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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토마스 만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예술과 예술가에 관한 문제를 주요 주제

로 다루었을 만큼 예술은 그의 정신세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

역이었다.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유형의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바, 이들은

대부분 음악, 혹은 문학과 관련된 인물들임을 볼 수 있다. 토마스 만은 여

러 예술 장르 중에서 특히 음악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 반면, 시각예술

에 대한 주제는 그리 많이 다루지 않았으며 이 예술에 대해서는 음악을 대

할 때와 같은 큰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 뛰어난 시각적 인지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학

적 형상화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의 영역

을 도외시 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정신세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

상가들로부터 받은 부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러와 쇼펜하우어, 니

체로 이어지는 독일의 보수적 이상주의 전통의 적자로 자처한 토마스 만은

선배 사상가들의 입장을 의식적으로 따르면서 음악, 특히 바그너 음악을 가

장 독일적인 예술로 간주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라틴 가톨

릭 지역에 속한다고 간주되어온 시각예술과는 분명한 선을 그으며 그의 정

신적 선배들처럼 이 세계를 자신의 영역 밖으로 의식적으로 배제시켰다. 그

의 이러한 배타적 태도는 니체의 ‘청각형 인간 Ohrenmensch’과 ‘시각형

인간 Augenmensch’ 개념을 사용하여 두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자로 공언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다.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에 배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은 현실의 삶에

서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들에게서 받은 영향 또한 컸다. 같

은 작가로서 그의 가장 깊은 대화 상대이면서도 평생 경쟁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형 하인리히 만은 회화적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 화가로서 문학 작품

창작에 회화적 방법을 적용한 시각적인 작가였다. 하인리히 만의 창작 태도

는 실러처럼 보이는 세계를 배제하고 순수 추상적인 방법으로 창작하고자



한 토마스 만과 전적으로 배치되면서 형제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주요 원인

이 되기도 했다. 또한 토마스 만에게 가장 은밀하고 난처한 문제였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두 인물, 파울 에렌스베르크와 카챠 프링스하임도 시각예

술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만은 젊은 시절 동

성애적 감정의 상대였던 화가 파울 에렌스베르크를 통해 시각예술이 갖는

표피적인 삶의 통속성을 느꼈다. 또한 토마스 만은 뮌헨의 부유한 유태인

가문 출신 카챠 프링스하임과의 결혼을 통해 기벽에 가까운 처가의 ‘과도한

예술적 호사’를 시각예술 영역에서 경험하였으며, 여기서 받은 부정적 감정

의 체험은 초기작 밸중족의 혈통 Wälsungenblut (1906/1921)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작가 스스로 밝힌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만의 시각

예술 수용 양상을 상세히 고찰하면 그가 이 예술의 속성을 상당히 잘 이해

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영역에 대한 지식을 작품 창작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특히 그는 특유의 이분법적인 예술 개념의

하나인 ‘정신과 삶’이라는 대립구도에서 시각예술을 후자에 속한 것으로 간

주하면서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양극적 개념 사이를 오가면서 시각예술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개념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수용하였다. 시각예

술을 둘러싼 토마스 만의 이와 같은 선택적 수용 태도는 특히 르네상스 대

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뚜렷이 볼 수 있다.

시각예술을 대하는 토마스 만의 이중적인 태도는 특히 그의 초기 작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시각예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밝힌 언명

과는 달리 그는 첫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 Buddenbrooks(1901)에서 시

각예술의 라이트모티브들을 쇼펜하우어적인 몰락과 죽음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하여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음악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영역의 모티브

도 상징적, 구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가적 능력이 있음을 보였다. 첫

장편을 마친 후 바로 이어 집필한 글라디우스 데이 Gladius Dei(1902)

에서는 시각예술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취하여 시각예술에서의 ‘정신과 삶’

의 대립을 논의하였다. 실러의 입장에서 창작의 고통을 다룬 힘겨운 시간



Schwere Stunde(1905)에서는 ‘보이는 형상’을 창작의 본질과 결부하여

미학적으로 진지하게 다루며 스스로 시각예술과 창작의 본질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토마스 만의 초기

작 일부를 시각예술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토마스 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주로 분석이 이루

어졌던 부덴브로크 일가를 시각예술 모티브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동안 작

가의 작품 중에서 생소하게 여겨져 왔던 단편 글라디우스 데이와 힘겨운

시간을 시각예술적인 측면에서 논의함으로써 작가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

었던 영역에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토마스 만, 시각예술, 시각형 인간, 청각형 인간, 정신과 삶

독일 이상주의, 토마스 만의 그림

학 번: 2015-31195



- i -

목 차

1.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1

1.2. 선행 연구 ····································································································13

1.3. 연구 방법 및 내용 ····················································································19

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25

2.1.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 ‘청각형 인간’과 ‘시각형 인간’ ·····················25

2.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화가와 작가」············································30

2.3. 토마스 만 시각예술관 형성의 정신사적 배경 ····································43

2.4. 토마스 만의 예술관과 시각예술 ····························································61

3. 토마스 만의 생애와 시각예술 체험 ···················································70

3.1. 하인리히 만: 만 형제의 갈등과 시각예술 ··········································70

3.2. 파울 에렌스베르크: 토마스 만의 사랑과 시각예술 ··························83

3.3. 카챠 프링스하임: 토마스 만의 결혼과 시각예술 ······························93

4.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수용 양상 ··························································110

4.1. 1900년 전후 시각 매체 발전과 토마스 만 ······································110

4.2. 토마스 만의 그림 ····················································································121

4.3.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131

5. 토마스 만의 초기작품과 시각예술 ························································147

5.1. 부덴브로크 일가: 몰락과 죽음의 시각예술 모티브 ····················148

5.2. 글라디우스 데이: 시각예술을 둘러싼 정신과 삶의 대결 ··········175

5.3. 힘겨운 시간: 시각예술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 ····························204



- ii -

6. 결론 ········································································································217

참고문헌 ······································································································223

Zusammenfassung ················································································236



- iii -

표 목 차

<표 1> 쿠르츠케에 의한 니체의 이분법적 예술 개념 분류 ··························58

<표 2> 쿠르츠케에 의한 토니오 크뢰거의 이중성 분석 ································66

<표 3> 정신과 삶으로서 예술 구분 ····································································68

<표 4> 오한진에 의한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의 예술적 입장 구분 ······82

<표 5> 토마스 만의 동성애와 결혼 개념 ··························································92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 하인리히 만: 지도자의 시작(1940년 무렵) ··································72

<그림 2> 하인리히 폰 취겔: 힘든 노동(1908) ··············································88

<그림 3> 프란츠 폰 렌바흐: 카챠 프링스하임 초상(1892) ························94

<그림 4> 프링스하임 저택 서재 ··········································································97

<그림 5> 프링스하임 저택 식당 ·······································································100

<그림 6> 프링스하임 저택 음악실 ···································································102

<그림 7> 한스 토마: 뮌헨 프링스하임 저택 음악실 벽화 일부(1891) ·· 102

<그림 8>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카울바흐: 어린이카니발(1888) ···107

<그림 9> 하인리히 만: 자화상(1905년 무렵) ·············································122

<그림 10> 토마스 만: 자화상(1889) ·····························································122

<그림 11> 토마스 만: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1896 무렵) ·············128

<그림 12> 토마스 만: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128

<그림 13> 토마스 만: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129

<그림 14> 토마스 만: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129

<그림 15> 다니엘라 다 볼테라: 모세(1584) ···············································136

<그림 16>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부분) ·························································137

<그림 17>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 배치 ·······················································137

<그림 18> 미켈란젤로: 다비드(1504) ···························································139

<그림 19> 베르텔 토르발트센: 축복하는 그리스도(1821) ·······················172

<그림 20> 토마스 만 아버지의 장례 ·······························································172

<그림 21> 카를라 만과 곰(1896 무렵) ·························································175

<그림 22> 곰 박제가 들고 있던 쟁반 ·····························································175

<그림 23> 아우구스트 엔델: 호프-아뜰리에 엘비라(1897-1898년 무렵,

1937년 소실) ··················································································180

<그림 24> 피렌체 로지아 데이 란치(1376-1382) ····································183



- v -

<그림 25> 뮌헨 펠트헤른할레(1841) ·····························································183

<그림 26> 프라 바르톨로메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1498 무렵) ·········188

<그림 27> 토마스 만 책상 위의 사보나롤라 ·················································188

<그림 28> 루트비히 폰 랑엔만텔: 사보나롤라의 설교(1879) ·················191

<그림 29> 베첼리오 티치아노: 이사벨라 데스테의 초상(1536) ·············194

<그림 30> 가브리엘 코르넬리우스 폰 막스: 마돈나와 아기(1888) ·······197

<그림 31> 실러의 바이마르 작업실 ·································································209



- 1 -

1.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토마스 만의 문학세계에서 예술과 예술가의 문제는 전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정신과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

은 예술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문학가 혹은 음악가이다. 특히 음

악가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전문가 혹은 딜레탕트로서 다양한 유형의 인물

로 묘사되며 음악은 진지한 예술로서 이들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신을 고양시키고 삶을 파멸로 이끈다. 작가로서 토마스 만의 정신세계에

서 음악이 갖는 결정적 의미는 만이 스스로를 “문학으로 자리를 잘못 잡은

음악가”1)로 생각했다는 표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

적으로 그는 시각예술에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시각예술을 진지

한 예술로서 인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시각예술을 감각적이며 표피

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적으로 멀리하기도 했다. 시각

예술에 대한 그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초기에서부터 말년에 이르는 그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과 에세이, 논문, 대담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2)

1) “나는 본래는 시각형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으로 자리를 잘못 잡은 음악가이
다.” „Ich bin ja eigentlich kein Augenmensch, sondern mehr ein in die
Literatur versetzter Musiker.“ Thomas Mann: Briefe 1889-1936,
1937-1947, 1948-1955. Erika Mann(hrsg.) Frankfurt a. M. 1976-1987.
Bd. II. S. 547. Brief an Emil Praetorius 12. 12. 1947. 토마스 만의 부인
카챠 만 Katja Mann(1883-1980) 역시 남편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지휘
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항상 말하곤 했다면서 이와 유사한 증언을 한다. „Er sagte
immer, wenn er noch einmal auf die Welt käme, wäre er gern Dirigent
geworden.“ Katja Mann: Meine ungeschriebenen Memoiren. 8. Aufl.,
Frankfurt a. M. 2004. S. 57.

2) 평생에 걸친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입장 표현에 대해서는 Katrin
Bedenig Stein: Nur ein „Ohrenmensch“?: Thomas Manns Verhältnis zu
den bildenden Künsten. Bern/Berlin/Bruxells/Frankfurt a. M./New York
2001. S. 7-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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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 스스로 시각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그의 작품 속에서의 예술은 곧 ‘귀의 세계’인 음악으로 간주되어왔다. 따라

서 기존의 토마스 만 연구에서는 청각의 영역에 비해 시각의 영역, 특히 시

각예술과 관련된 연구는 현저히 적은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만과 시

각예술의 관계를 탐구한 그리 많지 않은 연구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시각

예술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토마스 만의 작

품과 정신세계에서 시각예술의 역할은 미미하고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왔다.

페터 퓟츠 Peter Pütz는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았다는 근거를 그의 전체 창작 작품과 수많은 연설, 논문, 에세이, 헌사를

통틀어 시각예술 작품과 이미지에 대해 길게 쓴 글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

다는 점에서 찾는다. 또한 작품 속 화가와 조각가들이 문학가와 음악가의

그늘에서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는 점도 그 근거라고 주장한다. 곧 시각예술

가들은 삶의 피상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3)

한노-발터 크루프트 Hanno-Walter Kruft는 토마스 만이 초기작에서

시각예술에 대한 소재를 다소나마 다루는 것은 그가 1894년 뤼벡에서 어머

니를 따라 뮌헨으로 이주했을 때 도시를 압도하던 시각예술적인 분위기에

의해 잠시 스쳐지나가는 관심을 보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4)

토마스 슈프레혀 Thomas Sprecher는 작가가 시각예술적인 사안에는

3) Peter Pütz: Ein Ohren-, doch kein Augenmensch. Die bildende Kunst
bei Thomas Mann. In: Maria Moog-Grünewald/Christoph Rodiek
(hrsg.): Dialog der Künste. Intermediale Fallstudien zur Literatur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 M. 1989. 279-290. S. 279.

4) Hanno-Walter Kruft: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Mann-Handbuch. 2. Aufl., Regensburg 1995.
S. 344. 토마스 만의 부인 카챠는 당시 뮌헨의 압도적인 시각예술 중심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뮌헨은 당시 예술도시였다; 문학도시라고는 할 수 없었고
문학가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내 남편이 상점에 가면 항상 화가 선
생으로 불리곤 했다.” München war damals eine Kunststadt; weniger eine
literarische Stadt, Schriftsteller zählten nicht so viel. So wurde mein
Mann, wenn er in ein Geschäft, immer Herr Kunstmaler genannt.
Katja Mann Frankfurt a. M. 2004.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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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 특별한 감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슈프레혀는 토마스 만의 작품이

나 삶에서 시각예술은 부차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음악이나

문학에 견주어 볼 때 시각예술은 그의 세계에서 항상 마이너 예술의 지위를

감수했다고 말한다.5)

비교적 최근에 이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수행한 카트린 베데니히 슈타인

Katrin Bedenig Stein 역시 토마스 만의 작품에서 ‘들음’의 영역, -다시

말해 음악의 세계-에 대한 서술은 라이트모티브처럼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음악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봄’의 영역, –즉, 시각예술들-은

중심 영역 밖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말한다.6)

위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토마스 만이 시각

예술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작가가 출생

하고 성장했던 북독일에서의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인 배경에서 찾는다.

이들에 따르면 토마스 만이 음악과 달리 시각예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그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북부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의 음악 중

심적인 분위기와 이성적인 상류 시민의 가정문화, 학교에서의 엄격한 도덕

적, 청교도적인 교육으로 인해 시각중심적인 남쪽 가톨릭 문화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 에른스트 샤이어 Ernst Scheyer 역시

5) Thomas Sprecher: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In: Dasvoser
Revue 71. 1996. 29-38. S. 35.

6) Katrin Bedenig Stein. 2001. S. 7.

7) 문화학자 토마스 클라인스펜 Thomas Kleinspehn은 시각이 근대 사회에서 왜 그렇게
다른 감각보다 중요시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시각적 태도 Sehverhalten’의
역사를 중세부터 고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태도의 차이는 바로크 시대부터 이
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톨릭지역의 작가들은 눈의 즐거움을 훨씬 더 과도하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이차
적인 선에서야 그 즐거움이 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 회의를 하는 반면, 신교 혹은 계
몽적인 작가들의 심사숙고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 즐거움과) 더 단절되어 있었다.
Während die Autoren aus katholischen Regionen sehr viel
überschwenglicher die Lust des Auges preisen und in zweiter Linie
Zweifel an seiner Grenzlosigkeit hegen, sind die Überlegungen
protestantischer oder aufklärerischer Schriftsteller in sich bereits
gebrochener. Thomas Kleinspehn: Der flüchtige Blick. Sehen und
Identität in der Kulturder Neuzeit. Hamburg 1989. 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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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로서 그는 만이 음악에 대해서 열정적 애정을 표

현한 것과는 정반대로 시각예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홀대한 것은 고향

뤼벡의 학교에서 시각예술 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토마스 만은 “토니오 크뢰거 Tonio Kröger(1903)의 주인공이 여자친구

화가 리자베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미술의 도시, 뮌헨 슈바빙의 보헤미안

문화에 마음이 기울긴 했지만 결국 그림에 대한 열정의 결핍을 초래했고 나

아가 회화의 심층적인 기능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8)

그러나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된 원인을 출생

과 교육적, 종교적인 배경에서만 찾는 데 그치는 이러한 연구들은 충분히 납

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장남 하인리히 만

Heinrich Mann(1871-1950)은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회화적 재능을 바탕으로 시각예술을 자신의 세계에서 중요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 창작 활동을 전개시켜나갔기 때문이

다. 그는 아마추어 화가로서 평생 규칙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여

기서 터득된 감각적인 회화적 창작방법을 문학 창작에 적용하여 시각예술과

문학의 세계를 넘나들며 두 예술을 융합한 다수의 작품을 생산해 내었다.9)

따라서 시각과 청각,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에 차별적인 가치부여를 하는

토마스 만의 입장은 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장배경과 교육적 배경에 따

른 교양의 문제로만 단순히 그 원인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두 예술에 대

한 작가의 차별적인 가치부여는 무엇보다 그의 내면적 도덕성, 정신성에서

유래하는 창작의 본질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정

체성을 규정할 때 북쪽 지향성을 분명히 공언하며 남과 북, 구교와 신교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을 연결시켰

8) Ernst Scheyer: Ṻber Thomas Manns Verhältnis zur Karikatur und
bildenden Kunst. In: Georg Wenzel(hrsg.): Betrachtungen und Ṻberblicke.
Zum Werk Thomas Manns. Berlin und Weimar 1966. 143-168. S. 156.

9) 감각적이고 회화적인 방법을 문학에 전용하여 쉽게 창작하는 하인리히 만의 문학적
태도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힘겹게 창작하는 방법을 택한 토마스 만이 경쟁
상대인 형과 갈등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시각예술을 둘러싼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의 입장차에 대해서는 본 논문 3.1., 4.2., 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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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게 북쪽은 프로테스탄트적인 문화, 도덕성이 강조되는 윤리적인 세

계인 반면, 남쪽은 라틴적 예술취향과 연관된 본능적 감각의 세계를 의미했

다. 이와 같은 구도에 의해 만에게 북쪽의 청각예술은 도덕적인 것으로, 남

쪽의 시각예술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는 북쪽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날 도처에서 민족과 종족
과 관련된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을 갖고 볼 때 그렇습니다. 프로
테스탄트적, 도덕적, 청교도적인 경향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는 모르겠
으나 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내가 남쪽의 풍광에 약간의 경멸을 품
고 있는 것처럼 낭만적10) 예술취향에 의심의 여지없이 수반되는 비열
함이 내게 본능적이고 신경질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Ich bin nordisch gestimmt, bin es mit der ganzen Bewußtheit,
die heute überall in Sachen der Nationalität und der Rasse
herrscht. Protestantische, moralische, puritanische Neigungen
sitzen mir, wer weiß, woher, im Blute, und wie ich gegen die
südliche Landschaft eine gelinde Verachtung hege, so erregt mir
jene gewisse Gemeinheit, die unzweifelhaft dem romantischen
Kunstgeschmack anhaftet, einen instinktiven und nervösen
Unwillen.11)

시각예술을 남과 북의 문제에 관련시키면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토마스 만의 같은 태도는 토니오 크뢰거의 주인공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토니오가 뮌헨의 여자 친구 화가 리자베타에게 남쪽 세계를 떠나

북쪽으로 가겠다고 말할 때 그가 경멸적 대상으로 지목하여 열거한 남쪽 세

계의 특성 대다수는 시각과 관련되며 특히 ‘짐승의 눈빛 Tierblick’과 ‘눈

10) 토마스 만은 이 부분을 ‘romantisch 낭만적인’로 쓰고 있으나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는 문맥상 남쪽 이탈리아의 문화를 뜻하는 ‘romanisch 로만족의 혹
은 로만계의’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한 해 전
에 쓴 토니오 크뢰거에서 주인공이 남쪽 이탈리아의 문화와 자연, 사람을 경멸
할 때 ‘이 로만 계통의 사람들 diese Romanen’이라고 표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 인용문 12) 참고. 인용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11) Thomas Mann: Der französische Einfluß. In: Thomas Mann: Gesammelte
Werke. In dreizehn Bänden. Frankfurt am Main 1960-1974.
본 논문에서 토마스 만 문헌 인용은 위의 전집을 기준으로 하며,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에서 제목, 발표연도, 권수와 쪽수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Der französische Einfluß」(1904) GW X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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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e’ 등 시각과 관련된 단어들이 두 번 이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내게 경멸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그곳에 속한다고 공상한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예술, 그렇지 않아요? 비단결 같이 푸른 하늘,
뜨거운 와인, 달콤한 감각... 요컨대 난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포기하겠어요. 이 모든 아름다움이 날 신경질적으로 만듭니다. 난 또한
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생기 있는 저 아래쪽의 사람들, 짐승같은 까만 눈
빛을 가진 그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로만 계열 혈통 사람들은 눈에
양심이라곤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난 이제 좀 덴마크로 가겠습니다.
Italien ist mir bis zur Verachtung gleichgültig! Das ist lange
her, daß ich mir einbildete, dorthin zu gehören. Kunst, nicht
wahr? Sammetblauer Himmel, heißer Wein, und süße
Sinlichkeit... Kurzum, ich mag das nicht. Ich verzichte. Das
ganze Bellezza macht mich nervös. Ich mag auch alle diese
fürchterlich lebhaften Menschen dort unten mit dem schwarzen
Tierblick nicht leiden. Diese Romanen haben kein Gewissen
in den Augen... Nein, ich gehe nun ein bißchen nach
Dänemark.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청각예술과 시각예술의 관계는

그의 작품과 정신세계를 해석할 때 자주 인용되는 양극성의 문제 곧, ‘남과

북’, ‘예술가와 시민’, ‘삶과 정신’, ‘감각과 인식’, ‘문명과 문화’, ‘마성과 이

성’ 같은 핵심적인 개념들로 연결된다.13) 따라서 그에게서 두 예술 장르의

선택과 배제는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를 넘어서는 창작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만은 두

예술 간의 문제를 니체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예술관의 핵심 개념, ‘정신과

삶 Geist und Leben’이라는 양극성의 대립문제로 연결시켰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역시 니체에게서 유래한 ‘시각형 인간

Augenmensch’과 ’청각형 인간 Ohrenmensch’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

면서 자신의 예술적 토대는 청각, 곧 음악의 세계에 있음을 강조한다.14)

12) Tonio Kröger(1903) GW VIII 305f. 인용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13)「Der Künstler und Literat」(1913) GW X 62.

14) ‘Ohrenmensch’와 ‘Augenmensch’라는 개념은 니체가 1870년 바젤에서 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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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과 시각에 얽힌 이와 같은 심층적 의미 속에서 그가 스스로 ‘청각형 인

간’임을 자처한 것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미학적,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로서 토마스 만의 실제 문학 창작은 시각의 세계를 부정하고

자한 그의 표면적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그는 다른 어

떤 작가보다도 탁월한 시각적 묘사능력을 가진 뛰어난 ‘시각형 작가’였다.

토마스 만의 독자라면 작가로서 타고난 그의 시각적 능력 곧, 시각적 인지

를 통해 파악한 사실을 문학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형상화해내는 그의 탁월

한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토마스 만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세밀한 관상학적 묘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미묘한 상징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는 이야기의 분위

기와 진행을 암시하기 위해 색채상징을 섬세하게 활용하기도 했다.15)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각적 대상들은 라이트모티브로서 작품 속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된 공

간들의 시각성은 작품의 심층적인 의미와 긴밀히 연결됨을 볼 수 있다.16)

리스 비극에 관한 두 개의 공개강연 중 첫 번째「그리스 음악 드라마 Das
griechische Musikdrama」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위의 두 용어는 ‘귀
인간 Ohrenmensch’, ‘눈인간 Augenmensch’으로 직역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각각 청각 매체, 시각 매체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을 해석하는 인간 유형이라는
의미에서 ‘청각형 인간 Ohrenmensch’, ‘시각형 인간 Augenmensch’으로 표기하
도록 하겠다.
Friedrich Nietzsche: Das griechische Musikdrama. In: Friedrich
Nietzsche: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Giorgio
Colli/Mazzino Montinari (hrsg.). III 2. Berlin 1966 ff. S. 8. 본 논문에서
니체 인용은 위의 전집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다음과 같은 인용 형식을 따름.
Friedrich Nietzsche: Das griechische Musikdrama. III 2. S. 8.
이 용어의 유래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논문 2.1. 참고

15) 토마스 만의 색채 상징성에 관한 최신 연구는 Andreas Blödorn: Farbschattierung.
Bildlichkeit im Frühwerk Thomas Manns. In: Katrin Bedenig Stein/
Thomas Sprecher/Hans Wißkirchen(hrsg.): Thomas Mann Jahrbuch.
Frankfurt a. M. 2013. 155-168 참고.

16) 토마스 만의 삶과 작품에서 시각예술은 종속적인 역할만 할 뿐이라고 했던 한노-
발터 크루프트도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에서는 시각예술에 대해 인간적으로, 예술
가로서 느낀 인상들이 즉흥적으로 변형되어진 반면, 후기 작품에서는 이 사례들이
보다 목적을 의식해서 인용, 가공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의 시각예술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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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그는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본래 시각예술에서 유래한 몽타주

기법이나 유겐트슈틸, 신고전주의 양식 등 당시에 유행하던 시각적 모더니

즘의 기법을 문학에 능숙하게 적용하고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만의 시각적 묘사 속에는 건축이나 조각, 실내 장식, 회화와 복

식 등 시각예술에 대한 상당한 식견과 지식을 드러내주는 표현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어서 그가 이 분야에 무지하고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부인 카챠의

남편에 대한 평가는 시각형 작가로서 토마스 만의 면모를 분명히 지적한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으로 구분한다
면, 그는 본래 시각형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건 즉시
완벽히 파악한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시각형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Er liebte die Musik und war, will man die Menschen in
Augen- und Ohrenmenschen einteilen, eigentlich kein
Augenmensch, aber doch insofern natürlich, als er jeden
Menschen sofort vollständig erfaßt.17)

이와 같은 ‘반 시각형 인간’과 ‘시각형 작가’로서 토마스 만의 모순은 시각

의 세계에 대해 취하는 그의 입장이 갖는 독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

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입장은 동시대의 시각 문화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

렷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가는 근대의 전환기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회화 양식이 등장하였으며 사진과 파노라마,

식과 작품 속에서의 활용 능력은 인정을 한다. Hanno-Walter Kruft: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
Mann-Handbuch. 2.Aufl., Regensburg 1995. S. 344. 부덴브로크 일가에
들어 있는 시각적 모티브의 역할을 분석한 빌퍼르트는 이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어
떤 분야의 내용을 봐도 허술하지 않고 장편의 전체 발전과정에서 디테일들이 조화
와 통합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시각예술도 그 완벽한 분야 중의 하나로 들
고 있다. 빌퍼르트가 분석한 작품 속에서의 시각적 대상들의 역할을 보면 토마스
만은 초기부터 시각예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작품 속에서 구조
적으로 중요한 라이트모티브로서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Gero
von Wilpert: Die bildenden Künste. In: Ken Moulden/Gero von Wilpert
(hrsg.): Buddenbrooks-Handbuch. Stuttgart 1988. 259-304.

17) Katja Mann 2004. 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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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 매체들의 발명과 더불어 다른 어떤 감각보다

시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다.18) 게오르크 짐멜 Georg

Simmel(1858-1918)과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1892-1940) 등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사회학자, 문화비평가의 글에 나타난 시각 문화에 대

한 해석을 보면 시각의 세계에 대한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입장이 동시대

문화와 확연하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19)

뛰어난 시각적 인지능력을 가진 작가가 동시대의 압도적인 시각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시각적인 세계와 시각예술을 거부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독일 보수주의의 전통의 계승자로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이 세계를 외면한

데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보지 않겠다”는 실러에게서 온 것이었다. 토마스 만은 순수한 추

18) 근대 시각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네사 R. 슈와르츠: 구경꾼의 탄생. 세기
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노명우·박성일 역). 마티 2009 참고.

19) 짐멜은「감각의 사회학 Soziologie der Sinne」에서 근대 대도시 생활에서 시각
을 통한 인식은 청각 등 다른 익숙한 감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전근대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그곳[대도시]에서의 교류는, 소도시와 비교할 때, 청각에 비해 시각의 우위를 보
여 준다; 이는 소도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서로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눈빛만으로도 단지 보이는 것만이 아닌 사람 전부를 알 수 있을 만한
아는 사람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다. 대도시에서 시각의
우위는 무엇보다 공적인 촉진수단으로 인한 것이다. 19세기에 옴니버스, 기차와
전차가 있기 전엔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수 분, 혹은 수 시간동안
바라볼 수 있거나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Der Verkehr in ihr, verglichen mit dem in der Kleinstadt, zeigt ein
unermeßliches Ṻbergewicht des Sehens über das Hören Anderer;
und zwar nicht nur, weil die Begegnung auf der Straße in der
kleinen Stadt eine relativ große Quote von Bekannten betreffen,
mit denen man ein Wort wechselt oder deren Anblick uns die
ganze, nicht nur die sichtbare Persönlichkeit reproduziert – sondern
vor allem durch die öffentlichen Beförderungsmittel. Vor der
Ausbildung der Omnibusse, Eisenbahn und Straßenbahn im 19.
Jahrhundert waren Menschen überhaupt nicht in der Lage, sich
minuten- bis stundenlang gegenseitig anblicken zu können oder zu
müssen, ohne mit einander zu sprechen.
Georg Simmel: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Leipzig 1908. S.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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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사유에 의해서만 작품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실러를 따라 자신에게

도 눈의 세계는 본래 자신의 세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내게도 눈의 세계는 본래 나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
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 그(실러:필자)처럼.
Auch für mich ist die Welt des Auges nicht eigentlich meine
Welt, und im Grunde will ich nichts sehen – wie er.20)

토마스 만은 자신을 실러, 쇼펜하우어, 바그너, 니체로 이어지는 독일의

이상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적자로 자처하였으며 그의 사상적 선배들처

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은 음악이었고 이 세계와 대립하는 남쪽의 시각

예술은 배제의 대상이었다. 음악가 바그너는 물론 독일의 보수적 이상주의

선상에 있었던 대표적인 철학가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모두 음악에 절대적으

로 높은 가치를 부여한 반면 시각예술은 그림자, 혹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

로 평가 절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두 예술에 대한 차별적

인 태도는 플라톤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뿌리 깊은 서양의 지적 전통이기

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러는 독일 보수적 민족정신의 대표적인 표

상으로서 전혀 음악적인 작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만에게는

‘음악적인’ 작가로 간주되었다.21) 실러에 토대를 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은 유럽 타민족국가에 비해 엄밀한 의미의 민족정체성이

결핍된 상황에서 특유의 주관적-낭만적 감성과 향토애를 가진 독일 음악과

함께 꾸준히 독일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바그너

음악에서 절정에 도달하였다.22) 따라서 토마스 만이 극구 ‘시각형 인간’이

20) Karl Kerény(hrsg.): Thomas Mann–Karl Kerény. Gespräch in Briefen.
Zürich 1960. S. 198.

21)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Paul Scherrer/Hans Wysling(hrsg.): Thomas-Mann-Studien.
Quellenkritische Studien zum Werk Thomas Manns. Bern/München
1967. 123-233. S. 169. 이후 본 논문에서는 Thomas-Mann-Studien을
TMS로 표기하고 이 학술지 인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름.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TMS I 1967.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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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길 거부하고 ‘청각형 인간’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독일 보수주의

정신의 계승자로서 정신적, 철학적인 맥락에서 그의 의지에 따른 표면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마스 만의 ‘시각형 인간’에 대

한 부정과 ‘시각적인 작가’로서의 근원적인 모순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지 않았던’ 그의 정신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토마스 만이 시각의 세계와 갖는 모순적인 관계는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연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했다. 토마스 만의 작

품을 세기 말 시각 문화사의 관점에서 분석한 앙켈리카 샬러 Angelika

Schaller는 초기작품에 집중적으로 포함된 눈의 모티브와 시각적 인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어렵고, 심지어 어긋난 현실과의 관계 schwieriges,

wenn nicht gestörtes Verhältnis zur Wirklichkeit” 중의 하나로 해석

한다.23) 샬러는 만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관계의 예를 ‘일생

동안 경쟁과 갈등을 반복했던 형 하인리히와의 긴장’, ‘부유한 유대가문 출

신 여성과 결혼하여 누리게 된 호사스러운 삶에서 오는 작가로서의 정신적

인 불편함’, ‘평생 동안 모호했던 성적 정체성’ 등을 꼽고 있다.24) 그런데

이 편치 않은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 하인리히 만, 카챠 프링스 하임, 파울

에렌스베르크는 모두 시각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에 삶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을 이들과의 관계로 투영하며 부정적인 관점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시각과 청각예술 사이의 문제를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옹호했던

토마스 만과 이탈리아의 라틴 문화를 지지했던 하인리히 만 사이의 관계로

연결하면 이 두 예술 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속에는 미

22) 김륜옥: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예술의 허와 실- 리하르트 바그너와 토마스 만을
예로. 독어독문학 150. 2019. 153-174. 159 쪽 참고.

23) Angelika Schaller: „Und seine Begierde ward sehend“: Auge, Blick und
visuelle Wahrnehmung in der Prosa Thomas Manns. Würzburg 1997.
S. 101.

24) Ebd. 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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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정치적, 인간적 관계에서 유래된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시각예술에 대한 그의 부정적 입장 속에 들어있는 진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

면 그가 시각예술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창작

에 있어 필요한 의미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만은

시각예술을 앞에서 언급한 ‘정신과 삶’의 대립구도에서 대체적으로는 ‘삶’의

편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 작품 속에서는 음악처럼 시각예술에 대해서도 정

신적일 것을 요구하면서 시각예술의 의미를 ‘정신과 삶’ 양 극단 사이에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토마스 만이 ‘세기 말 새로운 시각 문화와 대면하

는 양상’, ‘그림으로 자신의 문학 작품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선취하는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켈란젤로를 토마스 만이 수용하는 양상

을 보면 일반적으로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각예술의 대가로 알려진

이 인물을 정신과 삶의 양 측면에서 화가와 조각가로서, 혹은 시인으로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작품 속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미묘하고 복잡한

수용 양상은 양 극단의 개념에 대해 취하는 토마스 만 특유의 이로니적인

입장, 즉 정신과 삶의 양극단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던

그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위험하다고 느끼면 감각적

으로 왼쪽으로 기울였고, 그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는 양극단

사이에서 항상 거리를 두며 균형을 취했던 것이다.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입장은 초기에 특히 많이 창작된 시각예술

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5) 그는 학창시절 교지 봄
의 폭풍우 Frühlingsturm에 발표한 처녀작 비전 Vision(1893)을 시

25) 토마스 만이 창작 초기에 시각예술에서 유래한 소재와 관련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
었다는 사실은 숫자로도 입증이 된다. 1905년까지 만이 창작한 초기 단편 21편
중 위에 언급한 7편에서 시각예술이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거나 시각예술을 둘러
싼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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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작가로서는 공식 데뷔작 타락 Gefallen(1894)과 이어지는 행복
으로의 의지 Der Wille zum Glück(1896), 첫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
(1901) 등에서 시각예술을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특히 토마스 만은

첫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를 완성한 후 그동안 미루어 놓았다는 듯이 시각

예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연이어서 발표

한다. 글라디우스 데이 Gladius Dei(1902)와 토니오 크뢰거(1903),

만의 유일한 희곡 피오렌차 Fiorenza(1905)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창

작된 시각예술에 대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로서, 이들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에 의해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05년 실러 서

거 100주년을 맞아 창작된 힘겨운 시간 Schwere Stunde(1905)은 문

학 창작에 있어 ‘시각적 형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작품으로서, 실러로부터 온 그의 부정적 시각예술관의 미학적, 철학적 근거

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토마스 만이 취했던 시각예술에 대한 부정

적 태도가 ‘정신과 삶’이라는 핵심적인 예술관의 양극성 안에서 다양한 양상

을 갖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의 시각예술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한 후, 이에 내포된 심층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밝혀진 시각예술에 대한

작가의 진의를 바탕으로 시각예술을 다루는 작가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

는 대표적인 세 작품,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1901)와 단편 글라디우스

데이(1902), 힘겨운 시간(1905)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토마스 만 연

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다룬 토대 연구로는 취리히의 토마스 만

아카이브의 설립자 한스 뷔슬링 Hans Wysling과 요나스 Ilsedore B.

Jonas의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그림과 텍스트 Bild und Text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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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Mann(1975)26)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문헌에는 토마스

만이 창작할 때 참고 자료로 모은 사진과 그림 등의 시각 자료와 작품 속에

언급된 시각예술에 대한 정보 등이 만의 작품과 연결되어 정리되어있다.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다룬 연

구로는 페터 퓟츠의「청각형 인간, 그러나 비시각형 인간: 토마스 만에게 있

어서 시각예술 Ein Ohren-, doch kein Augenmensch: Die bildende

Kunst bei Thomas Mann」(1989)27)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토마

스 만의 초기작부터 후기에 이르는 작품들에 들어있는 시각예술적인 요소들

을 추출하여 각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와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으나 10쪽

분량의 논문에 만 작품을 초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 심층적인 분

석에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과 피상

적이고 소원한 관계를 갖게 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명확히 규명하는 등 만

과 시각예술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해서 많은 연구자들

에게 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28) 퓟츠는 연구 방향은 한노-발터 크루프트

26) Hans Wysling /Ilsedore B. Jonas: Bild und Text bei Thomas Mann.
Bern/München 1975.

27) Peter Pütz: Ein Ohren-, doch kein Augenmensch. Die bildende Kunst
bei Thomas Mann. In: Maria Moog-Grünewald/Christoph Rodiek (hrsg.):
Dialog der Künste. Intermediale Fallstudien zur Literatur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 M. 1989. 279-290.

28) 퓟츠는 이 글에서 토마스 만의 전체 작품에서 시각예술이 음악이나 문학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작가의 문학적-음악적 재능이 너무 탁월하여 시각예술작품에 대
한 감각은 무시할 만큼 자신에게 음악과 문학에만 필요한 능력을 전적으로 요
구했다는 것과 둘째,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배경으로 볼 때 토마스 만은 북독
일의 프로테스탄티즘 곧, 음악적인 것이 시각적인 것보다 절대적 우위를 차지
하는 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토마스 만이 니체에게 다방면에서 깊
이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니체의 시각형 인간, 청각형
인간의 구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미학적
인 문제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도 시각예술들은 의아할 정도로 뒤로 제
쳐 놓고 있다는 점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는 토마스 만의 세 별
자리 중 나머지 두 사람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쇼펜하우
어는 시각예술에 문학, 그리고 음악보다 낮은 지위를 부여했다. 나머지 한 사
람 바그너 또한 이탈리아와 시각예술에 대해 근본적으로 냉담했다. 다섯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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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9), 토마스 슈프레혀(1996)30) 등의 후속 학자들에게도 연구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토마스 만과 시각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연구경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앙

겔리카 샬러 Angelika Schaller의 “그리고 그의 욕망은 보는 것이 되었

다”: 토마스 만의 산문에서 눈, 시선 그리고 시각적 인지 „Und seine

Begierde ward sehend“: Auge, Blick und visuelle Wahrnehmung

in der Prosa Thomas Manns(1997)31)를 꼽을 수 있다. 샬러는 토마

스 만의 산문 작품에 들어 있는 눈과 시선, 시각적 인지의 해석을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시각 문화적 혁명과 연결시키고 있다. 샬러는 1900년대에

있었던 시각적 인지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문화사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며,

세기 전환기에 시각적 현상은 문학, 문화, 매체와 사회 역사적인 맥락에서

타 감각에 비해 우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토마

스 만의 작품에 나타나는 눈과 시선, 시각적 인지는 라이트모티브와 부수적

모티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눈장난 Augenspiel’과 ‘시선의 유

도 Blickführung’는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카트린 베데니히 슈타인 Katrin Bedenig Stein의 단지 “청각형 인간”?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계 Nur ein›„Ohrenmensch“? Thomas

Manns Verhältnis zu den bildenden Künsten(2001)32) 또한 새로

퓟츠는 19세기 후반은 일반적인 문화사적으로 볼 때 음악이 시각예술에 비해
우세한 시대로 시각예술은 음악과 문학의 그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예술과 시각예술의 위상은 미술에서 표현주의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뒤바뀌지
만 토마스 만은 이 표현주의 미술을 평생 낯설게 여겼다는 것이다. Ebd. S.
287ff.

29) Hanno-Walter Kruft: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 Mann-Handbuch. 2.Aufl., Regensburg
1995. 343-357.

30) Thomas Sprecher: T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In: Dasvoser
Revue 71. 1996. 29-38.

31) Angelika Schaller: „Und seine Begierde ward sehend“: Auge, Blick und
visuelle Wahrnehmung in der Prosa Thomas Manns. Würzburg 1997.

32) Katrin Bedenig Stein: Nur ein „Ohrenmensch“?: Thomas Manns
Verhältnis zu den bildenden Künsten. Bern/Berlin/Bruxells/Frankf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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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향에서의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 꼽을 수 있다.

슈타인은 토마스 만의 텍스트 중에서 시각예술가들에게 보낸 편지와 헌사 등

시각예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글들을 분석하여 작가의 부정적인 언급 뒤

에 숨어 있었던 시각예술에 대한 만의 구체적인 관계를 찾아내었다. 이 연구

에서 슈타인은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의 세계와 상당히 ‘우호적인

sympathisch’ 관계에 있었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토마스 만 연구에 문화학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그 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독일 토마스

만 협회의 정기학술 대회가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의 주제 하에 개최된 것도 이런 경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학술대회의 연구를 토대로 발간된 학술지 토마스 만 연보

Thomas Mann Jahrbuch(2013)에는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에 대

한 최신 연구들이 수록되어 있다.33) 또한 이 학문적 성과들을 토대로 2014

년 뤼벡에서 개최된 전시회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토

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도록34)에도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에 대한 문

학 연구자들과 미술사학자들의 최신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토마스 만의 문

학작품과 영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다룬 김선형의「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소설과 영화」(2011)35)와 축음기, 사진, 영화, X선 사진 등 근대의 새로운

매체에 보였던 만의 입장을 분석한 김경희의「토마스 만, 사진을 만나다: 사

진을 바라보는 예술적 시선」(2011)36) 등의 국내 연구도 같은 방향에 있는

a. M./New York/Oxford/Wien 2001.

33) Katrin Bedenig Stein/Thomas Sprecher/Hans Wißkirchen(hrsg.): Thomas
Mann Jahrbuch. Frankfurt a. M. 2013.

34) Alexander Bastek/Anna Marie Pfäfflin(hrsg.):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Katalog zur Ausstellung im Museum Behnhaus,
Drägerhaus und Buddenbrookhaus Lübeck, 13. 9. 2014 bis 6. 1. 2015.
Petersberg 2014. 

35) 김선형: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소설과 영화. In: 안삼환(편):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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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로 포함시킬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심화되

고 세분화되어 토마스 만의 작품에 등장하는 물적, 공간적, 시각적 대상에 대

한 기호학적인 연구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가장 최신 연구의 하나는 율리안 라이디 Julian Reidy의 토마스 만 서사작

품에서의 공간과 인테리어. 세계주거와 원물성‹사이의 물적 문화에 대하여

Raum und Interieurs in Thomas Manns Erzählwerk. Materielle

Kultur zwischen Welthäusern und Urdingen(2018)37)이다. 여기서는

토마스 만 작품에 나오는 공간과 인테리어, 사물 등 시각적 대상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 주로 부덴브로크 일가의 거주 공간 묘사에 들어있는 주거의 권

력관계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기호학적인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드

레아 바르틀 Andrea Bartl 등이 편집한 토마스 만의 작품에서의 물건들

Dinge im Werk Thomas Manns(2019)38)도 이러한 경향에 있는 최신

연구이다. 이 연구서에는 바로 앞에 언급한 라이디가 수행한 공간의 기호학

적 의미 분석 외에도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만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회화

와 신상(神像), 의복 등 다양한 물질문화가 토마스 만의 정신세계와 작품에

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꼽을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은 토마스 만의 그림의 내용과 해석을 볼 수 있는 일차적인 문헌은

만 형제의 막내 동생 빅토르 만 Viktor Mann이 쓴 가족 회고록 우리는

다섯 Wir waren fünf(1949)39)에 포함되어 있는「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Bilderbuch für artige Kinder」장이다. 빅토르 만은 1933년 소

36) 김경희: 토마스 만, 사진을 만나다: 사진을 바라보는 예술적 시선. In: 안삼환
(편):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35-363.

37) Julian Reidy: Raum und Interieurs in Thomas Manns Erzählwerk.
Materielle Kultur zwischen Welthäusern und Urdingen. Berlin 2018.

38) Andrea Bartl/Franziska Bergmann(hrsg.): Dinge im Werk Thomas
Manns. Paderborn 2019.

39) Viktor Mann: Wir waren fünf. Bildnis der Familie Mann. Konstanz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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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된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의 공동 작업 그림책에 들어

있었던 내용일부를 기억에 의지하여 재구성, 복원하고 해석하였다. 그는 이

문헌에서 토마스 만이 그렸던 그림의 내용과 문학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만의 회화적 소질과 문학적 소질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또한 빅토르는 이 책에서 두 형들의 그림에 대한 재능

을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형들의 갈등과 연관시켜 서술하고 있어, 1차 세계

대전 전후 유럽 지성계에서 유명했던 ‘만 형제 갈등’에 시각예술을 둘러싼

입장차도 갈등의 단초로서 작용했음을 입증해 준다.

에른스트 샤이어 Ernst Scheyer의「토마스 만의 커리커춰와 시각예술에

대한 관계 Über Thomas Manns Verhältnis zur Karikatur und

bildenden Kunst」(1966)40)는 토마스 만의 그림들을 빅토르 만의 자료

에 근거해 분석하고 있는 가장 초기의 연구이다. 샤이어는 앞서 언급한 그

림책에서 토마스 만이 그린 커리커춰는 물론, 뤼벡의 김나지움 시절 노트에

했던 낙서까지 분석하여 그의 작품과의 연관성을 분석해낸다. 샤이어는 토

마스 만의 그림은 회화라기보다는 그래픽적인 것으로서 언어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토마스 만의 커리커춰를 다룬 샤이어의 초기

연구는 약 40년 후에 나온 후속 연구 토마스 슈프레혀 Thomas Sprecher

와 한스 비스키르헨 Hans Wißkirchen의 캐리커처에 비추어본 토마스와

하인리히 만 Thomas und Heinrich Mann im Spiegel der Karikatur
(2003)41)의 토대가 되었다. 이 책에는 만 형제가 그린 그림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캐리커처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다. 안드레아 바

르틀 Andrea Bartl의「시각적인 이야기. 하인리히 만의 작품에서 문학과

시각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노벨레 필리포 스파노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Visuelles Erzählen. Zum Verhältnis von Literatur und bildender

40) Ernst Scheyer: Über Thomas Manns Verhältnis zur Karikatur und
bildenden Kunst. In: Georg Wenzel (hrsg.): Betrachtungen und
Überblicke zum Werk Thomas Mann. Berlin/Weimar 1966. 143-168.

41) Thomas Sprecher/Hans Wißkirchen: Thomas und Heinrich Mann im
Spiegel der Karikatur. Züri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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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t im Werk Heinrich Manns, erläutert am Beispiel der

Novelle Pippo Spano」(2013)42)에도 하인리히 만이 문학과 시각예술에

대해 가졌던 긴밀한 관계와의 비교를 위해 토마스 만의 그림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제시한 결과 초기의 대

부분의 연구들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표피적으로

만 해석하여 작가와 시각예술 사이의 관계를 소극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전후에는 토마스

만과 시각의 세계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이 도입되었으며 2010년대에 이

르러서는 학계가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이 분야에 주목하여 시각 문화

의 입장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는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토마스 만의 세계에서 ‘보는 것’과 ‘시각예술’에 대한 문제가 그

의 창작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의 문학에서 핵심적인

화두인 ‘정신과 삶’의 양극성 문제에 편입시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연구 방법 및 내용

토마스 만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가 생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수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대략적으로나마 개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방대

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만 연구의 흐름이 그의 사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멸했던 예술, 철학, 문예학적 경향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으로,

최근에는 정통 문예학적 방법으로부터 점차 문화학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42) Andrea Bartl: Visuelles Erzählen. Zum Verhältnis von Literatur und
bildender Kunst im Werk Heinrich Manns, erläutert am Beispiel der
Novelle Pippo Spano. In: Katrin Bedenig Stein/Thomas Sprecher/Hans
Wißkirchen(hrsg.): Thomas Mann Jahrbuch. Frankfurt a. M. 2013.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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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토마스 연구의 흐름 속에서 주시할 점은 그

동안 토마스 만과 예술의 관계에서 소홀히 되었던 영역, 특히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토마스 만 연구의 경향을 주시하면서 최근 활발히

개진되고 있는 간학문적 연구 중에서도 특히 문학과 미술사적인 방법론을

융합하는 방향에서 토마스 만의 작품들을 해석하고자 한다. 문화학자 도리

스 바흐만-메딕 Doris Bachmann-Medick은 현대문화 해석을 위한 중요

한 방법론으로 ‘도상적 전환 iconic turn’을 꼽고 있다.43) 바흐만-메딕은

플라톤이 그림을 포함한 시각예술을 이데아를 가리는 우상으로 평가 절하한

이래, 서구 문화는 논리 중심적, 언어 중심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바흐만-메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그동안 서양문화사에서 이미지

를 통한 문화해석은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하면서 매체를 통해 각종 이미지

가 범람하고 시각적 기호로 소통하는 것이 대세가 된 현대에는 시각매체 해

석능력이 인식, 언어비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토마스 만의

초기 몇 작품들은 그가 직접 그린 그림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에서 이미지를 통한 텍스트의 해석이라는 시각예술적인 방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일가 직후 쓰여진 초기 작품들은 동 시대 시각

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학적인 관점에

서 분석을 요한다. 특히 글라디우스 데이, 토니오 크뢰거, 피오렌차 
등, 일련의 작품에는 만이 활동하던 뮌헨에서 유행하던 르네상스 숭배 현

상, 이른바 ‘르네상치스무스’에 대한 뚜렷한 반감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이 문화적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

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숭배를 가리키는 이 현상은 미술사학

자 부르크하르트와 니체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세기말 독일

의 대도시 문화에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

43) Doris Bachmann-Medick: Cultural Turns. 4. Aufl., Hamburg 2010. S.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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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등 시각예술분야와 문학사에서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소홀히 취급되

어 왔다. 그러나 2010년 미국 켄사스 대학에서 열린 학회를 계기로 문화학

과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조를 최근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토마

스 만과 하인리히 만의 작품을 이 사조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연구도 포함된

다.44) 본 연구가 르네상치스무스에 주목하는 것은 위에 언급한 토마스 만

의 세 작품들이 이 문화의 다양한 현상 가운데 특히 시각예술의 측면을 부

각시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토마스 만의 작품에 표현된 부정적인

시각예술관은 르네상치스무스의 퇴폐적인 시각문화에 대한 그의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조를 배경으로 그의 부정적 시각

예술관이 반영되어 있는 초기 작품 일부를 해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점을 도출함에 있어 작가가 남

긴 문학작품과 논문 에세이는 물론 서신, 예술가들에 대한 헌사 등 다양한

문헌의 해석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중심적인 방법론을 기본적으

로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 주변 인물들의 평가를 통해 그의 시각예

술관을 밝히기 위해 가족은 물론 친분이 있는 예술가들이 남긴 증언 등을

참고한다는 면에서는 전기적인 방법도 적용된다.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관점은 한편으로는 실러, 쇼펜하우어, 니체와 바그너 등 정신사적 선

배들의 예술 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삶

으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관계들, 특히 형과의 경쟁관계, 화가 파울 에렌스

베르크에게 가졌던 동성애적 감정, 부유한 집안 출신 부인 카챠와의 결혼

등, 삶에서 생겨난 내밀한 관계들도 그의 시각예술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만의 시각예술관 속에 들어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전기적인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4) 2010년 3월 26-28일 미국 로렌스의 켄사스 대학에서 열린 이 학회에서는 이 시
대의 대표적 작가들의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 음악, 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표가 있었으며 학회의 연구 성과는 Helmut Koopmann/Frank
Baron(hrsg.): Die Wiederkehr der Renaissance im 19. und 20.
Jahrhundert. Münster 2013으로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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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시각형 인

간’과 ‘청각형 인간’ 개념을 중심으로 두 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차별적인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시각예술관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화가와 작가 Maler und Dichter」(1913)를 상세히 분석하여 본 논문

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어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형성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이상주의 사상가들의 시각예술관을 제시함으로써 토마

스 만의 정신적 선배들이 그의 시각예술관 형성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인 내

용을 밝히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사상적 토대 위에 토마스 만의 독자성

이 더해진 그의 독특한 예술 개념 속에서 시각예술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힘

으로써 그의 세계에서 시각예술관이 갖는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다.

제 3장에서는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실제 삶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토마

스만의 삶에서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관계에 있었던 형 하인리히 만과 젊은

시절 동성애적 감정의 대상 파울 에렌스베르크, 그리고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의 부인 카챠 프링스하임은 모두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체험에 관계된

인물로 이들은 그가 시각예술을 삶의 예술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

게 하는데 일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시각예술적 측면

에서 토마스 만과 이들의 관계가 그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작가의 시각예술관속에 투영된 현실적 삶의 ‘편치 않은 관계’를 드

러내 보이도록 하겠다.

제 4장에서는 토마스 만의 구체적인 시각예술 체험을 중심으로 그가 시

각예술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의미, 즉 ‘정신과 삶’의 대립에서 각 측면의 의

미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수용하는 양상을 드러내보이도록 하겠다. 구체적

으로, ‘동시대 시각 문화에 대한 토마스 만의 입장’, ‘토마스 만의 그림’, ‘토

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등의 양상을 통해 ‘정신과’ 삶 양 개념 사이를

오가며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예술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작가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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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특히 4.2에서 해석한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

림책(1896)45)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만의 그림은 국내에서

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이 내용의 국내 첫 연구로

서 의의도 갖는다.

제 5장에서는 1901년과 1905년 사이 창작된 만의 초기작 중, 시각예술

이 중요한 모티브와 주제로 활용되고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토

마스 만의 독특한 시각예술관이 그의 작품창작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겠다. 1901년은 만이 첫 장편부덴브로크 일가를 쓰며 작가로서 본

격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1905년은 토마스 만이 실러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힘겨운 시간으로 미학적인 측면에서 향후 자신의 창작

방향의 근거를 마련한 해라는 점에서 기준으로 삼았다.46) 물론 부덴브로

크 일가에서는 시각예술이 주제의 발전을 암시하는 정교한 모티브로 사용

되고 있으며, 힘겨운 시간에서는 시각적 형상과 창작의 본질의 관계에 대

한 진지한 미학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 모두 시각예술

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작품들로 꼽을 수 있다. 두 작품 사이에 쓰여

진 단편글라디우스 데이에서는 그의 예술론의 핵심인 ‘정신과 삶’의 문제

가 직접 시각예술 작품, 구체적인 시각 문화현상에 적용되어 문학적으로 서

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시각예술관의 형성의 직접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선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들의 바탕 위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정신과 삶의 세계를

45) 이후 그림책으로 표기.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3.2. 참고.

