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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학적 모더니즘에 속한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죽음이 시대의 위기를 반영하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모더니즘 서사와 관련된 소설 형식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등장하는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20세기 

전반의 시대적 분위기를 깊이 천착하고 있는 예술가 소설인 토마

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과 헤르만 브로흐

의 『베르길의 죽음 Der Tod des Vergil』을 죽음과 모더니즘의 서사 

양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두 작품은 시대 전환

기를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유럽 사회가 직면하였던 정신적인 혼

돈과 위기의 상황을 예술가 주인공들이 겪는 의식의 혼란과 고뇌

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등

장하는 아셴바흐는 합리적인 태도를 중시하고 고전주의를 답습하

는 성향이 있지만 내면으로는 유혹이 도사리는 낯선 세계를 열망

하는 이중적인 속마음을 지니고 있다. 『베르길의 죽음』에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이 시대를 뛰어 넘어 현대소설 속에 소환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가치 붕괴’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창작 방식

을 궁구하는 시인의 비판적인 회의와 성찰이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들에는 전통에서 벗어나 현대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놓인 예술

가들에게 나타나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갈등과 고뇌가 인물의 내

면에 드러나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 예술가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소설의 말미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같은 죽음은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개인적인 사건에

만 해당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인물들한테는 변화하는 시대에 

예민하게 반응해 심리적인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던 당대 예술가들



- ii -

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전형적인 예술가 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는 혼란한 시대가 낳은 예술과 예

술가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존재론적인 위

기에 얽혀 있는 죽음은 프로이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시대 

현실에 드리워져 있는 종말의식이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정신적인 위기에 해당하는 죽음은 육

체적 소멸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 의식에 담겨 있는 불안과 공포 

또는 불확실함에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죽음 서

사에서는 죽음의 양상으로 나타나 있는 의식의 위기 또는 정신적

인 혼돈이 인간 의식의 분열적이고 불확실한 내면세계를 형상화하

는 실험적인 소설 방식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전통과 현대의 서술 양식의 경계 위에 

있는 작품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베르길의 죽음』은 작가 자신이 이상적인 모

더니즘 소설로서 주장하는 ‘총체적 소설’을 시도한 작품이지만 그 

형식만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파편화 된 아방가르드 형식이다. 두 

작품이 이렇듯 하나로 규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에 속해 있긴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두 죽음 서사가 전통의 서사 양식에서 벗어나

고 있는 모더니즘의 서술 양식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분

석하였다. 그러한 특징은 인물의 내면세계를 양가적이고 비현실적

인 서술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수수께끼

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술들은 전통적인 

환상문학에서처럼 소설의 현실을 깨고 등장하는 초현실적인 대상

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문학적 모더니즘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서사들은 오히려 현대 세계에서 혼란과 분열을 겪는 인간 의식과 

심리를 중심에 놓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현실을 명시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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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보이지 않는 양가적인 서술과, 현실과 비현실을 뒤섞은 추상적

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다. 독자는 이를 통해서 현실과 비현실

의 중간에 놓인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얻는 동시에 불규칙한 의식

세계가 제시하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문학사를 통해 봤을 때 

인간의 드러나지 않은 의식 세계를 조명해서 이를 환상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 표현했던 낭만주의 문학이 이런 모더니즘에서 나타나

는 비현실적인 서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죽음은 이와 관련해서 소설적 주체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모더니즘의 서술 방식과 관련해서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요컨대 죽음은 종말론적인 함의를 지니는 것을 넘어 소설의 구성

과 형식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는 죽음이 수수께끼처럼 환상적인 서술을 이끄는 암시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죽음의 상징들은 죽음을 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설

의 전개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가령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수

께끼 같은 저승사자들은 신화적인 상징을 통해서 죽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로서 소설의 진행에 참여한다. 베르

길의 죽음』에서는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내적 독

백에 의한 의식의 흐름을 서술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죽

음의 과정은 인간 의식에 담긴 순간적인 기억과 찰나적인 이미지

들이 불규칙하게 조합된 파편적인 서술 형식으로 나타난다. 철학

적 인식론을 내세우는 이 소설은 죽음에 대해 인간 의식의 순간성

과 불규칙한 조합을 내세우는 실험적인 소설 형식을 통해서 제시

하고 있다.

주요어 : 죽음 서사, 예술가 소설, 문학적 모더니즘, 종말의식, 죽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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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양가적 서술, 환상성, 낭만주의

학  번 : 2012-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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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사

  죽음은 문학의 오랜 주제로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의미와 형식을 통해

서 등장한다. 그런데 문학작품에 드러난 죽음의 의미는 대체로 부정적인 

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죽음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그것이 오래전

부터 금기시되고 터부시된 데에서 비롯된다.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악

의 미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죽음과 같이 부정적인 대상들이 예술적으

로 새롭게 해석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 양식에서 이탈하고자 하

는 현대 소설의 표현 양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죽음은 문학작품에서 단

순히 악함과 공포, 금기의 대상에 연결되고 있지만은 않으며, 거기에 담

긴 초월적이고 불가해한 성향이 양가적이고 신비롭게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환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죽음

이 문학사의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른 세기 전환기와 문학적 모더니즘 시

기에 나타나는 두 죽음 서사를 통해서 죽음의 이런 특수한 측면을 조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1912)과 헤르만 브로흐의 『베르길의 죽음 Der Tod des Vergil』

(1945)을 비교 분석하면서 두 작품 안에서 죽음이 모더니즘의 서사 양식

과 어떻게 관련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두 작품 속에서 세기

말의 현실과 결부되어 있는 죽음은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환기하는 

소재인 동시에 문학적 모더니즘의 서사 양식 안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

고 등장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죽음을 20세기 초반의 현실

이 맞닥뜨리고 있는 정신적인 위기에 대한 종말론적인 시각에 편중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1)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는 데카당스

1) 세기 전환기의 종말의식에 관한 논의들 속에서 프로이트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공포와 좌절의 함의 속에서 죽음을 역사적인 파국과 관련 짓는 다수의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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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락 개념이 주된 해석의 잣대로 등장해 주인공 아셴바흐의 일탈적인 

행위가 예술가의 타락과 실패로서 평가된다. 『베르길의 죽음』과 관련해

서는 20세기의 현실을 ‘가치 붕괴’의 시대로 평가한 브로흐의 비판적인 

철학 이론이 이 소설의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주요하게 등장한다. 

이렇듯 세기말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치 붕괴적인 세계관을 죽음의 종

말론적인 함의에 자동적으로 연결지은 해석들에서는 이 작품들 속에 시

대의 형이상학적인 위기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인 서술 방식을 통

서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죽음이 비현실적인 서사를 위한 소설적 기

능과 소설 형식에 관련되어 등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이 작품을 니체의 

데카당스와 데카당스 예술가 바그너를 향한 비판에 관련지은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토마스 만은 이 작품을 두고 “한 예술가의 고뇌와 비극

적인 혼란 das Leid und die tragische Verirrung eines Künstlers”2)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작가인 주인공 아셴바흐의 

위기는 세기말 데카당스 예술가 바그너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에 많

은 연구들에서 데카당트한 예술가의 전형으로 보이는 아셴바흐에 대해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 기대어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근래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데카당스에 대해 니체의 문화 비판

적인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토마스 

만의 데카당스 수용에 관한 연구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보들레르와 폴 부르제를 통해 나타나 있는 프랑

속에서 프로이트는 죽음이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

로이트의 죽음 개념에서 죽음은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보편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종말의식 (Endlichkeitsbewusstsein)에 대한 이론적인 토

대를 형성하였다. 20세기 전반기에서 볼 수 있는 죽음과 관련된 작품들에서 죽음은 

어둡고 분열된 인간의 심연을 드러내는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죽음이 독창적인 서술 양식과 관계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gl. Sigmund 

Freud, Zeitgemäßes über Krieg und Tod (1915), Philippe Reclam, Leipzig 2012.

2) Thomas Mann, Große Kommentierte Frankfurter Ausgabe [GKFA], Bd. 2.2, hrsg. v. 

Terence J. Reed. Frankfurt a. M. 2008, S.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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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적인 데카당스 시학과 관련시킨 연구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3) 데카

당스를 작품의 서술 시학에 연결시킨 연구들에서는 퇴폐적인 것이 미학

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죽음과 악에 관한 예술적 형상이 작품의 서술적 

특징과 관련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을 니체에게서 비롯된 데카당스의 쇠락 개념에 따라 예술

가의 실패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진단하기에 앞서, 토마스 만이 언급

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은 이 작품을 데카당스를 극복하기 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는 이 문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이로써 그 극복 여부를 떠나 이 작품은 데카당스의 일방적인 

재현이나 서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데카당스와 동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 있다. 당시엔 데카당스의 흐름과 함께 조화와 균형미를 추구하는 

신고전주의가 성행했는데4) 고전주의를 추종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했

던 만의 관점이 이 소설에서 고전주의를 추종하는 주인공의 태도와 관련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고전주의를 추종하는 인물의 죽음이 대부분의 연구들에

서는 정신적인 쇠퇴와 타락이라는 평가에 그치고 있다. 아셴바흐가 죽음

에 이르는 과정은 정신적인 쇠약의 징후로 읽히고 이에 예술가의 타락과 

주체성의 후퇴로 해석된다. 코후트 Heinz Kohut는 아셴바흐의 죽음을 

“예술가적인 숭고함의 붕괴 Zerfall einer künstlerischen Sublimierung”5)라

고 이야기하며, 브릿지스 George Bridges는 인물에게 나타나는 동성애적

3) Vgl. Julia Stephanie Happ, Literarische Dekadenz: Denkfiguren und Poetische 

Konstellationen, Würzburg 2015; Dieter Kafitz,  Décadence in Deutschland: Studien zu 

einem versunkenen Diskurs der 90er Jahre des 19. Jahrhunderts, Heidelberg 2004. 

4) Vgl. Jens Ole Schneider, Dekadenz, in: Andreas Blödorn und Friedhelm Marx (Hrsg.):

Thomas Mann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15, S. 289.

5) Vgl. Heinz Kohut, Thomas Manns Tod in Venedig. Zerfall einer künstlerischen 

Sublimierung, in: Alexander Mitscherlich (Hrsg.): Psycho-Pathographien I. Schriftsteller und 

Psychoanalyse, Frankfurt a. M. 1972, S. 142-167 이에 비슷한 관점의 논문으로 James 

R. McWilliams, The Failure of Repression: Thomas Mann`s Tod in Venedig, in: German 

Life and Letters 20, 1976, S. 233-4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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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동을 예술적 숭고의 좌절과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다.6) 브링클리 

Edward S. Brinkley는 아셴바흐의 불완전한 성격과 충동의 근원을 서구 

문학 속 주체들과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7)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통해 인

물의 의식을 분석한 디어크스 Manfred Dierks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정신

적 후퇴를 겨냥하고 있다.8) 정신분석학적인 시각에 기반한 이런 연구들

에서 죽음은 좌절과 실패의 함의로 귀결되고, 인물의 행동은 이성과 윤

리의 잣대를 통해서 평가받는다.9) 이처럼 이 작품의 죽음의 문제는 주로 

소설적 주체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자아의 실패로 해석되어 왔다. 그렇

지만 이 소설은 전통주의자인 주인공의 허상에 불과한 명예가 추락한 일

을 죽음에 대응시킨 단순한 스토리로 보기엔 소설의 전개가 복잡한 서술 

양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기에 앞서 

암시와 상징으로서 소설의 구성에 관여하며 이런 죽음의 형상들이 소설 

전체에 걸쳐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인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의식의 분열과 내적인 혼란을 드러낸 비현실적인 서술을 통해 제

시되어 있다. 이로써 죽음은 인물의 정신적인 위기와 혼란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으며, 상징과 암시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소설의 서

6) Vgl. George Bridge, The Problem of Pederastic Love in Thomas Mann`s Death in Venice

and Plalto`s Phaedrus, in: Selecta: Journal of the Pacific Northwest Council on Foreign 

Langauges 7, 1986, S. 39-46.

7) Vgl. Edward S. Brinkley, Fear of Form: Thomas Mann's Der Tod in Venedig, in: 

 Monatshefte, 1999, S. 2-27.

8) Manfred Dierks, Studien zu Mythos und Psychologie bei Thomas Mann, Bern/München 

1972, S. 13-59 und die Aufsätze Dierks, Der Wahn und die Träume in Der Tod in 

Venedig. Thomas Manns folgenreiche Freud-Lektüre im Jahr 1911, in: Psyche 44(3), 1990, 

S. 240-268.

9) Vgl. Claus-Michael Ort, Zeichen und Zeit. Probleme des literarischen Realismus, Tübingen 

1998, S. 177f. 정신분석학적인 시각에서 죽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죽음은 주체의 해방으로 이어지고 아셴바흐의 정열과 충동적인 욕망은 그가 결속으로

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노이마이스터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삶

에 대한) 자연스러운 충만함”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면서 죽음을 새로운 삶을 위한 목

적으로 해석한다. Vgl. Erdmann Neumeister, Thomas Manns frühe Erzählungen. Der 

Jugendstil als Kunstform im frühen Werk, Bonn 1972, hier 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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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구성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카스도르프 Hans Kasdorff는 일찍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토마스 만 작품

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는데10) 『부덴부르크가의 사람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죽음과 쇠퇴는 주로 소설 속 인물의 복잡한 의식에 관련되어 

나타난다. 아이글러 Jochen Eigler는 베니스 소설에 담긴 죽음의 의미를 작

가의 투영인 서술적 주체의 영혼과 정신이 드러나는 “인식 수단 

Erkenntnismittel”11)이라고 표현한다. 즉 소설 속에서 죽음은 겉으로 드러난 

실패나 좌절보다는 인물의 위태로운 심리와 정신적인 위기에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블뢰도른 Andreas Blödorn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 소설에 등

장하는 죽음과 질병이 데카당스 미학을 구현한다고 보면서 이는 “건강하고, 

일상적인 동시에 영혼이 부재한 삶과 대조적 [(...) Faszination morbider 

Dekadenzästhetik], die einem ›gesunden‹, ›gewöhnlichen‹ - und ›geistlosen‹ 

Leben kontrastiert ist”인 것으로서 고전주의적인 성향에 대립한다고 말한

다.12) 이는 죽음과 결탁하고 있는 아셴바흐의 영혼이 고전주의의 건강함에 

맞서는 퇴폐적인 예술미에 동참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기말에 대두되기 시작한 미학과 예술론에서 죽음의 기이하고 그로

테스크한 특징은 퇴폐적인 미의 형태로서 새롭게 주목받았다. 이때 죽음

에는 쇠락의 이미지만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인 것으로서 환상적이며, 예외적이고 이질적인 특징이 동시에 드러나 있

다. 세기말적 예술론을 소설화 한 작업으로서 이 작품에 나타난 죽음을 

단순히 좌절과 실패라는 주체의 쇠락적 경험에만 국한시켜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블뢰도른은 이 소설의 데카당트한 죽음이 

예외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인물 아셴바흐가 삶의 바깥에 놓인 아웃사

이더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3) 그가 만의 초기 

10) Vgl. Hans Kasdorff, Der Todesgedanke im Werke Thomas Manns, Leipzig 1932, S. 4.

11) Jochen Eigler, Krankehit und Sterben. Aspekte der Medizin in Erzählungen, persönlichen 

Begegnungen und essayistischen Texten Thomas Manns, in: Thomas Sprecher (Hrsg.): 

Leben und Tod – in Venedig und anderswo, Frankfurt a. M. 2005, S. 97. 

12) Vgl. Andreas Blödorn, Sterben und Tod, in: Thomas Mann Handbuch (2015), a.a.O., S. 

340-343, hier Eigler (2005), S. 118f.

13) Vgl. Andrea Blödorn, Perspektivenwechsel und Referenz. Zur Metaphorik des Tod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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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에서 고찰하고 있는 죽음의 특징들은 현실에서의 종결과는 거리

가 먼 것이다. 죽음에 관한 것은 오히려 현실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아웃사이더적 상황이 연출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블뢰도른이 말하는 

아웃사이더적 상황은 현실과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아셴바흐가 예술가로서 존재론적인 위기에 봉착해 낯선 타지로 떠

난 여행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인 죽음의 상징들을 차례차례 마

주치는 사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 속에서 인물의 내면이 소설의 현실과 뒤얽혀 

나타나 있는 비현실적인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죽

음이 환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통해 등장하는 점

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로서 이 작품을 소설 시학적

인 측면에서 접근한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고 있다. 그로테 Katja Grote

는 토마스 만 작품에서 죽음이 인물 개인의 차원에서 다뤄지기보다 “문

학적 형상화 기능 literarische Gestaltungsfunktion”에 관련된다고 주장한

다.14) 블람베르거 Günter Blamberger는 이 소설이 “죽음에 관한 알레고리

적 말하기 allegorische[n] Sprechen über den Tod”15)를 시도한 작품이라며 

Thomas Manns frühen Erzählungen, in: Søren R. Fauth u. Andreas Blödorn (Hrsg.): 

Metaphysik und Moderne. Von Wilhelm Raabe bis Thomas Mann, Wuppertal 2006, S. 

253-280, hier S. 280: “비유적인 ‘죽어 있음’의 상태는 리얼리즘에서처럼 사실적인 

죽음과 불행의 결과를 그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곧 실제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웃사이더의 상황으로서 죽음의 전 단계와 원인을 표현하고 있다. 토마스 만한테서 

아웃사이더는 죽음에 임박한 자로서 이미 죽음의 전 단계인 ‘부재한 삶’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Der Zustand metaphorischen ›Totseins‹ stellt nictht wie im 

Realismus die Folge von realen Todes- und Unglücksfällen dar, sondern die Vorstufe und 

Ursache, den Zustand des Außenseiters, der direkt auf den realen Tod zusteuert. Hier 

zeigt sich, daß der Außenseiter als der dem Tod Geweihte bei Thomas Mann immer 

schon dem Bereich des ›Nicht-Lebens‹ als einer Vorstufe des Todes zugeordnet wird.”

14) Vgl. Katja Grote, Der Tod in der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Der Wandel der 

Todesthematik in den Werken Arthur Schnitzlers, Thomas Manns und Rainer Maria 

Rilkes, Frankfurt a. M. 1996, S. 24.

15) Vgl. Günter Blamberger, Kippfiguren: Thomas Manns Todesbilder, in: Sabine Meine u.a. 

(Hrsg): Auf schwankendem Grund. Dekadenz und Tod im Venedig der Mode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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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식적 특징을 살폈고, 블뢰도른은 만의 초기 작품들과 관련해 죽음

의 문제를 다루면서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으로의 서사적 이행에 초점을 

둔다.16) 더불어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인물에게 분열적인 태도를 드러내

는 특징을 서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코온 Dorrit Cohn의 연구가 있으며, 

마르티네즈 Matías Martínez는 이야기의 인과적인 전개 과정의 배후에 신

비주의적인 세계가 놓여 있다고 보고 이 작품을 이중적 서사 구조 안에

서 분석하고 있다.17)

  브로흐의 『베르길의 죽음』에서도 죽음은 예술가와 예술의 문제를 겨냥

한다. 죽음은 시인 베르길이 예술적 절대성과 지상에서의 초월성을 구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식이자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 속에

는 작가의 인식론적 철학이 짙게 배어있는데,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죽

음은 브로흐의 예술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 시대 비판, 예술철학, 인

식론, 윤리와 정치에 관한 그의 여러 작업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다.18) ‘가치 붕괴’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작가의 철학적 인식론에 기반하

고 있는 이 작품에서 죽음은 비극적인 결말인 동시에 예술에 대한 깨우

침과 성찰로서 이해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죽음을 근원과 고향으로의 회귀로 해석하기도 한

다. 이는 작품 초고의 제목이 “베르길의 귀향 die Heimkehr des Vergil”인 

점에 관련된다. 삶과 예술에 대해 회의하고 고뇌하던 베르길이 죽음에 이

르렀을 때 그는 마치 원자화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

다. 하이츠만 Jürgen Heizmann은 이를 두고 “근원으로 회귀 Rückkehr zum 

Ursprung”19)를 지향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시각은 ‘가치 붕괴’(브로

Paderborn 2014, 37-48 hier 42.

16) Vgl. Blödorn (2006), 253ff; Vgl. Blödorn, Die Todessemantiken: Sinneswahrnehmung und 

Narration im Wandel literarischer Epistemologie des 19. Jahrhunderts, 2015.

17) Vgl. Dorrit Cohn, The Distinction of Fiction.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Vgl. Matías Martínez, Doppelte Welten: Struktur und Sinn 

zweideutigen Erzählens, Göttingen 1996.

18) Vgl. H. Broch, Dichtung und Erkennen, in: Gesammelte Werke. Essay Bd. I, hrsg. v. 

Hannah Arendt, Zürich 1955, S. 18.

19) Jürgen Heizmann, Heinkehr und Todesfahrt: Thematik und Grundkonzeption, in: Michael 

Kessler, P. M. Lützeler (Hrsg.): Hermann-Broch-Handbuch, Berlin 2015, S,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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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의 현실과 대비되는 고대의 통일적인 세계상을 꿈꾸던 작가 브로흐의 

영원 추구 사상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

작으로 해석된다. 죽음을 이상향으로의 회귀로 해석하는 배경에는 위기와 

상실, 즉 ‘가치 붕괴’의 현실이 놓여 있다. 수많은 모더니즘의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는 근원적인 조건으로서 ‘초월적인 집 없음’(루카치) 상태가 

영원 추구와 근원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 드러난 모

더니티의 위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과거 로마 시대의 시인의 죽음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의 관점 속에서 문화 비판적인 시

대 비교 der kulturkritische Epochenvergleich unter dem Aspekt der Krise”20)

가 제시되고 있다.

  근원과 관련해서 브로흐의 작품은 특히 신화적인 것에 이어져 있다. 

로스 Beate Loos에 따르면 브로흐의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죽음은 신

화와 신화 - 문학적 시대의 통일 원리 [...], daß der Tod das 

Einigungsprinzip von Mythos und mythisch-dichterischer Zeit sei”21)로서 “브

로흐의 시학적 글쓰기의 요구에서 비롯된 von der Instanz der 

poetologischen Schriften Brochs deduziert”다. 여기서 로스는 신화적인 것 

das Mythische을 모더니즘 소설에서의 언어적 특성에 연결시키는 브로흐

의 문학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때 ‘신화 - 문학적 시대’란 브로흐가 

속한 모더니즘 시대를 뜻한다. 브로흐는 언어에 내재한 신화적이고 근원

적인 속성으로서 논리적이고 음악적인 특성이 동시대의 소설 작업 속에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모더니즘 시대의 문학적 요청으로 바라

봤다.22)

  브로흐는 『베르길의 죽음』을 통해서 언어의 근원적인 원칙인 수학적인 

논리성과 음악성이 표현된 실험적인 소설을 시도한다. 이 작품은 시와 

20) Thomas Koebner, Vergil als Leitfigur? Zu Hermann Brochs ‘Tod des Vergil’, in: 

Vergil-Jahrbuch NF. 8 (1982), Würzburg 1982, S. 161.

21) Vgl. Beate Loos, Mythos Zeit und Tod. Zum Verhältnis von Kunsttheorie und 

dichterischer Praxis in Hermann Brochs Bergroman, Frankfurt a. M. 1971, S. 13.

22)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4장 4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더불어 브로흐의 신화

적 언어관이 나타나 있는 에세이 ｢신화와 전통양식 Mythos und Altersstil｣(1947), ｢문

학의 신화적 계승 Die mythische Erbschaft der Dichtung｣(194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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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이 혼용된 시-소설로서 시적 언어의 운율에 의한 음악적 형식에 기

대어 서술되어 있다. 이 소설을 두고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접

근하는 과정 die Annäherung an den Tod”(KW 4, 459)에 대한 글쓰기라고 

말하는 브로흐는 이 작품이 일종의 ‘진행’ 속에 놓인 텍스트임을 강조한

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파편적으로 나열된 소설 속 언어들이 시적인 운

율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적인 특징은 이 

작품에 대한 번역의 불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이츠만

은 이런 독특한 서술 양식과 관련해서 조이스의 소설 『피네건의 경야 

Finnegans Wake』와 더불어 시적 언어를 중심에 두었던 18세기의 철학자 

비코 Giambattista Vico의 작업 『새로운 과학 Scienza nuova』을 이 소설에 

견준다. 꿈과 어두움, 몽상과 음악적 형식에 기댄 이런 작업들에서 죽음과 

삶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 “동시적인 끝과 시작, 영

원한 지속으로 표현되고 das simultan Ende, Neubeginn und 

Weiterentwicklung darstellt” 있다.23) 이런 작품들에서 죽음은 단순히 단절

이나 소멸을 가리키기 위해 등장하는 요소가 아니다. 죽음으로의 진행 

과정은 인물 베르길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파편적인 언어의 흐름을 통해

서 제시되고 있으며, 음악적인 운율로 이루어진 이런 언어의 흐름은 단

절이 아닌 지속적인 현재를 환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르길의 죽음』에서 죽음이 본질과 근원으로서의 이상향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죽음이 소설의 구

성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와 산문의 혼용인 

이 소설은 사실주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음악의 작곡 형식을 소설의 내

적 논리로 삼는다. 이에 시적 운율에 의한 이미지의 연쇄와 반복, 그 밖

의 파편적인 아포리즘이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뒤보스 Jean-Pierre 

Dubost는 기존의 소설적인 것에 반하는, 파편적인 해체의 순간성을 이용

한 이런 “소설의 내적 논리 die innere Logik des Romans”를 일컬어 “죽

음의 형식 die Form von Tod”이라 일컫는다.24) 이 죽음의 형식이란 순간

23) Vgl. Heizmann (2015), S, 500-514 hier 508; 문경환, ｢지암바티스타 비코의 언어관과 

역사관｣, 『인문언어』(Lingua Humanitatis) 6, 2004, 51-75 면 참조.

24) Vgl. Jean-Pierre Dubost, Brochs Romandichtung Der Tod des Vergil, in: Hermann Br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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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또한 현재적인 시간성과 관련된다. 이 소설은 인과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즉흥적이고 우연한 순간들을 통해서 전개된다. 이는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문학 텍스트 내의 ‘질서’를 거부하고 실제적인 시

간성을 되돌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뒤보스는 “소설은 죽음이다 der 

Roman ist ein Tod”25)라는 바르트의 견해를 원용해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죽음을 소설의 탄생으로, 또 소설의 새로운 “생명력 Vitalität”26)을 위한 

시도로서 이해한다. 

  죽음은 무시간성과 영원성을 함축하는 소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시각뿐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27) 대표적으로 그라보브스키 

호타마니디스 Anja Grabowski-Hotamanidis는 작품 속 죽음을 낯설고 경악

스러운 것으로 평한다. 그는 베르길에게 죽음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는 것

은 사실이나, 그가 죽음의 각성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적 창조의 

경지는 지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에 이는 기존

의 문학을 부정하고 파기하는 귀결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한다.28) 그렇

지만 다른 한편으로 죽음과 문학 형식의 결합을 독창적인 시도로 바라보

는 연구가 더 많다. 근래에 들어 죽음을 소설의 구조와 서사 양식의 특징

과 관련해 분석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앞에 거론한 뒤보스의 연구가 

hrsg. v. Paul Michael Lützeler. Frankfurt a. M 1986, S. 166ff hier 167.

25) 바르트는 3인칭 소설 형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소설이 지닌 “질서는 의도적 

살인 die Ordnung ist ein vorbedachter Mord”이라고 쓴다. 여기서 나아가 그가 “소설은 

죽음이다 Der Roman ist ein Tod”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다시 태어남이며, 시간과 사

건, 공간과 기억에 대한 새로운 소설적 표현방식과 관계된 것이다. Vgl. Roland 

Barthes, Schreibweise des Romans, in: Am Nullpunkt der Literatur. Aus dem 

Französischen von Helmut Scheffel. Frankfurt a. M. 1982, S. 37f, hier S. 48.

26) Vgl. Dubost (1986), S. 167.

27) Vgl. Katharina Ratschko, Kunst als Sinnsuche und Sinnbildung: Thomas Manns “Joseph 

und seine Brüder” und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vor dem Hintergrund der 

Auseinandersetzung um die Moderne seit der Frühromantik. Hamburg, 2010, S. 340ff.

28) Vgl. Anja Grabowski-Hotamanidis, Zur Bedeutung mystischer Denktraditionen im Werk 

von Hermann Broch, Tübingen 1995, S. 242; 브로흐는 “창작은 언제나 인식에 대한 조

바심이다 immer ist Dichten eine Ungeduld der Erkenntnis”(KW 9/2, S. 116f)라는 말과 

함께 문학을 끝없이 죽음의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자 다다를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

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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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각에 앞장선 것으로, “죽음의 모험 das Abenteuer des Todes”이 오

직 “이야기와 이야기의 붕괴 Erzählung und Zersetzung des Erzählens”29)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는 그의 언급은 죽음이 소설의 진행 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통해 등장하는 것을 예고한다. 여기에 이어진 연구로 벤티엔 

Claudia Benthien과 루베 Barbara Lube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30) 이 연

구들에서 베르길의 의식 내용은 물의 유동적인 형식을 닮은 것으로, 순

간과 찰나의 과정이 물의 메타포를 이용한 서술로서 분석되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독일 문학을 대표하던 두 소설가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토마스 만에 비해 브로흐는 대중들에게 적게 

알려져 있었고 주로 작가들 사이에서나 이름이 거론되는 작가였으며, 그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도 80년대를 지나서이다. 두 작가가 맺고 있

던 친교는 비교적 근래에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가 널리 알려진 계기

는 브로흐 문학 연구가 뤼츨러가 2004년 발간한 『망명 중의 우정 

Freundschaft im Exil』31)을 통해서다. 미국 망명 시절에 두 작가는 서로 

친교를 맺은 사실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 당시 이들이 나눈 서신들과 그 

밖의 관련된 에세이들이 실려 있다. 이 서신집에서 브로흐는 ｢베니스에

서의 죽음｣이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는 소회를 전하고 있

는데, 그가 이 작품에 대해 발표한 에세이는32) 브로흐의 표현을 빌리자

면 섬유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인 그가 마침내 “문학에 발을 내디딘 

Eintritt in die Literatur” 계기가 된다.33) 도리스 스테판 Doris Stephan은 브

29) Dubost (1986), S. 174.

