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그는 돌이나 이빨 같은 단단한 물질만을 취 하지만,

정작 그의 이름은 그것과 모순되는 녹아내릴 수 있는 ‘’이다.아버지가

감시하는 가운데 슈니 씨가 아들에게 돌 쌓기와 운반을 지시하는 장면에

서,아들은 제 로 수 를 다루지 못하며 돌 운반 작업은 번번이 실패에

그친다.여기서 슈니 씨가 자신의 이름이 지닌 아이러니한 특성을 자신의

역할을 매개로 은연 에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는 틀림없이

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다.”103)

돌에 체계를 부여하여 배열하는 행 의 무의미성과 비생산성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슈니라는 이름은 시골의사가 카오스의 상태에서 맞닥뜨린 보

라와 흡사한 이 있다.104)주지하다시피 카 카의 작품에서도 합리성을

담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종종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그러나 의사는 제

로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와 같은 침 에 눕는 신세로 락하며,측량사도

그는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양의 돌들을 땅에서 내어 연구하 다.사용할 수 없다고

간주한 수많은 돌들은 손수 에 담아 목재창고 뒤에 있는 돌무더기로 실어 날랐다.연

구하고자 하는 다른 돌들은 자신의 방으로 갖고 올라가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책장에

보 하 다.[…]hierund da liegen Steine,größere und kleinere,manche als

lockeresGeröll,manchemiteinerweisslichenRundungoderKanteausdem Boden

ragend, manche zu kleinen Pyramiden gehäuft, manche reihenweise

aneinandergelegt,nachForm undUmfanggeordnet;nebeneinem derHaufensteckt

einBrecheisenundeineSchaufelinderErde.[…]AuchdieSteinesinddurch

SchneesHändegegangen,siesind von seinen Fingern abgetastet,gedrehtund

gewendetworden;esistanzunehmen,dasserjetzthinterdem Fensterseines

Zimmersstehtundaufdem Hofhinabblickt,in Erwartung,dassdieSonnedie

aufgeschichtetenSteinetrocknenmöge.GroßeMengenvonSteinenhaterschonim

LaufederZeitausderErdegegrabenunduntersucht,zahlreicheSteinedieerals

unanwendbarbetrachtete,hatermiteinem Schubkarrenzueinem Haufenhinter

dem Holzschuppengefahren,andereSteine,denenerseinStudium widmet,hater

in sein Zimmerhinaufgetragen wo ersiein Regalen,dieringsum dieWände

ausfüllen,verwahrt.”

102)Vgl.Adam Soboczynski:VonSchattenoderSchwarzaufWeiss.Überlegungenzu

“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vonPeterWeiss,S.74.

103)Ebd.:“ermüßteschmelzen.”

104)(LD206):“가죽 끈들을 느슨하게 잡아당기며,말을 다른 말에 거의 매지 못한 채로,

마차는 이리 리 방황하고,털외투는 속에서 이리 리 펄럭 다.“이랴!”내가 말했

으나 이랴!한 로 가지 않았다.늙은이들처럼 천천히 우리는 황량한 속으로 나아

갔다.DieRiemenloseschleifend,einPferdkaum mitdem andernverbunden,der

Wagenirrendhinterher,derPelzalsletzterim Schnee.“Munter!”sagteich,aber

munterging’snicht;langsam wiealteMännerzogenwirdurchdieSchneewü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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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업무를 제 로 시작조차 못한 채 마을을 배회한다.합리성을 요구하

는 직업을 지닌 소설 인물들은 기 와 달리 이성의 힘으로 질서를 구축하

기보다는 정반 로 카오스의 지배를 받으며 혼란에 빠진다.마찬가지로

시골의사도 비 세 인 마부와 말들,기이한 태도의 환자를 면하면서,

일상 인 질서에 충실하며 이성 으로 억 던 내면의 충동과 마주한다.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그의 앞에 휘몰아치는 보라는 일상

질서의 붕괴,혼란스러움과 카오스의 상징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바이

스의 소설에 등장하는 슈니 씨의 이름이 가리키는 은 카 카의 소설주

인공인 시골의사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라에 다름 아닌 것이다.돌을 구

분하는 슈니 씨의 작업은 결국 그의 이름처럼 녹아 사라질 덧없는 작업이

다.마부라는 존재를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로 규명하려는 시도 한 돌에

체계를 부여하고 질서를 추구하는 행 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그러므로 슈니의 이름과 행동 사이의 모순은 마부에 한 해석 시도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임을 간 으로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 비어 있는 한 자리의 주인이 구일지에 한 해석

은 기호 차원에서 작품의 해석가능성을 보여 과 동시에,마찬가지로

궁극 인 기의의 발견이 어려울 것임을 지시 제시하고 있다.

탁자의 다른 좁은 편 자리에는 머리에 모자를 쓴 머슴이 앉아 있다.그의

왼편인 탁자의 다른 긴 부분에는 재 사가 앉아 있다.그는 실밥이 다 해

져 기운 정장을 입었는데, 처럼 알록달록한 모습이다.그리고 이 만남

을 해 모인 지 그는 철 히 계산된 동작을 하고 있다.그 동작들은 끊

임없이 과장되어 큰 아치나 장식 아라베스크 문양을 그려내고 한

도 있게 팔을 휘두르는 모양을 하고 있다.재 사의 왼편에는 내가 앉아

있다.내 왼쪽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그 자리는 비어있으며 군가 새

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머슴의 손은 거름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

고,떨고 있는 재 사의 손은 무 말라 양피지 같았으며,내 손,내 손,그

리고 어떤 손을 기다리는 빈 공간에는 아무 손도 없다.

AnderanderenSchmalseitedesTischessitztderHausknecht,die

Mützeaufdem Kopf;ihm zurLinkenanderanderenLängsseitedes

Tisches sitzt der Schneider, in seinem fadenscheinigen,

zusammengeflichktenAnzug,scheckigwieeinHarlekin,undjetzt,d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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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zudieserBegegnung gesammelthat,mitBewegungendieso

durchdachtsind,dasssieständigübersichselbsthinaussteigen,große

Bogen,verschnörkelteArabeskenundfuchtelndeWinkelbeschreibend.

Linksnebendem Schneidersitzteich.ZumeinerLinkensitztniemand;

derPlatzistleerundwartetaufeinenneuenGast.[…]dieHanddes

HausknechtsfleckigvonDungundLehm,dieHanddesSchneiders

zitternd,dürr,pergamenten,meineeigeneHand,meineeigeneHand,

unddannkeineHand,ineinem leerenRaum deraufeineHandwartet.

(SKK18f.)

내 왼편 빈자리에서 마부가 식사를 할 때,나는 그에게 한 번 더 물었다.

[…]그러자 그는 감자와 콩이 높게 쌓인 숟가락에서 을 떼지 않고 답

했다.착각에 불과하네.

BeiderMahlzeitdiederKutscheraufdem freienPlatzzumeiner

Linkeneinnahm,fragteichihnnocheinmal[…]woraufer,ohnevon

seinem hochmitKartoffelnundBohnenbeladenenLöffelaufzublicken,

antwortete,nureineTäuschung.(SKK53)

화자가 식사 장면에서 자신 의 빈자리를 의식하고 가 이 자리를 채

울 것인가에 해 반복해서 질문하는 모습은 그 빈자리의 요성을 간

으로 드러내고 있다.마지막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마부로 밝

진다.그런데 마부가 바이스의 이 소설에서 갖는 함의는 다양하다.우선

마부는 바이스에게 기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의 다

른 작품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인물유형이다.가령 바이스는 자 소설

 부모와의 이별 에서 어린 시 마차 여행 에 자신의 맞은편에 앉았던

인 인상을 한 남자를 회고한다.검은색의 챙이 넓은 모자를 쓰

고 있고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이 남자의 외양묘사

는  마부 에서 묘사되는 마부의 외형과 매우 흡사하다.무엇보다 흥미로

운 은 바이스가 그 남자로 인해 아버지가 나타날 것 같은 감정에 휩싸

다고 고백한 것이다.그런가하면  세 행인의 화 DasGesprächder

dreiGehenden 에서는 결혼식 날 목도한 끔 한 마차사고의 정경이 묘사

된다.105)이로부터 인 마부의 모습이나 마차사고가 어린 바이스에

105)Vgl.Ivanovic:DieSprachederBilder,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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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마부 모티

의 반복 인 등장은 바이스를 사로잡고 있던 악몽 같은 기억들,무의식

에 지배받는 아버지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권 이고 억압 인 실

제 아버지가 마부의 형상으로 투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감시와 명령, 지와 처벌의 특성을 갖는 아버지상은 나치정

권에 한 비유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다.바이스는 ｢독일로부터

해온 일곱 개의 탐방기사 MitsiebenReportagenausDeutschland｣나  

패배자들 DieBesiegten 에서 복종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특성이 나치정권

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특히 ｢독일로부터 해온 일곱 개의 탐방기

사｣를 쓰기 해 2차 으로 폐허가 된 독일 땅을 방문한 바이스는 나

치에 한 복종이 훨씬 이 부터 존재했던 가부장 권 에 한 독일인

의 맹목 순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를 아버지에 한 신경증과

연결시켰다.106) 마부 에서 감시와 억압의 표상인 아버지는 가부장 권

를 내세우며 아들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강박 인 질서를 수행

하는 슈니 군인인 와 함께 아들의 처벌을 공모한다.이때 마부는

더 이상 아들의 억압된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나아가 나치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특히 인 마부의 인상과 그의 반들거

리는 ‘갈색’장화와 가죽외투는107)아 트가 나치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과

일치하고 있다.108)

이와 같은 마부에 한 다양한 해석은 마부가 결코 단일하거나 확실한

106)“복종은 최고의 미덕이다.수 세 부터 독일인들이 발 시켜온 아버지에 한 신

경증은 그들을 정신 으로 의존하고 어리석게 속되도록 만들었다.이러한 아버지에

한 신경증은 아버지,선생,군사 훈련 같은 권력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Gehorsam istdiehöchsteTugend.DieseVaterneurose,dieseitGenerationenbeiden

DeutschengepflegtwirdunddiesiezugedanklicherUnselbständigkeitundstupider

Untergebenheitführte,wurdevondenMachtfaktorendesVaters,desLehrersund

desmilitärischenDrillsbestimmt.”Weiss:MitsiebenReportagenausDeutschland

fürStockholmsTidningen.In:ders.:WerkeinsechsBänden.Bd.1.Frankfurta.M.

1991,S.132.

107)(SKK 51):“그는 펑퍼짐한 가죽 외투를 입고 있었고.머리에는 테두리가 넓은 펠트

모자를 썼다.모자의 끈에는 알록달록한 몇몇 자고새의 깃털이 꽂 있었다.갈색 가죽

으로 만든 반들거리는 장화를 신은 그의 다리는 걸으면서 무릎이 굽 질 때 흔들거렸

다.Erwarineinenweiten,ledernenMantelgekleidetundaufdem Kopftruger

einen breitrandigen Filzhut,in dessen Band ein paarscheckige Rebhuhnfedern

steckten.SeineBeine,inblankenStiefelnausbraunem Leder,wiegtensichbeim

GehenindenKniekehlen.”