46) 1905년은 토마스 만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깊은 해였다. 토마스 만은
1905년 2월 부유한 유태인 가문 출신의 카챠 프링스하임과 결혼하면서 가난과 고
통 속에서 어렵게 창작하는 작가로서의 이상과 부유한 왕자와 같은 삶의 현실 사
이에서 모순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작가의 고민은 힘겨운 시간에
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1905년은 르네상스 예술을 두고 ‘정신과 삶’ 사이에서 사
투를 벌이는 내용의 만의 유일한 드라마 피오렌차를 완성한 해이기도 했다.힘
겨운 시간을 토마스 만의 결혼, 성의식과 관련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이성
주: “아주 주관적인 쉴러 연구” - 토마스 만의 초기 단편 소설 힘겨운 시간에서
데카당스 문제. 독어독문학 116. 2010. 45-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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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이 관계가 그의 작품 세계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가 연구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덜 알려져 있었던 시각예술과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그의 작품, 특히 초기작 일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학 해석 방법은 고전

문학 작품들이 학교 독서 교육 목록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전

을 읽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독서교육에도 작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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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토마스 만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꼼꼼한 시각 묘사능력을 가진 시각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시각예술의 영역과는 선을 그으면

서 자신은 시각형 인간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모순적인 입장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적 독일 이상주

의의 태두인 실러를 비롯하여 이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쇼펜하우어와 바

그너, 니체로부터 받은 결정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이 그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별들로 꼽은 이 사상가들은 모두 음악

을 독일정신을 대표하는 예술로 간주하며 이 예술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

한 반면, 시각예술에는 미심쩍은 혐의를 두면서 진정한 예술로서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다. 이 중에서도 니체는 토마스 만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서, 만은 특히 니체의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

간’ 개념을 사용하여 두 예술에 대해 갖는 자신의 차별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장에서는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 개념의 유래와 이 개

념이 나타나는 문헌들을 통해 두 예술을 대하는 그의 차별적인 태도를 확인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작가가 직접 시각 예술과의 관계를 언급한「화가와

작가」(1913)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토마스 만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

상적 배경이 된 정신사적 선배들의 시각예술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예술관 속에서 시각예술이 점하는 위치를 밝힘으로서 시각예술을 대하

는 토마스 만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2.1. ‘청각형 인간’과 ‘시각형 인간’

토마스 만은 평생에 걸쳐 시각예술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반복하며 의식적으로 시각예술과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그의 배타적 태도

는 무엇보다 청각예술, 곧 음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신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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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그는 두 예술에 대한 자신

의 차별적 태도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니체의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

간’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그가 쓴 여러 글 속에서 발견된다.

청각형 인간과 시각형 인간 개념은 본래 니체가 바젤에서 했던 그리스 비

극에 관한 두 개의 공개강연 중 첫 번째「그리스 음악드라마 Das

griechische Musikdrama」(1870)에서 나온 것이다. 니체는 고대 그리

스 비극에는 시 문학,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무대장치와 극장, 건축 등 시

각예술까지 총체적으로 동원되었던 것과 달리 근대에는 절대 예술의 영향으

로 예술 장르들이 파편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면서 동시대의 장르 분파적

예술 창작과 감상의 관행을 이 개념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그러나 기껏해야 우리가 더 이상 전인으로서는 즐길 수 없다
는 나쁜 근대적인 습관을 입증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절대 예술
들로 말미암아 조각들로 나뉘어졌고 이제 조각으로만 향유하게 된 것입
니다, 때론 청각형 인간으로, 때론 시각형 인간으로 등등.
Dieser Satz aber beweist höchstens die schlechte moderne
Gewöhnung, daß wir nicht mehr als ganze Menschen
geniessen können: wir sind gleichsam durch die absoluten
Künste in Stücke zerissen und geniessen nun auch als
Stücke, bald als Ohrenmenschen, bald als Augenmenschen
usw.47)

그러나 토마스 만은 니체가 의도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음악에 대

한 자신의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 두 예술을 구분하는 의미만을 여기서 차용

하여 각각 음악과 시각예술에서 정체성을 갖는 예술가라는 뜻으로 전용한

다. 니체가 원래 예술의 장르 간 융합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이 개념을

토마스 만은 오히려 자신의 세계인 음악의 상대편에 있는 시각예술을 배제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만은 니체의 이 개념의 심층적인 맥락에서의

의미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두 인간 유형을 구분하는 표피적인 개념만을

취하여 이를 자신의 의도대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니체는 이 유

47) Friedrich Nietzsche: Das griechische Musikdrama. III 2.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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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구분 개념을 미학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데 그친데 반해 토마스 만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계가 아닌 다른 영역을 배제시키고 이와는 선을 긋기 위

해 사용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다음의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의 글 중에서 이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이른 예는「화가와

작가」(1913)이다. 그는 이 글에서 시각예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본격적

으로 밝히기에 앞서 예술가로서 자신의 근본적인 교육의 토대가 음악에 있

음을 명시하기 위해 두 개념 중 ‘청각형 인간’만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

힌다.

저는 청각형 인간으로서 음악과 언어로 교육되었고 예술의 구성에 대한
제 생각은 음악적인 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Ich bin ein Ohrenmensch, bin durch Musik und Sprache
gebildet, und meine Vorstellung von künstlicher Komposition
besonders ist musikalischer Herkunft.48)

그는 음악에 전폭적인 가치를 두는 청각에 경도된 인간으로 자신을 규정

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자 이 용

어를 만들어 낸 니체까지도 같은 척도에 의해 ‘청각형 인간’으로 단정한다.

그(니체: 필자)는 음악가였다. 다른 예술 그 어떤 것도 이 음악만큼 그
의 가슴에 가까이 있었던 것은 없었다: 다른 모든 예술은 그의 지적 지
분에서 음악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다. 그는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
간을 구분하고 자신을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시각예술에 대해
서 그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분명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들이지는 않았다. 말과 음악이 그의 체험의 장, 연애와 인식의 모험의
장, 생산성의 장이었다.
Er war ein Musiker. Keine andere Kunst stand seinem
Herzen nahe wie diese: jede andere trat weit zurück in
seiner wissenden Teilnahme hinter dieser. Er unterschied
zwischen Augenmenschen und Ohrenmenschen und
rechnete sich zu den letzteren. Ṻber bildende Kunst hat er
sich kaum geäussert und offenbar keine seiner großen
Stunden mit ihr gefeiert. Sprache und Musik waren das Feld

48)「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인용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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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nes Erlebnisses, seiner Liebes- und Erkenntnisabenteuer
und seiner Produktivität.49)

만은 자신을 규정할 때는 ‘청각형 인간’ 개념만을 사용하는 데 반해 니체

를 평가할 때는 두 개념 모두를 사용하면서 그를 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의 언급처럼 니체에게도 두 예술 중 본질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 세

계는 음악이었다. 사실 니체는 토마스 만보다도 더 음악적인 사상가로서 그

는 본격적인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실제로 수십여 편의 음악작품을 작곡하기

도 했던 아마추어 음악가였다. 니체는 음악이 세계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무엇보다 아폴로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 속에서 이 예술이

디오니소스적인 창조의 세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음악은

텍스트와 같은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학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까지 했다.

음악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다. ...... 최악의 음악이라도 최고의 문학
에 비해 디오니소스적인 세계의 기저를 의미할 능력이 있다...... .
Die Musik kann nie Mittel werden [...]. Die schlechteste
Musik kann immer noch der besten Dichtung gegenüber den
dionysischen Weltuntergrund bedeuten [...].50)

이와 같은 배경에서 토마스 만은 니체를 청각형 인간이라고 규정했던 것

이며 자신 또한 니체의 미학적 후예로서 자연스럽게 같은 유형의 예술가로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만은 니체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는 1924년의 글에

이어 20여 년 후에 창작한 파우스트 박사(1947)에서도 주인공 아드리안

레버퀸을 묘사할 때 다시 이 개념을 사용하여 그를 청각형 인간으로 명명한

다. 여기서 만은 레버퀸이 보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경멸하기까지 했다면서

시각예술에 대해서 노골적인 부정의 감정을 표하기까지 한다. 아드리안 레

버퀸의 모델이 니체였다는 사실은 출생과 외모, 성격 등 다른 유사성 외에

49)「Vorspruch zu einer musikalischen Nietzsche-Feier」(1924) GW X 181.
인용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50)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III 2. S.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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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가가 두 인물을 같은 개념을 통해 같은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

는 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눈의 쾌락을 경멸하는 자이며, 청각이 예민한 만큼이나 눈이 시각예술
의 형상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일로는 별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 유형 사이의 구분을 그는 충분히 그리고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였으며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단연
후자에 속하였다.
Ein Verächter der Augenlust, und so sensitiv sein Gehör
war, so wenig hatte es ihn von jeher gedrängt, sein Auge an
den Typen des Augen- und des Ohrenmenschen hieß er gut
und unumstößlich richtig und rechnete sich entschieden zu
den zweiten.51)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마스 만은 눈과 귀의 세계를 남과 북의 세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시켰다.52) 그는 이 구분을

연장시켜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 유형에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 남쪽의 ‘수용성 Empfänglichkeit’과 북쪽의 ‘민감성

Sensibilität’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눈과 귀의 감각에 감성적인 측면과 이

성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이렇게 구분된 개념들을 앞에서 언급한 윤리와 종교

의 문제와 다시 연결해보면 눈을 통해 세계를 인지하는 ‘시각형 인간’은 남쪽

구교의 비도덕적이고 감성적인 인간 유형인 반면, 청각을 통해 인지하는 ‘청

각형 인간’은 북쪽 프로테스탄트교의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유형이 된다.

사람들은 인간을, 특히 예술가를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으로 구분
하는 바, 세계의 체험을 우선적으로 눈을 통해 하는 유형과 본질적으로
귀로 하는 유형인 것이다. 나는 전자를 남쪽의 수용성으로, 후자를 북
쪽의 민감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Man hat die Menschen und besonders die Künstler eingeteilt
in Augenmenschen und in Ohrenmenschen, in solche, deren
Welterlebnis vorzugsweise durch das Auge geht, und solche,
die wesentlich mit dem Ohr erleben. Ich möchte das erstere

51) Doktor Faustus(1947) GW VI 236. 인용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52)「Der französische Einfluß」(1904) GW X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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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mpfänglichkeit des Südens, das zweite die Sensibilität
des Nordens nennen.53)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니체에게서 유래한 토마스 만의 두 인간, 혹은 예술

가 유형의 구분은 단지 미학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과 북 세계의 윤

리적, 종교적 문제, 나아가 정치적인 함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매우 함축적

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두 유형 구분에 포함된 여러 대립적인 개념

들은 토마스 만의 문학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극성’의 문

제에 다름 아니며 이런 맥락에서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의 문제는 그의 양극

적 예술관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개념인 ‘정신과 삶’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화가와 작가」(1913)

이와 같이 음악과 시각예술을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예술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그가 직접 자신의 시각예술 취향에 대해 밝힌「화가와 작가 Maler

und Dichter」라 할 것이다. 이 글은 1913년 12월 25일 베를리너 타게

블라트 Berliner Tageblatt의 크리스마스 판을 위해 토마스 만이 이 신

문의 편집자 프리츠 슈탈 Fritz Stahl과 가진 대담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

다.54) 그는 “귀하께서는 작품 창작을 하는데 어떤 화가와 연관성을 갖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Mit welchem Maler finden Sie sich in Ihrem

Schaffen verbunden?”55) 라는 질문에 대해 우선 음악과 비교하여 시각

예술에 대해 갖는 자신의 차별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시각예술을 장르

별로 구분하여 작가와 작품을 들어가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취향에

53)「Lübeck als geistige Lebensform」(1926) GW XI 389f. 인용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54)「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55) Peter Pütz 1989. S. 279. 재인용. 본문 내 강조는 본 논문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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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최신 회화 앞에 마치

새로운 대문 앞에 있는 황소처럼 서있다 [...] ich vor unserer neuesten

Malerei stehe wie der Ochs vorm neuen Tor”고 밝히며 이와 같은 그

의 무관심이 현대 회화에 대한 “이론적 무지 meine theoretische

Unbelehrtheit” 56)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가 근본적으로 시각

예술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다.

그러나 전체 8문장, 13 줄에 불과한 이 텍스트를 예술 문화사, 미술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현대 회화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토마스 만의 발언과는

달리 그가 이 분야에 적지 않은 식견을 가졌으며, 나아가 특정 작품과 일부

시각예술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취향 또한 가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화가와 작가」를 주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 글 속에 내포된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이 갖는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드러내도록 하겠다.

a. ‘청각형 인간’으로서 토마스 만

나는 현대회화, 그러니까, 회화 전반에 대해서는 도무지 별 관계가 없다는 빈곤
의 증명서를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청각형 인간’으로서 음악과 언어로
교육되었고 예술의 구성에 대한 제 생각은 음악적인 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밝히자면: 그것은 – 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라고 말할 수 밖
에 없는데 - 리햐르트 바그너의 작품으로, 이것은 이 작품에 대한 니체의 열정
적-회의적인 비판과 함께 나에게 결정적인 시기에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Ich muß mir das Armutszeugnis ausstellen, daß ich zur modernen
Malerei, ja, zur Malerei überhaupt wenig Verhältnis habe. Ich bin
ein ›Ohrenmensch, bin durch Musik und Sprache gebildet, und
meine Vorstellung von künstlerischer Komposition besonders ist
musikalischer Herkunft. Genauer: es war - ich muß wohl sagen:
leider - das Werk Richard Wagners, das mir zusammen mit
Nietzsche’s leidenschaftlich-skeptischer Kritik dieses Werkes, alle
meine Grundbegriffe von Kunst und Küntlertum in entscheidenden
Jahren einprägte.57)

56)「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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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우선 자신은 동시대의 회화를 비롯하여

회화 전반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는 특히 시각예술 중

에서도 회화를 지목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 흥미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

다. 그러나 만은 화가를 비롯한 시각예술가들을 생각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알브레히트 뒤러

Albrecht Dürer(1471-1528)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Buonarroti(1745-1564),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 라파엘로 산치오 Raffaello Sanzio(1482-1520)와 같은

역사적인 시각예술의 대가들을 정신사적 스승으로 존경하였으며 창작의 모

범으로서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의미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문학 작품 속에 수용하였다. 또한 그는 동시대의 시각예술가들,

특히 자신이 문학담당 편집자로 일했던 짐플리치씨무스 Simplicissimus
의 삽화 화가들과 공적,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작업하였으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 막스 리버만 Max Liebermann (1847-1935),

막스 오펜하이머 Max Oppenheimer(1885-1954), 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1886-1980) 등과도 평생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특

히 토마스 만은 이 화가들을 위해서 책 발간 서문, 전시회 축사 등, 여러

편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58) 그는 한스 토마 Hans Thoma(1839-

1924) 등 일부 화가의 작품들은 망명지 미국과 유럽 귀환 후 머물렀던 스

위스 저택에까지 옮겨 다니면서까지 평생 소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만이 여기서 니체의 ‘청각형 인간’ 개념을 차용하여 자신의 정체

성을 음악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예술에서 근원적인 토대가 음

악에 있으며 시각예술은 음악과는 달리 자신의 예술, 곧 문학 창작에 있어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하거나 작품 구성의 근간이 되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니체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시각

의 세계를 배제하는 그의 이러한 부정적 시각예술관의 근원이 니체에게 있

57)「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58) Katrin Bedenig Stein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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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청각형 인간으로서 토마스 만은 자신의 예

술의 근원으로서 음악,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결정적인 때에 기본적인 예술

개념을 형성시켜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그너 음악이었음을 분명히 한

다. 그는 이어서 바그너의 음악을 니체의 비판과 함께 수용했다고 하면서

바그너와 니체가 사실상 청각형 인간으로서 자신의 예술관 형성에 가장 결

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임을 명확히 한다.

b. 토마스 만과 조각

시각예술에서 나의 관심은 본래 조각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조각은 거의 전적
으로 사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하고는 저는 애
석하게도 자연에 대한 미적 감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각에 대
해서는 저는 근대적입니다: 저는 로댕과 마이욜, 민네와 바를라흐가 말한 것을
상당히 이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In der bildenden Kunst galt mein Interesse von jeher vorwiegend
der Bildhauerei, wohl weil sie sich fast ausschließlich mit dem
Menschen beschäftigt,- denn vom Menschen und Tiere abgesehen,
besitze ich zu meinem Kummer nur wenig Natursinn. Der
plastischen Kunst gegenüber bin ich modern: ich glaube manches
von dem zu verstehen, was Rodin und Maillol, Minne und Barlach
gesagt haben.59)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는 회화보다

조각을 꼽고 있다. 조각은 거의 전적으로 인간을 다룬다는 이유에서이다.

위에서 그가 인간과 동물을 제외하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거의 없다고 말

한 것으로 볼 때 조각에 대해 가졌던 그의 관심은 미적인 측면보다는 조각

이 다루고 있는 인간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은 시각 예술과 청각 예술에 대한 차별적 가치를 부여

한 것은 물론이고 시각예술 중에서도 조각과 회화에 차별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그에게서 이들 장르들이 갖는 중요도의 순서는 그의 부인 카챠를

59)「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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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회화와는 그는 그다지 활발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
이 좋은 그림인지는 금방 알아보고, 갤러리도 즐겨서 방문하곤 했으나,
회화는 그에게 겨우 세 번째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각이고
넘버원은 물론 음악이었지요.
Zur Malerei hatte er kein sehr lebhaftes Verhältnis. Er
merkte schon, was ein gutes Bild war, und besuchte auch
gern eine Galerie, aber die Malerei kam doch erst an dritter
Stelle. Nummer zwei war die Skulptur, Nummer eins die
Musik.60)

토마스 만이 회화보다는 조각을 높이 산 것은 이 장르가 살아있는 대상을

다루어서 자연 풍경보다는 더 생생한 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었

다. 사실 조각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움직임, 내면적 감정의 순간을 극적으

로 잡아내어 외면으로 드러내는 장르로, 토마스 만은 조각의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창작방법에서 인간을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언어로 형상화하는 자

신의 분야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보인다.

토마스 만의 조각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가 베
니스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1912)에서 주인공 작가 아셴바흐

의 창작과정을 묘사하며 “언어의 대리석 덩어리로부터 정신 속에서 보았던

늘씬한 형식을 해방시켰다 er befreite aus der Marmormasse der

Sprache die schlanke Form, die er im Geist geschaut”61)고 하는

것은 작가로서 조각에 가졌던 그의 유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

다. 그는 또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을 매혹시킨 미소년 타치오 Tazio를 “신

같은 조각상 dies göttliche(s) Bildwerk”으로 부르기도 한다. 율법 Das

Gesetz(1943)에서는 주인공 모세가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무형의

인간성 formloses Menschentum”62)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형

60) Katja Mann 2004. S. 57.

61) Der Tod in Venedig(1912) GW VIII 490.

62) Das Gesetz(1945) GW VIII 808, 810,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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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없는 덩어리 ungestalter Block”를 가공하는 석공의 과업에 비유하기

도 한다. 모세는 조각가처럼 율법을 석판에 새기고 백성들에게 말한다.

그는 쓰고, 말하려고 했다: 그는 갈라진 돌판을 쪼고 갈고 다듬었
다......
Und er schrieb, will sagen: er stichelte, meißelte und
spachtelte in den splittrigen Stein der Tafeln [...].63)

조각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하듯 위에 언급된 조각에 대한 토마스 만의

취향은 당대의 흐름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동시대의 경향과 함께 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토마스 만이 위에서 언급한 조각가, 아리스티드 마이욜

Aristide Maillol(1861-1944), 게오르게 민네 George Minne (1866-

1941), 에른스트 바를라흐 Ernst Barlach(1870-1938), 프랑수아 오귀

스트 르네 로댕 François-Auguste-René Rodin(1840-1917) 중에서 한

세대 전의 인물 로댕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토마스 만과 동시대에 활동했

던 예술가들이며 로댕을 포함한 이 조각가들은 미술 아카데미의 관습적, 고

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인간의 깊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낭만적인

작품을 창작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근대 조각의 최신 경향을

선호한 토마스 만의 취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전위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에 대한 이러한 토마스 만의 취향은 미적으로 전위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감정적이고 인

간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이 시대 조각가들의 경향에서 인간의

외모와 인상을 통해 내면을 파악해 내는 작가로서 자신의 창작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인다. 토마스 만은 이 작품들의

시각예술적인 조형성보다 작품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에 더 관심이 있었으

며 자신의 문학 창작에 필요한 인간 묘사에 도움이 되고 이들로부터 무엇

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로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3) Ebd. S.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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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토마스 만과 회화

그밖에 나를 끌어당기는 것,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초상화 – 풍경화는 이보다 훨씬 덜함 – 였습니다.
Übrigens ist es das Porträt - viel weniger die Landschaft -, was
mich anzieht, wozu ich Beziehungen habe, wovon ich lernen kann.64)

토마스 만은 초상화가 조각처럼 인간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회화

에서도 자연을 묘사한 풍경화보다는 이 장르를 더욱 선호했다. 초상화 역시

인간의 인상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 그림들을 통해 작가로서 인간

묘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동시대 독일

미술사의 흐름에서 보면 토마스 만이 자연의 풍경에는 별 감수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풍경화는 카스

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Caspar David Friedrich(1774-1840)에게서

볼 수 있듯이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 성행한 장르로서 독일인들에게는 특별

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정신적 갈망을 구원하던 독일 낭만주의 화가들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에서 초월적 신비를 찾았으며 이러한 낭만주의의 정

신은 훗날 토마스 만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독일 표현주의의 다리파와 청

기사파 화가들에게로 이어졌다.65) 자연을 그린 풍경화야 말로 그 나라의 정

신을 반영한다는 사고와 함께 풍경을 통한 정신적 재생의 추구는 이 무렵

일어나고 있었던 범독일 주의, 또는 국수주의 경향과도 일치한다.66) 그러나

토마스 만은 당대의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그림을 통해 독일 정신을 보지 않았다. 그가 독일 전통, 범독일주의

의 정신을 발견한 것은 낭만주의 음악, 특히 바그너의 음악에서였다. 회화가

토마스 만에게 정신세계에서 근본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풍경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그의 입장을 통

64)「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65) 김영나: 서양현대미술의 기원. 1880-1914. 시공아트 1996. 173 쪽.

66) 위의 책. 173-1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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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회화는 토마스 만에게 조각 다음의 자리

를 차지했다. 조각에 비해 토마스 만의 회화적인 취향은 그렇게 전위적이지

않았으며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화적 취향에서 토마스

만의 보수성은 유명한 라파엘로의 ‘드레스덴의 시스티나 성모상’만을 그의 최

대의 회화 경험으로 인정한다는 다음의 언급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최대 회화적 경험은 아직도 항상 드레스덴의 시스티나 성모상입
니다.
Und mein größtes malerisches Erlebnis ist noch immer die
Sixtinische Madonna in Dresden.67)

그러나 르네상스 대가 라파엘로의 잘 알려진 그림밖에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회화적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듯, 얼핏 보기엔 상투적으로 보이

는 토마스 만의 표현에는 사실 니체와 연관된 심층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이 그림은 사실 니체가 열렬하게 찬미했던 작품인 것이다. 니체는 인간적

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II의 방랑
자와 그의 그림자 Der Wanderer und sein Schatten(1880) 제 73장

에서 이 그림을 자세히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 그림이 “기독교 신앙을 갖

고 있지 않은 고귀한 젊은이들이 미래의 아내에게 가질 법한 비전 eine

solche, wie sie edle junge Männer ohne “Glauben” auch haben

dürfen und haben werden, die Vision der zukünftigen Gattin”, “첫

아들을 안고 있는 지혜롭고, 영적으로 고귀하며, 조신하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비전 Vision eines klugen, seelisch-vornehmen,

schweigsamen und sehr schönen Weibes, das ihren

Erstgeborenen im Arme trägt” 을 보여주는 것 같다”68)고 말한다. 그는

여기서 그림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여인의 아름다움, 경건함은 전혀 없는 아

67)「Maler und Dichter」GW XI 740.

68) Friedrich Nietzsche: Der Wanderer und sein Schatten. In: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II. IV 3. 73. S.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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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눈빛으로 세속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특히 니체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화가 라파엘로가 어린 아이의 머리에 성인 남자의 눈, 곧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자연의 이상한 현상을 그려서 신앙심 있는 관찰자들을 영악하게

속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림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아기가 갖고 있는 세속적

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각시킨다.

어린 아이의 머리에서 “구세주 같은” 표현으로 라파엘로, 경건한 자, 영
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 영혼의 상태를 그리려 하지 않았던 그는 깜찍한
방법으로 그의 그림을 보는 신실한 관람자들을 속인다: 그는 드물지 않
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 어린 아이의 머리에 있는 성인 남자의 눈, 더
구나 곤경을 바라보는 남자의 씩씩하고 도울 태세가 되어 있는 눈을 그
렸다.
In Betreff des “heilandhaften” Ausdrucks im Kopfe eines
Kindes hat Raffael, der Ehrliche, der keinen Seelenzustand
malen wollte, an dessen Existenz er nicht glaubte, seine
gläubigen Betrachter auf eine artige Weise überlistet; er
malte jenes Naturspiel, das nicht selten vorkommt, das
Männerauge im Kindskopfe, und zwar das Auge des
wackeren, hilfereichen Mannes, der einen Notstand sieht.
[...] 69)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한노의 방을 “침대 위에 시스티나의

마돈나가 동판화로 걸려 있는 작은 공부방 Das kleine Schülerzimmer

[...] mit seiner Sixtinischen Madonna als Kupferstich über dem

Bette”70)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그림의 판화 복제품을 등장시켜 니체가 해

석한 “어린 아이의 머리에 있는 성인 남자의 눈 das Männerauge im

Kindskopfe”71)이라는 이 그림의 의미를 차용한다. 글라디우스 데이
(1902)에 나오는 외설스러운 세속적 성모자상 복제품의 의미 또한 니체의

시스티나 성모자상 해석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72) 라파엘로의 잘 알

69) Ebd. S. 223f.

70) Budenbrooks(1901) GW I 703.

71) 본 논문 각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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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그림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는 토마스 만의 단순한 고백으로 해석될 수

도 있는 이 문장에는 이와 같은 니체의 이 그림에 대한 세속적인 해석과 이

를 답습한 토마스 만의 입장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마스

만이 자신의 회화적 체험을 여기에 국한하는 것은 그가 회화에 대한 관점에

서 니체의 미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토마스 만은 이 글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책상 옆에 걸려 있던 아르

놀트 뵈클린 Arnold Böcklin(1827-1901)의 그림 ‘신성한 숲 Heiliger

Hain’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작가로서 미천한 소시민적 작업에 매달려 있

어야만 할 때 뵈클린 그림의 신성한 제식 장면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곤 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의 책상 옆에는 뵈클린의 신성한 숲의 아름답고 커다란 복제품이 걸
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는 미천한 시민적 대상에 몰두해야만 할 때라도
그의 희생제 장면을 한 번씩 바라보면 일을 하는데 힘을 얻곤 했습니다.
Und neben meinem Schreibtisch hängt eine schöne große
Reproduktion von Böcklins Heiligem Hain, und oft, auch wenn ich
um niedrige bürgerliche Gegenstände bemüht zu sein hatte, hat ein
Blick in seinen Opferfrieden mich zum Dienste gestärkt.73)

뵈클린은 19세기 후반 독일 미술계가 낭만주의의 대표적 화가 프리드리

히 이후 이렇다 할 미술운동이나 미술가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비스

럽고 상징적인 주제로 인상적인 작품을 남긴 화가이다.74)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한 빌헬름 제국의 간섭 속에서 낭만주의와 기성 화단의 고답적 기

법을 결합시키려 한 뵈클린은 독일 표현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의

전통적 범주에 있었던 화가라고 할 수 있다. 뵈클린의 그림은 고대 건축물,

72) 본 논문 5.2. 참고.

73)「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74) 김영나 1996. 1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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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느끼게 하는 섬, 대지, 혹은 바다의 풍경을 배경으로, 신화적 인물

들의 격렬한 투쟁과 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노스

탤지어가 반영되어 있다.75)이와 같은 작가의 성격을 배경으로 토마스 만이

이 글에서 왜 굳이 뵈클린을 언급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마스 만

은 뵈클린을 화가로서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작품에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라파엘의 경우처럼 니체가 그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역시 이

화가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니체는 “뵈클린의 회화를 보고는 자신이

그의 그림에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76)고 밝힌바 있다. 뵈클

린의 신화적 알레고리, 위대한 사상의 회화적 묘사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77) 그러나 니체는 뵈클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

다. 단지 “뵈클린처럼 길을 찾는 비슷한 화가가 있었던가? Hat es einen

ähnlichen wegsuchenden Maler wie Böcklin?” 라며 수사학적인 질문

을 던졌을 뿐이다.78) 따라서 뵈클린에 대한 토마스 만의 언급 또한 이러한

니체와의 관련성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은「화가와 작가」에서 니체가 언급한 몇 개 되지 않

는 그림들을 자신의 시각적 체험과 연관시켜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시각예

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니체에게서 온 것임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페터 퓟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적이고 미학적인 문제에 대해 지대하게 관

심이 많았던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뒤로 물러나

있으며 심지어 이 영역을 거의 배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정신적 스승 니체

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79) 이었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75) 위의 책. 168 쪽.

76) Theo Meyer: Nietzsche und die Kunst. Tübingen 1993. S. 112. 재인용.

77) Theo Meyer 1993. S. 112.

78) Theo Meyer 1993. S. 112. 재인용.

79) Peter Pütz 1989. 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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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토마스 만 시각예술관의 이중성

......반면, 나는 최신 회화 앞에는 마치 새로운 대문 앞에 있는 황소처럼 서있
습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내가 듣는 바와 같이, 내 감각과 맞지 않아
서가 아니고, 단지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 바가 없음을 입증할 뿐인 것입니다.
[...] während ich vor unserer neuesten Malerei stehe wie der Ochs
vorm neuen Tor, - was aber, wie ich höre, nicht gegen meine
Sinnlichkeit zeugt, sondern nur meine theoretische Unbelehrtheit
beweist.80)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마스 만이 작가로서 타고난 시각적인 인지 능력

과 시각적 대상들의 활용능력, 시각예술적인 교양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

하고 “최신 회화 앞에는 마치 새로운 대문 앞에 있는 황소처럼 서있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자신의 교양 없음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것은 의미

심장한 점이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할 것은 토마스 만이 스스로 시각예술

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운 바가 없기 meine theoretische

Unbelehrtheit”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또한 창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해하고 광범위한 지식이라도 단시간

내에 흡수하곤 했던 대표적인 지적 작가 토마스 만이 했다고 하기에는 납득

이 가지 않을 정도로 궁색해 보인다. 나아가 그는 현대 회화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인상까지 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무지의 고백은 사실상 이 세계에 대한 의도적

인 거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세계에 대한 만의 거부는 사실 니

체뿐만 아니라 독일 이상주의의 태두로서 실러에게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으로서, 실러는 그의 정신세계와 창작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서 시각예

술을 ‘보지 않으려는’ 토마스 만의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화가와 작가」를 분석한 결과 토마스 만은 자신을 음악과 언

80)「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 42 -

어 등 청각예술로 교육된 ‘청각형 인간’으로 규정하며 시각예술에는 부정적

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글에서 밝힌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점은 사실 니체

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그가 이 글

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작품, 화가들이 니체가 언급한 것들과 상당 부분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특히 니체 역시 음악에 절

대적으로 큰 가치를 둔 철학가로서 시각예술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항이 별

로 없었는데, 니체가 선호한다고 밝힌 많지 않은 작품을 토마스 만이 그대

로 언급한 것은 그가 니체의 시각예술관을 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

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토마스 만

이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성모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니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의 열렬한 예찬자였던 반면, 토마

스 만은 이 문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81) 그럼에도 토마스 만

이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거장 라파엘로의 작품을 “자신의 최대 회화적 경험”

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을 예술작품으로서 진지하게 수용했다기보다는

시각예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니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토마스 만 특유의 비유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시각예술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보수주의

적 독일 민족주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표면적인 제스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 작품에 대한 평가 또한 자신의 진

정한 취향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을 거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그의 실제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관념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81)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 대해 가졌던 토마스 만의 반감에 대해서는 본 논문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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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마스 만 시각예술관 형성의 정신사적 배경

앞에서 보았듯이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은 특히 니체로부터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은 것이었다. 사실 토마스 만은 니체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 바그

너에게 정신적-예술적인 토대를 두고 있었으며 그의 시각예술관은 근본적으

로 이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2)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독일적 이상주의의 전통의 기초를 마련한 실러 또한 시각예술에 대한 입장

을 분명히 표명하였는데, 실러를 문학 창작의 모범으로 삼은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에 대한 관점 또한 그를 통해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a. 실러

토마스 만이 시각의 세계에 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한 것은 보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로만 작품을 쓰려한 실러를 독일 이상주의의 모범으로서 자

신의 정신세계의 근원으로 삼고 이를 따르려는 의지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마스 만에게 실러는 독일

민족정신을 대표하는 예술가로서 가장 독일적인 예술을 대표하는 ‘음악적

인’ 작가로 간주되었다. 이런 면에서 실러는 토마스 만이 절대적으로 추앙

하였던 또 다른 고전주의자 괴테와는 매우 상반되는 측면에서 그의 전범

(典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러와는 대조적으로 괴테는 ‘보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자극을 받았으며

예술은 곧 조형적이라고 생각 했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시각형 인간’이

었다. 실제로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받아들인 시각적 경험을 문학

으로 바꾸어 형상화하는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화가, 미술비평가, 미술사가

로 활동하며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83) 뤼벡의 부유한 시민계급 출신인 토

82) 토마스 만은 이 세 명의 정신사적 스승들을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세 별 ewig
verbundenes Dreigestirn”이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하나의 통일체로서 마치 하나처럼
그의 예술 세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I 53, 58.

83) 괴테는 색채와 양식 개념, 미술사의 용어상의 문제, 개별 작품과 작가론 등 시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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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만은 사실 두 고전주의 작가 중에서 시민적 질서와 근면함, 프로테스

탄트적 윤리에 뿌리를 둔 프랑크푸르트의 시민 괴테를 더 가깝게 느꼈다.

심지어 그는 괴테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자화상으로서 여기고 자신을 사실

상 괴테의 직접적인 후계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러에게서는 괴테만큼 인

간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84)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만은 자신의 창작 방법과 관련하여 시각적인 것, 시각예

술에 대해서만큼은 괴테가 아닌 실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이는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간주하는 독일 이상주의의 전통에 따라 시각의 세계

를 외면하고자 한 그의 특별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은 적어도 15세 이전부터 실러를 접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실

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위촉받은 힘겨운 시간 Schwere Stunde을 쓰

면서부터는 그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1955년 사망하기 2개월 전 완성한 마

지막 에세이「실러에 대한 습작 Versuch über Schiller」(1955)에 이르

기까지 실러를 평생 미학적, 문학적 스승으로 존경하였다. 토마스 만은 어

린 시절 실러를 읽었던 체험을 “방과 후 버터빵이 가득한 접시와 함께 실러

를 읽으며 보냈던 시간이었다 die Stunden, die ich nach der Schule

bei einem Teller voll belegter Butterbrote mit der Lektüre

Schillers verbrachte”85)고 하며 일상의 기분 좋고 편안한 시간으로 묘사

술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으며「빙켈만과 그의 세기 Winckelmann und sein
Jahrhudert」(1805)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미술사학의 역사 자체를 조명한 미
술사가이기도 했다. 1786년부터 로마에 머무는 동안 괴테는 ‘필리포 묄러 Filippo
Möller, 독일인, 화가’로 은둔해 살면서 남몰래 고고학, 소묘, 회화, 소조, 해부
등을 연구하여 단순한 자연모방, 방식, 양식 Einfache Nachahmung der
Natur, Manier, Stil(1789), 색채론 Farbenlehre(1810) 등의 논문을 썼
는데 이 글들은 미술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논문들로서 괴테는 미술사학에서도 중
요한 인물로 꼽힌다. Udo Kultermann: Geschichte der Kunstgeschichte.
Der Weg einer Wissenschaft. Düsseldorf 1966. 우도 쿨터만: 미술사의 역
사. (김수현 역). 문예출판사 2002. 173-191 참고.

84) Helmut Koopmann: Weimarer Klassik. In: Andreas Blödorn /Friedhelm
Marx (hrsg.): Thomas Mann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15. 277-279. S. 277.

85)「Lebensabriß」(1930) GW XI 10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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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그러나 토마스 만이 어린 시절부터 실러를 진지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만은 실러를 초년에는 학창시절의 진부한 고전 독서교육에

대한 조롱과 이로니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905년 실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단편 힘겨운 시간을 쓰기 위해 실러를 본격적으로 연구

하면서부터는 시각을 전환하여 진지하게 실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후 1909년에서 1912년 사이에 만은 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하려다

결국 미완성으로 끝낸 에세이「정신과 예술」을 준비하고 집필하는 과정에

서 실러의 미학을 더욱 진지하게 탐구하였으며 여기에는 특히 실러의 소
박 문학과 감상 문학에 대하여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1795/96)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 있다.

토마스 만 작품에서의 실러 수용에 대해 연구한 요아힘 잔트베르크

Joachim Sandberg는 만의 14권에 달하는 메모 중에서 그가 실러와 관

련해서 도출한 핵심적인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시각예술은 삶을 호흡하며, 나는 시인에게서 정신을 요구한다.
2) 정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평범한 것이며 감각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대가의 본래 비밀은 형식을 통해 소재를 제거하는 데 있다.
1) Leben athme die bildende Kunst, Geist fordr’ [sic] ich
vom Dichter.

2) Gemein ist alles, was nicht zu dem Geist spricht und
kein anderes als ein sinnliches Interesse erregt.

3) Darin besteht das eigentliche Geheimnis des Meisters, daß
er den Stoff durch die Form vertilgt. 86)

그런데 위의 논점들은 사실 모두 ‘보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메모 1)에 따르면 실러는 예술을 ‘삶과 정신’의 대

립적인 요소로 양분하여 시각예술은 ‘삶’의 편에, 시는 ‘정신’의 편에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이는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을 삶의 편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

86) Joachim Sandberg: Thomas Manns Schiller-Studien. Eine quellenkritische
Untersuchung. Oslo/Bergen/Tromsö 1965.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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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던 것이 실러에게서 유래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하겠다. 또한 2)에서처럼 정신적이지 않은 것

을 감각적인 것, 일반적이고 진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1)에서 말한 정신

적인 세계, 곧 문학의 상대편으로 지목된 시각예술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

또한 3)에서 위대한 예술가는 형식을 통해 소재를 제거해야한다고 할 때

소재를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뜻한다고 보면 이 역시 시각적인

것과 연관되며 이 논점 역시 시각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낸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토마스 만이 실러에 대해 위와 같은 세

가지 논점만을 메모하였다는 것은 ‘시각예술’, ‘감각적인 것’, ‘구체적인 소

재’와 같이 특히 ‘보는 것’과 관련되는 영역을 ‘정신적인 것’과 대립되는 대

표적인 지표로 간주하는 그의 생각이 실러에게서 유래한다는 것과 그가 이

문제를 실러를 수용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각예술을 정신적인 것에 대립되는 삶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토마스

만의 사고는 무엇보다 실러의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의 구분에서 근거를 찾

을 수 있다. 실러는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전자는 자연

과 감각적인 것, 생생한 현존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는 반면 후자는 관념

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87) 소박 시인은 단지 “단순

한 자연과 느낌, 그리고 현실을 모방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반면, 감상 시인

은 주관적으로 대상에 대해 성찰을 한다”는 것이다.88)

......대상들이 그(감상시인:필자)에게 주는 인상에 대하여, 그리고 오
직 이에 대한 성찰의 바탕 위에서만 예술가 자신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
는 감동이 만들어진다. 대상은 여기서 관념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관계
의 바탕 위에서만 그의 시적인 힘이 근거를 갖는다.
[...] über den Eindruck, den die Gegenstände auf ihn
machen, und nur auf jene Reflexion ist die Rührung

87) Friedrich Schiller: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Otto Dann/Axel
Gellhaus/Klaus Harro Hilzinger(hrsg.). Frankfurt a. M. 1990 ff. Bd.
VIII. S. 735.

88) Ebd. S.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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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ründet, in die er selbst versetzt wird, uns vesetzt. Der
Gegenstand wird hier auf eine Idee bezogen, und nur auf
dieser Beziehung beruht seine dichterische Kraft.89)

실러는 소박시인의 전형은 고대시인에서, 감상시인은 근대시인에서 발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시대

에 따른 유형이라기보다는 창작상의 근본적인 차이, 자연과 생생한 객관적

현실을 통해 시에 접근하는가, 아니면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관념을 통해서

접근하는 가의 차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문화의 상태에 발을 들여놓고 인위의 손이 인간에게 미치면 인
간 내면의 감각적 조화는 지양되고 만다. 그리하여 인간은 오직 도덕적
인 통일로서 밖에는, 즉 통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일로 밖에 자기표현
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처음 상태에선 실제로 존재했던 느낌과 사고 사
이의 일치는 오늘날에는 단지 이상적으로만 존재할 따름으로 이 일치는
인간의 내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게 된다. 즉, 실현되어야만 할 생각
으로만 있는 것으로 더 이상 그의 삶에서 현실이 아니다.
Ist der Mann in den Stand der Kultur getreten, und hat die
Kunst ihre Hand an ihn gelegt, so ist jene sinnliche
Harmonie in ihm aufgehoben, und er kann nur noch als
moralische Einheit, d. h. als nach Einheit strebend sich
äußern. Die Übereinstimmung zwischen seinem Empfinden
und Denken, die in dem ersten Zustand wirklich stattfand,
existiert jetzt bloß idealistisch; sie ist nicht mehr in ihm,
sondern außer ihm; als ein Gedanke, der erst realisiert
werden soll, nicht mehr Tatsache seines Lebens.90)

실러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예술의 구도를 따라 ‘자연과 인공 Natur

und Kunst’, ‘고대와 근대’, ‘현실과 이상’ 외에도 ‘객관과 주관’, ‘외면과

내면’, ‘도덕주의와 유미주의’, ‘신적인 것과 영웅적인 것’, ‘창조와 인식’ 등

다양한 대립적인 개념들을 언급하였다. 실러의 소박예술의 본질이 자연의

89) Ebd. S. 739.

90) Friedrich Schiller: Erzählungen. Theoretische Schriften. Wolfgang Riedel
(hrsg.). München 2004. S. 7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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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실을 모방하는 것에 있고 감상예술은 주관적인 느낌과 성찰을 통

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시각예술에, 후자

는 청각예술인 음악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예술관에 의해 ‘시각

과 청각’, ‘시각예술과 청각예술’ 또한 이 대립적인 구도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만은 감상주의 시인 실러를 추종하며 이와 대립되는

소박 예술에 속하는 시각(예술)의 세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러를 음악적인 시인으로 간주하며 “그(실러)처럼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한다 Im Grunde will ich nichts sehen -

wie er”91)고 했던 그의 의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b.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역시 음악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시각적인 대상은 가상으로

여기며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어떤 예술보다 음악이 본질적인

것에 더 접근해 있다고 하면서 각 예술에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서열화

했다. 그는 다른 예술들, 즉 건축, 회화, 시가 단지 의지의 ‘그림자’만을 이

야기하는데 비해 음악은 의지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 표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이며 강렬하다고 보았다. 음악은 다른 예술들처럼 의

지의 객관화들인 이념과 관계하여 정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

지 그 자체”와 관계하여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인 무의식적인 힘, 충동과 격

정이라는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2)

왜냐하면 음악은 ...... 현상의 모상(模像)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지
자체의 모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예술들과는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것을, 모든 현상에 대해
물 자체를 나타내 준다.

91) Karl Kerény(hrsg.): Thomas Mann–Karl Kerény. Gespräch in Briefen.
Zürich 1960. S. 198.

92) 공병혜: 쇼펜하우어의 미학사상. In: 미학대계간행회(편): 미학의 역사. 미학대계
제1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349-365. 359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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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 die Musik ist [...] darin von allen andern Künsten
verschieden, daß sie nicht Abbild der Erscheinung [...],
sondern unmittelbar Abbild des Willes selbst ist und also zu
allem Physischen der Welt das Metaphysische, zu aller
Erscheinung das Ding an sich darstellt.93)

토마스 만은 니체로부터는 창작을 시작할 무렵부터 거의 창작 말기인

1948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반면 쇼펜하우어로부터는 초

기에 집중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쇼펜하우어는 초기의 청년 토마스 만

에게 쇼크와도 같은 강렬한 체험을 주었는데 이 영향은 심층적이고 근본적

이며 지속적으로 그에게 각인되었다. 토마스 만은 청소년기에 처음 쇼펜하

우어를 읽었을 때의 체험을 훗날 회고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렇게 강렬한 느

낌으로 읽는 것은 단 한 번이라고 하면서 청소년기 그의 정신세계를 뒤흔들

어 놓았던 이 철학자의 영향을 강조한다.94) 쇼펜하우어로부터 받은 강렬한

체험은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토마스 시 참사관이 이 철학자의 형이상학

책에 빠져드는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몰락과

죽음을 통한 세계 의지의 실현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술, 특히 음악은 가문의 몰락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 의

지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 가에 초대를

받은 뤼벡의 성 마리아 교회 오르가니스트를 묘사할 때도 “음악은 언어와

사유를 뛰어넘어 본질적인 것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예술관을 그대로 드러낸다.

93) Arthur Schopenhauer: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Arthur
Schopenhauer: Werke in fünf Bänden. Ludger Lütkehaus(hrsg.). Zürich
1988. S. 345.

94)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 72.
심지어 토마스 만은 쇼펜하우어를 읽고 나서 받았던 충격적 경험을 청소년기의 첫
성적(性的) 체험과 비교하기도 한다.「Schopenhauer」(1938) GW IX 561.
토마스 만의 쇼펜하우어 수용에 대해서는 뵈르제 크리스티안센의 다음 글 참고.
Børse Kristiansen: Philosophie. Thomas Manns Schopenhauer Rezeption.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Mann-Handbuch. Regensburg
1995. 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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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가의 시선이 모호하고 공허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의 언어적인 개념과 사고의 영역에 머문다기보다는 더 심원하고, 더
순수하고, 더 완전무결하고, 더 절대적인 논리의 영역에 머물기 때문
이었다.
[...] dieser Musikantenblick, der vag und leer erscheint, weil
er in dem Reiche einer tieferen, reineren, schlackenloseren
und unbedingteren Logik weiht, als dem unserer sprachlichen
Begriffe und Gedanken.95)

반면 이 작품 속에서 시각예술은 현실이라는 그림자 혹은 허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각예술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가상에 불과하다는 그의 생

각은 작품 속에서 곳곳에 나타나는 시각적 대상의 묘사를 통해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멩슈트라세와 피셔그루베의 부덴브로크 저택의 곳곳을 장식하는

복제품(I 434)이나 동물 박제(I 405) ‘눈속임 그림 Trompe-l'œil’의 주택

장식(I 20, 93) 등은 몰락해가는 부르주아의 허위의식을 상징하며 이를 통

해 쇼펜하우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개념, 곧, ‘그림자,

가상으로서의 시각예술’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시각예술의 모티브들을 주제

와 연관시켜 매우 치밀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관념적으로는 쇼

펜하우어의 시각예술, 시각적인 대상에 대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

다 하더라도 작가로서 작업 방식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묘사대상이 되는 시각예술품을 매우 신중하게 선

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부여받은 이 대상들이 라이트모티브로서 전체

주제에 기여하도록 이들을 작품 속에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배치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과 작가로서 그의

작업방식 사이의 모순은 창작과정에서 시각적 자료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만은 작품창작을 준비할 때 그림과 사진, 그림엽서와

신문 스크랩 등 온갖 종류의 시각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과정에서도 이를 활

95) Buddenbrooks(1901) GW I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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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다. 토마스 만 아카이브 설립자 한스 뷔슬

링은 토마스 만이 한 작품을 위해 수백 장의 그림과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열성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관찰하면서 만 자신이 언급하듯, “사실을 향

한 굶주림 Hunger nach dem Wirklichen”96)을 가진 것처럼 작업했다고

말한다.97) 만의 이러한 자료 수집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기질적인 것으

로 그는 심지어 훗날 자신의 배우자가 되는 카챠의 모습도 카울바흐

Kaulbach의 그림 스크랩으로 뤼벡의 김나지움 시절 그녀를 알기도 전에

미리 봤을 정도였다.98) 그러나 토마스 만은 물질적인 대상. 시각예술 작품

자체에는 집착하지 않고 작품 창작이 끝나면 이들을 폐기해버렸으며 이와

관련된 시각적 대상들 자체에는 집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체의 현상과 물

질적 대상을 가상으로 보는 쇼펜하우어로부터 온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가치 있는 그림이든 가치가 없는 그림이든, 그림으로 모사된 사람

이거나 자연의 경치이든, 시각적 자료들은 그 속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

내야하는 자료로서만 의미를 가졌으며 이들은 창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폐기해야할 가상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토마스 만은 작

품 속에서 뛰어나고 집요한 시각적인 묘사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시각예술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 바그너

바그너는 토마스 만에게 실제 작품 창작 면에서는 니체와 쇼펜하우어보다

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트리스탄 Tristan(1903), 밸중족의 혈

통 Wälsungenblut(1906/1921)같은 작품들은 바그너의 음악극을 희화

화하거나 등장인물을 동시대의 시민으로 바꾸어 번안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96) Königliche Hoheit(1909) GW II 177.

97) Hans Wysling/Ilsedore B. Jonas(hrsg.) 1975. S. 23. 이 문헌에는 토마스
만이 작품을 쓰면서 참고한 시각예술자료와 출처가 작품 별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선 토마스 만 작품 속에서 특정 시각예술가, 시각예술 작품과 관련 있는 부
분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98) 본 논문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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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품창작 자체에 있어서는 토마스 만에게 앞의 세 사상가들보다 더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99) 특히 초기의 토마스 만에게 바그너

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바그너의 음악이 갖

고 있는 세기말 유럽의 데카당스 토포스를 시민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통해

토마스 만이 문학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바그너의 작품이

토마스 만의 작품형성에 있어서 구조와 양식을 구축하는 ‘형식 모티브

Formmotiv’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이다.100) 토마스 만의 초기작 중 바

그너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작품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두 작품 외에도

부덴브로크 일가, 토니오 크뢰거, 베니스에서의 죽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창작 기법 측면에서 라이트모티브의 적용 외에도 시작과

끝에 관한 주제, 은밀한 이로니-에로틱적 상징, 특히 음악을 작품 전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만에게 바그너가 미친 직

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101)

바그너의 음악이 토마스 만에게 미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영향력에 비할

때 시각예술에 대한 바그너의 사고가 토마스 만에게 끼친 영향은 현저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은 바그너와 시각예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며 그가 전혀 ‘시각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각예술 측면에서

의 토마스 만의 바그너 평가는 미완성 에세이「정신과 예술」속에 포함된

메모를 통해 볼 수 있다.102)

37. 바그너와 시각예술. 전혀 관계없음. «시각형 인간» 등. 베젠동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203 쪽 참고.

99) Walter Windische-Laube: Die Musik.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
Mann Handbuch. Regensburg 1995. 327-342. S. 327. 발터 뷘디쉬-라우베
는 바그너의 음악극과 토마스 만 작품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짝지어 놓고 있다. 로엥그린-키작은 프리데만 씨, 니벨룽엔의 반지-부덴브록스,
트리스탄과 이졸데-트리스탄, 발퀴레-밸중족의 혈통,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대공 전하.

100) Ebd. S. 331.

101) Ebd. S. 331.

102)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TMS I 1967. S.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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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Wagner und bildende Kunst. Ganz ohne Verhältnis.
«Augenmenschen» etc. S. Briefe an Fr.<au> Wesendonk S.
203 f.103)

만이 여기서 참고하라고 한 베젠동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그너는

시각형 인간인 괴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각적 인지가 자신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전적으로 시각형 인간인 괴테에

비해 바그너는 시각적 인지만으로 세계를 인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시각이라는 감각과 함께 시각적인 세계, 곧 이탈리아의 시각예술이

자신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151. 이탈리아에 대한 바그너의 입장:...... 나는 한 동안 내 눈에 미치
는 의미 있는 영향에 대단히 생생하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는 않습니다. 분명 이는 내 눈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눈이 내게는 세계를 인지하는 감각으로서는 충
분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 반면에 괴테는 점차 시각의 즐거움
을 귀뚜라미에까지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엔 그가 놀라울
정도로 탐욕스럽게 동전을 수집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
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시각형 인간이었습니다!
151. Wagner über Italien: [...] Ich werde eine Zeitlang durch
bedeutende Wirkung auf mein Auge ungemein lebhaft
ergriffen; aber – es dauert nicht lange. Gewiss kommt das
nicht daher, dass mein Auge unersättlich wäre; es scheint
aber, daß es mir als Sinn der Wahrnehmung der Welt nicht
genügt. [...] während Göthe mit der Zeit seine Augenlust bis
zur Grille verfolgte, so dass wir ihn am Ende mit
wunderlicher Begier beim Münzensammeln ankommen sehen.
Er war ein ganzer und vollkommener Augenmensch!104)

뷔슬링은 “토마스 만이 1904년 간행된 바그너의 편지에서 특히 이 부분

에 줄을 치고 강조 표시를 하였으며「정신과 예술」집필 준비를 위해 이 부

103) Ebd. S. 169.

104) Richard Wagner an Mathilde Wesendonck. Tagebuchblätter und Briefe
1853-1871. Berlin 1904. S. 203f. 또는 TMS I 222f.
본 논문은 뷔슬링이 편집한 후자의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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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메모했을 때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바그너의 입장 Wagner über

Italien’이라는 제목을 더해 놓기도 했다”105) 고 밝힌다. 토마스 만이 시각

예술과 관련하여 바그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이 부분은

「리햐르트 바그너의 고뇌와 위대함 Leiden und Größe Richard

Wagners」(1933)에도 다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106)

토마스 만은 위의 글에서 바그너가 자신이 고안한 ‘종합예술

Gesamtkunstwerk’의 창작을 위해 동원한 여러 가지 분야의 예술 즉, 회

화와 시, 연기와 음악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논하면서 시각예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눈은 세계를 인지하는 감각으로서

내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daß es mir als Sinn der Wahrnehmung

der Welt nicht genügt”는 위의 편지 글에서 나온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토마스 만은 “이탈리아, 시각예술은 그에게는 사실 완전히 관

심 밖이었다 Italien, die bildende Kunst lassen ihn im Grunde

völlig kalt”고 하면서 바그너와 시각예술의 세계가 별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107) 그는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니체와 마찬가지로

바그너 또한 ‘청각형 인간, 음악가 그리고 작가’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매우 명백함! 그는 청각형 인간, 음악가이고 작가였으나, 파리에서 같
은 수신인에게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아,
라파엘로와 그림에서 아이에게 빠지는 것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
러우며 위안이 되는지! 단지 내가 절대로 마음을 주려하지 않을 뿐! 난
언제나처럼 (회화에는:필자) 야만인이라, 파리에 머물면서도 루브르에
가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 특기할만한 것들을 말해준다. 회화는 종합예술만큼
위대하다. ...... 그러나 이 예술은 그의 마음에 다가오진 않았다.
Sehr begreiflich! Er ist ja Ohrenmensch, Musiker und
Dichter, aber seltsam ist es doch, daß er aus Paris an
dieselbe Adressatin schreiben kann; »Ach, was schwelgt das
Kind in Raphael und Malerei! Was ist das schön, lieblich

105) Hans Wysling/Ilsedore B. Jonas(hrsg.) 1975. S. 27.

106)「Leiden und Größe Richard Wagners」(1933) GW IX 376.