30) Vgl. Claudia Benthien, Poetik der Auflösung. Ozeanische Entgrenzung und regressive 

Kosmogonie in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in: Claudia Benthien und Irmela 

Marei Krüger-Fürhoff (Hrsg.): Über Grenzen. Limitation und Transgression in Literatur 

und Ästhetik, Stuttgart 1999; Vgl. Barbara Lube, Sprache und Metaphorik in Hermann 

Brochs Roman “Der Tod des Vergil”, Frankfurt a. M. 1986.

31) Thomas Mann u. Hermann Broch, Freundschaft im Exil, hrsg. v. Paul Michael Lützeler, 

Frankfurt a. M., 2004.

32) Hermann Broch, Philistrosität, Realismus, Idealismus der Kunst (1913), in: KW Bd. 9/1, 

Frankfurt a. M., 1975, S. 13-26.

33) Wolfgang Schneider, Er hat angefangen! Schwierige Freudschaft: Thomas Mann und 

Hermann Broch,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2.08.2005, Nr. 186,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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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흐의 『베르길의 죽음』이 만의 이 소설과 유사한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

고 보면서, 베르길과 그를 따라다니는 노예 리사니아스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와 그의 영혼을 안내하는 헤르메스적인 인물로서 아셴바

흐와 타치오의 캐릭터와 닮은 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34)

  브로흐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술가

의 속물성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이 작품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타

치오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두고 “만약 이 장면

의 배경에 음악이 깔리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테마를 넘겨받아서 천천히 

울려 퍼지도록 한다 해도 이상하거나 우습지 않을 것이다. Und aber 

wäre es nicht seltsam und lächerlich, wenn Musik hinter der Szene ertönte 

und in leisem Rhythmus das Thema übernehmen und langsam verklingen 

lassen möchte.”35)라고 적고 있는데, 이로써 브로흐는 산문적인 특성을 제

외하고 이 작품 속에 작품을 관통하는 일관된 형식미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브로흐가 토마스 만의 소설 속에서 깨닫고 있는 것은 작

품의 창작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 속에서 브로흐는 인물의 감정과 사건

을 비롯해 문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건축 양식

의 구조처럼 통일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발견한다.36) ｢베니

34) Vgl. Doris Stephan, Thomas Manns Tod in Venedig und Hermann Brochs Vergil, in: 

Schweizer Monatshefte: Zeitschrift für Politik, Wirtschaft, Kultur, Bd 40: Schweiz 

(1960-1961), S. 76-83. 

35) Hermann Broch, Philistrosität, Realismus, Idealismus der Kunst (1913), a.a.O., S. 26.

36) Vgl. Ebd., S. 26: “이는 모든 형태들이 여기 이 마지막 장면 안에서 합쳐지기 때문이

다. 그것은 감정의 건축술로 사건의 건축술, 문체의 건축술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독특한 것이다. 외적이며 또한 감정적인 일의 형태들, 표현 형식의 방식과 같은 인간 

내면의 양상, 주체에게 종속되는 우연. 모든 것, 모든 모티브들이 우아한 돔형 건축물 

또는 의미심장한 각뿔 건축물과 같이 서로 밀쳐 내면서 움직이며 완전한 건축술에 의

해 첨단과 방사형의 형태로 그리고 끝없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Denn alle Linien sind 

hier in diesem Finale zusammengelaufen. Es ist eine Architektonik des Gefühls, wie des 

Geschehens, wie des Stiles vor uns entwickelt worden, die außerordentlich ist. Die Linie 

des äußeren Geschehens und die des gefühlsmäßigen, die innere Entwicklung des 

Menschen wie die Handhabung der Ausdrucksformen, die Unterordnung des Zufalles 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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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의 죽음｣에서 토마스 만의 서술 스타일은 매우 응축된 기교를 선

보인 것이었는데, 거기에 담긴 독특한 표현 양식이 브로흐에게 강한 인

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연구 목적

  만과 브로흐의 두 소설에는 시대의 종말의식과 관련된 예술의 위기가 

죽음을 형상화하는 소설 양식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 예술가의 죽음을 

다룬 이 작품들은 저물어가는 시대의 위기를 존재론적인 비유로서 형상

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한 실험적인 양식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다. 죽음의 진행 과정이 소설적 주체의 의

식에 초점을 둔 서술을 통해 그려지는 과정에서 죽음은 객관적인 현실

과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사이를 오가는 비현실적이고 암시적인 서술을 

통해 나타나 있다. 죽음은 이렇듯 소설의 전개 과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의 체험 과정은 예술가인 인물의 내면에 드러나는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작

품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철학적인 해석과 시대 종말의 부정적인 의미에 

국한되어 있던 죽음의 의미를 모더니즘적인 서사 양식의 특징과 관련해

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두 작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서술 미학적인 

특성을 살핀 연구들은 있으나, 세기말 죽음의 미학을 통해서 두 작품의 

비현실적인 서사 양식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본 연구

는 소설 바깥에 놓여 있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바탕에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소설 내적인 분

석을 통해서 죽음의 재현 양상과 더불어 죽음의 성격, 역할 그리고 서

술 양식과 관련된 특징들을 살피려는 시도이다.

das Subjekt: alles, alle Motive führen gleich einem edlen Kuppelbau oder einer 

bedeutenden Pyramide, sich gegenseitig stützend, antreibend und voll Tektonik zur Spitze, 

zur Ausstrahlung, die zur Unendlichkeit str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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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 논문 제 1장에서는 죽음의 미학이 문학에서 중요하게 인

식된 과정을 살펴본다. 낭만주의의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표현 양식 안

에서 죽음은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 있고, 이는 ‘악의 미학’으로 일컬어

지는 모더니즘의 예술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 장을 통해서 죽음이 부

정적인 인식을 벗고 문학적 대상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은 과정과 악한 요

소들이 적극적으로 예술에 활용되는 모더니즘 미학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현대의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서술 양식과 관련해서 죽음은 단순히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조명되지 않으며, 낯설고 이질적인 특징을 통

해서 양가적이고 비현실적인 서술 방식에 활용되고 있다.

  논문 제 2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인 두 예술가 소설이 제시하는 죽음 서

사의 특징을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두 작품에는 주인공들의 내면

세계가 소설 전개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 의식에 담

긴 모호하고 불규칙한 양상을 비현실적이고 양가적인 서술을 통해 제시

하는 과정에서 죽음은 상징과 암시라는 서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등장하

고, 의식에 관한 파편적인 소설 형식에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와 관련해서 ｢베니스에서의 죽음｣에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상징적

이고 암시적인 역할을 하는 저승사자들이 등장한다. 『베르길의 죽음』에

는 의식의 흐름에 관한 불규칙하고 파편적인 소설 형식이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다름 아닌 주인공이 죽음에 대해 깨달아 가는 과정으로 나타나 

있다.

  제 3장 ｢베니스에서의 죽음｣ 분석에서는 상징과 암시의 방식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서술과 관련되어 등장하고 있는 죽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

다. 죽음은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드러내면서 신화와 고대의 설화에 등장

하는 죽음 상징들의 형상을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실

과 의식의 경계를 오가는 비현실적인 서술 안에서 수수께끼처럼 암시적

인 역할을 통해 등장한다. 이때 드러나는 환상적인 서술 양상은 전통적

인 환상문학의 특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 속에는 현실을 

양가적인 방식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하는 모더니즘의 불협화적인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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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베르길의 죽음』 분석에서는 죽음의 체험 과정이 소설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점과 관련해서 인물의 의식 내부를 묘사하는 파편적

인 서술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죽음에 대한 깨우

침이 시인의 예술에 대한 성찰로서 제시되어 있는데, 브로흐는 이를 인

물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의 의식에 담긴 철학적인 성찰이 의식의 

파편적인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묘사한다. 이 장을 통해서 

이러한 파편적인 의식의 영상들이 ‘물의 메타포’를 통해서 파편적인 동

시에 연쇄적인 구조 속에 반영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소설 

형식이 전통적인 소설 양식에 반하는 ‘혼종’적인 소설 시학을 추구하며 

작가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총체적 소설’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아 볼 것

이다.

  제 5장에서는 두 죽음 서사의 공통점으로서 예술가 소설의 특징을 살

피는데, 이와 관련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시대 비판을 겨냥한 예술가 

상을 소설 속에 제시하는 점을 다룬다. 시대의 변화에 휩쓸려 혼돈에 직

면해 있으면서 예술가로서 작품 창작에 대해 고뇌하고 회의하는 위태로

운 예술가의 모습을 통해서 전통의 문학 양식을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양식의 소설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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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죽음과 미의 문제: 낭만주의와 모더니즘

1. 낭만주의적 ‘아름다운 죽음’

   죽음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문학과 예술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문학은 

죽음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학적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죽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회 및 문화의 영역뿐 아니라 예술에

서도 터부시되었고 공포의 상징으로서 금기시되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

런 죽음에 대해 예술과 문학에서 본격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낭만주의

적 죽음의 동경’은 죽음을 비롯해 악하고 신비로우며 비밀스러운 대상들

을 문학적으로 새롭게 형상화한 낭만주의 미학의 특징을 일컫는 말이

다.37) 이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아리에 Philippe Ariès는 『죽음의 역사 

Geschichte des Todes』(1982)에서 낭만주의가 시작된 19세기를 “아름다운 

죽음의 시대 die Zeit der schönen Tode”38)라 표현한다. 18세기 말 무렵부

터 죽음은 차츰 부정적인 인식의 틀을 벗어나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

하는데, 당시의 미학자들은 죽음을 숭고, 잠, 휴식, 안식 등 고대의 조화

로움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음이 문학작품 속에서 예술적인 가치를 통해서 조명되기 시작한 것

은 낭만주의 예술에 이르러서다. 연구자들은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대상

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환상문학의 뿌리를 낭만주의에서 찾는 경

우가 많다. 죽음이 신비롭고 독창적인 문학 양식을 통해서 등장하는 낭

만주의 미학의 특징은 20세기의 모더니즘 예술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친

다.39) 죽음은 낭만주의에 이르러 작품 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

37)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의 연작시 『밤의 찬가』의 마지막 시의 제목이 ｢죽음의 동경 

Sehnsucht nach dem Tode｣ 임을 주목할 수 있다. Vgl. Novalis, Werke. Tagebücher und 

Briefe Friedrich von Hardenbergs, hrsg. v. Hans Joachim Mähl u. Richard Samuel, Bd. 1.  

München 1978.

38) Philippe Ariès, Geschichte des Todes. München 1982, S. 521.

39) Vgl. Silvio Vietta, Die Literarische Moderne. Eine problemgeschichtliche Darstellung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von Hölderlin bis Thomas Bernhard. Stuttgart 1992, S. 2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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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예술의 표현 양식에 적극적으로 활용되

기 시작한다.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의 환영이다. 죽음은 예술 또는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슬픔, 공동묘지, 삶이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공개성

에도 불구하고 감춰지기 시작했다. 죽음은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다. 

Der Tod ist nicht mehr der Tod, er ist eine Illusion der Kunst. Der Tod hat 

begonnen, sich zu verbergen, trotz der scheinbaren Publizität, die ihn in der 

Trauer, auf dem Friedhof, im Leben wie in der Kunst oder der Literatur 

umgibt: er verbirgt sich unter der Schönheit.40)

낭만주의 예술에서의 죽음에 관해 언급하는 위의 인용글에서 “아름다움 

Schönheit”은 예술적인 미를 가리킨다. 죽음은 낭만주의 작품에서 예술적

인 아름다움, 즉 미적인 형식과 관련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는 낭만

주의에서 꿈과 무의식의 영역이 문학적인 표현 대상으로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점과 관련된다. 가령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한테 ‘밤’은 애인

의 죽음 이후에 꿈과 환영 속에서 사랑의 감정과 다시 조우하기 위한 수

단이다. 이때 등장하는 밤과 어둠, 죽음 또는 환영과 같은 소재들은 시적 

화자의 비현실적인 상상력과 결합해서 보다 확장된 시적 세계를 형성한

다. 이 과정에서 죽음의 초현실적인 세계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낭만주의에서의 죽음 표현 방식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것이었다. 죽음은 이전까지 예술작품 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제

한적으로 묘사되어 왔기 때문이다. 헤르더 Johann Gottfried Herder의 논

문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1774)는 당대 작품들에 나타난 이런 죽음에 대한 묘사를 비판

하는 내용이다.41) 헤르더는 당대의 작가들이 전통적 시각 안에서 죽음을 

40) Ariès (1982), S. 601.

41) Johan Gottfried Herder,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 in: Herders Sämtliche Werke, 

Bd. 9., hrsg. v. Bernhard Suphan, Berlin 1881. S. 656: “우리 작가들이 계속해서 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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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부정적으로만 묘사한다고 지적한다. 해골, 유령, 지옥, 죽어가는 환

자 등 선입견에 의해 묘사된 죽음 형상은 예술적인 상상력의 부재와 언

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헤르더는 이 논문에서 죽음을 성스러운 안

식의 순간, 평온과 휴식의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러한 주장에는 당시 고전주의 예술관을 따르던 레싱의 영향이 놓여 있

다. 레싱은 논문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형상화했는가에 대한 연

구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 Eine Untersuchung｣(1769)에서 죽음의 

미학에 관한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워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

으킨다.42) 레싱은 논문에서 선조들(그리스 로마인들)이 조형예술 안에서 

서의 힘겨운 싸움, 흐려진 동공, 가쁜 숨, 경직, 놀람과 전율, 공포와 지옥불을 죽음에 

대한 노래처럼 읊조린다면 그것은 환상과 언어를 오용하는 일이다. [...] 나는 내 독자

에게 그가 경험했던 어떤 평온한 죽음의 사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거기 어디에 

깡마른 해골이 있던가? 큰 낫과 함께 이를 갈며 히죽히죽 웃는 유령은? 침대에서 병

자와 사투를 벌이는 귀신들은? 그것은 너무나 성스럽고 부드러우며 눈에 띄지  않는 

잠듦의 순간, 그리고 더 이상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순간이다. 어떤 소음도 더는 방해

할 수 없는 안식과 성스러운 얼굴 위로 잔잔하고 엄숙한 베일이 내려앉는 순간이다. 

[...] 결코 소름 끼치는 유령이 아니라 삶의 종결자, 거꾸로 횃불을 든 평온한 젊은이, 

그것이 죽음이다! Wenn unsre Dichter immer und immer vom Todeskampf, vom Brechen 

der Augen, Röcheln, Starren, Entsetzen und Erbeben, Angst und Höllenglut, als wie vom 

Tode singen: so ist das Misbrauch der Phantasie und Sprache. […] ich laße meinem Leser 

Zeit, die Fälle ruhigen Todes zu überdenken, die er etwa erlebt hat: wo war der dürre 

Knochenmann? wo stand das grinsende, zerfleischende Gespenst mit der Sense? wo waren 

die Phantome, mit denen der Kranke auf seinem Bette kämpfte? Es ist ein so feierlicher, 

sanfter, unvermerkter Augenblick des Einschlafens und nicht mehr Erwachens, der Ruhe, 

die kein Geräusch mehr störet, des stillen, ehrwürdigen Schleiers, der sodann auf das 

heilige Antlitz sinkt […]. Kein Schreckgespenst also, sondern Endiger des Lebens, der 

ruhige Jüngling mit der umgekehrten Fackel, das ist der Tod!”

42) 레싱과 학자 클로츠 Christian Adolph Klotz의 논쟁은 레싱이 『라오콘 Laokoon』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죽음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고 설파한 데서 시작됐다. 클로

츠는 이런 견해에 반박했고 그에 대한 증거인 로마 시대의 죽음과 관련된 해골 형상

들에 관한 자료를 그의 번역서의 서문에 제시해 실으면서 논쟁이 시작된다. Vgl. 

Christian Adolf Klotz, Vorrede, in: Des Herrn Grafen von Caylus Abhandlung zur 

Geschichte und zur Kunst, aus dem Französischen übersetzt von Johann Georg Meusel, 

Altenburg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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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죽음과 잠의 관계를 예시로 들고 있다.

선대의 예술가들이 죽음을 단지 해골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호메

로스적인 사고에 의거해 죽음을 잠의 쌍둥이 형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죽음과 잠, 이 둘을 쌍둥이들한테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제시했다.  

Die alten Artisten stellten den Tod nicht als ein Skelet vor: denn sie stellen 

ihn, nach der Homerischen Idee als den Zwillingsbruder des Schlafes vor, und 

stellten beide, den Tod und den Schlaf, mit der Ähnlichkeit unter sich vor, die 

wir an Zwillingen so natürlich erwarten.43)

레싱의 ｢연구｣는 당시 교회가 앞장서서 퍼트린 죽음의 공포스러운 인상

에 대한 주된 반박을 담고 있다. 레싱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화로운 

이상에 닿아 있는 죽음의 특징으로서 “부드러움 Zärtlichkeit”44)을 꼽으며 

이를 성스러운 휴식과 잠에 연결시킨다. 특히 이 논문에서 레싱은 당대

의 예술가들을 향해 예술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것

을 촉구한다.45) 요컨대 그는 옛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설파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죽음에 대해 다양하고 열린 시

각을 지니기를 바란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표현 양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레싱이 불을 지핀 죽음에 관한 미

학 논쟁은 예술과 학문 전반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

43) Gotthold Ephraim Lessing,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 Eine Untersuchung, in: 

Ders.: Werke und Briefe in zwölf Bänden, (Bd. 6: Werke 1767-1769), hrsg. v. Wilfried 

Barner zusammen mit Klaus Bohnen u.a., Frankfurt a. M. 1985, S. 723.

44) Ebd., S. 764.

45) 이에 ｢연구｣는 오늘날까지 기독교적 인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대의 예술가들을 일

깨우고 자극한 논문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Vgl. Thomas Anz, Der schöne und der 

häßliche Tod. Klassische und moderne Normen literarischer Diskurse über den Tod, in: 

Klassik und Moderne, Stuttgart 1983, S. 4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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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헤르더가 그를 지지해 죽음을 성스럽고 평온한 대상으로 평가한

다. 또한 실러와 괴테를 거쳐 20세기 전후의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죽

음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학적 방식이 출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46) 죽음을 터부시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술적 대

상으로 인식한 이후에 예술이 다루는 미의 범주는 이전보다 확대되었고, 

그 흐름은 근대 이후와 모더니즘에서 독창적이며 다양한 미적 경향들이 

나타나는 데에까지 이어져 있다. 아래와 같은 괴테의 언급을 통해서 악

한 대상들을 예술적으로 수용하던 과도기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악한 것에서 해방되었다. […] 무엇보다 선조들이 죽음을 잠의 

형제로 인정하고, 메네흐멘처럼 죽음과 잠을 서로 혼동할 정도로 동등하게 

묘사한 저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매료시켰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아

름다움의 승리를 한껏 찬양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몰아내지 못할 터이므로 예술의 왕국에서 오직 우스꽝스

러운 것들의 저속한 테두리 속에 놓이게 된다.

Wir hielten uns von allen Übeln erlöst [...]. Am meisten entzückte uns die 

Schönheit jenes Gedankens, daß die Alten den Tod als den Bruder des Schlafs 

anerkannt, und beide, wie es Menächmen geziemt, zum Verwechseln gleich 

gebildet. Hier konnten wir nun erst den Triumph des Schönen höchlich feiern, 

und das Häßliche jeder Art, da es doch einmal aus der Welt nicht zu 

vertreiben ist, im Reiche der Kunst nur in den niedrigen Kreis des 

Lächerlichen verweisen.47)

46) 터부시의 대상인 죽음을 문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적 시도들이 나타난다. 실러의 『간계와 사랑』, 호프만스탈의 『바보와 죽음』은 죽

음의 부정성(Negation des Todes)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Vgl. Friedrich von 

Schiller, Kabale und Liebe, in: Sämtliche Werke, (Bd. I.), hrsg. v. Gerhard Fricke u.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58; Vgl. Hugo von Hofmannsthal, Der Tor und der Tod, 

in: Gesammelte Werke in zehn Einzelbände, hrsg. v. Bernd Schoeller, Frankfurt a. M. 

1979.

47) Johann Wolfgang von Goeth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IX: 

Autobiographische Schriften I., hrsg. v. Erich Trunz, München 2002, S. 316f. (Dichtung 

und Wahrheit, 8. 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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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의 언급은 죽음을 비롯한 악하고 추한 대상이 예술의 영역에서 본격

적인 주목은 받지 못하고 오직 저급한 예술을 통해서만 드러나던 시대의 

예술관을 보여준다. 이는 19세기 후반 급진적인 예술 운동을 중심으로 

죽음과 같은 악한 요소들이 미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급격히 주목받은 

일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죽음 등 악한 요소들이 지닌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특성

은 모더니즘의 예술가들에게 독특한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시

체, 무덤, 해골, 유령과 같은 소재들은 현대의 작품 속에서 기괴하고 독

특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등장한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낭만주의 작품에서는 죽음과 같은 초현실적인 대상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불확실하고 신비스러운 영역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 등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페터 안드레 알트 Peter-André Alt에 따르면 이런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은 예술 표현 방식을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과 지각

을 확장시킨 과감한 문학적 시도였다.48)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문학작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상화 하는 서사적 가능성을 확

장시킨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다. 

  밤과 어둠, 죽음과 환상 등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들을 내세운 낭

만주의 문학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서 인간의 내밀한 정신과 감정을 표

현한 예술이었다.49) 그 속에서는 숨겨진 인간의 욕구와 본성, 또 세밀하

고 풍부한 감정이 문학의 표현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이는 20세기의 문

학에도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문학작품에서 죽음은 1, 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세기전환기를 

48) Vgl. Peter-André Alt, Romantische Traumtexte und das Wissen der Literatur, in: 

Peter-André Alt, Christiane Leiteritz (Hrsg.): Traum-Diskurse der Romantik, Berlin, New 

York 2005, S. 10f.

49) 김주연, 『독일비평사』, 문학과지성사 2006, 160 면 참조: “슐레겔은 문학의 본질을, 문

학 감정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문학적 감정의 본질은 “자

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자극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문학적 감정이

란 밖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 어떤 가변적인 것이라기보다, 그 스스로의 내발

적인 욕구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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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동안 인간에게 닥친 의식의 공황과 위기, 분열을 형상화하는 것

과 관련된다. 만과 브로흐의 두 죽음 소설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

며, 예술가인 주인공들에게 닥친 정신적인 혼란과 형이상학적인 의식 상

태가 죽음에 대한 상징과 비유 그리고 알레고리적인 형식을 통해서 표현

되고 있다. 죽음은 이와 관련해서 불안정한 시대의 예술과 예술가의 위

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죽음과 예술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만과 브로흐의 죽음 서사에는 

문학적 모더니즘의 서술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다. 죽음은 거기에서 정신

적인 위기에 직면한 예술가들의 의식 내면을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서사

에 관련되어 나타난다.50) 안츠 Thomas Anz에 따르면 죽음에 관한 모더

니즘의 작품들에는 낭만주의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죽음

은 현대사회의 혼돈을 경험하는 인간의 불안정한 의식에 드러나는 분열

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다루는 서술을 통해 나타난다. 그는 20세기의 

표현주의를 비롯한 데카당스의 문학 양식에서 ‘악의 미학’이 인간의 불

안정한 심리를 서술하는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51) 죽음과 같이 공포스럽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인간 무의식과 같

은 드러나지 않는 낯설고 신비스러운 영역에 관한 비현실적이고 양가적

인 서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문학적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히 릴케나 카프카 같은 작가들한테서는 어둡고 기이한 요소

들이 인간의 불안정한 의식과 환상적인 이야기를 결합시킨 이야기 속에

서 도시화와 인간 소외 등 시대에 대한 비판을 주제 삼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0) 이는 현대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다. 19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죽

음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소설적 주체의 상실의 경험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된다. 물

질, 시간 또는 비의적 대상이 주체의 상실과 연결되는 것은 후기 리얼리즘의 특징이

다. Friedrich Spielhagen은 1879년 작품 Quisisana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성적 파트너를 

잃은 것을 “auch so eine Art Tod”라고 표현함으로써 죽음을 상실감에 대한 비유로 처

음 사용했다. (Zitiert nach Andreas Blödorn, S. 257) 이렇듯 죽음은 단지 삶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비유적 상황과 그 속의 의미를 재현하는 서술을 통해 나타난다. 

Vgl. Blödorn (2006), S. 257f.

51) Vgl. Anz (1983), S. 25-38.



- 23 -

  본문에서 분석하는 토마스 만과 헤르만 브로흐를 비롯해 헤르만 헤세 

같은 20세기 초반의 독일 작가들은 특히 인간의 정신세계에 관해 다루는 

독특한 소설 양식으로 주목받는다. 이 작가들이 시도한 철학, 신비주의, 

정신분석 등의 학문 영역과 소설 양식의 결합은 문학이 제시할 수 있는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철학소설들로 불

리는 이런 작품들은 인간이 지닌 세계관이나 분열적이고 복잡한 정신에 

관한 독창적인 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신비롭고 비현

실적인 표현 방식과 관련해서 낭만주의에서 시작된 ‘악의 미학’의 특징

을 살펴 볼 것이다.  

2. 죽음의 미학적 대두: 악의 미학

  죽음을 비롯한 ‘악한 것’들의 예술적 가치를 내세운 낭만주의에서는 

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드러났다.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그리스 문

학 연구에 대하여 Über das Studium der Griechischen Poesie｣ 서문에서 

예술의 미적 규준이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것으로 옮아갔음을 강조한다: 

“아름다움은 현대의 문학에서 거의 지배적인 원칙이라 볼 수 없고, 탁월

한 작품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매우 분명하게도 추한 것의 재현이다. 

das Schöne [...] ist so wenig das herrschende Prinzip der modernen Poesie, 

daß viele ihrer trefflichsten Werke ganz offenbar Darstllung des Häßlichen 

sind […]”52) 추한 것 또는 악한 것으로 불리는 대상들은 낭만주의의 비

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공

상의 세계는 소설 속 인물의 숨겨진 의식과 감정 또는 끝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53) 이 장에서는 장르의 문제를 떠나

52) Friedrich Schlegel, Über das Studium der griechischen Poesie, in: Kritische Schriften, 

hrsg. v. Wolfdietrich Rasch, München 1964, S. 123.

53) 필립 라쿠-라바르트, 장-뤽 낭시, 『문학적 절대. 독일 낭만주의 문학이론』, 홍사현 역, 

그린비 2015, 16면 참조: “낭만적인 것은 [...]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연에 대한 감정이

나 과거의 서사적 위대함에 대한 감정, 또는 그 두 가지가 혼합된 감정, 즉 원시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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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낭만주의와 관련된 환상성을 둘러싼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까지 이어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악한 요소들이 두드러진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은 현대에 와서 ‘악의 

미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적인 완

결성을 추구하는 전통의 문학 양식과 대립되는 분열적이고 해체적인 서

사 양식이 나타나 있다.54) 이 과정에서 철학자 헤겔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낭만주의에서 흔히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상들이 

유래 없이 독특한 방식으로, 몽환적이고 해체적인 양식을 통해 나타난다

고 평가한 이는 헤겔이었다. 그가 낭만주의를 비판하고자 쓴 미학이론들

은 그 비판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에 대한 예리하고 통찰력 있

는 진단이며 낭만주의의 영향이 이어졌던 문학적 모더니즘의 특징을 선

취하는 내용이다.55) 헤겔이 비판적 맥락에서 제시한 낭만주의의 특징들, 

연의 폐허 앞에서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풍경이다. 하지만 낭만적인 것

은 또 이러한 광경에 반응하고, 그것이 환기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더 정확히 말해 이

러한 광경을 재창조 하는, 즉 공상으로 만들어 내는(phantasieren) 감수성이기도 하다.”

54) 문학이론에서 ‘악의 미학’과 ‘부정의 미학 Ästhetik des Negativität’은 용어적으로 중첩

되어 사용되거나 미학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등장한다. 이는 ‘헤겔이 ‘악한 것’을 ‘부

정적인 것’으로 정의한 부분과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더니즘적인 형식에 

관한 맥락 이외에도 악의 미학은 작품 분석을 위한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되고 있다. 

알트의 논의에서는 이것이 예술작품에 그려진 악마성과 초월적 세계관, 비도덕성의 

문제 등과 관련해 논의되며, 보러의 연구는 버지니아 울프나 제임스 조이스 등 클래

식-모던 소설들을 통해 악의 미학에 접근한다. 특히 보러는 카프카의 소설과 관련해 

회의주의적 세계관에 대응하는 ‘부정적 시간성’을 형상화하는 표현 방식을 주목한다. 