108)Vgl.Ivanovic:DieSprachederBilder,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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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 다층 의미를 내포한 존재임을 말해 다.

한 마부에 한 여러 해석은 마부가 떠나간 이후에야 그와의 일들을 힘겹

게 기록하는 화자의 반응에도 상이한 의미를 부여한다.만일 마부를 화자

와 아들의 내 충동과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한다면,그는 일종의

분출구 역할을 하면서 화자에게 억압 으로 느껴지는 부모와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렬한 해방감을 선사한다.이와 반 로 마부를 아버지나 나치

의 상징으로 간주한다면,그는 권 주의 인 질서를 타 하고 모두를 구

원해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 질서와 폭력을 반복하고 강화시키

는 인물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마부가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음으로써 아들이 과연 자신의 무의

식 욕망을 반 하는 마부로 변신하여 귀환하 는가에 한 단은 유보

되며,탕자는 실종과 귀환 사이,즉 부재와 사이에 치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 제목처럼 마부는 원래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로 남게

된다.

이러한 빈자리와 열린 구조,마부의 의미 불확정성은 데리다가 말한 무

한한 연쇄로서의 기표의 유희와 맞닿아있다.데리다는 카 카의 시골남자

의 우화를 기호학 근을 통해 어떤 단일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이

야기로 해석한 바 있다.이 우화의 심 내용은 어느 시골남자가 법 앞에

서 오랫동안 들어서기를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것이다.데리다는 한없이

법의 문 안으로의 입장을 기다려야 하는 시골남자의 운명과 끊임없이 이

어지는 문들로 구성된 법의 구조에서 의미의 유 내지 궁극 기의의 부

재를 읽어낸다.그는 시골남자가 들어가고자 했던 법을 근 불가능하며

궁극 으로 부재하는 것으로 읽는 동시에 이러한 법의 속성을 텍스트의

속성과 연결시킨다.텍스트에서 자명한 것처럼 제되는 것들,즉 통일성

을 보장하는 의미는 사실 가변성을 지니며 불안정한 합의에 지나지 않음

을 환기시키는 것이다.이때 텍스트의 기의는 고정성을 갖기보다 이동하

는 ‘흔 ’으로만 존재하게 된다.이것을 데리다는 무한하게 계속되는 차연

으로 해석하 다.그리고 끊임없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의미의

움직임이 확정된 의미체계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미지평을 가

능한 폭넓게 드러낸다고 주장한다.109)

109)Vgl.JacquesDerrida:Préjugés.Vordem Gesetz.In:ClaudiaLiebrand(Hrsg.):

FranzKafka.NeueWegederForschung.Darmstadt2006,S.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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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가 카 카의 시골남자 우화를 통해 제시한 법이라는 기표의 연쇄

에서 드러나는 기의의 빈자리는 마부의 존재에 한 논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바이스의 소설에서 마부가 어떤 존재인지에 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그는 특정한 의미지시를 회피하면서 어렴풋한 윤곽으

로만 드러나고 있다.마부로 표되는 기표와 기의의 불완 하고 가변

인 계는 특히 그의 그림자 형상을 통해서 강조된다.

[…]우리가 에서의 사교 모임을 떠나 우리 방으로 들어간 후,나는 커

피 잔을 주방으로 가져가 설거지 에 세워놓은 가정부를 따라 주방으로

갔고,그녀와 함께 창문 바깥으로 몸을 기 고 밤공기를 들이마시면서,부

엌 창문을 통해 마당 로 떨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거기에 머물 다.그림

자는 내가 계산한 것처럼 주방 한가운데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램 의 빛

에서 나온 것인데,그림자의 치를 고려하면 램 는 아마도 가정부가 닦

으려고 생각한 바닥을 밝히기 해 가슴 높이까지 잡아당겨 놓은 것 같았

다.그리고 나는 창턱의 그림자를 넘어 주 자의 그림자가 돌출된 것을 바

라보았다.그리고 에,가정부가 녁식사 시간에 앉곤 했던 그 자리에서

가정부의 그림자가 팔을 뻗고 탁자 로 몸을 숙인 채 커피주 자의 그림

자를 움켜쥐었다.이제 주방의 심연으로부터 마부의 그림자가 낮게 걸어

나와 창문턱의 그림자와 동일한 높이에 있던 식탁 모서리의 그림자 로

우뚝 솟았고, 커지며 가정부의 그림자 에 웠다.[…]마부의 육체

의 그림자 덩어리가 다가가 그녀와 녹아들어 하나가 되었다.형체를 식별

할 수 없게 한데 뭉쳐 빽빽한 구조가 된 몸의 그림자로부터,가정부가 높

이 치켜든,커피주 자를 들고 있던 손의 그림자만이 튀어나와 있었다.커

피 주 자의 그림자는 이리 리 흔들렸고,육체의 그림자 한 이리 리

흔들렸다.[…]무릎을 굽힌 채 등을 고 탁자 에 워 있는 가정부의 다

리 그림자는 앞으로 기어들어가는 마부의 그림자 로 솟아있었고,무릎

을 고 엎드린 마부의 그림자는 가정부의 배 그림자 로 올라갔다.[…]

잠시 후 마부의 그림자는 가정부의 그림자에서 일어섰고 가정부의 그림자

한 마찬가지 다.그리고 나는 그림자의 다음 움직임을 보았다.마부와

가정부 모두 탁자를 떠나 주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거기서 그들이 내

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그들이 탁자에서 일어난 지 얼

마 안 되어 나는 주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nachdem wirunsvonderGeselligkeitinderDieleinunsere

Zimmerbegebenhatten,derHaushälterin,diedieKaffeebecheri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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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üchetrugundinsAbwaschbeckenstellte,indieKüchefolgteund

dortmitihr,wasich,michausdem FensterlehnendunddieNachtluft

einsaugend,andendurchdasKüchenfensteraufdenHoffallenden

Schattensah,blieb.DieSchattenwurden,wieichberechnete,vonder

LichtquellederinderMittederKüchebefindlichenherabziehbaren

Lampegeworfen,undinAnbetrachtderLagederSchattenmusstedie

Lampe,wahrscheinlich zur Erhellung des Fussbodens, den die

Haushälterin zu putzen gedachte, ungefähr bis zur Brusthöhe

herabgezogenwordensein;sosahichdeutlichüberdenSchatendes

Fensterbrettes den Schatten der Kaffeekanne hervorragen, und

seitwärts,etwa vom Platzausan dem dieHaushälterin beiden

Mahlzeitenzusitzenpflegt,beugtesichderSchattenderHaushälterin

mitvorgestrecktem Arm überdenTischundergriffdenSchattender

Kaffeekanne.NunlegtesichderSchattendesKutschers,niedrigaus

der Tiefe der Küche hervortretend,und über den Schatten der

Tischkante,deringleicherHöhemitdem SchattendesFensterbrettes

lag,hinauswachsend,nebendenSchattenderHaushälterin;[…]worauf

sichdieSchattenmassedesKörpersdesKutschersnäherteundmitihr

zusammenschmolz.Aus dem unförmig zusammengeballten,dichten

GefügederKörperschattenragtenurderSchattenderhochgehobenen

HandderHaushälterin,indersiedieKaffeekannetrug,hervor.Der

SchattenderKaffekanneschaukeltehinundher,auchderSchattender

Körperschwankte hin und her,[…]die Schatten derBeine der

rückwärtsüberdemTischliegendenHaushälterinragtenmitgebeugten

Knieenüberdem vorkriechendenSchattendesKutschersauf,undder

SchattendesaufdenKnieenliegendenKutschershobsichüberden

SchattendesBauchesderHaushälterin.[…]NacheinerWeilerichtete

sichderSchattendesKutschersvom SchattenderHaushälterinauf,

undauchderSchattenderHaushälterinrichtetesichauf,undanden

weiterenBewegungenderSchattensahich,dasssowohlderKutscher

wieauchdieHaushälterindenTischverliessenundsichindieTiefe

derKüchehineinbegaben,womirihrVorhabenverborgenblieb.Kurze

Zeitnachdem sievom Tischaufgestandenwarenhörteichwiede

Küchentürgeöffnetwurde,[…](SKK53-55)



71

마부가 무엇을 표상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은 결말부의 그림자극을 통해

서도 입증된다.화자는 부엌에서 마부와 가정부가 성행 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이러한 지각은 그들의 그림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뿐이다.여기서

그림자의 특성이 모호함이라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 장면은 그림

자의 움직임 외에 마부나 가정부에 한 직 인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다.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해서는 그 형상이 구체 이

고도 실재 으로 묘사되지만,화자의 시야를 벗어나 있는 사건의 형상은

묘사되지 않거나 추측과 상상으로 처리되어 오직 그림자의 형상으로만 등

장한다.그리고 이러한 기표로서의 그림자 뒤에 정확히 어떤 기의가 숨겨

져 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둥그런 그림자가 사실은 사과

일 수도,공일 수도 있는 것처럼,그림자는 실체도 악할 수 없고 그 형

상도 자유자재로 변하며 실재 상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마부와 가정부

의 성 계 장면은 그림자의 유희 장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지만,그

러한 자세한 부분까지 과연 화자가 그림자를 통해서 정말 인식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그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묘사는 오히려 그것이 지시하는

것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그리고 이러한 그림자

의 모호성에 기 어,마부 역시 많은 다양한,심지어 모순되는 기의를 지

시할 수 있게 된다.즉 그림자로 상징되는 마부는 마부의 실체에 해서

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단지 마부의 그림자만을 남겨 놓으며 무수한

해석을 낳고 최종 기의를 유 한다.어떤 고정된 의미에 편입되지 않고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 머무르면서,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이다.따라서 이 소설 속의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마부의 실체를 규

명하려는 노력은 데리다의 에서 보면 도달할 수 없는 시시포스의 작

업에 불과하며,그 게 포착한 의미 역시 마부의 말처럼 ‘착각’에 불과한

것이 된다.이러한 의미의 비동일성을 통해 마부는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유 시키고 ‘빈자리’와 ‘그림자’로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텍스트에 한 다

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마부 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탕자 모티 는 무엇보다 탕

자를 통해 나타나는 고향상실의 이미지에 의해 ‘사이’개념과 연결된다.