107) Ebd. S.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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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beruhigend! Nur mich will ich nie einmal berühren! Ich
bin immer noch der Vandale, der seit einem
Jahresaufenthalt in Paris nicht dazu gekommen ist, das
Louvre zu besuchen! Sagt Ihnen das nicht alles??« - Nicht
alles, aber doch manches und sonderbar Bezeichnendes. Die
Malerei ist eine so große Kunst wie das Gesamtkunstwerk
[...] aber sie berührt ihn nicht.108)

토마스 만은 이 글에서 인용한 바그너의 편지글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

고 있지는 않으나 151번 메모를 인용한 후 ‘같은 여자 수신인에게 an

dieselbe Adressatin’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역시 바그너가 베젠

동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바그너가

토마스 만과 니체처럼 라파엘로와 그의 그림 ‘드레스덴의 시스티나 성모자

상’의 어린 아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그림들에게

서 위안을 받긴 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고 감동을 받지는 않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여 표명한다. 바그너는 자신을 시각예술에는 야만인이라고 하

면서 파리에 수년 간 있으면서도 루브르에 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시각예술에 대해서는 ‘야만인 Vandale’과 비슷한 표현을

실러가 이미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러는 1803년 훔볼트가

같이 로마를 보고 오자는 ‘무례한 제안 Zumutung’에 “로마는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시각예술에 관한한

모든 것에 야만인 Barbaren in allem, was bildende Kunst betrifft”

이라고 정중히 거절한다.109) 특히 토마스 만은 실러의 이 표현을 바그너와

시각예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자신의 메모 37번에 바로 붙여서 “자세

한 것은 실러책 44쪽을 보라”고 표시해 놓고 있다. 이는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입장이 니체와 쇼펜하우어, 바그너를 거쳐 실러에게

까지 근원이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108) Ebd. S. 376.

109) Oskar Walzel: Schiller und bildende Kunst. In: Vom Geistesleben alter
und neuer Zeit. Aufsatz von Oskar Walzel. Leipzig 1922. 316-336.
3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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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니체

토마스 만은 위에 언급한 사상가들 중에서도 특히 니체로부터 가장 결정

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그의 시각예술관

또한 니체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사고와 문학

창작에 미친 니체의 강력한 영향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니체가 자신의 정

신에 있어 기본적인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가 니체

로부터 받은 영향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술 전반에 대한 생각, 특히

비극의 탄생 Die Geburt der Tragödie에서 유래한 예술에서의 ‘아폴론

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das Apollinische und das Dionysische’

의 대립과 지양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토마스 만의 음악과 시각예술에 대

한 기본적인 생각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예술에서 대립적인 두 개의 성질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공존, 발전

해나간다고 주장한다. 예술의 형식과 비례, 조화의 속성이 아폴론적인 것에

속한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근원적, 동적, 도취적인 힘과 관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초기부터 시각예술은 아폴론적인 것에, 음악은 디오

니소스적인 것에 속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아폴론적 예술가인 화가의 예술과 디오니소스의 예
술인 비조형적 음악 예술 사이에 그 기원과 목표에 따라 커다란 대립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인식은 그들의 두 예술의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와
결부되어 있다.
An ihre beiden Kunstgottheiten, Apollo und Dionysus, knüpft
sich unsere Erkenntnis, dass in der griechischen Welt ein
ungeheurer Gegensatz, nach Ursprung und Zielen, zwischen
der Kunst des Bildners, der apollinischen, und der
unbildlichen Kunst der Musik, 110)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이라는 개념은 전자에는 음악과 춤

이, 후자에는 서사시와 시각예술이 속한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장르구분 이

110) Friedrich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ie. Aus dem Geiste der
Musik. III 1. 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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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자연의 직접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

취와 형상 Rausch und Gestaltung’, ‘신비적인 합일과 개별화 mystische

Gemeinsamkeit und Individuation’를 의미했다.111)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통일을 이루려는 충동, 사람과 일상, 사회와 현실, 소멸의 몰락을 넘

어서려는 것, 보다 어둡고 보다 충일하며, 보다 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상

태로 가려는 열정적이고-고통스러운 팽창을 의미한다. 삶의 위대한 범신론

적인 기쁨과 공감이며 이는 또한 삶의 가장 두렵고 의문스러운 속성이기도

하다. 생산과 결실, 재귀를 위한 영원한 의지이며 창조와 파괴의 불가피성

에 대한 일치의 감정이기도 하다.112) 반면, ‘아폴론적인 것’은 그 자체로 완

전해지려고 하는 충동, 전형적인 ‘개별자’,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두드러

지게 강조하며 강하고, 명백하며, 애매모호하지 않고, 전형적인 것으로 만

들려는 충동을 말한다.113) 디오니소스 적인 것은 모든 극단을 포용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으로의 충동을 갖는다. 아폴론적인 것도 통일을 이

루려는 충동을 갖고 있으나 이 통일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처럼 포괄적이며

전체를 아우르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채우는 데에서 오는 단순화와 두

드러짐을 통해 도달된다.1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폴론적인 것은 ‘봄’, ‘시

각’과 밀접히 연관되며, 따라서 시각예술은 아폴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쿠르츠케는 이와 같은 니체의 이분법적인 예술관의 주요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해 놓고 있는데, 시각예술과 음악은 각각 아폴로적인 것

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속한다는 사실을 다음의 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111) Heinz Peter Pütz: Kunst und Künstlerexistenz bei Nietzsche und
Thomas Mann. Zum Problem des ästhetischen Perspektivismus in der
Moderne. Bonn 1963. S.13.

112) Ebd. S. 13.

113) Ebd. S. 13.

114) Ebd. 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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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inisch 아폴론적인 Dionysisch 디오니소스적인

Plastik 조형 Musik 음악
Gehen, Sprechen 걷기, 말하기 Tanzen, Singen 춤추기, 노래하기
Traum 꿈 Rausch 도취
Form 형식 Unform 비형식
Vertrauen auf principiumindividuationis
개체화의 원리에 대한 신뢰

Zerbrechen des p.i. 개체화의 원리
붕괴

Raum und Zeit 공간과 시간 Ewigkeit 영원
Kausalität 인과성 Heiliger Wahnsinn 신성한 정신착란
Selbstgewißheit 자기확신 Selbstvergessenheit 자기망각
Nüchternheit 냉철 Verzückung 황홀
Iillusionäre Sicherheit 공상의 확실 Grausen 공포
Das maßvolle und kontemplative
Leben des Erkennenden
인식하는 자의 절제된 관조적인 삶

Das glühende Leben dionysischer
Schwärmer
디오니소스적인 몽상가들의 열렬한 삶

<표 1> 쿠르츠케에 의한 니체의 예술 개념 분류115)

니체는 예술에서 이와 같은 두 대립적인 힘이 서로 자극하며 발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아폴론적인 것보다 창작의 근원적 에너지로서 디오니소스

적인 것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나의 디오니소스적인 성격”이라고 하며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성향을 직접 언급하기도 한

다.116) 디오니소스적인 음악과 니체의 관계는 그의 존재 자체와 결부될 정

도로 절대적이었다.117) 음악은 그에게 있어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첫 번째

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니체는 무엇보다 디오니소스적인 도취와 성적

환희의 요소를 갖는 음악의 힘을 찬양하였다. 그는 특히 초기에 이런 성격

을 갖고 있는 바그너 음악에 열광하였으나 말년에는 그를 맹렬히 비난하며

멀어진다.118) 그러나 바그너에 대한 초기의 열광적인 감정이 사라진 이후

115) Hermann Kurzke: Thomas Mann. Epoche - Werk–Wirkung. 4. Aufl.,
München 2010. S. 129. 표의 선 삽입은 본 논문 필자.

116) Theo Meyer 1993. S. 84.

117) Theo Meyer 1993. S. 102.

118) 니체가 바그너의 예술을 비판한 것은 바그너가 자신의 음악극에서 음악과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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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니체는 여전히 타 예술에 비해 음악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끝까지 고수

했으며 음악은 이후에도 그의 사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

다.119) 반면 아폴론적인 것으로 간주된 시각예술에 대한 니체의 관심은 음

악에 가졌던 그의 열정에 비하면 훨씬 빈약하였다. 니체는 ‘시각형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다.120)

그러나 니체가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니체

는 그리스 고전조각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여기에 자신의 신적인

것 Göttliches들이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건축은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이 고착화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는 특히 그리스 고

전 건축을 선호했다. 회화에서는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

가인 라파엘로 Raffaello Sanzio(1483-1520)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1475-1564),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를 자주 언급하며 칭송하였다. 그러나 니체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예술이 갖는 조형적 아름다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

다. 그는 음악처럼 시각예술에도 ‘디오니소스적인 것’, ‘권력에의 의지’를 연

결시키며 이를 구현하고 있는 작품과 예술가만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의 관심은 예술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의지, 예술 – 작용에

있었던 것이다.121). 같은 맥락에서 니체는 뒤러의 ‘기사, 죽음 그리고 악마

마, 춤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했다는 점에 있었다. 바그너가 자신이 이상으로 삼
은 총체예술에서 “음악은 표현을 위한 수단”인 반면 “드라마는 표현의 목표”라고
한 것을 반박하며 니체는 음악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최악의 음악이라도
최상의 문학보다는 디오니소스적인 세계의 근본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
마스 만은「화가와 작가」(1913)에서 이와 같은 니체의 바그너 비판이 결정적인
시기에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한다.「Maler und Dichter」
GW XI 740.

119) 테오 마이어는 “특히 후기의 니체에게 음악은 그의 삶을 견딜 마지막 가능성이
되었다” 고 강조하면서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니체에게 음악이 가졌던 중요
한 의미를 강조한다. Theo Meyer: 1993 S. 104.

120) 토마스 만은 직접 니체를 ‘시각형 인간’이 아니었다고 규정했으며 그의 이런 생각
은 파우스트 박사의 주인공 아드리안 레버퀸의 묘사에서도 나타난다. 본 논문
2.1. 참고.

121) Theo Meyer 1993. 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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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ter, Tod und Teufel’에 대해서도 압도하는 “현재”의 한 가운데서 영웅

적인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 “우리들 존재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 그림의

조형성보다도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한다.122) 테오마이어가 평가

하는 것처럼 니체의 예술적 재능은 회화적 - 조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문학적- 음악적인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3) 따라서 니체는 시각예술

을 대할 때도 실제 대상의 감각적인 인상을 또렷이 묘사하기보다는 자기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하여 불분명하고 현학적으로 기술해 놓는 데에 그치고

만다.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니체를 상당 부분 따르

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각예술에 보인 니체의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는 토니오 크뢰거가 리자베타에게 “그(체자레 보르지아: 필자)는 나에게 아

무 것도 아니며 그에게 최소한의 의미도 두지 않는다 Er ist mir nichts,

dieser Cesare Borgia, ich halte nicht das geringste auf ihn”124)고

고백하듯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으며 나아

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각예술에 대해서 반감까지 갖고 있었다. 니체와 토

마스 만은 작가로서 시각예술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니

체의 시각예술적 재능은 시각적 대상을 글로 묘사할 때도 한계를 보일 정도

로 부족했던 반면,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적 재능은 그의 창작에 제한을 주

122) Theo Meyer 1993. S. 111. 토마스 만은 뒤러의 이 작품을 파우스트 박사에서
인용하고 있다. 토마스 만은 특히 이 작품을 비정치인의 고찰(1918)에서 독일
의 파우스트, 금욕성,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연결시킨다. 토마스 만이 뒤러작품
을 독일 정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Martin A. Ruehl: A
master from Germany. Thomas Mann, Albrecht Dürer, and the
making of a national Icon. Oxford German Studies. Vol 38. Issue 1.
2009 참고.

123) Theo Meyer 1993. S. 105.

124) Tonio Kröger(1903) GW VIII 302.니체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토마스
만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각예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토니오 크뢰거뿐만 아
니라 글라디우스 데이와 피오렌차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5.2.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61 -

지 않았다. 만은 초기에 자신의 문학 주제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두 매체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며, 작가로서 토마스 만의 시각적 재능은 부

족함을 넘어 오히려 완벽할 정도로 작품 속에서 시각적 대상의 묘사는 매우

또렷하고 치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니체와 토마스 만은 선호하는 시각예술의

장르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건축에 상당히 관심을 보인 니체와 달리 토마

스 만은 건축보다는 조각에 더 관심이 있었다. 회화에서도 니체는 끌로드 로

렝, 뵈클린 등의 풍경화에도 관심을 보인 반면 토마스 만은 풍경화보다는 초

상화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시각예술보다

는 음악을 우위에 두며, 음악을 창작의 토대로 여기는 토마스 만의 예술관

형성에 니체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2.4. 토마스 만의 예술관과 시각예술

토마스 만이 청각예술과 시각예술을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예술관

을 형성하는 데에는 니체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 바그너 그리고 실러로부

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비단 시각과 청각예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 일반에 대한 토마스 만의 표상 및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그러나 예술을 대하는 만의 태도에는 이들과 일치하지 않는 독

자적인 성격 또한 포함되어 있는 바, 양극단 사이에서 갈등과 극단의 지양

이라는 특유의 ‘이로니 Ironie’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을 바라보면 그만의 독자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토마스 만은 시

각예술을 니체의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에서는 자연 모

방적이고 현실적인 아폴론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관점은 늘 그렇듯이 어느 한 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양 극단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느 한 쪽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로니적으

로 양 쪽을 오가는 모호한 입장에 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시각예술로부터도 자신이 원하는 창조적이고 역동

적인 힘을 추출하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시각예술을 수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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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을 대하는 토마스 만의 특유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예술 일반에 대한 관점에서 시각예술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볼 필

요가 있다. 이는 예술과 예술가라는 주제에 대해 토마스 만이 가졌던 미묘

한 입장을 전제로 하는 바, 그의 예술관을 간략하게라도 기술하는 것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예술이라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예술관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른 시기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1909년에서 1912년 사이에 예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정신과 예술 Geist und Kunst」(1909-1912) 이라

는 대규모 논문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한 바 있었다.125) 그러나 만은 예술이

라는 문제가 갖는 복잡하고 자기모순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은 논문의 집필

을 포기하고 만다. 이 구상은 152개의 파편적인 메모만을 남기고 중단되고

말았으나 이 메모들은 예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

료로서 후일「예술가와 문인 Der Künstler und Literat」(1913), 비정치

인의 고찰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괴테와 톨스토

이 Goethe und Tolstoi」(1922)와 같은 중요한 글들의 토대가 된다.126)

125) 토마스 만은 이 메모에 116번까지는 직접 번호를 매겨 정리하였으나 나머지 부
분은 번호를 붙이지 않은 채 놔두었다. 이후 나머지 152번까지는 토마스 만 아
카이브 연구소장 한스 뷔슬링이 번호를 붙여 정리하였다. 뷔슬링은 이 문서 전체
를 해석하고 편집하여 Thomas-Mann-Studien 창간호에 소개했다.
Hans Wysling: «Geist und Kunst». Thomas Manns Notizen zu einem
«Literatur-Essay». Editiert und kommentiert von Hans Wysling. In:
Paul Scherrer/Hans Wysling(hrsg.): Thomas-Mann-Studien.
Quellenkritische Studien zum Werk Thomas Manns. Bern/München
1967.

126) 토마스 만은 비록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정신과 예술」을 현실적으로는 완성하
지 못했지만 바로 이어서 쓴 베니스에서의 죽음(1912)에서 주인공 구스타프
아셴바흐를 “「정신과 예술」에 대한 열정적인 논문을 쓴 작가”로 소개하면서 이
글의 완성을 가상의 작가에게로 미루고 있다. 그는 또한 “이 논문의 논리 정연한
힘과 반박의 유창함으로 인해 진지한 그들(비평가들: 필자)이 이 논문을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대하여 바로 곁에 놓을 수 있었다 ﹥Geist und Kunst﹤,
deren ordnende Kraft und antithetische Beredsamkeit ernste
Beurteiler vermochte, sie unmittelbar neben Schillers Raisonnement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zu stellen”고 묘사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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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이 자신의 예술관을 집대성할 방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중단한

것은 우선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 문제부터 스스로 난관에 부딪

혔기 때문이었다. 그는 니체와 쇼펜하우어, 바그너와 실러 등 자신이 존경

하는 사상가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분법적인 예술 개념의 기초 위에서 자신

의 예술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려 하였으나 이 이분법적인 개념들이 서로

충돌하며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내어 자가 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정신과 예술」을 위한 메모 124번에 예술이 갖는 대립적인 속성들을 다

음과 같이 정리, 나열해 놓고 있다.

<124.> Gegensätze: 대립들

Geist und Natur 정신과 자연
Geist und Kunst 정신과 예술
Kultur und Natur 문화와 자연
Kultur · (Zivilisation) · und Kunst 문화 · (문명) ·그리고 예술
Wille und Vorstellung 의지와 표상
Naiv und sentimental 소박과 감상
Realismus und Idealismus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Heidentum und Christentum 이교도와 기독교
Plastik und Kritik 조형과 비평127)

쿠르츠케가 언급한 것처럼 이 대립쌍들은 니체의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

니소스적인 것을 비롯해서, 하이네의 영적(靈的)인 기독교 정신과 관능적

인 이교도 정신, 실러의 소박과 감상, 쇼펜하우어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의지로서의 세계, 톨스토이의 개념인 조형과 비평을 의미한다.128) 그런데

이 대립쌍들에서 각각의 상대 개념들은 해당 대립쌍 안에서는 서로 대립할

수 있지만, 다른 대립쌍으로 넘어가면 서로 치환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

다. 즉, 니체의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이 실러의 소박과

설의 주인공을 통해 자신을 은근히 실러와 같은 위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Der
Tod in Venedig(1912) GW VIII 450.

127)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TMS I 1967. S. 169.

128) Hermann Kurzke 2010. 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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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의 대립적 개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뷔슬링은 “토

마스 만이 니체의 아폴로적인 «거리두기 Distanziertheit»를 실러의 감성적으

로 의식된 거리두기 «sentimentalisch-bewußte Distanziertheit»와 나란히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석한다.129) 그런데 니체의 아폴로적인 것은

오히려 실러의 소박문학 쪽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개념들을 다른 개념쌍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토마스 만의 시도는 개념들

이 서로 다른 편으로 엇갈리며 얽히게 되어 아무리 유연성을 허용한다 해

도 만 자신도 이러한 대립적인 개념들의 구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

가능한 헤어날 수 없는 혼동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혼돈의 상태는

훗날 마의 산 Der Zauberberg(1924)에서 한스 카스토르프의 고백으

로 문학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연, 정신, 로고스, 이성, 열정, 객체, 자아, 예술, 비평 – 그러나 여
기에는 질서도, 명확함이 단 한 번도 없었다. ...... 모든 것은 서로 대
립할 뿐만 아니라 모두 뒤섞였는데, 단지 서로 논박하는 둘 사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모순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법칙과 양상
들은 계속 싸움의 장으로 들어와서 내적인 모순이 넘쳐났다 ...... . 그
것은 보편적으로 서로 교차하고 제한하는 것, 대혼란이었다..... .
Natur, Geist, Logos, Vernunft, Passion, das Objekt, das Ich,
Kunst, Kritik – aber dabei war keine Ordnung und Klärung,
nicht einmal, [...] denn alles ging nicht nur gegeneinander,
sondern auch durcheinander, und nicht nur wechselseitig
widersprachen sich die Disputanten, sondern sie lagen in
Widerspruch auch mit sich selbst. [...] Ach die Prinzipien
und Aspekte kamen einander beständig ins Gehege, an
innerem Widerspruch war kein Mangel [...]. Es war
allgemeine Überkreuzung und Verschränkung, die große
Konfusion [...].130)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혼란 속에서도 그가 메모 124번에서 열거했던 다양

129)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TMS I 1967. S. 139.

130) Der Zauberberg(1924) GW III 643f.,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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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름을 가진 예술의 대립적인 힘들은 ‘정신과 삶 Geist und Leben’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수용되고 대략적인 정렬이 가능해진다. 원래 니체를 통

해 배운 ‘정신과 삶’이라는 대립적 예술개념은 토마스 만 작품의 전체 형식뿐

만 아니라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도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니

체와 토마스 만의 ‘정신과 삶’의 개념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니체에게

서 ‘정신’은 플라톤에서 헤겔에 이르는 절대적 이상주의 철학으로서 창조적인

에너지인 ‘삶’을 위해 해체되어야할 부정적인 대상이었다. 반면 니체에게 ‘삶’

은 감각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 현실

을 초월한 창조적 에너지의 근원을 의미했다. 이러한 ‘삶’의 대변자가 다름

아닌 초인 ‘짜라투스트라’였으며 삶은 “권력으로의 의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

으로서 “삶 자체가 권력으로의 의지”라고 할 수 있었다.131)

그러나 토마스 만에게서 ‘정신’은 차갑고 냉담한 이성적인 것,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플라톤에서 헤겔에 이르는 절대적

이상주의 철학은 만에게는 배척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독일적 정신의 표상으

로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다. 반면 만에게 있어서 니체적인 ‘삶’은 이성적

인 정신에 반하는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것,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멸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토니오 크뢰거의 주인공이 남쪽의 지나치게 아름다운

자연과 감각적인 환경, 동물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북쪽으

로 떠나는 것132)은 토마스 만의 ‘삶’에 대한 이러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쿠르츠케는 “그(토니오:필자)는 현실의 순수함, 삶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정신을 추구한다 er sucht nach «Wirklichkeitsreinheit»,

nach dem reinen, vom Leben unbeschmutzten Geist”133)고 말한다. 같

은 맥락에서 쿠르츠케는 “«정신», «예술», «예술가», «문필가», «문학»은 모

두 같은 편에 속하며 이들 모두에 대립하는 상대편은 «삶»이다 «Geist»,

«Kunst», «Künstler», «Literat», «Literatur» stehen in der Tat alle

131) Theo Meyer 1993. S. 19f.

132) Tonio Kröger GW VIII 305.

133) Hermann Kurzke 2010. S. 102.



- 66 -

auf der gleichen Seite. Ihr gemeinsames Gegenteil ist «Leben».”라

고 단정한다.134)

토마스 만은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 중에서 토니오 크뢰거가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보았으며 이 작품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장 비슷

하게 서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135) 쿠르츠케는 토니오 크뢰거의 ‘정신과

삶’으로서 이중적인 존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Geist, Erkenntnis, Analyse
정신, 인식, 분석

Leben
삶

Künstler
예술가

Tonio
토니오

Mutter
어머니

(musikalisch, liederlich)
(음악적, 태만한)

Zigeuner im grünen Wagen
초록마차의 집시

Süden, Italien
남쪽, 이탈리아

München - Schwabing
뮌헨 - 슈바빙

Fixativ
고착

Magdalena Vermehren
막달레나 페어메렌

Hamlet, Don Carlos, Immensee
햄릿, 돈 카를로스, 임멘제

Bürger
시민

Kröger
크뢰거

Vater
아버지

(korrekt)
(올바른)

Konsul Krögers Sohn
크뢰거 영사 아들

Norden, Dänemark
북쪽, 덴마크

Lübeck
뤼벡

Frühlingsarom
봄향기

Ingeborg Holm
잉에보르크 홀름

Pferdebücher
말 책

<표 2> 쿠르츠케에 의한 토니오 크뢰거의 이중성 분석136)

134) Hermann Kurzke 2010. S. 101.

135) 김륜옥:.토마스 만의 삶과 작품에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의 순간’. “P. E.와 토니오
크뢰거 시절”의 성역할을 중심으로. 헤세연구 36. 2016. 129-146. 130 쪽. 참고.

136) Hermann Kurzke 2010. S. 103f. 표 삽입은 본 논문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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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시민적 삶의 상대편으로서 정신과 예술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쿠르츠케의 토니오 크뢰거 분석만으로는 토마스 만의 예술관

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토마

스 만이 생각하는 예술은 남- 북, 시각 - 청각, 라틴 - 게르만, 감각 - 이

성, 즉 ‘정신 - 삶’의 대립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르츠케가 «토니오» 부분에 해당하는 ‘정신’과 ‘예술’을 동등한 것으로 보면

서 정신적인 것과 이탈리아, 남쪽을 모두 같은 범주로 분류한 것은 음악,

시각예술을 각각 정신과 삶으로 분류하는 토마스 만의 생각을 간과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다루는 예술가로서 작가 토니오 크뢰거의 정체성

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쿠르츠케가 ‘정신적인 것’으로 분류한 토니오

의 세계를 다시 ‘정신과 삶’의 대립으로 재구분해야 한다. 물론 이 때의 정

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독일의 시민적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정신적

고양에 이르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도취적인 음악의 세계이며, ‘삶’ 역시 크뢰

거의 근원인 건강하고 성실한 시민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

멸하는 감각적이고 생기 있는 동물적인 삶, 곧 남쪽의 자연적인 시각예술

의 세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만에게서

의 예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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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t 예술

Geist
정신

Leben
삶

Kultur
문화

Zivilisation
문명

Norden
북쪽

Süden
남쪽

Protestant
신교

Katholik
구교

Deutschland
독일

Italien
이탈리아

Lübeck
뤼벡

München
뮌헨

Musik
음악

bildende Kunst
시각예술

Hörsinn
청각

Sehsinn
시각

Ohrenmensch
청각형 인간

Augenmensch
시각형 인간

<표 3> 정신과 삶으로서 예술 구분

토마스 만은 위의 표에서 드러난 예술의 대조적인 성격 중 정신적인 면을

더 이상적으로 여기고 언어와 음악을 통해 순수한 정신에 도달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대립 속에서도 예술이 갖는 양 쪽의 모순적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예술을 ‘정신적인 것, 지

적으로 의식된 것, 음악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다 자세히

그의 작품과 글을 고찰해 보면 서로 배척하고 있는 정신과 삶의 두 요소들

이 서로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7) 모순적인 두 개념들

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만 특유의 ‘이로니’적인 포용능력에 있었다.138)

이로니는 만의 초기 작품에서는 ‘삶’에 대해 정신이 갖는 열등함을 극복하는

기능을 했다면 점차 뒤로 갈수록 양 쪽 모두를 향하게 되었다.139) 삶과 정

137) Ernst von Nündel: Die Kunsttheorie Thomas Manns. Bonn 1972. S.
19.

138)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TMS I 1967. S. 169. 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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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양 측면 한 쪽에만 속하는 것을 거부하며 양 측 모두를 반대했던 것이

다.140) 그러나 이로니는 이러한 유보조건이 있긴 했지만 곧 양 쪽 모두를

향한 애정과도 같은 의미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로니는 양 극단적인

것을 연결했으며 만은 이로니를 통해 자신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립적이

고 모순적인 개념과 현상들을 자신의 세계로 포용할 수 있었다.

시각예술을 둘러싼 토마스 만의 다양한 입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정신과 삶’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시각예술을 정신적인 음악에

대립되는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이 세계 또한 이로니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세계에 수용했다. 다만 그 수용 양상은 토니오 크뢰거에
서 볼 수 있듯이 격렬한 반대로서, 혹은 율법처럼 적극적인 지지의 대상

으로서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시각예술을

정신의 고양으로서 몰락과 죽음의 상징으로서 활용하거나 시각적 모티브가

갖는 삶과 정신의 의미를 전복시켜서 활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수용양상을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형성의 배경을 그의 생애에

서 만난 인연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그가 시각예술에 대해 미묘하고 복

잡한 태도를 보이게 된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139) Ebd. S. 141.

140)「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I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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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마스 만의 생애와 시각예술 체험

토마스 만의 삶에서 가장 가깝고 내밀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인 형 하인

리히 만, 동성애적 감정의 상대 화가 파울 에렌스베르크, 만의 부인 카챠

프링스하임 등은 흥미롭게도 모두 시각예술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토마

스 만은 현실적 삶의 세계에서 이들이 제공한 시각예술 체험으로부터 예술

의 통속성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체험은 시각예술에 대한 그의 부정적 관

점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토마스 만과 대립되는 정치적, 미학적 입장을 대변했던 작가로서 평생 경

쟁관계에 있었던 하인리히가 회화적 소질에 기반하여 문학 창작에도 시각적

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을 형의 세계로 간주하

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만의 삶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성적인 성향과

관련된 다른 두 인물인 파울 에렌스베르크와 부인 카챠 프링스하임은 모두

시각예술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을 삶의

예술로 보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만의 동성애 상대였던 화가

에렌스베르크는 젊은 시절 뮌헨의 토마스 만을 슈바빙의 감각적인 보헤미안

삶의 세계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를 통한 만의 시각예술 경험은 감각적이

고 통속적인 삶과 연결되었다. 반면, 카챠 프링스하임은 결혼을 통해 토마

스 만이 젊은 시절의 방종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상류 시민사회의 건실한

삶의 세계로 편입하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카챠를 통한 시각

예술 경험은 만에게 시민적 삶과 연결되었다.

3.1. 하인리히 만: 만 형제의 갈등과 시각예술

문학과 음악에 비해 회화적 능력에는 별 재능이 없었던 토마스 만에 비

해, 그의 형 하인리히 만은 회화에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시각형 인간이었

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인리히는 젊은 시절 화가와 작가 사이에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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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민할 정도로 문학 못지않게 그림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작품을 남긴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다.141) 그는 젊은 시절부터

1950년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그림을 그렸으며 특히 말년의 미국 망명시절

에는 매일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의 일부 그림들은 전문화가 못지않은

능숙한 필치와 기법으로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성취하고 있다. 두 형제의 타

고난 재능의 차이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

주는 그들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42)

하인리히 만의 뛰어난 회화적 재능은 그의 문학 창작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드레아 바르틀 Andrea Bartl은 하인리히 만 작품 속에

서 두 예술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시각적인 서사

visuelles Erzählen”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시각

예술과 문학이 갖는 밀접한 관계, 곧 “텍스트의 시각성 Visualität von

Texten”과 “그림의 서사성 Narrativität von Bildern”143)을 꼽고 있다.

곧, 하인리히 만의 문학 작품이 회화적이라면 그의 회화 작품들은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두 예술이 서로 상호 작용하며 융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41) 빅토르 만은 하인리히의 회화적 재능은 어머니에게서 이미 발현되었던 소질이 맏
형에게 더욱 강화되어 유전된 것이라고 하면서 저명한 비평가들로부터도 형의 그
림 실력은 인정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Viktor Mann 1949. S. 50.

142) 본 논문 4.2. 참고.

143) Andrea Bartl: Visuelles Erzählen. Zum Verhältnis von Literatur und
bildender Kunst im Werk Heinrich Manns, erläutert am Beispiel der
Novelle Pippo Spano. In: Katrin Bedenig Stein/Thomas Sprecher/
Hans Wysling(hrsg.): Thomas Mann Jahrbuch. Bd. 26. Frankfurt a.
M. 2013. 135-154. 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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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인리히 만: 지도자의 시작144)

연애와 잔혹동화 Liebschaften und Greuelmärchen(2001)145)에

수록된 미국 망명 시절 하인리히 만의 그림들은 이와 같은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그림 1). 위 그림은 지도자 곧, 히틀러를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남의 침실을 몰래 기어들어가는 좀도둑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림의 특성에 대하여 바르틀은 “하인리히 만 글의 특징은 성(性), 예술,

정치를 같은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 이 특징은 그림에도

나타난다 Insbesondere die für Heinrich Manns Texte so

charakteristische Verbindung von Sexualität, Kunst und Politik

144) Volker Skierka(hrsg.): Liebschaften und Greuelmärchen. Die unbekannten
Zeichnungen von Heinrich Mann. Frankfurt a. M./Wien/Zürich 1989.
S. 137.

145) Volker Skierka(hrsg.): Liebschaften und Greuelmärchen. Die unbekannten
Zeichnungen von Heinrich Mann. Frankfurt a. M./Wien/Zürich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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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t sich auch [...] in den Zeichnungen”고 하면서 그의 문학과 그림

이 갖는 주제상의 공통점을 지적한다.146) 하인리히 만의 그림과 문학에서 나

타나는 이와 같은 연결성을 바르틀은 “하인리히 만의 그림은 단순히 문학 텍

스트의 일러스트가 아니며 그의 텍스트 또한 그가 그린 그림의 단순한 해설

이 아님 daß die Zeichnungen dabei nicht bloße Illustration der

Texte und die Texte nicht reine Erläuterungen der Bilder sind”147)

을 지적하며 한 작가에게서 두 예술이 하나로 서로 통합되어 있는 양상을 정

확히 드러낸다.148) 따라서 그의 그림과 문학 작품들은 상이한 매체이긴 하지

만 다양한 양상으로 서로 통합되는 한 작품의 각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하인리히 만 예술의 이러한 특징은 보이는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사고에

의해서만 창작을 하고자 한 토마스 만과 배치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작

가로서 만 형제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 만이 형에게 가졌던 불편한 감정은 무엇보다도 예술을 직

접적인 정치적 도구로 보는 하인리히에 대한 반감에서 오는 것이 더 컸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토마스 만은 하인리히가 정치와 예술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 문학을 정치적인 도구로 여기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토마스 만은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무렵 발표한 일련의 정치 에세이

「전시의 사상 Gedanken im Kriege」과「프리드리히와 대 연정

Friedrich und die große Koalition」(1915)에서 인간의 문제는 정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그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신, 즉 비

정치적인 독일적 사고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의 보수적 입장을 분명히 피

146) Andrea Bartl 2013. S. 145.

147) Ebd. S. 145.

148) 바르틀은 하인리히 만에게서 나타나는 문학과 그림의 연결성에 대해 다른 학자들
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Hans Wißkirchen: Der Autor als Zeichner. Heinrich Manns unbekannte
Zeichnungen und sein literarisches Werk. In: Volker Skierka(hrsg.):
Liebschaften und Greuelmärchen. Die unbekannten Zeichnungen von
Heinrich Mann. Göttingen 2001. 29-47.
Kurt Böttcher/Johannes Mittenzwei: Dichter als Maler. Stuttgart
1980. S.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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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바 있다. 보수적인 독일 시민계급의 교양에서 유래한 동생의 이런 국

수적인 입장에 대해 하인리히는 에세이「졸라 Zola」(1915)에서 드레퓌스

사건의 영웅이자 사회비평가로서 졸라의 진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서

방 민주주의 진영의 선봉에서 동생을 공격했다. 이에 맞서 토마스 만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자신의 입장에서 정치와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비정치인의 고찰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
(1918)을 집필하며 비정치적인 독일의 ‘문화 Kultur’에 ‘민주주의’의 이름

으로 가해지고 있는 서방 라틴 세계의 ‘문명 Zivilisation’의 공격에 맞서

전투적으로 대항했다.149) 그는 하인리히 만을 비롯한 소위 서구의 ‘문명의

문사 Zivilisationsliterat’ 들이 지향하는 ‘진보 Fortschritt’라는 것은 라

틴적 ·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독일의 인간화이지만 독일적인 의미에서는 독

일의 비인간화라고 주장한다.

내가 말한 이 발전, 이 진보란 어떤 것인가? ...... 그것은 바로 독일을
정치화, 문학화, 지성화, 급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틴-정치적 의
미에서 독일의 인간화는 독일적 의미에서는 비인간화를 의미한다......
Welches ist nun diese Entwicklung, dieser Fortschritt, von
dem ich sprach? [...] Es handelt sich um die Politisierung,
Literarisierung, Intellektualisierung, Radikalisierung
Deutschlands. Es gilt seine ›Vermenschlichung‹ im lateinisch
–politischen Sinne und seine Enthumanisierung im
deutschen...150)

나아가 그는 이러한 문화와 문명의 대립을 ‘천박’과 ‘심원’의 대립으로 보

았으며 문명의 세계에서 예술을 통해 세계를 개혁하려는 정치적인 예술을

149) 토마스 만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국내 연구서로는 오한진: 근대 독일의 문명작가
와 문화작가. 홍성사 1981., 황현수: 토마스 만의 문학과 사상. 세종출판사
1996.
최근 연구논문은 윤순식: 토마스 만의 에세이에 관한 소고 - 정치관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독어독문학 141. 2017. 65-83., 윤순식: 문학과 정치, 정치와 문학.
독어교육 75. 2019. 349-370., 김륜옥: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예술의 허와 실-
리하르트 바그너와 토마스 만을 예로. 독어독문학 150. 2019. 153-174 참고.

150)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I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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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천박한 것으로 비판했다.151) 비정치인의 고찰에서 토마스 만은 하인

리히가 옹호하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민주진영의 정치성과 비교해 독일

민족의 특수성과 정신적인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독일의 문화학자 골츠

Bogumil Goltz(1801-1870)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다.152)

독일인은 개개인이 독립된 세계이며, 대부분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는
언어의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다른 민족의 개인들과 비교할 때 한 인
간, 천재, 독창적 존재, 감성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성격을 가진
인간이다. 프랑스인처럼 벙어리 단역배우,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 아니
기 때문이다......
Der deutsche Mensch bedeutet in jedem Individuum eine
aparte Welt, er ist am meisten eine Person; er ist im
tiefsten Sinne des Wortes ein Charaktermensch schon um
deswillen, weil er, verglichen mit den Individuen anderer
Nationen, eine Person, eine Genie, ein Original, ein
Gemütsmensch, weil er kein Figurant, kein soziales oder
politisches Tier im Sinne der Franzosen ist [...].15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직설적인 정치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인

리히 만의 그림은 토마스 만에게 외설적이고 천박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림의 소재나 표현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인리히 만은 서방 민

주주의, 라틴 문명의 진영에서 정치와 예술의 직접적인 관계를 옹호하며

“정신과 행동 Geist und Tat”의 종합 Synthese을 이루려 노력했다.154)

하인리히 만의 정치적인 그림과 문학은 이런 자신의 신념을 이루려는 정치

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토마스 만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

151) 문화 Kultur와 문명 Zivilisation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외르크 피쉬(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라인하르트 코젤렉(편):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문명과 문화.
(안삼환 역). 푸른 역사 2010.

152) 황현수: 토마스 만의 문학과 사상. 세종출판사 1996. 429 쪽 참고.

153)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I 242f.

154) Kurt Böttcher/Johannes Mittenzwei: Dichter als Maler. Stuttgart/Berlin/
Köln/Mainz 1980. S.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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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에서 나오는 ‘비정치적인’ 음악을 가장 독일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와 관련하여 김륜옥은 “토마스 만은 (괴테,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등 ‘독

일적인 위인들과 더불어) 바그너를 내세우며 자신의 ‘비정치적인’ 독일성을

확인한다.”고 말한다.155) 이와 같은 토마스 만의 “비정치적 입장”, 즉 “정신

은 정치가 아니다 Geist ist nicht Politik”156)라는 생각은 독일 시민계급

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보수적 교양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157)

만 형제가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둘러싸고 공공연하게 심각한 논쟁을 벌

인 것은 1914년부터이다. 그러나 그 근원은 원초적으로 형제의 기질과 소

질 차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 이른 시기

부터 시작되었다. 빅토르 만은 두 형들이 작가로서 지향점을 모색하던

1895년에서 1897년 사이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둘 사이에 편치 않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158) 이 시기는

두 형제가 뮌헨의 어린 동생들을 위해 그림책을 창작한 때와 일치한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가면 형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두 형제 사이의 기질과 소질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인

리히와 토마스 만 형제는 각각 회화와 음악으로 상이한 재능을 갖고 있었으

며 타문화 수용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하인리히 만은 타문화, 특

155) 김륜옥 2019. 165 쪽.

156)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I 31.

157) 김륜옥 2019. 164 쪽 참고.

158) Viktor Mann 1949. S. 47-50. 빅토르는 두 형들이 이탈리아에서 지내면서
공동으로 제작한 그림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들이 뮌헨의 집에 올 때면 유쾌하
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 심각하게 갈등했다는 사실을 뒤늦
게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갈등의 원인은 만 가족의 역사에 대한 소설의 구상
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으로, 원래 둘이 공동으로 집필하려 계획했던 이 작업은
토마스 만이 1897년 부덴브로크 일가를 쓰기 시작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코
프만은 하인리히 만이 이 가족사의 내용을 니체의 생철학에 기반하여 상승의 역
사로 서술하려 한 반면, 토마스 만은 쇼펜하우어를 따라 몰락의 역사로 기록한
데서 근본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가족의 역사 서술을 둘러싼 두 형제의
갈등에 대해서는 Helmut Koopmann: Thomas Mann - Heinrich Mann.
Die ungleichen Brüder. München 2005.의 Anfänge: Heinrich Mann
schreibt einen Familienroman. Und Thomas Mann antwortet. S. 46-54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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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쪽 이탈리아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다. 그는 “갈 수만 있으면 고향

같은 이탈리아로 갔으며 실제로, 한동안은 그 곳이 고향이라고 믿었다”고

할 만큼 남쪽 이탈리아 세계를 친근하게 여겼다.159)

반면, 토마스 만은 형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작가로서 모색을 하며 지낼

때에도 그의 고향 뤼벡에서 갖고 온 북쪽의 ‘독일성 Deutschtum’을 계속

고수하면서 남쪽의 문화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가 형

하인리히 만과 구분되는 그만의 것이었다는 점은 다음의 글에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린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우리들의 불규칙한 습성
을 숨길 수 있는 산으로 여겼고, 내가 그 곳에서 있었던 것은 내가 근
본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에 나를
위한 자리가 없어서였습니다.
Wir verkehrten mit keinem Menschen. Hörten wir Deutsch
sprechen, so flohen wir. Wir betrachten Rom als Berge
unserer Unregelmäßigkeit, und ich lebte dort nicht um des
Südens willen, den ich im Grunde nicht liebte, sondern
einfach, weil zu Hause noch kein Platz für mich war.160)

159) Viktor Mann 1949. S. 47f.

160)「Lebensabriß」(1930) GW XI 103. 만 형제가 이탈리아에서 독일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는 사실의 의미는 동시대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탈리아 문
화에 대한 열광의 현상의 맥락 속에서 다른 독일인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 사이에는 알프스를 넘어 로마
와 피렌체등 이탈리아지로 가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유행이 있었다.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던 피렌체는 당시 ‘독일 식민지’로 칭해졌으며
반대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 대한 열광적인 유행이 있었던 독일 뮌헨은
‘이자르-피렌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독일 지식인들은 피렌체에서 살
롱을 만들어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지식인들로는 르네상스 예술사를 쓴 부르크하르트 비롯하여 그와 밀접한 관계였
던 니체, 르네상스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릴케와 바르부르크 등이 있
다. 프로이트 또한 이 곳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 토마스 만은 1895년 하인리히
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와 팔레스트리나에 체류하기 시작한 이래 평생 30여 차례
이상 이탈리아를 여행하였으며 특히 그의 문학 초기에 해당하는 1912년 베니스
에서의 죽음집필 전까지는 모두 16차례나 방문하였다. 그의 이탈리아 여행은 단
순히 스치고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적어도 한 달 길게는 한 계절 동
안 지내며 작품 구상과 집필을 하며 머무는 여행이었다. 특히 토마스 만은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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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은 위의 글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

일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린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라는 부분까지

는 주어 “우리 Wir”를 사용하지만, 이후부터는 같은 문장 안에서도 주어를

“나 Ich”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형제가 철저한 자기 성찰을 위해

이탈리아로 가서 은둔 생활을 같이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이미 서로 다른

지향점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토마스 만의 몸은 이탈리아

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남쪽에 있지 않았다.161) 특히 토마스 만은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 단순히 집에 나를 위한 자리가 없어서였다”라면서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남쪽 문화에 대해 가졌던 그의

배타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토마스 만의 이

년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집필을 마친 후의 첫 이탈리아 여행을 그동안 로마와
근교에 머물던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피렌체로 가서 5월 한 달 동안 머물며
부르크하르트, 고비노 등 르네상스 관련서적으로 이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
다. 그의 이러한 르네상스 탐구 결과는 글라디우스 데이(1902), 토니오 크뢰
거(1903), 피오렌차(19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 형제가 독일인을 피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다른 독일 지식인들의
영향 없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강
조하기 위한 의미로 보인다. 세기 말 독일 지식인들의 피렌체 체류에 대해 기술
한 베른트 뢰크에 의하면 토마스 만은 그곳에서 다른 독일 문화계 인사들과 별
교류 없이 지냈다고 한다. 토마스 만이 이탈리아에 대해 가졌던 배타적인 태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밀라노의 여성 독문학자 라비니아 마쭈케티 Lavinia
Mazzuchetti(1889-1965)와 접촉하게 된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토마스 만
의 이탈리아 여행과 그의 행선지,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Ilsedore B.
Jonas: Thomas Mann und Italien. Heidelberg 1969. S.11-16의 도표 참
고. 토마스 만의 피렌체 체류 행적에 대해서는 Bernd Roeck: Die Suche
nach Arkadien. München. 2001. 베른트 뢰크: 피렌체 1900년-아르카디아를
찾아서(안인희 역). 리북 2005 참고.

161) 1900년 무렵 피렌체에서의 독일인들의 활동양상에 대해 기술한 베른트 뢰크
Bern Roeck는 당시 자주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여행하거나 한 동안 그 곳
에 살았던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결속감
을 갖지 않았다고 하며 토마스 만을 전형적인 경우로 꼽고 있다. 뢰크에 따르면
토마스 만의 배타적인 태도는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독일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독일인들이 속으로는 독일적인 정
신을 고수하면서도 겉으로는 이탈리아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토마스 만은 안팍으로 모두 이 곳의 문화를 거부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여기에
서 그의 독특함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Bernd Roeck: Die Suche nach
Arkadien. München. 2001. 베른트 뢰크: 피렌체 1900년-아르카디아를 찾아
서(안인희 역). 리북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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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남쪽 문화에 대한 거리두기에 대해 토마스 만과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연구한 요나스는 “토마스 만이 특히 1895년, 1896년에서 1898년 사이 로

마의 세계에 표피적으로만 머물러 있었으며 이탈리아 환경을 단지 무대배경

처럼 간주했다”고 말한다. 요나스는 또한 토마스 만이 “로마와 팔레스트리나

에서도 예술가로서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정말로 북쪽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힌다.162) 이러한 토마스 만의 배타성에 대해

빅토르 만 또한 “토마스 만이 그의 문학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토니오 크

뢰거의 감사할 줄 모르는 입을 통해 어머니 다 질바 브룬스 만 da-Silva-

Bruhns-Mann의 세계인 남쪽의 이탈리아를 경멸했다”163)고 하면서 하인

리히 만의 남쪽 세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비교하고 있다.

남쪽 이탈리아에 대해 보인 만 형제의 이와 같은 차별적인 수용 태도 형

성에 각각 남과 북의 예술로 간주된 시각예술과 음악에 대한 형제의 소질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역으로 각각 남과 북의 세계에서 정체

성을 찾은 이들 형제가 시각예술과 음악을 통해 자신의 세계가 갖는 미학적

정당성과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각자의 예술 세계에 더 집중했다고도 생

각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형제에게 남과 북 세계를 향한 각자의

지향성이 정치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만 형제

의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의 문제 또한 미학적인 문제를 넘어 강한 정치성을

띄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을 하인리히 만의 세계로 간주하며 부정적으

로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작가로서 창작 방법상의 결정적인 차이에 있었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인리히 만의 시각예술 창작 방식은 문학적 창

작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두 예술은 창작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작업 방식을 언급하며 “문학적 생산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림이 떠올라야하고 보통은 (이때가) 회화적이

고 지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한다.164) 이와 같이 하인리히 만의 문학 창작과

162) Ilsedore B. Jonas: Thomas Mann und Italien. Heidelberg 1969 S. 25.

163) Viktor Mann 1949. 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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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외적인 형상, 이미지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자연

과 시각예술품들로부터 문학 창작에 영감을 받은 괴테를 연상시킨다. 이에

반해 토마스 만은 외적인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어렵게 창작하는 실러의 괴

로운 방법을 택했다.

토마스 만은 힘겨운 시간(1905)에서 형상에 따라 쉽게 창작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바이마르의 그 사람’과 대조적으로 순수한 추상적인 방법에

의해 철학적으로 힘들게 창작하는 ‘예나의 작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며 형

과 자신의 관계를 암시한 바 있다.

그곳, 바이마르에 사는 다른 사람, 그는 그를 동경하는 적대감을 가지
고 사랑했다. 그는 현명했다. 그는 살고 창작할 줄을 알았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매우 사려 깊게 대했다
[...] der andere, der dort, in Weimar, den er mit einer
sehnsüchtigen Feindschaft liebte. Der war weise. Der wußte
zu leben, zu schaffen; mißhandelte sich nicht; war voller
Rücksicht gegen sich selbst...165)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곁에 괴테가 없어도 그를 항상 떠올리는 것처럼 실

제로 토마스 만은 늘 하인리히 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이 “서툰 하수나 딜레탕트들에게서나 끊임없는 달변이 흘러나올 뿐이다. 재

능의 압박이나 길들임 아래 살아가지 않는 쉽게 만족하는 자들과 무지한자

들 자들에게서나 Nur bei Stümpern und Dilettanten sprudelte es,

bei den Schnellzufriedenden und Unwissenden, die nicht unter

dem Druck und der Zucht des Talentes lebten”166)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인리히 만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작품 속 괴테가 쉽

게 창작을 하는 것처럼 하인리히 만은 뛰어난 재능으로 창작 초기부터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이들을 잇달아 지면에 발표했다. 토마스 만이 아직 단편

164) Andrea Bartl 2013. S. 145.

165) Schwere Stunde(1905) GW VIII 372.

166) Ebd. S.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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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작품만 발표했을 창작 초기에 하인리히 만은 자신이 14세부터 썼던 산문

부터 수십 편의 작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미 대중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167) 하인리히 만은 토마스 만보다 빠르고, 성공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전통도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다.168) 이러한 하인리히 만의 생산성은 토마스 만을 불안하게 만

든 것 이상이어서, 위협적으로 작용했으며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169) 토마스 만이 형의 그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은 첫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면서부터였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토마스 만의 유일한 드라마 피오렌차에서도 자신

들이 겪었던 형제 갈등이 예술을 매개로 하여 분명히 표현된다. 힘겨운 시

간에서는 이 갈등이 단지 암시적으로만 표현되었다면 피오렌차에서는 금

욕적 정신과 감각적 예술의 대립으로 분명히 표현된다. 작품 속에서 사보나

롤라의 금욕적 정신의 세계는 로렌초 메디치가 후원하는 감각적인 예술의

세계와 대립한다. 이 감각적 예술의 세계가 특히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두드러졌던 시각예술이라는 것은 이 작품 속에 등장

하는 예술가들 대부분이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 남쪽, 이탈리아와 연관된 형을 감

각적인 예술성을 대표하는 로렌초에 이입시켰다는 사실은 사보나롤라와 로

렌초가 서로를 ‘적대적인 형제 feindliche Brüder’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토마스 만처럼 금욕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사보나롤라는 피

렌체 공작 로렌초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을 형제라

고 부르는 데 거리감이 없다 ich bin nicht weit entfernt, in meinem

Herzen Euch Bruder zu heißen”며 정신과 감각적인 예술과의 화해를

청할 때 “난 당신의 형제가 아니다 Ich bin nicht Euer Bruder”170)라고

167) 하인리히 만의 초기 작품창작과 발표, 이에 대한 토마스 만의 경쟁심에 대해서는
Helmut Koopmann: Thomas Mann - Heinrich Mann. Die ungleichen
Brüder. München 2005. S. 46. 참고.

168) Ebd. S. 47.

169) Ebd.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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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히 뿌리치며 떠나 버린다. 작품 속에서 “악이란 무엇인가 Was heißt

Ihr böse?”라고 묻는 로렌초에게 사보나롤라는 “정신에 반(反)하는 모든 것

Alles, was wider den Geist”171)이라고 응수하면서 자신의 정신과 대립

되는 감각적인 예술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제 갈등을 통해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입장을 조명한

결과,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입장 속에는 단지 예술 장르에 대한 취향 선택

의 문제가 아니라 미학적, 정치적 입장과 관련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의미

가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반감은

감각적인 삶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고 이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에

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촉진한 것은 시각예술, 남쪽, 정치, 문학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 형에 대한 반발심과 시각적 형상을 이용하여 쉽게 창작한 작품으

로 일찍 성공을 거둔 그에 대한 경쟁심이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한진은 근대 독일의 문명작가와 문화작가
(1981)에서 토마스 만의 비정치인의 고찰(1918)에 드러난 형제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형이상학적 면에서: 토마스 만 사회적인 면에서: 하인리히 만

정신(아리스토크라틱)

Geist-Aristokratisch

문화 Kultur

영혼 Seele

자유 Freiheit

예술 Kunst

개인성 Persönlichkeit

국민 Volk(신비적 개인 인신을 포함)

정치(데모크라틱)

Politik-Demokratisch

문명 Zivilisation

사회 Gesellschaft

투표권 Stimmrecht

문학 Literatur

개체인간 Individuum

대중 Masse

<표 4> 오한진에 의한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의 예술적 입장 구분172)

170) Fiorenza(1905) GW VIII 1059.

171) Ebd. S.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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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에 각각 ‘귀와 눈’, 혹은 ‘음악과 시각예술’ 또한 대립쌍으로서 편

입시키면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원인과 그 입장의 정

치성이 명백해진다. 곧 형을 통해 체험한 시각예술은 토마스 만에게 ‘정치

적인 예술’로서 감각적 ‘삶’의 예술이었던 것이다.

3.2. 파울 에렌스베르크: 토마스 만의 사랑과 시각예술

파울 에렌스베르크(P. E.)173)는 토마스 만이 뤼벡 김나지움 시절의 동성

친구 아르민 마르텐스 Armin Martens(A. M.), 빌리람 팀페 Williram

Timpe(W. T.)에 이어 세 번째로 경험했던 동성애적 감정의 대상이었

다.174) 클라우스 호이저 Klaus Heuser(K. H.)는 P. E. 이후의 또 다른

인물이다. 1900년에서 1905년 사이 부덴브로크 일가를 마무리하여 성공
적으로 문단에 이름을 알리고 후속 단편작품으로 막 도약하고 있었던 젊은

신진 작가로서 토마스 만이 감각적인 예술의 도시 뮌헨에서 P. E.에게 느

낀 동성애적 감정은 학창 시절의 다른 인물들이나 이후의 K. H.를 향한 것

보다 매우 강렬하고 직접적이었다. 토마스 만은 P. E.에게서 느꼈던 감정

을 30여 년이 지난 1934년 5월 6일의 일기에서 이전의 다른 인물들과 비

교하여 회고하며 그가 자신의 삶에 중심이 되었던 이 체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K. H.에게 느꼈던 것은 더 완숙하고, 강렬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그러
나 이 “난 너를 사랑해 – 맙소사 - 난 너를 사랑해!” P. E. 시절 각인
된 뚜렷한 목소리에서 오는 것과 같은 압도란, ...... 초년의 A. M.과
W. T.에게서 느꼈던 체험은 이와는 훨씬 반대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172) 오한진: 근대독일의 문명작가와 문화작가. 홍성사 1981. 137 쪽. 표 맨 위 칸의
토마스 만, 하인리히 만 표기는 본 논문 필자.

173) 파울 에렌스베르크 Paul Ehrensberg는 토마스 만 자신과 연구자들에 의해서
P. E.로 표기된다. 본 논문에는 문맥에 따라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하겠다.