또 아도르노는 악의 미학을 통해 숭고한 것으로 여겨진 이전의 문학 양식에 대립하는 

현대적 양식의 불완전하고 불분명한 문학 방식을 조명한다. Vgl. Peter-André Alt, 

Ästhetik des Bösen, München 2010, S. 172ff; Vgl. Karl Heinz Bohrer, Ästhetische 

Negativität, München 2002, 229-326; Vgl. Robert Pippin, Adorno. Ästhetische Negativität 

und das Problem des Idealismus. in: Martin Endres, Axel Pichler u. Klaus Zittel (Hrsg.): 

Eros und Erkenntnis. 50 Jahre „Ästhetische Theorie“, Berlin 2019. 129-150.

55) 이와 관련해서 오도 마르크바르트 Odo Marquard의 논문을 주목할 수 있다. 쉘링의 

무의식 개념을 20세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과 연결짓는 마르크바르트는 악함

의 미학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낭만주의적 이상주의를 그 토대로 인식한

다. Vgl. Odo Marquard, Zur Bedeutung der Theorie des Unbewußten für eine Theori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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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개별적 특징들의 독자성’, ‘낭만주의적 예술 형식의 해체’ 같은 개

념은 이후 모더니즘이 취하는 예술적 특징들과 관련되고 있다.56) 그러나 

헤겔은 정작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내재해 있는 

“정신의 건전함 Gesundheit des Geistes”57)을 표방하는 예술을 추종했다. 

자신이 모범으로 삼는 예술 양식과는 “정반대 der Gegensatz”58)에 놓인 

낭만주의 작가 호프만 E.T.A. Hoffmann의 작품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

야기한다. 

그러나 최근에 두드러진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된 내적인 분열이다. 온갖 

거슬리는 불협화음들을 내며 유행으로 자리 잡은 그것은 혐오스러운 유머

와 기괴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이는 가령 (에른스트) 테오도르 (아마데

우스) 호프만이 선호하던 것이다. 

Vorzüglich jedoch ist in neuerster Zeit die innere haltlose Zerrissenheit, welche 

alle widrigsten Dissonanzen durchgeht, Mode geworden und hat einen Humor 

der Abscheulichkeit und eine Fratzenhaftigkeit der Ironie zuwege gebracht, in 

der sich [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 z. B. wohlgefiel.59)

헤겔은 호프만의 작품에 자신이 보기에 미적인 기준이 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wahrhaft Schönen”60)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호프

만의 작품에서 광기와 죽음, 공포 같은 낭만주의의 뚜렷한 특징인 “내면

의 분열과 불협화 Zerrissenheit und Dissonanz des Inneren”61)를 읽어낸다. 

nicht mehr schönen Kunst, in: Poetik und Hermeneutik III. München 1968, S. 375-392.

56) Vgl.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Vorlesung über die Ästhetik, hrsg. v. Eva 

Moldenhauer, Karl Markus Michel, Frankfurt a. M. 1986, S. 209ff.

57) 니벨룽겐의 반지,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고전주의 미적 형식에 

걸맞는 것으로 헤겔은 이처럼 전통으로 모범적인 인간상을 제시한 예술을 지지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비극의 기능으로 인식된 정신의 치유 혹은 감정의 정화에 이은 

계몽적주의 미학의 성격인 이러한 고전주의 미학은 낭만주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며 

니체 이후로 종식된다. Vgl. Karl Heinz Bohrer, Die Kritik der Romantik. Der Verdacht 

der Philosophie gegen die literarische Moderne, Frankfurt a. M. 1989, S. 173.

58) Hegel (1986), S. 288.

59) Ebd., S. 289.

60) Ebd., S.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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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이와 반대로 그리스 비극처럼 정신적 현존의 영원

성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는 것들이다. 헤겔에게 예술은 “절대 정신의 아

름다움 die Schöne der einen absoluten Idee”을 “통상적인 진리의 순간들 

Momente [...] eines allgemeinen Wahren”62)을 통해서 구현하는 일에 해당

한다. 여기서 절대 정신의 아름다움이란 고대 그리스 예술을 기점으로 

서구 고전주의 미학이 계승하는 것으로, 그 안에 “가족, 국가, 영토, 교

회, 명성, 우애, 지위, 명예 Familie, Vaterland, Staat, Kirche, Ruhm, 

Freundschaft, Stand, Würde” 등 관습과 사회를 포섭하는 통상적 진리가 

담겨 있다.63) 호프만의 작품은 이와 반대로 조화롭지 못하고 “단지 부정

적인 것 bloß Negatives”64)들이 나타나 있다. 헤겔에 따르면 ‘부정적인 

것’은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내적인 목적성과 외적

인 형상이 합일되지 않은 형태다. 아래의 언급에서 헤겔은 예술적 재현

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부정적이고 악한 대상들을 다루는 것

은 무용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퇴색하고 무미건조해 우리를 공허하게 하

거나 거부감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행위의 동기로서 또는 다

른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잔혹, 

불행, 폭력의 쓴맛과 우월한 힘은 그것들이 작품의 인물과 목적에 맞게 풍

부하게 활용될 때 상상 속에서 결합되고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악 자

체는 질투, 비겁함, 비열함이며 또한 불쾌하게 남는다. 때문에 악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저열하고 미학적으로 무용한 형상이다. 이는 그 자체로 거

짓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그로써 가장 산문적인 형상이다. 

Denn das nur Negative ist in sich matt und platt und läßt uns deshalb 

entweder leer oder stößt uns zurück, mag es nun als Beweggrund einer 

Handlung oder bloß als Mittel gebraucht werden, um die Reaktion eines 

61) Ebd., S. 209.

62) Ebd., S. 286.

63) 이에 관해 보러 K. H. Bohrer는 헤겔이 낭만주의를 비판하며 내세웠던 기준이 사회

적 맥락과 관련된 것이지 시학적이고 예술적인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Vgl. Karl Heinz Bohrer (1989), S. 158. 

64) Hegel (1986), S.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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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en herbeizuführen. Das Grausame, Unglückliche, die Herbigkeit der 

Gewalt und Härte der Übermacht lassen sich noch in der Vorstellung 

zusammenhalten und ertragen, wenn sie durch gehaltvolle Größe des Charakters 

und Zwecks gehoben und getragen sind; das Böse als solches aber, Neid, 

Feigheit und Niederträchtigkeit sind und bleiben widrig. Der Teufel für sich ist 

deshalb eine schlechte, ästhetisch unbrauchbare Figur; denn er ist nichts als 

Lüge in sich selbst und deshalb eine höchst prosaische Figur.65)

헤겔은 악한 것으로서 “부정적인 것 das nur Negative”을 무미건조하고 거

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로서 재현하기엔 가치를 잃은 것으로 평가한

다. 그것들은 “단지 수단으로 bloß als Mittel” 사용될 수는 있어도 예술작

품으로는 합당치 못하다. 여기에는 이런 거부감이 드는 요소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과 동떨어져 있어 예술을 통해 드러날 경우 사회에 해를 

끼치고 문제시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악한 

것들이 정반대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다. 20세기의 모더

니스트들에겐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신비롭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고전주의 미학에서는 악마나 유령 등 보이지 않는 환영적인 대상들이 

본래의 예술적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급진적인 형태로 여겨진다. 낭만주

의는 이와 반대로 꿈과 환상을 문학적 모티브로 내세움으로써 미의 형태

와 기능을 새롭게 고찰한다. 헤겔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키에르케고어는 낭만주의 작품에 내재한 형식적 특징에 보다 자

세히 접근했다.66) 그는 낭만주의 작품들이 꿈과 같이 불확실하고 현혹적

이며, 낭만주의자들은 “잠 Schlummer”에 빠져 있고 “몽유병적 상태 die 

schlafwandlerischen Zustände”67)라고 평가한다. 그는 ‘악의 미학’에 대한 

65) Ebd., S. 228.

66) 세계정신 안에 놓인 역사적인 것의 ‘고양 Aufhebung’을 철학적 관점으로 내세운 헤

겔과 달리 키에르케고어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순간 Augenblick’ 속에서 서로 

어떻게 변화하며 관계하는지를 주목한 철학자다. Vgl. Johann Tzavaras, Bewegung bei 

Kierkegaard. Bern, Frankfurt a. M. 1978.

67) Sören Kierkegaard, Über den Begriff der Ironie, Frankfurt a. M. 1976, S. 2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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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이론적 규명을 시도한 인물로 꼽히는데, 그만큼 그가 주장한 내용

에는 꿈과 비현실에 관한 모더니즘의 작품들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

다. 키에르케고어가 낭만주의의 환영적이고 초현실적인 작업들에서 발견

한 직접성과 순간성의 미적 특징은 20세기 이후 환상성과 초현실주의 예

술 기법에서 나타나는 ‘돌연성 Plötzlichkeit’의 미학과 연결되고 있다.68)

낭만주의자들에 대한 평가에서 그는 “예술적으로 사는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속적으로 단지 순

간을 살기 때문이다 Wer ästhetisch lebt, kann von seinem eigenen Leben 

keine befriedigende Erklärung geben, weil er beständig nur im Moment lebt”69)

라고 쓰는데, 이는 찰나와 순간에 관한 미학적인 형식에 다가간 것이다.   

악의 심연에서 밀치고 올라온 가장 섬뜩한 말조차도 광대의 몸짓 속에서 

보이는 도약의 갑작스러움 같은 효과는 불러오지 못한다. 그 말이 소름 끼

치는 것이든, 아니면 침묵을 깨고 그 말을 내뱉는 이가 셰익스피어, 바이런 

혹은 셸리일지라도, 언어에는 항상 구원을 해주는 힘이 있다. 그것은 말 한

마디 속에 응집된 악의 모든 절망과 공포가 침묵만큼 무섭지는 않기 때문

이다. 몸짓만이 오직 갑작스러움을 표현할 수가 있다. [...] 엄습하는 공포란 

흡사 메피스토펠레스가 창문을 통해 뛰어올라 도약의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과 같다.

68) 키에르케고어는 절망, 우울, 신경증 등 현대 정신분석학(포스트 프로이트의 관점에

서)의 주요 쟁점들을 이미 19세기 중반에 발표된 그의 철학 논문들에서 선취하고 있

는 철학자이다. 절망에 관한 그의 탁월한 논문들 가령 『죽음에 이르는 병 Die 

Krankheit zum Tode』(1849), 『불안의 개념 Der Begriff der Angst』(1844), 『공포와 전율 

Furcht und Zittern』(1843)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과 더불어 예술 표현방식의 미학적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저술들에 담긴 순간성의 미학 이론들은 특히 

현대의 철학자들과 작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키에르케고어의 철학과 연극적 움직임의 

특징을 연결 지었던 뒤렌마트는 “키에르케고어 없이는 작가로서의 나를 이해할 수 없

다 Ohne Kierkegaard bin ich als Schriftsteller nicht zu verstehen”고 쓰기도 했다. Vgl. 

어니스트 베커, 『죽음의 부정』, 노승영 역, 한빛비즈 2019 (원서 Ernest Becker,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1973: The Free Press); Vgl. Friedrich Dürrenmatt, Stoffe, in: 

Gesammelte Werke 6, Zürich 1991, S. 503f.) 

69) Sören Kierkegaard, Entweder – Oder, München 1998, S.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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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t das entsetzlichste Wort, das aus dem Abgrund der Bosheit heraufdringt, 

vermag eine Wirkung hervorzubringen wie die Plötzlichkeit des Sprungs, der 

innerhalb des Mimischen liegt. Ob auch das Wort entsetzlich sei, ob es auch 

ein Shakespeare, ein Byron, ein Shelley sein mag, der das Schweigen bricht, 

das Wort bewahrt doch immer seine erlösende Macht; denn alle Verzweiflung 

und alles Grauen des Bösen zusammengefaßt in einem einzigen Wort ist nicht 

so grauenvoll, wie das Schweigen es ist. Das Mimische kann nur das Plötzliche 

ausdrücken [...] der Horror, der einen ergreift, wie Mephistopheles durch das 

Fenster hineinspringt und in der Stellung des Sprunges stehen bleibt!70)

키에르케고어는 “공포 der Horror”를 언어를 통해 드러난 섬뜩한 내용보

다도 역동적인 움직임의 순간이 제공하는 기이한 찰나성이 주는 감각으

로 이해한다. 이렇듯 그는 악한 것의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 내재한 순간

적이고 돌연한 특성을 읽어내고 있다. 공포의 순간을 미적인 형태로 인

식하는 순간성 및 돌연성의 개념은 현대의 예술 창작과 관련해서 동시성

의 효과를 내세우는 비현실적인 서술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해체성을 기

반으로 한 불규칙하고 혼종적이며, 우연과 순간에 기댄 표현 형식들은 

순간성의 미학을 딛고 있으며, 선형적이고 인과적인 서술 형태를 의도적

으로 벗어나고 있다. 순간성이란 전통 미학에서 주장하는 조화와 결속, 

안정, 또는 완전함과 통일성에 대립한다. 이에 비에타 Silvio Vietta는 이 

개념이 파생된 ‘추한 것 das Häßliche의 미학’을 전통과 현대의 예술적 

경계를 구분 짓는 핵심 개념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모더니즘의 시작으로 

본다.71) 이는 모더니즘 문학을 통해서 비로소 눈앞의 보이는 대상을 표

70) Sören Kierkegaard, Die Krankheit zum Tode und Anderes, hrsg. v. Hermann Diem, 

Walter Rest, Köln, Olten 1956, S. 601. 키에르케고어는 순간성의 개념을 언어의 특성

을 통해서 고찰했다. 키에르케고어의 논의에서 문장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움직임과 그 문장의 형태는 비연결적이고 순간적이며 임의적인 힘이 드러난 현장이며 

이로써 분열과 해체의 표본으로 인식된다. 순간성과 언어의 관계에 관한 키에르케고

어의 생각은 다음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Vgl. Christa Kühnhold, Der 

Begriff des Sprunges und der Weg des Sprachdenkens: eine Einführung in Kierkegaard,

Berlin 2011, S. 74ff.

71) Vgl. Vietta (1992), S. 219f: “해체주의의 한 핵심적 형태는 추의 미학이다. 추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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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에 주력하던 전통 양식에서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학적 시도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한 

것’의 미학을 통해 나타나는 순간적이고 동시적인 서술 방식과 이를 제

시하는 비현실적인 서사는 드러나지 않는 의식과 심리, 본능, 감정의 영

역에 관한 문학적 표현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

는 만과 브로흐의 소설들 역시 인물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전개와, 현실과 비현실을 뒤섞어 인과성을 깨뜨리는 장면 등 환

상과 비현실을 통한 서사 기법이 주된 특징으로 관찰되고 있다.72)

  제4장 브로흐의 죽음 소설에서는 동시성(Simultaneität)73)의 문학 기법을 

통해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현실과 비현실, 주체와 대상이 일정한 

규칙 없이 파편적으로 뒤섞인 장면들이 연출된다. 아방가르드 이후 급진

적인 양식에서 보다 뚜렷이 관찰되는 이같은 서술 양상은 해체적인 것들

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그에 대한 포착을 예술적 형상화의 방식으로 삼는 

“현상학적 미학 phänomenologisch-ästhetisch”74)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속에

는 앞서 본대로 키에르케고어가 선취한 순간성의 미학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순간과 우연의 미학적 특성을 모더니즘의 특성으로 규정해 용어로 

사용한 이는 니체였다. 그는 바그너를 통해 데카당스의 시대적 특징을 

읽어내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은 전통의 미학적 규범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선다는 점에서 미학과 문학의 해체주의 

형식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름다움의 미학적 전통에 그리고 

그것을 지닌 형이상학에 맞서고 있다 Eine [...] zentrale Form der Dekonstruktion ist die 

Ästhetik der Häßlichen. Sie spielt insofern eine besondere Rolle unter den Formen der 

ästhetischen und literarischen Dekonstruktion, als die Ästhetik des Häßlichen sich am 

direktesten gegen die ästhetischen Leitnormen der Tradition wendet, genau gesprochen: 

gegen die Tradition der Ästhetik des Schönen und gegen die sie tragende Metaphysik.”

72) 밤과 어둠, 동물적이고 초월적인 무시간성과 관련해 브로흐의 베르길 소설과 초기 

낭만주의의 관계를 살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Vgl. Timm Collmann, Zeit 

und Geschichte in Hermann Brochs Roman “Der Tod des Vergil”, Bonn 1967, S. 114ff.

73) 동시성(Simultaneität)이라는 말은 이 작품에 직접 여러 차례 출현하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를 집약한 말이다. 

74) Bohrer (1989), 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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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함은 무엇인가. 다음의 세 가지다. 우연성, 불확실성, 순간성. 

Was ist das Böse? Dreierlei: der Zufall, das Ungewisse, das Plötzliche […].75)

   헤겔과 키에르케고어가 발견한 낭만주의 작품들에 드러난 불협화적인 

특징은 해체와 분열을 주된 미학적 방법론으로 삼는 20세기의 예술경향, 

말하자면 데카당스와 표현주의, 아방가르드와 초현실주의 경향들의 작품

들 속에서 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악의 미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서술 양식을 볼 수 있는데, 우연성과 순간성에 기

댄 비현실적이고 불협화적인 서술들에는 인간의 심연을 형상화하는 독창

적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3. 낭만주의와 데카당스: 내면세계의 탐구 

  문학적 모더니즘에서는 인간의 분열적인 내면을 형상화하는 서술이 현

실을 벗어나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일기와 감상문을 차용한 자유로운 소설 형식으로 주목받는 『말테의 

수기』가 이러한 예시를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는 죽음을 목격하는 1인칭 

화자의 예민한 의식이 일상적인 체험과 뒤섞여 서술되고 있어 비현실적

인 죽음의 세계가 마치 주인공의 우울하고 분열된 심리와 혼용된 듯이 

그려진다. 이를 통해서 죽음과 같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소재가 단순히 

저 세상을 지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놓인 인간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의식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위기로서 그려지는 우울하고 분열된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서술들에서 죽음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뒤섞은 수수께끼 

같이 비현실적인 서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음은 문학적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닿을 수 없는 초월적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현

75)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1869-1874 (KSA 7), hrsg. v. Giorgio Colli, 

Mazzino Montinari, München 1988, S.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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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세계에서의 위기와 절망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소재로 나타나 있

다. 카프카와 릴케, 호프만스탈 같은 세기말과 모더니즘의 작가들에게 죽

음은 삶에서의 상실과 부재에 관한 메타포로 사용되며, 단절 없는 일상

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절망과 분열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다.76) 이 장에서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비현실적이고 불협화적인 

서술을 통해 드러내는 모더니즘의 서사가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환상적

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한 낭만주의 문학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고

찰하고자 한다.

  낭만주의에서는 인간 정신과 삶의 근원적인 감정이나 사랑, 죽음, 투

쟁, 이별, 기억, 회고와 같은 주제가 꿈과 환상에 의한 표현 양식을 통해 

등장한다. 낭만주의는 현실보다는 비현실, 타당성과 인과성보다는 파편

성, 산문의 체계성보다는 시적인 응축을 중시한다. 여기서 환상성을 내세

운 작품들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인간 본성의 어두운 충동을 비롯해 깊고 다양한 심리에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 모더니즘 작품들을 독일 낭만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살핀 

알베르트 베긴 Albert Béguin은 일찍부터 낭만주의자들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주목했다.

 

낭만주의자들이 무의식에 저토록 큰 의미를 둔 시점은 그것이 이미 개념

적으로 알려진 때였다. 무의식은 헤르더나 라이프니츠에게도 중요한 역할

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낭만주의자들에게 무

의식은 낡고 잊혀 졌거나 추방된 의식 내용의 총체도(프로이트), 감춰진 의

식(라이프니츠) 혹은 위험으로 충만한 암흑 지대(헤르더)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과 다름없으며 거대한 자연의 진행 과정의 출발점이다. 

무의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주의 리듬과 화합하고 신적인 근원에 연결된

다. 

Zu dem Zeitpunkt, als die Romantiker dem Unbewußten so hohe Bedeutung 

76)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소외와 갈등, 수동적이고 예민한 심리 등이 문학

에서 주관성(Subjektivierung)의 형상화 문제와 연결되고 독창적인 문학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Vg. Jürgen H. Petersen, Der deutsche Roman der Moderne. 

Grundlegung-Typologie-Entwicklung, Stuttgart 1991, S. 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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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messen, ist es dem Begriffe nach schon lan̈gst bekannt. Bei Leibniz wie bei 

Herder spielt es eine große Rolle, ohne aber je zu hoc̈hster Wichtigkeit 

aufzuruc̈ken. Das Unbewußte der Romantiker ist weder eine Summe alter, 

vergessener oder verdran̈gter Bewußtseinsinhalte (Freud), noch ein larvenartiges 

Bewußtsein (Leibniz), noch auch ein dunkles Gebiet voller Gefahren (Herder). 

Es ist nicht weniger als die Wurzel des menschlichen Seins, sein Ansatzpunkt 

im großen Gang der Natur. Durch das Unbewußte allein bleiben wir im 

Einklang mit dem kosmischen Rhythmus, bleiben wir unserem goẗtlichen 

Ursprung verbunden.77)

철학이나 정신분석에서와 달리 낭만주의는 무의식을 통해 인간 본성과 

자연의 근원, 또 신적인 영역에 닿고자 한다. 낭만주의에서는 인간 무의

식과 심리, 감정 등이 작품을 통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내면은 

주로 꿈을 소재로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신비롭고 동화적인 연출을 통

해 등장하고 있다. 노발리스의 소설 『하인리히 폰 오프터딩엔 Heinrich 

von Ofterdingen』(1802)의 서두를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가 꿈

같은 환상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78) 주인공 하인리히는 잠이 덜 깨어 반

77) Albert Béguin, Traumwelt und Romantik. Versuch ub̈er die romantische Seele in 

Deutschland und in der Dichtung Frankreichs, hrsg. v. Peter Grotzer, Bern, Mun̈chen 

1972, S. 100. 

78) Novalis, Heinrich von Ofterdingen. Ein Nachgelassener Roman von Novalis, in: Das 

dichterische Werk, Tagebücher und Briefe Friedrich von Hardenbergs. (Bd. I.), hrsg. v. 

Hans-Joachim Mähl, Richard Samuel, Darmstadt 1978, S. 241: “그는 믿을 수 없이 가볍

게 대양을 건너 유랑했다. 신비로운 동물들을 목격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살았으

며 곧이어 닥친 전쟁의 거친 혼잡 속에서는 조용한 은신처에 머물렀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치욕과 같은 곤경을 겪었다. 모든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전엔 결코 알

지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차올랐다. 그는 끝도 없이 다채로운 삶을 살았다. 한 번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며 그의 연인과 또 다시 영원히 작별했

다. Er wanderte über Meere mit unbegreiflicher Leichtigkeit; wunderliche Thiere sah er; 

er lebte mit mannichfaltigen Menschen, bald im Kriege, in wildem Getümmel, in stillen 

Hütten. Er gerieth in Gefangenschaft und die schmählichste Noth. Alle Empfindungen 

stiegen bis zu einer niegekannten Höhe in ihm. Er durchlebte ein unendlich buntes Leben; 

starb und kam wieder, liebte bis zur höchsten Leidenschaft, und war dann wieder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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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은 꿈속에 잠겨있으며, 그의 상상 안에는 다양한 느낌과 감정들로 채

워진 다채로운 풍경이 나타난다. 낭만주의 작품들에서 이런 비현실적이

고 신비로운 장면들을 통해 그려지는 것은 결국 연인과의 사랑이나 정

열, 이별과 같은 인간 삶의 다양한 주제들이다. 여기서 꿈은 무의식의 심

연에 놓인 진실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와 같다.

  낭만주의의 꿈의 특성을 분석한 알트 Peter-André Alt는 낭만주의에서 

꿈이나 무의식 같은 초월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인간 정

신과 감정에 대한 생생하고 풍부한 서술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꿈과 몽

상을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과 삶의 주제들에 연결시키는 이 작품들에 대

해 그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실험하는 예술이며, 문학작품을 통해 

지각의 확장을 경험하도록 한 시도라고 말하고 있다.79)

  낭만주의자들은 죽음과 공포, 꿈과 무의식 등 인간의 감춰진 심리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을 탐구하면서도 비밀스럽고 밝혀지지 않은 수수

께끼가 인간의 본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노발리스의 

철학적 단상 ｢꽃가루 Blütenstaub｣(1798)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는 인간의 

내면, 그 수수께끼와 같은 본성이 환상의 근원이라고 쓰고 있다. 

환상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천상이나 지옥 혹은 윤회의 한 가운데 있

게 한다. 우리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꿈꾸지만, 기실 우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깊은 내면을 모른다 – 신

비로운 길은 내면으로 향한다. 과거와 미래로 이루어진 영원은 우리 안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없다. 

Die Fantasie setzt die künftige Welt entw[eder] in die Höhe, oder in die 

Tiefe, oder in der Metempsychose, zu uns. Wir träumen von Reisen durch das 

Weltall: ist denn das Weltall nicht in uns? Die Tiefen unsers Geistes kennen 

wir nicht. – Nach Innen geht der geheimnisvolle Weg. In uns, oder nirgends 

ist die Ewigkeit mit ihren Welten, die Vergangenheit und Zukunft.80)

ewig von seiner Geliebten getrennt.”

79) Vgl. Peter-André Alt (2005), S. 10f.

80) Novalis, Vermischte Bemerkungen. Blüthenstaub 1978/98, in: Schriften. Das 

philosophisch-theoretische Werk (Bd. 2.), hrsg. v. Hans-Joachim Mähl, Darmstadt 197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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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환상으로 가는 “신비로운 길 der geheimnisvolle Weg”은 인간의 내면

으로 통하고 있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우주 das Weltall”를 인

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통한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을 짐작하도록 한다. 불가해한 인간 심리를 주목한 낭만주의적 

환상성은 합리적 이성 너머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인간 본성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심리와 본성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러한 문

학 양식은 모더니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현대인이 겪는 

갈등과 부조리 등 시련과 고통이 고독, 상실, 우울, 광기 등 복잡한 의식

을 반영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악마나 유령 같은 초현실적 요소들을 통하기보다 인간 심리와 무의식

에 기반하고 있는 낭만주의적 환상성은 단순히 계몽주의적 합리성에 비

합리적 초월성을 맞세우고 있지 않다.81) 프라이젠단츠 Wolfgang 

Preisendanz는 낭만주의가 시도하는 환상문학이 현실과 비현실,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영역을 깊

이 파고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톨킨의 소설이나 사이언스 픽션처럼 완전

히 이질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묘사하는 환상적 텍스트와는 차이가 난다

고 본 것인데, 이로써 낭만주의적 환상성을 의심, 비판, 충동, 공포, 연민 

등 인간의 근원적인 성향을 글쓰기에 결합시킨 ‘서사적 환상성 die 

narrative Phantastik’으로 일컫는다.82) 이런 서사적 환상성은 합리주의적 

절대성과 극단성이 고조된 20세기 초반 낭만주의적 상상력을 복원시켜 

232.

81) Vgl. Wolfgang Preisendanz, Die geschichtliche Ambivalenz narrativer Phantastik der 

Romantik, in: Ernst Behler, Jochen Hörisch, Günter Oesterle (Hrsg.): Athenäum. Jahrbuch 

für Romantik, Paderborn 1992, S. 123.

82) W. Preisendanz는 다음과 같은 초기에서 후기 낭만주의에 이르는 독일 문학과 19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에 나타난 서사적 환상성을 주목한다: Tieck(„Der blonde Eckbert‟), K

leist(„Das Bettelweib von Locarno‟, „Die heilige Cäcilie oder die Gewalt der Musik‟), E.

T.A. Hoffmann(„Ritter Gluck‟, „Don Juan‟, „Die Aben-teuer der Silvesternacht‟, „Der San

dmann‟), Arnim(„Die Majoratsherren‟), Eichendorff(„Das Marmorbild‟). 프랑스 작가로는 

Nodier, Mérimée, Nerval 그리고 Gautier를 꼽는다. Vgl. ebd. S. 1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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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예술 양식을 시도하려 한 작품들과 관련된다. 이 당시를 묘사

하는 미쉘 푸코의 표현대로 “여명이 없는 세계 Welt ohne Dämmerung”에

서는 모든 것이 “깨어남 혹은 꿈, 진실 혹은 어둠, 존재의 빛 혹은 어둠

의 무 entweder Wachen oder Traum, Wahrheit oder Nacht, Licht des Seins 

oder Nichts des Schattens”라는 양극단으로 치닫는다.83) 이는 비합리성을 

극복했다고 믿는 합리성이 지닌 문제였다. 낭만주의적 환상성에는 이런 

이분법적 도그마를 벗어나 인간 본연의 성향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성을 겨냥한 이러한 표현 방식이 현실에 대

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사라져가던 20세기에 들어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는 인간의 불안정한 의식세계가 현

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양가적인 서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꿈은 낭만주의적 환상성이 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서사적 장치

라 할 수 있다. 노발리스의 시와 소설에 등장하는 꿈은 인물이 현실을 

벗어나 무의식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꿈속에서는 인물이 현

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가 등장하고 새롭고 다채로운 감정을 경

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꿈은 말하자면 인물의 드러나지 않는 깊은 심

연을 비추는 수단인 동시에 그 안에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펼

쳐져 있다. 표현을 위한 수단과 그 내용이 서로 결합되어 이런 꿈의 속

성은 ‘반영적 perspectiv’이라 일컬어진 낭만주의의 미학적 방식과 관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84) 낭만주의 시인 브렌타노 Clemens Brentano의 소

83) M. Foucault, Wahnsinn und Gesellschaft. Eine Geschichte des Wahns im Zeitalter der 

Aufklärung, Frankfurt a. M. 1972, S. 248.