카 카의 단편소설 ｢귀향｣의 서술자는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

향을 낯설게 여기고, 실종자 의 주인공 카를도 고향에서 쫓겨나 떠도는

이방인의 신세로 락한다.이들의 고향상실은 정체성의 부재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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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고향은 ‘나’에게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며 나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즉 그것은 고향에 속한 나와 그 지 못한 이방인

을 구분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이러

한 공간에서 추방되어 타지를 떠돌거나 아니면 정작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카 카의 탕자들은 스스로에게 낯설어져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부

유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 다.이와 같은 주인공들의 방랑하는 특성

은 텍스트 내에서 고착화 되지 않는 기의의 성질과 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카 카의 소설에서 쫓겨나거나 돌아온 탕자의

재 치가 상 으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바이스의 소설에서

는 탕자의 행 이 묘연한 채로 남아 귀환과 실종 어느 것으로도 규정

될 수 없게 됨으로써 소설의 내용이나 형식 모두에서 사이의 측면이 강조

된다.마차를 타고 집을 떠난 아들이 부재와 사이에 치하게 되면

서 마차를 타고 돌아온 마부의 정체성도 불확실해지는 것이다.이처럼  

마부 에서는 탕자 모티 를 매개로 하여 기표와 기의의 확고한 결합을 의

문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계를 무 뜨리는 ‘사이’에 한 강조는 카 카의 소설에서

도 나타나고 있지만,탕자의 귀환여부를 모호하게 만드는 바이스의 소설

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바이스의 작품에 한 연구에서는 바이스가 실주의의 향을

받은 을 고려하여,무의식을 보다 본질 인 세계로 간주하고 그것을 최

종기의로 환원하는 해석이 주를 이루곤 하 다.그러나 기표의 유희와 의

미의 유 를 보여주는  마부 의 탕자 모티 는 텍스트를 하나의 의미로

고착시키지 않고 새롭게 사유할 수 있도록 하며 텍스트의 다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와 같이 탕자 모티 는 의미의 과 부재 ‘사이’에서

부유하며 그 사잇공간을 강조하고 바이스의 창조 인 카 카 수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실주의자로 각인된 기 페터 바이스에 한 해석을 수

정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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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사이’의 미학과 의미의 불확정성

1.보기: 보로망과의 비교

1.1.틈 사이로 보기와 편화된 세계

지 까지 내용 차원에서 카 카의 소설과 바이스의  마부 의 향 계

를 살펴보고 특히 도 갱어와 탕자 모티 를 통해 바이스의 소설에 나타

난 ‘사이’의 의미를 악하 다면,이번 장에서는 보기와 말하기, 쓰기

방식 같은 형식 차원에서 바이스의 ‘사이의 미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보기’와 련된 사이의 미학에 한 고찰은 시 에 한 논의를 통

해 이루어질 것이다. 통 인 시 이론에 따르면 카 카의 작품은 부

분 3인칭 인물 시 을,바이스의  마부 는 1인칭 주인공 시 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서는 기존의 시 이론 신, 마부 에 등장하는 시 의

문제 이와 련된 ‘사이’의 미학을 보다 효과 으로 설명하기 해 제

라르 주네트의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실세계를 문학 텍스트로 재 하거나 구성할 때에는 필연 으로 서술

자가 어떤 등장인물의 내면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두된다.

이때 요한 것은 서술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서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 시선으로 소설 속 세계를 바라보느냐(시 의 문제)하는 것이다.

주네트는 보는 것과 련된 시 의 문제뿐만 아니라 듣는 것까지 포 하

는 보다 범 한 지각의 문제를 ‘ 화’라는 개념으로 다루며,‘정보의

조 ’이라는 에서 화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 다.첫 번째 유

형은 서술자가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무 화

Nullfokalisierung’로 불린다.이러한 유형의 화는 흔히 지 작가시

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두 번째 유형은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정

보양이 동일한 경우로, 주네트는 이를 ‘내 화 Interne

Fokalisierung’라 부른다.이 개념은 다시 세부 으로 세 가지 하 유형으

로 분류될 수 있다.즉 그것은 특정한 등장인물에 이 고정되는 ‘고정

된 내 화 fixierteinterneFokalisierung’, 이 다양한 등장인물에

게로 이동하는 ‘유동 인 내 화 variableinterneFokalisierung’,같

은 사건이 여러 인물들의 에서 고찰되는 ‘다 인 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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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interneFokalisierung’이다.마지막으로 서술자가 등장인물보다

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경우 ‘외 화 ExterneFokalisierung’로 분

류된다.이러한 외 화는 인물이나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시

선 Außensicht’과 유사하다.110)

카 카의  실종자 , 소송 , 성 같은 소설은 내 화의 표 인

로 분류될 수 있다.111) 부분의 카 카의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가이지

만,사건은 주인공의 시 에서 보여진다.이것이 보통 ‘체험화법 Erlebte

Rede’으로 불리는 것이다.이때 작가서술자는 세상을 주인공의 시선을 통

해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해 주인공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바이스 FriedrichBeißner는 이러한 카 카의 체험화법 서술

을 통해 변화된 세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호메로스 시 의 작

가들에게는 아직까지 조화로운 세계라는 실재를 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이러한 믿음은 서술자가 신과 같은 치에서 조망하는

시선으로 나타났다.그에 반해 카 카의 서술자는 오직 주인공 자신이 생

각하고 지각하는 것만을 보여 다.그의 소설이 제시하는 세계는 지

서술자가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객 실 자체가 아니라,주인공의 의

식에 의해 굴 된 주 인 세계이다. 를 들어  실종자 에서 서술되는

부분의 사건은 카를 로스만의 시선을 통해 지각된 것으로,이러한 내

화는  소송 과  성 에서도 지배 인 양상을 띠고 있다.112)카 카는

주 시 을 도입하여 세계에 한 새로운 묘사를 시도하 다.주네트

의 용어로 내 화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 을 통해 카 카는 한 인물

의 주 시선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굴 된 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더

이상 포 이고 총체 인 세계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특정인물의 의식

속에 갇힌 제한 이고 단편 인 세계상을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 카의 ｢시골의사｣는 3인칭 소설인 그의 다른 작품과 달리 1인

칭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이 에서 이 소설은  마부 와 공통 을 지

닌다. 한 이 두 작품 모두 작가화자 신 인물화자가 등장하며 총체

인 세계에 한 인식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도 유사성을

110)Vgl.GérardGenette:DieErzählung.München1994,S.134-135.

111)Vgl.MatiasMartinez/MichaelScheffel:EinführungindieErzähltheorie.München

2007,S.66.

112)Vgl.FriedrichBeißner:DerErzählerFranzKafka.Frankfurta.M.1983,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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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그러나 소설 속 세계를 바라보는 시 의 형상화에 있어서 바이

스는 카 카와 다른 방식을 취한다.카 카가 내 화를 통해 인물의

불완 한 시선으로 지각되고 매개되는 세계를 편 으로 드러내는데 주

력했다면,바이스는 외 화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인물화자가 수용하

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며 총체 인 세계를 보여 수 없도록 만든

다.‘나’라는 인물화자의 지각은 외 으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세계에

한 그의 정보도 한정된 것으로 드러나는데,이를 통해 독자는 편 인

세계에 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부 의 화자는 마부와 련되는 핵심 사건의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일상 행 의 동기 역시 악하지 못한다.그들의 행 동기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으며 잠정 인 추측만을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앞 장에서 다루었던 그림자극으로 표 된 마부와 가정부의 행동에 한

묘사는 보는 이로 하여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추측하게 만들 뿐,

그 구체 양상에 해서는 끝까지 불투명한 채로 남겨둔다.정보가

히 제한된 상황은 화자에게 특히 시각 ,청각 제약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소설 서두에서 인물화자인 나가 변소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장면

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표 인 부분이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진흙투성이의 짓밟힌 길과 돼지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썩은 자들을 본다.돼지들은 코로 자의 넓은 틈 속을 냄새

맡는다.헐떡이거나 꿀꿀거리지 않고 진흙을 헤칠 때마다 말이다.이외

에도 나는 이 가 있고 어떤 부분은 르스름한 벽칠 장식이 벗겨진 집

외벽의 편,빨랫 을 걸 수 있게 횡목으로 놓인 몇 개의 말뚝들,그 뒤에

지평선까지 축축하고 어두운 농경지를 본다.

DurchdiehalboffeneTürseheichdenlehmigen,aufgestampftenWeg

und diemorschen Bretterum den Schweinkofen.DerRüsseldes

SchweinesschnuppertinderbreitenFugewennernichtschnaufend

undgrunzendim Schlamm wühlt.Außerdem seheichnocheinStück

derHauswand,mitzersprungenem,teilweiseabgebröckeltem gelblichen

Putz,ein paarPfähle,mitQuerstangen fürdieWäscheleinen,und

dahinter,biszum Horizont,feuchte,schwarzeAckererde.(SKK9)

화자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정경을 수 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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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이루어지는 찰만으로 농가의 체 인

모습을 악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문틈 사이로 보는 화자의 찰은 불완

하다.화자의 시선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앞 뜰,슈니 씨나 의

방으로까지 나아가지만,슈니 씨와 의 방 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농가의 체 모습이 어떠한지에 해서는 알지 못한다.마찬가

지로 청각 인 면에서도 벽 머에서 들려오는 구타 소리와 울음소리,

화소리는 화자에게 잘 달되지 않으며,가정부와 어머니가 벽장에 갇혔

던 해 닝에서도 문 머에서 들려오는 외침은 잘 들리지 않아 벽장 머

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해서는 끝끝

내 알 수 없게 된다.이처럼 문틈으로 보는 시선,즉 제한된 시 으로 바

라보는 실은 정합 이고 총체 인 세계상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

자는 보는 것도 그 다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닌 어 간한 ‘사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제한된 시선에서 보기란 “설령 실의 한 단면을 객 이

고 사실 으로 형상화하더라도 그것은 체와의 연 성을 상실한 즉물

묘사에 지나지 않으며 그 때문에 결코 근 인 리얼리즘 소설에서처럼

총체 인 실을 표 할 수 없”113)는 것이다.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자리한 화자의 치는 형식 차원에서 사이의 미학에 한 유인

력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마부 에서 나타나는 외 화 사물과 정경에 한 즉물

이고 상세한 묘사는 보로망 소설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통

인 19세기 리얼리즘소설의 통에 의하면,소설이란 실을 재 하는 것

이었기에 묘사 역시 이러한 실재 의 기능에 종속되어 있었다.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을 계기로 1950년 에 랑스에서 로 -그리 를

심으로 한 일군의 작가들은 소설에 한 기존의 정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소설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신을 시도한다. 지 능한 치에서 작가가

세계를 조망하던 통 소설에서의 주된 시선과 다르게, 보로망은 변화

된 세계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표 하려고 했다.이로

인해 보로망 소설에서 묘사의 역할은 변화한다.발자크 류의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등장인물의 신체에 한 묘사나 사회나 사물에 한 서술

자의 꿰뚫어 보는 시선은 여기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114) 보로

113)정항균:탐정의 시선에 한 패러디:카 카의  실종자 에 나타난 근 시선 비 ,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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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서 서술자의 시선은 ‘지 ’그리고 ‘여기’에서 포착한 사물들의 표층에

시선을 향하며,그것을 즉물 으로 묘사하는데 주력할 뿐이다. 통 소

설에서 묘사의 역할이 실의 재 에 있었다면 보로망 소설에서는 그러

한 상세한 묘사가 오히려 실을 악할 수 없도록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유사한 기능의 묘사가  마부 의 화자가 가정부의 방을 묘사하는 장

면에서도 나타난다.