174) Dirk Heißerer: Im Zaubergarten. Thomas Mann in Bayern. München
2005. 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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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으며, K. H.는 삶의 온화함으로 가득 찬 성격의 뒤늦은 행복
을 의미했으나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이런 강렬한 감정, 하늘을 날듯하
고 깊이 전율을 느끼게 했던 내 스물다섯의 심적 체험은 이미 없었다.
Das K. H.-Erlebnis war reifer, überlegener, glücklicher. Aber
eine Überwältigung wie es aus bestimmten Lauten der
Aufzeichnungen aus der P. E.-Zeit spricht, dieses „ich liebe
dich – mein Gott, - ich liebe dich!‟, [...] Die frühen A. M.-
und W. T.-Erlebnisse treten weit dagegen ins kindliche
zurück, und das mit K. H. war ein spätes Glück mit dem
Charakter lebensgütiger Erfüllung, aber doch schon ohne die
jugendliche Intensität des Gefühls, das Himmelhochjauchzende
und tief Erschütterte jener Herzenserfahrung meiner 25
Jahre.175)

토마스 만은 이 때의 P. E.를 향한 감정을 “내 스물다섯 살의 중심적 심

적 체험 zentrale Herzenserfahrung meiner 25 Jahre”176) 이라고 규

정하며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 김륜옥은 “토니오 크뢰거에서 금

발과 푸른 눈의 순진한 인간, 밝고 활기에 찬 인간, 행복한 인간, 사랑스럽

고 평범한 인간인 한스 한젠과 잉에 홀름의 모델이 된 것은 바로 P. E.였

다”고 하면서 토마스 만이 파울 에렌스베르크와 토니오 크뢰거의 시기에 겪

은 것들은 그의 전체 삶, 그리고 작품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체험이며 이 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주장한

다.177)

토마스 만이 1900년 경 드레스덴 출신의 화가 파울과 그의 형 칼 에렌스

베르크 Carl Ehrensberg(1878-1962)를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사망 후

뮌헨으로 이주한 만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자택에서 주선했던 사교 모임을

통해서였다.178) 파울은 당시 뮌헨 미술아카데미에서 동물 화가로 유명했던

175) Thomas Mann: Tagebücher 1933-1934. Peter de Mendelssohn(hrsg.)
Frankfurt a. M. 1977. S. 411f.

176) Hermann Kurzke: Thomas Mann. Das Leben als Kunstwerk. München
2000. S. 137.

177) 김륜옥 2016. 132 쪽 참고.

178) Dirk Heißerer: Im Zaubergarten. Thomas Mann in Bayern.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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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폰 취겔 Heinrich von Zügel(1850-1941)의 제자로 그림을 공

부하고 있었으며 그의 형 칼은 작곡가로 쾰른 음악학교 교수였다. 특히 P.

E.는 바이올린을 탁월하게 연주해서 음악가와 화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을

했으나 결국 화가로 진로를 정했다. 에렌스베르크 형제는 차가운 이성, 인

식, 정신의 세계에 있었던 토마스 만에게 감각적인 삶의 행복을 일깨워준

인물들이었다. 토마스 만은 에렌스베르크 형제와 지내던 시절의 구체적인

장면을 30년 후 약력에서 회상하며 당시 이들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주었

던 인간적인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의 동생(파울)이 내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그(칼)는 감탄스러울 정도
로 잘 이어지는 듣기 좋은 소리의 솜씨로 우리들에게 트리스탄을 연주
해 주었다. 내가 바이올린을 약간은 할 줄 알았기에 우린 다 같이 그의
트리오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슈바빙의 농부무도
회를 가기도 했다. 또는 내 집 혹은 그들의 집에서 셋이서 기분 좋은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아니면 내가 경험할 수 없
었을 이 우정의 체험을 제공해 준 그들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교양 있
는 천진함으로 이들은 나의 멜랑꼴리, 수줍음 그리고 민감함을 긍정적
인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존중했던 (나의:필자) 재능에 동반되는 부수
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했다. 좋은 시절이었다.
Während sein Bruder mein Porträt malte, spielte er uns in
seiner bewunderswert gebundenen und wohllautenden Art
Tristan‹ vor. Wir führten, da auch ich etwas geigte,
zusammen seine Trios auf, fuhren Rad, besuchten im
Karneval miteinander die Schwabinger ›Bauernbälle‹ und
hatten oft, bei mir oder den Brüdern, die gemütlichsten
Abendmahlzeiten zu dritt. Ich hatte ihnen das Erlebnis der
Freundschaft zu danken, das mir sonst kaum zuteil
geworden wäre. Mit gebildeter Harmlosigkeit überwanden sie
meine Melancholie, Scheu und Reizbarkeit, einfach indem sie
als positive Eigenschaften und Begleiterscheinungen von
Gaben nahmen, die sie achteten. Es war eine gute Zeit.179)

2005. S. 62.

179)「Lebensabriß」(1930) GW XI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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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가 토마스 만에게 주었던 가장 큰 기쁨은 상냥하고 사교적이며, 개

방적이고 말을 잘 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이었다.180) 파우스트 박사
(1947)에 등장하는 레버퀸의 상냥한 친구이자 유쾌한 바이올리니스트인

루디 슈베르트페거는 P. E.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다.181) 작가 초기 ‘정

신과 삶‘의 대립 구도에서 정신을 추구하기로 방향을 정한 토마스 만이지만

그는 이성적, 정신적인 예술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삶이 주는 ‘따뜻함과

밝음’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교제하던 당시 남긴 토

마스 만의 사랑의 시는 정신적 예술로 인해 쇠진한 토마스 만이 이들로 인

해 느낀 삶의 따뜻함을 노래하고 있다.

생생한 느낌의 나날들이다!
너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꽃피우듯 - -
오, 귀 기울여 봐, 음악! -- 내 귓가에 들리는
음의 전율이 환희에 넘쳐 불어온다 -
고마워, 나의 구원자!. 나의 행복! 나의 별!

무엇이 그리 길었던가?
무감각, 공허함, 차가움. 그리고 정신! 예술!
여기 나의 마음이, 그리고 여기 나의 손이.
사랑해! 맙소사 ... 널 사랑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리 아름다고 달콤하고 사랑스럽다니?

Dies sind die Tage des lebendigen Fühlens!
Du hast mein Leben reich gemacht. Es blüht - -
O horch, Musik! -- An meinem Ohr
Weht wonnenvoll ein Schauer hin von Klang -
Ich danke dir, mein Heil! mein Glück! mein Stern!

Was war so lang? -
Erstarrung, Öde, Eis. Und Geist! Und Kunst!
Hier ist mein Herz, und hier ist mein Hand
Ich liebe dich! Mein Gott ... Ich liebe Dich!
Ist es so schön, so süß, so hold, ein Mensch zu sein?182)

180) Hermann Kurzke 2000. S. 141.

181) 김륜옥 2016. 132 쪽. Katrin Bedenig Stein 2001. S. 74.

182) Thomas Mann: Notizbücher. Edition in zwei Bänden. Hans Wys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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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륜옥은 초기 토마스 만에게 미쳤던 P. E.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서

“무감각, 공허함, 차가움. 그리고 정신! 예술이라니! Erstarrung, Öde,

Eis. Und Geist. Und Kunst!” 라며 내적 소외감에 절망하는 토마스 만

이 하는 사랑의 독백 내지는 고백은 분명 파울 에렌스베르크를 향해 있었

다고 밝힌바 있다.183) 바로 이 싯귀가 만의 자전적 작품 토니오 크뢰거
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은 초기의 토마스 만이 이 인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토니오는 덴마크 해변의

호텔의 무도회장에서 잉에를 다시 보게 된 후 어린 시절 느꼈던 사랑의 감

정을 상기하고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그가 그렇게 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는 무엇이었던 것이며 지금은
무엇이란 말인가? - 무감각, 공허함, 차가움. 그리고 정신! 예술이라니!
Was aber war gewesen während all der Zeit, in der er das
geworden, was er nun war? - Erstarrung, Öde, Eis, Und
Geist! Und Kunst! 184)

이와 같이 청년 토마스 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P. E.였지만 그러나

만은 그를 화가로서 진지한 예술가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

E.는 토마스 만의 초상화를 포함 그를 위해 적어도 네 점의 그림을 그린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 만과 어머니 율리아 만의 초상화와 ‘몰이사냥

Hetzjagd’과 ‘옷깃 주름 Halskrause’ 이라는 제목을 가진 두 점을 포함 총

네 점의 그림들은 토마스 만이 초기에 3년 동안 형과 함께 지냈던 이탈리아

에서 1898년 돌아와 1905년 결혼 전 까지 거주했던 그의 작업실들, 소위

“슈바빙의 은신처 Schwabinger Verstecke”라고 불렸던 곳들에 걸려 있었

다.185) 그러나 토마스 만은 “이 그림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쁨을 느낀다”186)

Yvonne Schmidlin(hrsg.): Frankfurt a. M. S. 46.

183) 김륜옥 2016. 132 쪽.

184) Tonio Kröger(1903) GW VIII 336.

185) 이 그림들은 모두 소실되어 현재는 볼 수 없다. 다만 ‘몰이사냥’만이 토마스 만의
작업실 사진으로 희미하게 확인된다. Alexander Bastek/Anna Marie
Pfäfflin(hrsg.):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Katalog zur
Ausstellung im Museum Behnhaus, Drägerhaus und Buddenbrook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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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했지만 그의 그림을 진지한 예술로서 정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글이나 발언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만은 오히려 그의 그림을 조롱하는 듯한

언급을 한다.

성공과 승리가 너의 창작에 있기를! 그 다음은 무엇? 무시무시한 소?
너는 그렇다고 말했지. 넌 나에게서 소떼로 넘어가려고 했지.
Heil und Sieg Deinem Schaffen! Was wird es dann? Eine
ungeheure Kuh? Du sagtest ja, Du wolltest von mir zum
Rindvieh übergehen.187)

<그림 2> 하인리히 폰 취겔: 힘든 노동(1908)

Lübeck, 13. 9. 2014 bis 6. 1. 2015. Petersberg 2014. S. 155. Abb.
40. 참고.

186) Dirk Heißerer/Helmut Hesse: Kunst im Hause Pringsheim, Kunst im
Hause Mann München 1890-1933. In: Bastek, Alexander/Pfäfflin,
Anna Marie.(hrsg):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Katalog
zur Ausstellung im Museum Behnhaus, Drägerhaus und
Buddenbrookhaus Lübeck, 13. 9. 2014 bis 6. 1. 2015. Petersberg
2014. 55-71. S. 58.

187) Hermann Kurzke 2000. S. 142. Brf. 1901 5. an Paul Br. III. S.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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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이 파울의 그림 창작에서 소를 언급하는 것은 뮌헨 미술 아카데

미에서 그가 동물 그림으로 유명한 취겔의 제자라는 점을 암시하며 조롱하

는 것이다. 취겔은 독일 인상주의의 중요한 화가의 한 사람으로 뮌헨 분리

파와 독일 예술가 연합의 초창기 멤버였다. 그는 40여 년 이상 힘든 일을

주제로 하여 노동을 하는 말과 소의 역동적인 그림을 주로 그렸다(그림 2).

토마스 만은 이러한 배경에서 P.E.의 그림을 소와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으

며 취겔의 제자로서 그의 그림은 토니오 크뢰거에서 한스 한젠이 말 사진

을 좋아 했던 것처럼 만에게는 말과 소의 화가가 그린 밝은 생명력이 넘치

는 삶의 그림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 연구

자 페터 데 멘델스존은 “파울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세계와 관련하여 볼

때 만을 처음으로 그림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만이 시각예술의 세계에서 평생 앞으로 발전하지 않고 보수적인

데 머물게 된 것은 삶의 화가로서의 파울로부터 받은 영향 탓일 수도 있다”

고 말한다.188) 베데니히 슈타인 또한 여기에 동의하면서 “파울이 토마스 만

과 시각예술과의 관계에 특별히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

한다.189) 그녀에 따르면 “토마스 만은 처음부터 자신과 파울 사이에는 다루

는 매체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표상 또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190) 베데니히 슈타인은 “만의 눈에 파울 에렌베르크는 예

술로 가는 심오하고 정신적인 통로가 아닌 실용적-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해

주는 예술가로 보였다”고 하면서 P. E.의 역할을 삶의 측면으로 제한한

다.191) 이러한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토마스 만이 그에게서 본 것은 삶의

‘따뜻함과 밝음’이며 그로부터 기대한 것은 예술가로서의 ‘진지한 정신’이 아

니라 천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벼움 Leichtigkeit’이었다고 할 것이다.

188) Peter de Mendelssohn: Der Zauberer. Das Leben des deutschen
Schrifstellers Thomas Mann. Frankfurt a. M. 1995(überarbeitete und
erweiterte Neuausgabe der 1975). S. 582.

189) Katrin Bedenig Stein 2001. S. 75.

190) Ebd. S. 75.

191) Ebd.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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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의 측면에서 P. E.는 시각예술가로서보다는 토마스 만의 음악

적-문학적인 창작력을 자극하는 원천으로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토마스 만의 시에서 그

를 통해 느낀 기쁨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시각적

인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것, 곧, 음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오, 귀 기울여 봐, 음악! -- 내 귓가에 들리는
음의 전율이 환희에 넘쳐 불어온다 -
O horch, Musik! -- An meinem Ohr
Weht wonnenvoll ein Schauer hin von Klang -192)

P. E.는 음악에 천착하고 문학에 종사하는 만의 창작 욕구를 자극했다.

그를 통해 느낀 토마스 만의 감정이 단순히 삶의 기쁨 차원에 머물지 않고

창작적인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그가 P. E.에게 바친 부덴브

로크 일가의 제9장 헌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파울 에렌스베르크, 용감한 화가에게, 우리들의 뮌헨에서의 음악적- 문
학적이었던 밤을 기억하며.
Paul Ehrensberg, dem tapferen Maler, zur Erinnerung an
unsere Münchner musikalisch-literarischen Abende.193)

여기서 토마스 만은 파울 에렌스베르크를 용감한 화가로 칭하고 있다. 그

러나 제 2판부터는 “용감한 tapfer”이라는 말이 빠지고 음악적- 문학적이라

는 말만 남는데, 이는 토마스 만이 그를 진지한 시각예술가로 생각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194) 따라서 이 헌사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음악

192) Thomas Mann: Notizbücher. Edition in zwei Bänden. Hans Wysling/
Yvonne Schmidlin(hrsg.): Frankfurt a. M. S. 46.

193) Gert Heine/Paul Schommer(hrsg.): Herzlich zugeeignet. Widmungen
von Thomas Mann 1887-1955. Lübeck 1998. S. 24 Nr.12. Katrin
Bedenig Stein 2001. S. 75 에서 재인용.

194) Katrin Bedenig Stein 2001. 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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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문학적’ 이라는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와 같은 P. E.의 역할은 그가

화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만이 그에게서 음악가의

표상을 같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

한 점은 P. E.는 토마스 만의 동성애적 감정의 상대로서 그에 대한 사랑은

만에게 곧 생산적인 창작과 연관 된다는 점이었다. 토마스 만에게 두 가지의

다른 사랑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전자를 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에서 인용한 1934년 5월 6일의 일기

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상대를 추억하며 P. E.에 이어 K(arl) H(euser)에

게서 느꼈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인간적으로 바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

랑의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에게는 결혼이나 아이들을

통해 느끼는 것보다 동성애가 더 규범적이고 올바른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정말로 더 인간적이고, 또한 이런 정상성으로 인해 내 삶이
결혼이나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규범적인 것으로 자리가 잡
히게 됨을 느낄 수 있다.
So ist wohl menschlich regelrecht, und kraft dieser Normalität
kann ich mein Leben stärker ins Kanonische eingeordnet
empfinden, als durch Ehe und Kinder.195)

양성애자로서 토마스 만은 두 사랑과 예술의 관계를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만은 특유의 이분법적인 대립과 이로니로 보고 있다.

만에게 두 가지 사랑은 직접적으로 예술의 창작과 연결되었다. 쿠르츠케는

토마스 만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랑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분법적으

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토마스 만 특유의 대립쌍 개념의 일부로서 대립

적인 예술개념과도 밀접히 연관됨을 볼 수 있다.

195) Thomas Mann: Tagebücher 1933-1934. Peter de Mendelssohn(hrsg.).
Frankfurt a. M. 1977. S. 4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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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sexualität 동성애 Ehe 결혼

Kunst 예술
Tod 죽음
Künstlertum 예술가
Ästhetik 미학

nicht nützlich 유용하지 않음
nicht fruchtbar 비생산적인
kinderlos 아이를 낳지 못하는
Zigeunertum, Flatterhaftigkeit
집시, 제멋대로임
Libertinage 방종
individualistisch 개인적
Verantwortungslosigkeit
무책임성
Pessimismus 염세주의
orgiatische Freiheit
무절제한 자유

Leben 삶
Leben 삶
Bürgerlichkeit 시민
Ethik, Sittlichkeit. Moral
윤리학, 관습, 도덕
lebensnützlich삶에 유용함
fruchtbar생산적인
kinderzeugend 아이를 낳는
Lebensbürgerlichkeit
삶의 시민성
Treue 충실
sozial 사회적
kategorischer Imperativ
절대적 명령
Lebensbefehl 삶의 명령
Gebundenheit, Pflicht
구속, 의무

<표 4> 토마스 만의 동성애와 결혼 개념196)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쿠르츠케는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죽음

과 연관된 유미주의를 의미하며, 이와는 상대적으로 결혼은 삶으로서의 시

민적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쿠르츠케는 “시민적 의무를 뛰

어넘는 위대한 예술가의 세계,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는 구스타프 아센바흐를

통해볼 수 있듯이 동성애적인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예술가로서 만에

게 더 큰 영감과 자극을 준 것은 동성애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다.197) 특히 에렌스베르크가 토마스 만이 예술가로서 치열하게 자신의 정

체성을 고민하며 정립하던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었다는 점

을 생각하면 그는 삶에서 오는 단순한 기쁨을 주는 화가로서가 아니라 예술

196) Hermann Kurzke 2010. S. 193.

197) Ebd. 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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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창작의 영감을 자극하는 동성애 상대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198)

3.3. 카챠 프링스하임: 토마스 만의 결혼과 시각예술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시각예술의 세계는 ‘삶’, ‘시민적 의무’,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결혼을 통해서도 연결되었다. 뤼벡의 몰락한 상류 시민의

후예인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 일가로 성공의 발을 내딛기 시작한 작가

로서 자신의 이전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으며 결혼을 통한 신

분 상승도 이러한 그의 야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뮌헨의 손꼽히

는 부호로서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프링스하임 가문 출신의 카챠와의 결혼

을 통해 토마스 만은 어느 정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결혼 당시 22세였던 카챠는 뮌헨에서 여성에겐 공식적으로 허용되

지 않았던 김나지움 과정을 가정교육으로 마치고 뮌헨대학에서 수학과 물리

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다. 카챠는 토마스 만과 약혼할 당시인 21세 때

이미 박사 학위 논문을 계획할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실력을 갖고 있었다.

우아하고 쾌활하며 ‘소년 같은’, 혹은 ‘양성적인’ 유형으로서 토마스 만의 이

상적인 여성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카챠는 그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199) 그러나 만은 카챠에게 여성으로서의 매력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부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과 카챠의 이러한 결합에

대해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냉정한 프링스하임 가문

의 딸과 토마스 만이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특히 형 하인

리히 만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을 정도였다. 토마스 만 자신도

198) 김륜옥 2016. 129-146. 참고.

199) 위의 논문. 140 쪽.
교양 있고 부유한 가문의 외동딸로 지적이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카챠는 뮌헨의
유명 인사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었던 유명한 여성이었으며 이 결혼을 위해서
사실 토마스 만 쪽에서 더 많은 공을 들였다. 토마스 만과 카챠의 결혼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ermann Kurzke 2000. S. 132-17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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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하여 결혼 후 약 1년 뒤 1906년 1월 17일 형 하인리히 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자유스럽지 못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고백한다.200) 그는 형이 자신을 “비겁한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 알고는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자신에게 확실한 제도적 틀을 부여하

는 데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삶을 동경하며 현실적인 안

락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201)

<그림 3> 프란츠 폰 렌바흐: 카챠 프링스하임 초상(1892)

유대인 출신의 프링스하임 가문은 카챠의 할아버지가 작센 지방에서 광산

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원래 베를린을 주요 근거

지로 하고 있었다. 카챠의 아버지, 토마스 만의 장인 알프레드 프링스하임

Alfred Pringsheim(1850-1941)은 당대 저명한 수학자로 뮌헨 대학 교

수였으며 뛰어난 감식안을 가진 예술애호가였으며 특히 열렬한 바그너 추종

200) Thomas Mann/Heinrich Mann: Briefwechsel 1900-1949. Hans Wysling
(hrsg.). Frankfurt a. M. 1995. S. 114.

201) Ebd. 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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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다. 그는 또한 수준 높은 예술품 수집가이기도 했다. 뮌헨의 프링스하

임 저택은 르네상스 풍의 건물로,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엔 수많은 골동품과

그림들로 가득했다.202) 개인 주택이라기보다는 궁전에 가까울 정도로 화려

했던 이 저택은 예술지상주의 도시 뮌헨에서 지식인, 예술인들의 살롱으로

서 문화계의 구심점역할을 하기도 했다. 카챠는 “아르치스슈트라세 집에 문

인을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은 특히 음악가와 화가들이었

다 Es kamen sehr viele Leute in die Arcisstraße, auch Literaten,

besonders aber Musiker und Maler”고 회고한다.203) 토마스 만이 카

챠를 만나게 된 것도 프링스하임 가와 가깝게 교류하던 뮌헨의 여류작가 엘

202) 뮌헨의 문화적 중심지 쾨니히스플라츠 옆 아르치스슈트라세 12에 위치했던 이
저택은 변형된 르네상스 양식 풍의 건물로 ‘프링스하임 궁 Palais Pringsheim’
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장식과 예술품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1933년 나치에 의
해 몰수되어 건물은 멸실되었으며 내부를 장식했던 예술품들은 각지로 흩어졌다.
프링스하임 저택의 자리에는 나치의 본부 ‘휘러바우 Führerbau’가 건설되었으며
전후에는 ‘아메리카 하우스’가 되었다가 현재에는 뮌헨 국립 음대와 뮌헨 대학 고
고학과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문화계의 노력에 힘입어 프링스하
임 가문이 소장했던 예술품의 소재와 상태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이
노력을 바탕으로 뤼벡에서 열린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전시에 다시 찾은 프링스하임 가의 예술품들이 일부 전시
되기도 했다.
프링스하임 저택의 굴곡진 역사에 대해서는 Alexander Krause: Arcisstraße
12. Palais Pringsheim-Führerbau-Amerika Haus-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München. München 2015 참고.
프링스하임 가문이 소장하고 있었던 예술품들의 내용과 현재 소재와 상태에 대해
서는 Dirk Heißerer: Die wiedergefundene Pracht. Franz Lehnbach,
die Familie Pringsheim und Thomas Mann. Göttingen 2010 참고.
다시 찾은 프링스하임 가의 예술품 전시에 대한 내용은 Dirk Heißerer/Helmut
Hess: Kunst im Hause Pringsheim, Kunst im Hause Mann. München
1890-1933. In: Bastek, Alexander/Pfäfflin, Anna Marie.(hrsg):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Katalog zur Ausstellung im
Museum Behnhaus, Drägerhaus und Buddenbrookhaus Lübeck, 13. 9.
2014 bis 6. 1. 2015. Petersberg 2014. 55-71.참고.

203) Katja Mann 2004. S. 14.
이어 카챠는 당시 아르치스가의 저택에 음악가 리햐르트 슈트라우스를 비롯하여
뮌헨의 유명 화가였던 프리츠 아우구스트 카울바흐, 렌바흐와 슈툭 등 많은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찾아왔었다고 회상한다. 그녀에 따르면 프링스하임 가는 수학자
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문적인 경향이 강했으며 여기에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해진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문학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
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달랐었다고 카챠는 증언한다. Ebd. S. 14.



- 96 -

자 베른슈타인 Elsa Bernstein(1866-1949)를 통해서였다. 1904년 2월

토마스 만은 하인리히 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링스하임 가를 방문했을 때

의 인상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나는 사교 모임에 들어가게 되어 베른슈타인 가, 프링스하임 가를 방문
했습니다. 프링스하임 가는 정말이지 나를 만족시킨 (굉장한) 경험이었
습니다. 진정한 문화로 가득 한 동물원이라고나 할까. 금으로 된 시가
상자를 갖고 있는 대학교수 아버지, 렌바흐 미인 어머니, 음악가 막내아
들, 그의 쌍둥이 여동생 카챠는 [...] 기적과도 같았는데, 뭐라 묘사할
수 없는 기묘한 것, 값비싼 그 무엇, 놀라운 피조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15명의 작가, 30명의 화가의 문화적인 행위에 필적하
는 존재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문화뿐이었습니다.
Ich bin gesellschaftlich eingeführt, bei Bernsteins, bei
Pringsheims. Pringsheims sind ein Erlebnis, das mich ausfüllt.
Tiergarten mit echter Kultur. Der Vater Universitätsprofessor
mit goldener Cigarettendose, die Mutter eine Lenbach-
Schönheit, der jüngste Sohn Musiker, seine Zwillingsschwester
Katja [...] ein Wunder, etwas unbeschreiblich Seltenes und
Kostbares, ein Geschöpf, das durch sein bloßes Dasein die
kulturelle Thätigkeit von 15 Schriftstellern oder 30 Malern
aufwiegt ... Kein Gedanke an Judenthum kommt auf diesen
Leuten gegenüber; man spürt nichts als Kultur.204)

204) Thomas Mann/Heinrich Mann: Briefwechsel 1900-1949. Hans Wysling
(hrsg.). Frankfurt a. M. 1995. S. 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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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링스하임 저택 서재

토마스 만은 프링스하임 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 물

건과 시각예술품들로 인해 시각적으로 압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링스하

임 가의 서재 사진에서는 토마스 만이 경탄한 화려한 실내 장식과 예술작

품, 값비싼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진에서 벽난로 옆에 걸려 있

는 여성 초상화는 당시 뮌헨 제도권 미술을 주도했던 화가 프란츠 폰 렌바

흐 Franz von Lenbach(1836-1904)가 카챠의 어머니 헤트비히 프링스

하임 Hedwig Pringsheim(1855-1942)을 그린 것으로서, ‘렌바흐 미인

Lenbach Schönheit’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림이었다.205)

205) 프링스하임 가와 면한 쾨니히스플라츠 건너편에 위치한 토스카나 풍의 르네상스
양식 저택 렌바흐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렌바흐는 당대 뮌헨의 르네상치스무스
예술경향을 주도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상업적 목적으로 르네상스 회화를 모방한
회화를 다수 양산해 내었는데, 제도권의 주도적 예술가로서 그의 이러한 비도덕
적인 태도는 동시대 젊은 미술가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사기도 했다. 렌바흐의 폐
해는 뮌헨의 예술계에서 반제도권 미술운동 ‘분리주의 Secession’ 운동을 낳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유겐트슈틸 예술운동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였다.
렌바흐 빌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rbara Eschenburg: Lenbach V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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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대 뮌헨의 최고의 미술가로서 9살 카챠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림 3).

그러나 토마스 만은 이러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를 통해 제작된 시각예술

작품과 값비싼 골동품, 궁전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프링스하임 가의 공간을

동경하면서도 “진정한 문화의 동물원 Tiergarten mit echter Kultur”206)

이라고 조롱하며 한편으로는 경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표현

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과도한 예술 문화 취미에

대한 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었다. 토마스 만의 작품에 들

어 있는 민족 표상을 분석한 바 있는 야야 엘자게 Yahya Elsaghe는 “동

종 교배 Inzucht, 기독교에 대한 경멸 Verachtung des Christentums

경제 민족 Wirtsvolk, 맹수와도 같은 동물성 raubtierhafte Animalität,

과도한 문화적 근면성 outrierte Kulturbeflissenheit, 사악과 교만

Malice und Arroganz 등 유대인들과 관련된 진부한 반 유대적인 표현들

이 토마스 만의 초기작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말한다.207) “진정한 문화

의 동물원” 역시 위와 같은 유대인에 대한 경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으로서 이 단어는 실제로도 만의 유대인 처가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만 부부가 결혼 하던 해 1905년 가을 동부

해안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방문한 카챠의 친척 유대인 은행가 헤르만 로젠

하임의 저택이 동물원을 뜻하는 베를린 ‘티어가르텐’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토마스 만이 이 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창작한 밸중족의 혈통
(1906/1921)은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베를린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작

품 속 ‘티어가르텐’ 지역에 위치한 유대인 아렌홀트 가족의 호화로운 저택

묘사에 이 때의 경험을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Helmut Friedel(hrsg.). München 1999 참고.

206) Thomas Mann/Heinrich Mann: Briefwechsel 1900-1949. Hans Wysling
(hrsg.). Frankfurt a. M. 1995. S. 97.

207) Yahya Elsaghe: Judentum. In: Andreas Blödorn/Friedhelm Marx
(hrsg.): Thomas Mann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15.
246-248. S.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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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의 작품 중 유대인과 관련된 표현을 가장 노골적으로 하여 문제

가 된 밸중족의 혈통에는 프링스하임 가에서의 인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208) 작품의 주인공 지크린데와 지크문트 쌍둥이 남매는 자신의 아내

카챠의 쌍둥이 남매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논리적 사고, 바그너 음악, 토론

을 즐기는 지적이고 냉소적이며 차가운 아렌홀트 가족의 분위기 역시 프링

스하임 가족에게서 받은 인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작품 처음 부분에 나오는

서재에 있는 아렌홀트의 묘사는 프링스하임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을 카챠의

아버지 알프레드 교수를 연상시킨다(그림 4).

아렌홀트 씨는 오랜 된 인쇄본들을 보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도서실에서
짧은 걸음으로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문학작품들의 골동품들, 온갖 언
어로 된 초판본, 고가의 케케묵은 고서들을 사들였다.

208) 밸중족의 혈통(1906/1921)은 토마스 만이 결혼 후 첫 번째로 쓴 힘겨운 시
간 바로 다음 1905년 가을에 창작한 작품이다. 원래 이 작품은 노이에 룬트
Neue Rundschau 1906년 1월호에 실려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문장
»Beganeft haben wir ihn,- den Goy«에서 ‘beganeft’라는 단어에 편집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되었다. ‘속이다, 사기치다’를 뜻하는 이 단어가 포함된
위 문장은 »우리는 비유대인을 속였다«는 뜻으로, 반유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토마스 만은 형 하인리히의 지지에 힘입어 이 마지막
문장의 표현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새로 쓴 마지막 문장을
포함한 수정본으로 발행하려 했으나 결국 인쇄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만이 출판을
철회하여 1906년 1월호 잡지는 만의 작품을 빼고 발행되었다. 토마스 만이 이 작
품의 발표를 철회한 것은 프링스하임의 가족들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
켜 유대인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자신의 처가, 특히 장인을 자극
할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뮌헨에서 “프링스하임 가의
약혼자로서 수모를 당했던 토마스 만의 복수”라는 풍문과 함께 파쇄본
Makulaturbögen으로 계속 유통되었다고 전해진다. 1차 세계 대전 후 토마스 만
은 당대의 유명 삽화가 토마스 테오도르 하이네의 석판화의 그림이 포함된 마지막
문장 수정본을 한정판으로 발행하였으나 상업적으로는 유통시키지 않았다. 이 작품
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31년 프랑스어 번역판 Sang réservé을 통해서였는데,
이 때는 토마스 만 개인의 문제보다는 바그너 음악극의 번안으로서, 세기말 데카당
스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밸중족의 혈통의 내용과
반유대적 표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Michael Brenner: »Wir haben
einander böses Blut gemacht«. Thomas Manns Wahrnehmung des
Jüdischen während seiner Münchner Jahre¹. In: Dirk Heißerer(hrsg.):
Thomas Mann in München IV. München 2008. 1-35 참고.
밸중족의 혈통 출판 과정에서 있었던 스캔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브렌너
의 연구 외에 Hans R. Vaget: Die Erzählungen. In: Helmut Koopmann
(hrsg.): Thomas-Mann-Handbuch. Regensburg 1995. 576-5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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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r Aarenhold kam mit kurzen Schritten aus der Bibliothek,
wo er sich mit seinen alten Drucken beschäftigt hatte. Er
erwarb beständig literarische Altertümer, Ausgaben erster
Hand in allen Sprachen, kostbare und moderige Scharteken.209)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 역시 프링스하임의

저택을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작품 속 식당의 묘사는 프링스하임의 식

당을 바로 옆에서 보고 쓴 것처럼 보일 정도다.

양탄자가 깔리고 벽을 둘러가며 18세기 장식판으로 뒤덮인 식당의 천장
에는 전기 샹들리에가 세 개 걸려 있어 일곱 명이 앉은 식탁이 존재감을
잃을 정도였다. [...] 식당 벽의 윗부분은 옛날에 프랑스 성의 벽을 장식
했던 것처럼 목동의 전원생활이 그려진 고블랭 직물로 덮여 있었다.
In dem ungeheuren, mit Teppichen belegten und rings mit
einer Boiserie aus dem achtzehnten Jahrhundert bekleideten
Speisesaal, von dessen Decke drei elektrische Lüster hingen,
verlor sich der Familientisch mit den sieben Personen. [...]
Gobelins mit Schäfer-Idyllen, die wie die Täfelung vorzeiten
ein französisches Schloß geschmückt hatten, bedeckten den
oberen Teil der Wände.210)

<그림 5> 프링스하임 저택 식당

209) Wälsungenblut(1906/1921) GW VIII 381.

210) Ebd. S. 3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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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프리트와 지클린데 남매가 바그너 오페라를 보고 돌아온 후 아렌홀

트 저택의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는 장면에도 호화스러운 프링스하임

가의 식당모습이 들어 있다(그림 5).

그들은 일 층 홀에서 하인에게 코트를 벗기게 하고는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을 지난 식당으로 들어갔다. 엄청나게 화려한 식당은 어스름한
어둠 속에 있었다. 식당 저편의 음식이 차려진 탁자 위에만 샹들리에가
하나 빛나고 있었고 거기서 플로리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양탄
자가 깔린 넓은 공간을 재빨리 소리도 없이 걸어 들어갔다.
Sie ließen sich in der Halle des Erdgeschosses die
Überkleider abnehmen und gingen die Treppe hinauf, durch
den Vorsaal des ersten Stockes und ins Speisezimmer. Es
lag, ungeheuer, in halbdunkler Pracht. Nur über dem
gedeckten Tisch am jenseitigen Ende brannte ein Lüster, und
dort wartete Florian. Sie schritten rasch und lautlos über die
teppichbelegte Weite.211)

그러나 작품 속 아렌홀트 씨 식당의 모습과 프링스하임 저택의 식당 모습

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작품 속에서 묘사된 식당 벽면의 고블랭직

벽화 목동의 전원 장면은 사실 프링스하임 저택의 서재와 식당 옆 무도실에

있었던 한스 토마 Hans Thoma(1839-1924)의 벽화 연작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6, 7). 토마스 만은 1904년 2월 27일 하인리

히 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링스하임 저택에서 카챠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를 설명하면서 한스 토마가 그린 이 벽화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저

택의 무도회장에 있는 토마의 벽화들이 “말 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자신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림들을 “다시 한 번 고요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무도실에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한스 토마의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
녀(엘자 베른슈타인:필자)는 카챠를 불러내렸고 우리는 셋이서 한 시간
동안이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난 토마의 벽화를 다시 한 번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Im Tanzsaal ein in unsäglich schöner Fries von Hans
Thoma.[...] Sie ... rief Katja herunter, und wir plauderten

211) Ebd. S.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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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dritt eine Stunde. Ich durfte noch einmal in Ruhe den
Thoma’schen Fries betrachten.212)

<그림 6> 프링스하임 저택 음악실 <그림 7> 한스 토마: 뮌헨 프링스하임
저택 음악실 벽화 세부(1891)

토마스 만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을 소개받았던 중요한 순간을 묘사하

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었던 행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프링스하임의 빼어난 시각예술품, 부유한 물질문화,

왕족과 같은 삶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볼 수 있듯이 북독일 한자 상업

도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인 가문의 사업장이 있는 저택, 프로테스탄

트 정신이 깃든 단정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풍기는 공간 속에서 성장한 토마

스 만에게 프링스하임 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울 정도의 ‘진정한 문화의 동

물원’은 역겨움의 대상이었으며 이 과장된 물질문화가 주는 폐해를 잘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밸중족의 혈통의 지크문트를 묘사할 때 만은 그가 지나치게 풍부하고 아

름다운 물건들에 의해 삶을 위해 써야할 기운이 고갈되었다고 하면서 유대인

처가의 과도한 물질문화, 과장된 예술적 기벽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12) Thomas Mann/Heinrich Mann: Briefwechsel 1900-1949. Hans Wysling
(hrsg.). Frankfurt a. M. 1995. S. 98.



- 103 -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비가 너무 풍부하고 다양하며 지나치게 많
아서, 그의 삶 자체에는 빈 공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그가 소유
한 장식품들은 하나같이 귀중하고 아름다워서 애당초 그것에 부여된 본
래의 쓰임새를 지나쳐서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의 주의력을 고갈시
켜 버렸다.
Die Ausstattung des Lebens war so reich, so vielfach, so
überladen, daß für das Leben selbst beinahe kein Platz blieb.
Jegliches Stück dieser Ausstattung war so kostbar und
schön, daß es sich anspruchsvoll über seinen dienenden
Zweck erhob, verwirrte, Aufmerksamkeit verbrauchte.213)

토마스 만은 여기서 지나치게 많고 호화로운 물건들이 삶을 위해 마땅히

써야할 에너지도 고갈시킨다고 하면서 이를 정신은 물론 삶과도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대상에는 단순히 생활을 위한

값비싼 물건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던 회화나 공예품 등의

시각예술품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밸중족의 혈통에서 토마스 만은 이들의 과도한 예술적 취향을 시각예술

과 연관하여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지크문트는 오페라 관람을 위해서뿐

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의 대부분을 세련된 몸치장을 위해 보내는 뛰어난

미적 감각의 소유자지만 회화에는 재능이 없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에 관

심이 많긴 하지만 그의 그림 실력은 형편없다.

그는 아침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는 교수의 아틀리에에서 시간을 보냈
다. 이 교수는 전 유럽적인 명성을 가진 예술가로 지크문트의 드로잉과
그림 재능 교육을 맡고 있었으며 그 대가로 아렌홀트씨로부터 매달
2,000 마르크를 받았다. 그러나 지크문트가 그린 그림은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그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예술성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Er hatte die Morgenstunde von zehn bis elf Uhr in dem
Atelier seines Professors verbracht. Dieser Professor, ein
Künstler von europäischem Ruf, bildete Siegmunds Talent im
Zeichen und Malen aus und erhielt von Herrn Aarenhold
zweitausend Mark für den Monat. Es war gleichwohl zum

213) Wälsungenblut(1906/1921) GW VIII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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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ächeln, was Siegmund malte. Er wußte es selbst und war
weit entfernt, feuerige Erwartungen in sein Künstlertum zu
setzen.214)

그는 대학의 미술사 강의를 청강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참여하는 다른 사

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215) 그

런데 그가 미술사 강의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각이 아

니라 후각신경이다.

얼마 전 겨울 며칠간은 편한 시간에 열리는 미술사 강연을 듣기 위해
대학에 가기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오는 신사들이, 그의 후각신경 판단에
따르면 충분히 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n einigen Wintertagen hatte er sich vor kurzem noch zur
Hochschule fahren lassen, um ein zu bequemer Stunde
stattfindendes Kolleg über Kunstgeschichte zu hören; er
besuchte es nicht mehr, da die Herren, die außer ihm daran
teilnahmen, dem Urteil seiner Geruchsnerven nach bei
weitem nicht genug badeten...216)

미술사 강의에 오는 신사들이 그의 후각 신경에 불쾌하게 여겨졌다고 평

가하는 것은 미술사 강의에 별 흥미가 없는 지크문트의 태도를 풍자하며 시

각예술적으로는 그가 소질뿐만 아니라 관심 역시 없음을 우회적으로 풍자하

는 토마스 만 특유의 유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후각은 단순

한 냄새가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쌍둥이 남매는 후각을 통해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보살핀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아

214) Ebd. S. 391.

215) 지크문트가 대학에서 미술사 강의를 청강하는 것은 토마스 만 자신의 경험에 근
거하고 있는 것이다. 1894년 토마스 만은 먼저 이사한 어머니를 따라 뤼벡에서
뮌헨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이주 초기 보험회사 직원으로 잠시 일하면서 뮌헨
공대에서 미술사 수업을 청강한 바 있다. 토마스 만의 뮌헨 공대 청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Peter von Brenner(hrsg.): Thomas Mann in München. Ein
schwieriger Weg in die Moderne. Thalhofen 2013. 29-50.

216) Wälsungenblut(1921) GW VIII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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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쓸모없는 자로서 선민의식을 갖고 역한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자 한다.

그들은 산책길에 제비꽃, 은방울꽃다발과 같은 싱싱한 꽃들을 갖고서
둘이 교대로, 혹은 동시에 냄새를 맡았다. 산책길에 관능적이고 될 대
로 되라는 식의 기분에 강한 향기를 맡으며 이기적인 병자들처럼 서로
를 돌보았으며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빠져들고 역한
내가 나는 세상을 내면으로부터 거부하고 선택받은 쓸모없는 존재를 위
해 서로를 사랑했다.
Sie nahmen frische Blumen auf ihre Spaziergänge mit, ein
Veilchen-, ein Maiglocken-Sträußchen, daran sie abwechselnd
rochen, zuweilen beide zugleich. Sie atmeten im Gehen den
holden Duft mit wollüstiger und fahrlässiger Hingabe,
pflegten sich damit wie egoistische Kranke, berauschten sich
wie Hoffnungslose, wiesen mit einer inneren Gebärde die
übelriechende Welt von sich weg und liebten einander um
ihrer erlesenen Nutzlosigkeit willen.217)

이렇게 보면 앞에서 지크문트의 후각 신경에 불쾌하게 여겨진 미술사 강

의 청강자들은 역한 내가 나는 세상의 일반 시민들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크문트에겐 미술사, 시각예술, 시각적인 것들은 시민적 삶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병적이고 관능적인 정신세계에 속하는 바그너 음악

과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각예술은 보통

의 시민인 지클린데의 약혼자 폰 베케라트의 건강한 삶에 속한다. 그는 고상

한 가문 출신의 공무원으로서, “시각예술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자 애호가 auf

bildende Kunst, in der von Beckerath Kenner und Liebhaber

war”218)이다. “이에 반해 문학과 연극에 대한 애호가 지배하는 아렌홀트 가

auf Literatur und Theater, wofür im Hause Aarenhold die

Neigung vorherrschte”219) 에서 베케라트는 경멸을 당한다. 비록 “지크문

트가 그림을 좀 그리기는 하지만 obgleich sich Siegmund mit Malerei

217) Ebd. S. 393f.

218) Ebd. S. 387.

219) Ebd. S.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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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chäftigte”220) 아렌홀트 가족은 시각예술은 시민적 삶에 속하는 진부한

것으로 여기며 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실의 프링스하임 가문과 매우 유사한 배경을 갖는 밸중족의

혈통속 아렌홀트 가의 묘사를 통해 시각예술을 대하는 토마스 만의 이중적

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은 한편으로는 이들의 거주 공간을 압도하고

있는 매우 고상한 시각예술 문화의 호사를 동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를 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물질문화로 여기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

러면서 베케라트를 대하는 아렌홀트 가문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예술

을 정신적인 문학, 음악과는 대치되는 삶의 편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 만은 결혼과 관련된 시각예술의 문제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카챠와 우연히 그림으로 인

연을 맺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알기 십 여 년도 전에 토마스 만은 카챠를

그림으로 먼저 만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렌바흐와 더불어 당시 뮌헨

의 유명화가였던 카울바흐 Friedrich August von Kaulbach가 그린 ‘어린

이 카니발 Kinderkarneval’은 피에로 복장을 하고 있는 프링스하임 가의

다섯 남매를 묘사한 것이다(그림 8). 이 그림은 당시 뮌헨을 넘어 독일 여

러 도시에서 전시되고 복제되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될 정도로 인기

를 끌었던 유명한 작품이었다. 토마스 만 역시 다른 대중들과 더불어 이 그

림을 알고 있었으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다.

토마스 만은 카챠의 70세 생일 축하 연설에서 자신은 그녀를 처음으로

직접 만났던 나이의 절반인 14세 시절에 뤼벡에서 알지 못하던 미래의 아

내를 그림으로 미리 보았다고 회상한다. 이 연설에 따르면 만은 이 체험이

마치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Lohengrin에 나오는 대사 “하지만 나는

전에 이미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Doch ich zuvor schon hatte dich

gesehen”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221)

220) Ebd. S. 387.

221) Katia Mann zum siebzigsten Geburtstag」(1953) GW XI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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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카울바흐: 어린이카니발(1888)222)

뤼벡의 중학생은 한 그림 잡지에서 이 그림의 큰 복제본을 보고는 아주
사랑스럽고 두고 볼만하다고 여겨져 잡지에서 오려내어 압정으로 책상
위에 고정시켜 놓았다. 그 그림은 뮌헨의 수학교수인 프링스하임의 아
이들이었다, ...... . 그러니까 나는 미래의 아내를 이미 수년 전 학생으
로서 이미 어떤 알 수 없는 호감으로 지속적으로 눈앞에 두고 보고 있
었던 것이다, ...... 이 여인이 이제 70세가 되어 48년 전부터, 곧 있으
면 반백 년 동안을 나와 삶을 나누고 있다.
Der Sekundaner in Lübeck sah eine große Reproduktion

davon in einer illustrierten Zeitschrift und fand sie so
liebens- und anschauenswert, daß er sie herauslöste und mit
Reißnägeln über seinem Schüler-Schreibtisch befestigte. [...]
Es waren aber die Kinder des Münchner Mathematikprofessors
Pringsheim, [...]. Und so habe ich meine zukünftige Frau
schon als Schuljunge, in ahnungslosem Wohlgefallen,
dauernd vor Augen gehabt, - die nun Siebzigjährige, die seit
achtundvierzig Jahren, bald seit einem halben Jahrhundert,
das Leben mit mir teilt.223)

222) 가장 왼쪽이 프링스하임 가의 유일한 딸 카챠, 바로 옆은 카챠의 쌍둥이 남매인
클라우스, 가운데는 하인츠, 그 옆으로 페터와 에릭.

223) Ebd. S.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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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은 1904년 프링스하임 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현관에 걸려 있

었던 이 그림의 원본을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상대로 마음에 두고

선택한 여성 카챠가 그림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감동적인 경

험을 했을 것이다.224) 이 후 만은 부와 문화가 공존하는 프링스하임 가의

딸 카챠와의 결혼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결혼에 성공하여

그가 바라던 “왕자와 같은 존재 das Prinzen-Dasein”225)가 되었으나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결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가진 것도 사

실이었다. 쿠르츠케는 만이 이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과 부 등 사회적인 측

면을 고려했다고 말한다. 토마스 만이 프링스하임 가를 언급할 때 사람보다

도 주로 “돈과 문화의 혼합 die Mischung von Geld und Kultur”에 대

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226) 바로 돈과 문화의 혼합에서 무엇보

다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토마스 만이 압도된 프링스하임 가의 시각예술

품, 실내 장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토마스 만의 시각에는 보

수적인 독일 시민계급 출신으로서 유대인 처가에 대한 경계심과 그 부유함

에 대한 동경 등이 뒤섞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 3장에서는 토마스 만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인물

들을 통한 시각예술 체험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만과 시각예술의 관계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남과 북, 구교와 신교 사이의 문화

적, 종교적 배경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 정치적 그리고

삶에서 유래하는 미묘한 관계들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

다. 이와 함께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에 대해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

럼 눈의 세계를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았으며 그가 스스로 표현한 것

224) Helmut Hess: Friedrich August Kaulbachs Kinderkarneval. In:
Alexander Bastek/Anna Marie Pfäfflin.(hrsg): Thomas Mann und die
bildende Kunst. Katalog zur Ausstellung im Museum Behnhaus,
Drägerhaus und Buddenbrookhaus Lübeck, 13. 9. 2014 bis 6. 1.
2015. Petersberg 2014. S. 126.

225) Angelika Schaller 1997. S. 101.

226) Hermann Kurzke 2000. 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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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시각예술을 잘 알고 자신의 분명한 취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현대 미술이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거나 “눈

의 세계는 자신의 세계가 아니다”227)라고 밝히고 있는 표현들을 표면 그대

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만 특유의 이로니적이고 냉소와 유머가 들어 있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27)「Maler und Dichter」(1913) GW XI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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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수용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띠는 토마스 만의 시각

예술관은 그가 구체적으로 시각예술을 체험할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과 삶 사이에서 다양한 입장을

보이는 그의 시각예술관을 전제로 토마스 만의 작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동시대 시각 문화 현상, 토마스 만이 그린 그림, 시각예술가 미켈란젤로

의 수용 양상 등 그가 시각예술과 교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각예술을 대하는 만 특유

의 모순적이고 이로니적인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1. 1900년 전후 시각 매체 발전과 토마스 만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이 갖는 독특한 성격은 동시대 시각 문화와의 비

교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퓟츠는 토마스 만이 활동하던 시기가 음악중

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시각예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28)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유럽의 근대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보는 것’의 혁신을 가져온 시각의 시대였다. 1900년

대 전후 유럽에서는 근대 문명이 가져온 각종 기계장치와 기술의 혁신이 ‘보

는 것’과 연결되면서 시각예술과 시각 문화에 큰 혁신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미학이 요구되었다. 근대의 시각 문화와 토마

스 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분야로는 동시대의 회화와 사진, 영화 등을 꼽

을 수 있다. 토마스 만은 근대의 이러한 새로운 시각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특유의 경계와 의혹을 보이며 유보적인 태도로 대했다.

19세기 후반 이후의 근대사회를 이전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으로는 ‘속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근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획

228) Peter Pütz 1989. S.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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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보다 철도 여행의 보급 때문이었다. 철도로

인한 운송시간의 단축은 반대로 교통공간 Verkehrsraum의 확장을 가져

왔고 교통망의 연결을 통해 점점 더 넓은 지역이 도시에 병합되어 메트로폴

리스화 되어갔다.229) 이러한 시공간 인식변화에 따른 충격을 하이네는 철

도를 통해 공간은 살해당했다라면서 당시대인들이 느끼는 혼란스럽고 공포

스러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230) 철도 여행의 속도감은 아이

러니하게도 시각의 세계에는 제한을 가져왔다. 여행자들은 스쳐지나가는 풍

경만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창에서 보는 이러한 제한적 시각은

새로운 시각적 체험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시적으로 보는 것 poetisches

Sehen”을 촉진 시켰다.231) 화가들은 인상주의적, 주관적으로 세계를 파악

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응답했고 이들은 이후에 진행되었

던 시각예술의 근대적 전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인상주의

로부터 시작된 모더니즘 시각예술은 프랑스에서는 입체주의, 초현실주의로,

독일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에서 생겨난 유겐트슈틸, 표현주의 사조로 이어지

며 20세기 이후 전위적인 화풍의 전개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토마스 만은 스스로 현대미술 이론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는 이러한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무지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거부감을 갖

고 대했던 것도 아니었다. 만은 학창 시절 교지 봄 Frühling을 위해 쓴

처녀작 비전 Vision(1893)에서 유겐트슈틸 양식의 시각적 요소를 문학

에 적용하려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232) 이 작품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나’가 한때의 연인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연인은 강렬히 (성적으로)

갈망하는 모습으로 작품 속에서 파편적으로 등장한다. 몸에서 분리된 연인

의 손이 화려하게 장식된 식탁에서 크리스탈 잔을 잡고 있는 모습과 성적인

229) 볼프강 쉬벨부시: 철도여행의 역사(박진희 역). 궁리 1999. 52 쪽.

230) 위의 책. 53 쪽 재인용.

231) Angelika Schaller 1997. S. 16.

232) Claudia Lieb: Vision. In: Andreas Blödorn/Friedhelm Marx(hrsg.):
Thomas Mann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15.
88-89. 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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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는 명백히 유겐트슈틸의 시각적인 모티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은 ‘나’가 담뱃불을 붙임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담배 연기는 형체

의 윤곽을 부드럽게 흐려 놓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모습으로 인해 제목

비전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세기 말에 성행하였던 사진과 회화의 경향과 일치하

는 것이었다. 외젠 카리에르 Eugène Carrière(1849-1906)와 제임스 휘

슬러 James Whistler(1834-1903)는 이러한 작품경향을 보여준 대표적

인 화가들로서 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윤곽과 빛의 분산 효과, 즉 사라

짐과 불명확성의 효과로 그림의 대상 또한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

다.233) 토마스 만의 이 작품 속에서 점차 증가하는 시각적인 표현과 파편

적이고 병렬적인 문장 구조는 위의 시각예술적인 경향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비전에서 그림과 텍스트는 서로에게 모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234) 이

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토마스 만이 처음부터 문학 창작에서 그림과 텍스트

를 연결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만은 아니며 창작 초기에는 현

대미술의 양식과 감각적인 내용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문학에 적극 수용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작 기만당한 여인 Die Betrogene(1953)에서는 만의 시각

예술관이 초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시각예술에도 정신적

인 것, 추상적인 것, 감각을 넘어서는 것,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에 수용했던 유겐트슈틸의 감각적인 경향과는 거리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짱다리를 가진 이 작품의 주인공 안나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조각을 거쳐 회화에 전념하는 예술가가 된다. 그녀는 이미 학창시

절부터 정신적인 것을 지향하는 화풍을 추구했다.

......고도로 정신적이고, 단순한 자연모방을 거부하며, 감각적인 느낌을
엄격한 사유로, 추상적 상징으로, 때로는 입체적 수학으로 전이시키는
경향.

233) Wolfgang Ulrich: Die Geschichte der Unschärfe. Berlin 2003. S. 30.

234) Claudia Lieb 2015. 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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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höchst geistige, die bloße Naturnachahmung
verschmähende, den Sinneseindruck ins streng Gedankliche,
abstrakt Symbolische, oft ins kubisch Mathematische
transfigurierende Richtung. 235)

이와 같은 그녀의 화풍에 대해 퓟츠는 “1920년대 이후 뮌헨에서 전성기

를 누렸던 감정중심의 표현주의 예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236) 작품 속에서 감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화가의 어머니는 대상을 알아 볼

수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녀의 그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긴 하지만

자신의 취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심한 경의 betrübte

Hochachtung”.237) 만을 표한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토마

스 만의 시각예술관은 그가 시각예술에도 정신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요구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 경향에 있는 감정 중심적인 표현

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은 동시

대 현대 미술에 대해 무지한 것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창작 초기

와는 달리 후기작품에서는 회화에도 정신적인 면을 요구하면서 시각예술의

감각성과는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토마스 만은 사진 매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19세기 전반기에 니엡스 Joseph Nicèphore

Nièpce(1765-1833), 다게르 Jacque-Mandet Daguerre(1787-1851)

에 의해 발명된 사진은 근대 시각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새로운 매체

였다. “사진은 눈으로 보는 현실의 순간을 매체에 담아서 재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재현된 현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 2의 현실이라는 인지 감

각의 새 지평을 열어 감각의 세계를 확장시켰다.”238) 사진 매체에 대한 토

마스 만의 입장은 토니오 크뢰거와 마의 산에서의 언급을 통해 짐작할

235) Die Betrogene(1953) GW VIII 879.

236) Peter Pütz 1989. S. 285.

237) Die Betrogene(1953) GW VIII 879.