84) Vgl. Peter-André Alt (2005), S. 6. 낭만주의의 반영적 미학 프로그램인 “진보적 보편

시 Progressive Universalpoesie”에 관한 주요한 분석은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Walter Benjamin, Der Begriff der Kunstkritik in der deutschen Romantik, in: Ders.: 

Gesammelte Schriften. I/1, unter Mitwirkung von Theodor W. Adorno und Gershom 

Sholem, hrsg. v. Rolf Tiedemann, Hermann Schweppenhaüser, Frankfurt a. M. 1974, S. 

18ff.; Jochen Hor̈isch, Die froḧliche Wissenschaft von der Poesie. Der Universalitä

tsanspruch von Dichtung in der fru-ḧromantischen Poetologie, Frankfurt a. M. 1976, S. 

80ff. u. 155ff; Winfried Menninghaus, Unendliche Verdopplung. Die fruḧromant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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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고트비 Godwi』(1801)에 등장하는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

해 나타난다: “낭만적인 것은 반영적인 것 혹은 그보다는 유리의 색채에 

더 가깝다. 그것은 유리의 형태를 통과해 드러난 대상의 모습이다 Das 

Romantische ist also ein Perspectiv oder vielmehr die Farbe des Glases und 

die Bestimmung des Gegenstandes durch die Form des Glases.”85) 낭만주의 

미학에서는 미적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모사하기보다 시적인 형식 

안에 이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상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동시에 스스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능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문학 형식은 무엇보다도 꿈과 환상을 매개로 한 작품들

과 밀접히 연결된다. 꿈이란 어떤 대상이 반영되거나 투영되는 무의식의 

공간이며 동시에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능동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꿈은 문학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문학의 형식이기도 하다.

  낭만주의에서 나타난 독창적인 예술 형태는 이후 모더니즘 문학과 예

술에서 기본 테제를 이루는 예술작품의 자율성과 연결되고 있다. 모더니

즘에서 니체 이후로 강하게 대두된 예술적 자율성은 그러나 이미 18세기

에 근간을 둔 원칙임이 밝혀진다. 모리츠 Karl Philipp Moritz의 미학 논

고 ｢알레고리에 대하여 Über die Allegorie｣(1789)에 등장하는 다음의 내

용이 이를 말해준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한 사물이 오직 자기 자신을 

뜻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자신 안에서 결속되어, 완결된 전체로

서 존재하는 데 있다 Das wahre Schöne besteht aber darin, daß eine Sache 

bloß sich selbstbedeute, sich selbst bezeichne, sich selbst umfasse, ein in 

sich vollendetes Ganze sey.”86) 모더니즘과 나아가 아방가르드에서 추구하

는 문학적 자율성은 작품의 고유한 형식과 구성을 통해 작품 자체의 형

식미를 지향하는 데 방점을 둔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 다루는 브로흐의 

베르길 소설은 이런 예술작품의 자율성에 매우 가까이 다가간 소설로 볼 

Kunsttheorie im Begriff absoluter Selbstreflexion, Frankfurt a. M. 1987, 81ff.

85) Clemens Brentano, Godwi oder das steinerne Bild der Mutter (1801), in: Werke. Bd. II, 

hrsg. v. Friedhelm Kemp, München 1963, S. 258f.

86) Karl Philipp Moritz, Schriften zur Ästhetik und Poetik. Kritische Ausgabe, hrsg. v. Hans 

Joachim Schrimpf, Tübingen 1962, 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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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브로흐의 『베르길의 죽음』은 인식론적 소설 또는 철학 소설이라는 명

명처럼 인간 정신의 심층을 소설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다. 브로흐는 이 소설을 시적인 운율을 통해 표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그 안에는 음악적인 논리가 기본 형식으로 내재해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소설이 담고 있는 비현실적인 서사의 내용

은 어떻게 봐야 할까. 브로흐는 이 점에 관하여 소설에 서정시의 운율과 

추상적이고 파편적인 의식의 장면들을 뒤섞어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

인 요소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고 말한다. 인물의 의식 속 장면들은 초

현실주의적 묘사의 즉흥성과 우연성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속에

서 낭만주의자들이 무의식과 꿈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환상적인 내면

세계를 묘사하던 방식을 떠올릴 수 있다.

  꿈과 무의식, 죽음과 환영 같은 요소들이 단순히 닿을 수 없는 비현실

과 공상, 마법 혹은 마력으로 치부되지 않고 새로운 서술 방식과 이어지

기 시작한 것은 문학적 모더니즘을 전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죽음의 

미학이 강하게 대두된 데카당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그 속에서 죽음은 병

적인 아름다움과 해체적이고 ‘환상을 깨는 추함 desillusionierende 

Häßlichkeit’을 통해서 미적인 것으로 표현된다.87)

  데카당스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죽음과 관련된 대

표적인 문학양식이다. 그것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거쳐 역사적으로 여러 해석을 낳았다.88) 그 가운데 널리 알려진 

개념은 ‘몰락의 서술 Darstellung des Untergangs’이다. 당시 데카당스가 추

구하는 감정의 과잉과 혼란, 기이하고 과장된 것들의 거리낌 없는 연출

은 예술가들에게 낯설게 비춰진다. 데카당스를 처음 미학적으로 규명한 

이는 보들레르였는데 그가 쓴 포 Edga Allen Poe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

87) Vgl. Katja Grote (1996), S. 30f.

88) 다음 연구들에서 독일어권 문학을 중심으로 한 데카당스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Vgl. Dieter Kafitz,  Décadence in Deutschland: Studien zu einem versunkenen Diskurs der 

90er Jahre des 19. Jahrhunderts, Heidelberg 2004; Vgl. Julia Stephanie Happ, Literarische 

Dekadenz: Denkfiguren und Poetische Konstellationen, Würzbur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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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퇴폐문학 littérature de décadence”89)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다. 데카당스의 활동과 이론적인 배경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이며 오스

트리아의 작가 헤르만 바르 Hermann Bahr는 이를 독일어권에 전파한다. 

바르의 에세이 ｢데카당스 Die Dećadence｣(1891)는 당시 떠오르기 시작하

는 모더니티의 경향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한 글이다. 독일에서 니체는 

바그너라는 동시대를 대변하는 천재를 통해 데카당스를 해석하는데 에세

이 ｢바그너의 경우 Der Fall Wagner｣(1888)에서 니체는 바그너를 “모더니

즘적 정신의 징후 Diagnostik der modernen Seele”라 일컫는다.90)  

  질병과 부패, 죽음과 같은 추한 요소들을 미적 가치를 지닌 예술적 대

상으로 인식하는 데카당스 예술에서는 그로테스크하고 비현실적인 표현 

양식을 볼 수 있다. 데카당스의 작품들에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전통 양식들과 다르게 인간의 정신과 감정 등 알 

수 없이 모호하고 숨겨져 있는 세계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반영하는 독특한 서술적 특성에 관련시켜 

본다면 데카당스를 부패와 쇠락에 관한 예술로서 재단하던 기존의 시각

에서 벗어나 이를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 관한 표현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당스 예술가들에게 아름다움이란 자극을 일으키는 것의 동의

어이며, 그런 아름다움은 반드시 조화롭고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91) 그 속에서는 “멜랑콜리와 체념 Melancholie und 

Resignation”의 함의를 상회하는, “정신적인 것으로의 승화, 감각적인 것

의 고양, 예술적 가치에 대한 예민함 Vergeistigung, Erhöhung der 

Sensibilität, Empfänglichkeit für künstlerische Werte”에 관한 “인식 능력 

Fähigkeit der Erkenntnis”92)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미적 감수성과 예민

89) Charles Baudelaire, Notes nouvelles sur Edgar Poe (1857), in: Nouvelles histoires 

extraordinaires par Edgar Poe, hrsg. v. Jacques Crépet, Paris 1933.

90) Friedrich Nietzsche, Der Fall Wagner. Ein Musikanten-Problem (1888), in: Sämtliche 

Werke. Kritischen Studienausgabe. (Bd. 6.), München 1980, S. 52.

91) Vgl. Luca Crescenzi, Moderne und décadence um 1900, in: Sabina Becker, Helmut 

Kiesel (Hrsg.): Literarische Moderne. Begriff und Phänomen, Berlin 2007, S. 319.

92) Wolfdietrich Rasch, Fin-de-Siècle als Ende und Neubeginn, in: Roger Bauer u.a. (Hrsg.): 

Fin-de-Siècle. Zur Literatur und Kunst der Jahrhundertwende, Frankfurt a. M. 1977, 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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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에 관한 표현 영역을 확장시킨 데카당스는 몰락에 관한 문화적 

해석을 넘어서 미학적 사고와 작품 시학의 맥락에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93)

  이와 관련해 바르 Hermann Bahr의 텍스트에는 데카당스의 시학적 특

성과 관련된 대목이 등장하고 있다. 1891년 발표된 바르의 ｢자연주의 극

복 Überwindung des Naturalismus｣은 데카당스를 기존의 사실주의적 방식

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양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바르는 이 글

에서 20세기 초반 문학적 경향이 감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향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94) 주변 세계와 자연에서 이상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했던 

“단조롭고 거친 자연주의 flacher[en] und roher[en] Naturalismus”에서와 달

리 새로운 시대의 예술가들은 감각과 신경을 예술적인 촉매제로 사용한

다. 바르는 이를 초기 낭만주의와의 연관을 시사하는 “신경에 관한 낭만

주의 eine Romantik der Nerven”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며,95) “새로운 

신경 diese neuen Nerven”이 “예민하게 감지하고 폭넓게 청취하며 다채롭

게 서로 다른 진동을 주고받는 일 feinfühlig, weithörig und vielfältig und 

teilen sich untereinander alle Schwingungen mit”96)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

견한다. 여기서는 감정과 감각에 관한 낭만주의적 특성으로의 회귀를 넘

어 ‛진동’이라는 표현 속에 자율성과 음악성, 다양성, 균형 같은 모더니

즘의 특징을 예견한 점이 눈에 띈다. 

  모더니즘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특히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인

간의 의식과 삶 그리고 현실 사이에 놓인 부조화가 환상과 비현실에 관

한 문학 양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현실에 대한 도

피, 이상향을 향해 내재된 욕구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려지고 

93) Vgl. Julia Stephanie Happ, Nietzsches décadence im Lichte unserer Erfahrung: Thomas 

Manns literarische Dekadenz im Wandel (Wälsungenblut), in: Ders. (Hrsg.): Jahrhundert(w) 

ende(n): ästhetische und epochale Transformationen und Kontinuitäten 1800/900. Vol. 19., 

Münster 2010, S. 181.

94) Vgl. Hermann Bahr, Die Überwindung des Naturalismus (1891), in: Kritische Schriften in 

Einzelausgaben, hrsg. v. Claus Pias., Weimar 2004, S. 13.

95) Ebd., S. 24-25.

96) Ebd.,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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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컨대 고도로 발달된 시민사회에서 지치고 무뎌진 정신이 그로테

스크와 소름끼치는 인상, 부조화, 놀라움, 마술적 환영 등을 통해 새롭게 

깨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97) 예술가들은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변화보

다는 그것이 반영된 인간 정신과 심리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에른스트 

윙거 Ernst Jünger(1895-1998)는 1차 대전을 경험한 군인이자 작가인데 당

시의 종말론적인 시대 분위기와 예술 사이의 상관성을 예리한 시선으로 

통찰했다. 그가 남긴 작품들에는 1차 대전 전후의 데카당스의 분위기를 

포착해 형상화한 것들이 많다. 다음의 글을 통해 문학에서의 환상이 당

시 사회 분위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엿볼 수 있다.

환상은 서양에서 어떤 비의적인 것으로 수용된다. 환상을 둘러싸고 초기 

낭만주의에서 세기말 예술에 이르는 어떤 고유한 특징을 지닌 문학이 생

겨난다. 어둡고 비밀스럽고 으스스한 것의 숨결이 사태를 민감하게 감지하

는 인간의 주위를 맴돈다. 사실상 그것은 그가 사로잡힌 죄악도, 그가 빠

져든 범죄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사회성을 향해 저질러진 약탈

이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자살이다. 인간은 사회에 지친 탓

에 작은 보트를 이용해 정신없이 북적대는 항구에서 떨어져 나온다. 

Die Phantastica finden also im Abendland eine esoterische Aufnahme. Es rankt 

sich eine eigene Literatur um sie, die sich von der frühen Romantik bis zum 

Fin de siècle verfolgen läßt. Ein Hauch des Dunklen, Heimlich-Unheimlichen 

umwittert den Kundigen. Es ist eigentlich kein Laster, dem er frönt, auch kein 

Verbrechen, zu dem er sich hinreißen läßt. Eher ist es ein Raub an der 

Gesellschaft, der verübt und verübelt wird - ein Raub, dessen extremste Form 

der Selbstmord ist. Man ist der Gesellschaft müde - so stößt man mit leichtem 

Boot aus dem Gewimmel der Häfen ab.98)

 

윙거의 언급에서 20세기 초반 환상문학이 받아들여진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문학적 환상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대상일 뿐만 아니

97) Vgl. Alexander Kupfer, Die künstlichen Paradiese: Rausch und Realität seit der Romanti

k. Ein Handbu-ch, Heidelberg 2016, S. 2f.  

98) Ernst Jünger, Annäherungen: Drogen und Rausch (1970), Frankfurt a. M. 1980, S. 13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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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간이 현실과 사회에서 도피해 또 다른 세계인 초월적 이상을 경험

하고자 했던 방식이었다. 윙거는 그것이 약물복용과 범죄, 자살 같은 극

단적인 형태와 맞먹는다고 쓴다. 세기말 유럽의 데카당트한 분위기에서 

환상과 비현실의 예술 양식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들과 동일한 차

원에서 인간을 초월적인 일탈로 이끈 것이었다.99)  이는 혼란과 위기를 

통해 드러난 세기말 정신적 공황의 상태가 환상적인 문학 작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낭만주의적 죽음의 미학에서 모더니즘의 문학적 환상성에 이르는 새롭

고 급진적인 문학 양식에서 고찰되는 것은 인간의 숨겨진 내면과 본성에 

관한 예술적 탐구다. 벤야민이 초기 낭만주의의 미적 특징에서 모더니즘

으로 이어지는 예술 형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발견했다면 니체는 인간

의 정신적 속성을 통해서 모더니즘의 성격을 읽어낸다. 아래 인용은 니

체의 모더니티에 대한 이해를 담은 파편적인 스케치로 당시의 인간 성향

에 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겨있다. 그는 새로운 변화를 마주한 인간이 적

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단 오히려 외부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민

함이 증가한다고 쓰고 있다.

영양섭취와 소화에 비견되는 모더니티. 

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진 감수성 (연민의 확대라는 도덕적 꾸밈 속에) 

이질적 인상들의 넘쳐남이 전보다 커짐 – 음식, 문학, 신문, 형식, 미적 감

각, 풍경 등의 세계화.

이 흐름의 속도가 매우 빠름. 인상들이 사라진다. 인간은 어떤 것을 받아

들여 깊이 숙지하기를, 뭔가를 ‘소화하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 소화 능력의 부족은 다음에서 귀결된다. 인상의 축적에 대해 일종의 순

응이 생겨난다. 인간은 반응하는 것을 익히고, 단지 아직은 밖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일부는 습득하기, 일부는 방어하기, 일

부는 변론에 쏟는다.  

99) Vgl. Wolf-Detlef Rost, Psychoanalyse des Rausches, in: Burkhard Kastenbutt, Aldo 

Legnaro, Arnold Schmieder (Hrsg.): Rauschdiskurse. Drogenkonsum im 

kulturgeschichtlichen Wandel. (Jahrbuch Suchtforschung Bd. 8.), Berlin 2016: Lit Verlag, 

S.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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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의 심각한 취약 – 역사가, 비평가, 분석가, 해설가, 관찰자, 수집가, 

독자 – 모든 수동적인 능력. 모든 학문들!

‘반사경’이 되기 위한 본성의 인위적인 조작. 흥미를 느끼나 단순히 표면적

인 흥미. 근본적인 냉정함과 균형감, 얇은 표면 바로 아래에 유지된 차가

움. 그 위에 온기와 활동, ‘소요’, 파동이 존재한다.

외적 유동성과 정 반대로 특유의 깊은 무거움과 피로. 

Die »Monernität« unter dem Gleichniß von Ernährung und Verdauung.

Die Sensibilität unsäglich reizbarer (-unter moralistischem Aufputz als die 

Vermehrung des Mitleids-) die Fülle disparater Eindrücke größer als je: - der 

Kosmopolitism der Speisen, der Literaturen, Zeitungen, Formen, Geschmäcker, 

selbst Landschaften usw.

Das tempo dieser Einströmung ein prestissimo; die Eindrücke wischen sich 

aus; man wehrt sich instinktiv, etwas hereinzunehmen, tief zu nehmen, etwas 

zu »verdauen«

- Schwächung der Verdauungs - Kraft resultirt daraus. Eine Art Anpassung an 

diese Überhäufung mit Eindrücken tritt ein: der Mensch verlernt zu agiren; er 

reagirt nur noch auf Erregungen von außen her. Er giebt seine Kraft aus theils 

in der Aneignung, theils in der Vertheidigung, theils in der Entgegnung.

Tiefe Schwächung der Spontaneität: - der Historiker, Kritiker, Analytiker, der 

Interpret, der Beobachter, der Sammler, der Leser – alles reaktive Talente: alle 

Wissenschaft!

Künstliche Zurechtmachung seiner Natur zum »Spiegel«; interessiert, aber 

gleichsam bloß epidermal-interessiert; eine grundsätzliche Kühle, ein 

Gleichgewicht, eine festgehaltene niedere Temperatur dicht unter der dünnen 

Fläche, auf der es Wärme, Bewegung, »Sturm«, Wellenspiel gibt.

Gegensatz der äußeren Beweglichkeit zu einer gewissen tiefen Schwere und 

Müdigkeit.100)

니체는 모더니티의 현실에서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를 소극적으로 “소화 Verdauung”하는 인간에 대해 기술한다. 

100)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1885-1887, in: KSA Bd. 12. hrsg. v.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Berlin 1999: Walter de Gruyter, S.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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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변화에 대한 무수한 인상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수용과 방어 또 소

극적인 맞대응과 같은 인간의 수동적 태도다. 예민해진 감수성으로 바깥 

세계의 변화와 거기서 비롯된 무수한 인상들에 대응하는 인간은 세상의 

유동성과 반대로 무겁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렇듯 예민함과 수동성, 깊은 피로를 모더니티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

의 특징으로 본 니체는 민감하고 예민한 감수성이 자발적인 행동의 결여

를 만들어내는 데카당스를 비판한다. 그런데 모더니티의 사회와 그 속의 

데카당스의 경향을 읽어내는 니체의 시선에서 예술적 모더니즘에 드러나

는 형식적 특성과 관계된 것들이 나타나 있다. 예컨대 수동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개별적인 ‘맞대응 Entgegnung’ 같은 것은 모더니즘에서 나타나

는 ‘다양성 Vielfältigkeit’의 미학적 형식에 상응하는 것이다.101) 다양성과 

균형성, 관찰과 수집을 주된 특징으로 내세우는 모더니즘의 예술 텍스트

들은 니체의 인간학적인 시각에서 도출된 모더니티의 특성을 통해서 접

근할 수가 있다.

  본문에서 분석하는, 죽음의 테마를 내세우고 있는 토마스 만과 헤르만 

브로흐의 소설은 인간의 의식과 내면에 관한 서술이 독특한 서사 양상을 

통해 나타나 있는 작품들이다. 이로써 죽음과 관계된 작품의 주제를 해

석하는 것과 더불어 죽음이 작품에서 어떠한 문학적인 기능과 역할을 통

해 나타나는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보편적인 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

던 추한 것들이 미학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죽음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문학 양식과 서술 기법과 관련해 주목되는 문학적 소재다. 문

학적 모더니즘에 이르러 환상성은 단순히 비현실적 대상들을 작품에 삽

101) Vgl. Luca Crescenzi (2007), S. 321: “이러한 ‘맞대응’은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분화

된 다양성을 도식적인 답변으로 표현한다. 개인의 감수성의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전체가 아니라 오로지 다양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은 인위적으로 형식화될 수 있

는 것으로 이는 수량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다 Diese Entgegnung wiederum drückt sich 

als schematisierende Antwort auf die zerstreute Vielfältigkeit des Realen aus. Eine 

Realität, die sich der individuellen Sensibilität nicht mehr als Ganzes präsentiert, sondern 

als reine Vielfalt, wird künstlich in Formenorganisiert, welche sie quantitativ überschaubar 

werden lä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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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키는 것을 떠나서 불완전하고 밝혀지지 않은 심리, 주관성의 문제와 

긴밀히 얽힌 복잡하고 다양한 서술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에 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만과 브로흐의 작업들을 속에서 죽음과 인

간의 어두운 내면이 환상과 추상에 얽힌 문학 기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

는 사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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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술가 소설의 죽음 서사 비교: 불합리한 의식

의 모더니즘적 형상화

  만과 브로흐의 두 소설 속에는 시대의 변화와 관련해 혼돈을 겪는 불

안정한 예술가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아셴바흐

는 저명한 작가였다가 일순간 광대와 같이 전락하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일탈이 소설의 중심 사건으로 나타나 있다. 『베르길의 죽음』에서 베르길

은 문학에 대한 회의와 좌절에 사로잡혀 자신의 작품 <아이네이스>를 

파기하고자 하지만, 황제의 반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두 

허구적 인물 뒤에는 시대와 예술의 문제를 두고 고뇌하던 작가 만과 브

로흐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두 예술가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겪는 혼

돈과 위기에는 두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은 임의적인 존

재로서가 아니라 시대의 전형적인 예술가로서 소설에 나타나고 있다.

  인물들에게 닥친 위기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예술적인 변동과 관련

되어 있다. 만과 브로흐가 속한 모더니즘과 이후의 아방가르드의 경향은 

기존의 관습적인 문학 양식에 대한 변화와 저항을 모색한 작업이었다. 

이에 두 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죽음’은 시대와 관련해 예술이 

직면하였던 위기의 다른 말로 볼 수 있다. 소설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

는 인물들의 의식세계가 비합리적인 내면을 형상화하는 서술 양식을 통

해 드러나 있다. 아셴바흐와 베르길 두 인물은 소설에서 항해를 통해 여

행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같은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죽

음으로 향하는 여정’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베르길의 죽음』에서 죽음의 체험으로 그려지

는 기나긴 모험과 여행의 과정은 인물들의 의식을 비추는 서술을 통해 

나타나며 그 속에는 현실세계와 비현실적인 환상의 경계에 놓인 다양하

고 복잡한 정신세계가 드러나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냉철한 이

성과 비합리적인 충동 사이를 오가는 분열된 의식을 소유한 아셴바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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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동경하는 낯선 세계를 수시로 상상하는 와중에 그러한 비현실을 

자신의 현실과 뒤섞인 것으로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현실세계는 아셴

바흐의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세계처럼 

나타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인식론적 철학을 제시하는 

『베르길의 죽음』에서는 인물의 의식에 담긴 철학과 예술에 관한 명상이 

아포리즘과 허구적인 이야기가 뒤섞인 파편적인 소설 형태로서 나타난

다. 여기서 의식이 제시하는 자유 연상에 의해 전개되는 서술 내용은 빈

번하게 초현실주의적인 장면들을 불러내고, 이는 현실과 인간 의식의 경

계를 넘나들며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불규칙하고 비현실적인 내면세계가 소설의 중심에 드러나 있는 

과정에서 죽음은 신비롭고 비합리적인 서술 형식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

다. 인물의 불안정한 의식세계와 관련해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오가는 

양가적인 서술 과정에서 죽음은 암시와 메타포의 소설적 역할을 통해서 

나타난다.(｢베니스에서의 죽음｣) 또한 예술적인 창조성을 위한 인식과 깨

달음으로 제시되는 죽음은 인간 의식에 담긴 현상들로서 찰나적이고 우

연적인 형상들로 이루어진 파편적인 소설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베르

길의 죽음』) 이에 죽음은 종결이 아니라 문학 언어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죽음의 형상들은 시대와 

관련된 비관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넘어서 모더니즘의 서술적 특징

과 관련해서 신비롭고 우연적이며 환상적인 서사에 연결되는 것이다.  

  죽음의 형상화와 관련해 살펴보면 죽음을 ‘잠의 형제’라고 표현한 레

싱의 주장에 이미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비유적인 특징 die 

bildlich-metaphorische Bezeichnung”102)과 함께 메타포로서의 죽음 형상이 

제시되어 있다. 낭만주의에 와서 죽음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비현실적

이고 초월적인 요소로서 강조되며, 이 시기에 죽음은 “과장된 추모 의식

과 연극적인 장엄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동경 führt [...] zu einer 

übertriebenen Gedenkkult und zu einer theatralischen Prachtenfaltung des 

102) Elisabeth Herrmann,  Die Todesproblematik in Goethes Roman “Die 

Wahlverwandtschaften” in: Philologische Studien und Quellen, Vol. 147, Berlin: Erich 

Schmidt Verlag 1998,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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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es bis hin zu Todessehnsucht”103)으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의 예술 형식

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낭만주의를 거치는 동안 죽음은 문학의 소재로서 뿐만 아니라 시학적

인 방식과 깊게 관련되며, 삶의 종결의 의미를 떠나서 삶의 새로운 의미

를 탐구하는 문학적인 시도와 연결되고 있다.

문학적 전통 속에서 죽음은 터부시 되지 않으며, 문학에서 인식과 관계된 

대상으로서 현실과 인간 삶에 대한 표현 방식에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쩌면 문학은 죽음이라는 테마에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인

간보다, 혹은 철학보다 더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문

학이 죽음의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서술하는 내용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s fällt auf, daß gerade in der lieterarischen Tradition der Tod nicht tabuisiert 

wird, sondern als Gegenstand des Erkenntnisinteresses von Dichtung in die 

Darstellung von Wirklichkeit und menschlichem Leben integriert und 

miteinbezogen wird. Vielleicht kann die Literatur sich dem Thema Tod 

unbefangener nähern als der Mensch in der Alltagssprache oder unbefangener 

auch als die Philosophie, eben weil sie sich nicht darauf festlegen läßt, worüber 

sie schreibt, wenn sie die Metapher Tod verwendet.104)

  메타포로서의 죽음의 형상들은 소설 안에서 확고하고 고정적인 의미를 

표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해체하는 분열적이고 양가적인 서술 방식에 

활용될 수가 있다. 또한 보다 해체적이고 급진적인 문학 양식 안에서는 

함축적인 상징을 통해 나타나 있는 죽음 형상들이 보다 파격적인 소설 

형식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음을 가리키

는 불특정한 암호와 형상, 기호 같은 것들은 죽음이 삶의 현상들에 대한 

은유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처한 보이지 않는 상황과 의식 등 내면세계

를 형상화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05) 비트너 G. 

103) Ebd.

104) Ebd., S. 22.

105) Vgl. Ebd.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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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ner가 주장하듯이 문학은 삶의 현상들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문학의 양식 속에 인간의 독특한 행위를 가려내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

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는 문학작품이 인간의 “심리적 현상들을 열어 보

이는 원천 Quelle zur Erschließung psychologischer Phänomene”106)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죽음에 대한 서사가 인간의 의식과 내

면에 관한 형상화를 통해 드러나 있는 만과 브로흐의 죽음 서사를 고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종말에 따른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의식의 

양태를 재현하고 있는 두 소설에서 죽음은 신화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현

대적인 양식과 연결되는가 하면 소설의 구성을 통해 드러난 반복적이고 

연쇄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알레고리적인 죽음의 형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1. 만의 죽음 서사: 분열적 의식의 서사화

  1.1. 의식과 소설 세계의 연동  

  1912년 발표된 토마스 만의 중편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1차 대전 

발발 직전 유럽의 혼돈스러운 시대 상황을 암시와 상징 등 토마스 만 특

유의 간접적인 서술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 아셴바흐의 죽

음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는 이 소설에서 죽음은 아셴바흐의 

주변 인물들로 등장하는 ‘죽음의 사자들’을 통해서 암시된다. 이 죽음의 

사자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대상이나 표식이 아니라 소설 속 현실에 등장

해서 주인공과 교류하는 인물들로서 여러 인물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공

통된 특징을 반복하면서 주기적으로 주인공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가

령 소설의 도입부에서 아셴바흐가 뮌헨의 산책로에서 보게 되는 이방인

의 행색을 한 남성과 이어진 소설 전개에서 그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106) G. Bittner, Das Sterben denken um des Lebens willen. Ein Lehrstück 

tiefenpsychologisch-pädagogischer Menschenkunde, Würzburg 1984, 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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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남자들은 아셴바흐의 죽음을 암시하는 존재들이다. 이렇듯 죽

음은 수수께끼와 같은 낯선 이방인의 형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의인화 

Personifikationen”107)의 과정을 통해서 소설에 제시되어 있다. 