각자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먼 오른편에 있는 타원형의, 이스 식

탁보로 덮여 있고 커다란 보라색 화병이 있는 탁자,그리고 왼편에 나이든

여자와 은 여자들,소녀들,굴 쇠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배를 고

워있는 갓난아기,반은 수염이 없고 반은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는 나이 든

남자들과 은 남자들이 힌 사진이 있는 장식장을 지나서,한쪽에는 방

한복 으로 튀어나온 소 의 등받이가,다른 쪽으로는 사각형에 마찬가지

로 이스 식탁보로 덮여있으며 그 에 한 질의 도자기 버 테를 넣

은 스커트를 입은 양치기 소녀가 양 세 마리와 뛰어오르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서 있는 테이블을 지나쳐 갔는데,이때 왼쪽에는 양피지 차양으로 덮

인 램 의 높은 받침 가,그리고 오른쪽에는 소 에 세워진,둥근 놋

쇠 그릇이 놓인 낮은 탁자가,그 에는 가지각색의 실 뭉치들이 가득한

크리스털 시,조개로 장식된 작은 상자,타지 않은 양 가 있는 황동으

로 만들어진 놋쇠촛 ,잉크병과 다리미가 놓여 있었고,[…]

Jeder[…]begabsichindieTiefedesZimmers,indem manzunächst

zurRechteneinenovalen,miteinerSpitzendeckegedecktenundmit

einergroßenviolettenGlasvaseversehenenTisch,undzurLinkeneine

KommodemitFotografieenvonälterenundjüngerenFrauen,jungen

Mädchen,einem miteinem ReifenspielendenKinde,einem aufdem

Bauch liegenden Wickelkind,älteren und jüngeren Männern,teils

bartlos,teilsmitSchnurrbärtenundKinnbärten,passierteundsich

dann einerseits an derRückenlehne eines mitten in das Zimmer

vorstoßendenSofasundandererseitsaneinemviereckigen,auchwieder

miteinerSpitzendeckegedecktenTisch,aufdem einePorzellangruppe,

114)Vgl.ThomasSchmidt:Begrenzung undAusschnitt.ZurProblematisierung der

Wahrnehmung in PeterWeiss’DerSchatten des Körpers des Kutschersund

ausgewähltenTextendesNouveauRoman.In:MargidBircken,DieterMerschund

Hans-Christian Stillmark(Hrsg.):Ein Riss gehtdurch den Autor.Transmediale

Inszenierungenim WerkvonPeterWeiss.Berlin2009,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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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HirtinineinerKrinoline,mitdreiSchafenundeimem springenden

Hund,stand,vorbeibewegte,woraufman,links,am hohenSäulenfuß

einer,miteinem Pergamentschirm bedecktenLampeund,rechts,an

einem nebendem SofastehendenniedrigenTischmiteinerrunden

Messingplatte, auf der eine mit bunten Garnknäueln gefüllte

Kristallschale,einmitMuschelnbesetztesKästchen,einKerzenhalter

ausMessingmiteinerKerzediejedochnichtbrannte,einTintenfaß

undeinBügeleisenstanden,[…](SKK39)

화자는 가정부의 방에 존재하는 가구나 물건을 자세히 묘사한다.여기

서 사용되는 사물에 한 외면 인 응시와 묘사는 ‘표면의 미학’으로 일컬

어지는 보로망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즉물 이고 상

세한 묘사는 실을 생생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과도한

묘사로 인해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사물을 악할 수 없게 만드는 역설

을 낳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마부 에 등장하는 외 화를 통한 제한된 시선

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이러한 제한된 시선은 보는 것과 보지 않

는 것 사이에 치한 ‘사이’의 시선이며,이를 통해 지각되는 상은 언제나

불완 한 것일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완 한 시선은 정보량이 히

은 외 화의 구도와 개별 사물을 즉물 으로 찰하는 기록을 통해

심화된다.이때 화자의 심은 서술된 세계 속의 체 인 상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편 이고 불연속 이며 사소한 것들의 묘사에 집 된다.

이를 통해 정확한 묘사가 실을 재 해 낼 수 있다는 통 인 믿음은

복되며 혼란스러운 세계에 한 인상은 심화된다.

1.2. 찰과 실참여 사이에서

바이스의 소설에 등장하는,카메라의 즈로 찰하는 것 같은 화자의

시선은 일견 보로망 소설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 사

이에는 차이 이 존재한다.첫째로 보로망 소설과 달리  마부 에는 사

실 인 기록과 꿈이나 환상 같은 실주의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자신이 본 것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 있는 그 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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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려는 화자의 객 인 묘사는 후기 바이스가 선호한 장르인 기록문학

의 특성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있다. 마부 의 화자는 보로망의 서술자

와 달리 단순히 재의 시 에서 보이는 것들을 즉물 으로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으며,하루 일과를 마친 후 성찰 인 쓰기에 념하기도 한다.

이때 필연 으로 개입되는 회상의 과정은 지나간 일들을 비 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거리를 형성하고 재의 시 에서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게 한다.그러므로 찰자의 시선으로 실을 편 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분석자의 시선으로 편 실에 해 이성 으로 성찰하는

 마부 의 화자는 실을 분석하고 이성 으로 진단하는 후기 기록극 작가

바이스의 면모를 어느 정도 선취하는 것이다.그런데 화자의 정 한 묘사

는 정물에만 고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화자가 자신의 방에서 소

을 에 뿌리고 몽상에 잠길 때 등장하는 자유 연상 이미지들,환상

으로 나타나는 마부와 가정부의 그림자를 기록할 때에도 나타난다.여기

서  마부 에 등장하는 즉물 묘사와 기록이 실주의 요소와 혼합되

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화자가 수동 인 찰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의 의지를 보여주

고 있다는 에서도 보로망과의 차이가 발견된다.바이스의 소설에서

화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태를 망하는 찰자의 입장을 고수하지

만,유일하게 아들과 연 된 일에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화자가 하

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침 에 워

에 소 알갱이를 뿌릴 때 나타나는 환상 인 이미지들에 집 하는 것

이다.그런데 화자가 가족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폭력 인 소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 과 마찬가지로 에 소 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환상

이 나타나지 않는다.115)열쇠구멍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 맞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극 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던 화자는 아래의 장면에

서처럼 이 과는 달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115)(SKK 26):“각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나는 침 에 워 집안 깊은 곳으

로부터 재차 소란,쿵쿵 거리는 소리,내려치는 소리,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나

는 약간의 소 알갱이들을 에 흩뿌렸지만 아무런 상도 생겨나지 않았다.Alsjeder

sichinseinZimmerzurückgezogenhatte,[…]hörteich,aufmeinem Bettliegend,

ausderTiefedesHauseswiederdieUnruhe,dasPoltern,SchlagenundSchreien.

[…]ichstreutemireinigeKörnerSalzindieAugen,dochesentstandenkeine

B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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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들은 장작더미에 가깝게 수 를 었고 장작더미 앞,내 발

아래 수 를 내려놓았다.아들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여 히 팔을 왼쪽으로 뻗은 채 다.[…]나는 장작더미 아래로 기어

내려갔고 아들 ,물 한 진흙 속에 꿇어앉았다.그리고는 아들이 수 를

돌로 채우는 것을 도와주었고,수 가 가득 찼을 때 아들과 함께 수 채

를 쥐고 함께 애쓰며 수 를 었다.장작더미를 지나 헛간 쪽으로,그리

고 헛간을 거쳐 돌 더미 쪽으로.돌 더미에 도달하여 우리는 수 채를 들

어 올렸고 돌들을 수 로부터 더미들 로 털어내었다.[…]

[…]dochderSohnschobdenKarrendichtandenHolzhaufenheran

undvordemHolzhaufensetzteerihn,untermeinenFüßen,nieder.Der

Sohnrichtetesichaufundblicktezumirempor;ichhieltimmernoch

meinenArm nachlinksausgestreckt.[…]IchklettertevomHolzhaufen

herabundknietemichnebendem SohnindenweichenLehm undhalf

ihm,denKarrenmitdenSteinenzufüllen,undalsderKarrengefüllt

warergriffichzusammenmitdem SohndieDeichselnundschobden

Karren,ingemeinsamerAnstrengungmitdem Sohn,am Holzhaufen

vorüberaufdenSchuppenzu,unddannam Schuppenvorbeiaufden

Steinhaufenzu.AmSteinhaufenangelangthobenwirdieDeichselnund

schüttetendieSteineausdem KarrenaufdenHaufen,[…](SKK

32-33)

화자는 장작더미 에 앉아 아버지와 슈니 씨의 감시 하에 버거운 노동

을 수행하는 아들을 찰한다.그러나 다른 인물들의 행동과 풍경,사물들

같은 사항만을 시각 으로 인지하던 이 과는 다르게,그는 이제 아들과

함께 수 에 돌을 채우고 수 를 끌며 아들을 돕는다.이때 그는 완 히

방 하는 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그 다고 아들에게 극 으로 도

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그러나 그의 행동이 소극 인 도움에

지나지 않으며 비록 실패로 귀결된다고 해도,그러한 태도는 찰자의 입

장과는 분명히 비된다.즉 그는 고통 받는 약자를 ‘바라보는’지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이때 사회참여와 개 에

한 화자의 의식이 미약한 수 에 머무르는 이유는 바이스가 아직까지

사회 실과 참여를 한 비 인식의 틀을 정립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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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이 소설을 쓰던 시기의 바이스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한 안으로서의 다른 사회질서에 한 뚜렷한 구상을 갖고 있지는 못

했으며,따라서 객에게 어떤 구체 인 행동지침을 달”116)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그러나 공상에 시간을 할애하고 무기력하던 화자가 사회

약자에게 심을 보이고 돕고자 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사회참여에

한 바이스의 심이 사회주의를 하기 이 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이와 같은 설정은 수동 찰과 능동 인

실 참여 ‘사이’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유동 인 사이의 공간을 자신의 서

술미학으로 삼은 바이스의 미학 원칙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말하기:카 카의 ｢시골의사｣와의 비교

2.1.인물들의 화:침묵과 소음 사이에서

 마부 에서는 ‘말하기’방식에서도 이 소설에 한 카 카의 향 사

이의 미학과의 연 성을 찾아볼 수 있다.여기서 ‘말하기’에 한 논의는

크게 인물간의 화와 서술차원(서술자/화자의 문제)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특히 카 카의 소설 외 으로 1인칭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시골의사｣와의 비교를 통해 바이스가  마부 에서 어떻게 화와 서

술의 차원에서 사이의 미학을 실 하고 있는지 구체 인 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마부 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화 양상은 ｢시골의사｣에서와 마찬

가지로 통상 인 의미에서의 소통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시골의사

와 은 환자처럼,마부와 화자는 모순과 빈틈투성이의 말을 주고받는다.