238) 김경희: 토마스 만, 사진을 만나다. 사진을 바라보는 예술적 시선. In: 안삼환(편):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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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토니오는 사모하는 친구 한스 한젠에게 실러의 돈 카를로스를
읽어볼 것을 권하지만 한젠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움직이는 말을 연속

촬영한 스냅 사진들이 들어 있는 말에 관한 책이나 읽겠다고 대답한다.239)

이 사진들에 대해 토니오는 체면상 마지못해 약간의 관심을 보일 뿐이다.

“난 지금 놀라운 걸 읽었어, 굉장한 것이지”...... “넌 그 걸 한번 읽어봐
야해, 한스, 실러의 ›돈 카를로스‹말이야...... 네가 원한다면 그 책을
빌려줄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한스 한젠이 말했다, “그만 둬, 토니오, 그건 내게 맞지
않아. 난 말에 대한 책이나 계속 읽을게, 너도 알잖아. 유명한 사진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단다.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보여줄게. 그건 순간촬영사
진들이야. 말들이 달리고 질주하고 도약하고 있는 모든 자세를 볼 수
있어. 너무 빨라서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자세들 말이야......”
“모든 자세라고?” 토니오가 예의바르게 물었다. “응, 그것도 좋지. 하지
만 돈 카를로스는 말이야,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거란다. 그 안에는 마
치 총소리 같은 일격을 주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다는 것을 넌 봐야만
해......”
»Ich habe jetzt etwas Wundervolles gelesen, etwas
Prachtvolles...«, [...] »Du mußt es lesen, Hans, es ist
nähmlich ›Don Carlos‹ von Schiller [...] Ich leihe es dir,
wenn du willst...«
»Ach nein«, sagte Hans Hansen, »das laß nur, Tonio, das
passt nicht für mich. Ich bleibe bei meinen Pferdebüchern,
weißt du. Famose Abbildungen darin, sage ich dir. Wenn du
mal bei mir bist, zeige ich sie dir. Es sind
Augenblicksphotographien, und man sieht die Gäule im Trieb
und Galopp und im Sprunge, in allen Stellungen, die man in
Wirklichkeit gar nicht zu sehen bekommt, weil es zu schnell
geht...«‹‹
»In allen Stellungen?«‹sagte Tonio höflich. »Ja, das ist fein.

Was aber Don Carlos betrifft, so geht das über alle Begriffe.

Es sind Stellen darin, du sollst sehen, die so schön sind, daß

es einem einen Ruck gibt, daß es gleichsam knallt...«240)

239) 토니오 크뢰거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속 사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김경희: 토마스 만, 사진을 만나다. 사진을 바라보는 예술적 시선. In:
안삼환(편):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35-3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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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은 살아 움직이는 말들의 사진이 들어 있는 이 책이 자신이 속

한 예술가들의 정신의 세계와 서로 배치되는 삶의 세계에 속한 자들의 것이

라는 사실을 토니오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토니오에게 예술가들의 세계는

섬세성과 우울성, 병든 귀족성으로 가득한 곳인 반면, ‘승마 교본’을 즐겨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건전하고 순진무구한 나라를 의미한다. 여

기서 말 사진이 들어 있는 책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술가 토니오의

가슴을 울리는 실러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과 대비되는 건강함과 일상을 사

랑하는 건전한 시민적 삶의 세계를 상징한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달리는 말의 질주와 도약 등 모든 동작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연속 사진으

로, 생동하는 생명력, 건강한 삶의 의미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마의 산에서 한스 카스토르프가 머물고 있는 베르크호프 요양소는 죽음

을 기다리는 병자들, 아무런 걱정도 희망도 없는 생활, 분주한 것 같지만

정체되어 있는 방종한 생활, 즉 죽어 있는 생활로 가득한 곳이다.241) 사진

은 이 곳에서 죽음의 흐름을 방어하기 위한 생활의 도구로서 요양소에 수용

되어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광적으로 유행한다. 이곳에서의 사진은 꺼져가

는 삶에 잠간 동안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가령 아마추어 사진은 예전부터 베르크호프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었다: 벌써 두 번이나 ...... 사진에 대한 열정이 몇 주, 몇 달 동
안 모두를 미친 듯이 빠져들게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치 부분에
카메라를 갖다 대고 신중한 표정으로 머리를 기울인 채 셔터를 누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식탁에서는 인화된 사진을 돌려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사진을 현상하는 것이 갑자기 명
예로운 일이 되었다.
So hatte die Liebhaberphothographie von jeher in der
Berghofwelt eine bedeutende Rolle gespielt; schon zweimal
aber [...] war die Leidenschaft dafür auf Wochen und
Monate zur allgemeinen Narretei geworden, so daß niemand
war, der nicht, mit besorgter Miene den Kopf über eine in
die Magengrube gestützte Kamera gebeugt, die Blende hätte

240) Tonio Kröger(1903) GW VIII 277.

241) 김경희 2011. 3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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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zeln lassen, und das Herumreichen von Abzügen bei
Tische kein Ende nahm. Plötzlich war es Ehrensache, selbst
zu entwickeln.242)

그러나 죽음으로 가득한 요양소에서 사진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열망

은 오히려 이들의 실상, 곧 가까이에 있는 죽음을 확인하여 드러낼 뿐이다.

흑백 사진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플래시 사진과 컬러 사진에 탐닉한다.

“마그네슘 불빛에 깜짝 놀라 마치 살해되어 눈을 부릅뜨고 꼿꼿이 세워져

있는 시체처럼 핏기 없이 경련하는 듯 한 얼굴을 한 사진 속의 인물들을 보

고 재미있어 하는” 243) 수용소 환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바로 앞에 와있는

운명에 대한 냉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은 새로

운 매체 사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삶’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활용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사회가 ‘보는 즐거움 Schaulust’을 추구하고 ‘보는 것을 갈망

Sehsucht’했다는 사실은 그림이나 사진을 연속적으로 관람하는 파노라마와

디오라마의 유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244) 자연의 풍경이나 명소의 사진

을 연속적으로 상영하는 이 장치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있는 느낌을 주어서

여행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으며 19세기에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

던 시각매체였다.245) 이 매체는 영화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혁신, 즉 영화

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움직

이는 사진이라는 점 때문에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나 이 매체만의 특성

에서 비롯된 사회학적 의미는 다른 데 있었다. 디오라마, 파노라마는 실제

여행보다 값도 싸고 간편한 여행의 대체물이었던 것이다. 처음엔 보통 노동

242) Der Zauberberg(1924) GW III 872.

243) Ebd. S. 872.

244) Angelika Schaller 1997. S. 17.

245) 파노라마는 관객들이 고개를 돌려 둘러봐야만 하는 반면에 디오라마는 스스로 회
전함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관찰자를 기계장치의 일부로 통합시켰다. 바네사 R.
슈와르츠: 구경꾼의 탄생. 세기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노명우·박성일 역). 마
티 2009. 323 쪽 각주 1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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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하루 임금보다도 높은 입장료 때문에 주로 중산층 부르주아지 이상의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었지만, 1800년대 말 비로소 노동자들도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자 이 때부터 이 매체는 대중의 최대 상업적

오락거리로 부상했다.246)

토마스 만의 작품에도 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세기

말의 모티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고등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 제 2

권 Bekenntnisse des Hochstaplers Felix Krull. Zweites Buch
(1937)에는 대도시 생활의 소소한 소일거리의 하나로서 파노라마 관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커피타임 이후 이어지는 시간 때우기로 말하자면, 나는 몇 푼 안 되는
입장료를 내고 완전 넓게 펼쳐진 풍경 속에서 불타는 마을들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군대들로 가득한 아우스테를리츠 전투를 보여
주는 훌륭한 회전그림 관람을 즐겼다: 좋은 점은, 그려진 그림들과 앞에
놓인 현실 사이의 경계를...... 거의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Den Zeitvertrieb nach dem Kaffeestündchen angehend, so
ergötzte ich mich für geringes Eintrittsgeld am Beschauen eines
herrlichen Rundgemäldes, das in voller Landschaftsausdehnung,
mit brennenden Dörfern und wimmelnd von russischen,
österreichischen und französischen Truppen die Schlacht von
Austerlitz dargestellt: so vorzüglich, daß man kaum
vermochte, die Grenze zwischen dem nur Gemalten und den
vordergründigen Wirklichkeiten, [...] wahrzunehmen.247)

토마스 만은 이 매체가 가진 소모적, 오락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인 의미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디오라마,

파노라마 같은 소모적인 소일거리가 아니라 내면과 현실에 대한 몰두와 휴

식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매체로서 근대 사회에서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으며 토마스 만 역시 영화는 문학과 비견하며 더 비중 있게 고

찰하고 수용했다. 마의 산 요양소에서 영화가 상영된 후의 느낌을 묘사

246) 위의 책. 235 쪽.

247) Bekenntnisse des Hochstaplers Felix Krull(1922/1937/1954) GW
VII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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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장면은 작가가 영화의 강한 영향력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

실을 잘 보여 준다. 특히 환자들에게 영화는 시각, 청각적으로 구현된 꿈의

세계에서 시의적절한 균형을 찾아낼 수 있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욱 강렬하

게 작용을 해서 영화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이들은 더욱 강하게 허무

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248)

...... 그(배우)들의 상영물이 남긴 그림자, 곧 수백만의 이미지들과 찰
나의 고정상만을 사람들은 접했는데,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받아들이면
서 조각조각 분해하였으며 이는 종종 마음대로, 너무나 빨리 번쩍거리
면서 지나가는 흐름, 시간이라는 요소에 이 행위를 되돌려 보내기 위해
서였다. 환영이 지나간 뒤 관객의 침묵에는 무언가 어리둥절하고 거슬
리는 느낌이 있었다. 두 손은 힘없이 허공에 놓여 있었다. 두 눈을 비
비고 앞을 응시하며 환하게 밝아진 것을 겸연쩍어하면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물들이 생생한 시간으로 옮겨져 음악의 화장으로 되살아나 다시
움직이는 것을 몰두해서 보기 위해 컴컴해지기를 기다렸다.
[...] nur die Schattenbilder ihrer Produktion hatte man,
Millionen Bilder und kürzeste Fixierungen, in die man ihr
Handeln aufnehmend zerlegt hatte, um es beliebig oft, zu
rasch blinzelndem Ablauf, dem Elemente der Zeit
zurückzugeben. Das Schweigen der Menge nach der Illusion
hatte etwas Nervloses und Widerwärtiges. Die Hände lagen
ohnmächtig vor dem Nichts. Man rieb sich die Augen, stierte
vor sich hin, schämte sich der Helligkeit und verlangte
zurück ins Dunkel, um wieder zu schauen, um Dinge, die
ihre Zeit gehabt, in frische Zeit verpflanzt und
aufgeschminkt mit Musik, sich wieder begeben zu sehen.249)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내면과 외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에 대해 토

마스 만은 진지한 매체로서 인정을 하긴 했지만 보수적인 문학가로서 전통

적인 연극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나는 연극을 믿는다 Ich glaube

an das Theater」(1938)에서 “좋은 영화는 큰 즐거움 Ein guter Film

248) Angelika Schaller 1997. S. 15.

249) Der Zauberberg(1924) GW III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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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ein großes Vergnügen”이라고 하면서 이 매체의 영향과 기능을 인정

하긴 한다.250) 그러나 그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누가 연극 공동체의 체험

이 주는 생동과 삶의 온기와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직접 대사도 얼마

없는 기계 장치에 의해 대체되어 퇴출당할까 하여 두려워하겠느냐 Aber

wer fürchtet im Ernst, das Blühende, Lebenswarme und

unmittelbar Menschliche des theatralischen Gemeinschaftserlebnisses

könne je ersetzt und verdrängt werden durch einen spracharmen

Mechanismus?”고 호소하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는

다.251) 마의 산에서 한스 카스토르프가 이 매체에 대해 “비평의 사나이

세템브리니 같으면 ...... 이토록 인간의 경멸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데 기

술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직설적이고 고전적인 아이러니를 써서 분명 엄하

게 질타했을 것 Settembrini, als Mann des Urteils, hätte [...] mit

gerader und klassischer Ironie den Mißbrauch der Technik zur

Belebung so menschenverächterischer Vorstellungen geißeln

müssen”252)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마스 만의 영화에 대한 경계와 탐탁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만은「오락 권력

영화Unterhaltungsmacht Film」(1954)에서는 “그것(영화: 필자)에 대

한 나의 개인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mein persönliches

Interesse an ihm ist ständig gewachsen”253)고 하면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영화는 긴 발전과정에서 현대의

삶에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화요소, 곧,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감동

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오락 권력이 되었다 Im Lauf einer

langen Entwicklung ist er [...] zu einem aus modernem Leben

nicht mehr wegzudenkenden Kulturfaktor, einer gewaltigen,

250)「Ich glaube an das Theater」(1938) GW X 920f.

251) Ebd. S. 921.

252) Der Zauberberg(1924) GW III 441.

253)「Unterhaltungsmacht Film」(1954) GW X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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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en von Menschen bewegenden und beeinflussenden

Unterhaltungsmacht geworden”254)고 하면서 이 매체가 대중에게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와 관련된 토

마스 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술’로서의 문학과 비교할 때 새로운 매체로

서 영화가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만은, “영화의

영향력은 사진과 같은 사실성에서, 엄격하고 거리를 두며 냉담한 매체인

예술(문학: 필자)보다 현실과 직접적인 삶의 영향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점 daß seine Wirkungen, in ihrer photographischen

Realität, mehr von denen der Wirklichkeit, des unmittelbaren

Lebens behalten als die Kunst, welche ein strengeres,

distanzierenderes, kühleres Medium ist”255)에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

가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는 말년에는 “중간 수준의 소설이 갖고 있는 것보

다 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갖는 영화들이 많이 있다 Es gibt so

manchen Film von höherem künstlerischen Wert, als ein

mittelmäßiger Roman ihn besitzt” 256)고 하면서 수준 낮은 정통문학

보다 영화에 더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미묘한 입장

을 보이는 그의 영화관에 대해 앙겔리카 샬러는 “영화에 대한 토마스 만의

관점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그의 입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으며, 그의 관

람욕구는 평균 이상이었다는 것 Daß Thomas Manns Standpunkt

zum Kino freilich ein ganz besonderer war, seine Position

niemals eindeutig, sein Schaubedürfnis überdurchschnittlich” 257)

는 점을 들면서 경계와 진지한 관심 사이에서 주저하는 그의 태도를 정확

254) Ebd. S. 932f.

255) Ebd. S. 933.

256)「Film und Roman」(1955) GW X 937.

257) Angelika Schaller 1997. S. 15f. 토마스 만이 영화에 대해 가졌던 관점에 대
한 상세한 내용은 앙겔리카의 책 II장 1.4.부분 참고.
Peter Zander: Thomas Mann im Kino. Berlin 2005.는 토마스 만과 영화
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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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적한다.

위와 같이 토마스 만과 근대 시각 문화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그는 새

로운 시각 매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특유의 냉담한 거리

두기의 태도로 새로운 시각적 대상에 경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정신적인 예술가로서 감각적인 새로운 시각 매체에 열

광적으로 빠져들고 탐닉했던 평범한 근대 시민들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태

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은 ‘시각형 작가’로서 근대의

시각매체에 대해 진지하게 묘사를 하며 또한 작품 속에서는 이 세계가 갖

는 의미를 다양하게 취하고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2. 토마스 만의 그림들

토마스 만은 뤼벡의 학창시절 노트에 그린 낙서를 비롯하여 평생 몇 점 되

지 않는 그림의 흔적을 남겼다. 토마스 만이 창작 초기에 남긴 몇 개 되지

않는 그림들은 그의 미숙한 시각예술적 소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시각예술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평가 받을 만 하지 않다. 그러나 문학적인 관

점에서는 이후에 쓰게 될 만의 문학 작품의 주제를 미리 시각적으로 선취하

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만 초기 문학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a. 토마스 만의 회화적 재능

토마스 만의 예술적 재능과 관심이 음악과 문학에 집중된 반면, 그가 회

화에는 그리 뛰어난 소질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가

까운 주변의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만의 부인 카챠 외에 만 형제의 막내 동생 빅토르는 문학에 비해 상대

적으로 부족한 토마스 만의 회화적 재능을 정확히 지적한다. 특히 그는 맏

형 하인리히와 둘째 형 토마스의 회화적 재능을 비교하고 있어 흥미로운데,

그에 따르면 큰 형은 젊은 시절 직업을 선택할 때 작가와 화가 사이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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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뛰어난 회화적 재능을 보인 반면 둘째 형의 그림

은 테크닉적으로는 보잘 것 없으나 강한 이로니가 들어 있었다고 우회적으

로 그의 부족한 회화 실력을 암시한다.258) 구체적으로 이들이 각각 그린

자화상들을 비교하면 빅토르가 말하는 하인리히 형의 회화적 재능과 토마스

만의 부족한 테크닉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하인리히 만: 자화상
(1905년 무렵)259)

<그림 10> 토마스 만: 자화상
(1889)

하인리히 만의 자화상은 전문 화가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능숙한

필력에서 나오는 유려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9). 그는 몇 개 되지

않는 선으로 시민적 품위를 상징하는 복장, 높은 깃의 셔츠와 단정한 수트를

간결하게 그리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풍성한 수염과 잘 가꾸어진 머

리 그리고 얼굴은 무심한 듯 빠른 선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고개를 들고

먼 곳을 향하고 있는 하인리히의 모습은 예술가다운 아우라와 함께 시민적

258) Viktor Mann 1949. S. 50.

259) 그림 9, 10의 출처는 Thomas Sprecher/Hans Wißkirchen: Thomas Mann
und Heinrich Mann im Spiegel der Karikatur. Züri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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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지가 같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부덴브로크 일가의 토마스 시 참사관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의 자화상은 전문가적인 테크닉으로 회화적인 아름다

움까지 주지만 외면적 차원에 머물며 내면의 이로니적 메시지까지 전달하지

는 못한다.

뤼벡의 학창시절 14살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만의 자화상은 실제

나이보다 열 살은 족히 넘어 보이는 미래의 작가모습이다(그림 10).260) 하

인리히 만과는 달리 각진 모자와 외알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의 복장 역시

높은 깃의 셔츠, 단정한 수트에 줄무늬 타이와 조끼까지 갖춘 시민계급에

어울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안경 속에 들어 있는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시선, 그리고 측면에서 봐서 더욱 강조된 그의 날카

로운 코, 젊은이의 것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잘 가꾸어진 수염의 용모이다.

특히 아래를 향해 쏘아보는 시선은 세상사를 꿰뚫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10여 년 앞서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그의 그림은 하인리히 만과는 달리

비전문가적인 거친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회화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선적

graphisch’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의 서툰 그림은 회화적 아름다움은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성, 강

렬한 메시지와 언어적 전달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하인리히 만의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의 그림이 갖는 강한 언어적 성격은 무엇보다 ‘선적 graphisch’

인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일찍이 토마스 만의 그림들을 분석한 에른스트 샤

이어는 토마스 만의 그림이 매우 선적인 것은 그가 알브레히트 뒤러

Albrecht Dürer(1471-1528)와 프란스 마제레엘 Frans Masereel

(1889-1972)의 판화를 좋아한 것과 연관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

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샤이어는 토마스 만이 이들의 작품을 좋아한 것

은 회화적인 것보다 선적인 예술이 본래 말 Wort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261)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이 선적인 데에서 언어적인 성격을 간파하

260) Thomas Sprecher: Thomas Mann und die Karikatur. In: Thomas
Sprecher/Hans Wißkirchen: Thomas Mann und Heinrich Mann im
Spiegel der Karikatur. Zürich 2003. 9-14.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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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는 사실은 훗날 독일의 판화가 뒤러를 통해 선적인 것을 독일적인

것으로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적으로 독일적인 것: 왜냐하면 독일 예술가들의 사랑은, 그림 그리고
말할 때, 색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스케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Das graphisch Deutsche: denn die Liebe des deutschen
Künstlers, bildend und redend, gehört nicht der Farbe, sie
gehört der Zeichnung.262)

토마스 만은 판화가 마제레엘에게 보내는 헌사「목판화가 마제레엘 Der

Holzschneider Masereel」(1948)에서도 마제레엘을 뒤러와 비교하며 “선

적으로-독일적인 것 graphisch-Deutsche”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다.263)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만이 뒤러를 단지 화가가 아니라 독일성과 대가다움이

라는 표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예술가로 간주하면서, “괴테, 쇼펜하우어, 니체,

바그너와 함께 결국에는 마성적-지적 파멸에 이르는 야심적 쇼맨쉽의 독일 세

계 Dürer, Goethe, Schopenhauer, Nietzsche, Wagner [...], die

deutsche Welt mit dem ambitiösen Schauspielertum ihrer selbst,

der zauberisch-intellektualistischen Zersetzung am Ende - und

nicht am Ende ”를 형성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4)

이를 통해 부족한 회화적 재능으로 인해 거칠고 서툰 듯 보이는 토마스 만

의 그림의 선적 특징은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성격, 나아가 독일적인 정신성까

지도 담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문가적인 테크닉과 회

화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하인리히 만의 그림은 감각적인 차원에 머물며

이는 토마스 만의 ‘독일성’과 대립되는 시각적인 ‘라틴 세계’의 비정신성으로

연결된다. 훗날 ‘형제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형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미 기

261) Ernst Scheyer 1966. S. 159.

262)「Dürer」(1928) GW X 232.

263)「Der Holzschneider Masereel」(1948) GW X 783.

264)「Dürer」(1928) GW X 23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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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위의 두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만 그림의 선적이며 언어적인 성격은 그가 초기에 편집자로 활동

했던 잡지사 짐플리치씨무스 Simplicissimus와의 연관 하에서 더욱 분

명히 드러난다.265) 토마스 만은 초기에 이 잡지의 문학담당 편집자로 일하

면서 같이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했던 올라프 굴브란손 Olaf Gulbransson

(1873-1958), 토마스 테오도르 하이네 Thomas Theodor Heine

(1867-1948), 칼 아르놀트 Karl Arnold(1883-1953)와 같은 유겐트슈

틸 경향의 시각예술가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했다.266) 보통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갖고 특정 인물을 일부러 왜곡, 과장하여 표현한 풍자

적인 그림을 일컫는 캐리커처는 날카롭고 위트있는 선으로 표현되며, 본격적

인 회화보다 매우 언어적인 성격을 갖는다.267) 짐플리치씨무스와 관계했

265) 토마스 만은 1896년 행복으로의 의지 Der Wille zum Glück를 이 매체를 통
해 발표하였으며 문학부분의 편집자로 일하는 등 이 매체에 깊이 관여하였다. 
짐플리치씨무스에 대한 토마스 만의 애정은 1920년「짐플리치씨무스 에게 보내
는 축사 Glückwunsch an den Simplicissimus」에서 이 잡지를 “세상에서 제
일 좋은 위트지 das beste Witzblatt der Welt”라고 언급하거나 1927년에도
“유럽의 예술적인 위트지 das künstlerische Witzblatt Europas” 라고 표현하
는 등, 잡지사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Thomas Sprecher 2003. S.
12. 토마스 만과 짐플리치씨무스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rk
Heißerer: Das “beste Witzblatt der Welt”: Thomas Mann und der
Simplicissimus. WFB Verlagsgruppe 2005. 참고.

266) 위에 언급한 짐플리치씨무스의 캐리커처 작가들은 당시 뮌헨에서 유행했던 분
리주의 화파 Secession의 유겐트슈틸 화가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들과 밀접히
교류했던 토마스 만 그림의 선적인 성격을 연결시킬 수 있다. 유겐트슈틸 화가들
은 자연의 넘치는 생동감과 선형(線形)에서 ‘살아있는 선’을 찾아냈으며 “물결모
양으로 휘감아가며 각각 다른 선에서 자라 올라가는 선들에서 형식미가 만들어진
다”고 하면서 특히 선적인 표현을 중시하였다. Lydia L. Dewie파마네더:
Schnellkurs Jugendstil. Köln 2002. 아르누보 (진임선 역). 예경 서울
2005. 24 쪽 참고.

267) 의도적으로 대상을 일그러뜨려 내포된 내용의 특징을 과장하여 표현한 그림을 일
컫는 캐리커처는 16세기 말 이탈리아 볼로냐의 화가형제인 아고스티노와 아니발
레 카라치 형제가 이 장르를 “rittatini carichi”라고 칭하면서 시작되었다.
caricature의 어원인 후기 라틴어 ‘caricare’와 이탈리아어 ‘caricatura’는 과적
한 상태를 일컫는 ‘überladen’, ‘übertragen’을 뜻하는데, 이는 이 그림이 가진
과장된 성격뿐만 아니라 배후에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언어연관적인 특성
을 뜻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Ernst Scheyer 1966.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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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무렵 토마스 만은 이 작가들의 캐리커처들과 유사한 성격의 그림들을 그

렸는데 이 그림들은 그의 문학 작품이 쓰여지기도 전에 작품의 주제를 미리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b. 토마스 만이 그린 그림: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토마스 만 그림의 문학적, 언어적인 성격은 하인리히 만과 공동으로 제작

한 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Bilderbuch für artige Kinder268)에 들

어 있는 몇 개의 캐리커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은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 형제가 창작초기인 1896 무렵 이탈리아에서 머무는 동안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후 제본과 장정까지 수작업으로 해서 단 한권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33년 이후 나치가 뮌헨 포슁어슈트라

세 Poschingerstraße의 저택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

만 형제의 막내 동생 빅토르 만(1890-1949)의 기억에 의해 일부 복원되

었는데, 그에 의하면 이 책에는 모두 75개의 그림이 들어있었으며 그 중에

28개는 채색화, 47개는 동판화였고 그림과 텍스트가 같이 있는 작품은 모

두 16개였다고 한다. 빅토르는 그림에 붙여진 텍스트들은 형들이 이탈리아

에서 직접 창작한 시와 짤막한 가족들의 이야기, 시민계급에 대한 우스꽝스

러운 풍자, 어린 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세심하게 고른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고 기억한다.269)

소실된 책에 들어 있었던 토마스 만의 그림이 알려지게 된 것은 저널리스

트 아르투어 엘뢰서 Arthur Eloesser(1870-1938)가 쓴 토마스 만. 그

의 생애와 작품 Thomas Mann. Sein Leben und sein Werk (1925)

에 이 캐리커처들이 사진으로 들어 있었던 덕분이다. 이 사진과 함께 책에

들어 있었던 텍스트의 일부가 빅토르 만의 기억으로 되살려져 그의 가족 회

고록 우리는 다섯 Wir waren fünf(1949)의「착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

책」부분에 수록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

268) 이 후 이 책을 그림책으로 표기함.

269) Viktor Mann 1949. 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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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도 회화적으로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하인리히 만이 이 책을

위해 그린 그림들은 책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사실 이 책에 실린 토마스 만의 그림들은 그의 빈약한 회화적 재능을 확

인시켜 줄 정도로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나 회화적 예술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그가 이후에 쓸 문학 작품들의 주제를 예고하고 있어

초기 작가의 문학적 주제 형성을 추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

를 갖는다.270) 1895년에서 1897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이 그림

책에는 모두 6점의 토마스 만 그림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 두 그림은 각각

키 작은 프리데만 씨 Der kleine Friedemann (1897)와 루이스헨

Luischen(1900)의 내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등이 굽은 신체장애를 가진 프리데만은 스스로 세상을 피해 은둔해 살다

가 지역에 새로 부임한 사령관의 부인에게 빠져든다. 이 사랑이 죽음을 초

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이 커플은 축제에

가는 것처럼 잘 차려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자세히 보면 프리데만이 여자

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것같이 보인다(그림 11). 위로 치켜 뜬 날카로운

눈과 뾰족한 헤어스타일은 이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며 결국 이 팜므

270) 이 책의 내용 일부를 복원한 빅토르 만은 책 제작 연대를 1895년과 1897년 사이
로 불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에 들어 있었던 토마스 만의 그림을 처음 분
석한 에른스트 샤이어를 비롯하여 토마스 슈프레혀, 한노-발터 등의 연구자들은 뚜
렷한 근거 없이 1896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토마스 만과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연
구한 일제도어 B. 요나스는 1897년 여름 형과 함께 로마에 머물며 공동으로 부덴
브로크 일가를 집필할 구상을 할 당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빅토르가 형들이
로마와 팔레스트리나에 머물 때 누이 카를라 만 Carla Mann(1881-1910)의 견
진성사 선물로 창작했다고 증언하는 점, 토마스 만이 1897년 가을 첫 장편 부덴
브로크 일가를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하인리히 만과 거리가 멀어지기 전 공동으로
작업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1897년 이전에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1896년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토마스 만 또한 “19살에 형과 함께 이탈리아에
서 빈둥거릴 때 싯구와 부끄럽지 않은 산문-이야기, 회의주의, 반대와 자만심, 당신
의 정신이 가득한 멋진 그림책을 ‘당신(짐플리치씨무스:필자)’이 있기도 전에 만
든 적이 있다”고 하며 이 책이 제작된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Lieber und
gerechter Simplicissimus」(1926) GW X 886. 그러나 토마스 만의 19세는
1894년인데, 토마스 만이 처음으로 형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지낸 것은
1895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므로 정확히 이 책이 정확히 만의 19세 때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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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탈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길은 물속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 된다. 그림 속

에서 묘사된 계단 끝의 강물로 연결되는 기다란 마로니에길 정원과 오벨리

스크는 문학 작품 속의 묘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입구에는 낮고 모서리가 넓은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었다.
거기 뒤쪽, 직선으로 뻗은 마로니에 가로수가 끝나는 곳에서, 그들은 달
빛 속에서 강물이 초록빛으로 희끗희끗 빛나는 것을 보았다.
Am Eingange standen zwei niedrige, breite Obelisken.
Dort hinten, am Ende der schnurgeraden Kastanienallee sehen
sie grünlich und blank Fluß im Mondlicht schimmern.271)

<그림 11> <그림 12>

“변호사 야코비와 그의 부인 Rechtsanwalt Jacoby und Gattin”이라는

부제가 있는 (그림 12)는 루이스헨 Luischen(1900)의 인물들을 묘사

한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병적으로 보이는 뚱뚱한 변호사 옆에는 요부(妖

婦) 암라 Amra가 비스듬히 서있다. 그녀의 성적 매력은 깊게 파인 블라우

스 자락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과 풍성한 소매, 화려한 화장으로 상징된다.

특정 작품과 연관되진 않지만 명백히 토마스 만의 문학적 주제를 형상화하

고 그림들도 있다. 아래 그림들은 토마스 만이 평생의 화두였던 ‘삶 Leben’

271) Der kleine Friedemann(1897) GW VIII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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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머니 자연 Mutternatur’의 주제를 매우 초기부터 비중 있게 여겼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남자의 한쪽으로 내민 혀와 눈썹의 구불거리는 선, 바지

띠의 선과 벌어진 끝은 모두 뱀의 모티브를 상징하며, 이 뱀은 도취를 상징

하는 술병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그림 13). 비쩍 마른 상체와 해골 같은

얼굴은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아니라 죽음에 더 가까워 보인다. 삶에 대한 풍

자적인 태도는 피에로바지를 통해 상징되며 그림 아래 각진 ‘DAS LÄBEN’

글씨와 글자 안의 검은 색칠은 피에로 바지의 마름모꼴 무늬와 스타일을 통

일하고 있어 그림과 언어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한다(그림 14). 강하고 큰 몸

집을 코르셋 안에 숨기고 있는 여성은 앞 쪽에 있는 비쩍 마른 피에로와 대

조적인 모습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짐승처럼 보이는 넓은 얼굴을 감싸고

있으며 동물적으로 보이는 넒은 입 끝에는 앞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혀가 외

설스럽게 밖으로 나와 있다. 샤이어는 거북스럽고 거부감을 주는 이 여성의

모습은 거칠 것 없는 자연의 강한 힘을 상징한다고 분석한다.272)

<그림 13> <그림 14>

272) Ernst Scheyer 1966. S. 167. 샤이어는 또한 이 ‘어머니 자연 Mutter
Natur’의 모습이 마의 산에서 그대로 묘사되며 파우스트 박사에서도 “혀를
언제나 입 한쪽 구석에 내밀고 있는 어머니 자연의 정력과 요술 Mummschanz
und Vexierspiel der Mutter Natur, die immer Zunge im Mundwinkel
hat” Doktor Faustus(1947) GW IV 304 이라고 하는 것처럼 후기의 작품
에까지도 구체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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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는 토마스 만의 이 두 그림들이 훗날 작품에서 ‘말 Wort’을 사용하

여 그가 매우 다층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이

른 시기에 이미 그림으로 고정된 모습, 구체적인 표상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273) 이는 토마스 만이 자신

의 창작활동 중반을 넘어선 1930년에 “이 그림책에서 형과 자신은 ......

그 문학적 캐리커처성, 염세주의적-환상적 유머를 어느 정도 예견했었다

Mein Bruder und ich hatten [...] ihre literarische Karikaturistik,

ihren pessimistisch-phantastischen Humor gewissermaßen

antizipiert in einem Bilderbuch”274)고 회상하고 있는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토마스 만은 그림을 그릴 때도 이미 문학적인

내용에 지배되고 있었으며 그림의 목적 또한 시각예술적인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문학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토마스 만의 기질에 대해 페터 퓟츠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토마스 만은 개인적으로 타고나 발전된 문학적 - 음악적 재능이 지나치
게 강한 나머지, 그에 요구되는 능력을 광범위하게 고갈시켰기에, 시각
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 구분에 따라볼 때, 시각예술작품을 위한 보는
능력은 남아 있지 않았다.
Die persönliche, ererbte und entfaltete Begabung zum
Dichterisch-Musikalischen war so stark, beanspruchte die
hierzu erforderlichen Vermögen derart ausschließlich, daß sie
den Sehsinn für Kunstwerke weitgehend absorbierte gemäß
der Trennung in Augen- und Ohrenmenschen.275)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토마스 만은 회화적인 재능으로 볼 때 ‘시각형 인

간’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그의 그림들은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적 재능보다는 문학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서의

273) Ernst Scheyer 1966. S. 168.

274)「Lebensabriß」(1930) GW XI 105.

275) 퓟츠는 “괴테의 경우에는 토마스 만과 그 관계가 뒤바꾸어 있다”고 언급한다.
“Im Falle Goethes ließe sich das Verhältnis umkehren.” Peter Pütz
1989. S.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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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그림들은 토마스 만의 시각적 표현능력이

문학적 능력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증거라

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4.3.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을 ‘정신’과 배치되는 ‘삶’의

예술로 간주하며 남쪽의 시각예술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토마스 만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더 큰 반감을 갖고 있었는 바,

이는 니체가 자신의 ‘초인’의 모델로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다루었던 르네상

스시대의 무인 체자레 보르지아를 토니오 크뢰거를 통해서 비난하는 것에서

도 분명히 나타난다.276) 그러나 만은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했던 시각예술

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 빈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각

예술과 르네상스 문화에 대한 그의 여타의 태도와는 다른 차별성을 드러낸

다.277) 이 거장들에 대한 만의 이와 같은 수용태도는 다소 예외적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예술가들에 대한 토마스 만의 호의적인 관점은 근

대 이후 독일인들의 두 예술가에 대한 해석과 수용, 이들에게 가졌던 독일

인들의 전통적인 특별한 표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은 이

예술가에 대한 독일 문화에서의 전통적인 해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특히

미켈란젤로의 회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표상, 즉 정신과 삶 사이

에서 고뇌하는 예술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추출해내어 문학 작품 창작에

활용하였다. 또한 만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 곧 1950년 75세의 노인으

로서 19세 소년에게 가졌던 동성애적 감정의 부끄러움을 정당화시킬 수 있

는 통로를 미켈란젤로의 시에서 발견하면서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

276) Tonio Kröger(1903) GW VIII 302. 르네상스 문화 수용과 관련하여 니체와
토마스 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 5.2. 참고.

277) 니체의 라파엘로와 ‘드레스덴의 시스티나 성모’ 예찬과 토마스 만의 이 그림 수용
에 대해서는 본 논문 2.2. 참고



- 132 -

인 측면에서도 미켈란젤로와 자신을 일치시켰다. 이렇게 보면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 전반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입장은 그의 시각적 수용 능력의 부족

이라기보다는 실러와 같은 의지적인 측면 외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 선별적

으로 시각예술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자의적인 해석과 수용 태도에 따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a. ‘정신’으로서의 미켈란젤로 수용

토니오 크뢰거가 자신의 정체를 찾아 북쪽으로 떠난 것과는 달리 현실의

토마스 만은 20대 초반 남쪽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근원과 지향점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가졌다.278) 또한 토니오는 남과 북 사이에서 방황하

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작가 토마스 만은 처음부터 자신의 북쪽 성향을 고수

하였으며 독일정신에 뿌리내린 그의 보수적인 입장은 몇 번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일생 동안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했다고 볼 수 있다.279) 토마

스 만은 1895년 7월 로마로 가서 이미 이탈리아에 와 있었던 형 하인리히

를 만나 로마와 근교 팔레스트리나에서 10월까지 같이 지낸 것을 처음으로

평생 30여 회 이상 이탈리아여행을 하였다.280) 토마스 만은 1930년 약
력에서 작가 초년 시절을 회상하며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미켈란

젤로의 작품을 보았던 때의 강렬한 체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도시(로마:필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역사적-미학적인 인상들을 나는
경외심을 갖고 받아들이긴 했으나, 이것들이 내 것이며 이들이 나를 직

278) 만 형제의 막내 동생 빅토르 만은 형들이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이 그림책을
만들어 와서 뮌헨의 어린 동생들에게 선물했던 1896년 무렵 그들의 유쾌한 분위기
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형들이 그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그들의 근원과 지향점을 찾
아 심각하게 분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Viktor Mann
1949. S. 47.

279) 빅토르 만은 위의 두 형들이 지향점을 남과 북, 동과 서, 전 세계라는 물리적인
위치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Ebd. S. 47-49.

280) 토마스 만 초기의 이탈리아 체류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이탈리아가 토마스 만 문
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요나스의 책 Ilsedore B. Jonas: Thomas Mann
und Italien. Heidelberg 1969 참고. 특히 이 책의 11-16 쪽에는 토마스 만
의 이탈리아 여행 행선지와 체류 기간, 작품 집필, 동행자 등에 대한 정보가 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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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추동할 수 있으라는 바로 그 느낌을 갖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
다. 바티칸의 고대 조각은 르네상스 회화보다 내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
었다. 최후의 심판은 철저히 염세적으로-도덕적이며 반쾌락주의적인 내
정서에 부합하는 극상으로서 나를 전율시켰다.
Die historisch-ästhetischen Eindrücke, welche die Stadt zu
bieten hat, nahm ich ehrerbietig auf, nicht eben mit dem
Gefühle, daß sie meine Sache seien und mich unmittelbar zu
fördern vermöchten. Die antike Plastik des Vatikans hatte
mir mehr zu sagen als die Malerei der Renaissance. Das
Jüngste Gericht erschütterte mich als Apotheose meiner
durchaus pessimistisch-moralischen und antihedonistischen
Stimmung.281)

토마스 만은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 로마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해 경외

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문화에 속한다고 간주한 시각예술,

특히 이탈리아의 시각예술을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

며 이 예술이 자신의 창조성을 촉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282) 그러나 만

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이 작품이 자신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르네상스 회화예술에 대해 가졌던 그의 부정적 입장

에 배치되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만에게 미켈란젤로는 단지 이탈리아

르네상스화가 중 뛰어난 대가들 중 한 명이 아니었다. 20세의 젊은이였던

토마스 만이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 벽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정확히 400년 전 태어난 르네상스의 대가에게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예술가로서 자신과 비슷한 감정과 가치체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받은 전율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토마스 만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대

한 숭배에 가까운 애정은 그의 말년까지 계속되었다.283) 만은 파우스투스
281) Lebensabriß (1930) GW XI 103.

282) 토마스 만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시각 문화유산에 기본적인 존경심은 갖고 있지
만 실러처럼 이탈리아 시각예술의 세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1954년 케레니
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쓴 것으로 보아 남쪽의 시각적 문화 유산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3) 토마스 만과 미켈란젤로의 관계를 다룬 최신 연구는 Michael Thimann: Thomas
Mann und das Michelangelo-Bild der Deutschen. In: Katrin Bedenig
Stein/Thomas Sprecher/Hans Wysling(hrsg.): Thomas Mann Jahr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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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1947)에서 주인공 레버퀸의 오라토리오 대지앙 Apocalipsis의 내

용에 대해 서술하면서 20세에 보았던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서 느꼈던 전율을 50여 년 후에 다시 소환한다.284)

레버퀸의 음으로 울리는 회화는 단테의 시로부터 나온 것을 많이 갖고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의 육체로 넘쳐나는 벽, 여기서는 천사가 멸망의
나팔로 몰려들고, 저기서는 카론의 나룻배가 죽은 자들을 내려놓고, 죽
은 자들이 부활하고, 성인들이 찬양을 올리고, ...... - 요컨대, 최후의
심판의 그룹 별 구성, 그리고 장면 구성에 관하여.
Von Dante’s Gedicht hat Leverkühns tönendes Gemälde viel,
noch mehr körperstrotzend übervölkerte Wand, auf weicher
Engel hier in die Posaunen des Untergangs stoßen, dort
Charons Nachen sich seiner Last entlädt, die Toten
auferstehen, die Heiligen anbeten, [...]- kurzum, von dem
Gruppen- und Szenenaufbau des Jüngsten Gerichts.285)

이와 같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토마스 만의 애정은 무엇보다 미 자체를 숭

배하는 예술가, 예술의 도움으로 자연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분투하여

승리한 선배 예술가로서의 존경심에서 근거하는 것이었다.286)

토마스 만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본 이후에 그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된 것은 1907년의 프리츠 크납 Fritz Knapp(1870-1938)과

1919년 오스발트 슈펭글러 Oswald Spengler(1880-1936)의 저서287)를

Bd. 26. Frankfurt a. M. 2013. 39-52.

284) 파우스투스 박사의 ‘대재앙 Apocalipsis’ 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함께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정벽화 ‘천지창조’의 일부를 그대로 묘사한 부분
이 있어서 토마스 만이 초기에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에게서 받은 깊은 인상이 매우
강렬했으며 말년에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oktor Faustus(1947)
GW VI 676. 참고. 파우스트 박사에서 만이 미켈란젤로 그림을 참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Hans Wysling/Ilsedore B. Jonas 1975. 391-393 쪽 참고.

285) Doktor Faustus(1947) GW VI 476. 인용 내 강조는 본 논문의 필자.

286) Katrin Bedenig Stein 2001. S. 90.

287) Fritz Knapp(hrsg.): Michelangelo. Des Meisters Werke in 169
Abbildungen. 2. Aufl., Stuttgart/Leipzig 1907., Oswald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Umrisse einer Morphologie der
Weltgeschichte. Bd. 1. Gestalt und Wirklichkeit. Wien/Leipzig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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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였다. 특히 만은 예술사학자 크납의 책 서문에서 미켈란젤로가 색채

보다는 선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나신(裸身)을 탁월하게 묘사했다는 점, 미

켈란젤로 그림이 정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많은 줄을 치고 메모

를 남겼다.288) 선적인 것은 미켈란젤로에 대한 만의 애정에서 중요한 요소

였다. 색채와 비교했을 때 선이 갖는 이성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는 르네상

스 시대에 이미 드로잉 중심의 피렌체 미술과 색채를 중시하는 베네치아 미

술을 비교한 ‘디세뇨와 콜로레 disegno e colore’ 논쟁으로 시작되었

다.289) 바사리를 비롯한 르네상스 지식인들은 아이디어와 구상과 관계되는

피렌체의 디세뇨 미술이 즉흥적인 베네치아 화파의 콜로레 회화보다 우세하

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예술사에서는 선적인 것이 색채보다 이성

적이고 창의적이며 정신적이라고 간주되어왔다. 피렌체 미술에 근거를 두었

던 미켈란젤로는 디세뇨 개념이 적용되는 세 가지 예술, 회화와 조각, 건축

모두를 아우르며 이들 모두를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올려놓은 예술가로서,

이전에는 수공업자로 간주되던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지위를 이성적인 지

식인으로 격상시킨 예술가였다. 그는 정신적인 것을 손으로 구현한 지적인

예술가로 생전에 이미 높이 추앙되었다. 토마스 만이 선을 기초로 한 디세

프릿츠 크납과 오스발트 슈펭글러를 통한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에 대해서
는 Katrin Bedenig Stein 2001. S. 98-100. 참고. Michael Thimann
2013의 논문도 토마스 만이 미켈란젤로를 독일 정신사의 전통선상에서 수용한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288) Katrin Bedenig Stein: 2001. S. 99.

289) ‘디세뇨 콜로레’논쟁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회화에서 드로잉과 채색 사이의 우위
에 관한 것이었다. 회화에서 드로잉은 예술가의 아이디어 고안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을 모방하여 실제로 채색을 하는 그림 그리기의 실행과정과 대조되는 것이었
다. 사실 이 논쟁은 16 세기 이탈리아 회화의 두 전통적인 화파, 피렌체를 중심
으로 한 이탈리아 중부와 베네치아 중심의 이탈리아 북부 화파 사이의 대립과 우
위에 관한 것이었다. 피렌체에서는 화가들이 주로 드로잉과 준비를 위한 연구과
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베네치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캔버스에 그
려서 더 즉흥적이고 표현적인 그림을 창착하였다. 두 가지의 상이한 회화 창작
접근법은 조르지오 바사리 Giorgio Vasari(1511-1574)와 로도비코 돌체
Lodovico Dolce(1508-1568)에 의해 상세히 논의되었다.
Claire Pace:http://www.italianrenaissanceresources.com/glossary/disegno-e-color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 27. 9시 41분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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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예술가 미켈란젤로에게서 발견한 것은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면이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의 그림 또한 선적이라는 사실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290)

토마스 만은 후기 작품 율법 Das Gesetz(1947)에서 모세를 미켈란젤
로의 얼굴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가 미켈란젤로를 단지 르네상스 시대

의 위대한 시각예술가로서만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신적인 의미까지 취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그림 15).

<그림 15> 다니엘라 다 볼테라: 모세(1584)

작품 속 모세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천지창조에서의

예레미아 선지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290) 본 논문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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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부분)

<그림 17>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 배치291)

291) 헤르베르트 폰 아이넴: 미켈란젤로.(최승규 역). 한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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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지켜보며 고뇌하는 선지자의 강하고 억센

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그림 16). 세상의 질고를 겪어낸 듯한 지적

인 예언자의 손은 정신적인 것을 시각적인 형상물로 구현한 이성적인 예술

가 미켈란젤로의 손, 다시 말하면 단련된 장인의 손과 고뇌하는 지식인의

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손을 연상시킨다.

그가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함과 그로부터 받은 사명
에 가득 차 있는, 여러 해를 살아온 남자였다. 납작 눌린 코에 툭 튀어
나온 광대뼈, 나누어진 수염, 서로 떨어져 있는 눈과 넓적한 손목은, 자
주 하듯이 특히 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오른 손으로 입과 수염을 감
싸고 있을 때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Als er von dort zurückkehrte, seiner Gottesentdeckung und
seines Auftrages voll, war er ein Mann auf der Höhe der
Jahre, stämmig, mit gedrückter Nase, vortretenden
Backenknochen, einem geteiltem Bart, weitstehenden Augen
und breiten Handgelenken, wie man besonders sah, wenn er,
was oft geschah, grübelnd Mund und Bart mit der Rechten
bedeckte.292)

토마스 만은 이 작품에서 젊은 여호수아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1504)처

럼 묘사하기도 했다(사진 18). 여기서 묘사된 요슈아는 젊고 강인한 남자

로서 정신적인 면모보다는 육체적인 남성성이 강조된 모습이다. 토마스 만

은 미켈란젤로가 젊은 남자의 육체, 건강한 근육질의 나신의 묘사에 집착했

다는 점을 주목하고 젊은 남자의 아름다운 육체를 통해 느끼는 자신의 미

적, 동성애적인 욕구를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야훼신의 이름 여호수아, 짧게는 요슈아라는 이
름을 주었으며, 그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간직했다– 똑바로 서있는
곱슬머리의 건장한 젊은 남자, 튀어나온 아담의 사과와 눈썹 사이에 뚜
렷하게 그어진 한 쌍의 주름을 갖고 있는 남자...... .
Aber Mose hatte ihm den Jahwe-Namen Jehoschua, auch

292) Das Gesetz(1947) GW VIII 816f. 이 작품에서 토마스 만의 인물묘사와 미
켈란젤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Hans Wysling/Ilsedore B. Jonas 1975.
354-357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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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weg Joschua, verliehen, und den trug er nun mit Stolz,
- ein gerade stehender, sehniger junger Mensch mit einem
Krauskopf, vortretendem Adamsapfel und einem bestimmt
eingezeichneten Faltenpaar zwischen seinen Brauen [...].293)

이와 같은 점을 통해 볼 때 토마스 만은 미켈란젤로에게서 르네상스 시각

예술의 거장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넘어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고뇌하는

선지자, 정신적인 것을 지향하면서도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탐하는 예술가로

서 자신과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이 점 또한 만이 그를 평생 동안 예

찬하고 좋아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8> 미켈란젤로: 다비드(1504)

슈펭글러를 통해서 토마스 만은 예술가 미켈란젤로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자신의 예술가 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슈펭글러는 미켈란젤로를 고대의 이교도적 육체성과 반종교개혁 시대의 정

293) Das Gesetz(1947) GW 8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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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예술가, 르네상스 시대의 조화와 균형에서 벗어나

바로크의 역동적인 기괴함을 향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예술가로 파악

하였다. 슈펭글러는 미켈란젤로의 이러한 양식적 균열이 가장 잘 드러나 있

는 작품으로 앞서 언급한 ‘최후의 심판’을 꼽고 있다.

프레스코화의 모든 방법, 거대한 규모, 강력한 표면, 벌거벗은 인물들의
밀집, 색채의 물질성은 여기서 극도로 긴장감 있게 그 (즉 미켈란젤로:
필자) 안에 있는 이교도성을, 가장 르네상스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그
러나 그의 두 번째 영혼, 단테의 고딕-기독교적인 정신, 넒은 공간의
음악적 영혼은 구도의 형이상학적 질서로부터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나
며 저항을 이루어 냈다.
Alle Mittel des Fresko, die großen Konturen, die mächtigen
Flächen, die drängende Nähe nackter Gestalten, das
Stoffliche der Farbe sind hier zum letzten Male bis zum
äußersten gespannte, um das Heidentum in ihm - im
höchsten Renaissancesinne – zu befreien. Aber seine zweite
Seele, die gotisch-christliche Dantes und der Musik weiter
Räume, die deutlich genug aus der metaphysischen
Anordnung des Entwurfs redet, leistete Widerstand.294)

그러나 슈펭글러가 파악한 미켈란젤로의 내적 균열은 단지 말기 르네상스

와 초기 바로크 사이에서 불안정한 에너지로 표현된 매너리즘적인 회화양식

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다. 슈펭글러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에서 자

신 안에 있는 이교도적 성향을 최고도로 긴장감 있게 분출시키고 있지만 동

시에 형이상학적 질서에서 나온 그의 두 번째 영혼으로 여기에 저항을 하고

있다면서 화가의 갈등이 감각과 정신, 분출과 억제 사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슈펭글러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는 단테의 고딕–기독교적 정신

을 가진 최후의 이교도였다.295) 토마스 만이 받아들인 미켈란젤로는 이러

한 두 세계 사이의 갈등과 내적인 균열로 인해 고통 받는 예술가였다. 토마

294) Oswald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Umrisse einer
Morphologie der Weltgeschichte. Bd. 1: Gestalt und Wirklichkeit.
Wien/Leipzig 1918. S. 385f.

295) Michael Thimann 2013.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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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만은 신처럼 추앙받았던 위대한 시각예술가 미켈란젤로보다는 멜랑콜리

예술가, 내면의 분열로 인해 고뇌하는 근대적인 예술가의 원형 Prototyp으

로서의 미켈란젤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296)

b. ‘삶’으로서의 미켈란젤로 수용

토마스 만에게 미켈란젤로는 탁월한 시각예술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만

에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감정을 생생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대변한 시인이

기도 했다.297) 토마스 만은 1950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호텔에 머무는 동

안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19세의 젊은 청년 프란츠 베스터마이어 Franz

Westermeier의 아름다운 눈과 얼굴을 보고 동성애적인 감정을 느낀다. 만

은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자신의 사랑, 노대가의 터무니없는 사랑에 따른

고통과 씁쓸함,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분출구를 미켈란젤로가 남긴 사랑의

소네트에서 발견했다.298) 베데니히 슈타인에 따르면 미켈란젤로의 시에서

만의 관심은 형식 등의 다른 문제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야생식물

Wildwuchs”같은 그의 시적 감정 표현에 있었다. 베데니히 슈타인은 또한

전인적인 르네상스 인간이 마치 “벌거벗은” 듯한 언어로 감정을 그대로 토

296) Michael Thimann 2013. S. 52.

297) Michael Thimann 2013. S. 42-43.

298) 미켈란젤로(1475-1564)는 25세 때부터 죽기직전까지 평생 300여 편의 시를
남겼다. 이 시들은 생전에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며 그의 큰 조카 미켈란젤
로 주니어에 의해 과도하게 편집된 채로 사후에 빛을 보았다. 미켈란젤로의 편지
와 시, 대화 등의 자료를 선별하고 번역하여 독일에 소개한 것은 하인리히 코흐
Heinrich Koch였다. 베데니히 슈타인은 코흐가 이 시들이 갖는 형식에는 관심
을 갖지 않아 이 후에 이 시들이 원본에 충실하게 수용되는 것에 오히려 폐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시인으로서 미켈란젤로의 진가가 인정받지 못하
게 된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베데니히 슈타인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시
형식이야말로 전통적인 시인들과 구분되는 점으로, 부분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시
는 딜레탕트의 산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시인의 창작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베데니히 슈타인은 또한 이 시들이 일차적으로 시인의
심리적-자전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철학적인 깊은 생각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고 밝힌다. Katrin Bedenig Stein 2001. S.
109-110. 하인리히 코흐에 의한 미켈란젤로 시 번역과 소개는 Michelangelo:
Briefe, Gedichte, Gespräche, ausgewählt, eingeleitet und übersetzt
von Heinrich Koch. Frankfurt a. M./Hamburg 19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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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했다는 점에서 미켈란젤로의 시들은 토마스 만에게 더욱 호소력 있게 다

가온 것으로 보인다.299) 토마스 만은 이 사랑의 사건을 1950년 7월 무렵

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에세이「미켈란젤로의 에로틱 Die

Erotik Michelangelo’s」(1950)에서는 시인의 감정에 기대어 자신의 강

렬하고 직설적인 사랑에 대해 서술한다.