  죽음이 현실 속의 인물로서 등장하는 한편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들을 

소설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질병이 감도는 남유럽 베니스를 무방비 

상태로 여행하는 아셴바흐는 무더위 속에서 병균에 감염되었을지 모를 

음식을 섭취하고, 이로 인해 “머리는 화끈거리고 몸은 끈적끈적한 땀으

로 뒤덮이며 목덜미가 덜덜 떨리는 Sein Kopf brannte, sein Körper war 

mit klebrigem Schweiß bedeckt, sein Genick zitterte” 흡사 환자와 같은 증

상을 보인다. 이렇게 쇠약해진 그가 목이 말라 “너무 익고 무른 딸기 

Erdbeere, überreife und weiche Ware”108)를 먹게 되는 장면은 그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너무 익어 상한 

딸기로 인해 혹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콜레라균에 감염되었기 때문

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아셴바흐) 지금

까지 자주 그래 왔듯이 그를(타치오) 따라가려고 일어섰다 Und, wie so 

oft, machte er sich auf, ihm zu folgen”라는 문장은 아셴바흐가 저승에의 

안내자로 그려지는 타치오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저

승사자를 따라 나선 듯한 이러한 모습과 이어지는, “의자에 앉은 채 옆

으로 쓰러져 있는 그 남자 der[m] seitlich im Stuhl Hinabgesunkene[n]”라

는 표현이 아셴바흐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암시한다. 이어진 소설의 마

지막 문장에서 “아셴바흐의 죽음에 관한 소식 die Nachricht von seinem 

Tode”(TiV, 592)이 뉴스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서술에 해당한다. 

  죽음이 이렇듯 암시와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까닭은 

시대의 종말과 관련된 메타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한 

107) Lena Sundheimer, Wandlungen der Unterwelt bei Thomas Mann und James Joyce, Bonn 

2013, S. 47.

108) Thomas Mann, Der Tod in Venedig (TiV), in: Große Kommentierte Frankfurter Ausgabe

[GKFA]. Bd. 2.1: Frühe Erzählungen, hrsg. v. Terence J. Reed. Frankfurt a. M. 2008 [4. 

Aufl. 2018], S. 587. 이어진 작품 인용은 본문에서 쪽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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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고뇌와 비극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Das Leid und die tragische 

Verirrung eines Künstlers ist zu zeigen”109)있다는 토마스 만의 해설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에는 작가가 속해 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예술가들의 위기가 드러나 있다. 이때 ‘예술가의 고뇌와 비극적인 혼란’

이라는 말은 예술가에게 닥친 정신적인 위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아셴바

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베니스 여행을 통해서 그

가 겪는 정신적 가치의 혼돈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가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그는 신체의 죽음을 맞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지니고 있

던 본래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있다. 죽음 직전에 이미 자신의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해 있는 주인공의 상태는 그의 죽음이 하나의 

상징적인 파국일 따름이고, 그러한 파국의 본질은 일탈 그 자체에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한 예술가의 내적인 혼란과 

더불어 그의 정신적인 위기와 분열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이퍼 Joachim Pfeiffer는 20세기 초반 문학작품에 나타난 죽음이 비단 

인간 개개인의 종말과 무화에 관련되는 것을 넘어서 절망적인 현실과 그

에 따른 모순에 직면한 인간 의식을 비추는 비유적인 소재라고 이야기한

다. 문학적 모더니즘의 작품들에 나타난 죽음의 표현 양식을 주목하는 

그는 혼란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소설적 메타포로서 죽음의 역할을 강조

한다.

죽음은 종말에 대한 패러독스한 의식으로, 또 현대사회에 속한 인간의 모순

적인 체험과 불확실성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 자신의 개인성

이 정당화되는 동시에 위협받는 것을 직시하면서 죽음을 한편으로는 억압

의 도구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부터의 해방과 의미 정립의 메타포로

서 이해한다. 

Tod als paradoxes Bewußtsein der Endlichkeit, als widersprüchliche Erfahrung 

und Infragestellung des modernen Menschen, der durch den Tod seine 

Individualität zugleich begründet und bedroht sieht und den Tod als Instrument 

der Unterdrückung einerseits, als Metapher der Befreiung und Sinnstiftung 

109) Mann, Kommentar. Frühe Erzählungen 1893-1912, in: GKFA 2.2, S.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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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erseits erfährt.110)

모더니즘 소설에서 인간이 직면한 의문과 불확실함 또는 부조리한 세계

에 대해 느끼는 분열과 모순은 죽음을 통해서 형상화될 수 있다. 죽음에 

관한 서술은 사실적인 맥락에서 그려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문학적 표현

의 도구로서, 즉 메타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베니스

에서의 죽음｣에서 메타포로서의 죽음은 비유적인 맥락에서 그려지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형상을 통해서 소설의 현실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 특징이다. ‘죽음의 사자’는 단순히 죽음과 관련된 암시적인 내용을 지

시하는 것을 넘어서 소설의 현실에 등장하고 현실과 깊이 관계 맺고 있

다. 아셴바흐가 현실에서 목격하는 죽음의 사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베

니스 여행의 동기를 제공하거나, 그가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인물들이다. 

즉 죽음의 상징들의 소설의 진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죽음의 여정은 인물의 불확실한 혼란과 성적인 이끌림에 

의한 무절제한 타락으로 그려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자 

지식인이던 아셴바흐는 미소년을 향한 성적인 충동에 완전히 굴복당하

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스스로에게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비

이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를 이런 비이성적인 일탈로 이끈 

원인이 타치오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사실은 아셴바흐

의 예기치 못한 일탈이 그의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난 본능 탓임을 말해

준다. 그의 타락은 오직 그의 본성과 내면에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그 과정은 지금껏 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대어 해석되어 왔다. 정

신분석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아셴바흐의 일탈은 억눌린 본능의 표출이자 

내재된 욕망의 도래로 읽히고, 더불어서 그의 죽음은 성적 욕망을 제어

하는 무의식과 관련된 죽음충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은 아셴바흐의 일탈과 그의 죽음이 의식과 본능에 

직접 연관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짚어낸다. 그가 자신의 이성을 스

110) Joachim Pfeiffer, Tod und Erzählen: Wege der literarischen Moderne um 1900, Berlin 

2012,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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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저버린 까닭에 대한 객관적인 요인은 소설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

의 삶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탈은 그 자신의 감춰지고 억눌린 내면이 욕

망에 따라 자동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소설에

는 그러한 감춰진 내면으로서의 욕망이 직접 현현해 있는 것을 보게 된

다. 그것은 “에로스 신의 두상 das Haupt des Eros”(TiV, 535)을 닮아 있

는 타치오다. 아셴바흐가 사랑에 빠진 그는 이미 욕망의 화신이며 에로

스 신을 닮은 인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우연일까. 인간 무의식 속에서 

끝없이 커지는 생의 욕망인 에로스를 억제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죽음

의 충동이라면, 죽음의 신으로서 타나토스는 어떨까. 죽음의 신 역시 이 

소설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헤르메스를 닮은 산책로의 나그네와 그를 

모방한 낯선 남자들은 모두 저승사자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에로스

와 타나토스가 아셴바흐를 삶에서 끌어내어 타락에 이르게 한 보이지 않

는 그의 무의식적 충동, 억눌린 본성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흡사 

아셴바흐의 내면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것 같이 등장하는 이런 소설 속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승사자들이 평범함을 가장하고 아셴바흐의 주변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는 이 작품의 현실이 과

연 인과적이며 타탕한 현실인지, 아니면 모종의 비현실적 세계인지를 의

문시하게 만든다.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환상소설로 볼 수 없는 이 작품

에서 신화의 모티브를 차용한 저승사자의 낯선 형상들은 어떻게 봐야 할

까. 아셴바흐는 이 인물들의 특출난 외모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어째서 

이들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는 않는가. 아셴바흐가 그렇게 행동

하는 이유가 그가 자신의 현실을 타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

면 그 스스로 이미 어떤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죽음의 

사자들과 아셴바흐가 서로 대면하는 소설 속 장면들은 이런 의문점들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셴바흐가 처음 대면하는 죽음의 사자로서 뮌헨의 산책길에서 만난 

나그네 차림의 남자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들이 소설 속에서 하는 역할을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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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낯선 이의 모습에서 엿보인 방랑기가 아셴바흐의 상상력을 자극한 

건지 혹은 어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인지 그의 내면이 

이상하게 확장되는 것을 아셴바흐는 매우 놀라워하며 깨닫고 있었다. [...] 

그것은 바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에 다름 아니었다.

Mochte nun aber das Wandererhafte in der Erscheinung des Fremden auf seine 

Einbildungskraft gewirkt haben oder sonst irgendein physischer oder seelischer 

Einfluß im Spiele sein: eine seltsame Ausweitung seines Innern ward ihm ganz 

überraschend bewußt, [...] Es war Reiselust, nichts weiter [...]. (TiV, 504)

낯선 여행객의 모습으로 나타난 저승사자는 아셴바흐한테 여행을 떠나고

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등장하는 베니스 여행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죽음의 형상은 

이야기의 진행과 구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장

면에서 나그네는 주인공을 어딘가로 이끄는 상징적인 유혹자이자 안내자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안내자의 역할은 또 다른 저승사자들이 반복하

는 것이며 아셴바흐는 이동하는 와중에 늘 이들을 목격한다. 죽어가는 

장면에서 타치오를 따라 나서는 아셴바흐의 행동도 여기에 연결된 것이

다.  

  이 죽음의 형상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낯설고 신비로운 외모와 

분위기를 지니고 나타난다. 그런 저승사자들의 외적인 특징을 소설의 말

미에서 아셴바흐가 유사하게 따라하는 장면이 있다. 베니스 여행에서 이

미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당한 아셴바흐는 그동안의 권위 있는 작가의 모

습이 온데간데없고 흡사 광대처럼 요란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난다. 저승

자사들의 독특한 외모에서 죽음이 현실에 드러나 있는 낯설고 비이성적

인 것, 기이하고 열등하다고 평가되는 것들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들과 관련해 죽음의 특성을 분석한 비그만 

Hermann Wiegmann은 “죽음의 테마는 자주 환멸을 당한 체험과 연결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거기에서는 점점 빈번하게 삶으로부터 소외당한 

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 die Todesthematik eine solche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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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innt, verbunden oft mit der Erfahrung des Enttäuschtseins, wobei häufiger 

auch vom Leben Benachteiligte [...] die Protaginisten stellen”111)고 이야기한

다. 죽음이 삶에서 소외되어 있는 낯설고 예외적인 것들과 연결되고 있는 

점은 이 소설에도 드러나 있는 특징이다. 그렇지만 환멸의 체험이나 실패

가 곧장 죽음에 대한 비유로서 그려지는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이 소설은 

현실 속에 죽음을 가장한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현실의 체험이 곧 죽음

에 관한 체험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아셴바흐가 낯선 세계를 체험하면서 작가로서 글쓰기의 고된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했을 때 그에게 베니스 여행의 기회가 찾아온다. 

뮌헨의 산책길에서 이방인을 만난 뒤 곧장 빠져든 생각 속에서 그의 눈

앞에 드러난 이국적인 동양의 풍경은 낯선 세계를 향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이후 아셴바흐가 겪게 될 일들의 암시와 같다. 예컨대 동양의 호

랑이와 비옥한 처녀림으로 강조된 이 상상의 세계는 베니스의 숨 막히는 

무더위와 거기서 성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주인공의 체험에 오버랩될 수 

있다. 이는 아셴바흐의 의식에 나타난 동경과 소망이 소설에 드러난 비

현실적인 죽음의 세계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는 인물의 의식과 소설적 세계가 서로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곳들이 나타나 있다. 아셴바흐가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

의 주관적인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데 그 시선을 통해서 이 소설에 감춰

져 있는 비현실적인 세계가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다. 시선을 매개로 하

여 아셴바흐의 주관적인 의식이 죽음과 관계된 비현실적인 세계에 연결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독특한 외양을 하고 등장하는 죽음의 사자들을 아셴바흐는 면밀하게 

관찰하며, 이는 이들의 외모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로 이어진다. ‘시선’의 

모티브는 이 소설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장면

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

111) Hermann Wiegmann, Die Erzählungen Thomas Manns. Interpretationen und Realien, 

Bielefeld 1992, 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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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아셴바흐는 반은 정신없이 반은 무례하게 낮선 남자를 훑어보느

라 정신을 빼앗겼고 그러다가 퍼뜩 그 남자의 시선이 바로 자신을 향해 있

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아주 호전적으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상대편

이 눈을 돌릴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투의 시선이었다. 

Wohl möglich, daß Aschenbach es bei seiner halb zerstreuten, halb inquisitiven 

Musterung des Fremden an Rücksicht hatte fehlen lassen, denn plötzlich ward 

er gewahr, daß jener seinen Blick erwiderte und zwar so kriegerisch, so gerade 

ins Auge hinein, so offenkundig gesonnen, die Sache aufs Äußerste zu treiben 

[...]. (TiV, 503)

아셴바흐가 포착하는 저승사자들의 특징은 소설에서 매우 상세한 묘사를 

통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 저승사자는 “먼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scharf spähend ins Weite”(TiV, 503)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 행

동을 소설 말미에서 타치오가 “광활한 바다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das 

Gesicht der Weite zugekehrt”(TiV, 591) 장면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러한 행동은 영혼을 저승으로 이끄는 안내자로서 타치오의 상징적 역할

을 보여주고 있다.

  아셴바흐는 또 배 위에서 늙은이이지만 젊은이들의 무리에 섞여 노는 

노신사를 관찰한다. 이 노신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던 ein wenig 

genauer ins Auge gefaßt”(TiV, 518) 아셴바흐는 그가 젊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이 노인 역시 “흐리멍텅한 눈 verblödeter[n] Blick[s]”으로 

아셴바흐를 보고 있다. 곤돌라 사공의 경우 아셴바흐는 이 곤돌라 사공

을 배에 앉은 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emporblickt[e]” 시선으로 바

라보는데 그러면서 사공의 특징인 “험악한 인상 brutale[r] 

Physiognomie”(TiV, 524)이 드러난다. 그를 면밀히 살피는 아셴바흐와 달

리 사공은 “[그는] 자기 손님을 힐끗 넘겨다 볼 blickte er über den Gast 

hinweg”(TiV, 525) 뿐이다. 타치오와의 첫 만남에도 시선이 강조되어 있

다. 호텔 식당에서 타치오를 바라보는 “아셴바흐는 소년이 완벽하게 아

름답다는 걸 알아차리고 흠칫 놀란다 Mit Erstaunen bemerkte Aschenbach, 

daß der Knabe vollkommen schön war”(TiV, 5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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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사자들도 아셴바흐에게 시선을 던지기는 하나 주로 관찰하는 

쪽은 아셴바흐다. 인물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고 이들과 시선을 

교환하는 행위가 그가 현실과 맺는 타당한 관계 중 하나라고 봤을 때, 

이 소설에는 그러한 타당성이 사라진 비현실적인 곳이 나타나 있다. 배 

위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놀고 있는 노신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에 

해당한다. 아셴바흐는 이 장면에서 노인과 어울리는 젊은이들이 그가 노

인임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다른 젊은이들처럼 “자연스럽고 익

숙하게 Selbstverständlich und gewohnheitsmäßig” 대하는 것을 본다. 아셴

바흐는 자신이 보는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일까? Wie ging das zu”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다. 그 노신사는 오직 

아셴바흐의 눈에만 비춰지며, 아셴바흐는 “그가 현란한 옷을 부당하게 

입고, 부당하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어울리는 것을 [...], daß er zu 

Unrecht ihre stutzerhafte und bunte Kleidung trug, zu Unrecht einen der 

ihren spielte”(TiV, 519) 쳐다보고 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부당하게 zu Unrecht” 라는 표현에는 아셴바흐의 

강한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당함’의 이유는 노인으

로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단순한 비판 이상으

로, 이 노인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거부감이 내재해 있다. 그가 이 세계

와 저 세계를 오가는 저승사자로서 죽음과 관련된 인물이기에 현실에 등

장하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부당함’이라는 

표현은 따라서 아셴바흐의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서 소설 속 죽음의 세계

를 넌지시 가리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노인이 오직 아셴바흐의 눈

에만 보였다는 사실은 죽음의 세계와 아셴바흐의 단독적인 연결을 시사

한다. 마찬가지로 아셴바흐가 타치오를 “완벽하게 아름다운 vollkommen 

schön”(TiV, 530)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 형용사 역시 단순한 칭찬이 아

닌 죽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 볼 것이

지만, 소설에서 타치오가 지닌 ‘아름다움’은 아셴바흐가 속한 합리성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감각적인 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이

러한 아름다움에 대해 아셴바흐는 죽음으로 향하는 일탈 과정 속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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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깨닫게 된다. 한편 이같은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세

계를 향한 아셴바흐의 시선과 거기에 담긴 아셴바흐의 의식이 일찍부터 

소설에 감춰져 있는 죽음의 세계와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물의 

시선이 그의 욕망과 의식이 투영되어 나오는 장치라고 봤을 때 아셴바흐

의 시선은 그의 내면을 소설 속 현실과 연결시키고 있다.

  아셴바흐의 관찰자로서의 시선이 나타나 있는 장면들은 낯선 인물들이 

지닌 외적인 특징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반복되고 있는 

소설의 연쇄적인 구조를 반영한다. 이는 샬러 Angelika Schaller가 지적한

대로 이 작품에서 주체의 시선에 의한 서술이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기

능 textstrukturierende Funktion”112)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뮌헨에서 베니스로의 여행 과정에서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차례차

례 목격되는 저승사자들이 인물의 죽음에 관한 주제를 반복에 의한 강조

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인물들은 일제히 신

화와 고전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상징적인 특징을 공유하며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은 신화와 결부된 죽음의 상징과 그 의미에 관해서 

논문의 제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인

물의 내면세계와 소설의 현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모더니즘의 서

사 양식과 비현실성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1.2. 모더니즘적 서술에 의한 환상성

  토마스 만의 작품들 중에서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소설 속 인물의 내

면과 소설의 현실이 서로 의미심장하게 뒤얽혀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작품의 서사 양식과 관련해서 인물의 현실에 대한 ‘지각 

Wahrnehmung’과 ‘표현 Darstellung’ 형식 사이에 놓인 독특한 관계를 주

목하도록 하고 있다.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들과 관련해서 환상적인 특

112) Angelika Schaller, Und seine Begierde ward sehend. Auge, Blick und visuelle 

Wahrnehmung in der Prosa Thomas Manns, Würzburg 1997, S. 2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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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주목하고 있는 귄터 레너 Rolf Günter Renner는 토마스 만을 “환상

적인 리얼리스트 phantastischer[n] Realist”라고 일컫는다. 그는 만의 소설

이 “환상적인 것과 섬뜩한 것의 경계 die Grenze des Phantastischen und 

Unheimlichen” 위에서 발견된다고 진단하고 그러한 특징이 리얼리즘적인 

서사의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113) 그는 만의 작품 속에 “소위 말

하는 리얼리즘적인 이야기 속에 im vorgeblich realistischen Erzählen” 이를 

“교란하고 갑작스럽게 깨는 것 Störungen und Einbrüche”이 생겨난다고 

분석한다.114)

  앞에서 살핀 죽음에 관한 상징들은 수수께끼와 같은 암시를 품고 이야

기의 현실을 낯설게 만들고 있어 소설적 현실을 ‘교란’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인공 앞에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산책로에서 본 

행인의 묘연한 행방은 환상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그러나 

헤르메스를 모방한 이 남자와 함께 죽음의 사자들로 일컬을 수 있는 인

물들을 환상소설에서처럼 완결된 소설 현실에 난데없이 등장한 비현실적

인 요소들로 볼 수는 없다. 허구적인 비현실성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은 

상징과 암시로서 서사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리얼리즘적인 서사를 균열시키고 환상적인 인상을 불러일으

키는 요소들은 일반적인 환상소설의 잣대가 아닌 모더니즘의 서술적 특

징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블뢰도른은 귄터 레너가 ‘환상적인 리얼리

스트’라고 평가한 만의 독특한 서술에 대해 “텍스트의 특별한 모더니즘적 

성격 spezifische[n] Modernität der Texte”115)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한 “환상적인 독법 phantastische[n] Lesart”이 가능하다

고 보고 그 근거를 모더니즘의 서술적 시도로 보이는 서사 양식에서 찾

는다. 이와 관련해서 작품에 드러난 전지적 작가의 상이한 서술적 태도

113) Rolf Günter Renner, Thomas Mann als phantastischer Realist. Eine Überlegung anläßlich 

der “Vertauschten Köpfe”, in: Internationales Thomas-Mann-Kolloquium 1986 in Lübeck, 

Bern 1987, 74f.

114) Ebd., S. 74f. 

115) Andreas Blödorn, „Wer den Tod angeschaut mit Augen‟: Phantastisches im Tod in 

Venedig?, in: Thomas Mann Jahrbuch vol. 24, 2011, 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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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서 그런 서술자가 만들어내는 인물의 “지각 관점 

Wahrnehmungsperspektive”이 반영되어 있는 서술 방식이 주목되고 있

다.116) 이 말은 인물의 의식과 감정이 소설적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뮌헨의 산책로에서 만난 낯선 인물이 아셴바흐에게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 Reiselust”(TiV, 504)를 불러 일으켰을 때 이는 소설의 핵심적

인 사건인 베니스 여행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드러난 아셴바흐의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과 개인적인 열망은 베니스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이끌

림과 충동적인 행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베니스의 현실과 

그곳에서의 체험은 주인공의 눈앞에 자신의 소망이 투영된 세계가 나타

나는 것과 다름없이 그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등장하는, 아셴바흐는 

“욕망에 눈 떴다 Seine Begierde ward sehend”(TiV, 504)라는 문장은 인물

의 내면과 바깥 세계가 시선을 통해서 관계 맺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

러내 준다.   

  아셴바흐의 내면이 투영된 소설적 현실은 리얼리즘적인 서술을 벗어나 

있는 모더니즘의 특징으로서 불협화적인 서사를 예고하고 있다. 서사 현

실의 특징과 관련해서 마르티네즈 Matías Martínez 는 이 작품에 두 개의 

서사적 차원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은 겉으로 드

러난 인과적 서술 뒤에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감추고 있고, 

이를 이중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117) 아셴바흐가 반복된 

우연 속에서 저승사자들을 목격하고, 타치오의 매혹에 속수무책으로 빠

져들며, 질병이 퍼진 베니스를 체험하는 부분에는 꿈과 같이 비현실적인 

특징들이 드러나 있다. 이 부분을 ‘속 이야기 Binnenerzählung’라고 한다

면 소설이 시작되는 장면과 함께 “몇 분이 지나...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

에 세상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존경하는 그 시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Minuten vergingen, [...] und noch desselben Tages empfing 

116) Vgl. Blödorn (2011), S. 63f, hier S. 64.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는 논문의 제 3장에서 다루고 있다.

117) Matías Martínez (1996)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본 논문 제 3장의 2.2.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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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r respektvoll erschütterte Welt die Nachricht von seinem Tode.-”(TiV, 

592)로 끝을 맺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속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

는 ‘틀 이야기 Rahmenerzählung’로 볼 수 있다. ‘속 이야기’와 다르게 ‘틀 

이야기’에서는 죽음에 관한 묘사가 ‘궁극적이고 신화적인 final-mythisch’ 

목적에 따라118) 양가적이고 수수께끼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뢰도른은 이 작품의 ‘속 이야기’가 닫힌 구조 속에서 환상적인 성격

을 지닌 것이라고 평가한다. 마르티네즈가 서술 구조에 초점을 두고 이

중적으로 나뉜 서술 세계를 살폈다면, 블뢰도른은 나아가서 인물의 시선

이 투영됨으로써 왜곡된 세계가 펼쳐져 있는 소설 속 현실이 예외적이며 

환상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에는 

‘리얼리즘적’인 방식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진행되는 ‘틀 이야기’ 

속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죽음의 과정을 담은 ‘속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 ‘속 이야기’는 “인물의 내적 시점과 결합되어 gebunden an eine 

figurale Innensicht” 있는 까닭에 “세계를 기이하게 보이도록 왜곡하는 

Entstellung der Welt ins Sonderbare” 특성이 나타나 있으며, 그러한 이중

적이고 양가적인 현실이 작품을 “환상적인 것의 경계 Grenzfall der 

Phantastik” 위에 놓여 있도록 한다.119) 블뢰도른의 이런 시각은 전통적인 

환상문학과는 달리 서사적인 맥락과 소설의 구성에 따라서 환상적인 성

격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 환상문학 연구가 뷘시 Marianne Wünsch의 주

장이 뒷받침하고 있다.

환상적인 요소들이 드러나 있는 양태는 양가적이다. [...] (이러한) 작품은 리

얼리즘적이거나 또는 (리얼리즘적으로 양립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것을 뛰어 넘는 것으로서) 신비주의적인 서술을 제시하며 그에 따라 환상적

인 것의 현실성 여부의 판단을 독자에게 넘긴다. 

Der Status der phantastischen Elemente bleibt ambivalent [...], der Text bietet 

sowohl eine ‘realistische’(=a) als auch eine ‘okkultistische’(=b) [im Sinne einer 

118) 이러한 분류는 마르티네즈에 따른 것이다. Vgl. Matías Martínez (1996), S. 162ff.

119) Vgl. Blödorn (2011), S. 70, hier S. 70.



- 62 -

nicht-realitätskompatiblen, allgemein, ‘übersinnlichen’] Erklärung an und delegiert 

somit den Realitätsanspruch des Phantastischen an den Leser.120)   

  뷘쉬나 쉐펠 Michael Scheffel121)이 주장하는 모더니즘 서술과 관련한 

환상적 요소들은 과거의 환상문학에서 논하던, 소설 속 현실을 깨고 등

장하는 비현실적인 요소들의 출현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더니즘의 환상

적 텍스트들은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 작품 속 현실에 현

실과 비현실 가운데 어느 곳에 속하는지 “불확실한 곳들 

Unbestimmtheitsstellen”122)이 나타남으로 해서 독자를 의아함에 빠뜨린다. 

이렇듯 작품 가운데에 등장하는 불확실하고 불협화적인 현실을 리얼리즘

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세계로 간주할 수가 있다. 

  아셴바흐는 고전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성실하고 합리주의적인 작가

의 태도와 낯선 세계를 동경하는 솔직한 열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중적인 내면의 소유자다. 소설에서 그에게 닥친 재앙은 냉철한 예술가로

서 그가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탐욕에 빠져드는 타락으로 그려지고 있으

며 이는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충동과 대립으로 나타난다. 작가로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뮌헨에서의 삶이 베니스 여행을 통해 예기치 못한 

전환을 맞는 과정은 아셴바흐의 인생이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이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123) 이 소설은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상

을 주된 표현 방식으로 내세운다. 이성과 감각, 정신과 육체, 늙음과 젊

120) Marianne Wünsch, Phantastische Literatur,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Bd. 3, hrsg. v. Jan-Dirk Müller u.a.,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3, S. 71.; 문학 텍스트

의 경계를 넘는 서술 양식과 환상성의 관계에 대해 다음 연구서를 참고할 수 있다. Vgl. 

Hans Richard Brittnacher u. Markus May (Hrsg.),  Phantastik: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Berlin: Springer Verlag, 2013; Hans Krah, Phantatisch,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Bd. III. hrsg. v. Jan-Dirk Müller,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3, S. 

69.

121) Vgl. Michael Scheffel, Was ist Phantastik? Überlegungen zur Bestimmung eines 

literarischen Genres, in: Nicola Hömke, Manuel Baumbach (Hrsg.): Fremde Wirklichkeiten. 

Literarische Phantastik und antike Literatur, Heidelberg 2006.

122) Blödorn (2011), S. 61.

123) Vgl. Martínez (1996), S. 154f.



- 63 -

음의 대립에 의한 이분법적인 구도는 “원상과 거울상 Standbild und 

Spiegel”(TiV, 553)으로서 시선에 의한 양면성과도 이어져 있다.

  아셴바흐의 의식은 소설 세계와 밀접해 있으며, 이를 담은 그의 시선

은 소설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통해 드러난다. 시선에 의한 묘사 속에는 

죽음의 상징적 특징이 드러남과 동시에 죽음으로의 이행 과정이 암시적

으로 그려진다. 소설에서 줄곧 “보는 자 der Schauende”(TiV, 530)로 칭해

지듯이 아셴바흐의 시선은 강조되어 나타나 있는데, 소설이 진행될수록 

아셴바흐는 ‘보는 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타인한테서나 자기 자신을 통

해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죽음의 사자를 닮아가는 아셴바흐

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산 마르코 광장의 영국 여행사에서 영국인 직

원의 눈에 비친 아셴바흐의 모습은 이미 그가 다소 낯선 모습으로 변화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영국인 직원이 “외국인(아셴바흐)의 눈길 dem 

Blicke des Fremden”과 마주쳤을 때 아셴바흐는 “약간의 경멸을 띤 채 

mit leichter Verachtung” “지치고 조금 슬퍼 보이는 눈길 einem müden 

und etwas traurigen Blick”(TiV, 577)을 하고 있다. 그를 향한 외부 시선은 

그러나 곧 그 자신의 시선으로 바뀐다.124) 호텔의 이발소를 찾았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시선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betrachtete er 

gequälten Blickes sein Spiegelbild”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젊은 시절처럼 검게 es war schwarz wie in jungen 

Jahren”(TiV, 585)변하는 것을 본다. 이발사의 솜씨로 그의 외모는 점차 

바뀌어 가는데, 아셴바흐에게 이는 “심장이 뛰는 고동을 느끼며 다시 피

어나는 청춘을 바라보는 erblickte mit Herzklopfen einen blühenden 

Jüngling” 것으로 그려진다. 미용이 끝난 아셴바흐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차양이 넓은 밀짚모자 breitschattender Strohhut”(TiV, 586) 를 쓰고 있는 

모습은 이전까지 등장한 저승사자의 외양을 흡사하게 따라하고 있다. 이

는 뮌헨의 산책로를 시작으로 죽음의 사자들을 목격한 아셴바흐가 자기 

자신에게서 죽음의 사자를 목도하는 장면이다. 이런 죽음의 사자들이 소

설 속에서 죽음을 지시하고 상징하는 ‘원상’에 해당한다면, 거울을 통해 

124) Vgl. Blödorn (2011), 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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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는 이들과 닮은 아셴바흐의 모습은 그 ‘반영상’에 해당한다. 죽

음에 대한 것은 이렇듯 간접적으로, 시선의 대립과 교환을 통해서 나타

나고 있다.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이 작품에서 죽음의 상징은 의인화

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현실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리얼리즘이라는 

방식에 비춰볼 때 소설적 주체와 죽음의 상징들은 주인공과 주변인물이

라는 서술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술의 인과성은 절반

만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죽음의 사자’들은 ‘저세상’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소설에서 리얼리즘적인 서사의 균형은 깨

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로써 아셴바흐가 이 비현실적인 존재

들과 현실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소설 속 현실은 이

미 의문에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아셴바흐의 시선과 

함께 투영된 그의 내면이 소설의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세계와 서로 닿

아 있듯이 연출되는 서술적인 맥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3

장에서는 이 작품과 관련해 아셴바흐의 의식이 투영된 소설 속 현실이 

지닌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종말론적인 시대 현실을 비춘 죽

음의 상징이 신화적인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다룬다.