한 맥락과 동떨어진 답에도 태연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서 소통과

소통장애 사이에서 부유하는 기이한 소통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부 에서 인물들의 문제 인 소통 양상은 침묵과

소음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부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농가에 거주하

116)정항균: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 요소와 실주의 요소의 기능

에 하여,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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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화를 나 는 장면을 목

격하리란 쉽지 않다.으 일상 인 이야기가 오갈 법도 한 식사 장면에

서조차 음식을 먹는 소리와 식기를 다루는 모습만 집요하게 묘사되는가

하면,어느 날 의사가 화자의 방을 찾아왔을 때조차 의사는 입술을 달싹

이는데 그친다.화자는 그런 의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묻는 법도 없다.117)화자가 돌을 운반하는 아들을 도

와 때도 그들 사이에 화는 오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러한 극단 침묵과 조되는 소란과 소음을 동

반하는 말 역시 빈번하게 발견된다. 를 들어 가족의 방에서는 분노에

휩싸인 아버지의 고성이 들리고, 녁 식사 후 홀에서 가진 티타임에

서 오가던 말들은 연신 커다란 웃음소리에 묻 화자에게 완성된 의미로

달되지 않기도 한다.118)이러한 상황은 특히 가정부와 어머니가 옷장에

갇힌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열쇠,열쇠는 어디 있어?”그가 다시 한 번 소리쳤다.그러나 의 노크

소리로 인해 안으로부터의 답은 들리지 않았다.아버지는 의 손을

꼭 붙들고는 다시 한 번 외쳤다.“열쇠 어디 있어?”그리고 안에서 “여기

엔 열쇠가 없어”라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나왔다.[…]그리고 안에서 알

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오는 동안 아버지는 “열쇠가 없어”라는 외침

117)(SKK 35):“[…]노크에 이어 문이 열린다.내가 답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다.

그리고 의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 고 등 뒤로 문을 닫는다.

그리고 붕 를 감은 머리와 반창고를 바른 얼굴을 만지면서 벽에 기 었다.그의 입술

이 움직 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나는 일어서서 손을 내 귀 뒤에 어보았다.

그러나 속삭임조차 들리지 않았다.[…]undaufdasKlopfenhinöffnetesichdie

Tür,ohnedaßichaufdasKlopfengeantwortethätte,undderDoktortratindas

Zimmer,aufeinenStockgestützt,schloßdieTürhintersichundlehntesich,indem

ersich die umbundenen und umpflasterten Stellen am Kopfund im Gesicht

betastete,andieWand.SeineLippenregtensich,dochseineStimmewarnichtzu

vernehmen,ichrichtetemichaufundlegtedieHandhintermeinOhr,dochnicht

einmaleinFlüsternwarzuhören;”

118)(SKK 42):“[…]그의 나머지 말들은 높아지는 가정부의 목소리 아래로 사라졌다.

[…]의사는 […]매우 작게 말했다 […]어머니의 웃음은 이어지는 말들을 부각시켰고

그로부터 나는 단지 말할 수 없어,이미 알아,라는 말을 알아들었을 뿐이다.[…]그리

고 이 말들은 다시 가정부의 웃음 속으로 잠겨들었다.[…]seineübrigen Worte

gingenverlorenunterderkicherndaufsteigendenStimmederHaushälterin,[…]Der

Doktor,[…]sprachganzleise,[…]dasLachenderMutterübertöntediefolgenden

Wortevondenenichnur,willsnichtsagen,wissenschon,verstand;[…]unddiese

Worteertrankenwiederim GelächterderHaushält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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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했다.“ 체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하고 머슴이 소리쳤다.그리

고 슈니는 머슴에게 말했다.“여기에는 열쇠가 없어.열쇠가 사라졌어.”그

사이 문 뒤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

었다.

[…]derSchlüsselwoister,riefernocheinmal,dochdurchdes

KlopfendesHauptmannswardieAntwortvoninnennichtzuhören.

DerVaterhieltdieHanddesHauptmannsfestundriefnocheinmal,wo

dennSchlüssel,undvondrinnenerklangesdumpf,keinSchlüsselda.

[…]und während unverständliche Wortedrinnen gerufen wurden,

wiederholtederVater,keinSchlüssel.WodennSchlüssel,riefder

Hausknecht,undSchneesagtezum Hausknecht,keinSchlüsselda,

Schlüsselweg,währenddieStimmederHaushälterinhinterderTür

etwasUnverständlichesschrie.(SKK45-46)

인용문에서처럼 인물들 간의 화는 서로에게 잘 달되지 않으며 노크

소리처럼 일종의 소음으로 락하는 양상을 띤다.소설인물들이 일상에서

보여 침묵이 이들 간의 소원한 계와 인간소외를 보여 다면,어떤 사

고나 사건에 허둥지둥 처하며 고함만 지를 뿐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

는 이들의 반응은 실에서 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침묵과 소음의 양 극단 인 형태로 드러나는 인물들 간의 소통장

애에 화자 ‘나’가 보이는 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는 시종일 사

건에 참여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찰하면서 침묵을 고수한다.아들이

아버지에게 학 를 당할 때도 그는 항의하지 못하고 개입을 망설인다.이

와 같이 직 인 참여자가 아니라 거리를 둔 찰자의 입장을 취할 때

그는 다른 인물들의 화를 제 로 인지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상황에

극 으로 개입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한 항상 거리를 두고

찰만 하려는 그의 태도는 그 스스로 소통의 문제를 겪고 소외를 경험하

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그러나 화자의 찰은 양가 인 기능을 갖는다.

즉 찰자의 태도만을 취하는 화자의 태도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다른

한편 그의 찰은 인물들 간의 침묵이나 소음으로 락한 화의 문제 ,

즉 소통장애의 문제를 독자에게 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화자는 폭력과 억압 등의 상에 해 극 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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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침묵과 소음 ‘사이’에서 부유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인식한다.

아직까지 말없이 도움을 주는데 그치고 있는 화자의 태도는 침묵과 소음

사이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고 참여 인 화를 이끌어나가려는 작가 바이

스의 고민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서술자와 화자 사이에서

말하기의 ‘사이’ 측면은 서술 차원의 층 에도 투 되어 있다.이 장에

서는 ‘말하기’의 의미를 인물간의 화에서 소설 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심 에 한 논의로 확장하며 ‘사이의 미학’으로서의 이 작품의 형식미학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어떤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서

술자 Erzähler’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여기서 ‘서술’,즉 ‘이야기하는’행

는 주로 과거의 사건이나 체험을 재의 시 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

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때 서술자는 서술되는 사건이나 세

계를 이미 체험하고 그로부터 빠져나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서술

하기 때문에 서술되는 세계 체에 해 보다 포 인 을 견지할 수

있다.특히 여기서 사용되는 과거시제는 서술자가 사건에 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달하는 매개자임을 분명히 보여

다.

그러나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시선이 모두 지 으로 조망

하는 시 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가 말하느냐라는 서술자의

문제와 가 보느냐라는 시 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그

때문에 부분 3인칭 소설로 기획된 카 카의 소설에서 서술자는 디트리

히 베버 DietrichWeber가 말한 의미에서 작가서술자이지만,소설 속 세

계는 개 체험화법을 통해 주인공인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재 사건을 체험 인 인물,즉 사건 달자가 아니라

사건참여자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소설 속 사건을 함께 따라가게 되며,

이로 인해 주인공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불확실한 지각을 공유하게 된

다.이처럼 주인공의 내부에 이 맞추어져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되는 세계는 이해할 수도 없고 측할 수도 없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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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상은 특히 주인공과 서술자(내지 화자)가 동일한 인물로 등장하

는 1인칭 소설 ｢시골의사｣에서 더욱 심화된다.

｢시골의사｣에서는 주인공인 시골의사가 서술자 나로 등장해 자신이 체

험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특이한 은 일반 인 소설

과 달리 주인공이 겪은 부분의 사건이 재시제로 달되며,단지 작품

반부와 결말부에서만 잠시 과거시제가 등장한다는 이다.즉 이야기의

부분은 마치 사건에 직 참여 인 주인공의 재체험을 그 로 달

하는 양상을 취한다.물론 이 소설에서 과거시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궁극

으로는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서술자가 재의 시 에서 과거

를 돌이켜보며 회상 인 서술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이 게 보

면 소설에 등장하는 재시제는 일종의 ‘역사 재 historisches

Präsens’,즉 과거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해 그것이 마치 재에 일

어난 일인 것처럼 재시제로 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다면

서술자는 과거의 일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사건을 체험하는 순간보다

재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보다 우월한 시 에서 서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서술자는 사건 바깥에 치하여 과거의

사건을 돌이켜보며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마치 재 그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다.특히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시골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부랴부랴 마차를 타고 귀환을

비하지만 그러한 귀환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은 과연 시골의

사가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후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지 회의를 품게 한다.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과거

시제는 실제 실의 과거시제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실제로

이 작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실 으로 불가능한 사건들이라고

한다면,소설은 실의 논리가 아니라 꿈의 논리를 따른다고 가정하게 하

기 때문이다.그 다면 재형으로 서술되는 사건들도 사실은 생생하게

재 인 모습을 띠는 꿈속 이야기들로 간주될 수 있다.그리고 때로 그

것을 과거시 에서 서술하는 것 역시 화자가 꿈속에서 취하는 시간 거

리일 뿐이다.이러한 꿈의 논리에 따라 개되는 이야기에서는 재시제

와 과거 시제가 사실상 시간 차이를 상실하며 둘 다 꿈의 시간에 종속

된다.그 다면 이때 소설 속 이야기는 재의 우월한 시 에서 과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꿈속의 목소리로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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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이야기라는 결론이 나온다.이처럼 카 카의 ｢시골의사｣에서는 이

야기를 달하는 사람이 재의 시 에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술

자인지 아니면 꿈의 논리에 따라 재 으로 사건을 이야기해나가는 화자

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진다.서술자와 화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

는 사이의 미학이 생겨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서술자와 화자라는 개념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앞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 는데,베버는 이러한 개념 구분에

한 이론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베버는 ‘말 Rede’이라는 최소단 에서

출발하여 한 작품에서 어떤 말이 주도 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이에 따르면 서술문학이란 ‘서술 인 말 erzählendeRede’이 주도 이

되는 문학을 가리킨다.그런데 설령 서술문학에 속한다고 할지라도,사건

을 이야기하는 서술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말하기 sprechen’에는 ‘서술

erzählen’ 외에도 ‘묘사 beschreiben’나 ‘성찰 reflektieren’, ‘논평

kommentieren’같은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다시 말해 이야기하는 행

,즉 서술은 여러 가지 말하는 방식 하나일 뿐이며,119)따라서 그러

한 서술행 를 하는 사람,즉 ‘서술자 Erzähler’는 일반 인 의미에서 말을

하는 사람,즉 ‘화자 Sprecher’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120)요컨 화자

는 서술자의 상 개념으로,과거의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 외에도 재

의 사건을 묘사( :르포타주)하거나 내면의 목소리로 말하는 인물( :슈

니츨러의  구스틀 소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따라서 서술자로 불릴 수 없으면 작품 속 이야기를 달하는 언

어행 자를 화자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121)

이처럼 화자와 서술자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베버의 논의

를 참조하면,카 카의 ｢시골의사｣에서 사건을 달하는 말하는 주체가

구인지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에 따라 이 소설이 사용하는 서사

119)Vgl.DietrichWeber:Erzählliteratur.Göttingen1998,S.64-65.