이 책은 마음을 뒤흔드는 흥분과 절망에 빠진 감정의 힘으로 나를 사로
잡았다. 그것은 바로 시적인 야생식물 – 엄격한 소네트형식이 여러 차
례 방해되긴 했지만, 우리는 시보다는 고통스럽게 미를 통해 신을 추구
하는 위대한, 지나치게 위대한 영혼의 아픔과 씁쓸함, 사랑과 비애의
분출에 더 관심이 있었다. ...... 강인한 예술가가 하는 이 외로운 고백
의 뒤흔들 듯 파고듦을 통해 그것들(미켈란젤로의 시:필자)은 거의 예
술을 벗어나고 문화를 벗어나 벌거벗은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들의 기분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로잡았다;......
이 열정의 충만함이,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활력의 지표가, 여기서 언어
로 사로잡혀 있다니!
Das Buch hat mich dank seiner Aufgewühltheit, seiner oft
verzweifelten Gefühlsmacht tief ergriffen. Es ist dichterischer
Wildwuchs – ja, wiewohl die obligate Sonettform vielfach
eingehalten ist, haben wir es mehr noch mit Ausbrüchen des
Schmerzes, der Bitterkeit, der Liebe und des Elends einer
großen, übergroßen, leidend durchs Schöne zu Gott
strebenden Seele zu tun als mit Gedichten. [...] Aber gerade
durch das erschüttert Hingewühlte dieser einsamen
Geständnisse des gewaltigen Künstlers packen sie so
ungeheuer, auf eine fast außerkünstlerische, außerkulturelle,
nackt menschliche Weise, unser Gemüt; [...]
Welche Fülle von Leidenschaft ist hier, Merkmal einer
ungeheuren und gequälten Vitalität, ins Wort gebannt!300)

토마스 만은 위의 글에서 “뒤흔드는”, “파고들 듯한”, “예술을 벗어나”,“문

화를 벗어나”, “벌거벗은”, “열정의 충만함”,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활력”과

같은 극도로 표현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미켈란젤로의

299) Katrin Bedenig Stein 2001. S. 99.

300)「Die Erotik Michelangelo’s」(1950) GW IX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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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301) 만은 1950년 7월 19일의 일기에서 미

켈란젤로의 직설적인 사랑의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

솔직히 고백한다.302) 자신에게는 어린 소년의 얼굴, 거의 ‘정신적인 것’에

가까운 그의 눈이 중요한 관심사이지, 미켈란젤로의 시로부터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토마스 만은 미켈란젤로의 사랑의 시에

서 특히 눈과 시선, 얼굴 등 외적인 용모를 표현한 부분에 강한 관심을 보

이며 자신의 “신적인 소년 göttlicher Jüngling”의 이상을 여기서 발견한

다. 그는 사실 동성애 대상 베스터마이어의 전체 몸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에 가까운’ 그의 눈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한 육체적

인 사랑의 충동이었다.

그(미켈란젤로:필자)에게서는 항상 용모와 사람들이 굴복하는 ‘아름다운
얼굴의 힘’에 대해 언급된다. 그(베스터마이어:필자)의 얼굴을 바라봄으
로 해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 이 감정을 찾게 되는 데는
자연적으로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그의 전체 모습이 내 관심을 끈 것
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잤더라면 그것도 틀림없이 좋았을 것이나, 나
는 그의 골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고 그의 눈- 그러니까 거
의 ‘정신적인 것’에서 애정을 느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플라토니즘
을 통한 영향?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그 이상이다.
Immer ist vom Antlitz die Rede und von der ‚Forza d’un bel
viso‘, der man unterliegt. Wie ganz entstand mein Gefühl
aus dem Anblick seines Gesichts, - nach dem zu suchen die

301) 예술사학자 티만은 이 강한 표현들이 사실 독일의 미켈란젤로 담론에서 19세기
이후 토마스 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수식어들이 ‘제국 건설기 Gründerzeit’의
상투적인 독일 예술가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의미를 포함하
고 있다는 것이다. 티만은 이 시대 독일인들이 미켈란젤로는 전통적인 예술적 감
각을 뛰어넘어 이를 극복한 위대한 무법자로 생각했으며 그의 위대함은 더 이상
인간적인 척도로는 측량 불가능한 행위자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고 위대한 미켈란
젤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러한 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Michael
Thimann 2013. S. 52.

302) 토마스 만이 일기에 인용한 미켈란젤로의 시구는 대부분 눈과 얼굴, 용모, 시선
에 관한 것이다.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시 인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atrin Bedenig Stein 2001의 각주 167, 168, 1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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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 sich wohl nicht gar viel Mühe gegeben. Seine Gestalt
hat mich nicht sehr gekümmert. Es müßte lieblich sein, mit
ihm zu schlafen, aber ich stelle mir von seinen Gliedern
nichts Besonderes vor und wäre zärtlich zu ihnen um seiner
Augen – also beinahe um etwas ‚Geistigen‘ willen.
Beeinflussung durch Michelangelos Platonismus? Aber ich
glaube, es ist mehr.303)

이런 점에서 토마스 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육체에 매혹되었던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시에서 공감대를 느꼈으며 또한 자신과 비슷하게 ‘강

력하게 지속되는 자연의 힘’으로서의 사랑을 했던 미켈란젤로와 괴테, 톨스

토이의 반열에 자신을 편입시키면서 자신의 사랑을 정당화 시키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토마스 만과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비슷

한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시들에게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에 대한 나이
든 이들의 ‘파워’이다. 이 사랑에 나는 멜랑꼴리한 조각가와 함께 그리
고 괴테와 톨스토이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Was mich an jenen Gedichten anspricht von gleich zu gleich
ist die ‚Ermächtigung‘ des Alters zur Liebe, die ich mit dem
melancholischen Bildhauer wie mit Goethe und Tolstoi teile.304)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은 미켈란젤로를 단지 위대한 르네상스의 시각예술가

로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사이에서 고뇌하는 근대적인

예술가의 원형으로서, 또한 노년에 느낀 사랑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인간적

감정의 동지로서 그에 대해 다양한 표상을 가지고 수용했다는 사실이 드러

난다. 또한 만은 미켈란젤로에게서 자신이 보고자하는 정신적이고, 추상적,

감정적인 개념을 선택적으로 이끌어 내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의 미켈란

젤로 수용과 해석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의 미켈

란젤로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예술사학자 요제프 이모르데 Joseph

303) Thomas Mann: Tagebücher. Inge Jens(hrsg.). Frankfurt a. M.
1977-1955. 19. Juli 1950.

304)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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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rde의 해석을 참고 할 수 있는데, 이모르데에 따르면 토마스 만의 미켈

란젤로 해석은 제국 건설기로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의 미켈란젤로 수용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 시기의 독일인들의 미켈란젤로 숭배는

‘민족주의적인 자기암시 Selbstdeutung’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305)

최근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양상을 연구한 미하엘 티만은 로만 계통

의 민족들과는 반대로 깊은 고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독일적인‹정신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독일의 예술가, 영혼으로 충만

한 고딕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306) 티만은 이와 같은 독일인들의 자

의적인 미켈란젤로 해석은 뿌리가 깊은 것으로서 괴테 시대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다고 말한다.307) 괴테는 로마의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훗날의 토마스

만처럼 미켈란젤로 회화에 완전히 압도되어 “시스티나를 보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이탈리아 기

행에서 표현한 바 있다.308) 이와 같은 독일인들의 미켈란젤로 숭배는 칸

트적인 숭고의 개념과 연결되어 18세기 후반 정점에 달하였으며 토마스 만

의 1895년 시스티나 방문과 미켈란젤로 체험은 이러한 독일적 미켈란젤로

수용의 전통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 때에 시각적으로 미

켈란젤로를 체험한 만이 70세가 넘어 율법(1947)과 파우스트 박사
(1947)에서 소환한 미켈란젤로의 표상이 독일인, 독일적인 근대 예술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미켈란젤로는 토마스 만에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각

예술가라기보다는 니체, 쇼펜하우어, 바그너의 ‘세 별’에 이은 네 번째 별로

305) Joseph Imorde: Michelangelo, Dichter, Dulder, Deutscher. In: Michael
Glasmeier(hrsg.): Künstler als Wissenschaftler, Kunsthistoriker und
Schriftsteller. Köln 2012. S.171-186.

306) Michael Thimann 2013. S. 52.

307) Ebd. S. 49. 니체의 라파엘로 예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인들은 특히 낭만
주의시대에 라파엘로를 작품 ‘변용 Transfiguration’과 ‘시스티나의 성모
Sixtinische Madonna’를 그린 화가로 열광적으로 찬양했다.

308) Johann Wolfgang von Goethe: Italienische Reise Rom 23. August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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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일적인 정신을 가진 선배 예술가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다.309) 만

은 또한 미켈란젤로를 시각예술과 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융합적

으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율법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시각예술을 통

해서 문학적인 이미지를 도출해내고 미켈란젤로의 에로틱에서 볼 수 있듯

이 만은 미켈란젤로의 시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의 공감대를 발견한다. 시각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만에게 문학적으로 영감을 주었으며 시인 미켈란젤로

는 시각적인 대상, 아름다운 용모에 집착하는 ‘시각형 인간’으로서의 연대감

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양상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시각예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정신적인 것을 이끌어

낼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시각예술가와 작품에는 전통에 의해서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든 긍정적

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 모

두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만 그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은 정신적인 것, 내면을 추구하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목표와 배치되는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표피적인 시각예술이었

던 것이다.

309) Katrin Bedenig Stein 2001. S. 97.
베데니히 슈타인은 토마스 만이 르네상스 예술을 다루고 있는 피오렌차에서 정
신과 감각을 대표하는 주인공 사보나롤라와 로렌초 데 메디치 외에 미켈란젤로와
같은 제 3의 강한 인물, 예술가를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대조적인 두 인물의 양
극성을 약화시키거나 균형을 잃게 만들까 해서였다고 주장한다. 베데니히는 이
드라마에 중요한 시각예술가들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으며 사보나롤라, 로렌초 모
두와 관계있는 화가 보티첼리 또한 간접적으로만 언급될 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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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마스 만의 초기작품과 시각예술

토마스 만이 초기 작품에서 시각예술을 다루는 양상을 살펴보면 그가 작

품 속에서 단순히 대상의 외양 묘사에 그치지 않고 기법과 양식, 작가와 작

품뿐만 아니라 특정 사조와 이에 내포되어 있는 철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측면에서 시각예술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의미를 주

제와 긴밀히 연결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시기까지 쓰여진 유일한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는 일반적으로 만의

대표적인 음악적 작품으로 꼽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과 이 공간 속

에 들어 있는 시각예술의 모티브들 또한 음악만큼이나 섬세하고 의미심장하

게 작품 안에 잘 짜여 들어가 있어 시각예술이 주제의 전개에 중요한 기여

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은 여기서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뿐만 아

니라 특정 회화에 사용된 기법의 의미까지도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시

키면서 시각예술적인 대상들을 작품의 주요한 라이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볼 때 시각예술에 대한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과는

달리 그가 이 예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글라디우스 데이(1902)는 구체적인 예술 작품, ‘외설스러운 성모

자상 사진’이 이야기 전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다는 점, 곧 시각예술작품

자체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로 음악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마스 만의 다른 작품과 달리 눈에 띄는 작품이다. 여기서는

특히 세기 말 시각예술이 성행했던 뮌헨에서 전개되었던 여러 시각예술 사

조 가운데 15세기 르네상스의 근대적 모방현상, ‘르네상치스무스’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예술에 있어서

‘정신과 삶’의 문제를 작가가 직접 시각예술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토마스 만의 부정적인 시각예술관의 근거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만의 유일한 드라마로서 르네상스 예술을

‘정신과 삶의 대립’의 장에서 치열하고 다루고 있는 피오렌차(1905)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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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작가가 초기에 시각예술을 통해서 ‘정신과

삶’의 대립 문제를 다룰 때 형식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했음을 보여준다.

힘겨운 시간(1905)은 토마스 만이 자신의 창작 세계와 시각의 세계가

갖는 관계를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작가의 정신세계에서 이 영역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라고 하겠다. 이 작품은 다른 인물의 등장 없이 창작의 고뇌를 토로하는 주

인공의 내적 독백 형식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흥미와 긴장감이 떨어지는 까닭

에 그 동안 이 작품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은 이 작품을 통해 초기 작가로서 자신의 창

작이 나아갈 방향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의 정신세계와 전체 작품 해

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만은 이 작품에서 문학 창작에

있어서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러에 기대어 정당화함으로써 그의 시각예

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독일 이상주의 전통에 근거한 의도적인 배제였

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5.1. 부덴브로크 일가: 몰락과 죽음의 시각예술 모티브

19세기 말 뤼벡의 부유한 상인 가문의 4대에 걸친 몰락을 그리고 있는 토

마스 만의 첫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는 그의 대표적인 자전적 소설이다.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시민 가문의 몰락은 예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

다. 즉, 왕성한 생명력이 넘쳐흐르던 가문의 생물학적인 몰락은 정신적인 상

승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술, 구체적으로는 바그너 음악은 여

기서 몰락과 상승의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음악에 의해 몰락의 길을

가기 전 본래 부덴브로크 가문은 구체적이며 조형적인 것을 좋아했고 따라

서 비음악적인 세계였다.310) 그러나 3대째에 이르러 토마스 부덴브로크 대

표의 부인 게르다 Gerda를 통해 가문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음악은 부덴브

310) 황현수: 토마스 만의 문학과 사상. 세종출판사 1996. 44 쪽.



- 149 -

로크 가문을 건강한 시민적 삶의 세계로부터 몰락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음악의 역할은 바그너 음악에 경도되어 시민적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제 4대의 한노 Hanno에 의해 절정에 도달한다.

부덴브로크 일가는 주제뿐만 아니라 기법, 구조상으로도 바그너 음악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에 들어 있는 음악의 의미를 분석한

켄 모울덴 Ken Moulden은 작품의 창작에 미친 바그너의 영향력에 대해

토마스 만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언급한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첫 번째 대규모 “오케스트라 총보 Partituren”
(BeU 319)인부덴브로크 일가에서 바그너의 “모티브기법과 심포니적
인 변증법”(Üms 65)영향 아래, 음악적인 요소들이 양식구성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II장의 B와 D), 음악 자체가 제 1 주제가 되는 4 악
장으로 이루어진 몰락의 심포니를 썼다:
In ⟩Buddenbrooks⟨ als der ersten seiner großen »Partituren«
(BeU 319) schrieb Thomas Mann unter dem Einfluß der
»Motivtechnik und symphonischen Dialektik«(Üms 65)
Wagners eine Symphonie des Verfalls in vier Sätzen, in der
nicht nur die musikalischen Elemente stilbildend wirken(vgl.
Kapitel II, B und D), sondern auch die Musik selbst zu
einem Hauptthema wird:311)

이와 같이 음악이 작품의 내용, 구조적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

라 부덴브로크 일가는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음

악적인 작품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음악 외의 다른 영역은 작품 해석과 문헌

연구에서 음악만큼은 중요치 않은 대상으로서 특별한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시각

예술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는 게로 폰 빌퍼르트 Gero von Wilpert이다.

그는 “토마스 만의 창작세계에서는 전적으로 음악이 전면에 부각되어 다른

예술들을 대표하고 있는 반면, 시각예술과 작품의 주제는 ‘불분명한 관계

unartikuliertes Verhältnis’로 간주되며 지금껏 문헌 연구에서 별로 주목

311) Ken Moulden: Die Musik. In: Ken Moulden/Gero von Wilpert(hrsg.):
Buddenbrooks-Handbuch. Stuttgart 1988. 305-318. S.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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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312) 그러나 부덴브로크 일가에 들어 있는 음악

의 영역 외에도 가문 구성원들의 신앙 세계, 문학 혹은 시각예술에 대한 묘

사에 나타난 모티브들을 보면 이들이 음악만큼이나 섬세하고 의미심장하게

작품 안에 잘 짜여 들어가 있어 전체 장편의 라이트모티브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대에 결친 가문의 몰락과 더불어 그들의

미적 취향은 선대에서는 시민으로서 가문의 삶을 미화시키고 고양하는 역할

을 했던 것으로부터 후대로 가면서 점점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열망과 목표

에 부응하게 되는 것을 시각예술적인 대상들의 묘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313)

‘몰락과 죽음’의 데카당스 현상 그 자체로서 바그너 음악이 서사를 표면적

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 이 현상의 근거로서 쇼펜하우어 철학은 작품에

관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경험적 현상의 세계는 단순한

표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세계의 ‘맹목적인 의지’를 본질적인 것

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현상의 세계는 무기적 자연에서 동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러한 의지의 개체화, 개별화의 제 단계에 불과하며 개체

의 몰락과 소멸은 세계 의지의 실현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314) 개체가 고

통스러운 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예술적 관조에 의해 세계를

망각하는 것이었다. 이 때 예술은 쇼펜하우어에게는 ‘의지 그 자체’인 음악

만을 의미했으며 건축과 회화, 시는 진정한 예술이 아닌 단지 ‘그림자’에 불

과한 것이었다.315) 이와 같은 맥락에서부덴브로크 일가에 복제된 시각예

술품, 동물 박제 등의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의

미하는 허상으로서의 현상세계를 상징하는 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312) Gero von Wilpert: Die bildenden Künste. In: Ken Moulden/Gero von
Wilpert(hrsg.): Buddenbrooks-Handbuch. Stuttgart 1988. 259-267.
S. 259..

313) Ebd. S. 266f.

314) 임석진(편): 철학사전. 중원문화 1987. 381 쪽 참고.

315) 공병혜: 쇼펜하우어의 미학사상. In: 미학대계간행회(편): 미학의 역사. 미학대계
제1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349-365. 359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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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소멸을 뜻하는 죽음의 모티브는 작품 속에서 특정 시각예술작품의

모티브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토르발트센 Bertel Thorvaldsen

(1770-1844)의 ‘예수상’은 죽음을 상징하는 직접적인 모티브로서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시각예술이 이 작품 속에서 주제 자체가 되기도 하는 음악처럼 표

면적으로 드러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작품의

시각예술들은 서사의 배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시각예술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들이 19

세기 시민계급의 예술적 취향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 속 시각예술에 대해 빌퍼르트는 “부덴브

로크 일가에서 시각예술은 음악이 이 소설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징후로서의 경향을 입증한다 die Kunstwerke der Buddenbrooks [...]

Tendenz belegen, die [...] symptomatisch sind für die Rolle, die

die Musik in diesem Roman spielt”고 말한다.316) 가문의 구성원들은

음악을 통해 점차 예술로 경도되어 공적 삶을 포기하고 개인의 미적 세계에

빠져 들며 이 과정에서 시각예술은 몰락과 죽음에 이르는 데카당스화 경향

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징후로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건전한 시민적 취향

이 반영된 초기 멩슈트라세의 단정하고 실용적인 저택의 공간 양식은 제 3

대 토마스 부덴브로크의 피셔그루베 새 저택에 이르면 집 주인 부부의 개인

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과도하게 심미화된 건축양식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단락에서는 부덴브로크 일가에 들어 있는 시각

예술적인 요소들이 ‘몰락과 죽음’의 징후를 나타내는 라이트 모티브로 사용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각예술이 작품 전체 주제와 갖는 관련성을 입

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가문의 몰락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몰락

의 징후로서 주거 공간의 변화’, 쇼펜하우어적인 실제와 허구사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실재의 그림자로서 시각예술’, 구성원들의 죽음을 직

316) Gero von Wilpert 1988. S.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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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상징하는 ‘죽음 모티브로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시각예술의 모티브를 분석하겠다.

a. 몰락의 징후로서 주거 공간의 변화

작품 속에서 부덴브로크 가문의 대표들이 거주했던 공간은 제 1대 요한

과 2대 쟝 부덴브로크가 회사를 운영하며 거주했던 멩슈트라세의 저택과 3

대 토마스가 신축하여 이사하는 피셔그루베의 저택, 토마스의 죽음 후 미망

인 게르다와 제 4대의 한노가 이사하는 교외의 전원주택 등, 크게 세 곳으

로 구분된다. 멩슈트라세와 피셔그루베의 저택은 회사와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있어 공적, 사적 영역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던 반면, 게르다와 한노

만 거주하게 된 교외의 집은 시민적 의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사

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한노의 죽음 후 게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부덴브로크 가문의 현실에서의 공간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와

같이 작품 속에서 주거 공간은 가문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시

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가문의 구성원들은 자신

들의 운명을 주거 공간과 연관하여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 상관관계는

각 세대의 운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구성원들의 불안감으로 뚜렷

하게 표출된다.

번창하는 사업의 물적 토대 위에서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시민적 삶을 유

지하고 있었던 토마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제 1대와 2대 대표가 거주하

던 멩슈트라세의 집은 “널찍하고 고상한 공간”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 지은

집”은 아니다.

“모두 주목! 이 널찍하고, 이 고상함 ...... 난 말해야겠어요, 여기선 살
아봐야 해요,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절대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지요.”
»Alle Achtung! Diese Weitläufigkeit, diese Noblesse ... ich
muß sagen, hier läßt sich leben, muß ich sagen...«
[...] »Hat auch gar kein Geld gekostet«317)

317) Buddenbrooks(1901) GW I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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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1682년에 전성기를 누리던 라텐캄프 상사에 의해 지어진 것으

로서, 상승 국면에 있는 부덴브록스 가문이 20여 년 전부터 몰락의 길에

접어든 원래 주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작품의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에

서 부덴브로크 가문의 식사에 참여한 식구들과 손님들은 이 집의 역사를 주

요 화제로 삼는다. 이들은 대화 도중 갑자기 침묵하며 이집을 짓고 살다가

빈궁해지고 몰락하여 집을 떠난 이전의 주인을 침묵으로 떠올리며 앞으로

부덴브로크 가문에게도 닥칠 운명을 막연하게나마 예견한다.

대화 중 일동 침묵상태가 되어 삼십 여초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접시를 응시하며 한때 그토록 빛이 났던 이 가문(라텐캄프 가문:
필자), 이 집을 짓고 거주하다 빈궁해지고 몰락하여 집을 떠난 가문을
떠올렸다.
Ein allgemeiner Stillstand des Gespräches trat ein und
dauerte eine halbe Minute. Man blickte in seine Teller und
gedachte dieser ehemals so glänzenden Familie, die das Haus
erbaut und bewohnt hatte und die verarmt,
heruntergekommen davongezogen war.318)

실제로 부덴브로크 가문에도 같은 운명이 닥쳐 멩슈트라세의 집을 라이벌

하겐슈트룀 가에 넘기게 되었을 때 토마스의 여동생 파마네더 부인은 가문

의 운명을 무엇보다도 거주공간의 변동과 동일시하며 다른 어떤 상황의 변

화보다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첫 번째 소문을 파마네더 부인이 접했을 때, 당혹하여 몸이 굳어져버렸
으며, 무엇에 머리를 맞은 듯, 믿을 수가 없고 깊은 생각을 할 수도 없
었다.
“있어선 안 될 일이야, 토마스!, 내가 살아 있는 한 안 돼! 강아지를 팔
때도 어떤 주인을 만날지를 보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집을! 우리 집을!
풍경실을!...”
Als das erste Gerücht Frau Pamaneder erreicht hatte, war
sie gelähmt gewesen, verblüfft, vor den Kopf geschlagen,
ungläubig, unfähig, den Gedanken in seiner Tiefe zu
erfassen.[...]

318) Ebd. S. 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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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 geschieht nicht, Thomas! Solange ich lebe, geschieht
das nicht! Wenn man seinen Hund verkauft, so sieht man
danach, was für einen Herrn er bekommt. Und Mutters
Haus! Unser Haus! Das Landschaftszimmer!...«319)

토마스가 사망한 후 회사를 청산하며 그가 새로 지은 피셔그루베의 집을

매각하게 되었을 때도 여동생 파마네더 부인은 이 집을 가문의 위신과 결부

시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몰락의 길에 완벽히

접어든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형편과 맞지 않는 큰 집을 가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가문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토마스의 지나치게 크고 사치

스러운 집이 개인의 사치스러운 취미에 불과하며 가문의 물적 토대, 경제적

형편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미적 취향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인의 죽

음 뒤에야 인정한다.

예상했던 대로 파마네더 부인은 오빠가 지은 집을 매각하는 것에 항의
를 했다. 그녀는 이 일이 좋지 않은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하소연하고는 가문의 명예에 또 한 번의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탄식했
다. 그러나 그녀는 토마스의 값비싼 취미였던 넓고 호사스러운 집에 계
속해서 거주하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비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정
해야만 했다,
Wie zu erwarten stand, erstreckten sich Frau Pamaneders
Proteste auch auf den Verkauf des von ihrem Bruder
erbauten Hauses. Sie jammerte laut über den üblen
Eindruck, den dies hervorrufen könne und klagte daß es für
den Namen der Familie eine neue Einbuße an Prestige
bedeuten werde. Aber sie mußte einräumen, daß es
unpraktisch gewesen wäre, das weitläufig und prächtige
Haus, das Thomas Buddenbrooks kostspielige Liebhaberei
gewesen war, fernhin zu bewohnen und instand zu halte
n,320)

이 집을 지은 토마스 자신 역시 생전에 이미 집에 가문의 운명을 결부시

319) Ebd. S. 597.

320) Ebd. S.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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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자신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가 느끼기에 오로지 불운만을

갖고 온 새집 ein neues Haus, das ihm, so empfand er, nichts als

Unheil gebracht hatte”을 “비싼 돈을 들여 지은 것을 수백 번 후회한다

Hundertmal hatte er den kostspieligen Bau eines neuen Hauses

verwünscht”.321) 토마스는 “꿈같은 집 ein Traum von einem Haus”

에 살고 있지만 “오두막 같은 집 Kate” 에 살고 있는 경쟁자 하겐슈트룀

가문의 상승하는 기운에 눌리고 있으며 이미 자신의 가문이 대세에서 기울

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낀다.322) 이런 의미에서 이 집은 “가장 빛날 때

는 이미 빛이 꺼지고 있는 순간인지, 혹은 이미 그 빛이 꺼져버렸는지도 모

를 별 ein(es) solch(en) Sternes dort oben, von dem wir nicht

wissen, ob er nicht schon im Erlöschen begriffen, nicht schon

erloschen ist, wenn er am hellsten strahlt”.323)이 비추는 가장 환한

빛으로서 그에게서 불길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토마스가 “아버지

영사 같으면 필시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을 der alte Konsul hätte

solche Sprünge sicherlich nicht gemacht”324) 집 건축을 무리를 해서

라도 하는 것은 번영하는 상인의 상승 국면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위라기

보다는 시민 계급의 몰락 과정에서 과장되게 표현되는 지나친 세련화, 탐미

화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여동생 토니, 파마네더 부인이 이 부

조화스럽고 기이한 공간을 선조들이 이루었던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으로 오해하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것은 건전한 시민 계급의 몰락의 과정에

321) Ebd. S. 467.

322) Ebd. S. 430.

323) Ebd. S. 431.
토마스의 새 저택에 설치된 거대한 샹들리에는 꺼지기 직전 가장 환한 불빛을 밝
히는 몰락의 과정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볼 수 있다.
“빛이 쏟아지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에서부터는 압도적인 금빛 찬란한 샹
들리에가 아래를 향해 달려 있었다...... “훌륭해!” 파마네더 부인은 조용히 말하
고는 만족해하면서 그녀에게는 부덴브로크 일가의 권세와 영광 승리를 의미하는
이 트여있는 밝고 화려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Ebd. S. 317f.

324) Ebd. S.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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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예술적인 방향으로의 퇴화’, 곧 ‘과도한 세련과 무능화의 체험’

이 시각예술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

된 것이다.

......시 참사관 선거가 있었지, 난 행운을 잡았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
땅바닥에서 집이 솟아올랐어. 하지만 시 참사관과 집은 외적인 거야,
난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 삶과 역사에서 배웠지.
난 행운과 상승의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표시, 상징은 실제로
는 모든 것이 다시 하강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지, 이미 별빛이 꺼지기 시작
했는지, 아님 가장 빛날 때는 이미 벌써 꺼져버렸는지를 알 수 없는 저
위에 있는 별의 빛처럼 말이야......
[...] es kam die Senatwahl, und ich hatte Glück, und hier
wuchs das Haus aus dem Erdboden. Aber ›Senator‹ und
Haus sind Äußerlichkeiten, und ich weiß etwas, woran du
noch nicht gedacht hast, ich weiß es aus Leben und
Geschichte. Ich weiß, daß oft die äußeren, sichtbarlichen und
greifbaren Zeichen und Symbol des Glückes und Aufstieges
erst erscheinen, wenn in Wahrheit alles schon wieder
abwärts geht. Diese äußeren Zeichen brauchen Zeit,
anzukommen, wie das Licht eines solchen Sternes dort oben,
von dem wir nicht wissen, ob er nicht schon im Erlöschen
begriffen, nicht schon erloschen ist, wenn er am hellsten
strahlt ...325)

구체적으로 토마스가 새로 지은 집의 양식은 ‘시민적 의무와 개인적인 심

미화’의 갈등 사이에서 위태롭게 삶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토마스의 할아버지 때부터 거주해오던

멩슈트라세의 저택이 수수하지만 비례가 잘 잡힌 매끈한 아름다운 외관을

갖고 있어 북독일 상인의 합리적이고 절제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미

내면에서 몰락의 징후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한 시 참사관의 새 저택은 시각

적인 비례와 균형을 잃은 사치스러운 양식으로 변한다. “사암으로된 여상주

(女像柱)들이 돌출창을 떠받치고 있는 화려한 벽돌건물 ein prächtiger

325) Ebd. S.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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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bau mit Sandstein-Karyatiden, die den Erker trugen”의 건축

양식은 구 저택의 조화로움과 실용성에서 벗어나 3차원의 복잡하고 예술적

으로 과장된 외관으로 변해 있다.326)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가 피셔그루베

에 새로 지은 저택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건축 양식은 집주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해체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327)

저택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과 가구들도 가문의 몰락과정과 연결되어

점차 심미화 되어가는 구성원들의 내면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가문의 운명

과 직결된 물적 공간의 변화 양상은 몰락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인

취향, 내적인 삶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이 경향은 점차 후대로 갈수록 더욱 강

화된다. 최근 토마스 만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과 인테리어의 의미를 기호학적

인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는 율리안 라이디 Julian Reidy도 “부덴브로크 일

가의 방으로의 도피 die Buddenbrook'schen Zimmerflucht[en]”는 등장

인물들의 내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328)

라이디는 부덴브로크 일가에서 “시민적 주거에 대한 복합적인 담론의 코

드화”는 지금까지 사실상 조명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작품에서의 주거 공간

의 묘사와 인물들의 내면을 연결시키고 있다.32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대

간 내적 삶의 변화는 두 저택의 실내 공간의 구성과 장식의 차이를 통해서

도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제시된다.

선대의 멩슈트라세 저택이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쾌적한 양식으

로 지어진 것처럼 실내 공간의 가구와 물건들도 상승 국면에 있는 대사업가

의 저택 치고는 규모와 양식 면에서 검소하다. 부덴브로크 가문의 거실이자

응접실인 ‘풍경실’의 널찍하고 고상한 공간에 놓인 둥근 탁자는 직선의 가늘

고 빈약한 형태에 금칠도 가볍게 되어 있어 그리 호화스러운 가구가 아님을

326) Ebd. S. 424.

327) Julian Reidy: Raum und Interieurs in Thomas Manns Erzählwerk.
Materielle Kultur zwischen ›Welthäusern‹ und ›Urdingen. Berlin
2018. S. 36.

328) Ebd. S. 37.

329) Ebd. S. 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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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에 비해 사무용 책상은 사치스러운 가구이긴 하지만 곧 부서질

것 같고 중요한 서류가 아닌 사소한 장식품들로 뒤엎여 있어서 앞으로 닥쳐

올 이들 사업체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공간은

예술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상류 시민의 건전한 삶을 담은 장소이다. 훗날

완전히 음악에 빠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노가 연주하는 풍금은 이 공

간에선 아직 작은 크기에 불과하며 그 위에는 악기 플룻의 실체가 아니라

플룻 받침대만 있을 뿐이다.330) 멩슈트라세의 거실 풍경실에 놓인 재봉틀

은 현실적인 일을 중시하는 가문의 시민적 윤리적 가치를 상징한다고 해석

될 수 있다.

방의 크기에 비해서 가구의 수는 많지 않았다. 직선으로 가볍게 금칠이
된 가느다란 다리의 둥근 테이블은 소파 앞이 아니라 반대 편 벽에, 플
룻 받침대를 올려 놓은 조그만한 풍금을 마주보고 있었다. 벽에 규칙적
으로 배열되어 있는 각진 팔걸이의자 말고는 창가의 작은 재봉틀과, 소
파 맞은편에 곧 부서질 것 같은 고급 책상이 자질구레한 소품들로 뒤덮
인 채 놓여 있었다.
Im Verhältnis zu der Größe des Zimmers waren die Möbel
nicht zahlreich. Der runde Tisch mit den dünnen, gerade und
leicht mit Gold ornamentierten Beinen stand nicht vor dem
Sofa, sondern an der entgegensetzten Wand, dem kleinen
Harmonium gegenüber, auf dessen Deckel ein Flötenbehälter
lag. Außer den regelmäßig an den Wänden verteilten, steifen
Armstühlen gab es nur noch einen kleinen Nähtisch am
Fenster und, dem Sofa gegenüber, einen zerbrechlichen
Luxus-Sekretär, bedeckt mit Nippes.331)

반면, 피셔그루베의 거실은 음악과 관련된 물건들만 가득한 정신적인 유

희, 음악만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토마스의 새 집 거실은 바이올린을 연주

330) 여기서의 플룻은 서툰 아마추어의 음악을 상징한다.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플롯을
부는 것을 즐겼으며 토마스 자신도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이는 것을 즐겨했지
만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내 게르다에게 이러한 부덴브로크 가문의 음악문화는 음
악적 가치란 털끝만큼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Buddenbrooks(1901) GW
I 508.

331) Ebd.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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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내 게르다에 의해 음악으로 점령되어 있다. 또한 그 곳에는 빈약한

직선 다리를 가진 가구가 아니라 밝은 색상의 곡선 가구가 배치되어 있으

며, 방을 압도하는 그랜드 피아노, 수많은 악보가 들어 있는 장과 조각이

새겨진 사치스러운 보면대 등, 음악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예술이 지배

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 거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암으로 된 여

신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새 저택의 입체적인 전면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집의 중심에 불온한 음악이 침투하여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상징하듯 입체적인 주택 전면에 있는 돌출창의 내부에는

‘예술’을 의미하는 남국의 야자나무로 가득 차 있다. 음악을 연주하는 천사

들이 새겨진 문 위의 부조는 이 방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시각적인

상징이다.

그 방은 거실과 함께 집의 전면 전체를 차지했으며 곡선으로 굴려진 밝
은 색의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게르다의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
는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와 그 옆의 악보 책장, 조각이 되어 있는 보면
대, 문 위에 저부조로 새겨진 음악을 연주하는 아기 천사들로 인해 방
은 음악실 같았다. 돌출창에는 종려나무가 가득 차 있었다.
Es nahm zusammen mit dem Wohnzimmer die ganze
Frontbreite des Hauses ein, war mit hellen, geschweiften
Möbeln ausgestattet und trug, mit seinem großen
Konzertflügel, auf dem Gerda’s Geigenkasten stand, seiner
mit Notenbüchern beladenen Etagere daneben, dem
geschnitzten Stehpult und den Basreliefs von musizierenden
Amoretten über den Türen, den Charakter eines
Musikzimmers. Der Erker war mit Palmen angefüllt.332)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건축, 곧, 정원 양식의 변화에서도 세대 간의

미적 취향의 상이함과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내면 상태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 1대 요한 노인부터 제 2대의 쟝, 제 3대 토마스 사이

의 상이한 정원 양식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미의식의 변화에서는 탐미화

경향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필연적인 몰락의 징후가 점점 뚜렷하게

332) Ebd. S.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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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한노의 대에 이르면 남은 가족의 거처가

미망인 “게르다의 바람대로 성문 밖의 자연 속의 빌라 Gerda’s Wunsch

nach einer bequemen kleinen Villa, vorm Tore im Grünen”로 옮겨

짐으로써, 정원은 현실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문의 지배적 공간이 된

다.333)

가장 윗 대 요한 노인은 정원이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고 나무들이 아름

답게 깔때기 혹은 입방체 모양으로 전지가 되어 있었으면 wenn das Gras

gepflegt, die Bäume hübsch kegel- und würfelförmig beschnitten

wären...”334)하는 바람을 갖고 현재 수풀로 덮인 자신의 땅의 상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묘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원은 프랑스 바로크 풍의 단정하고 인위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대의 쟝은 아버지 요한과는 달리 여름이면

우거진 관목 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즐기며 그 곳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편안함을 느낀다. 그는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정원을 아버지의 의도대

로 인위적으로 자르는 것은 볼품없이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쿠, 아버지 -! 전 여름이 되면 그곳 덤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합
니다;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자연이 그렇게 끔찍하게 모두 잘려진다면
저에겐 그것은 망쳐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아, 아버지, 저는 무성한 덤불 아래 높이 자란 풀 속에 누워있으면, 마
치 제가 자연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
»Um Gottes willen Papa -! Ich ergehe mich sommers dort
gern im Gestrüpp; aber alles wäre mir verdorben, wenn die
schöne, freie Natur so kläglich zusammengeschnitten wäre
...« [...]
»Ach Vater, wenn ich dort im hohen Grase unter dem
wuchernden Gebüsch liege, ist es mir eher, als gehörte ich
der Natur und als hätte ich nicht das mindeste Recht über
sie...«335)

333) Ebd. S. 471.

334) Ebd. 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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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대의 요한 노인이 정원이 있는 땅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해 자

신의 대에서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방치해서 덤불이 된 것을 애석해하는 반

면, 그의 아들 쟝은 땅의 소유권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성한 수풀 속에서 자

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2대의 쟝은 현실의 압박을 피해

숨어들 수 있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뚜렷한 양식을 가진 자신의 정원을 직접 조성한 3대의 토마스와 차이

점을 갖는다. 아직 시민적 의무와 내적인 요구 사이에서 갈등의 외면적 증

상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인 2대의 쟝은 이미 있는 자연스러운 덤불 속으로

가끔씩 숨어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러나 3대의 토마스는 내면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분명한 양식의 자신만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이

곳을 외적인 현실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로 삼게 된다. 양식상 분명

한 유겐트슈틸로 조성된 토마스의 정원은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과 청각 모

두를 만족시키는 감각적 쾌락을 위한 사적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정원은

그의 내면의 정신적인 고양을 이루는 공간이기도 하다.

날씨는 따뜻하고 사방은 조용했다. 잘 손질한 화단에서 나는 향기가 저
녁 하늘에 퍼져 있었다. 담자색의 높은 아이리스 꽃으로 둘러싸인 분수
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방울을 초저녁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한 어두운
하늘에 튀기고 있었다. .......거기에는 개방형의 목조 정자가 있었
다......하지만 오른쪽으로 부속 건물의 측면 벽은 점차 덩굴식물로 뒤덮
일 나무 구조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계단과 정자가 있는 쪽에는 몇
그루의 까치밥나무와 구스베리 덤불이 있었으며 큰 나무라고는 담벼락
왼쪽에 있는 울퉁불퉁 마디가 튀어나온 호두나무가 서있을 뿐이었다.
Es war warm und still. Die Düfte der reinlich abgezirkelten
Beete lagen in der Abendluft, und der von hohen
lilafarbenen Iris umstandene Springbrunnen sandte seinen
Strahl mit friedlichen Plätschern dem dunklen Himmel
entgegen, an dem die ersten Sterne zu erglimmen begannen.
[...] ein offener, hölzerner Pavillon stand [...] rechts aber
war die Seitenwand des Nebenhauses in ihrer ganz mit
einem hölzernen Gerüst verkleidet, das bestimmt war, mit
der Zeit von Schlinggewächsen bedeckt zu werden. Es gab zu

335) Ebd. 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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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eiten der Freitreppe und des Pavillonplatzes ein paar
Johannis- und Stachelbeersträucher; aber nur ein großer
Baum war da, ein knorriger Walnußbaum, der links an der
Mauer stand.336)

여기에 묘사된 정원의 감각적인 대상들은 대부분 유겐트슈틸의 전형적인

상징물들이다. 유겐트슈틸은 세기말 유럽 여러 곳에서 있었던 반 권위적 예

술 운동의 독일적 현상이었다.337) 이 양식의 시각예술가들이 선호한 소재

는 갈대, 수련, 난, 붓꽃, 양귀비, 덩굴식물, 잠자리, 백조, 플라밍고 등의

동식물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19세기말 발명된 현미경을 통해 새로 발견한

미생물들의 신비한 모습 또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였다. 또한 유겐트슈틸

예술가들은 물, 불, 공기 등 자연의 원소와 우주 천체들의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338) 구체적으로는 연기, 물소리, 공기를 가르는 채찍 소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분수는 안개와 물방울, 물줄기로 물의

움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소리를 들려주기도 하여 이 양식을 추구한

예술가들이 좋아한 구체적인 시각적 대상이었다. 분수는 토마스 만이 뮌헨

에서 유겐트슈틸 예술가들과 자주 접촉했던 시기에 창작된 초기의 다른 작

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여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339) 위에서 묘

336) Ebd. S. 428.

337) 토마스 만의 작품에 나타나는 유겐트슈틸적인 경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Wolfdietrich Rasch: Thomas Manns Erzählung ⟩Tristan⟨. In:
Hermand Jost(hrsg.): Jugendstil. Wege der Forschung. Band CX.
Darmstadt 1971. 412-455.
Erdmann Neumeister: Thomas Manns frühe Erzählungen. Der
Jugendstil als Kunstform im frühen Werk. Bonn 1977.
Dominik Jost: Literarischer Jugendstil. Stuttgart 1980. 57-67.

338) 미술사학자 스티븐 에스크릿은 Stephen Escritt은 “아르 누보 Art Nouveau
(유겐트 슈틸) 시각예술가들이 선호한 소재와 여기에서 나온 장식의 모티브들이
갖는 언어적 의미를 다음과 연결시키고 있다.
“아르 누보는 채찍을 내리칠 때 형성되는 곡선, 비대칭적 덩굴손이 이루는 소용돌
이 무늬, 방랑자 같은 인물을 도식화된 기하학적인 구조나 형태와 결합시켜 새로
운 언어 장식 언어를 창출하였다. 이 장식언어는 다양한 감정과 공포심을 표현하
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르 누보는 근대성과 전통, 걱정과 자신감,
퇴보와 발전, 보수적인 민족적 정체성과 급진적인 국제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양
식이었다.” 스티븐 에스크릿: 아르 누보.(정무정 역). 한길아트 2002.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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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부덴브로크 새 저택 정원의 분수, 아이리스, 꽃향기, 관목들, (오른쪽

벽을 앞으로 뒤덮을) 덩굴 식물 등등은 유겐트슈틸 양식의 전형적인 상징물

이라고 할 것이다.

유겐트슈틸을 문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도미닉 요스트 Dominik Jost는

유겐트슈틸 예술 운동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애초엔 기득권층의

권위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 예술은 대도시의 부유한 시민

계급에 의해 향유되었다고 말한다.340) 유겐트슈틸 예술의 성과는 사회적으

로 배타적인 것이었고 이 예술이 갖는 확고한 문화전통의 이해와 그 향유를

위해서는 시민 계급의 든든한 부유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겐

트슈틸 예술은 처음 시작할 때의 반항정신을 잊고 댄디와 유미주의들을 위

한 ‘고립지 Enklave’가 되고 만다.

유겐트슈틸은 댄디와 유미주의자들을 위해, 미적인 고립지로 자신을 제
한시킨다. 밀려드는 사회적, 경제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진
곳, 더 이상 자기합리화의 요구가 없는 내밀함이 지배하는 곳 혹은 사
회적인 책임감 없이 »미적 삶«의 이론에 사로잡힌 곳.
Der Jugendstil beschränkt sich für den Typus des Dandys
und Ästheten darauf, eine ästhetische Enklave zu sein, von
intimem Charakter, in Abseitslage von der andrängenden
sozialen und ökonomischen Realität, ohne weiteres Bedürfnis
nach Selbstrechtfertigung, beherrscht oder besessen von der

339) 토니오 크뢰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사랑했던 대상으로 분수와 오래된 호두나
무, 바이올린, 여름방학을 보냈던 발트해 해안 등을 꼽는다. 뤼벡의 옛집 정원에
있었던 분수는 이를 드리운 호두나무와 더불어 그가 시를 창작하는데 영감을 주
었던 시적 대상으로서, 토니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술성을 상징한
다.(GW VIII 274, 289) 부덴브로크 일가와 함께 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음
악적인 것으로 꼽히는 트리스탄에서도 분수는 유겐트슈틸의 정원과 함께 중요
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여기서의 정원은 지나치게 건강한 시민과 (잘못) 결혼한
클뢰터얀 부인이 결혼 전 ‘에크호프’의 이름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순수한 정신적 영역을 의미하며 정원의 아이리스로 둘러싸인 분수는 그녀와 함께
일곱 명의 쳐녀들의 세계에서 중심에 위치했다.(GW VIII 234. 235f.) 분수는
밸중족의 혈통에서 문화가 과도하게 넘쳐나는 세련된 시민 계급의 저택에도 있
다. 아렌홀트 저택의 분수는 특정 양식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작품 속에
서 유겐트슈틸 모티브는 호화롭게 치장된 식당의 테이블 셋팅에 놓여있는 ‘난 꽃
이 든 끝이 좁아지는 유리 꽃병’으로 실내에 등장한다. (GW VIII 383)

340) Dominik Jost 1980.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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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e des »schönen Lebens«, ohne Sinn für gesellschaftliche
Verantwortlichkeit.34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적인 현실의 삶에서 벗어난 순수한 정신을 위한 공

간으로서 정원 모티브는 토니오 크뢰거(1903), 트리스탄(1903), 밸
중족의 혈통(1905/1921)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마스 부덴브로크의

정원에는 다른 작품의 정원에는 등장하지 않는 장소인 정자가 등장한다. 또

한 유겐트슈틸의 전형적인 상징이 아닌 울퉁불퉁한 마디가 있는 호두나무는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굴곡진 ‘예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평범하고 건

강한 시민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고 하겠다.342)

b. 실재의 그림자로서 시각예술

경험적 현상의 세계를 단순한 표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쇼펜하우

어의 철학을 상징하는 허상으로서의 시각적인 모티브들 또한 작품 곳곳에

서 ‘몰락과 죽음’의 주제를 강화시킨다. 구체적으로, 새 저택을 지은 토마스

의 방에 있는 ‘종이로 만든 가짜 난로’, 멩슈트라세 저택의 식당과 정자를

341) Ebd. S. 12.

342) 호두나무는 토니오 크뢰거에서도 주인공의 예술성을 표출하는 ‘시심 詩心’을 상
징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해묵은 호두나무가 있는 정원은 그가 편안히
느끼는 그의 자리이며 학교 선생님들과 동료들, 보통의 시민들로부터 경멸받는
행위인 시를 쓰는 장소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 삶의 도피처로서 정원과 그 속에
있는 정자와 호두나무는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예술을 상징하는 라이트모티브로
서 부덴브로크 일가에서도 이미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솜털 같은 구름들 사이에 조각달이 두둥실 떠 있었다. 사위가 조용한 가운데 가
지가 드리워진 호두나무 아래에서 졸졸 소리를 내는 분수의 물빛이 반짝거렸다.
토마스는 시선을 온통 가로막고 있는 정자 쪽을 건너다보았다.” Ebd. S. 472.
“때는 1874년 한여름이었다. 진한 남색 하늘에는 둥그스름한 은백색 구름이 우
아하게 대칭을 이룬 정원 위를 떠가고 있었다. 호두나무 가지에서는 무언가를 묻
기라도 하듯이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키가 훌쩍한 자줏빛 아이리스 화환에 둘
러싸인 분수가 물을 튀기고 있었다.” Ebd. 653.
“때때로 그는 조그만 테라스 위의 포도덩굴로 완전히 둘러싸인 정자에 앉아 딱히
무엇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면서 정원 너머로 자기 집의 붉은 뒷벽 쪽을 바라보았
다.[...] 하루는 이곳 정자의 누런 갈대로 만든 흔들의자에 앉아 꼬박 네 시간이
나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고조되는 감동에 사로잡혔다.” Ebd. S.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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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하는 ‘눈속임 기법 그림들’, ‘시스티나 성모자상 동판화’, 두 저택의 현

관에 서 있었던 ‘곰 박제’등은 모두 실체와 생명력을 상실한 허상과 복제품

으로서 주제의 전개에서 중요한 시각적 모티브 역할을 한다.

건실한 시민정신이 충만한 멩슈트라세의 저택과 몰락하는 세대의 과시적

허상으로서 토마스의 새 저택의 본질적인 차이는 ‘난로’의 시각적 모티브로

형상화되어 있다. 멩슈트라세 저택의 거실인 풍경실에 있는 난로는 불이 타

고 있는 진짜 난로이다.

그리고 다른 쪽 벽 반원형 감실의 정교하게 세공된 단철 문 뒤에서는
난로가 바작바작 소리를 내고 있었다.
An der anderen Wand aber knisterte, in einer halbkreisförmigen
Nische und hinter einer kunstvoll durchbrochenen Tür aus
blanken Schmiedeeisen, der Ofen. 343)

반면, 새 저택의 토마스 방에 있는 난로는 종이로 만든 석탄으로 꾸며

진 가짜 벽난로로서, 온기의 실체 없이 장식적인 기능만을 할 뿐이다.

격자 창살이 처진 벽난로에는 가짜 석탄이 놓여 있었다. 번쩍거리는 붉은
종이로 줄무늬가 쳐진 그것은 마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Ein Kamin war dort, hinter dessen Gitter falsche Kohlen
lagen und mit ihren Streifen von rotgoldenem Glanzpapier zu
glühen schienen.344)

집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가문의 활력을 상징하는 난로의 모습은 제 3

대 토마스 세대에 와서 변화한 가문의 물적 토대와 이를 감추기 위한 몰락

하는 세대의 허위의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난로 외에도 두 저택의 식당 모습에서도 세대 간의 상승과 하강 국면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시각예술적인 모티브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고대의 신

상들을 모방한 기둥이 우뚝 솟아 있는 멩슈트라세 집의 식당은 집안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우아하고 풍요로운 공간이다. 창문에는 묵직한 커튼듵이 달

343) Buddenbrooks(1901) GW I 12f.

344) Ebd. S.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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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고 방의 구석구석마다 여덟 개의 초들이 황금 촛대위에서 타고 있으며

육중한 찬장 위에는 이탈리아 항구를 그린 방대한 그림도 하나 걸려 있

다.345) 이 우아한 공간에서는 고대 신들의 향연을 연상시키는 풍요로운 식

사가 사업상의 교제와 함께 제공된다. “사람들은 높은 등받이가 있는 묵직

한 의자에 앉아 묵직한 은식기로 무겁고 좋은 음식을 먹고 무겁고 좋은 포

도주를 곁들여 마시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Man saß auf

hochlehnigen, schweren Stühlen, speiste mit schwerem Silbergerät

schwere, gute Sachen, trank schwere, gute Weine dazu und

sagte seine Meinung.”346) 그러나 토마스는 새 집의 높고 사치스러운 천

정, 참나무로 만든 화려한 가구가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은 예전처럼 접대하

지만 식구들과는 조촐한 식사를 할 뿐이다.347)

그러나 몰락의 징조는 이미 첫 대에서부터 브덴브로크 가문에 스며들어 있

으며 이는 시각적 모티브로 상징된다. 멩슈트라세 저택 식당의 풍요로움을 상

징하는 벽면의 신상(神像)은 입체처럼 보이도록 만든 그림, 곧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회화적 기법을 이용하여 평면의 빈 벽에 마치 입체적인 대상이

진짜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눈속임 그림 trompe l'œil’인

것이다.348) 식당에는 “부착되어 있는 하늘처럼 파란색의 테피스트리를 배경

345) Ebd. S. 22.

346) Ebd. S. 31.

347) Ebd. S. 467.

348) ‘눈속임 그림 trompe l'œil’의 유래는 나는 새가 와서 부딪혔다는 전설을 가진 고
대 그리스의 화가 제욱시스 Zeuxis의 나무그림으로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2차
원의 평면에 입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정교한 착시 효과를
이용한 기법의 그림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원근
법의 이론적 체계가 세워지고 회화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눈속임 그림
의 가장 실용적인 목적은 착시 효과를 이용하여 제한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었다. 그림의 효과로 평면적인 천정을 입체적인 아치형이나 돔형의
구조물로 보이게 만들거나 아예 천정이 열린 것처럼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여 시
각적인 높이를 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서양의 교회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또한 마치 창문이나 문, 복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막힌 벽면의 눈속임
그림은 보는 이가 그 너머를 기대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평면적인 공간의 확장
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와 같이 눈속임 그림의 실용적인 목적은 착시효과를 이용
하여 제한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하는데 있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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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늘씬한 기둥 들 사이에 거의 입체적인 신상이 솟아올라 있다 Aus

dem himmelblauen Hintergrund der Tapeten traten zwischen

schlanken Säulen weiße Götterbilder fast plastisch hervor.”349) 이

신상이 입체가 아니라 회화라는 것은 식당의 신상 모티브가 다시 한 번 나

올 때 “그려진 신상들이 좌대위에서 하늘색을 배경으로 하얗고 당당한 모습

으로 드러나 있었다. Weiß und stolz hoben sich die gemalten

Götterbilder auf ihren Sockel von dem himmelblauen

Hintergrunde ab.”라는 표현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350) 여기서 파란 하

늘 배경의 신상들은 부덴브로크 가에서의 식사가 고대의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향에서의 즐겁고 풍성한 향연으로서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식당의 눈속임

그림은 하늘로 향하는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고대로의 시간의 확장까지

의도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식당은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가문의 구심점으로서 기능을 계속한다. 가

문의 제 2대 대표 쟝이 숨어들 수 있는 방치된 수풀이 있었던 부덴브로크

가문의 방대한 영토가 다른 가문에게 팔렸다는 소식도, 토마스가 경영하는

회사가 실수로 막대한 화재보험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심각하고 불운한 일

도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융단 속의 신들에 둘러싸여있는

umgeben von den ruhevoll lächelnden Götterstatuen der Tapete”351)

식당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

각적인 유희였다. 사람이 액자 속의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그림이나 캔버스
위에 또 다른 종이가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그림, 만져질 듯 정교하게 질감을
표현한 정물화 등은 눈속임 그림의 대표적인 주제이다. 이러한 그림은 가상으로
실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함으로써 현실과 가상 사이의 괴리를 새삼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유머러스한 효과가 있었다. 이는 플라톤 이후 시각예술, 시각적
대상을 진실의 그림자로만 간주해온 서양의 형이상학적 전통에 대한 풍자로서,
구체적인 현실의 시각적 대상과 재현된 진실 사이에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필자)

349) Buddenbrooks(1901) GW I 93.

350) Ebd. S. 252.

351) Ebd. S.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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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하늘색 배경의 흰 색 신상들이 미소 짓는 모습

은 그러나 토마스의 어머니, 한노의 할머니 관이 이곳에 안치되면서 검은

색 천으로 가려지고352) 이와 함께 가문의 풍족한 물질적 삶도 끝나게 된

다. 한노는 가문의 풍성한 삶의 공간이었던 이곳에서 할머니의 관에서 나는

죽음의 향기를 맡는다.353)

멩슈트라세 저택의 정원에 있는 정자에도 눈속임 그림이 있다. 이 작품에

서 정원의 모티브는 제 3대 토마스가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 책을 읽음으

로써 정신적 인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곳, 잔혹하고 조소적인 삶을 정신

으로 제압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곳, 정신과 삶의 위태로운 균형으로 유

지되던 부덴브로크 가문이 정신의 우위 상태로 진입하는 입구를 의미한

다.354)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도 ‘눈속임 그림’이 장식되어 있어 ‘허상으로서

의 세계’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시각적으로 상징되어 있다.