2. 브로흐의 죽음 서사: 내적 성찰의 서사적 실험

  2.1. 죽음의 관찰

  ｢베니스에서의 죽음｣이 데카당스의 시대경향을 예술가의 불합리한 의

식의 행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면 『베르길의 죽음』에는 전통의 예술양

식과 결별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작방식에 고심하는 시인의 내적인 성찰

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서술되고 있다. 예술가의 죽음을 주제로 하는 

두 소설에는 죽음의 체험과정이 인물의 내면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 나타나 있다. 이렇듯 종말에 대한 의식이 문학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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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은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파이퍼 

Joachim Pfeiffer는 이에 대해서 “새로운 종말의식이 모더니즘의 소설적 

주체에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 생각이 모더니즘 문학 속에 특별한 

방식으로 각인되어 [Da] das neue Endlichkeitsbewußtsein das moderne 

Subjekt wesentlich mitbegründet [...], muß dieses Bewußtsein auch in 

spezifischer Weise die Literatur der Moderne prägen”125)나타나 있다고 말한

다. 두 예술가 주인공은 모더니티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인물들로서 이

들이 직면한 의식의 혼란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예술가의 위기와 문학

과 예술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학적인 소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두 작가의 서술 스타일은 사뭇 다르게 나타나 있다. 

   죽음이 두 작가에게 시대의 종말을 겨냥한 함축적인 비유이자 새로운 

문학적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문학적 소재라는 점은 공통적

이다. 죽음은 여기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형이상학의 변동,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예술 양식과 관련된다. 죽음을 비롯한 종말의식이 모더

니즘 문학의 소설 형식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일찍이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Theorie des Romans』(1920)에 드러나 있는 생각이다. 루카치

는 근대의 소설 양식을 그리스 시대의 서사시와 같은 서사적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바라보며 소설 속에 그동안에 인간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관계인 “본질적인 것 

Wesenheiten”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모더니즘 소

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파편적인 시간 구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더니즘 작품에 나타난 파편적인 시간성과 거기에 이어진 해체적인 서

사 형식은 인간이 영원한 안식처로 여겨질 수 있는 “선험적인 고향과의 

연대가 끊어져 있을 때 wenn die Verbundenheit mit der transzendentalen 

Heimat aufgehört hat” 출현하는 표현 형식이다.126) 루카치에 따르면 소설

은 저와 같은 초월적인 시간성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

며, 오히려 그러한 상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존재한다. 

125) Joachim Pfeiffer (2012), S. 7.

126) 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Ein geschichtsphilosophischer Versuch über die 

Formen der großen Epik, Berlin 1920, S.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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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치는 “본질을 찾고자 하는 당위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이루

어져 있는 소설 [...] Roman, dessen Stoff das Suchenmüssen und das 

Nichtfinden-Können des Wesens ausmacht”127)이 그러한 상실과 부재를 그 

자체의 형식으로 삼는 모순을 통해 존재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보고 있

다. 

  아방가르드를 비롯한 모더니즘 예술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는 루카

치의 시각은128) 다른 한편으로 모더니즘 소설이 해체적인 미학을 표현 

양식이자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에 관한 날카로운 비평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양식과 결별을 시도하는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 양식과 관

련해서 벤야민과 보들레르 등 20세기 초반 문학 이론가들은 이를 미메시

스의 문제와 더욱 연결시킨다. 문학 속에서의 죽음의 표현은 상실과 부

재를 둘러싼 포괄적인 비유이자 미학적인 알레고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 

노이만 P.H Neumann은 특히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이 소설의 “미학

의 기초가 되는 것 Gründungsproblem der Ästhetik”129)이라고 주장한다. 

미학적인 표현 형식에 비춰봤을 때 문학작품 속에서 “죽음은 직접적인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며 dem Tod nämlich entspricht keine direkte 

Erfahrung”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은 “죽음-미메시스 Sterbe-Mimesis”130)의 

작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죽음의 사건을 있는 그

대로 묘사하지 않으며 “죽음에 관한 알레고리적 형상화 die allegorische 

Verbildlichung des Todes”131)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소설들에는 죽음의 다양한 상징과 비유, 암시가 등장하며 

이러한 것들이 소설의 구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죽음의 형상들은 소설의 내용과 관련해서 상징적 의미를 띠고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방식과 관련해

127) Ebd.

128) Vgl. Paul Micheal Lützeler, Broch, Lukács, und die Folgen,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Vol. 13, No. 4, 1980, S. 106ff.

129) P.H. Neumann, Die Sinngebung des Todes als Gründungsproblem der Ästhetik. Lessing 

und der Beginn der Moderne, in: Merkur 34, 1980, S. 5. 

130) Joachim Pfeiffer (2012), S. 12.

131)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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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설의 구조와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죽음 형상들이 작품

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소설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특수한 역할과 

방식을 통해서 등장하는 과정이 죽음 서사의 알레고리적인 형식을 만들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죽음은 소설 속에서 무의미한 형식들을 통

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다양한 가면을 쓴 죽음의 얼굴들이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소설 양식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허구적인 것, 이상향, 아직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것, 무의식 깊이 숨겨

진 것은 언제나 죽음에 관련된 문학에 등장하고 있다. [...] 이상적 세계

의 창작,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것,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접

근이 이런 작품들의 레파토리를 구성하고 있다. Das Unwahrscheinliche, 

das Utopische, das noch nie Gehörte, Phantastische und Groteske, das tief 

ins Unbewußte Verdrängte gehörten schon immer zu dem Stoff, [...] das 

Erdichten utopischer Welten, die Annäherung an das Fremde, Unbekannte 

und Angsterregende sind seit jeher Bestandteil ihres Repertories”132)

  모더니즘의 죽음 서사에서는 낯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죽음의 형상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르길

의 죽음』에서는 특히 인물의 보이지 않는 의식 내용을 서술하는 장면들

이 죽음으로의 진행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 소설에서 베르길이 체험하는 

것들은 그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 있으며, 그러한 체험 과정은 다름 아

닌 그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베르길의 죽음』에서는 죽

어가는 피조물로서의 자아가 경험을 하는 실체인 동시에 이를 목격하는 

주체이다. [...] im Tod des Vergil ist das Ich des Sterbenden 

Erfahrungssubstrat und Beobachtungssubjekt zugleich.”133) 베르길은 죽음을 

체험하는 동시에 그것을 목격하는 자이다.

132) Ebd, S. 14.

133) Götz Wienold, Die Organisation eines Romans. Der Tod des Vergil, in: Paul Michael 

Lützeler (Hrsg.): Materialien zu Hermann Broch “Der Tod des Vergil”, Frankfurt a. M. 

1976, S.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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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길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관찰자

적 주체이다. 죽음은 삶에서의 각성이자 깨달음으로서 죽음으로의 회귀

는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인 이상향이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

음은 부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아 성찰로서 볼 수 

있다. 이 죽음의 과정은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술 시점과 더불어서 소설의 시공간적인 구성, 또

한 베르길의 현실과 의식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대상들이 전체적인 맥락

에서 이 죽음의 서사와 깊이 연결되고 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시인이 배를 타고 브룬디시움에 도착하는 장면

은 이미 시인의 죽음을 예감케 하는 강한 죽음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첫 

단락에 등장하는 “죽음의 예감을 품은 바다의 쓸쓸함 todesahnende 

Einsamkeit der See”(TdV, 11)134)이라는 표현에서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다와 물의 메타포가 시인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베르길이 귀향하는 첫 장면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까

닭은 배를 타고 이동하던 항해가 멈추는 귀향의 의미가 곧 종말이자 죽

음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소설 속에서 항해-귀향으로 이어지는 시인의 

귀로는 그가 의식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배회하다가 죽음에 당도하는 과

정으로 그려져 있다. 이로써 귀향과 죽음이 서로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설의 첫 장면에 대해서 뒤보스 J.P. Dubost는 소설 전체를 이끌어

가는 “서사적으로 표현된 죽음 der[s] narrative[n] Tod[es]”135)이 나타나 있

다고 말한다. 배에 타고 있는 베르길은 이미 선명한 죽음의 특징을 몸에 

지닌 채 나타난다. 

그러나 그 바로 뒤를 따르고 있는 배에는 <아이네이스>의 시인이 타고 있

134) Hermann Broch, Der Tod des Vergil [TdV], in: Kommentierte Werkausgabe [KW] Bd. 

IV, hrsg. v. Paul Michael Lützeler. Frankfurt a. M. 1976. 이어지는 작품 인용은 본문에 

작품명과 쪽수로 표기한다. 헤르만 브로흐의 전집 13권 (Kommentierte Werkausgabe

hrsg. v. Paul Michael Lützeler, Frankfurt a. M.: Suhrkamp, 1974-1981)은 이어지는 본문

에서 권수와 쪽수로 표기한다.

135) Jean-Pierre Dubost, Brochs Romandichtung Der Tod des Vergil (1945), in: Paul Michael 

Lützeler (Hrsg.): Hermann Broch, Frankfurt a. M. 1986, S.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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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의 이마에는 죽음의 표지가 새겨져 있었다. 

Doch auf dem unmittelbar hinterdrein folgenden Schiff befand sich der Dichter 

der Äneis, und das Zeichen des Todes stand auf seine Stirne geschrieben. 

(TdV, 11)

죽음은 마치 인물의 속성과 같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다. 또한 시인의 몸

짓에도 죽음이 드러나 있다. “그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So lag er 

ruhig”(TdV, 16)라는 문장은 이 소설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러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인은 배를 타고 브룬디

시움 항구에 도착할 때와 들것에 실려 황제의 궁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

고 황제의 궁에서 지속적으로 누워 있다. 그의 누워 있는 자세는 죽어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시인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도 배의 형상을 하고 

물속을 유영하는 자세로 떠돌아다닌다. 이처럼 소설에는 죽음을 상징적

으로 형상화하는 반복적인 이미지와 형태가 연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베르길의 의식에 나타나는 영상들이 물결의 형상에 따라 유동적인 관

계 속에서 불규칙하게 등장하는 점은 죽음 서사로서 이 작품이 지닌 형

식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고정된 예술방식을 넘어

서서 유동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설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고정된 상징이 등장한다면 이는 죽음이 아

니라 소설적 주체 그 자신이다. 베르길은 서구의 유구한 문학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죽어가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있으며, 불규칙하고 파편화된 자신의 의식 안으로 침잠하고 있

다. 그런데 죽어가는 주체로서 그의 의식은 보다 더 깨어나고 있으며, 정

신적인 소멸이 아니라 그 반대인 부활에 가까이 다가감을 볼 수 있다. 

인식을 통해 깨닫는 과정에서 그의 주체성은 보다 확고해지고 있음이 다

음의 인용 속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인 그, 창조 이전의 존재와의 그 모든 공통점에도 여전히 

인간이었던 그, 알에서 태어난 동물과 씨앗에서 발아한 식물과의 공통점 속

에서 양쪽 모두에 속하고 있던 그, 투명한 깃털을, 지느러미를, 잎을, 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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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스스로에게 장식하고 그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그러한 그는 경직 

속에 갇혀서 기대하지 않는 기다림 속에 꼼짝도 못하고 무감각한 채 사라

져가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그의 눈은 조

금도 판별력을 잃고 있지 않았다. 

Und er, er Mensch, ein Mensch geblieben, bei all seiner Gemeinsamkeit mit 

dem Unerschaffenen, er, inmitten der Gemeinsamkeit des eientschlüpften 

Getieres mit der samenentsprossenen Pflanze und in beide eingefügt, 

durchsichtig Feder, Flosse, Blatt, Tang an ihm selber, in ihm selber, er war 

von dem erstarrten Geschehen eingeschlossen, regungslos auch er in seinem 

erwartungslosen Warten, stumpf vergehende Kreatur auch er, doch sein 

menschliches Auge hatte nichts an Schiedkraft eingebüßt [...].(TdV, 442)

이 작품의 마지막 4부에 나타난 베르길은 위의 인용에서 보듯 물아일체

의 경지이자 자신이 태어난 자연의 본성 속으로 회귀하는 듯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진행되는 혼돈을 베르길의 두 눈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존재가 해체되어 우주 만물과 하나 되고 있

는 시인은 비록 피조물로서의 몸뚱이는 분해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죽음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보다 더 각성된 상태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카오스적인 장면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의 정신은 그가 예술적 창조성을 위한 이상적인 

단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 있음을 짐작하도록 한다.

  

  2.2. 의식의 미로

  베르길은 죽어가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식 내부에서 진행되는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자에 해당한다.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행

위는 예술가로서의 인식과 성찰의 과정이며 그는 피안의 세계에 가까워

질수록 보다 높은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베르길은 

상징과 비유에 얽매인 창작 방식에 회의를 느껴 자신의 시를 불태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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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이런 낡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 창조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는 죽음을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파한다. 베르길의 삶과 예술에 

관한 이런 철학적인 성찰이 해체적인 소설 형식에 담겨 있다. 

  죽어가는 시인의 의식 속에는 의식의 편린들이 끝없는 흐름처럼 나타

나 있고 그와 함께 다양한 삼라만상의 모습들이 등장한다. 시인의 내적

인 성찰은 철학과 문학, 삶과 예술에 관한 포괄적인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베르길 자신의 개인적인 상념을 넘어서서 우주와 자연의 요소들

까지 소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파편적인 서술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데, 기억과 의식의 편린들이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겉으로 

보기엔 무질서해 보이지만 연쇄와 반복의 형식을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의 메타포인데, 

유동적인 물의 형상과 그 속을 떠돌아다니는 배의 이미지는 베르길 자신

과 그가 깊이 침잠해 있는 그의 의식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들이다. 베르길은 유영하는 배처럼 자신

의 의식 속을 떠돌아다니는 탐험가에 비견되며 그의 생각 속에서는 끊임

없이 새로운 장면들이 무질서한 연출을 통해 등장하기에, 소설의 내용은 

줄거리의 개연성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 까닭에 

뒤보스는 이 소설을 “텍스트로 짜인 미로 textuelle[n] Labyrinth[s]”136)라고 

일컫고 있다.

이 (소설적)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미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 (그것이 미로인 이유는) 소설 형식의 연결 그 자체에 있다. 그

러한 연결은 이 소설의 서술이 내러티브의 차원을 배경으로 물리고 그 자

리에 이야기의 원래 행동 주체, 말하자면 공간을 위치시키는 데에서 생긴

다. 요컨대 이 소설의 형식과 내용이 만들어내는 미로와 같은 구조는 글쓰

기의 위상학을 위해 서사학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생겨난다. 

Die einzige Möglichkeit, sich aus diesem Labyrinth hinauszuretten, scheint also 

seine Benützung zu sein. [...]: es liegt an der Kohärenz der Form selbst, wenn 

die Beschreibung dieses Textes die narrativen Dimesionen im Hintergrund läßt 

136) Ebd., S. 173.



- 72 -

und an ihre Stelle das eigentliche Agens des Erzählens setzt, nämlich den 

Raum: wenn also die labyrinthhafte Struktur von Form und Inhalt die 

Narratologie zugunsten einer Topologie des Schreibens verdrängt.137)

이 소설은 미로와 같이 복잡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얼핏 보기에 이는 

베르길의 의식에 등장하는 내용이 철학과 예술, 문학, 삶과 죽음 등에 관

한 사변적인 내용들로 뒤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보스는 

이 미로와 같은 구성이 우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의도된 소설 형식에 따

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는 개연성에 따른 이야기의 흐름이 중

시되기보다 이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글쓰기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소

설의 소제목을 이루고 있는 “물”, “불”, “흙”, “공기”는 이야기의 진행과 

관련된 소제목들로 보기 어려우며 자연의 근원적인 요소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환기하는 것들이다. ‘물’의 경우 소설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메

타포로서 소설 전체와 관련되어 있지만 소단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네 원소들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서술의 논리적인 흐름을 벗어나 무절제하게 쏟아져 나오는 자연

과 우주의 파편적인 이미지들과 관련된 상징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

술적인 특징은 이 작품이 내러티브의 긴밀한 연관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상들이 임의적으로 맺는 자유로운 관계를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소설은 시인 베르길이 브룬디시움에 도착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궁에 머물다가 <아이네이스>를 파기하려는 시도에 실패하고 죽음에 이

르는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은 베르길

의 기억과 상념, 성찰들로서 형이상학적인 주제와 사변적인 내용들이 뒤

섞여 등장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서사적 개연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물질적 공간의 형상을 통해서 처음에서 끝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이때 핵심적인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

는 것이 파도의 움직임을 닮은 물의 유동성이다. 

13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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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의 1부에서 베르길은 배를 타고 항해한 끝에 브룬디시움에 도착한

다. 곧이어 베르길은 들것에 실려 황제의 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의 운동성이 몰려든 군중의 거대한 무

리에 비유된다. 여기서 군중은 하나의 물결처럼 나타나 있다. “지옥불처

럼 빛이 내리 쬐었는데, 그 빛은 군중의 머리와 머리가 맞닿을 듯이 밀

고 밀리며 이동해 가는 꽤 넓은 거리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눈부시게 비

추었으며 [...] unterweltfeurig strahlte es ihm entgegen, strahlte vom 

Ausgang der mäßig breiten Straße her, Kopf an Kopf, die Menschenmenge 

vorwärtsschob” 이 군중의 행렬은 “끝없이 흘러가는 필연적인 자기운동 

ein schier zwangsläufig-selbsttätiges Hinströmen”으로 묘사된다. 베르길은 

누운 채 바다에서처럼 노예들의 들것에 실려 이동한다. 그를 실은 “가마

조차도 그 움직임과 하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떠도는, 아니 오히려 떠

밀려 간다고나 할 상태 [...] daß sogar auch die Sänfte selbsttätig 

mitschwamm, gleichsam mitgeschwemmt”(TdV, 47)로 나타나 있다. 베르길

은 항해를 하던 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군중의 흐름과 움직

임 속에서 부유하듯 떠도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이 물의 유동적인 흐름은 소설의 현실과 베르길의 의식을 오가며 등장

하는 것으로 소설 전체의 형식이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물의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형식이 파편적으로 해체된 이야기의 형

태를 연쇄적인 이미지를 통해 하나로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르길의 의식의 내용들은 선형적인 줄거리를 통해 등장하지 않으며 

파편적인 그림과 같이 일종의 회화적인 풍경을 이루는 것들이다. 불규칙

하게 전개되는 베르길의 의식에는 다양한 이미지의 상들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하다. 베르길

을 제외한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3부 “흙-기대” 장에서 이러한 특징

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베르길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이네이스>를 

파기하는 문제로 설전을 벌이는 곳으로 황제 이외에 루키우스와 프루티

우스 등과 노예, 리사니아스 그리고 플로티아가 등장한다. 플로티아는 목

소리로만 등장하는 여인이고 노예와 리사니아스는 베르길의 상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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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가는 존재들이다. 즉 이 장면들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위에

서 베르길의 의식이 혼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르길이 의식과 현실이 뒤엉킨 와중에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황제의 물음에 베르길이 아닌 노예가 대답하기도 

하고, 여러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베르길의 의식 속에서 서로 뒤엉켜 등

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와 리사니아스 그리고 

플로티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황제와 베르길의 대화에 끼어드는 장면

들은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초현실적인 장면들처럼 느껴진다. 여기서는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을 넘어서서 베르길의 의식과 현실이 이미 

경계 없이 서로 뒤섞여 있는 비현실적인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소설적 주체의 의식을 통해 등장하는 목소리가 인물 개인의 주관성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내적 독백을 제시하는 여러 소설

들 가운데서도 이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체의 내면에 관

한 서술이 죽음의 체험 과정으로 드러나 있어 자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무엘 베케트의 『말론 죽다 Malone Dies』(1956)에서 죽음의 체험 과정은 

주체의 의식이 상실과 소멸을 통해서 점점 협소해져가는 과정으로 묘사

된다. 여기서 소설의 주인공은 죽음의 과정에서 서서히 주변 현실과의 

관계가 끊어져 결국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다다른

다.138) 이런 점은 베르길이 죽음의 체험 속에서 창조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단계로 도약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의 의식은 능동적인 형

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체의 의식과 함께 개별적인 다양한 목소리들이 

뒤섞인 공간이자 또한 예술적 이상향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이 펼쳐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 내부는 주관성과 객관성이 다양하게 뒤섞

인 공론의 현장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과 의식의 경계 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뒤섞여 등장하는 향

연은 일정한 형식을 깨면서 이질적인 것들이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관계

를 창조적인 예술 과정으로 보는 이 작품의 주제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의 목소리는 허구적

138) 사무엘 베케트, 『말론 죽다』, 임수현 역, 워크룸프레스 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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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편되어 나타나 있고 예술과 철학에 관한 담론적인 목소리가 등장

하기도 한다. 철학적이고 객관적인 담론과 인물의 주관적인 의식이 뒤섞

여 나타나 있는 베르길의 의식 내부는 주관적인 의식세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해체된 말들이 끊임없이 뒤섞여 

나타나는 장면은 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며 그 속에서는 끝나지 

않는 말의 흐름이 영원한 창조성으로서 등장한다.

만유(萬有)는 말 앞에서 사라지고, 말 속에 용해되어 소멸했으며, 그럼에도 

그 말 속에 보존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멸망하면서도 영원히 새롭게 창조되

는 말이었다. 그 까닭은 어느 것 하나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시작

과 연결되어 새롭게 태어난 동시에 재탄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 vergehend das All vor dem Worte, aufgelöst und aufgehoben im Worte, 

dennoch im Worte enthalten und aufbewahrt, vernichtet und neuerschaffen für 

ewig, weil nichts verlorengegagen war, weil das Ende sich zum Anfang fügte, 

wiedergeboren, wiedergebärend [...] (TdV, 454)

인물에게 드러난 미로와 같은 의식의 형태와 이를 반영하는 해체된 서술 

양식은 상징과 비유의 고정된 틀 속에 갇힌 예술 형식이 창조적 생명력

을 잃어버렸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창조성을 유동적인 말의 흐름을 통해서 되살려 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 

소설의 형식 안에 담겨 있다. 논문의 제 4장에서는 이러한 실험적인 방

식을 통해 등장하는 죽음 서사의 특징을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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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나타난 

상징적 죽음과 불협화의 서사

1. 죽음의 상징성

  1.1. 상징적 편재와 연쇄성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해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을 제

외한 소설 곳곳에서 죽음의 암시가 발견된다. 죽음의 사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방한 인물들이 주인공의 주변인물로서 등장하고, 그가 지닌 죽

음의 특성이 이야기 속 다른 인물들한테서도 연쇄적으로 발견된다. 죽음

은 신화적인 맥락에 얽혀 있으며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상황, 또 고전적

인 메타포를 통해서 이야기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

이 여행지로 선택한 도시 베니스는 질병이 창궐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

한 암시를 품고 있으며, 그가 여정에서 겪는 일은 죽음을 상징하는 인물

들을 차례차례 만나는 일이다. 이렇듯 죽음은 소설적 공간과 인물의 형

상화를 통해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의 이

름 Aschenbach(아셴바흐)에 대해서도 그것이 폐허를 덮은 화산재를 뜻하

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해석이 있어 주인공이 본질적으로 죽음에 얽힌 

존재라는 점이 암시된다.139) 죽음과 관련된 묘사 과정에 드러나 있는 이

러한 특징들은 이 소설에서 죽음이 인물에게 닥친 일회적인 사건의 형태

에서 벗어나 서사적인 구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죽음에 대한 상징은 소설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다. 아셴바흐는 뮌헨의 

산책길을 거닐다가 비석과 장식이 놓인 황량한 묘지를 목격하는데, “그

리스풍의 십자가 griechische[n] Kreuzen”와 “고대 이집트 그림 

hieratische[n] Schildereien”(TiV, 502)으로 장식된 건물에 둘러싸인 공동묘

139) Vgl. Manfred Dierks, Der Wahn und die Träume in »Der Tod in Venedig«. Thomas 

Manns folgenreiche Freud-Lektüre im Jahr 1911, in: Psyche 44.3 (1990), S. 2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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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죽음에 대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 장면은 소설의 3장에

서 아셴바흐가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는 장면에 암묵적으로 닿아 있다. 

여기서는 관의 형상을 닮은 곤돌라가 죽음의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그것

이 “담시풍의 시대 balladeske[n] Zeiten”(TiV, 523)를 연상시킨다고 진술되

어 있으며, 이로써 죽음은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 이어서 시간적으로 

먼 과거와 닿아 있는 양상을 보인다. 죽음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성격

을 통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설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현

실에서 동떨어진 비현실적이고 수수께끼와 같은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소설에서 헤르메스 신의 형상을 한 인물은 고대의 

신화에 연결되며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묘한 행적을 보인다. 

  위 장면의 비석과 묘비에 쓰인 문구들은 암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죽

음에 대해 발설하고 있다. “당신은 신의 거처로 갑니다 Sie gehen ein in 

die Wohnung Gottes”, “영원한 빛이 그들을 비춥니다 das ewige Licht 

leuchte ihnen”와 같은 말들이 “저 세상 das jenseitige Leben”(TiV, 502)의 

말로 칭해진다. 죽음이 이 세계가 아닌 ‘저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강조되

는 이런 맥락은 현실 속에서 아셴바흐의 눈앞에 죽음의 사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맥락과 대비를 이룬다. 죽음의 사자들은 아셴바흐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존재들이며 이들과의 만남이 소설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반복을 강하게 환기하는 곳은 소설의 도입과 끝부분으로, 

소설의 첫 장면에 강조된 죽음의 이미지는 “죽음”(TiV, 592)이라는 간결

한 말로 끝맺는 소설의 마지막에 긴밀히 호응하고 있다. 이로써 죽음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연결한 순환적인 이미지 속에 맞물려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설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이 반복과 연쇄를 통해 등

장한다. 이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위장한 채 나타난다. 산책길

에서 마주치는 “범상치 않은 모습의 남자 ein[en] Mann […], dessen nicht 

ganz gewöhnliche Erscheinung”(TiV, 502)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그

네의 모습을 한 죽음의 전령 헤르메스로 밝혀진다. 이 헤르메스의 특징

을 곧이어 또 다른 사자들이 유사하게 반복하는데, 죽음은 이렇듯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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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형상과 함께 반복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다. 

  죽음을 암시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두드러진 외양을 하

고 있다. 뮌헨의 산책로에서 전통적인 나그네 신의 복장을 한 인물은 

“빨간색 머리에 rothaarig”(TiV, 502) 지팡이를 짚고 차양이 넓은 “인피모

자 Basthut”(TiV, 503)를 썼다. “이국적이면서 먼 곳 출신인 듯한 인상 

ein Gepräge des Fremdländischen und Weitherkommenden” 탓에 아셴바흐는 

그를 “결코 바이에른 태생이 아니라고 durchaus nicht bajuwarischen 

Schlages”(TiV. 502) 평가한다. 아셴바흐가 베니스에 당도해 빌려 탄 곤돌

라 사공도 이와 비슷한 외양을 하고 있다. “볼품없는 밀짚모자 einen 

formlosen Strohhut”를 눌러쓰고 “불그스레한 눈썹 die rötlichen Brauen”을 

지닌 그를 아셴바흐는 이번에도 “전혀 이탈리아 사람같이 보이지 않다고 

durchaus nicht italienischen Schlages”(TiV, 525) 평가한다. 베니스에서 아셴

바흐가 머무는 호텔에 나타난 기타리스트 역시 “모자 아래로 한 다발의 

빨간 머리카락 ein Wulst seines roten Haars unter der Krempe”(TiV, 573)

을 내보인다는 점에서 앞의 두 인물과 유사하다. 이번에도 역시 “베니스 

사람 같지 않은 nicht venezianischen Schlages”(TiV, 573) 그의 외모가 아

셴바흐의 이목을 끈다. 붉은 머리털 또는 눈썹을 지니고 특유의 모자로 

꾸민 이들은 공통적으로 “먼 곳의 낯선 땅에서 온 듯한 das[es] 

Fremdländische[n] und Weitherkommende[n]”(TiV, 503) 이국적인 외모와 수

수께끼처럼 기이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들이 지닌 대담성과 과도한 

행동은 이런 기이함을 가중시킨다. 곤돌라 사공은 예의 무뚝뚝하고 험악

해 보이는 인상에 걸맞게 결국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아셴바흐의 심

기를 건드린다. 또한 기타리스트는 “반쯤은 사창가의 호객꾼 halb 

Zuhälter”과 “반쯤은 희극배우 halb Komödiant”를 연상시키면서 “난폭하

고 대범하며 위협적이면서도 유쾌한 brutal und verwegen, gefährlich und 

unterhaltend”(TiV, 573) 행동을 보인다. 결국 이런 대담하고 과장된 행동

은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외모 뒤에 감춰져 있는 이들의 불가사의함을 말

해주는 것이다. 특히 아셴바흐가 베니스행 배 위에서 목격한,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요란하게 멋을 부린 노인의 불가사의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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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유행을 따라 재단한 밝은 노란색 여름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

를 매고 대담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파나마모자를 쓴 한 남자는 꽥꽥거리

는 목소리로 다른 누구보다도 유난히 들떠 보였다. 아셴바흐는 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마자 그 젊은이가 가짜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는 늙

은이였고 그건 의심할 나위 없었다. 