120)Vgl.Weber:Erzählliteratur,S.104.

121)카 카의 ｢시골의사｣나 바이스의  마부 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은 재의 시 에서 과

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술자일 수도 있고 꿈속에서처럼 재 으로 이야기를 달

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따라서 궁극 으로 이야기하는 주체가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이야기주체를 가리키는 말로 서술자 신 이보다 상 개념인 화자라

는 개념을 사용하 다.다만 이 에서 서술자와 립되는 개념으로 ‘화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자 개념에서 서술자를 배제시켰다.즉 서술자가 아닌 이야기주체를 가리키

는 말로 화자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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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무엇인지,즉 통 인 서사인지 아니면 꿈의 논리에 따른 서사인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골의사｣에서 나타나는 과거시제 재시제의 혼용과 그로

인한 말하는 주체의 규정불가능성(화자와 서술자 ‘사이’)은 바이스의 소설

 마부 에서도 엿볼 수 있다.1인칭 소설로서 인물화자 ‘나’가 등장한다는

공통 외에도  마부 가 ｢시골의사｣처럼 꿈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

은 소설 반 변소에서 진행되는 화자의 찰에서부터 암시된다.

[…]어둠 속에서 밝은 종잇조각이 희미하게 빛난다.[…]앞으로 구부려

앉은 채로 발을 상자 앞의 튀어나온 부분에 얹어놓고 작고 서로 뒤엉킨 시

간의 편에,시작도 끝도 없는,종종 세로 는 가로 방향으로 나 어진

사건들에 몰두한다. 군가의 말을 쫓다가,다른 사람의 말을 이어서 읽는

다.어떤 이야기의 배경에 한 묘사를 읽은 후 미끄러지듯 다른 이야기의

배경으로 넘어간다.[…]

[…]ausderSchwärzeschimmerndieHelligkeitenderPapierfetzen.[…]

vorgebeugtsitzend,dieFüßeaufdemAbsatzvordemKastengestützt,

vertieftmansichinkleine,durcheinandergewürfelteBruchstückeder

Zeit,in EreignisseohneAnfang und ohneEnde,oftauch in der

LängsrichtungoderinderQueregeteilt;manfolgtderRededeseinen

und setztdann mitderRede eines anderen fort,man liestdie

BeschreibungdesSchauplatzeseinerHandlungundgleitetdannzum

SchauplatzeineranderenHandlungüber,[…](SKK11)

변소에 앉아 있던 주인공 ‘나’의 에 휴지로 사용되고 있던 신문지들이

들어온다.그러한 신문조각들은 시간 으로 뒤엉켜 있으며,서로 연 성이

없는 사건들에 해 기술하고 있다.시간 인 후 계의 혼란,유기성이

결여된 편 사건들의 개는 꿈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며,

이것이  마부 의 작품구조를 형성하는 원리와도 련이 있음을 보여 다.

화장실 장면에서의 이러한 암시는 마차가 도착하기 까지 재시제로 진

행되던 이야기가 돌연 과거시제로 서술되면서 과거시제와 재시제가 교

차되어 혼란을 가 시키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리고 오늘,사흘 낮과 밤이 지난 후에도 나는 아직 석탄이 마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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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던 공간의 크기와 지하실로 옮겼을 때 그것이 려있던 공간

크기 간의 엄청나게 큰 차이에 한 설명을 찾아내지 못했다.피로와 펜을

내려놓고 이 기록을 포기하고 싶은 소망에 힘겹게 맞서 싸우면서,나는 사

흘 의 밤을 회상하고 이 회상에 한 묘사를 계속해나간다.그리고 네

번째 밤은 이미 시작된다.[…]

[…]undauchheute,dreiTageunddreiNächtespäter,habeichnoch

keine Erklärung gefunden für den unverhältnismäßig großen

UnterschiedzwischenderRaumgrößediedieKohlenim Wagenzur

Verfügung hatten und derRaumgrößein dersiesich im Keller

ausbreiteten.SchwergegendieMüdigkeitundgegendenWunsch,den

Bleistift niderzulegen und diese Aufzeichnungen aufzugeben,

ankämpfend,denkeich an den vordreiTagen und dreiNächten

liegenden Abend zurück,und setze mitderBeschreibung dieses

Zurückdenkensfort,unddievierteNachtbeginntschon,[…](SKK53)

말이 하루 종일 숯 더미를 지고서 장거리를 이동해온 후,같은 날 밤에 같

은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 생각할 거리를 주어서,나는

사흘 낮을 지나 곧 나흘 밤이 지나가게 될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Auchdieses,daßdasPferd,nachdem langenWegdenesdengrößten

TeildesTagesmitderLastvonKohlenzurückgelegthatte,nochin

deraufdiesenTagfolgendenNachtdengleichenWegnocheinmal

bewältigensollte,gabmirzudenken,sodaßichindieser,dreiTage

undbaldvierNächtehintermirlegendenNacht,nichtzum Schlafen

kam.(SKK56)

농가 주변의 해지는 풍경을 찰하던 ‘나’는 마차가 당도하고 일어난 비

실 인 일에 해서 시간 인 거리를 유지하며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밝힌다.첫 번째 인용문에서 쓰기에 한 서

술자의 성찰이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 사용된 과거 시제는 서술자가 마부

의 등장으로 생겨난 힘든 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보다 안정되고 우월한

시 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쓰기를 보여주는 듯 보인다.그러나 다른 한

편 소년의 실종과 마부의 갑작스러운 등장,마부의 마차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양의 숯 더미가 나온 사건 등은 소설 속 이야기가 과연 실에서 일

어난 것인지 아니면 꿈에서 벌어진 일인지 단하기 힘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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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재 시제의 혼용이나 실의 충실한 기록과 환상 인 이미지의

묘사는 과연 소설 속 사건이 실에 치한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서술된

것인지 아니면 꿈의 논리에 따르는 화자의 동시 인 이야기에 의해 제시

되는 것인지 모호하게 한다.이 소설 속 이야기의 주체가 서술자인지 화

자인지 결정하기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말하는 주체를 서술자

와 화자 사이에 치시키며 그 주체를 결정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서

사 략은 궁극 으로 찰에 의한 실의 충실한 재 을 목표로 하는

쓰기와 꿈과 환상에 따른 연상 쓰기 사이에서 부유하는 바이스의 사

이의 미학을 보여 다.

3. 쓰기: 실의 기록과 환상 이미지 사이에서

 마부 에서 ‘사이’의 미학을 드러내는 마지막 요소는 쓰기이다.화자의

주된 일과는 찰과 그것의 기록 그리고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쓰기

에 집 되어 있다.

나는 여기 내 가까운 주변에서 떠오르는 인상들에 집 하면서,내 에서

처음으로 무(無)로 사라져버리는 시작부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

을 써내려간다.내 손이 연필을 종이 로,단어에서 단어로,행에서 행으

로 이끈다.비록 내가 내 안에서 명확하게 이를 가로막는 항력을 감지하

고 있지만 말이다.이 에 이러한 항력 때문에 나는 을 쓰려는 시도를

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 내가 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그 로 한

한 써내려갈 때,내 안의 항력이 이러한 본 것과 들은 것들이 로

담아내기에는 무나 하찮은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내 시간들,

내 밤의 반,그래,어쩌면 내 하루 체를 완 히 무용지물로 허비하는

것이라고 내게 속삭인다 해도 말이다.하지만 이에 맞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그 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ZumerstenMalinmeinenAufzeichnungenumweiteralseinensichim

NichtsverlierendenAnfanghinausgeratendsetzeichnunfortindemich

michandieEindrückehaltediesichmirhierinmeinernächsten

Umgebungaufdrängen;meineHandführtdenBleistiftüberdasPapier,

vonWortzuWortundvonZeilezuZeile,obgleichichdeutlichdie

Gegenkraftin mirverspüre die mich früherdazu zwang,m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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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ucheabzubrechenunddiemirauchjetztbeijederWortreihedie

ichdem GesehenenundGehörtennachformeeinflüstert,daßdieses

GeseheneundGehörteallzunichtigseium festgehaltenzuwerdenund

daß ich aufdiese Weise meine Stunden,meine halbe Nacht,ja,

vielleichtmeinenganzenTagvöllignutzlosverbringe;aberdagegen

stelleichfolgendeFrage,wassollichsonsttun;(SKK29f.)

인용문에서와 같이,그리고 마부가 떠나가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다시

연필을 쥐었다는 부분에서처럼,화자는 주변에 해 찰한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뇌에 해서도 언 한다.이와

같은 쓰기에 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화자의 직업이 작가이며,그에게

쓰기가 요한 실존 문제임을 추론할 수 있다.작가 인물의 등장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는다.바이스는 작가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쓰기에 한 고민을 작가인 인물에게 투 하며 해결

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수 연구는 바이스의 쓰기 방식을 그의 작가 발 단계와 연결 지

어 악한다.이에 따르면, 기 작품에서 실주의 이고 실험 인

쓰기가 주를 이루고,마르크스 사상의 수용 이후 발표한 작품들에서는 정

치 성격이 가미된 기록극 쓰기로의 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바이스의 기작품에 이미 사회 참여 측면과 기록문학 요소

가 나타나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작가로 향한 후 생겨난 작품에서도 여

히 개인의 자유와 해방에 한 심과 함께 실주의 요소가 엿보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22)가령  마부 에서 서술하는 가정부와

마부의 그림자극 장면은 사실 인 보고와 환상 인 이미지의 묘한 혼합

을 잘 보여 다.바이스는  마부 의 화자를 통해 주변의 사소하고 무의미

해 보이는 사물과 사건들을 찰하고 서술하는 쓰기를 선보인다.이 소

설 속 이야기의 부분은 다분히 그러한 사실 이고 이성 인 서술로 채

워져 있으면서도,그러한 쓰기와 상반되는 꿈과 상상 환 이 개되

는 쓰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쓰기는 개인 ,사회 차원에서 아버지로 변되는

122)정항균: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 요소와 실주의 요소의 기능

에 하여,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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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한 비 의 의미를 담고 있다.화자가 보고 겪은 일들을 가능한

자세히 있는 그 로 기록하려는 시도는 개인 인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

실을 사실 으로 드러내고자 한 바이스의 의도에 부합하며,사회 실에

한 그의 심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쓰기가 주로 사

회비 측면을 지닌다면,개인 인 측면에서 과도한 이성에 제동을 걸

고 그 이면을 드러내기 해서는 주 인 상상도 필요하다.바이스는 이

를 해 실주의 쓰기를 활용하는 것이다.이처럼 바이스는 실

의 기록과 실주의 환상을 교묘하게 뒤섞으며 개인의 내면을 억압하

는 사회 실을 비 한다.