다섯 시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월의 어느 날 오후, 사람들은 정원의 입
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높은 벽거울이 있는 정자의 내부에는 희게
회칠이 되어 있었고 그 벽면에는 날고 있는 새들의 그림과 뒷면에는 래
커칠이 되어 있는 두 짝 여닫이문이 있었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것은 전혀 문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린 손잡이가 있을 뿐이었다, .......

352) Ebd. S. 587.

353) Ebd. S. 587.

354) “알 수 없고 커다란 그리고 강한 만족감이 그를 채웠다. 그는 대단히 우월한 위치
에 있는 정신이 삶, 그토록 강력하고 잔인하며 비웃는 삶을 제어하고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어떻게 제압하는지를 보고 비할 데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삶의 한기와 가혹함 앞에서 자기의 고뇌를 늘 수치스럽게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
로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위대한 현자의 도움으로 세상에 대해 고뇌하는 것에 대
한 원칙적이고 엄숙한 정당성을 획득한 자의 만족감이었다-”
Eine ungekannte, große und dankbare Zufriedenheit erfüllte ihn. Er
empfand die unvergleichliche Genugtuung, zu sehen, wie ein gewaltig
überlegenes Gehirn sich des Lebens, dieses so starken, grausamen
und höhnischen Lebens, bemächtigt, um es zu bezwingen und
verurteilen... die Genugtuung des Leidenden, der vor der Kälte und
Härte des Lebens sein Leiden beständig schamvoll und bösen
Gewissens versteckt hielt und plötzlich aus der Hand eines Großen
und Weisen die grundsätzliche und feierliche Berechtigung erhält, an
der Welt zu leiden - Buddenbrooks(1901) GW I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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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 nach fünf Uhr, eines Juni-Nachmittags, saß man vor
dem ›Portale im Garten, woselbst man Kaffee getrunken hatte.
Drinnen in dem weißgetünchten Raum des Gartenhauses mit
dem hohen Wandspiegel, dessen Fläche mit flatternden
Vögeln bemalt war, und den beiden lackierten Flügeltüren im
Hintergrunde, die genau betrachtet gar keine Türen waren
und nur gemalte Klinken besaßen, [...].355)

이런 의미에서 눈속임 그림 기법의 문이 그려진 정자는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 곧 삶과 정신 사이를 넘나드는 ‘입구

Portal’로 해석될 수 있다. 멩슈트라세 저택 정원의 ‘눈속임 그림’의 모티

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부덴브로크 가문은 몰락의 징후가 뚜렷해지기

이전 선대 때부터 이미 삶과 정신의 세계가 혼재하고 있었던 세계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작품 속에서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정교하게 구성된 시

각적인 모티브를 통해서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멩슈트라세 저택에 장식되어 있는 시각적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진

짜 회화는 “풍경실 맞은편, 육중한 식기장 위에 걸려 있는 이탈리아의 만(灣)을

그린 방대한 그림 Über dem massigen Büffet, dem Landschaftszimmer

gegenüber, hing ein umfangreiches Gemälde, ein italienischer Golf”

356)뿐이다. 그러나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다만 그

림의 크기가 “방대하고 umfangreich” “그 흐릿한 푸른색조가 조명 속에서 탁

월한 효과를 내었다 dessen blaudunstiger Ton in dieser Beleuchtung

außerordentlich wirksam war”357)고 하며 외적인 묘사만 되어 있을 뿐

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바다풍경이라는 간단한 언급만으로도 이 그림이 북

해무역에 종사하는 가문의 활동 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곳, 이 작품의 구성

원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탈리아를 묘사한 것으로서 이들의 실제 삶과

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은 파악할 수 있다.358) 이런 점에서 이 그림은 진

355) Ebd. S. 93.

356) Ebd. S. 22.

357) Ebd.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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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회화이지만 북해 무역에 종사하는 가문의 구성원들에게는 현실적인 의미

를 갖지 못한다. 식구들의 실제 삶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오히려 다

른 여러 모조품이나 대체품으로서 시각예술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실체와 가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전복되어 있다고 하겠다.

c. 죽음의 모티브로서 시각예술

작품 속에서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시각적 모티브들이 반복적으

로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신고전주의 조각가 토르발트센의 ‘축복하는 그리

스도 상’과 한노의 마지막 방에 걸려 있었던 ‘시스티나 성모 동판화’ 그리고

신· 구 두 저택의 현관에 가문의 상징으로 서있었던 ‘곰박제’는 명백한 죽음

의 모티브들이다. 특히 토르발트센의 예수상은 구성원의 장례식 장면마다

형태를 달리하며 매번 다르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9).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의 피셔그루베 새 저택 현관에 부조로 새겨져 있는 토르발

트센을 모방한 장식은 이 곳에서 곧 죽음을 맞게 될 주인의 운명을 암시한

다고 하겠다.

그녀(파마네더부인:필자)는 토르발트센을 모방한 부조가 있는 서늘한
돌 복도를 지나들어갔다, ...... 그리고는 주계단의 발치에 티부르티우
스가 선물한 곰(박제:필자)이 서 있는 널찍한 현관에서 하인 안톤으로
부터 시 참사관이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
Sie überschritt den kühlen, steinernen Flur, der mit Reliefs
nach Thorwaldsen geschmückt war, [...] und erfuhr auf dem
geräumigen Vorplatz, wo am Fuße der Haupttreppe, der Bär,
das Geschenk der Tiburtius, stand, von Anton, dem
Bedienten, daß der Senator noch bei der Arbeit sei.[...] 359)

토르발트센의 조각은 토마스의 어머니의 장례식 장면에도 등장한다. 이

조각상은 원래 복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제 2대 안주인의 관이 놓인 곳, 그

녀의 관할 구역이자 가문의 유복한 삶의 중심지였지만 안주인과 함께 죽음

358) Gero von Wilpert 1988. S. 262.

359) Buddenbrooks(1901) GW I 4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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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 변한 식당으로 옮겨진다.

검은 좌대 위에는 원래 복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토르발트센의 축복
하는 그리스도 상의 복제품이 놓였다.
[...] stand auf schwarzem Postamente die Kopie von
Thorwaldsens Segnendem Christus, die draußen auf dem
Korridor ihren Platz gehabt hatte.360)

이 조각상은 3대 대표 토마스의 관 옆에도 놓인다.361) 이 조각이 복제

품인지 여부는 여기에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짜 난로가 있었던

멩슈트라세의 집에서조차 토르발트센의 복제품이 있었다는 점, 토마스의

새 집 복도를 장식한 “부조가 토르발트센을 모방한 것 Reliefs nach

Thorwaldsen”362)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조각상 역시 복제품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의 장례를 집전하는 프링스하임 목사는 그

리스도 상 옆에서 이 조각상과 같은 모습으로 팔을 펼쳐 사자에게 마지

막 축복을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 상의 모티브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

이 더욱 확실해 진다.

그(프링스하임 목사:필자)가 위쪽 그리스도 상 옆에서 손을 얼굴 앞에
서 모으고 축복하며 펼치는 동안, 저 아래 집 앞에는 흰색 하늘 아래
네 마리 말이 끄는 장의마차가 서 있었다.
Während der aber dort oben neben der Christusfigur die
Hände vorm Gesicht rang und sie segnend spreizte, hielt
darunten vorm Hause unter dem weißen Himmel die
vierspännige Leichenkutsche, [...]363)

프링스하임 목사는 마지막 한노가 죽었을 때도 축복을 하지만 이 때는

조각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364)

360) Ebd. S. 587.

361) Ebd. S. 689.

362) Ebd. S. 426.

363) Ebd. S.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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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베르텔 토르발트센:

축복하는 그리스도(1821)

<그림 20> 토마스 만 아버지의

장례365)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뜻하는 토마스의 아들 제 4대 한노의 죽음은 다른

시각예술 모티브로 상징된다. 아버지의 죽음 후 성문 밖의 전원에 있는 조

그만 빌라로 이사한 집 한노의 춥고 황량한 작은 방 침대 위에는 ‘시스티나

의 성모’ 동판화가 걸려 있다.366)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라파엘로의 유

명한 이 회화는 니체가 열렬히 찬미한 작품으로 토마스 만 또한 자신의 유

일한 회화 경험으로 꼽은 작품이다.367) 니체는 이 그림에 대해 기독교적인

성화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머리에 성인 남자의 눈을 하고 있는, 드물지 않

게 나타나는 자연의 이상한 현상’을 구현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368) 르네상스 대가 라파엘로에 의해 그려진 이 그림은 본래 유화

364) Ebd. S. 755.

365) Hans Wysling/Ilsedore B. Jonas(hrsg.) 1975. S. 34.

366) Ebd. S. 725.

367) 본 논문 2.2. 참고.

368) Friedrich Nietzsche: Wanderer und sein Schatten. In: Menschli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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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한노의 방에 걸려 있는 것은 ‘시스티나의 성모’의 동판화라는 것으로

보아 라파엘로의 그림을 모사한 단색의 액자 정도로 볼 수 있다. 단색으로

모사된 그림, 그것도 여러 번 복제될 수 있는 판화로서 한노 방의 ‘시스티

나 성모’는 원래 그림이 갖고 있었던 규모와 색상이 주는 아우라는 잃은 것

은 물론이며 니체적인 의미의 그림이 갖는 의미도 상실하게 된다. 즉, 한노

의 존재 의미, 곧 성인과 같은 어린 아이로서의 이상한 자연 현상의 하나였

던 생명체로서의 의미를 잃고 그에게 곧 닥칠 죽음을 예견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니체에게서는 삶을 의미하는 대표적 시각적 상징이었던 ‘시

스티나 성모’의 모티브는 토마스 만에 이르면 죽음의 모티브로서 의미가 반

대로 전복된다고 하겠다.

두 저택의 현관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던 곰박제는 실체가 없는 ‘가상’과 생

명력의 상실로서의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모티브이다. 한노의 세례식 선

물로 받은 러시아산 곰 박제, “아가리를 벌린 채 박력 있고, 똑바로 서 있

는 박제 갈색 곰 ein mächtiger, aufrechter, ausgestopfter, brauner

Bär mit offenem Rachen”369)은 멩슈트라세 저택의 앞뜰에 놓여 있다가

Allzumenschliches II. IV 3. 73. S. 233f. 본 논문 2.2. 각주 69 참고.

369) Buddenbrooks(1901) GW I 370.
작품에 묘사된 곰 박제는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저택 계단 옆에 실제로 있었다.
만형제의 막내 빅토르 만에 따르면 “이 곰은 부모님의 결혼선물로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가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Der Bär, ein Hochzeitsgeschenk
aus Russland für unsere Eltern, war ein Familienstück par
excellance”고 회상한다. 빅토르는 “우리 형제 다섯은 어릴 때 이 곰을 일종의
애완동물로 보았으며 나중에는 거의 우리 형제에게 집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Wir haben alle fünf als Kinder in ihm eine Art Haustier
gesehen, und später bedeutete er uns fast das Sinnbild des Hauses”
고 말한다(그림 21). Dirk Heißerer: Im Zaubergarten. Thomas Mann in
Bayern. München 2005. S. 45.
곰이 들고 있었던 은쟁반의 실체도 밝혀졌다. 2002년 뮌헨의 토마스 만 후원회에서
한 부인이 자신이 이 접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화가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1937년 나치가 뤼벡의 만 저택을 몰수할 때 감시업무를
맡고 있었던 친구로부터 이 접시를 입수해 아틀리에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접시는 실제 은이 아니라 황동으로 되어 있으며 토마스 만이 이집트 여행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2). 이 접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irk Heißerer: Im
Zaubergarten. Thomas Mann in Bayern. München 2005. S. 47-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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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의 새 집 “현관 앞 발치 auf dem geräumigen Vorplatz, wo am

Fuß der Haupttreppe, der Bär, das Geschenk der Tiburtius,

stand”370)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한노의 유일한 친구, 귀족출신 카이는

야생의 자연에서 진짜 동물들과 함께 지낸다는 점에서 몰락의 끝에 다다른

시민 계급 출신 한노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371) 한노는 그의 마지막

시민적 의무인 지겨운 학교생활을 상징하는 책을 곰 박제가 들고 있는 쟁반

위에 놔두고는 방으로 들어가 이제는 시민의 의무는 사라지고 음악만이 지

배하는 이 집의 새 주인 어머니에게 하교 인사를 한다.

한노는 복도에서 그의 책들을 곰이 앞으로 팔을 뻗쳐 들고 있는 쟁반
안에 두고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Hanno ließ seine Bücher auf dem Korridor in der Schale
zurück, die der Bär vor sich hinstreckte, und ging ins
Wohnzimmer, um seine Mutter zu begrüßen.372)

이와 같이 부덴브로크 일가에 나타나는 시각예술(품)들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시각적 대상들이 작품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의지의 실현으로서 한 가문의 몰락과 개인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세밀하게

조직된 시각적 모티브들에 의해 상징되고 있다. 작가는 이 모티브들이 갖는

의미를 단지 외양만 묘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상의 양식과 기법의 심

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적 대상과 언어적 의미를 정교하게 연결시킨

다. 이를 통해 볼 때 작가로서 토마스 만은 누구보다도 시각예술을 잘 이해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문학에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토마스 만이 시각예술에 대한 무지

와 무관심을 표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의 세계와 선

을 그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70) Buddenbrooks(1901) GW I 426.

371) Ebd. S. 515.

372) Ebd. S.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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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카를라 만과 곰
(1896 무렵)

<그림 22> 곰 박제가 들고 있던 쟁반

5.2. 글라디우스 데이: 시각예술을 둘러싼 정신과 삶의 대결

부덴브로크 일가에서의 시각예술이 가문이 겪는 ‘몰락과 죽음’의 과정을

확인해주는 징후로서 암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글라디우스 데이
(1902)에서 시각예술은 구체적인 작품, 곧 세속적인 성모자상으로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여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시각예술은 만의

다른 작품에서 음악이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라이트모티브와 주제로서

구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작품을 분석한 프레트 뮐러 Fred

Müller는 글라디우스 데이의 주제는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두 개

념들의 대치”373)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이 두 개념들

은 세기 말 뮌헨의 감각적이고 퇴폐적인 시각예술 작품과 이를 불태울 것을

요구하는 금욕적 주인공으로 형상화된다. 뮐러가 언급한 대립하는 두 개념

을 ‘삶과 정신’으로 해석한다면 이 작품의 주제는 시각예술을 둘러싼 삶과

정신 사이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속 대립의 장에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퇴폐적인 성모자상은 감

373) Fred Müller: Thomas Mann Erzählungen. München 1975. 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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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모티브로서,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정신

과 삶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사보나롤라와 니체와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다. 정신을 의미하는 사보나롤라가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성모자상 사

건의 역사적 선례를 제공한 자로서 작품 표면에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

다면, 삶을 의미하는 니체는 작품 속 성모자상의 양식적 배경이 되는 뮌헨

의 르네상치스무스 현상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사상가로서 배후에서 드러

나지 않게 등장한다. 토마스 만은 자신에게 각각 정신과 삶을 의미하는 인

물들인 이들을 표면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등장시키며 자신의 내면에서 벌

어지는 정신과 삶의 대결을 시각예술작품을 매개로 하여 작품 속에서 전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이 대립의 장으로서 선택한 세기말의 뮌헨은 르네상스 문화를 통

해 두 인물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장소이다. 특히 400여 년 전

피렌체에서 꽃피웠던 세속적, 인간적 문화를 동경했던 근대의 독일인들은

뮌헨에서 ‘르네상치스무스’라는 독특한 문화현상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는 피

렌체와 유사한 근대 뮌헨의 도시 구조와 외관으로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르

네상스 양식의 도시 구조는 작품 속에서 400여 년 전 사보나롤라가 활동한

장소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면서 작품의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티

브로서의 역할을 한다.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을 통해 본격적으로 두 개념 간의 갈등을 전개하기

에 앞서 이 도시의 시각예술적인 분위기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시각예술 모티브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작가가 이

들을 정신과 삶의 대립 구도에서 이 시각적 대상들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

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기

본적으로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적 대상들을 사보나롤라의 역사적 사건에 근

거하여 그가 규정한 ‘헛된 물건 vanità’으로서, 삶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러나 이 대상들에 대한 그의 묘사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면 작가가 시

각적 대상들을 다룰 때 양식 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르네상스 풍의 시각적 대상들에는 특별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세기말 뮌헨에 만연한 르네상

스 숭배현상에 대한 그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르네상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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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히 생동력 있는 삶의 문화로 파악한

니체에 대한 비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 정신과 삶의 대립 무대 뮌헨에서의 시각예술

이 작품의 시각 중심적인 성격은 “뮌헨은 빛나고 있었다 München

leuchtete”374)라면서 독자의 시각적 참여를 요구하는 문장으로 작품이 시

작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히 도입부에는 시각예술이 압도하는 뮌

헨의 세속적이고 화려한 분위기가 묘사되면서 다양한 양식의 시각예술품들

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시각예술 모티브를 중심으로 도입부를 서

술한 후 이 부분 마지막에 “뮌헨은 빛나고 있었다”는 첫 문장을 반복함으로

써 이 작품의 시각적인 성격을 재차 강조한다.375)

예술이 꽃피고, 예술이 지배하며, 예술이 도시를 향해 장미로 휘감은
자신의 왕홀을 내밀며 미소 짓는다. 예술의 번영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한 참여가 도처에 있고, 예술의 사명 속에서 도처에서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연습과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 장식, 형식, 감각,
미의 충심어린 숭배가 장악하고 있다 ... 뮌헨은 빛나고 있었다.
Die Kunst blüht, die Kunst ist an der Herrschaft, die Kunst
streckt ihr rosenumwandenes Zepter über die Stadt hin und
lächelt. Eine allseitige respektvolle Anteilnahme an ihrem
Gedeihen, eine allseitige, fleißige und hingebungsvolle Übung
und Propaganda in ihrem Dienste, ein treuherziger Kultus
der Linie, des Schmuckes, der Form, der Sinne, der
Schönheit obwaltet ... München leuchtete.376)

예술의 도시 뮌헨의 분위기를 찬미하는 듯한 도입부의 기술 속에는 단순

374) Gladius Dei(1902) GW VIII 197.

375) 이 부분은 남부 독일의 화사하고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예술 도시 뮌헨을 상징하
는 문구로서 여러 문헌에서 인용된다. 특히 “뮌헨은 빛나고 있었다”는 문장은 이
도시의 슬로건으로서 현재도 광고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어
지는 같은 문단의 문구들 역시 1900년 무렵 뮌헨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
기 위해 미술사 문헌에 인용된 사례를 볼 수 있다.
Lydia L. Dewiel(진임선 역) 2005. 103, 104 쪽. 참고.

376) Gladius Dei(1902) GW VIII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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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학적 수사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다. 특히 그는 이 부분에서 많은 시

각적 대상을 언급하며 이들에 상이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모티브들은 앞으로 전개될 주제로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도입부

에 기술된 이러한 시각적 모티브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토마스 만은 다양한

양식의 시각예술 중에서도 1900년 무렵 뮌헨에서 반권위적인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던 유겐트슈틸 예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감

을 갖고 서술하고 있는 반면, 당시 르네상스 문화 모방 현상과 관련되어 있

는 르네상스 픙 양식의 예술품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혐의를 갖고 비판적

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입장은 그의 문

학적인 표현을 미술사적 양식 해석을 통해 해석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위 인용구에서 언급된 “장미로 휘감은”이라는 어구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즐겨 사용하는 자연의 식물줄기, 넝쿨에서 따온 선 중심적인 시각예술의 모

티브이다. 아르누보 양식의 선구자 오언 존스는 1856년 물결 모양으로 휘

감아가면서 각각 다른 선에서 자라 올라가는 선들에서 형식미가 만들어진다

고 하면서 예술에 선적인 장식미를 요구한 바 있다.377) 영국의 공예 예술

가 비어즐리 또한 1891년에 색의 조화에만 신경을 쓰는 현대 예술가들보다

옛 대가들이 훨씬 앞섰던 이유는 선의 조화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

문이다라고 하며 선적인 것을 강조했다.378) 비어즐리는 20세기 초 그래픽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독일에서는 토마스 테오도르 하이네

Thomas Theodor Heine(1867-1948), 오토 에크만 Otto Eckmann

(1865-1902) 같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만이 1896

년 무렵 초창기 뮌헨에서 짐플리치씨무스에서 문학담당 편집자로 일하며

이 잡지의 캐리커처 담당 삽화가였던 토마스 테오도르 하이네와 긴밀한 친

분을 나누었다는 점으로 볼 때, 토마스 만은 영국 아르누보의 선구적 시각

예술가에게 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

377) Lydia L. Dewiel(진임선 역) 2005. 24 쪽 재인용.

378) 위의 책 24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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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토마스 만이 색보다는 선을 선호하고 선에 언어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의 인용부

분에서 선과 장식, 형식, 감각, 미 등 유겐트슈틸에서 강조하는 기본 개념

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유겐트슈틸에 대한 만의 호감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뮌헨의 화려한 도시 분위기가 “화려한 광장들 festliche Plätze”, “하얀

열주식 신전들 weiße Säulentempel”, “고대풍 기념물 antikisierende

Monumente”, “바로크교회들 Barockkirchen”, “솟아오르는 분수 die

springenden Brunnen”, “레지덴츠의 궁전과 정원시설 Paläste und

Gartenanlagen der Residenz” 379)등 다양한 양식의 공공 건축물들로

기술되고 있는 가운데 유겐트슈틸 건축물 또한 명시적으로 지칭되지는 않았

지만 분명한 시각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다섯 집 중에 한 집 꼴로 아뜰리에 유리창이 햇빛에 빛나고 있다. 나란
히 줄지어 들어서 있는 부르주아 주택들로부터 간혹 판타지로 가득 찬
젊은 건축가의 작품, 넓고 평평한 아치와 기이한 장식, 위트와 스타일
로 충만한 건물이 두드러지게 튀어 나왔다.
Jedes fünfte Haus läßt Atelierfensterscheiben in der Sonne
blinken. Manchmal tritt ein Kunstbau aus der Reihe der
bürgerlichen hervor, das Werk eines phantasievollen jungen
Architekten, breit und flachbogig, mit bizzarer Ornamentik,
voll Witz und Stil.380)

뮌헨의 부르주아 저택 양식은 ‘제국 건설기 Gründerzeit’ 베를린, 프랑크

푸르트 등 대도시에서 유행했던 ‘빌헬름 양식’의 장중하고 위압적인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 간혹 돌출적으로 두드러지는 “판타지가 넘치는 젊

은 건축가의 작품, 넓고 평평한 아치로 되어 있으며 기이한 장식이 있고,

위트와 스타일로 충만한 건물 das Werk eines phantasievollen jungen

Architekten, breit und flachbogig, mit bizarrer Ornamentik, voll

379) Gladius Dei(1902) GW VIII 197.

380) Ebd. 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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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z und Stil”381)은 명백히 유겐트슈틸 건축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실제

로 있었던 구체적인 시각적 대상을 연상시킨다. 아우구스트 엔델 August

Endell(1871-1925)이 디자인한 ‘호프아뜰리에 엘비라 Hofatelier

Elvira’(1896)의 독특한 외관과 주변의 부르주아 저택의 대조적인 모습은

작품 속의 묘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3).

<그림23> 아우구스트 엔델: 호프아뜰리에 엘비라

(1897-1898년 경. 1937년 소실)

  그러나 작가가 이 작품에서 다른 예술양식보다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15세기 르네상스와 연관된 예술품들이다. 무엇보다 만은 세기말 뮌헨의 과

도한 예술 탐미주의의 실상을 드러내는 모티브로서 미술품 상점에서 취급하

고 있는 복제품들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르네상스의 경우에는 특히 언급

되고 있는 작품들의 연대와 예술가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겐트슈틸

의 모티브들이 도시의 약동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긍정적 모티브로 사용되

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작품 속 르네상스의 모티브들은 감각적인 시각예

381) Gladius Dei(1902) GW VIII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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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혹은 퇴폐적인 삶과 연관되어 대부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풍자적인 표현 외에도 작

품 곳곳에 등장하는 르네상스양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조각품을 파는 가게며 액자 상점, 골동품 점들이 사방에 퍼져있
다. 상점들의 쇼윈도에서는 고상한 매력이 넘치는 콰트로첸토 풍의 피
렌체 여인들의 흉상이 당신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싸구려 가게 주인이라도 도나텔로와 미노 다 피에솔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마치 이 예술가들에게서 직접 작품 복제권을 받기나 한
것 같다......
Überall sind die kleinen Skulptur-, Rahmen- und
Antiquitätenhandlungen verstreut, aus deren Schaufenstern
dir die Büsten der florentinischen Quattrocento-Frauen voll
einer edlen Pikanterie entgegenschauen. Und der Besitzer
des kleinsten und billigsten Ladens spricht dir von Donatello
und Mino da Fiesole, als habe er das Vervielfältigungsrecht
von ihnen persönlich empfangen ...382)

이 작품의 주 무대인 블뤼텐츠바이크 씨의 상점 소장품목에는 세계 각지

의 화랑에서 온 걸작들의 복제품과 함께 “완벽한 주물 상태의 르네상스의

조각품 die Plastik der Renaissance in vollendeten Abgüssen”이 포

함되어 있다.383) 서점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각예술관련 서적들 중

에서 두 차례 ‘르네상스’가 명시되면서 세기말 뮌헨에 만연한 과도한 탐미주

의 경향의 중심으로서 르네상스 풍 예술이 부정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신 주위를 둘러보고, 서점의 쇼윈도를 들여다보라! 당신 눈에는 >르
네상스 이후의 주거 예술〈, ⟩색채 감각 교육〈, ⟩근대 공예 미술 속
의 르네상스〈, ⟩예술품으로서의 서적〈, ⟩장식 예술〈, ⟩예술에 대
한 갈망〈과 같은 제목이 보일 것이다.384) 그리고 그대는 이러한 눈에

382) Gladius Dei(1902) GW VIII 198.

383) Ebd. S. 198.

384) 1970년 이 작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볼프는 위에 언급된 제목의 책들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서 여섯 권 중 네 권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Ernest M. 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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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서적들이 수천 권 팔리고 읽히며, 저녁시간에는 사람들이 홀에 가
득 모여 바로 이런 주제들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lick um dich, sieh in die Fenster der Buchläden! Deinen
Augen begegnen Titel wie >Die Wohnungskunst seit der
Renaissance〈, ⟩Die Erziehung des Farbensinnes〈, ⟩Die
Renaissance im modernen Kunstgewerbe〈, ⟩Das Buch als
Kunstwerk〈, ⟩Die dekorative Kunst〈, ⟩Der Hunger nach
der Kunst〈; - und du mußt wissen, daß diese Weckschriften
tausendfach gekauft und gelesen werden, und daß abends
über ebendieselben Gegenstände vor vollen Sälen geredet wird
... 385)

›››

무엇보다 세기말 뮌헨의 장소가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속의 장소와 혼용되

어 작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점은 이 작품의 주제가 특히 르네상스 풍의

시각예술을 매개로 한 정신과 삶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사실을 더욱 구

체적으로 보여준다. 19세기 후반 이후 세기말 무렵의 뮌헨은 ‘이자르 아테

네 Isar-Athen’, ‘독일의 피렌체 das deutsche Florenz’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고전적인 문화 전통이 풍성하게 꽃을 피운 도시였다.386) 특히 뮌헨

은 르네상스의 중심도시 피렌체와 외면적으로도 매우 비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두 도시 사이의 유사성은 다수의 건축물과 조형물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387)

Savonarola in München. Eine Analyse von Thomas Manns Gladius
Dei. In: Euphorion Bd. 64. 1970. 85-96. S. 92. 각주 8 참고.

385) Gladius Dei(1902) GW VIII 199.

386) Ernest M. Wolf 1970. S. 89.

387) 뮌헨은 19세기 초반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도시 구조화 사업에서 15세기 피렌체
를 의식적으로 모방하였다. 사실 뮌헨의 피렌체 모방은 이미 16세기 바이에른 공
작 알브레히트 5세와 그의 아들 빌헬름 5세 때에도 선례가 있었다. 알브레히트 5
세는 피렌체의 주요 예술가들을 뮌헨으로 불러왔으며 이들은 도시에 르네상스 풍
의 구조물과 건축으로 중요한 혁신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한 동안 소강상
태에 있다가 19세기 루드비히 1세에 이르러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 뮌헨에는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의 ‘로지아 데이 란치’를 그대로 모방한 오
데온광장의 ‘펠트헤른할레’를 비롯하여 곳곳에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것
과 유사한 건축물, 조각상, 분수 등의 공공 구조물들이 상당 수 설치되었다.
뮌헨과 피렌체에 있는 유사한 건축물들과 조각, 분수 등을 사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Daniela Crezenzio: Italienische Spaziergänge in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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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피렌체 로지아 데이 란치
(1376-1382)388)

<그림 25> 뮌헨 펠트헤른할레 (1841)

작가가 글라디우스 데이의 배경으로 뮌헨, 그것도 15세기 피렌체의 광장을

연상시키는 곳을 주요 무대로 설정한 것은 분명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작품의 주요 무대인 블뤼텐츠바이크 씨의 예술품 상점은 “위엄 있는 로지아의

맞은 편 angesichts der gewaltigen Loggia”, “그 위 오데온 광장 곁 dort

oben am Odeonsplatz”389)에 있다. 상점의 진열장은 구체적으로 “통치자의

궁전을 비껴 맞은 편 schräg gegenüber dem Palast des Regenten” 390)에

위치하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에 따르면 이 가게는 광장의 르

네상스 풍 회랑 ‘펠트헤른할레’의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런데 토마스 만은 작품 속에서 오데온 광장의 이 르네상스 풍 회랑을 공식명칭

인 ‘펠트헤른할레’로 부르지 않고 굳이 피렌체에 있는 “로지아 Loggia”라는 이탈

리아 건축물 이름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4, 25). 또한 블뤼

Bd. 1. Florenz-Venedig-Rom. Rosenheim 2012.

388) 그림 24, 25의 출처는 Ebd. S. 46, 47.

389) Gladius Dei(1902) GW VIII 198.

390) Ebd. 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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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바이크 씨의 상점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 오데온 광장과 통치자의 궁전 위치

는 15세기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 궁의 배치와 구조적으로 거의 일치

한다. 피렌체 통치자의 집무공간이 있는 정치적 중심에 위치한 이 광장은 400

여 년 전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설교자 사보나롤라가 감각적인 예술에 의해 타

락한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에서 시민들에게 참회할 것을 요구하며 세속적인

예술품들을 불태우라고 명했던 곳이었으며 곧 이어서 사보나롤라 자신이 화형을

당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작품의 주제로 연관

된다는 사실은 정신을 상징하는 히에로니무스가 건장한 삶의 인물인 미술품 가

게 점원 크라우트후버에 의해 내쳐진 후 환상으로 “거대한 로지아 앞 모자이크

바닥 위에서 세상의 헛된 물건들이 ...... 타닥거리는 화염으로 타올라가는 것을

보는 Er sah auf der Mosaikfläche vor der großen Loggia die

Eitelkeiten der Welt [...] in prasselnde Flammen aufgehen”391) 데에서

도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여기서도 ‘펠트헤른할레’를 ‘거대한 로지아’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실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마스 만은 15세기 광

장이 갖는 장소의 역사성을 20세기로 번안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인공

히에로니무스의 행위를 설명해 주는 역사적인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작품의 배경으로서 세기말 뮌헨의 시각예술적인 분위기를 분석한

결과, 작가가 이 곳에서 묘사되고 있는 시각예술적인 모티브를 작품 속에서 양

식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세밀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한 건축물을 역

사적 상징성을 갖는 장소로서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특히 이 시각예술적 대상들은 정신과 삶의 대립에서 삶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르네상스 양식과 관련된 대상들은 작품 속에서 부정

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 시각예술적 대상들의 이

러한 역할과 양상은 토마스 만이 정신의 대표자로 생각한 사보나롤라의 입장과

특히 르네상스 해석에 있어서는 삶의 대표자로 간주한 니체와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 그 심층적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91) Ebd. S.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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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보나롤라와 시각예술

글라디우스 데이는 400여 년 전 피렌체에서 사보나롤라 주도로 행해졌

던 ‘헛된 물건 소각 사건 Das bruciamento delle vanità’에서 직접적인 소

재와 내용을 취하고 있다. 토마스 만은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예술이 성행했

던 르네상스의 중심지에서 금욕적 수도사에 의해 감행되었던 이 역사적 사

건을 최고의 순간으로 예찬한 바 있다.392) 그는 이 사건을 구체적인 물건

을 두고 벌이는 감각적 예술과 금욕적 정신 사이의 대립으로 해석하며 르네

상스 시대 피렌체와 유사하게 시각예술이 성행했던 세기말 뮌헨으로 가져와

문학적으로 번안해 놓고 있다.393)

글라디우스 데이는 토마스 만이 1897년 무렵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집필한 장편 부덴브로크 일가를 마친 후 쓴 첫 작품이다. 이 단편을 위한

메모는 장편을 쓰던 1899년 무렵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집필은

1901년 가을에야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장편을 쓰는 동안 오랫동

안 숙고하며 미뤄놓았던 주제를 대작을 마친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

작품 속에서 치열하게 다루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그

랬다는 사실을 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은 장편을 마무

리 할 무렵인 1900년 12월 하인리히 만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작품의 유

래와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한다.

그리스도와 사제 지롤라모는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천재가 된 약자가 삶
을 지배하는 데 도달한 것이지요. 최고의 순간: 헛된 물건 소각. - 그밖
에도 지금 노벨레의 소재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서, 고대하고 있는 연극
작품 전에 한 권의 단편집을 끝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Christus und Fra Girolamo sind Eins: nämlich die Genie
gewordene Schwäche zur Herrschaft über das Leben gelangt.

392) 본 논문 인용문 394번 참고

393) Hans Wysling(hrsg.): Thomas Mann Heinrich Mann Briefwechsel
1900-1949. Frankfurt a. M. 1995. S. 64.
본래 부질없는 허영의 물건을 뜻하는 vanità는 ‘부질없는 세속적 물건’으로 번역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헛된 물건’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에는 장신구와 예
술품뿐만 아니라 시와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작품과 철학서 등 인문 서적 등도 포
함되므로 사실 전자의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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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öchste Moment: Das bruciamento delle vanità. - Übrigens
drängen jetzt Novellenstoffe herzu, sodaß es sehr möglich ist,
daß vor dem ersehnten Theaterstück noch ein Band
Erzählungen fertig wird.394)

위의 인용에 따르면 만은 지롤라모 곧, 사보나롤라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서, 곧 삶을 지배하는 약자인 정신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보나롤라가 1497년과 1498년 2월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서 행한

‘헛된 물건 소각 사건’을 역사의 최고 순간으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이 주제로 연극 작품을 쓸 구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전에 자신이

구상해 놓은 여러 주제로 소설들을 쓸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장편을 마무리하고 연극 작품을 쓰기 전 곧, 1901년과 1905년 사이

많은 주제 중 처음으로 선택하여 쓴 단편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는 사실과

여기서 다음 단계의 목표로 거론하고 있는 연극 작품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작가에게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토마스 만은 이 작품의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보나롤라

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자신 정신의 우위를 추구하는 작가로서 만은

금욕적 삶으로 신성한 정신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다 좌절한 사보나롤라에

정신적으로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감정은 평생 동안 계

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7). 이러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듯 토마스

만은 장편 집필을 마친 후의 첫 여행지를 사보나롤라가 활동하였던 피렌체

로 선택하였으며 그곳에서 이 역사적 인물의 자취를 직접 접하고 책을 통해

그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러나 토마스 만은 1901년 5월 피렌체 여

행을 하기 전 이미 같은 해 1월에 파스콸레 빌라리 Pasquale Villari

(1827-1917)가 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와 그 시대의 역사 Geschichte

Girolamo Savonarolas und seiner Zeit(1868)를 통해 이 인물을 깊

이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인물탐구와 피렌체에서의 체험은 작품 글라디우스 데이의 창작에

394) Ebd. 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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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편의 제목과 마지막의 “신의 검이 땅위에, ......

신속하고 빨리! Gladius Dei super terram, [...] Cito et velociter!”

라는 문장은 만이 빌라리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보나롤라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395) 또한 주인공 이름이 지롤라모 Girolamo의 독일식 명칭

인 히에로니무스 Hieronymus라는 사실 또한 이 작품과 역사적 인물 사보

나롤라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주인공 히에로

니무스는 이름뿐만 아니라 인상착의에서도 500년 전 인물과 거의 일치한

다. 그는 마치 수도승처럼 “헐렁한 검은 외투의 카푸체를 머리위에 쓰고 Er

[...] hatte [...] die Kapuze seines weiten, schwarzen Mantels

über den Kopf gezogen” 있다.396) 특히 여기서 묘사된 검은 모자의 모

티브는 작품 전체를 통해 10번 이상 등장하는데, 이는 히에로니무스와 사

보나롤라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라이트모티브이다.397) 또한 작품에서 구체

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의 얼굴은 프라 바르톨로메오 Fra Bartolomeo

(1472-1571)가 그린 500년 전의 사보나롤라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

을 볼 수 있다(그림 26).

그의 검은 눈썹은 얼굴에 혹처럼 우뚝 솟아 있는 좁은 코뿌리에서 짙어
졌고, 그의 입술은 다부지고 두툼했다. 그가 미간이 꽤 좁은 갈색 눈을
치켜뜨면 각진 이마에서 옆으로 주름이 생겼다.
Seine dunklen Brauen verdickten sich stark an der schmalen

395) 빌라리는 사보나롤라 전기를 쓰면서 그의 책Compendium Revelationum
(1495)을 상당 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토마스 만이 사보나롤라의 원본이 아니
라 빌라리를 통해 이 어구들을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은 사보나롤라 책 원
본의 ‘Gladius Domini’라는 어구를 빌라리가 ‘Gladius Dei’로 다르게 인용한
것을 그대로 재인용했다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이 작품의 제목과 토마스 만의
빌라리 책 인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homas Mann: Große kommentierte
Frankfurter Ausgabe. Werke - Briefe - Tagebücher.Heinrich
Detering/Eckhard Heftrich/Hermann Kurzke/Terence J. Reed/Thomas
Sprecher/Hans R. Vaget/Ruprecht Wimmer(hrsg. und in
Zusammenarbeit mit dem Thomas-Mann-Archiv der ETH Zürich).
Frankfurt a. M. 2001 ff. Bd. 2.2. S 113f 참고.

396) Gladius Dei(1902) GW VIII 200.

397) Ernest M. Wolf 1970. 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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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rzel seiner Nase, die groß und gehöckert aus dem Gesichte
hervorsprang, und seine Lippen waren stark und wulstig. Wenn
er seine ziemlich nahe beieinanderliegenden braunen Augen
erhob, bildeten sich Querfalten auf seiner kantigen Stirn.398)

<그림 26> 프라 바르톨로메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1498 경)

<그림 27> 토마스 만 책상 위의

사보나롤라

이러한 모습의 히에로니무스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비치는 화창한 날에

걱정 근심이 뺨 우물에 찌들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끔찍하지 않은가?

Ist es nicht schauerlich, an solchem Sonnentage den Kummer in

den Wangenhöhlen eines Menschen wohnen zu sehen?”라는 거부감

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인상을 갖게 된다.399) 이와 같이 작가

가 주인공 히에로니무스의 모습에서부터 사보나롤라와 밀접하게 일치시킨

것은 무엇보다 ‘정신과 삶’의 대립에서 정신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강한 면모

를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의도를

398) Gladius Dei(1902) GW VIII 200.

399) Ebd. 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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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지적이고 외골수에 고통스러운 느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옆에
서 보면 이 얼굴은 피렌체의 좁고 딱딱한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는, 수
도사가 그린 옛날 초상화와 아주 비슷했다. 이방에서 한 때 삶과 그 승
리에 대한 무시무시하고 끔직한 항의가 실행된 바 있었다......
Er blickte mit einem Ausdruck von Wissen, Begrenztheit und
Leiden. Im Profil gesehen, glich dieses Gesicht genau einem
alten Bildnis von Mönches Hand, aufbewahrt zu Florenz in
einer engen und harten Klosterzelle, aus welcher einstmals
ein furchtbarer und niederschmetternder Protest gegen das
Leben und seinen Triumph erging... 400)

토마스 만은 히에로니무스와 사보라롤라와의 연관성을 인상착의 묘사에서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서도 암시하고 있다. ‘모세처럼 말솜씨가

좋지 못하다는 점’, ‘그의 쉰 목소리’, ‘아름답지 않은 그의 목소리’등의 모티

브는 이 인물의 역사적 선례, 사보나롤라와 일치하는 것이다.401) 특히 블

뤼텐츠바이크씨가 진열하고 있는 유명한 마돈나 그림과 모든 시각예술품들

을 태워서 재로 날려 보내라는 그의 거친 항의는 사보나롤라가 그림을 비롯

한 세속적인 물건을 삶에 속한 죄악으로 규정하며 ‘정신과 삶’의 투쟁을 벌

였던 400여 년 전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의 소각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400) Ebd. S. 200f.

401) 사보나롤라의 존재가 군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눈에 띄는 그
의 특이한 용모뿐만 아니라 거칠고 조야하며 교양이 없어 보이는 그의 언사도 중
요하게 꼽힌다. 특히 그의 롬바르드 식 액센트는 거슬리고 그의 표현은 거칠고 다
듬어지지 않았으며, 그의 제스처는 성급하고 난폭했다고 전해진다. 사보나롤라와
히에로니무스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문헌 참고.
Th. C. van Stockum: Savonarola, die historische Gestalt und ihre
doppelte Spiegelung im Werke Thomas Manns. In: ders(hrsg.): Von
Friedrich Nicolai bis Thomas Mann. 320-333.
Rolf C. Wirtz: Girolamo Savonarola and the bonfire of vanities. In:
Rolf C. Wirtz: Florence. Köln 1999. S.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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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림을 당신의 진열창에서 떼어 내어 오늘 당장 불태우십시오! 아, 그
것만 태울 게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죄에 빠지게 되는 이 조각상들
과 흉상들을 불태우고, 이 꽃병들과 장식품들, 이교도 정신의 이 파렴치
한 재탄생, 호화롭게 장정된 사랑의 시들을 불태우십시오! 당신 가게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십시오, 블뤼텐츠바이크 씨, 그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허접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태우세요. 태우세
요, 태워버리십시오!
Nehmen Sie das Bild aus Ihrem Fenster und Verbrennen Sie
es noch heute! Ach, Verbrennen Sie nicht dies allein!
Verbrennen Sie auch diese Statuetten und Büsten, deren
Anblick in Sünde stürzt, verbrennen Sie diese Vasen und
Zierate, diese schamlosen Wiedergeburten des Heidentums,
diese üppig ausgestatteten Liebesverse! Verbrennen Sie alles,
was Ihr Laden birgt, Herr Blüthenzweig, denn es ist ein
Unrat in Gottes Augen! Verbrennen, verbrennen, verbrennen
Sie es!402)

사보나롤라의 소각 사건은 토마스 만과 비슷한 시대의 화가에 의해서 재

현되기도 하였다. 랑엔만텔의 그림에는 사보나롤라가 참회를 촉구하는 설교

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으며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은 이것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상징하는 해골을 들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 물건들에는 “가발, 악기, 게임 카드, 거울, 향수와

같은 헛된 물건은 물론, 보카치오나 마키아벨리의 책과 함께 아름다운 여성

을 그린 초상화”가 포함되었다(그림 28).403) 이런 맥락에서글라디우스 데

이에서 히에로니무스가 태워버리라고 요구하는 퇴폐적인 성모자상은 종교

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을 그린 초상화로서 사보나롤라가 단죄했던 헛된

물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블뤼텐츠바이크씨의 가게 진열장에 걸려 군중들

을 감각적으로 미혹하는 이 성모자상이 종교적인 회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묘사하는 직설적인 언급 외에도 “화가

가 자신의 어린 청소부를 그 일(모델)에 이용했다 Er hat doch seine

kleine Putzmacherin dazu benützt” 404)는 말이나 “어떤 예술가가 자기

402) Gladius Dei(1902) GW VIII 200.

403) Rolf C. Wirtz 1999. S.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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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루트비히 가를 올라간다 dort fährt ein großer

Maler mit seiner Geliebten in einem Wagen die Ludwigstraße

hinauf”405)는 작가의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28> 사보나롤라의 설교. 루트비히 폰 랑엔만텔(1879)

사보나롤라의 ‘소각 사건’은 글라디우스 데이의 마지막 부분에서 히에로

니무스의 환상으로 재현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

물건들을 불태우라고 요구할 때보다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

다. 여기에서 언급된 ‘헛된 물건들 Eitelkeiten’이라는 단어는 사보나롤라

사건의 ‘vanità’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들어있는 “대가들이 그린

유명한 미인들의 초상화 die Porträts der berühmten Schönheiten

von Meisterhand”는 이 퇴폐적인 성모자상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표현으

로서 이는 글라디우스 데이의 주인공 히에로니무스가 왜 이 그림을 불태

우라고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404) Gladius Dei(1902) GW VIII 203.

405) Ebd. S. 1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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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대한 로지아 앞 모자이크 바닥 위에서 세상의 허탄한 물건들, 예
술가 축제에서의 가면의상들, 장신구, 꽃병과 장식품과 특별한 양식의 오
브제, 나신 조각과 여성 흉상, 이교도 정신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들, 대
가들이 그린 유명한 미인들의 초상화, 호화롭게 장정된 사랑의 시집들과
선동적인 예술서적 등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그의 무시무시한 말에 굴복한
민중들의 환호 속에 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Er sah auf der Mosaikfläche vor der großen Loggia die
Eitelkeiten der Welt, die Maskenkostüme der Künstlerfeste,
die Zierate, Vasen, Schmuckstücke und Stilgegenstände, die
nackten Statuen und Frauenbüsten, die malerischen
Wiedergeburten des Heidentums, die Porträts der berühmten
Schönheiten von Meisterhand, die üppig ausgestatteten
Liebesverse und Propagandaschriften der Kunst pyramidenartig
aufgetürmt und unter dem Jubelschrei des durch seine
furchtbaren Worte geknechteten Volkes in prasselnde
Flammen aufgehen.406)

작품 속의 성모자상 모티브가 사실은 정신과 삶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상징이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작품과의 연관성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성모자상의 모티브를 사보나롤라에만 의지해 고

려하면 이 대상은 다른 시각예술품들과 함께 헛된 물건을 구성하는 한 품목

으로서 일반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그러나 토마스 만이 이 작품 속에서 다

른 대상들보다도 특히 성모자상을 지목하여 이를 삶의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불태우라고 요구한 것은 이 시각예술품만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삶을 상징하는 핵심적 시각 모티브

로서 퇴폐적 성모자상은 니체, 특히 르네상스 해석자로서 세기말 뮌헨의 르

네상치스무스 현상에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철학자 니체와 연관되어 해석될

때 심층적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c. 성모자상을 통한 니체 비판

이 작품에서 르네상스 양식의 시각예술품들과 함께 뮌헨 사교계의 인물을

406) Ebd. S. 214.



- 193 -

묘사할 때도 르네상스 양식의 치장이 특히 퇴폐적인 여성들과 연관되며 부

각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토마스 만의 르네상스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운이 있다면, 보통은 예술 매체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여성
들을 직접 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티치아노 풍 금발의 가발과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천재적인 화가의 손으로 그 뇌쇄적인 모습을 영원
히 간직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연애 행각이 온 시내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고, -카니발 예술가축제의 여왕들로서 악간은 화장을 하고, 약간은
그려져서 고상한 재기발랄함으로 인기와 숭배의 대상이 된 여인들 중
한사람을 말이다.
Hast du Glück, so begegnet dir eine der berühmten Frauen in
Person, die man durch das Medium der Kunst zu schauen
gewohnt ist, eine jener reichen und schönen Damen von
künstlich hergestelltem tizianischen Blond und
Brillantenschmuck, deren betörenden Zügen durch die Hand
eines genialen Porträtisten die Ewigkeit zuteil geworden ist,
und deren Liebesleben die Stadt spricht, - Königinnen der
Künstlerfeste im Karneval, ein wenig geschminkt, ein wenig
gemalt, voll einer edlen Pikanterie, gefallsüchtig und
anbetungswürdig.407)

여기서 언급되는 “티치아노 풍 금발의 가발과 빛나는 보석”의 표현으로

미루어 작가는 위의 모티브를 티치아노의 ‘이사벨라 데스테의 초상‘에서 갖

고 온 것으로 보인다(그림 29).408) 그러나 토마스 만이 작품 속에서 묘사

하고 있는 여인들은 티치아노 그림의 주인공처럼 지체 높은 신분 여성이 아

407) Ebd. S. 199.

408) 연구자들은 이 표현의 전거로 티치아노의 디아나 Diana, 베누스 Venus, 플로라
Flora, 루크레치아 Lukrezia등의 신화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을 꼽고 있
으나 이들은 대부분 나신의 모습으로 화려한 치장 없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금발
에 한껏 치장을 한 묘사와는 다르다. 만의 묘사는 티치아노의 ‘이사벨라 데스테’
초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초상화의 주인공 이사벨라는 에스테
공국 군주의 딸이자 만투아의 용맹스러운 군주, 용병대장의 아내로서 니체가 르
네상스의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했던 활력이 넘치는 폭력적인 인물과 연관이 있다
는 점에서 이 작품이 토마스 만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르네상스 여성의 표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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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고급 매춘부 ‘쿠르티자네 Kurtisane’들로 볼 수 있다. 작가는 르네상

스 풍 장식을 통해 400여 년 전 이탈리아 지도적 인물들의 고급 정부로서

아름다운 외모 외에 높은 교양으로 이름이 높았던 역사적인 여성들을 연상

시키면서 이들을 뮌헨의 사교계를 주도했던 여성들로 연결시킨다.409) 특히

이들은 시각예술이 압도적으로 성행했던 도시 뮌헨에서 화가들의 애인이자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세속적인 성모자상과 긴밀히 연결된

다. 여기서 토마스 만이 세기말 사교계 여성들을 언급하며 이들을 르네상스

풍 장식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감각적인 르네상

스 문화의 선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모티브를 통해 이러한 시각적 대상이 나오게 된 시대

적 배경으로서 세기말 뮌헨의 르네상스 모방 현상과 여기에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니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림 29> 티치아노: 이사벨라 데스테의 초상

409) 이 작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의 드라마 피오렌차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
주인공 피오레 Fiore 또한 이러한 여성 인물 유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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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르네상스 풍 치장을 한 여인과 이들을 모델로 감각적인 세

속초상화가 그려졌다는 사실은 글라디우스 데이의 중심 소재, 히에로니무

스가 블뤼텐츠바이크 씨의 미술품 가게 진열장에서 발견한 매우 육감적이고

퇴폐적인 성모자상의 속성으로 연결된다. 작품 속에서 “이 마돈나상은 전적

으로 현대적으로 느껴지며, 일체의 관습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작품 Es

war eine Madonna, eine durchaus modern empfundene, von

jeder Konvention freie Arbeit”410)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오시

태 교리 Dogma von der unbefleckten Empfängnis”411) 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세속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화가의 어린 청소부 seine kleine

Putzmacherin”412)가 모델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이 그림은 전통적인 종

교화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던 뮌헨의 퇴폐적 시각예술계에서 만연한 선

정적 여성 초상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이 묘사하는 “심상치 않은 계집 ein bedenkliches Weib”, “미치게 하는

계집 ein Weib zum Rasendwerden”, “꽤나 닳고 닳은 듯한 인상 ein

ziemlich berührter Eindruck”413)등의 언급은 이 작품의 퇴폐적 성격을

강하게 전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토마스 만이 이 작품의 퇴

폐성을 위와 같은 언어로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상징을 사용해서도 표현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색채에서 훨씬 아프로디테같은 느낌을 주며 ...... 특히

눈이 그렇다 Sie wirkt in der Farbe noch weit aphrodisischer...besonders

die Augen”414)라는 표현은 선과 색, 귀와 눈의 대립에서 각각 후자를 감각

적이고 삶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간주했던 토마스 만의 입장을 암시

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눈이 그렇다”는 표현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눈과 귀의 상징성에서 눈이 갖고 있는 삶의 세속성의

410) Gladius Dei(1902) GW VIII 202.

411) Ebd. S. 202, 203.

412) Ebd. S. 203.

413) Ebd. S. 203.

414) Ebd. S.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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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시각예술작품이 문학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글라디우스 데이를 둘러싼 해석에서는 이 그

림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왔다. 연구자들은 작품에서 묘사

된 그림의 근거로 토마스 만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슈툭 Franz von

Stuck(1863-1928)의 ‘죄 Die Sünde’, 뭉크 Edvard Munch

(1863-1944)의 ‘마돈나’를 비롯하여 이들보다 200여 년 앞선 스페인 화가

무리요 Bartolomé Esteban Murillo(1617-1682)의 ‘마돈나’에 이르기까

지 많은 작품들을 제시했다.415) 그러나 “피나코텍에서 이 그림을 사들이고

Die Pinakothek hat es angekauft”416) 화가가 “군주의 식사에 두 번이

나 초대를 받았다 Er war schon zweimal beim Regenten zur Tafe

l”417)는 작품 속의 기술에 주목하여 비슷한 전기적 이력을 가진 화가 가브

리엘 코르넬리우스 폰 막스 Gabriel Cornellius von Max(1840-1915)

의 ‘마돈나’를 이 작품의 근거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그림 30).418)

415) Bastian Schlüter: Gladius Dei. In: Andreas Blödorn/Friedhelm Marx
(hrsg.): Thomas Mann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15. S. 107.

416) Gladius Dei(1902) GW VIII 203.

417) Ebd. S. 203.

418) Ebd. S. 203.



- 197 -

<그림 30> 가브리엘 코르넬리우스 폰 막스: 마돈나와 아기(1888)

그러나 한스 파게트 Hans R. Vaget는 이와 같은 연관성에 대해 회의를

표한다. 그에 따르면 만의 묘사가 위에 언급된 화가들의 성모자상과는 세부

적으로 공통점이 많지 않고 특히 “벌거벗은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갖고

놀았다 eines nackten Knaben, der mit ihrer Brust spielte”419)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일치시킬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20) 파게트는 글라디우스 데이의 토대가 회화보다는 문학작품에

있다고 하면서 동시대 작가 막스 그라트 Max Grad(1863-1927)의 노벨

레 마돈나 Madonna(1896)를 전거로 꼽는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그라트의 작품에 «마리아의 수태 Marias Empfängnis»라는 제목의 육감

적인 마돈나 그림이 등장하고 무오시태 교리를 의심하는 내용 또한 다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421) 글라디우스 데이를 종교적인 측면에

서 분석한 슈트롬베르크 Eberhard Stromberg 역시 토마스 만의 글라디

우스 데이가 그라트의 소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파게트가 언급한 모

419) Ebd. S. 203.

420) Hans R. Vaget: Die Erzählungen.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Mann-Handbuch. Regensburg 1995. S. 564.

421) Ebd. S.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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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외에 마리아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보고 있는 장면을 근거로

제시한다.422) 이들의 주장은 그라트의 노벨레의 다음과 같은 육감적인 마

돈나 그림의 묘사가 토마스 만 작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을 갖는다.