Einer, in hellgelbem, übermodisch geschnittenem Sommeranzug, roter Krawatte 

und kühn aufgebogenem Panama, tat sich mit krähender Stimme an 

Aufgeräumtheit vor allen andern hervor. Kaum aber hatte Aschenbach ihn ein 

wenig genauer ins Auge gefaßt, als er mit einer Art von Entsetzen erkannte, 

daß der Jüngling falsch war. Er war alt, man konnte nicht zweifeln. (TiV, 

581f)

  “갈색 머리는 가발인 데다 목덜미는 처지고 힘줄 das braune Haar [...] 

Perücke, sein Hals verfallen und sehnig”(TiV, 519)이 드러난 이 노인은 이

미 죽음을 암시하는 인물의 대열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등장하

는,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아셴바흐는 그를 쳐다보았다 Schauerlich 

angemutet sah Aschenbach ihn […] zu”(TiV, 519)라는 문장은 주인공이 흡

사 현실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놀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토도

로프 Tzvetan Todorovs는 등장인물이 비현실적이고 낯선 존재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이를 익숙한 현실 속에서 진단해야 할 때 일어나는 당혹스

러움을 환상적 텍스트의 특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어진 아셴

바흐의 행동은 현실에서 낯선 존재를 발견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없는데, 그는 이 노인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다. 아셴바

흐의 시선에 의해 노인의 낯설고 수수께끼와 같은 외양과 행동이 낱낱이 

묘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지닌 기이한 모습은 앞에 등장한 헤

르메스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사자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임이 드러난다. 

이 장면은 노인 역시 죽음의 상징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서 이 소설에 숨겨져 있는 비현실적인 마력을 지닌 죽음의 세계를 넌

지시 가리켜 보여준다. 수수께끼와 같이 낯선 인물들을 비롯해 기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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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심장한 사건들은 이 작품에서 죽음에 대한 암시와 전조를 품고 있으

며, 이러한 것들은 아셴바흐의 현실과는 이질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비현

실적인 현실처럼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소설의 말미에 가서 아셴바흐는 이 기이한 노인을 비롯한 죽음의 

사자들이 지닌 과장된 외모를 모방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이성적인 모

습을 잃어버리고 화장을 하고 멋을 부린 낯선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랑에 빠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도 호감을 얻기를 바라는 한편 그

렇게 될 수 없을까봐 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양복에 젊은이처럼 활

달해 보이는 가벼운 액세서리를 달고 보석을 착용했으며 향수를 뿌렸다. 

그는 화장을 하느라 하루에도 여러 번 긴 시간을 썼고 치장을 한 뒤 흥분

과 긴장에 싸여 식탁에 나타났다. 그가 사로잡힌 그 소년과 마주칠 때면 

그는 자신의 늙어가는 육체가 역겹게 여겨졌다. 

Wie irgendein Liebender wünschte er, zu gefallen und empfand bittere Angst, 

daß es nicht möglich sein möchte. Er fügte seinem Anzuge jugendlich 

aufheiternde Einzelheiten hinzu, er legte Edelsteine an und benutzte Parfüms, er 

brauchte mehrmals am Tage viel Zeit für seine Toilette und kam geschmückt, 

er regt und gespannt zu Tische. Angesichts der süßen Jugend, die es ihm 

angetan, ekelte ihn sein alternder Leib […]. (TiV, 584f)

여기에 이어진 언급에서 서술자는 아셴바흐가 그가 지금껏 마주친 죽음

의 상징들과 어느덧 묘하게 닮아 있음을 건조한 어조를 통해 전한다: 

“그의 넥타이는 빨간색이었고 차양이 넓은 밀짚모자에는 갖가지 색깔의 

리본이 달려 있었다 Seine Krawatte war rot, sein breitschattender Strohhut 

mit einem mehrfarbigen Bande umwunden”. (TiV, 586) 이 문장은 아셴바흐

에게 닥칠 사건인 죽음을 암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와 죽음의 동일한 성

질을 암시하는 문장이다. 낯선 인물들이 보여 온 죽음의 특성이 아셴바

흐에게 전이되는 순간 그것은 암시이기를 그치고 죽음의 성향을 드러낸 

발화가 되고 있다. 이는 아셴바흐와 죽음의 유사성, 더 나아가 이 둘의 

동일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락과 유혹이 공존하는 죽음의 이중적 성격은 이 작품의 이중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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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더불어 양가적인 내면을 소유한 주인공과 관련되며 소설 전체에 지

배적인 인상을 부여한다. 로시 Francesco Rossi는 이 작품의 “이야기가 상

당 부분 아셴바흐의 내적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소설 전체

에 근원적인 불분명함을 제공한다 die Erzählung ist über weite Strecken 

auf Aschenbachs Innenwahrnehmungen konzentriert, was dem Ganzen eine 

konstitutive Ambiguität verleiht”140)고 말한다. 로시의 평가대로 이 소설 전

체는 불분명하며 양가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이야기가 아셴바흐의 

의식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이유가 크다.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인 인물

의 성향이 이야기의 중심에 드러나 있음으로 해서 소설은 양분된 세계상 

속에 머물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매혹적이면서도 소멸의 필연성을 내재한 

죽음의 독특한 이중성도 드러나 있다. 이러한 양가성은 통일적이고 안정

된 방식이 아닌 혼란을 내재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앞으로의 분석에서 

다룰 것이지만, 작품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중적인 서사 구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죽음의 사자들로 대표되는 죽음의 메타포들은 소설 세계에 직접 참여

하고 있는 등장인물들로서 소설의 진행과 구성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죽음이 단순한 체험으로서 그려져 있지 않으며 

죽음의 메타포들이 소설의 구성과 전개를 통해 나타나 있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는 니클라스 Hans Nicklas의 표현대로 죽음이 이 소설에서 “이

야기의 비밀스러운 참여자 geheimer[en] Mitspieler der Handlung”141)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2. 신화와 고전주의적 메타포 

  앞서 살핀 대로 죽음에 관한 묘사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상

140) Francesco Rossi, Der Tod in Venedig (1912), in: Thomas Mann Handbuch (2015), 

a.a.O., S. 129.

141) Hans Nicklas, Thomas Manns Novelle “Der Tod in Venedig”. Analyse des 

Motivzusammenhangs und der Erzaḧlstruktur, Marburg 1968, 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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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비유의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소설적 대상에 거리를 두고 이

를 상징과 암시, 비유를 통해 제시하는 것은 토마스 만 특유의 양식적 

글쓰기로 볼 수 있다. 만은 독일 사실주의 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리얼리즘적인 묘사보다는 표현 대상에 거리를 두는 글쓰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이로니(Ironie) 기법이라 한다. 여기서 이로니 기법은 어떤 대상에 

그것에 모순된 대상을 대립시켜 효과를 얻는 이로니의 사전적 의미와 차

이가 있다. 바움가르트 Richard Baumgart는 만의 이로니 작법이 대상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작품 전체의 구성과 맥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다.142) 이는 만 자신의 표현대로 “어떤 교훈적인 것을 통해서도 흐

려지지 않는 eine[r] von keinem Moralismus getrübte[n] Sachlichkeit”143) 현

실을 서술 전체의 예술적인 객관성 안에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다. 그러

한 서술은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간접적이면서 상징적인 방식을 통해 

그려지는 죽음의 서사 작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비현실적인 특성과 함께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역할을 통해 드러나 있는 죽음은 서술 전체의 구성

과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죽음의 형상은 특히 신화적 상징과 전통적인 죽음 미학에 연결되어 등

장하고 있다. 전통에 얽힌 죽음 상징이 등장하는 장면은 소설에 시대착

오적인 성격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레싱이 강조한 죽음의 미학을 상기시

킨다. 안식과 휴식 또 잠에 비유되는 죽음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

의 제 1장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소설의 3장에 등장하는 곤돌라

는 전통적인 양식을 본뜨고 있고 “오직 관만이 그와 같은 검은색을 띤다

142) 이와 관련해 토마스 만의 이로니 수법이 언어 전체의 표현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움가르트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리얼리즘과 관련해서 베른트 

W. 자일러는 토마스 만의 이로니 작법이 리얼리즘에 기반을 둔 것이나 현실을 훼손

하지 않고 풍자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말한다. Vgl. Richard Baumgart, Das Ironische 

und die Ironie in den Werken Thomas Manns. München 1964; Vgl. Bernd W. Seiler, 

Ironischer Stil und realistischer Eindruck: Zu einem scheinbaren Widerspruch in der 

Erzählkunst Thomas Manns, in: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60(3), 1986, S. 459f.

143) Mann, Die Kunst des Romans (1940), in: Reden und Aufsätze 2. [GW X], Frankfurt a. 

M. 1974, S.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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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chwarz, wie sonst unter allen Dingen nur Särge es sind”(TiV, 523) 서

술과 함께 죽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또한 아셴바흐를 나른한 휴식과 같

은 잠으로 이끈다: “이 작은 배의 좌석, 관처럼 검게 칠해져 팔걸이에 불

투명한 검은빛 쿠션을 댄 이 의자가 가장 부드럽고 푹신한, 세상에서 가

장 잠들기 쉬운 좌석이라는 걸 그 누가 알았을까? Und hat man bemerkt, 

daß der Sitz einer solchen Barke, dieser sargschwarz lackierte, mattschwarz 

gepolsterte Armstuhl, der weichste üppigste, der erschlaffendste Sitz von der 

Welt ist?”(TiV, 523f) 죽음의 암시는 한편 곤돌라 장면 이전에 이미 베니

스행 배에 올라탄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셴바흐는 

“휴식을 취하는 사람 der Ruhende[n]”(TiV, 520)으로 일컬어지고 그를 둘

러싼 바다는 “텅 비고 경계 없는 공간에서 시간을 재는 감각을 상실 im 

leeren, im ungegliederten Raume fehlt unserem Sinn auch das Maß der 

Zeit”(TiV, 520)한 것으로 그려져 있어 사후세계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있다.

  뱃사공이 모는 곤돌라를 타는 장면에 죽음과 잠의 친연성이 제시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아셴바흐의 여행이 그를 저세상으

로 이끄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내 현금을 노리고 등 뒤에서 

노로 쳐서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곧 네가 나를 잘 태

워다 주는 걸 테니까 말이야. Selbst, wenn du es auf meine Barschaft 

abgesehen hast und mich hinterrücks mit meinem Ruderschlage ins Haus des 

Aides schickst, wirst du mich gut gefahren haben”(TiV, 526) 물과 뱃사공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저승에 흐르는 아케론 강 위에서 사자들을 실어 나

르는 저승의 뱃사공 카론(Charon)이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속 한 장면을 

유사하게 재현하듯 연출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저승 세계를 

강하게 환기하는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면에 드러난 “저승행과 

관련된 수사들 Topos der Hadesfahrt” 가운데 뱃사공의 차림새에 드러난 

“노란 어깨끈 gelbe[n] Schärpe”(TiV, 525)은 기독교적 상징으로서 유다에 

대한 암시로 해석되기도 한다.144) 한편 이 노란색 옷감은 다른 죽음의 

144) Vgl. Lena Sundheimer, Wandlungen der Unterwelt bei Thomas Mann und James Jo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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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한테서도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특징이다.

  죽음의 사자들은 신화와 고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죽음과 관련된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특징들을 한 데 뒤섞어 재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가령 뮌헨의 산책길에서 만난 사자는 나그네를 가장한 복장이며 그

의 옷 역시 누르스름한 노란색이다. 나그네의 복장은 헤르메스 신을, 노

란색 옷감은 기독교적인 상징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과 관계된 죽음

의 화신들로는 레싱이 묘사한 죽음의 수호신을145) 비롯해서 여행자 복장

의 헤르메스 신, 잠의 신의 형제인 죽음의 신 타나토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의 뱃사공으로 등장하는 카론 등이 있다. 죽음의 사자들은 

몸 전체나 일부에 노란색 옷감을 걸치고 있는데,146) 유다의 노란색은 시

기와 질투, 배반뿐만 아니라 추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이는 아셴

바흐가 자신의 본래 삶에서 이탈해 죽음을 맞는 과정에 대한 암시를 품

은 것으로 볼 수 있다147)

  페트리코니 H. Petriconi는 죽음의 사자들이 특히 저승사자의 형상에 

그치지 않고 악마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148) 이들이 낯

선 여행자의 모습을 넘어서 과장되고 그로테스크하게 등장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셴바흐의 눈에 뱃사공은 “입술을 뒤로 끌어당겨 

허연 이빨 die Lippen zurück und entblößte seine weißen Zähne”(TiV, 525)

을 드러낸 모습이 포착된다. 뱃사공의 그로테스크한 얼굴에서 보인 섬뜩

함은 이어진 호텔 장면에 등장하는 기타리스트의 기이하고 그로테스크한 

웃음과 이어진다.

Bonn 2013, S. 44f., hier S. 44.

145) Vgl. Walter Jens, Statt einer Literaturgeschichte. Dichtung im 20. Jahrhundert, 

Düsseldorf 2004, S. 162.

146) 누르스름한 신사복 einen gelblichen Gurtanzug (TiV, 503); 밝은 노란색 여름 양복 

hellgelbem [...] Sommeranzug (TiV, 518); 노란 어깨끈 gelben Schärpe (TiV, 525) 참조.

147) Vgl. Sundheimer (2013), S. 40; Vgl. Kristiina Peltonen, Easter Symbolism in the 

opening scene of Ulysses, in: Clive Hart u. Fritz Senn (Hrsg.): Images of Joyce Vol. II,

1998, S. 579.

148) Vgl. H. Petriconi, Das Reich des Untergangs. Bemerkungen über ein mythologisches 

Thema, Hamburg 1958, S, 8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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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스럽게 테라스 쪽을 올려다보며 던지는 그의 인위적인 웃음은 비웃음

이었다. 후렴 소절의 끝부분쯤에 이르자 이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그는 흐느껴 울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어깨를 뒤틀었다. 바로 그 순간 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웃

음이 그의 안에서 갑자기 터져나와 울부짖는 듯이 요란한 웃음소리를 냈다. 

[...] 그는 더 이상 웃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Sein Kunstlachen, unverschämt zur Terrase emporgewandt, war Hohngelächter. 

Schon gegen das Ende des artikulierten Teiles der Strophe schien er mit einem 

unwiderstehlichen Kitzel zu kämpfen. Er schluchzte, seine Stimme schwankte, er 

preßte die Hand gegen den Mund, er verzog die Schultern, und im gegebenen 

Augenblick brach, heulte und platzte das unbändige Lachen aus ihm hervor [...] 

er lachte nicht mehr, er schrie [...]. (TiV, 575f.) 

청중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감염된 듯이 번지는 기타리스트의 기이한 웃

음은 베니스에 퍼진 전염병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이를 “지옥에서 온 

신화적인 비웃음 mythische Hohngelächter der Hölle”149)이라고 일컫는 비

제 Benno von Wiese는 기타리스트가 내재하고 있는 죽음의 사자로서의 

성격이 이 비웃음과 함께 드러난다고 보고, 이 비웃음 뒤에 무절제와 방

종 또 그로테스크한 마력이 숨겨져 있음을 꿰뚫어 보았다. 무절제한 욕

망은 베니스로 향하는 배 위에 등장한, 젊은이를 가장한 노인한테 드러

난 성적인 암시에도 담겨 있다: “그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왔고, 그는 두 

눈을 감고는 입언저리를 마구 핥았다. Sein Mund wässert, er drückt die 

Augen zu, er leckt die Mundwinkel”(TiV, 523) 아셴바흐는 소설의 말미에

서 이 노인을 모방한 듯이 젊어 보이기 위해 염색과 화장을 하는데, 이

로써 입술을 핥는 이 장면은 결국 노인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 아셴바

흐의 성적인 타락과 이어진 동성애적 성향에 대한 예견을 드러낸 장면으

로 볼 수 있다.150) 이로써 죽음의 사자는 지하세계뿐만 아니라 방탕한 

149) Benno von Wiese, Die deutsche Novelle von Goethe bis Kafka, Düsseldorf 1959, S, 

321.

150) Vgl. Werner Frizen, Thomas Mann. “Der Tod in Venedig”, München: Oldenbourg 1993,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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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스로 이어지는 무절제한 욕망을 동시에 가리키는 암시로 볼 수 있

다.

  어린 소년에 대한 욕망과 죽음 서사가 얽혀 있는 이 소설에서 타나토

스와 에로스의 관계를 강하게 환기하는 소재로서 “석류 주스 

Granatapfel-Getränk”(TiV, 577)가 등장한다. 호텔에서 기타리스트의 공연

을 보면서 아셴바흐가 마시는 주스의 붉은 색깔은 아셴바흐의 성욕의 징

후로 해석되곤 한다.151) 한편 준트하이머 Lena Sundheimer는 이 장면에 

저승의 신화가 겹쳐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으로 납치되

었던 페르세포네는 그곳에서 먹은 석류알 때문에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

오지 못한다. 즉 석류는 성적 욕망과 더불어 죽음을 의미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금지된 과실을 먹는 모티브는 기독교적 상징으

로서 이브의 사과의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152) 말하자면 아셴바흐

의 죽음을 암시하는 죽음의 사자들은 지하세계뿐만 아니라 무절제와 성

적 욕망, 부도덕과 죄에 대한 폭넓은 암시와 연결되고 있다.

  이렇듯 지하세계의 모티브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들과 더불어 아셴바흐

를 매혹하는 타치오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셴바흐를 저승으로 인도

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변에서 죽어가는 아셴바흐의 눈에 비

친 타치오는 “허리에서 손을 떼어 바깥 바다를 향해 손짓 die Hand aus 

der Hüfte lösend, hinausdeute” 해 보이면서 죽음의 “광막한 약속의 바다 

안으로 ins Verheißungsvoll-Ungeheure” 앞서서 “둥실둥실 떠가는 

voranschwebe”(TiV, 592)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장면에서 타치오는 영원

의 세계를 상기시키는 바다 속으로 죽은 자를 인도해 가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아셴바흐의 꿈과 공상을 통해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역시 

신화와 관련된 인물이다. 죽음의 모티브가 미소년을 향한 에로스의 감정

을 통해 드러나 있는 과정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속한 『향연』과 『파이드

로스』에 관련되어 해석되는 부분이다. 연회에 참석한 여러 연사들이 에

로스를 주제로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진 『향연』은 육체적인 사랑뿐 아니

151) Vgl. Ebd., S. 83.

152) Vgl. Sundheimer (2013),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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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역시 사랑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

스의 연설이 대표적이며 이는 현대에 이르러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논

의의 출발점이 된다.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가 참된 

에로스의 의미와 더불어 문학의 본질에 관해 나누는 대화로 이뤄진 작품

이다. 베니스 소설에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제시된 에로스에 관한 논의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 속에서 아셴바흐는 불현듯 파이드

로스에게 가르침을 선사하는 소크라테스로, 타치오는 그의 가르침을 받

는 역할에 동화되어 나타나 있다.

바다에 도취되고 강렬한 태양빛 탓에 그에게 매력적인 영상이 떠올랐다. 아

테네 성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였다. 

성스러운 그늘이 지고 순결한 나무의 꽃향기로 가득한 그곳은 님프와 아켈

로스를 기리기 위해 성화들과 경건한 공양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넓게 가지

를 뻗은 나무 발치에 시냇물이 너무나 맑게 매끄러운 조약돌 위로 흐르고,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 그런데 누워서도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게 경사가 진 잔디밭 위에는 대낮의 열기를 피해 여기로 온 두 사람

이 쉬고 있었다. 늙수그레한 남자와 소년 하나, 추한 남자와 아름다운 남자, 

말하자면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있는 한 지혜로운 노인이었다. 그곳에서 

점잖으면서도 기지가 넘치는 농담을 섞어가며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게 

동경과 미덕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다. 

Und aus Meerrausch und Sonnenglast spann sich ihm ein reizendes Bild. Es war 

die alte Platane unfern den Mauern Athens, - war jener heilig-schattige, vom 

Dufte der Keuschbaumblüten erfüllte Ort, den Weihbilder und fromme Gaben 

schmückten zu Ehren der Nymphen und des Acheloos. Ganz klar fiel der Bach 

zu Füßen des breitgeästeten Baums über glatte Kiesel; die Grillen geigten. Auf 

dem Rasen aber, der sanft abfiel, so, daß man im Liegen den Kopf hochhalten 

konnte, lagerten zwei, geborgen hier vor der Glut des Tages: ein Ältlicher und 

ein Junger, ein Häßlicher und ein Schöner, der Weise beim Liebenswürdigen. 

Und unter Artigkeiten und geistreich werbenden Scherzen belehrte Sokrates den 

Phaidros über Sehnsucht und Tugend. [...] (TiV,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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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를 연상시키는 까닭으로 여기 등장한 

목가적인 자연 경관 묘사를 빼놓을 수 없다. 『파이드로스』는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과 달리 인물들이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대화를 나누

는 유일한 작품이다.153) 이 대화편 전체가 한여름의 화창한 날씨를 배경

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연상시키는 위의 장면은 싱그러운 여름날 소크

라테스와 파이드로스로 지칭되는 인물들이 더위를 피해 잔디밭에서 쉬고 

있다. 이때 이 두 인물은 “늙수그레한 남자와 소년 ein Ältlicher und ein 

Junger”으로 명시되어 아셴바흐와 타치오를 가리킨다. 아셴바흐와 타치오 

사이의 관계를 이 장면을 통해서 해석해보면 거기에는 플라톤적인 사랑

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향연』에 나타난 플라톤적인 에로스 개념에서 육체적인 행위를 통한 

이성애적인 사랑은 동물적인 하위 단계로 정의되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

은 자신에게 부여된 근원적인 결핍을 메울 수가 있는데, 다름 아닌 죽음

을 통해서 “아름다움 속에 육신의 생식 leibliche Zeugung im Schönen”을 

싹트게 할 수 있어서다. 죽음은 여기서 인간 존재의 지속과 발전을 유지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인간은 이를 “아름다움 속에 영혼과 정신의 

생식 zu einer seelisch-geistigen Zeugung im Schönen”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154) 이는 이성애적 사랑에 해당되기

도 하지만, 나이든 남자와 미소년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당시 그

리스의 실제 분위기에 비춰 보면 이러한 관계는 성숙한 남자와 미성숙한 

남자 사이의 애정을 가리킨다: “이로써 동성애적 사랑은 인간이 특권을 

지닌 동물로서 인식을 향해 가는 특별한 과정이다 Insofern ist der 

päderastische Eros für den Menschen als privilegiertes Tier der privilegierte 

Weg zur Erkenntnis.”155) 그리스 철학과 정신적 전통에서 플라톤적인 사

랑은 인식과 배움의 과정으로서, 삶의 방식을 전수하고 불멸성을 추구하

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등 교육적 의미를 

153) 플라톤, 『파이드로스』, 조대호 역해, 문예출판사 2019, 161 면 참조.

154) Vgl. Bernd Effe, Sokrates in Venedig. Thomas Mann und die ‘platonische Liebe’, in: 

Antike und Abendland 31(2)/153, Hamburg 1985, S. 155, hier S. 155.

155) Ebd., 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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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156) 플라톤적 사랑의 의미에서 연인 사이의 육체적 결합은 거부

되며, 사랑하는 이의 “육체적인 아름다움 die körperliche Schönheit”은 오

직 정신적인 것,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 Erkenntnis des 

wahrhaft Seienden”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157)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

테스는 사랑하는 이에게 미쳐 있는 “광기”를 “신의 선물로 제공되는 광

기”로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사랑에 빠지지 않은 분별력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58) 그는 사랑이 “영혼을 일깨워 도취 

상태에 빠뜨려 여러 가지 노래와 다른 시를 짓게”159) 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도취를 예술적인 승화로 연결 짓고 있다.

  아셴바흐가 타치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부분은 특히 신화적

인 맥락을 통해 제시되면서 그리스 신화와의 관련을 시사한다. 아셴바흐

에게 타치오의 첫 인상은 “그리스 조각품 griechische Bildwerke”(TiV, 

530)을 연상시키고 있고, 더불어 그는 “그 아이가 지닌 신적인 아름다움 

gottähnliche Schönheit des Menschenkindes”(TiV, 534)에 경탄한다. 플라톤

적인 에로스를 보다 직접적으로 상기시키는 장면에서 타치오의 육체는 

아셴바흐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 장면은 

해수욕을 하고 난 뒤 모래사장에서 쉬고 있는 타치오를 아셴바흐가 몰래 

훔쳐보는 장면이다. 소년의 모습을 계속 주시하던 아셴바흐의 내면에 다

음과 같은 인상이 떠오른다: “아버지로서 가지는 그런 헌신적 총애, 말하

자면 정신적으로 자신을 희생시켜 아름다움을 생산해 낸 자가 아름다움

을 소유한 자에게 가지는 그런 감동적인 애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

고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Und eine väterliche Huld, die gerührte 

Hinneigung dessen, der sich opfernd im Geiste das Schöne zeugt, zu dem, 

der die Schönheit hat, erfüllte und bewegte sien Herz.”(TiV, 540) 또 다른 

156) “결론적으로 『향연』의 사랑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한 계몽적 가

치를 지니며, 이것은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가리킨다고 본다.” 김대현, 플라톤의 『향

연』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그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연구』, vol. 45, 한국교육철학학

회 2009, 53-73면 참조

157) Effe (1985), S. 155.

158) 플라톤 (2019), 52-57면 참조, 인용은 54면.

159) 플라톤 (2019),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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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는 파이드로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소크라테스의 육성이 직

접 등장하고 있다. 이 가르침의 내용에서 육체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신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는 플라톤적인 사랑이 암시되고 

있다: “[...] 파이드로스여, 아름다움만이 사랑스러운 동시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잘 명심해라! 아름다움만이 우리가 감각

적으로 받아들이고 감각적으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형태이다 

mein Phaidros, nur sie, ist liebenswürdig und sichtbar zugleich: sie ist, 

merke das wohl! die einzige Form des Geistigen, welche wir sinnlich 

empfangen, sinnlich ertragen können.”(TiV, 555)

  플라톤적인 사랑에서 죽음은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와 동떨어져 

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통해 상대로부터 인식한 아름다움이 다음 세

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 미적인 것의 전달과 이행

이 나타나는 곳은 아셴바흐가 타치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글쓰기를 시도하는 장면이다. 뮌헨 시절 창작에 대한 부담과 압박에 시

달리던 아셴바흐는 베니스 여행을 통해 긴장에서 풀려나는데 타치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눈뜬 뒤로는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이

에 “타치오의 아름다움을 본떠 nach Tazios Schönheit” “산문형식 Prosa”

으로 이루어진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는 타치오가 지닌 감각적인 아름다

움을 글을 통해 “정신적인 것으로 ins Geistige”(TiV, 556)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면서 모방하려는 노년의 아셴바흐가 

파이드로스의 위치에 놓인 어린 타치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은 플라

톤적인 사랑의 의미가 담고 있는 교육의 성격이 드러난 곳이다. 이에 둘 

사이에 놓인 애정을 플라톤적 사랑, 즉 두 인물 사이의 정신적인 교류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성숙한 인간이 미성숙한 인간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의 고양은 작품에서 예술 정

신을 의미하면서, 감각적인 미를 통해 정신적인 성숙과 일깨움에 도달하

는 과정에 비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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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죽음의 공간 베니스: ‘가면’을 쓴 현실

  이 소설의 가장 큰 줄거리는 주인공이 베니스를 여행하는 이야기이며 

그 여행이 소설의 가장 뚜렷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베니스는 핵심적인 공

간이다. 베니스 행은 그러나 아셴바흐가 우연히 마음에 떠올려 충동적으

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즉 그의 내면에 담긴 낯설고 신비로

운 세계와 현실 속의 베니스는 일찍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이런 특징

은 베니스가 이 소설의 또 다른 배경인 뮌헨과는 매우 상이하며 의도적

인 기능을 가진 공간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베니스는 이야기의 자연스

러운 인과적인 흐름에 따라 등장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작가의 서

사적인 구성에 관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말하자면 베니스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으

며 여기에는 토마스 만 특유의 현실 구상인 ‘가면을 쓴’ 현실로서의 특

징이 드러나 있다. 