바이스의 후기 문학에서도 두 가지 쓰기는 혼합된다.주지하다시피,바

이스는 사회주의자로 향한 이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비 하기 해

기록극을 쓰기 시작하 다.“마르크스주의에 한 바이스 자신의 공감과

제국주의 비 을 교조 으로 표명하던 기록극의 기 단계에서는 이미지

기억의 사용이 폭 고 언어 기억이 지배 양상을 띠기도 한다.”123)

그러나 소련의 체코 침공과 동독에서의 비어만 스캔들 같은 실 사회주

의의 변질된 모습과 모순을 경험하면서 바이스는 자신의 정치 입장을

일부 수정한다.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자행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한 탄압은 바이스가 이상 으로 생각한 사회주의 상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아울러 바이스가 보기에 사회주의권 국가들 역시 기 자본

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청교도 욕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으며,강령

으로 리얼리즘 문학을 권고하고 그 이외의 문학은 퇴폐 인 것이라 간

주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그는 이러한 사회 반 경향이 사회 생

산과 술 창조와 련해 개인의 욕망과 자유를 억압하는 험을 내포

하고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이스는 기록극만으로는

복잡한 실을 제 로 묘사할 수 없음을 감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

하면서도 실 사회주의의 료주의를 비 하면서 쓴  망명 의 트로츠

키 ”124)를 발표한다.여기서 그는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

어 나가면서도 “ 다시 실주의 인 환상과 비의도 인 연상 기억의

형상화 방식을 극의 주도 구성 원칙으로 사용”125)하고 있다.이후에 발

123)이재황,정항균:이미지 기억의 해방 힘,293쪽.

124)이재황,정항균:같은 논문,294쪽.

125)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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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루지타니아의 도깨비의 노래 , 횔덜린 같은 작품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따라서 바이스가 사실보고에 충실한 쓰기를 보여주던

시기는 오히려 외 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그의 작가 발 과정을

기존의 도식 구분에 따라 이분법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후기 바이스의 쓰기 양상은  마부 의 쓰기 양상과 표면 으

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실질 인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기본

으로 둘 다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에 한 비 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은

동일하지만,궁극 으로 기 작품이 세계에 한 인식불가능성의 입장에

서 출발하는 반면 후기 작품은 확고한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실을 악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후기 작품의 리얼리즘 쓰기는 사회주의

이념에 종속되어 사회 실을 분석,묘사하고 실을 보다 잘 인식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 실주의 경향이 반 된 쓰기 역시 과

도한 이성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이에 항하기 한 수단의 의미를 지닌

다.그 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쓰기 방식은 이성과 상상의 변증법에 입

각하여 상호 결하면서, 실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새

로운 차원에서 종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마부 를 집필할 당시 바이스에게는 사회주의 같은,문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이나 기존의 사회질서에 한 안으로서의 다른

사회질서에 한 뚜렷한 구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따라서 기와 후기의

작품들에서 동일한 략의 쓰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도  마부 에서는

후기 작품에서와 같은 인상을 받기 힘들다. 기의 바이스는 객 인 세

계 묘사를 통해 실을 상세하게 반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실은 악하기 힘든 인상을 남기는데 그치고,억압 인 실에 한 반

발로 실주의 환상을 활용하지만 이조차 근원 인 해방을 보장하는

본질 인 세계로 밝 지지는 않는다.앞서 살펴본 ‘늑 인간’에 한 설명

에서도 언 하 지만, 실주의자들은 의식과 이성 심주의의 학문

통을 비 하면서 무의식을 원상,즉 본질 인 것으로 받아들 다.그럼

으로써 그들은 시민사회의 습이나 규범,도구 이성에 의해 우리의 의

식 속에 억압된 것들에 주목하게 하고 억압된 인간의 내면 충동의 완

한 해방을 지향한다.따라서 이때의 꿈과 환상 같은 요소는 주로 일상과

의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실을 체험하게 하려는 목 에 이용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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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러나  마부 에서 구 된 환상 이미지는 억압된 실에서 표

출된 화자의 본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완 한 해방감을 선사

하지도 않는다는 에서 바이스는 실주의 인 입장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스는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양한 에서 탐

색하면서 비 을 시도하지만 구체 인 망을 제시 할 수 없었다.이러한

바이스의 당시 고민이 실을 객 으로 찰하고 기록하는 쓰기와 주

세계를 환상 으로 나타내는 쓰기 사이에 녹아있으며,그 사이에

서 그가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이러한 ‘사이’의

쓰기는 양자를 변증법 으로 종합하면서 뚜렷한 망을 제시하는 후기

의 쓰기와는 다른 것이다.오히려 기의 바이스는 세계에 한 인식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인 실상황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비 하는 입장을 보여 다.그러므로  마부 의 화자가 각각 비 거리

를 두는 두 가지 쓰기 ‘사이’에 바이스가 세계를 인식하는 척도가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바이스의 ‘사이’의 쓰기는 들뢰즈/가

타리나 데리다의 논의와 연결될 수 있으며,이러한 의미에서 재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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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 까지 바이스의  마부 에 나타나는 ‘사이의 미학’에 해 살펴보았다.

작가는 자신의 체험세계를 바탕으로 독창 인 작품세계를 형상화할 수도

있지만,때로는 과거의 문학작품에 이미 형상화된 세계를 기반으로 자신

이 처한 실과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어린

시 부터 카 카의 작품을 하며 성장한 바이스는 기 작품에서부터 카

카를 생산 이고 창조 으로 수용하 다.바이스가 카 카로부터 받은

향을  마부 에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티 와 작품구조,다양한

형식 요소들에서 확인된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바이스가 카 카의 작

품을 단순히 인용하며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독자 인 시선으로 그의

작품을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사이의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개념은 들뢰즈/가타리와 데리다에게서 혼종성과 개방성을 지닌 개

념으로 등장하며,구분과 계를 넘어서는 복 특성을 보여 다.이러

한 ‘사이’의 특성은  마부 에서 카 카의 작품세계를 재해석하며 텍스트에

더 많은 해석과 담론을 끌어들이는 열린 공간을 허용한다.카 카의 작품

에서 실과 꿈,자아와 타자,고향과 타지 간의 경계 흐리기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사이’의 특성은 소설 주인공의 다양한 분열상과 이방인의 치

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바이스는 카 카의 소설이 지닌 이와 같은 사이의

특성을 자신의 소설에서 여러 장치들을 고안해냄으로써 더욱 발 시키고

극 화한다. 마부 에서 유령 같은 도 갱어들의 증식과 주인공의 묘연한

행 ,마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실재와 가상, 존과 부재의 경계를 혼란

시키는 틈새를 만들어내며 작품의 다원 인 해석 가능성을 증 시키는 것

이다.

한 바이스는 모티 나 작품구조의 차원을 넘어 시 ,서술, 쓰기 같

은 형식 인 차원에서도 사이의 미학을 개하 다.이것은 개인의 자유

와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 실을 어떻게 형상화해나가야 하는지에 한

작가로서의 바이스의 고민을 성찰한 것이기도 하다.여기서도 바이스는

객 이고 즉물 인 기록 쓰기와 주 이고 환상 인 실주의

쓰기 ‘사이’에서 부유하면서,인식 불가능하고 편화된 실에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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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를 비 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해방 가능성을 탐색해나간

다.카 카를 창조 으로 수용한 결과물이자  마부 를 통하고 있는 이

러한 ‘사이의 미학’은 자칫 바이스의 문학을 도식화된 이분법 구분으로

환원시키는 단순화의 험을 비 하고,나아가 기 바이스의 작품에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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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ÄsthetikdesZwischenraums

-DieKafka-RezeptioninPeterWeiss’Roman

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

Chae,Ji-Young

FakultätfürGermanistik

SeoulNationalUniversität

Während seines Lebens hat Peter Weiss sich in verschiedenen

Berufen versucht. Er war unter anderem Maler, Filmregisseur,

Dramatiker,undLiteraturkritiker.Dochseitdem ErfolgseinesRomans

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widmeteersichgänzlich

dem Schreiben.Von Kindheitan las erverschiedene Texte vieler

Schriftsteller und Denker, um seine Isolation, Entfremdung und

Identitätskrisezuüberwinden.DieSpurendieserLektüresindüberall

inseinenWerkenzufinden.BesondersFranzKafkawardem jungen

WeisseinBegleiter,um seineIdentitätskrisezuüberwinden,während

er dem alten Weiss als Orientierungshilfe diente, um einen

AnsatzpunktfürseinenWiderstandgegendierepressiveGesellschaft

zu finden.Weissversuchte seineEindrückenach derLektürevon

Kafkas Romanen in seinen Werken widerzuspiegeln.Obwohldie

Spuren Kafkas vorallem in den Spätwerken von Weiss deutlich

bemerkbarsind,solltemanjedochnichtübersehen,dasssieauchin

seinem Frühwerk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auftreten,

ohnedabeiexplizitgenanntzu werden.In dieserArbeitwerd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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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uf eingehen, wie Weiss Kafkas Einfluss in seinen Roman

aufnimmtundworaussich dieWeltanschauung,sowiedieÄsthetik

vonWeissinseinerfrühenPhasezurückgeht.DieKafka-Rezeptionin

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vonPeterWeisswerdeich

vorallem inZusammenhangmitdem Begriff„Zwischenraum“erörtern,

derzurErklärungderBedeutungsoffenheitunddesFormexperiments

indiesem Romandienensoll.

IndieserArbeitstehtvorallem dasVerhältniszwischenderÄsthetik

desZwischenraumsund derKafka-Rezeption im Weiss’Roman im

Mittelpunkt.ZunächstwillichtheoretischeÜberlegungenzum Begriff

„Zwischenraum“anstellen,derdenRomanDerSchattendesKörpers

desKutschersdurchzieht.DietheoretischenAnsätzefindensichvor

allem beiHomiBhaba,Gilles Deleuze/Félix Guattariund Jacques

Derrida.FürBhaba bewirktderZwischenraum dieDestruktion der

durch Grenzziehung entstandenen Identitätund eine Befreiung der

MenschenvonDiskriminierungundUntedrückungdurchdichotomische

Unterscheidungen.DieBedeutungdesZwischenraumsbeschränktsich

nichtbloß aufden räumlichen Aspekt,sondern kann auch aufder

EbenederIdentitätund derSemiotik erörtertwerden.Deleuzeund

Guattarispielen aufden Zwischenraum an,indem sieBegriffewie

Differenzan sich,Simulakren alsEreignisund Werden verwenden.