진홍색의 속옷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장밋빛깔로 빛나는 야생관목과 뒤
섞였다. ...... 가볍게 열린 입과 반쯤 감긴 눈을 하고 황홀경에 빠져
수풀과 야생관목 덤불에 붙어 있는 듯한 마리아는 희열에 몸을 떠는 것
처럼 보였다.
관중들이 이렇게 흥분한 적은 없었으며 무아지경과 감탄의 탄성이 분노
와 경악의 탄성과 교차했다.
전시장을 나선 후 실로 민족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
은 오직 >끔찍하게 냉소적이고 섬뜩한<, 혹은 >굉장하고, 놀랍도록 사
실적이며, 고도로 예술적인<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
Das scharlachrothe Untergewand mischte sich aufs
Merkwürdigste mit dem rosig schimmernden Heidekraut. [...]
Mit leichtgeöffnetem Mund und halbgeschlossenen Augen,
sich wie in verzücktem Krampfe in der Gras- und
Heidekrautbüscheln festhaltend schien Maria in Wonne zu
beben.
Das Publikum war erregt wie nie, Ausrufe der Begeisterung
und Bewunderns wechselten mit solchen der Empörung und
Entsetzens.
Nach dem Ausstellungssaale begann eine wahre Völkerwanderung.
Man sprach nur von dem >entsetzlich cynischen und
gräulichen< oder von dem >herrlichen, wunderbarer realistisch,
hochkünstlerischen< Werke [...] .423)

그러나 그라트의 묘사 역시 만의 작품에 등장하는 마돈나 상과 일치한다

고 볼 수는 없다. 그라트의 문학작품은 앞에 언급된 화가들의 회화 작품보

다 성적인 분위기를 더 강하게 드러내면서 매우 퇴폐적으로 마돈나를 묘사

422) Eberhard Stromberg: Thomas Mann. Mythos und Religion in seinem
Leben und Werk. Würzburg 2015. S. 63f.

423) Max Grad: Madonna. In: Neue Deutsche Rundschau. VII Jahrgang. 2.
Halbband 1896. S. 988-996. S.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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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토마스 만이 글라디우스 데이에서 세속성을 드러내는 요인으

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파게트가 지적

하고 있는 것처럼 만의 작품에 나오는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아기’

의 모티브는 위에서 언급된 회화와 문학 작품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마스 만의 글라디우스 데이에 등장하는 성모자상

은 특정 화가나 작가의 구체적인 작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동

시대의 시각예술 경향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창조해 낸 가상의 회화작품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토마스 만은 작품 속에서 특정 회화작품 곧, 니체가

예찬하고 만 스스로도 자신의 유일한 회화적 경험으로 꼽은 라파엘로의 ‘드

레스덴의 시스티나 성모자상’을 염두에 두고 이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정의 근거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 그

림에 대한 니체의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424) 니체는 이 그림이 신심을 불

러일으키는 종교화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근거로 “어린 아이의 머리에 있는

성인 남자의 눈”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토마스 만이 글라디우

스 데이의 성모자상을 묘사할 때 세속적인 어린 아이의 모티브를 굳이 도

입한 것은 라파엘로의 그림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토마스 만이 니체에게까지 뿌리가 닿아 있는 이

퇴폐적 성모자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판하려 한 것은 단순히 세속적, 회화

작품이 아니라 니체의 미학, 특히 이러한 성모자상을 탄생시킨 르네상스 모

방현상에 근거를 제공한 니체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이 사

보나롤라를 정신과 삶의 대립에서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았듯이 니체

는 르네상스를 폭력적인 삶의 문화로 해석한 인물로서 삶을 대표한다고 보

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세기말 뮌헨에서 성모자상

을 두고 벌어지는 글라디우스 데이의 사건은 사보나롤라가 벌이는 정신과

삶 사이의 투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의 연장선상에서 니체와 토마스 만이

424) Friedrich Nietzsche: Der Wanderer und sein Schatten. In: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II. IV 3. 73. S.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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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두 양극성 사이의 대결로 이해될 수도 있다.

토마스 만은 니체의 정신적 후예로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니

체와 르네상스 수용을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품 속에서 성모자상 모티브는 니체가 옹호한 감각적 삶의 르네상스

를 상징하는 시각적 아이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격은 곧 니체의

르네상스 관점에 대한 토마스 만의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수적 독일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작가로서 토마스 만은 세기말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숭배 현상, 곧 르네상치스무스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한노-발터 크루프트는 이 시기에 유행했던 르네상스는 단순히

문화적, 예술사적 교양을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니체와 부르크하르트에

근거하여 엘리트적 인물 남성 군주상을 예찬하고 이들의 거침없는 삶을 합

리화하는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425) 만이 비판했던 것은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감각적인 삶의 측면에서의 세기말 독일의 르네상스

수용이었다고 할 것이다.

세기말 독일 지식인들이 ‘비열함 Ruchlosigkeit’을 미화하며 폭력적인 삶의

르네상스 문화를 예찬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세기 전환기의 독일 지식인

들에게 이탈리아와의 만남이란 르네상스-체험, 곧, 그들이 가진 특유의 데

카당스와 나약함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무제한적인 개인주의와 비도덕주의,

유미주의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을 뜻”했던 것이다.426) 19세기 후반부터

모습을 드러낸 독일인들의 르네상스 숭배현상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니체였으며 니체의 이러한 폭력적 르네상스 예찬의 뿌리는 사학

자 부르크하르트로 거슬러 갈 수 있다.

부르크하르트가 기술하고 있는 르네상스의 이상적 인간상은 고상한 인문

주의자들이거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천재 예술가들이 아니라 사욕을 추구

하는 데 있어 거칠기 짝이 없는 용병 지도자, 폭력적인 군사력을 행사하는

425) Hanno-Walter Kruft: Renaissance und Renaissancismus bei Thomas
Mann. In: August Buck(hrsg.): Renaissance und Renaissancismus
von Jacob Burckhardt bis Thomas Mann. Tübingen 1990. 89-102. S. 89.

426) Ebd. 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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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공국의 지배자들이었다. “부르크하르트는 이 종족이 지니고 있었던 강

인함, 필적할 것이 없는 의지력을, 그리고 비잔틴적인 연약함과는 근본적으

로 상이한 대단한 신체적인 건강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찬탄하였다.”427) 그

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비종교적이며 사악하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장 높은 정신적 발전 단계에 이

르렀다”428)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르네상스 인간상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문학적 재능을 갖춘 동시에 어떤 잔학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폭력

적 군주이자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이었던 체자레 보르지아(1475 추정

-1507)였다.

니체는 부르크하르트의 위와 같은 르네상스 해석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

으며 자신의 ‘초인 Übermensch’의 전형을 부르크하르트가 해석한 체자레

보르지아에게서 발견했다. 이에 대해 사케이 다케시는 “폭군이지만 재능이

넘치는 그 인물을 니체는 단순히 개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근

저에서 흘러나오는 열기 같은 것, 다시 말해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주목했

다.”429)고 말한다. 르네상스 군주들의 이러한 폭력성은 부도덕성으로 끝나

지 않고 명예에 대한 추구와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평가를 통하여 예술적인

것으로 연결되었다. 니체는 르네상스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사상의 해방,

권위에 대한 해방, 개인주의의 확립, 진실성에 대한 열정으로 평가했으며

현대 문화를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노력들로 보았다. 니체가 이들에게서 발

견한 가장 큰 덕목은 ‘비열함 ’이었다.

토마스 만은 이와 같이 삶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니체의

르네상스관이 북독일 독일 보수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신의 미학관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초기부터 간파하고 있었으며 이를 그가 거부하

는 남쪽 문화의 핵심으로 보았다.430)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자신의 정치

427) 정동호/차하순: 부르크하르트와 니이체. 서강대학교출판부 1986. 250 쪽.

428) 위의 책. 250 쪽.

429) 사카이 다케시: 니체의 눈으로 다 빈치를 읽다.(남도현 역). 개마고원 2005. 31 쪽.

430) 그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기 전인 20세 무렵부터 이러한 점에서 니체와의 차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점이 자신의 니체 수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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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함께 미학적 입장의 정당성을 치열하게 논증한 비정치인의 고찰
(1918)에서 ‘비열한 ruchlos’의 의미를 특별히 드러내어 니체에 반기를 드

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비열한’: 이 말은 처음으로 쇼펜하우어를 통해 우리에게 활성화되었는
데,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였다...... . 이 말을 우리는 니체에게서
다시 만나는데, 그 의미와 울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비열하다’는 것은 또한 ‘사리지 않는다’는 것, ‘신중하게-사리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도덕
과 관계가 없는’ 최고로 긍정적이고 최고로 공감의 뜻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바로 ‘찬양’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비열하다’ - 디오니소스적
인 말이며, 삶, 강하고 고귀하며 힘이 있고, 거리낌 없이 -승리를 거두
는, 폭력적인, 이름 하여 아름다운 삶, 체자레 보르지아- 삶을 거의 여
성에 매혹된 것 같은 식으로 찬양하고 예찬하는 것......
‚ruchlos‘: das Wort wurde uns zuerst durch Schopenhauer
lebendig, und zwar auf durchaus negative Art [...]. Das
Wort begegnet uns wieder bei Nietzsche, aber wie sehr in
seinem Sinn und Klange gewandelt! ,Ruchlos‘ oder auch
,unbedenklich‘, ,bedenklich-unbedenklich‘: das war nicht
länger ein moralisches Urteil, das Wort war ,moralfrei‘
nunmehr und höchst positiv, höchst zustimmend, ja geradezu
als Verherrlichung gemeint: ‚Ruchlos‘ - ein dionysisches
Wort, ein Lob und Preis von fast feminin-entzückter Art auf
das Leben, das starke, hohe, mächtige, unschuldig-sieghafte,
gewalttätige und namentlich schöne Leben, das Cesar
Borgia-Leben [...] .431)

르네상스 인간의 폭력적이고 비열한 삶을 예찬하는 니체에 대해 토마스

되는 고민거리였음을 30여 년 후의 회고록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
“니체의 윤리와 예술성을 나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유기적으로 도입하
고 변형시켰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느낌을 주는 비판의 사안
으로 남아있었다. 어쨌든, 이 일은 이 철학자의 최신 유행 영향력과 뒷골목 영향
력, 무엇보다도 단순한 ‘르네상치스무스’, 초인숭배‘, 체자르-보르지아 ’유미주의‘,
피와 아름다움 숭배와 같은 문제들이 당시에 크든 적든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적으로 경멸에 가득 찬 태도를 취하는 복잡한 문제였다.”「Lebensabriß」
(1930) GW XI 109.

431)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GW XI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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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토니오 크뢰거에서 체자레 보르지아를 직접 언급하며 이러한 삶을

지지하는 철학자와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한다. 니체의 정신적 후

예로서 그로부터 평생 지속적인 영향력을 받은 토마스 만이지만 니체의 이

러한 르네상스 옹호에는 단호한 반감을 표했으며, 바로 이 점은 니체와 토

마스 만의 미학적 입장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내게는 이 체자레 보르지아가 아무 것도 아니고, 나는 그에게 최소한의
의미도 두지 않으며,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특이하고 악마적
인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숭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절대로 그리고 언제
까지나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Er ist mir nichts, dieser Cesare Borgia, ich halte nicht das
geringste auf ihn, und ich werde nie und nimmer begreifen,
wie man das Außerordentliche und Dämonische als Ideal
verehren mag.432)

이런 맥락에서 토니오가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남쪽의 문화를 경멸

할 때 언급했던 “짐승의 검은 눈빛을 가진 저 아래의 끔찍스러울 정도로 생

기 있는 이 인간들 diese fürchterlich lebhaften Menschen dort unten mit

dem schwarzen Tierblick”, 곧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로만계 사람들

diese Romanen”433)은 바로 니체가 예찬했던 폭력적 르네상스 인물들의 특

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자전적 주인공으로서 토니

오는 막연히 슈바빙의 퇴폐적인 문화를 경멸했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당시

뮌헨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사이에 만연했던 르네상스 숭배, 곧 ‘르네상치

스무스’ 현상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은 토니오 크뢰거로 이렇게 니체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기에 앞

서 한 해 전인 1902년 이미 글라디우스 데이에서 르네상스 시각예술, 특

히 니체가 예찬한 성모자상 비판을 통해 니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다.

니체가 ‘비열한 삶’을 대표하는 인물로 체자레 보르지아를 내세우고 있다면,

만은 여기에 대항하는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15세기 피렌체의 금욕적 수

432) Tonio Kröger(1903) GW VIII 302.

433) Ebd. S.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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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 사보나롤라를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라디우스 데이에서

성모자상은 르네상스 열광 현상 속에서 삶을 대표하는 시각적 모티브, 그것

도 니체와 직접 연관이 되는 세속적 상징을 통해 정신의 편에선 토마스 만

이 삶의 문화 르네상스를 예찬한 니체를 비판하는 아이콘으로 읽힐 수 있다.

5.3. 힘겨운 시간: 시각예술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

a.집필 배경

토마스 만은 1905년 실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위촉받은 힘겨운 시간
을 집필하면서 실러를 진지하게 연구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을 실러

로 보이는 주인공에 이입하여 작가로서 창작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의 문

제, 특히 ‘시각세계의 배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 만은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실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같은 해에 출판된 실러 관련서 두 권을

집중적으로 읽고 작품에 인용하였다. 한 권은 에른스트 뮐러 Ernst

Müller(1875-1926)의 실러. 삶의 내밀함 Schiller. Intimes aus

seinem Leben(1905)이고 다른 한 권은 슈바벤 실러 협회 Schwäbischer

Schillerverein가 발간한 마르바흐 실러책 Marbacher Schillerbuch
(1905)이다. 만은 뮐러의 책에서는 주로 실러에 대한 전기적 내용을 참고

한 반면, 마르바흐 실러책으로부터는 실러와 시각의 세계에 대해 다룬 오

스카 발첼 Oskar Walzel(1864-1944)의 논문「실러와 시각예술 Schiller

und die bildende Kunst」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기록을 남겼다.434)

특히 만은 발첼의 논문에서 특히 “1803년에도 실러는 서신에서 자신을 시각

예술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서는 야만인이라고 칭하며......Noch im Jahre

434) 만은 이 작품을 쓰면서 상당 부분 뮐러의 책으로부터는 일부 문장과 문단을 그대
로 옮겨 재구성했는데 이 작품이 그의 작품답지 않게 거칠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런 점에서 기인하며 텍스트 성격 상으로도 이 글은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미학적 에세이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힘겨운 시간에서 토마스 만의 뮐러 책 인
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achim Sandberg: Thomas Manns Schiller-
Studien. Eine quellenkritische Untersuchung. Oslo/Bergen/Tromsö
1965. 31-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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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nennt Schiller sich brieflich einen Barbaren in allem, was

bildende Kunst betrifft›[...]” 라는 부분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435) 이

메모에서 주목할 점은 토마스 만이 발첼의 문장 바로 옆에 “실러, 음악적인

작가, 시각예술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한 자신을 야만인으로 불렀음” 이라

는 메모를 이어서 남겼다는 점이다.436)

토마스 만이 기록한 오스카 발첼의 문구에 따르면 실러는 시각예술에 대

한 견문과 체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첼은 실러와 훔볼트 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

개하면서 실러는 시각예술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

지 않았다고 밝힌다. 발첼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직접 가서보고 오자는 훔볼

트의 제안을 심지어 실러는 적절치 못한 “무례한 제안 Zumutung”으로 규

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437) 실러를 따라 토마스 만 또한 시각예술에 대한

“자신의 터무니없는 무지함 dank meiner skandalösen Unbildung”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며 스스로 ‘시각형 인간’이 아님을 당당히 천명했다.438)

435) 본 논문에서는 오스카 발첼의 논문을 이후에 발간된 Oskar Walzel: Schiller
und bildende Kunst. In: Vom Geistesleben alter und neuer Zeit.
Aufsatz von Oskar Walzel. Leipzig 1922. 316-336에서 인용하였음.

436) Thomas Mann: Literatur-Essay. Hans Wysling(editiert und kommentiert
von). In: TMS I 1967. S. 169. 인용문 내 이탤릭체 강조는 본 논문의 필자.

437) Oskar Walzel 1922. S.318f.
......그리고 로마를 직접 가서 보자는 훔볼트의 무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은 말로
거부한다: 유감스럽게도 이탈리아와 로마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실
러는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외부세상을 향한 견문과 경험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시각예술 작품을 오랫동안 조용
히 관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그에게는 이 분야에서 무엇보다 견
문과 체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und erwehrt sich W. von Humboldt gegenüber der Zumutung,
Rom aufzusuchen, mit dem Argument:‹Leider ist Italien und Rom
kein Land für mich, [...]›Seines Könnens bewusst hat Schiller nie
sich gescheut, seine Armut der Anschauungen und Erfahrungen nach
aussen›zu bekennen. Dass er niemals zu andauernder und
ruhigender Betrachtung von Werken der bildenden Kunst gekommen
ist, dass ihm auf diesem Felde vor allem Anschauung und Erfahrung
fehlten, ist sicher.

438) Karl Kerény(hrsg.): Thomas Mann–Karl Kerény. Gespräch in Brie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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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마스 만은 실러의 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시각예술의 향유

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이 부분에 관한 한 실러와 “모종의 불안한

연대감 eine gewisse beunruhigende Verwandtschaft”이 있다는 사실

을 토로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헝가리의 문화학자 칼 케레니 Karl

Kerény가 쓴 이탈리아 여행기를 읽은 후 저자에게 보낸 서평을 통해 읽을

수 있다.439) 만은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을 다룬 케레니의 책을 읽으면서 자

신이 왜 망명지 미국에서 유서 깊은 유럽으로 다시 돌아왔는지의 이유를 들

고 눈의 문화가 가진 긍정적이고 심층적인 영향력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시각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 옛 유럽 기행을 읽고 ......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강렬한 느낌
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되돌아왔는지 – 두 번째는 교육, 지
식, 미적 감각, 행복하게-길러진 눈의 문화가 삶과 그 즐거움을 얼마나
엄청나게 고양, 심화, 강화시키며, 삶을 지속적이고 정신 충만한 감각적
축제로 만드는 지입니다.

Gelesen habe ich diese Fahrten im alten Europa [...] und
zweierlei sehr stark dabei empfunden: Erstens, warum ich
zurückgekehrt bin – und zweitens, wie ungeheuer doch
Bildung, Wissen, Schönheitssinn, eine freudig-gelehrte
Kultur des Auges das Leben und seinen Genuss erhöhen,
vertiefen, verstärken, es zu einem beständigen geistvoll
sinnlichen Fest machen.440)

이 편지에서 토마스 만은 “로마와 수 천 년 동안 간직된 그곳의 아름다운

유산에 경건한 열정을 갖고 있다 Ich habe eine andächtige Leidenschaft

für Rom, die Schönheitsschätze der Jahrtausende, die es birgt”441)

Zürich 1960. S. 198.

439) Karl Kerény: Unwillkürliche Kunstreisen. Fahrten im alten Europa 1952-
1953. Zürich 1954.를 가리킴.

440) Karl Kerény(hrsg.): Thomas Mann–Karl Kerény. Gespräch in Briefen.
Zürich 1960. 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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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말한다. 이는 만이 이탈리아와 그 곳의 시각예술을 전적으로 외면한 실

러와는 달리 이 세계에 본래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의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적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실러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실러와 모종의 불

안한 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이 작가로서는 실질적으로 뛰어

난 시각적 인지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시각예술의 영향력 또한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각예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창작의 모범으로서 실러를 따르기 위해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신의

시각적 감각을 억제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 실러와 시각적 모티브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생각은 이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실러의 관

점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은 이 작품에서 실명을 언급하

진 않았지만 실러와, 미학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대조적인 인물로 괴테를

등장시켜 두 대가의 근본적인 차이를 논한다. 만은 특히 고전주의의 두 대

가를 실러의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의 개념에 근거하여 의인화하여 대립시

키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형상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한 사고에 의

해서 창작하기 때문에 고통 받는 예술가, 감상시인으로서 실러에 더 동질

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천명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토마스 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속에서 분투하는

영웅적 주인공의 상황을 소박시인다운 방법으로 시각적 상징을 통해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적 묘사는 작품의 내

용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주인공은 드라마 창

작을 위해 밤을 지새며 분투하고 있다.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그의 긴장

과 고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장한 빠른 눈빛으로 자신이 쓰다가 도망쳐

나온 작품을 바라보았다 Er [...] blickte mit einem raschen und

schmerzlich angestrengten Blinzeln hinüber zu dem Werk, von

441) Ebd. 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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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er geflohen war”442)라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느껴진다. 작가가 창

작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부담, 압력, 양심의 고통, 마셔버려야 할 바다,

과제 Last, Druck, Gewissenqual, Meer, das auszutrinken,

Aufgabe”443)와 같은 다양한 수사적 나열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주인공이

작가로서 느끼는 위기감을 상징하듯 책상은 작고 곧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

게 보인다. 방에 있는 차가운 난로는 기력이 핍진하여 창작의 열정이 식어

버린 작가의 상태를 가리킨다. 평생 질병에 시달렸던 실러처럼 이 방의 주

인 역시 코감기로 고통 받는 가운데 추위와 싸우며 12월의 황량하고 음울

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서 있었다. 작고 부서질 것만 같은 서랍책상에서
일어나 절망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는 방의 맞은편 구석에 있는 기
둥같이 길고 가느다란 난로로 갔다. 그는 두 손을 난로 위 타일에 얹었
지만 자정이 훨씬 지난 까닭에 거의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가 바라던
작은 위안도 얻지 못한 채 난로에 등을 기대어 기침을 하면서 잠옷 자
락을 여미고 ...... 조금이라도 공기를 마시려고 힘겹게 코로 숨을 몰아
쉬었다;
Er stand vom Schreibtisch auf, von seiner kleinen,
gebrechlichen Schreibkommode, stand auf wie ein
Verzweifelter und ging mit hängendem Kopf in den
entgegengesetzten Winkel des Zimmers zum Ofen, der lang
und schlank war wie eine Säule. Er legte die Hände an die
Kacheln, aber sie waren fast ganz erkaltet, denn Mitternacht
war lange vorbei, und so lehnte er, ohne die kleine Wohltat
empfangen zu haben, die er suchte, den Rücken daran, zog
hustend die Schöße seines Schlafrockes zusammen, [...] und
schnob mühsam durch die Nase, um sich ein wenig Luft zu
verschaffen;444)

442) Schwere Stunde(1905) GW VIII 372. 주인공이 쓰다가 막힌 작품은 구체
적으로 실러가 1796년 12월에 쓴 대작 발렌슈타인 Wallenstein을 가리킨다.

443) Ebd. S. 372.

444) Ebd. S.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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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만은 힘겨운 시간에서의 주인공 방을 에른스트 뮐러의 실러 책

에 수록되어 있는 바이마르의 실러 작업실을 참고하여 묘사하였다(그림

31). 그러나 만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시각적 대상에 문학적으로

약간의 과장을 더한다.445) 작품 속에서 만은 주인공의 책상을 “작고 부서질

듯한” 것으로 그리고 있지만 뮐러의 책에 수록된 그림에서 보이는 실러 책

상은 사실 그렇게까지 남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토마스 만이

영웅적 예술가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러의 상황을 시각적 대

상을 통해 강조하기 위해 약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446)

<그림 31> 실러의 바이마르 작업실447)

토마스 만은 계속해서 작업실의 시각적 묘사를 통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

는 영웅적인 예술가의 정신적인 상태를 암시한다. 작가가 육체적인 건강문

445) Ernst Müller: Schiller. Intimes aus seinem Leben. Berlin 1905. S.
219.

446) Joachim Sandberg: Thomas Manns Schiller-Studien. Eine quellenkritische
Untersuchung. Oslo/Bergen/Tromsö 1965. S. 33. 잔트베르크는 같은 맥
락에서 뮐러 책의 사진에서는 책상의 오른편에만 있는 촛대의 위치가 만이 토마
스 만의 작품에서는 책상 양 옆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 (GW VIII 372) 역시
토마스 만이 뮐러의 사진을 참고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
기 위해 이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447) Hans Wysling/Ilsedore B. Jonas(hrsg.) 1975. 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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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해 갇혀 지내면서 작업하고 있는 “황량하고, 삭막하며, 불편한 방

kahl, nüchtern, unbequem”은 “황폐하고, 각성되어있으며, 편안치 않은

kahl, nüchtern, unbequem” 작가의 예민한 정신적인 상태와 일치한다.

육각형의 방, 황량하고, 삭막하며, 불편한 방, 색 바랜 천장 아래에선
담배 연기가 떠다니며, 사선의 체크무늬 벽지 위로 타원형 액자로 된
초상이 걸려 있고, 그리고 가느다란 다리가 달린 네 다섯 개의 가구가
있는 방이 서랍책상 위에 있는 원고 머리맡의 두 개의 촛불이 타고 있
는 빛 속에 놓여 있었다. 빨간색의 커튼은 창문틀 위쪽에 달려 있었는
데, 커튼이라기보다는 단지 좌우 대칭으로 주름이 잡힌 면직물의 깃발
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빨간색, 따뜻하고 산뜻한 빨간색이었다.
그는 이 커튼을 사랑했고 없이 지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는데, 이것
이 반(反)감각적으로 절제된 이방의 궁색함에 뭔가 풍성함과 관능적 쾌
락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었다......
Das sechseckige Zimmer, kahl, nüchtern und unbequem, mit
seiner geweißten Decke, unter der Tabaksrauch schwebte, seiner
schräg karierten Tapete, auf der oval gerahmte Silhouetten
hingen, und seinen vier, fünf dünnbeinigen Möbeln, lag im Lichte
der beiden Kerzen, die zu Häupten des Manuskripts auf der
Schreibkommode brannten. Rote Vorhänge hingen über den
oberen Rahmen der Fenster, Fähnchen nur, symmetrisch geraffte
Kattune; aber sie waren rot, von einem warmen, sonoren Rot,
und er liebte sie und wollte sie niemals missen, weil sie etwas
von Üppigkeit und Wollust in die unsinnlich-enthaltsame
Dürftigkeit seines Zimmers brachten...448)

치열한 정신적 사투가 벌어지는 공간에 있는 가느다란 다리가 달린 빈약

한 가구는 정신의 각성을 위해 절제하는 삶의 금욕적인 조건을 상징한다.

원고 양 옆의 촛불 두 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창작의 불꽃을 의미한다. 이 방에 유일하게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은

면직물로 된 빨간 커튼뿐이다. 그나마도 깃발처럼 보일 정도로 옹색한 천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는 이 커튼에 특별히 집착하며 “없이 지낼 생각은 아

예 하지 않았는데”, 이 커튼은 창작을 위해 “황량하고, 삭막하며, 불편한”

448) Schwere Stunde(1905) GW VIII 37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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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있기로 한 작가에게 유일하게 풍성함과 관능적인 느낌을 주면서 그가

속해 있지 않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세계의 편안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만은 여기서 커튼의 빨간 색이 갖는 의미를 “풍성함과 관능

Üppigkeit und Wollust”449)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시각적 상징을 사용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다. 추상적 의지로는 ’반시각형 인간‘임을 표명했

지만 작가로서 작품을 쓸 때는 매우 ‘시각적인 인간’이었던 토마스 만은 여

러 작품 속에서 색채가 갖는 의미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450) 토마스 만의

색채 상징을 분석한 블뢰도른에 따르면 만의 작품 속에서 빨간색은 에로틱,

관능을 의미한다.451) 키 작은 프리데만 씨(1897)에서 주인공이 짝사랑

에 빠지는 신임사령관 부인은 유백색의 얼굴에 붉은빛이 도는 금발을 갖고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아셴바흐는 오염된 딸기를 먹고 죽음에 이

르는 질병에 감염된다. 죽음 직전 호텔 마당에서 펼쳐지는 떠돌이 악사들

의 공연을 보는 아셴바흐의 탁자 위에는 빨간 색의 석류쥬스가 놓여 있다.

여기서 딸기와 석류주스의 빨간색은 타치오에 대한 아센바흐의 사랑, 죽음

으로 완성되는 감각적인 삶의 마지막 정열을 의미한다. 이처럼 빨간 색은

토마스 만의 작품에서 관능, 정열,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물적인

대상으로서 상쾌한 빨간 색의 커텐은 색 바랜 천장 아래 빈약한 가구와 집

기만이 있는 금욕적인 작가의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그가 동경하

는 시민적인 삶의 행복, 유복함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빨간색 커텐을 포기하지 못하듯 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른

세계의 것, 그가 동경하는 삶의 행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갓 결혼한 아내에게서 느끼는 평범한 삶의 편

안함과 따뜻함이다. 작가는 꽃이 수놓인 커튼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

449) Ebd. S. 372.

450)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에서의 색채 모티브 사용에 대해서는 Andreas Blödorn:
Farbschattierungen. Bildlichkeit im Frühwerk Thomas Manns. In:
Katrin Bedenig Stein/Thomas Sprecher/Hans Wysling(hrsg.): Thomas
Mann Jahrbuch. Bd. 26. Frankfurt a. M. 2013. 155-168.

451) Ebd. S. 16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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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면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혼자 되뇌인다. 그러나 그에겐 작가로서의 사

명이 그 행복을 능가하며 삶의 행복이 자신의 사명에 방해가 되질 않길 바

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장면은 토마스 만 자신의 자

전적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을 쓴 1905년은 만에게 작

가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 만은 1905년

2월 뮌헨의 부유한 가문 출신의 카챠 프링스하임과 결혼하였다. 결혼을

바로 일주일 앞두고는 1898년부터 부분적으로 집필해오던 유일한 드라마

피오렌차를 완성하였으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3월에는 첫 작품으로 힘
겨운 시간을 집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 속 실러의 이중적 태도에는

금욕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작가로서 부유한 가문의 딸과 결혼한

만 자신의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반영되어 있다.452)

작품 속 주인공은 인간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작가로서는 빈곤을 의미하

며 오히려 궁핍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사실 풍성한 창작의 시기였다고 고

백한다. 결혼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얻은 약간의 행복은 예술가로서의 자

신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한다.

그가 고통과 연단의 시간으로 여겼던 궁핍하고 아무 것도 없던 시절은
사실 풍요롭고 결실이 풍성한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행복이
자리를 잡은 이 시점, 정신적인 자유로운 전리품으로부터 약간의 합법
성과 시민적 연대감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지위와 명예를 지니고 처자
식을 갖게 된 지금, 그는 기진맥진하여 끝나버리게 되었다. 남은 것이
라곤 실패와 절망뿐이었다.
Die Jahre der Not und der Nichtigkeit, die er für Leidens-
und Prüfungsjahre gehalten, sie eigentlich waren reiche und
fruchtbare Jahre gewesen; und nun, da ein wenig Glück sich
herniedergelassen, da er aus dem Freibeutertum des Geistes
in einige Rechtlichkeit und bürgerliche Verbindung eingetreten
war, Amt und Ehren trug, Weib und Kinder besaß, nun war
er erschöpft und fertig. Versagen und verzagen- das war’s
was übrigblieb.453)

452) 토마스 만이 스스로 결혼에 대해 느낀 이중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본 논문 4.3.과
이성주: “아주 주관적인 쉴러 연구” -토마스 만의 초기 단편 소설 힘겨운 시간
에서 데카당스 문제. 독어독문학 116. 2010. 45-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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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새 계속된 번민 끝에 마침내 실러는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침대의 아

내를 향해 “조용히 자고 있으라”면서 감각적인 삶의 현실에서 오는 따뜻함

을 거부하고 결연하게 책상으로 가서 더 이상 혼란에 빠져 머뭇거리지 않

고 작품을 마침내 끝낸다.454)

예나의 작가가 현실적 삶에 대해 갖는 동경은 감각의 세계에 의지해 쉽

게 창작하며 지혜롭게 삶을 잘 살아가는 다른 사람, 바이마르 작가 괴테에

게 갖는 주인공의 감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예나의 작가는 “내면에서

소리치는 절규를 드러내기 위해 예술의 리듬적인 충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유와 이미지,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내기까지 괴로운 고난의 길을 가며

투쟁하는” 자신과는 다른 그 사람, 밝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 감각적이고

신적이며-의식이 없는 바이마르의 그 사람을 “동경하는 적대감 mit

sehnsüchtiger Feindschaft”을 갖고 사랑한다.455)

그러나 그는 이미 이 피할 수 없는 생각의 가시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 밝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감각적인 사람,
신적이고-무의식적인 사람, 그가 동경의 애증을 갖고 사랑하는 바이마
르의 그 사람에 대한 생각......
Aber er fühlte schon den Stachel dieses unvermeidlichen
Gedankens in seinem Herzen, des Gedankens an ihn, den
anderen, den Hellen, Tatseligen, Sinnlichen, Göttlich-
Unbewußten, an den dort, in Weimar, den er mit einer
sehnsüchtigen Feindschaft liebte...456)

예나의 작가는 바이마르의 작가에게 경계심과 질투를 갖고 있다. 그의 질

투심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숭고한 이상을 얻기 위해 자신보다 뼈저린 고

통을 겪지 않고 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457) 예나의

453) Schwere Stunde(1905) GW VIII 374.

454) Ebd. S. 378.

455) Ebd. S. 377.

456) Ebd. S. 377.

457) Ebd. S.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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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도덕적인 것은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낸 경멸스러운 예술이 아니

라 투쟁과 궁핍함, 열정과 고통”으로서, 이런 면에서 자신과 다르게 창작하

는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458) 이런 면에서 그는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창작방법을 가진 그 사람, 고통 없이 수월하게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창작이 갖는 본질을 분명히

구분하여 우월감을 갖기도 한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만의 존재와 예술성을 주장하고 구분
하는 것... 그는 대체 더 위대했던 것일까? 어떤 점에서? 왜? ......그
는 신일지도, - 영웅은 그는 아니었다. 그러나 신이 되기는 영웅이 되
는 것보다 쉬웠다. 더 쉬웠지... 그 다른 사람은 쉽게 이루었다! 단지
지혜롭고 행복한 손으로 인식과 창조를 구분하기만 하면 되었으며 이는
유쾌하고 고통 없이 그리고 고통을 동반하긴 하지만 풍성한 성과를 가
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조가 신적이라면, 인식은 영웅적인 것이었
다, 그런데 그는 인식하면서 창조하는 양 쪽 모두, 신이자 영웅이었지!
[...] das eigene Wesen und Künstlertum gegen das des
anderen zu behaupten und abzugrenzen... War er denn
größer? Worin? Warum? [...] Ein Gott vielleicht, - ein Held
war er nicht. Aber es war leichter, ein Gott zu sein als ein
Held! - Leichter... Der andere hatte es leichter! Mit weiser
und glücklicher Hand Erkennen und Schaffen zu scheiden,
das mochte heiter und quallos und quellend fruchtbar
machen. Aber war Schaffen göttlich, so war Erkenntnis
Heldentum, und beides war der, ein Gott und ein Held,
welcher erkennend schuf!459)

여기서 두 예술가 유형을 구분하는 ‘신과 영웅’, ‘창조와 인식’ 등의 대립

적인 개념은 각각 앞에서 논의한 ‘소박 예술과 감상 예술’의 대표적인 속성

이며 여기에는 ‘자연과 인공’, ‘삶과 정신’, ‘감각과 영혼’, ‘사실과 관념’, ‘고

대와 근대’, ‘시각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 등의 대립적인 개념들도 포함된다

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예나의 작가는 아무 것도 없는 내면

의 예술적 충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생각과 언어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신의

458) Ebd. S. 375.

459) Ebd. S.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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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적인 방식보다 자연과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대상을 모방하는 상대

방의 신적인 방식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는 다른 사람의 창작 방식에서 “형식, 형상, 경계 설정, 구체적인 것에 대한

동경, 이를 넘어 신적인 입으로 축복받은 사물들을 이름으로 직접 부르는

것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다.460) 예나의 작가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것보다

훨씬 쉬운 다른 사람의 창작 방식은 “형식, 형상, 경계 설정, 구체적인 것”

이 있는 보일 듯이 명료한 세계이다.461) 반면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가슴

으로부터 창조해내는 고통스러운 힘겨운 길을 가는 주인공의 영혼으로부터

는 시가 태어난다. 그 시는 비유와 외부 현상의 옷을 입기 훨씬 전의 음악,

존재의 순수한 원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 시에 비할 때 역사, 세상사의

지혜, 열정과 같은 사변적인 것들은 수단과 핑계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영혼

의 심원한 곳에서 태어난 음악은 심지어 말과 개념들보다도 우선한다.

그 자신과 같은 자, 그와 같은 시인, 예술가가 누가 있을까? 누가 그와
같이 자신의 가슴으로부터,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해낼까? 오
래 전 시가 현상의 세계로부터 비유와 의복을 빌려오기 전부터 시는 그
의 영혼에서 존재의 순수한 원래 모습으로, 곧 음악에 다름 아닌 것으
로 태어나지 않았던가? 역사, 세상의 지혜, 열정: 이런 것들로는 창작
을 거의 할 수 없고 고향을 오르페우스의 심원에 둔 수단, 구실에 지나
지 않는다. 말, 개념: 이들은 숨겨진 현악이 울리도록 그의 예술성을
두드리는 건반에 불과할 뿐.
Wer war ein Künstler, ein Dichter gleich ihm, ihm selbst?
Wer schuf, wie er, aus dem Nichts, aus der eigenen Brust?
War nicht als Musik, als reines Urbild des Seins ein Gedicht
in seiner Seele geboren, lange bevor es sich Gleichnis und
Kleid aus der Welt der Erscheinungen lieh? Geschichte,
Weltweisheit, Leidenschaft: Mittel und Vorwände, nicht
mehr, für etwas, was wenig mit ihnen zu schaffen, was seine
Heimat in orphischen Tiefen hatte. Worte, Begriffe: Tasten
nur, die sein Künstlertum schlug, um ein verborgenes
Saitenspiel klingen zu machen...462)

460) Ebd. S. 377.

461) Ebd. S. 377



- 216 -

쉽지 않은 길, 영혼의 음악으로부터 출발한 작가는 쉬운 창작의 길을 외
면하고 단호하게 책상으로 가서 펜을 집어 들고는 더 이상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작품을 완성시킨다. 그러나 이 예나의 작가가 마지막 순
간에 취한 창작의 방법은 뜻밖에도 그의 것이 아닌 바이마르의 다른 사람의
것, 깊은 생각을 멈추고 혼란에서 빠져나와 환한 빛이 비추는 곳에서 경계
를 정하고 형상화시키는 쉬운 방법, 시각적인 것, 괴테의 것이었다.

대신 충만의 혼돈에서 빠져나와 형식을 얻게 하는 빛으로 올라가라. 고
민하지 말라: 써라! 경계를 긋고, 견디어 내고, 형상화시켜 끝을 내
라......
Sondern aus dem Chaos, welches die Fülle ist, ans Licht
emporheben, was fähig ist, Form zu gewinnen. Nicht
grübeln: Arbeiten! Begrenzen, aushalten, gestalten, fertig
werden...463)

감상시인의 영혼의 음악에서 출발하여 소박시인의 명료한 시각적 방법의

종합으로 완성된 결과물은 기대했던 것보다 훌륭했다. “영혼, 음악과 관념

으로부터 출발하여 완성에 이른 새로운 작품”은 “소리를 울리기도 하고 빛

을 발하는 형상으로” 인간의 고향을 생각나게 만들었다.464) 그 작품은 “마

치 바다에서 잡혀 나온 홍합 껍질 안에서 바닷물이 쏴쏴 소리를 내는 듯

한”465)것으로서 틀이 분명한 형식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리를 울리면

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462) Ebd. S. 378.

463) Ebd. S. 379.

464) Ebd. S. 379.

465) Ebd. S. 379.



- 217 -

6. 결 론

토마스 만은 작가로서 탁월한 시각적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뛰어난 시각적 묘사를 구현하였으며 수많은 시각적 상징을 통해 자신의 의

도를 전달한 ‘시각형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시각형

인간’이 아님을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특히 시각예술에 대해서

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역 밖으로 선으로 그으며 배제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제의 의도성은 그의 말년 1954년에 실러를 언급하며 인용

했던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한다 - 그처럼 Im Grunde

will ich nichts sehen - wie er”이라는 말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의 의도를 상세히 고찰해 보면 그가 ‘잘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특별한 의지를 갖고 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과 이 의지의 근원에는 미

학적 의도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독특한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창작의 토대로 생각한 음악과의 차별성

을 부여하기 위해 니체가 제안한 ‘시각형 인간’과 ‘청각형 인간’ 개념을 사용

하여 시각예술을 청각예술 음악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 음악의 상대편으로서 시각예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의 이

러한 이분법적인 예술관은 그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실러와 쇼펜하우어와 니체, 특히 음악가 바그너의 입장을 따른 데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독일의 보수적 이상주의 전통 선상에 있는 사상가,

예술가들로서 스스로를 독일 전통 계승의 적자로 생각한 토마스 만은 이들

의 예술관을 의식적으로 답습하였다. 만은 음악을 가장 독일적인 예술로 간

주하였던 자신의 선배들처럼 보수적 민족주의의 입장에 자신의 예술창작의

토대를 두고 음악 자체가 주제가 되고 음악적 기법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만은 시각예술에는 음악이 했던 것과 같

은 구조적인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말한 것처럼 시각예

술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으며 그가 오히려 시각예술의 세계에 상당한 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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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고 그 요소들을 작품 속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많

은 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모순적인 입장에 있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은 1913년에 나온「화가와 작가」이다. 한 페이지

가 채 되지 않는 이 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그가 결코 시각예술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으며 일부 표현에서는 오히려 동시대의 시각예술의 흐름을 잘

알고 분명한 개인적 취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가

이 세계에 대해 무지를 고백한 것은 특히 니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기 위

한 것으로서 그의 이 문헌에는 니체의 시각예술관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각예술에 대해 무지하다는 그의 언명이나,

이 글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시각예술에 대한 선호의 표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은 예술 일반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시각예술이 차지하는 좌표를 확인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토마스

만의 작품 세계에서 예술을 둘러싼 논의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제가

될 정도로 그의 사고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의 예술관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은 작가에게도 자신의 예술

개념과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그가 이 과제

를 위해 초기부터 준비했던 대규모 에세이「정신과 예술」(1909-1912)을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사실은 그의 예술관을 정의하는 데 따르는 어

려움을 방증해 준다고 하겠다. 그는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이분법적인 개념

의 전통 선상에서 어느 한 편에만 있지 않았으며 선배 사상가들의 예술에

대한 대립적인 양 쪽 개념 사이를 이로니적으로 오가면서 미묘하고 복잡한

입장을 취했다. 다른 선배 사상가들의 이분법적인 개념 어떤 것에도 일치하

지 않는 그의 독특한 예술관은 ‘정신과 삶’ 이라는 대립 구도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바, 그는 이 대립개념에서도 양 쪽을 미묘하게 오가며 대립과

지양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토마스 만은 시각예술을 ‘정신과 삶’의 구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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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대체적으로 삶의 편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선배 사상가들이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 따

른 영향이 절대적인 것이었지만 그의 직접적인 삶의 관계에서 오는 체험 또

한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내밀하고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

던 세 인물, 하인리히 만과 파울 에렌스베르크, 카차 프링스하임은 모두 시

각예술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각예술에 대한 만의 부정적 관점 형성

에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만이 이들을 통해 체험한 시각예술은 모두 감각

적이고 표피적인 것으로서 그의 부정적인 시각예술관의 형성은 상당 부분

이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형성된 만의 시각예술관은

피오렌차, 토니오 크뢰거, 밸중족의 혈통등 일부 작품에 뚜렷이 반영

되어 있는 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을 이들 작품 해석에 적용하면 보다

분명한 작품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토마스 만이 체험한 시각예술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정신과 삶’이 대립에서 시각예술의 의미를 상당히 유연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는 시각예술에서도 자

신의 예술로 간주한 음악에서처럼 ‘정신적’일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기존의

시각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정신적인 의미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자신의 문

학 작품에 적용하는 등, 실제 시각예술의 수용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을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체험으

로는 근대에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다양한 시각 매체와의 관계, 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르네상스 시각예술의 대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중적 수용

양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독특한 시각예술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이 그의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만은 특히 작가 초기에 시각예술

과 관련된 작품을 상당수 창작하였다. 이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뤼벡에서 시각예술의 도시 뮌헨으로 이주했을 당시 잠시 지나가는 관

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만이 ‘정신과 삶’의 대립의 장으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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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예술의 수용을 두고 심각하게 숙고를 하였으며 이 시기에 나온 시각예술

을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작가의 치열한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만의 첫 장편이자 작가로서 명성을 알리게 된 주요 작 부덴브
로크 일가에서처럼 시각예술이 직접적인 주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요 모티

브로서 치밀하게 작품 속에서 짜여 들어가서 주제의 전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처음부터 시각예술을 잘 알고 작품에 활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덴브로크 일가는 음악적인 요소가 표면

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작품으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4대에 걸친 가문의 몰락과 개체들의 죽음’라는 쇼펜하우어적

인 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징후’로서 시각예술 모티브 또한 작품 속에

구조적으로 완벽히 짜여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모티

브를 통해 작품에 접근하는 해석 방법 또한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만이 첫 장편을 마친 후 바로 다음에 쓴 글라디우스 데이는 대부분 음

악적으로 해석되는 만의 작품 중에서 드물게 구체적인 시각예술 작품이 사

건의 중심이 되는 작품이다. 특히, 시각예술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신

과 삶’의 대립과 투쟁이 희화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만이

뤼벡에서 이주했을 무렵, 시각예술이 압도적으로 성행했던 세기말 뮌헨의

퇴폐적인 시각문화 현상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만의 문학적 자아인

토니오 크뢰거가 1903년 혐오했던 남쪽 지방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 준다. 뮌헨에서 유행했던 여러 시각예술 사조 중에서도 토

마스 만은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숭배’를 일컫는 ‘르네상치스무스’ 현

상에 유독 강한 반감을 표했는데, 여기에는 니체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1905년 실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창작된 힘겨운 시간은 작가로서 토

마스 만의 창작의 근본 방법에 대한 숙고가 들어 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쓰면서 실러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를 하였으며, 그가 선배 작가 실

러를 통해 배운 창작 방법은 감상시인으로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 221 -

음악적인 작가로서 시각적인 형상을 배제하는 힘겨운 길이었다. 그러나 만

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창작하는 방법 역시 좋다고 평하면

서 ‘소박시인과 감상시인’ 사이에서 특유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

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토마스 만의 세계에서 시각예술은 주변부적인 의미만을 갖는 사소

한 영역이 아니라 그가 ‘정신’으로서 간주한 음악의 상대편에 위치한 ‘삶’의

예술로서 그의 진지한 숙고대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시

각예술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발언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온 기존의 연구들

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

둘째, 토마스 만이 표면적으로 시각의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보수적 독일 민족 이상주의 전통의 적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의식적으

로 ‘보지 않으려는’ 의지에 의한 것으로 작가로서 실제 작업방식은 매우 시

각적이었으며 따라서 토마스 만에게는 ‘보는 것’에 대한 이념과 실제 작품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토마스 만의 ‘정신과 삶’의 이분법적인 예술개념에서 시각예술은

‘삶’의 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는 이 영역에서도 ‘정신적’인 것을 추출

하거나 요구하면서 시각예술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에 대한 독특한 입장은 특히 초기 작품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본 그의 시각예술에 대한 식견과 수용

능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서 시각예술에 대한 만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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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미학적, 정치적, 철학적 측면에서 그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내용과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토마스 만의 작품에 접근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동안 작가 연구에서 소홀히 여겨져 왔던 영역에

부분적인 성과를 더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일 고전을 읽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서 미술사적인 배경을 작품해석에 융합하는 시도를 제안함으로써 작

품의 해석에 구체성을 더하고 작품의 보다 다채로운 수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고전 문학작품들이 점차 배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전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독

서 교육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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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Bildende Kunst im Leben und in den frühen Werken

von Thomas Mann

Kim, Hyo Jin

Kunst hatte in Thomas Manns geistiger Welt einen prioritären

Stellenwert, und so ist es nicht verwunderlich, dass er in

nahezu all seinen Werken die Kunst bzw. diverse Künstler,

insbesondere aus dem Bereich der Musik oder Literatur, zum

Thema gemacht hat. Die höchste Form der Kunst stellte vor

allen anderen Kunstgattungen für Mann die Musik dar. Der

bildenden Kunst gegenüber war er hingegen sehr zurückhaltend

eingestellt und zeigte ein eher mäßiges Interesse, weshalb sie im

Gegensatz zur Musik auf den ersten Blick nur selten

Erwähnung in seinen Werken fand.

Es scheint, dass Mann trotz seiner besonderen visuellen

Wahrnehmungsfähigkeit und seiner außerordentlichen Begabung,

diese Wahrnehmungen literarisch umzusetzen, die bildende Kunst

in seinen Erzählungen stark vernachlässigte. Ein möglicher

Erklärungsansatz ist auf den Einfluss diverser Denker wie u.a.

Schiller, Schopenhauer, Wagner und Nietzsche zurückzuführen,

deren ablehnende Haltung gegenüber der bildenden Kunst Mann

übernahm, wodurch er zu der Überzeugung gelang, dass die

Musik als deutscheste aller Künste zu sehen war. Im Gegensatz

dazu betrachtete er die bildende Kunst, welche zur kathol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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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der lateinischen Zivilisation gehörte, als nicht zu seiner

Welt gehörig und distanzierte sich bewusst von ihr. Besonders

deutlich wird Manns Bevorzugung der Musik und seine

ablehnende Haltung der bildenden Kunst gegenüber in seiner

Verwendung der von Nietzsche geschaffenen Begriffe

„Ohrenmensch“ und „Augenmensch“ zur Abgrenzung der Musik von

der bildenden Kunst.

Nicht zuletzt ist seine Haltung sicherlich mit dem Einfluss

derjenigen Menschen zu erklären, die ihm besonders

nahestanden. Sein Bruder Heinrich Mann, der ihm zwar Zeit

seines Lebens eine wichtige Vertrauensperson war, zu dem er

jedoch in ständigem Konkurrenzkampf stand, war neben seiner

Haupttätigkeit als Schriftsteller ein bildender Künstler, der

visuelle Eindrücke in seinen literarischen Werken verarbeitete.

Auch Paul Ehrenberg und Katia Pringsheim, die unmittelbar mit

Thomas Manns sexueller Identität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können, hatten ebenfalls einen entscheidenden Einfluss

auf Manns negative Einstellung zur bildenden Kunst. Der Maler

Paul, der für Mann nicht nur ein enger Freund, sondern auch

seine große Liebe und Objekt seiner homoerotischen

Leidenschaft war, ließ ihn die Oberflächlichkeit der bildenden

Künste erkennen. Als Mann Katia Pringsheim heiratete, die aus

einer wohlhabenden jüdischen Familie in München stammte,

erlebte er den „übermäßigen künstlerischen Luxus“, mit dem sich

die Familie seiner Ehefrau umgab. Diese Beobachtungen

verarbeitete er in seiner Novelle Wälsungenblut (1905/1921).

Doch trotz seiner negativen Haltung gegenüber der bildenden

Kunst verwendete er sie nachweisbar höchst effektiv in se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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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ken, sodass entgegen seiner eigenen Behauptung eine großes

Interesse und tiefes Verständnis für die bildende Kunst

erkennbar wird. In seinem Roman Buddenbrooks (1901) gelang

ihm eine ausgereifte symbolische und strukturelle Umsetzung

visueller Motive. Seine außergewöhnliche Kenntnis der bildenden

Kunst stellte Mann auch in Gladius Dei (1902) unter Beweis,

wo er sie zum Thema seines Werks machte und sich mit dem

Problem des Widerspruchs von „Geist und Leben“ in der

bildenden Kunst auseinandersetzte. In seiner novellistischen

Studie Schwere Stunde (1905), die sich mit dem Schmerz der

Schöpfung aus Sicht von Friedrich Schiller befasst, verbindet

der Dichter das „sichtbare Bild“ und das Wesen der Schöpfung

aus ästhetischer Sicht und definiert das Verhältnis der beiden.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geschilderten

Problematik und setzt sich zum Ziel, neue Methoden zur

Untersuchung einiger früher Werke Thomas Manns mit Bezug

auf die bildende Kunst aufzuzeigen. Insbesondere der als

repräsentatives Werk Manns geltende Gesellschaftsroman

Buddenbrooks, welcher bis zum heutigen Tage vorwiegend aus

musikalischer Sicht analysiert worden ist, wird aus Sicht der

bildenden Kunst untersucht. Auch Manns Novellen Gladius Dei

und Schwere Stunde werden mit Blick auf die bildende Kunst

diskutiert. Ziel dieser Arbeit ist es, mittels neuer

Interpretationsmöglichkeiten einen bisher unbeachteten Zugang

zu Thomas Manns Werken und auf diese Weise einen neuen

Blickwinkel zu eröffnen.



- 239 -

Stichwörter :

Thomas Mann, Bildende Kunst, Augenmensch, Ohrenmensch,

Geist und Leben, Deutscher Idealismus, Die Bilder von

Thomas Mann

Studentennummer : 2015-31195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1.2. 선행 연구
	1.3. 연구 방법 및 내용

	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2.1.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 ‘청각형 인간’과 ‘시각형 인간’
	2.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화가와 작가」
	2.3. 토마스 만 시각예술관 형성의 정신사적 배경
	2.4. 토마스 만의 예술관과 시각예술

	3. 토마스 만의 생애와 시각예술 체험
	3.1. 하인리히 만: 만 형제의 갈등과 시각예술
	3.2. 파울 에렌스베르크: 토마스 만의 사랑과 시각예술
	3.3. 카챠 프링스하임: 토마스 만의 결혼과 시각예술

	4.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수용 양상
	4.1. 1900년 전후 시각 매체 발전과 토마스 만
	4.2. 토마스 만의 그림
	4.3.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5. 토마스 만의 초기작품과 시각예술
	5.1. 『부덴브로크 일가』: 몰락과 죽음의 시각예술 모티브
	5.2. 『글라디우스 데이』: 시각예술을 둘러싼 정신과 삶의 대결
	5.3. 『힘겨운 시간』: 시각예술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

	6.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startpage>12
1.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1
  1.2. 선행 연구 13
  1.3. 연구 방법 및 내용 19
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 25
  2.1. 토마스 만과 시각예술: ‘청각형 인간’과 ‘시각형 인간’ 25
  2.2.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관:「화가와 작가」 30
  2.3. 토마스 만 시각예술관 형성의 정신사적 배경 43
  2.4. 토마스 만의 예술관과 시각예술 61
3. 토마스 만의 생애와 시각예술 체험 70
  3.1. 하인리히 만: 만 형제의 갈등과 시각예술 70
  3.2. 파울 에렌스베르크: 토마스 만의 사랑과 시각예술 83
  3.3. 카챠 프링스하임: 토마스 만의 결혼과 시각예술 93
4. 토마스 만의 시각예술 수용 양상 110
  4.1. 1900년 전후 시각 매체 발전과 토마스 만 110
  4.2. 토마스 만의 그림 121
  4.3. 토마스 만의 미켈란젤로 수용 131
5. 토마스 만의 초기작품과 시각예술 147
  5.1. 『부덴브로크 일가』: 몰락과 죽음의 시각예술 모티브 148
  5.2. 『글라디우스 데이』: 시각예술을 둘러싼 정신과 삶의 대결 175
  5.3. 『힘겨운 시간』: 시각예술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 204
6. 결론 217
참고문헌 223
Zusammenfassung 23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