DamitüberwindensiediedualistischeUnterscheidung zwischenEgo

undAlterundbetonendiehybrideIdentität,diedietiefeEbenedes

„Ich“bestimmt.Derrida hingegen weistaufden Zwischenraum der

semiotischen Ebene hin. Er glaubt, dass „différance“ einen

Zwischenraum alseinennichtidentifizierbarenRaum hervorbringtund

unseineVielfaltvon Interpretationsmöglichkeiten erlaubt,indem der

SinneinesTextesnichtbestimmtwirdunddaheroffengelassenwird.

DieÄsthetikdesZwischenraums,derdenRomanDerSchattendes

Körpers des Kutschers kennzeichnet,hat einen subversiven und

emanzipatorischen Aspekt. Dies emöglicht uns einen off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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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ursraum füreine pluralistische Interpretation.Darin zeigtsich

auch,wieWeissKafkasWerkeschöpferischrezipiert.

Auf der inhaltlichen Ebene werde ich zuerst auf das

Doppelgänger-Motiveingehen,dasauchinengem Zusammenhangmit

derÄsthetik desZwischenraumszu sehen ist.Freud versuchtden

allgemeinenBegriffdesDoppelgängerszuerweitern,indem erseine

Bedeutung nicht auf die Ähnlichkeit der äußerlichen Erscheinung

beschränkt.NachseinerAnsichtkannsichdasvom Ichunterdrückte,

unbewussteBegehrenim BilddesDoppelgängerswiederkehren.Dieser

DoppelgängerverweistaufdenAnderenim InnerendesIch,wasden

repressiven Aspekt der festen Identität enthüllen kann. Freuds

Auffassung des„Doppelgänger-Begriffs“lässtsich zurInterpretation

derFigurenkonstellationin EinLandarztvon Kafkaheranziehen.In

EinLandarzterlebtdieHauptfigureineIch-Aufspaltungundtrittals

verschiedene Figuren auf.Eine Entsprechung findetsich auch im

Roman DerSchatten desKörpersdesKutschersvon Weiss.Hier

steigtdieZahlderDoppelgängerdesprotagonistischenSprecherssogar

nochanundauchdieIdentifikationdesSprechersmitdem Kutscher

bleibtunklar.Das Doppelgänger-Motiv beiWeiss dientdazu,die

einheitliche Identität aufzulösen und Simulakren als pluralistische

Identitätenim SinnevonDeleuzeundGuattarizuerzeugen.

In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gehtPeterWeissnäher

aufdiefamiliäreBeziehungein,mitdersichKafkainEinLandarzt

nicht intensiv beschäftigt. Der Auszug des Sohns aus seinem

Elternhaus steht in engem Zusammenhang mit dem plötzlichen

Auftreten des Kutschers.Kafka hatschon in seinem Romen Der

VerscholleneundinseinerErzählungDieHeimkehrdasMotivdes

biblischenGleichnissesvom verlorenenSohnuminterpretiert,um den

VerlustderHeimatalsUrsprungindermodernenGesellschaftunddas

GefühlderEntwurzelungdarzustellen.

In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kannmandasbiblische

Gleichnis des verlorenen Sohnes aus verschieden Perspekt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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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eren.In dieser Arbeit werde ich an dieses Motiv aus

soziologischer,psychologischerundsemiotischerSichtherangehen,um

schließlich die Figur des Kutschers zu bestimmen. Aus der

soziologischenSichtwerdeichvorallem denVater-Sohn-Konfliktund

diestrengeArbeitsmoralim Zusammenhang mitWebersHauptwerk

DieProtestantischeEthikundderGeistdesKapitalismusanalysieren.

Dadurch lässt sich der Grund erklären,warum der Sohn sein

Elternhausverlassen hat.Auspsychologischen SichtwirdderText

von Freud Aus der Geschichte einer infantilen Neurose als

heuristisches Instrumentarium dazu dienen, die Heimkehr des

verlorenenSohnes,oderdenAuftrittdesKutschersim Hinblickaufdie

Befreiung des Unbewussten und dessen subversive Bedeutung,zu

verstehen.JedochkannmandenKutschernichteinfachmitdem Sohn

gleichsetzen, wenn man den leeren Platz am Tisch und das

Schatten-Motiv berücksichtigt.In diesem Kontextbleibtdie Frage

unbeantwortet,obderSohnsichindenKutscherverwandelthat,der

dasunbewussteBegehrendesSohnessymbolischwiderspiegelt.Dies

bedeutet,dass der verlorene Sohn sich zwischen Rückkehr und

Verschollenheitbefindet.InderKutscher-FigurhatmaneineVielzahl

vonDeutungsmöglichkeitenwiez.B.denSohnalsDoppelgängerdes

Sprechers,alsVater,jasogaralsNazi.DieKutscher-Figurkannman

nichtsubstanziellerfassen,weilsie bloß als Schattenfigurauftritt.

Daherschwebtsie zwischen Absenz und Präsenz,was mitdem

„supplement“vonDerridaassoziertwerdenkann.Deshalbkannman

die Unbestimmtheit der Kutscher-Figur im Kontext der offenen

StrukturdesRomansundeinerunendlichenKettevonSignifikanten

aussemiotischerSichterklären.DieAuffasung,dassWeissinseinen

Frühwerken das Unbewusste als etwas Ursprüngliches im

surrealistischen Kontextbetrachtetund dieses aufdas endgültiges

Signifikatzurückführt,istindieserHinsichtnichtstichhaltig.Vielmehr

erzeugterstrategischeinenZwischenraum,derdieGrenzezw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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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wesenheitundAbwesenheit,SeinundScheinverschwimmenlässt,

wodurchdieMehrdeutigkeitdesWerkesentsteht.

ÜberdasMotivunddieRomanstrukturhinauslässtsichdieÄsthetik

des Zwischenraums auch auf der formalen Ebene sowie der

Perspektive des Erzählens und des Schreibens feststellen. Die

bestehendeForschunghatdiePerspektivedesSprechersim Schatten

desKörpersdesKutschersim Hinblick aufden „nouveau roman“

untersucht, für den die oberflächliche Beschreibung der Dinge

charakteristisch ist.Die beschränkte Sicht und die oberflächliche

Beschreibung,diesowohlderRomanvonWeiss,alsauchdernouveau

roman teilen, zeigen die Unvollkommenheit der menschlichen

Wahrnehmung und eine fragmentierte Welt.Jedoch sollte man die

TeilnahmesowiedenpassivenWiderstanddesSprechersim Schatten

desKörpersdesKutschersnichtübersehen,welche dem nouveau

roman gänzlich fehlen.Obwohldie Aktion des Sprechers gewisse

passiveZügeannimmtundletztlich scheitert,hebtsiesichdeutlich

vom Verhalten eines bloßen Beobachters ab.Indem Weiss den

SprecherzwischenpassiverBeobachtungundaktiverTeilnahmeander

Wirklichkeit schweben lässt, benutzt er den sich ständig

verschiebendenZwischenraum fürseinästhetischesZiel.DerVergleich

desRomansvonWeissmitdem nouveauromanreichtjedochnicht

aus,um seinePerspektiveundErzählstrukturzuverstehen.Denndie

fürdennouveauromanstellvertretendenRomaneAlainRobbe-Grillets

sindEr-Romane,währendDer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

vonWeisseinIch-Romanist.IndieserHinsichtistderRomanvon

WeisswiedermitKafkasErzählung EinLandarztvergleichbar,die

auchalsIch-ErzählungeineAusnahmeinKafkasGesamtwerkist.

InBezugaufdieRedederRomanfigurunddesSprecherskannman

eineGemeinsamkeitzwischen KafkasErzählung und Weiss’Roman

finden.InbeidenWerkenbewegtsichdasGesprächvoneinem Extrem

zum anderen, d.h. vom Schweigen zum Geschrei, was

Kommunikationsstörungen zwischen den Figuren zurFolge ha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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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blickaufdieRedeinstanzlassensowohlKafkaalsauchWeissdie

Frage,werin ihren Werken redet,unbeantwortet.Im Allgemeinen

erzähltein ErzählervergangeneGeschichten rückblickend auseiner

gewissen Distanz.Neben diesem Erzählen gibt es auch weitere

Redearten wie Kommentieren, Beschreiben und Reflektieren. Das

Redesubjekt, das aus gegenwärtiger Perspektive der Traumlogik

entsprechendspricht,kannmandaherim Unterschiedzum Erzählerals

Sprecher bezeichnen. Im Roman von Weiss befindet sich das

RedesubjektzwischenderPositiondesErzählersunddesSprechers,

Somit verkörpert es die Ästhetik des Zwischenraums auf der

narrativenEbene.

Im UnterschiedzuKafkasErzählungEinLandarztlässtWeissdie

Schriftstellerfigurinseinem Romanauftreten,dieauchalsSprecher

überseinSchreibenreflektiert.SeinSchreibenbewegtsichzwischen

dem objektiven, sachlichen Schreiben und dem subjektiven,

surrealistischen Schreiben.DieseMischform lässtsich auch in den

Spätwerken von Weiss feststellen.Während der späte Weiss als

marxistischgesinnterAutordiesegegensätzlichenAspekteim festen

Glaubenam Sozialismusdialektischzusynthetisierenversucht,dienen

beideSchreibweisenbeim frühenWeisswieim SchattendesKörpers

des Kutschers dazu,statteinerdialektischen Synthese die stabile

Weltanschauungaufzulösen,selbstwenndieKritikanderrepressiven

WirklichkeitinbeidenEntwicklungsstadienvonWeisszufindenist.Im

SchattendesKörpersdesKutschershältWeisseinekritischeDistanz

zurobjektivenBeschreibungeinerseitsundzursubjektivenPhantasie

andererseits.Geradein diesem „Zwischenraum“befindetsich Weiss’

eigenesSchreiben.

AusderschöpferischenVerarbeitungvonKafkasWerkenergibtsich

dieÄsthetik desZwischenraums,diefürdieFrühwerkevon Weiss

charakteristischist.Indem mandiesenzwischenräumlichenAspektin

Weiss’Frühwerkenbetont,kannmansichderGefahrentziehen,den

schriftstellerischen Werdegang von PeterWeiss aus dichotomi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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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t zu betrachten, wodurch seinen Frühwerken eine aktuelle

Bedeutungbeigemessenwerden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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