  주체의 의식과 소설적 현실의 긴밀한 관계는 독일 사실주의 문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토마스 만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켈러, 라베, 

폰타네 등 독일 사실주의 작가들에게서 작품 속 인물의 인식과 사고는 

시대적 현실과 분위기에 긴밀히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만에게서는 

시대를 반영한 이런 현실적 요소들이 특유의 간접적이며 예술적인 과정

을 통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160)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고찰한 에세이 

「빌제와 나 Bilse und ich」(1906)161)에서 토마스 만은 문학적 형상화 과

160) 만의 작품에 드러난 데카당스를 서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한 햅 Julia S. Happ은 뷘쉬 

Wünsch의 후기 리얼리즘 개념에서 데카당스의 의미를 도출해 후기 리얼리즘과 미학

적 모더니즘의 과도기적 특징을 만의 작품에서 읽어낸다. Vgl. Marianne Wünsch, 

“Vom späten Realismus” zur “Frühen Moderne”. Versuch eines Modells des literarischen 

Strukturwandels, in: Michael Tizmann (Hrsg.): Modelle des literarischen Strukturwandels, 

Tübingen 1991; Vgl. Happ (2015), S. 97.

161) Th. Mann, Bilse und ich, in: GW X, Frankfurt a. M. 1974, S. 9-22. 이 에세이는 토마

스 만이 뤼벡 Lübeck에서 소설 『부덴부르크가의 사람들』로 인해 출판 소송을 겪을 당

시 이 소설을 빌제의 소설과 비교한 고소인을 향해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쓴 것이

다. 고소인의 지적을 가져와 토마스 만은 프로이센의 장교이자 작가였던 프리츠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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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현실을 모방함에 있어 주체적인 심화 die subjektive Vertiefung des 

Abbildes einer Wirklichkeit”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는 “모든 진실한 작가 jeder echte Dichter” 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창조물들과 mit seinen Geschöpfen”과 동일하며 “모든 형상들은 Alle 

Gestalten” “작가적 자아의 발산 Emanationen des dichterischen Ich”162)이라

고 쓴다. 그렇지만 이때 작가가 그의 인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인물 샤일록은 유대인이지만, 그의 깊고 공

포스러운 심연은 작가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말하자면 여기엔 객

관적인 사태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본성인 직관이 연계되어 있다.163)

유대인이라는 것은 샤일록이 지닌 외적인 특징이며 선명한 객관성으로, 

이는 작가가 작품의 구성을 위해 필요로 했을 뿐이다. 작품의 주제와 관

련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소설의 인물에게 주체적

으로 동화될 때 나타나는 작가 자신의 인식적, 비판적 시선이다. 만이 말

하는 주체성은 작가의 비판적 의식과 성향인데 이는 현실을 좋은 것으로

만 치장하지 않고 그것의 나쁜 면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해결하려는 주체

적인 태도다.  

(독자가 인물에게) 동화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스캔들을 만들어 낸다. 주어

진 세부적인 것에 대한 충실한 태도로 시인은 외적인 것을 가져온다. 그것

은 세상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위 ‘이것은 그고’, ‘저것은 그녀다’

라는 식의 표현이다. 시인은 외적인 것의 마스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

져와 생명을 불어넣고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그 가면과 어쩌면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하여 원래의 모습과는 

아마도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들과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사

람들은 그 외적인 것으로 인해 그 밖의 것들도 ‘진짜 있었던 일’, 퍼트려진 

발트 빌제 Fritz Oswald Bilse(1878-1951)와 자신을 비교하는 논증을 펼친다. 빌제는 프

로이센 군대의 타락을 폭로한 사실주의적 작품으로 당시에 큰 스캔들을 일으켰다. 토

마스 만은 이 에세이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문제 삼는 예술가의 권한을 비롯해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거론한다. 

162) Mann (1974), S. 16.

163) Vgl. Mann (1974),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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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소문과 선정적인 잡담으로 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 스캔들은 바로 거기서 생겨난다. 

Die Identifikation is es eben, welche die Leute skandalisiert. Mit jener erwähnten 

Folgsamkeit dem gegebenen Detail gegenüber eignet ein Dichter sich 

Äußerlichkeiten an, welche der Welt ein Recht geben, zu sagen: Das ist Der, ist 

Die. Hierauf beseelt und vertieft er die Maske mit anderem, Eigenem, benutzt 

sie zur Darstellung eines Problems, das ihr vielleicht ganz fremd ist, und 

Situationen, Handlungen ergeben sich, die dem Urbild wahrscheinlich völlig 

fernliegen. Dann aber halten die Leute sich für berechtigt, auf Grund der 

Äußerlichkeiten auch alles übrige für ›wahr‹, anekdotisch kolportiert, für 

Ausplauderei und sensationellen Klatsch zu nehmen, - und der Skandal ist da.164)

문학은 현실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가져와 이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일

인데, 사람들은 정작 작품의 피상적인 요소들에 매달려 이를 통해서 작

품을 보는 잘못을 저지른다. 만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세부적이고 객관적

인 사례들은 단순히 작품의 “외형 Äußerlichkeit”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다. 소설에 등장하는 객관적 대상과 현실의 모습들은 “수집된 것, 통속적 

이야기들 alle Aneignung und Kolportage”로서 현실의 외형에 “가면 die 

Maske”165)을 덧씌운 것이다. 작가의 주체적 사고가 반영된 소설적 주체

와 달리 객관적 대상들은 그것의 외적인 특징을 이용해 작품에서 “문제

를 표현하기 위해 zur Darstellung eines Problems”서만 사용되는 것이

다.166) 이에 소설에 등장하는 사실적인 배경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

락 전체를 함축하고 있기보다, 표면적인 특징을 부각해 서사적인 맥락에 

164) Mann (1974), S. 17. 토마스 만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것은 군대 내 타락

을 풍자하고 지적한 빌제의 사실주의적 작품이 당시에 비판과 스캔들에 휘말렸던 맥

락에 연결돼 있다. 

165) Mann (1974), S. 16.

166) 크리스티안센은 Börge Kristiansen은 시적 사실주의와 관련해서 토마스 만이 19세기

의 사실주의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소설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das Objektive)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Vgl. Börge Kristiansen, Das 

Problem des Realismus bei Thomas Mann, in: Thomas-Mann-Handbuch (2005), a.a.O., S. 

8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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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꾸며낸 것이다. 객관적 현실을 지나치리만치 자세하고 풍부하게 묘

사하는167) 만의 서술에서 객관적 대상은 작품이 다루는 문제와 사건을 

겨냥한 “얄팍한 현실의 층 dünne Realitätsschicht”168)으로서 의도적으로 

가장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요소들과 더불어 작가 자신이 소설

적 주체에 동화되어 있는 주체적이고 고양된 정신이 작품의 진행을 주도

하게 된다.169)

  뮌헨, 베니스, 뤼벡,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등 토마스 만의 여러 작품에

서 보이는 사실적 공간들은 객관적인 현실을 비추는 듯 보이지만 무엇보

다 작품에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진 일종의 “전시 공간들 

Schauplätze”170)이다. 이 작품의 베니스도 이런 성격을 통해 등장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남국 바닷가의 쾌적한 해수욕장 Badeleben[s] an 

südlichem Strande”이라는 현실의 전형성과 함께 작가의 의도에 따라 “기

묘하고 신비한 도시 wunderlich-wundersame[en] Stadt”(TiV, 550)로서 사건

의 무대에 맞게 꾸며진 공간이다.

교회의 대리석 계단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거지 하나가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궁핍함을 호소하며 모자를 내민 채 장님인 것처럼 눈의 흰자위를 보

이고 있었다. 한 고물상이 누추한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아셴바흐를 속여 

볼 심산으로 아첨하는 몸짓으로 머물다 갈 것을 요청했다. 이 아첨하는 양 

믿기 어려운 미녀와 같은 도시가 베니스였다. 반쯤은 동화 같고 반쯤은 외

지인들한테 함정이 되는 도시. 이 곳의 썩어가는 공기 속에서 한때 예술이 

167) H. 코프만은 토마스 만의 리얼리즘 방식이 대상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장황한 세부 묘사 방식을 지적한다. Vgl. Helmut Koopmann, Warnung vor 

Wirklichem: Zum Realismus bei Thomas Mann, in: Helmut Koopmann, Clark Muenzer 

(Hrsg.): Wegbereiterder Moderne. Studien zu Schnitzler, Hauptmann, Th. Mann, Hesse, 

Kaiser, Traven, Kafka, Broch, von Unruhe und Brecht, Tübingen 1990. S. 71ff. 

168)  Kristiansen (2005), S. 823.

169) 토마스 만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모방해 문학의 현실을 의지(Wille)를 지닌 표상

(Vorstellung)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의지’는 소설적 주체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문학적 주제를 형상화하는 반면 ‘표상’은 문학 속 현실을 다양하

게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Vgl. Kristiansen (2005), S. 820f.

170) Kristiansen (2005), S.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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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적으로 번성했었다. 그리고 예술이 살랑거리며 음탕하게 자장가를 부

르는 음악가들에게 멜로디를 불어 넣었다. 

Die Marmorstufen einer Kirche stiegen in die Flut; ein Bettler, daraufkauernd, 

sein Elend beteuernd, hielt seinen Hut hin und zeigte das Weiße der Augen, 

als sei er blind; ein Altertumshändler, vor seiner Spelunke, lud den 

Vorüberziehenden mit kriechenden Gebärden zum Aufenthalt ein, in der 

Hoffnung, ihn zu betrügen. Das war Venedig, die schmeichlerische und 

verdächtige Schöne, - diese Stadt, halb Märchen, halb Fremdenfalle, in deren 

fauliger Luft die Kunst einst schwelgerisch aufwucherte und welche den 

Musikern Klänge eingab, die wiegen und buhlerisch einlullen. (TiV, 567)

베니스는 아셴바흐가 빠져드는 유혹과 타락의 표상이다. 위의 지문엔 이

런 베니스의 특징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아셴바흐에게 벌어질 사건

을 위해 꾸며진 이 곳은 이를 연쇄적인 비유를 통해 제시한다. “병든 도

시의 냄새 der Geruch der erkrankten Stadt”(TiV, 565)와 “나쁜 병 ein 

Übel”(TiV, 574) 호텔을 방문한 가수들의 공연에서 사람들이 마치 서로에

게 전염된 듯 웃음이 끊이지 않을 때 등장하는 “웃음 Lachen”(TiV, 575f)

은 공기 중에 떠돌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함께 죽음을 연상시킨

다. 작열하는 태양과 전염병, 매혹적인 소년으로 집약되는 이 도시의 풍

경은 현실적인 동시에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요소들로 꾸며져 있다. 이러

한 베니스는 “아셴바흐를 매혹하는 [Nur dieser Ort] verzauberte ihn”(TiV, 

550) 장소로서 가공된 성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1.4. 종말 의식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개인과 시대정신, 예술과 철학, 신화와 현대소

설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암시들이 상징적인 구성을 통해 탁월하게 형

상화된 작품이다. 소설 속에서 한 나이든 예술가의 일생과 고뇌 또 그의 

마지막 여행이 제시하는 무분별한 일탈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국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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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매우 간결하게 응축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죽음의 메타포를 

비롯한 소설의 상징들은 파국을 향한 암시와 깊이 연결된 것으로서, 그

러한 파국에 대한 예감은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불안정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정신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셴바흐의 예술가로

서의 분열이 시대정신과 결부된 것이며, 그의 마지막 꿈이 파국에 대한 

암시로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 소설의 출간과 비슷한 시기에 슈펭글러는 『서구의 몰락』(1918)을 통

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기 고유한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서구 문명의 

종언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 그런 슈펭글러의 책은 1차 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세상에 나왔으며 파국을 향해 가는 유럽의 정세에 대한 고찰을 

담은 것이다. 이 소설의 서두에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유럽의 혼

란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온 19XX년”(TiV, 501)이라는 표현이다. 1900년대의 불특정한 시기를 가

리킨 저 숫자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표현 속에 1차 대전이 발발하

였던 1911년을 전후한 불안정한 시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세

계사의 격동과 파국을 인물의 기이한 일탈을 통해서 그려 보이는 이 작

품에서 주인공 아셴바흐는 고전주의적인 태도를 답습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등장한다. 작가로서 “그의 문체는  모범적이고 확고하며, 갈고 

닦은 전통적인 것[으로 변화하였고] er (sein Stil) wandelte sich ins 

Mustergültig-Feststehende,  Geschliffen-Herkömmliche”(TiV, 514)이며, 그는 

독일의 영주가 50세 되던 생일에 부여한 “귀족의 칭호 Adel”를 부여받아 

“구스타프 폰 아셴바하 Gustav von Aschenbach”(TiV, 515)로 불리는 성공

한 작가로 등장한다. 아셴바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밀어닥치는 

현실 속에서 오랜 전통이 부여한 확고하고 안정된 삶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점은 이 인물이 현실과 맺게 될 갈등으로서 둘 사이의 

간극의 조짐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아셴바흐의 삶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진입

하는 과정은 베니스 여행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설의 3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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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시작된다. 마르티네즈가 지적한대로 아셴바흐가 여행을 위해 

출발하는 장면은 그의 삶이 둘로 나뉘는 결정적인 장면에 해당한다.171)

여행을 통해서 이전까지 긴장과 압박에 놓여 있던 아셴바흐의 삶이 이완

과 해체의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마스 만이 이같은 해

체의 과정에 놓인 정신으로서 아셴바흐의 인생을 조명하는 까닭은 그 속

에 담긴 종말론적인 시대 경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에 주인공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출발 장면은 긴장에서 이완으로의 개인

적인 삶의 이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3장의 직전에 놓여 

있는 2장의 내용 속에 시대 비판의 의도가 숨겨진 장면이 놓여있다. 여

기서는 아셴바흐의 젊은 시절과 노령의 시기가 대비적으로 다뤄지는데, 

시대 현실과 관련한 비판적인 맥락이 인물의 세계관과 그의 행동을 통해

서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장에서는 아셴바흐의 성향이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이 두드

러진다. 젊은 시절 “그는 자기 시대에 맞추어 세련된 행동을 하지 못하

고 Er war [...] roh gewesen mit der Zeit” “말이나 작품 속에서 예절과 분

별에 어긋나는 잘못 Verstöße gegen Takt und Besonenheit begangen in 

Wort und Werk”(TiV, 512)을 범하기도 하지만, 늙어서는 “[늙은이는] 자

기 어법에서 모든 천박한 단어를 추방하는 verbannte der Altende aus 

seiner Sprachweise jedes gemeine Wort”(TiV, 515) 정도로까지 철저히 모범

적인 시민의 자세를 보인다. 거칠고 자유분방해 천박하던 그는 점차 시

민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인물로 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셴바흐가 작가

로서의 성공을 위해 “품위 Würde” 유지를 고수하고 그의 끈질긴 노력이 

오로지 “품위를 상승시키기 위함 Aufstieg zur Würde”(TiV, 512)이라고 설

명되는 부분이 아이러니하다. 얼핏 ‘품위’란 진정한 작가의 예술성과 관

련해서 꼭 필요한 덕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어진 대목에서 서술자는 이 품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품위란 “지식의 저편, 그러니까 해체시키고 저지시키는 인식을 가로막는 

도덕적 단호함 moralische Entschlossenheit jenseits des Wissens, der 

171) Vgl. Matías Martínez (1996), S. 1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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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lösenden und hemmenden Erkenntnis”으로서 “세계와 영혼을 단순화시

키고 도덕적으로 획일화 시켜서 다시금 사람을 보다 더 사악하고 금지되

고, 도덕적인 불가능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bedeutet sie nicht wiederum 

eine Vereinfachung, eine sittliche Vereinfältigung der Welt und der Seele 

und ein Erstarken zum Bösen, Verbotenen, zum sittlich Unmöglichen?”(TiV, 

514) 라고 반문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물론 뒤에 이어지는 아셴바흐

의 일탈 과정에 대한 암시적인 서술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예술가

의 태도를 비판하는 대목이다. 2장의 서술 내용은 얼핏 아셴바흐의 세속

적인 성공을 장황하게 묘사하는 듯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지닌 

보수적인 태도에 담긴 모순을 겨냥하고 있다. 가령 “그의 문체는 후기에 

이르러서 직접적인 대담성과 섬세하고 새로운 음영들을 잃어버렸다 sein 

Stil entriet in späteren Jahren der unmittelbaren Kühnheiten, der subtilen und 

neuen Abschattungen [...].”(TiV, 514)와 같은 문장이 그것이다. 예술가의 

예술적 태도에 담긴 비판은 이 장에서 특히 시대를 비추는 자화상으로서 

20세기 초반의 특정 예술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술가로서 품위에 신경 쓰고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작가의 

작품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시간이 지

나 성향이 변하였고 금욕주의적인 엄격한 태도를 지니게 된 점이 아셴바

흐가 비판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까닭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는

다. 

그런데 아셴바흐는 문제성이 있는 작가였으며, 그 어느 젊은이보다도 절대

성을 추구했다. 그는 정신에 헌신하여 지나칠 정도로 인식만을 파고 들었으

며, 근본이 되는 것들을 파괴하고,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재능을 의심하고, 

예술을 배반했다. - 정말이지 그의 작품들이 이를 신봉하며 향유하는 독자

들을 즐겁게 하고 고양시켜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사실이었

다. 그러나 젊은 예술가 시절의 그는 예술과 예술가 기질 자체에 내재된 의

심스러운 본성에 대해 냉소주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십대 청년들을 긴

장시켰다. 

Und Aschenbach war problematisch, war unbedingt gewesen wie nur irgend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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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üngling. Er hatte dem Geiste gefrönt, mit der Erkenntnis Raubbau getrieben, 

Saatfrucht vermahlen, Geheimnisse preisgegeben, das Talent verdächtigt, die 

Kunst verraten, ja, während seine Bildwerke die gläubig Genießenden 

unterhielten, erhoben, belebten, hatte er, der jugendliche Künstler, die 

Zwanzigjährigen durch seine Zynismen über das fragwürdige Wesen der Kunst, 

des Künstlertums selbst in Atem gehalten. (TiV, 512-513)

아셴바흐를 문제적인 작가라고 명명하는 위 인용문을 통해서도 정작 아

셴바흐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독자로서 단지 그가 

남들보다 좀 더 이성적이고 까다로우며 예민한 작가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비밀을 누설하고 재능을 의심하고 예

술을 배반했다 [Er hatte] Geheimnisse preisgegeben, das Talent verdächtigt, 

die Kunst verraten”라는 문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술의 내용이 소설의 

현실적인 맥락에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토마스 만이 인물의 심리를 소설의 현실에만 연

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설 밖에 놓인 현실의 맥락과 직접 연결시

키려는 서술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의 내용은 바그너라는 데카

당스의 예술가를 향한 니체의 비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소설 자체의 내재적인 해석보다는 니체 철학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크리스티안센 Børge Kristiansen은 이 소설의 

2장과 관련해서 인물의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요소 das psychologische 

und existentielle Material”만으로는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외부의 다

양한 관점과 주제들을 통한 “아셴바흐의 개인사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bei der Interpretation der Geschichte Aschenbachs”172) 작품을 이해할 수 있

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술과 예술가 기질의 의심스러운 본성 das fragwürdige Wesen der 

Kunst, des Künstlertums”을 비판하는 이 대목은 니체의 데카당스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비판을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 작품의 특징

172) Børge Kristiansen, Mentalitäts‐ und zeitgeschichtliche Dimensionen in Thomas Manns 

Tod in Venedig. Orbis Litterarum 62.5 (2007), S.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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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에세이 ｢바그너의 경우｣에서 바그

너의 예술이 시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데카당스라는 

모더니즘의 예술 경향을 비판하였다. 인용문에 서술된 예술가의 “의심스

러운 본성 das fragwürdige Wesen”에 대해서는 작품에 직접 설명된 부분

은 없고,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 내막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니체는 바그너가 음악가임에도 “연극배우적인 것”을 통

해서 사람들을 현혹함으로써 음악이라는 예술을 오도한다고 비판한

다.173) 데카당스 예술가에 대한 니체의 관점이 연결되어 있는 이 작품에

서 아셴바흐가 “예술을 배반 die Kunst verraten”했다라는 소설의 언급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니체는 또한 사람들이 

바그너를 “엉성한 천재, 운이 없는 천재”로 보는 것과 달리 그가 “완벽

하고 전형적인” 인물이며 그의 본성과 그의 작품이 자유분방하고 임의적

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계획되어 “필연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평가

한다.174) 아셴바흐가 작가로서 성공을 추구하는 주도면밀한 태도를 보이

며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예술가 유형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니체는 바그너를 통해서 데카당스의 예술과 예술가들을 당시에 지배적

으로 나타난 퇴폐적인 경향으로서 비판한다. 이는 그러한 퇴폐주의적 흐

름 속에 인간의 허무주의적인 정신이 내재해 있으며 더불어서 그것이 만

연한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니힐리즘을 경계하고 있으며 니힐리즘에 대해서 “가장 상위의 가

치들이 무가치해지는 것이다.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며,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부재한 것이다 Dass die obersten Werte sich entwerten. Es 

fehlt das Ziel; es fehlt die Antwort auf das ‘Warum’”175)라고 평가한다. 더 

173)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바그너의 경우, 니체 대 바그너』, 김대성 역, 청하 

2005, 172-184면 참조, 인용은 172면.

174) 위의 책, 160-172면 참조, 인용은 172면: “사람들은 바그너에게서 단지 자연의 장난, 

어떤 자의와 변덕, 우연 등만 보게 된다면 바그너에 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

니다.”

175) Friedrich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Versuch einer Umwertung aller Werte, 

ausgewählt und geordnet von Peter Gast unter Mitwirkung von Elisabeth För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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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체가 아닌 부분들의 특성이, 개별적인 것들이 두드러지는 세태를 

퇴폐주의적 성향으로 진단하는 니체를 통해서 니힐리즘이 해체의 과정에 

놓인 정신적 경향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76) 이와 관련해

서는 “해체시키는 인식 auflösende[n] Erkenntnis”(TiV, 589)이라는 소설 속 

표현이 이전까지의 안정된 세계에서 벗어나 일탈의 길을 걷는 아셴바흐

의 내적인 변화 과정에 관련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베니스에서의 죽음｣에는 니체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연결해서 소설에 나타난 예술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특징들이 담겨 

있다. 이에 종말론적인 시대의 혼돈을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을 동시대

를 겨냥한 니체의 데카당스 예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해석할 수 있

다. 니체는 데카당스의 경향 속에서 시대 종말의 변화를 예감하였으며 

이는 이 소설에서 예민하고 분열된 예술가의 정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

다. 그 과정에서 아셴바흐의 내면은 분열을 통해 그려질 뿐만 아니라 급

격한 일탈을 겪으면서 그의 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변화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셴바흐의 일탈로서 그가 베니

스 여행에서 직면하는 사건은 그의 보수적인 세계관이 붕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니스에 유행하는 전염병은 쇠퇴와 몰락의 표상이자 

이를 조장하는 상징적인 매개이다. 이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셴바흐는 지금까지 유지한 작가의 품위와 권위에 반하는 기이한 일탈 

행위를 보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데, 이 과정은 서구 사회의 몰락과 고

전주의에서 출발하는 전통적 예술관의 결정적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시대성의 몰락과 파국에 관한 것이 소

설의 5장에 등장하는 아셴바흐의 꿈의 장면에 반영되어 있다.

  잠과 꿈은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다. 아셴바흐는 쉽게 잠에 

빠져들고 꿈을 꾸며, 잦은 몽상에 빠진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배 위, 곤

돌라, 호텔과 해변에서 지속적으로 잠이 든다. 이 잠은 아셴바흐의 업무

인 글쓰기와 긴밀히 연결된 듯 보인다. 소설이 인용하는 키케로의 글귀

Nietzsche, Stuttgart: Kröner Verlag 1964, S. 10.

176) 니체, 앞의 책, 1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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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 그는 “정신의 끊임없는 움직임  »motus animi continuus«”을 

동반한 글쓰기에서 긴장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력이 점차 소모될 

때 잠깐씩 눈을 붙이는데, 뮌헨 생활에서 그는 “부족한 잠 entlastender[n] 

Schlummer”(TiV, 501)을 호소한다. 그런데 뮌헨에서와 달리 아셴바흐는 

여행길에 오르자 배와 곤돌라, 호텔 등에서 수시로 잠을 잔다. 여기서 글

쓰기의 긴장과 잠의 이완이 서로 대립쌍으로 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몰 Björn Moll은 이와 관련해서 인물의 특성을 찾아내기도 한다. 그

에 따르면 자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잠을 아셴바흐는 여행 내내 좇고 

있으며, 이 점이 바삐 “방랑하면서 빈둥거리는 자 fahrender(en) 

Müßiggänger”(TiV, 521)인 인물의 내적인 모순성과 연결되고 있다.177) 몰

의 해석은 아셴바흐가 집요하게 성공을 향해 내달리면서도 동시에 자유

분방한 기질을 내면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꿈과 무의식 이론에 비춰봤을 때 아셴바흐의 꿈과 몽상은 

그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의식에 감춰진 소망을 반영한다. 꿈은 깨어있는 

의식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욕망과 소망, 욕구를 가공하는 곳이라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이다. 아셴바흐가 잠든 뒤 꾸는 몇몇 꿈의 장면들을 분

석하는 이 지면에서 의식과 무의식, 겉으로 드러난 자아와 그 이면에 감

춰진 자아에 관한 소설적 맥락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소설 속 구체적

인 꿈의 장면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소설은 전체가 프로이트 이론의 한 

실험장과 다를 바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78) 만은 아셴바흐가 지

177) Vgl. Björn Moll, Erotik, Krankheit, Schreiben: Narrative der Cholera im Tod in 

Venedig, in: Sabine Meine, Günter Blamberger, Björn Moll (Hrsg.): Auf Schwankendem 

Grund. Dekadenz und Tod im Venedig der Moderne, Morphomata Bd. 15, Parderborn 

2014, S. 56.

178) 1925년 이탈리아의 신문 La Stampa와의 인터뷰에서 토마스 만은 ｢베니스에서의 죽

음｣이 프로이트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쓰였다고 고백한다. Vgl. Frederick J. 

Beharriell, Never without Freud: Freud´s Influence on Mann, in: Hughes Kenneth (ed.): 

Thomas Mann in Context. Papers of the Clark University Centennial Colloquium, 

Worcester: USA 1978. 이 작품에 담긴 정신분석학적 시각으로 주로 고찰되는 것은 

“억압된 것들의 귀환 Wiederkehr des Verdrängten”이다. 이는 프로이트의 문학 분석 에

세이 「W. Jensen의 »Gradiva«에 나타난 광기와 꿈」(1907)이 담고 있는 주제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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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과 그의 비합리적인 내면을 소설 곳곳에서 

서로 촘촘하게 엮고 있으며, 그렇기에 꿈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

물의 행위에서 무의식적 충동과 현실적 의식 사이의 대립과 모순, 충돌

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겉으로 드러난 의식과 감춰진 비현실적 욕구

로 분열된 인물의 이중적 자아 그 자체가 소설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잠은 주인공의 글쓰기 작업과, 그리고 이어진 꿈은 작가로서

의 문학적 상상력과 닿아있다. 산책길에서 만난 이방인이 여행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자 “글을 쓰던 수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던 그

의 상상력 seine Einbildungskraft, noch nicht zur Ruhe gekommen seit den 

Stunden der Arbeit”(TiV, 504)이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

음 장면에서 낯선 이국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 생생히 드러난다. 이처럼 

꿈같은 몽상이 글쓰기 작업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설정은 꿈이 예술

가의 문학적 상상력과 연계돼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179) 이 작품에 등장

하는 비현실적인 상상도 꿈의 일종으로 본다면 뮌헨의 산책로에서 체험

한 이 몽상을 아셴바흐의 첫 번째 꿈이라 부를 수 있다. 그는 몽상 속에

서 난데없이 나타난 태고의 원시 세계의 풍광을 보고 있다. 이곳은 비옥

하고 풍요로운 생명력에 더해 아시아적인 이국성의 특색을 드러낸다.

그는 어떤 풍경을 보았다. 열대지방의 무겁게 내려앉은 흐린 하늘 아래의 늪

지대였다. 습하고 울창하며 거대한 밀림은 섬과 습지, 진창으로 이루어진 일

종의 원시 세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흘러나온 강의 지류를 따라 

열기를 뿜는 처녀림, 기름진 대지 위에 솟구쳐 진기한 꽃을 피워낸 식물들 

자들은 만의 베니스 소설과 이 에세이의 관련성을 주목했다. 만의 베니스 소설에도 

억압된 심리의 투사가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 인물과 환상 및 비극에 얽힌 사건들에 

투영되어 있다. 특히 프로이트의 에세이에서 폼페이 유적과 관련된 “Aschenfall”, 

“Aschenregen”의 단어들이 만의 소설 속 주인공의 명칭인 아셴바흐에 쓰였을 것이라

는 상관성이 분석되기도 했다. Vgl. Manfred Dierks, Thmas Mann und die 

Tiefenpsychologie, in: Thomas Mann Handbuch (2005), a.a.O., S. 284ff.; Vgl. Manfred 

Dierks, Der Wahn und die Träume in »Der Tod in Venedig«, a.a.O., S. 240-268.

179) Vgl. Moll (2014), 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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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줄기를 여기저기 뻗치고 있는 게 보였다. [...] 

우거진 대나무 숲의 대나무 줄기의 두드러진 마디들 틈에서 한 마리 호랑이

가 웅크리고 앉아 눈에서 빛을 번쩍였다. 

er sah, sah eine Landschaft, ein tropisches Sumpfgebiet unter dickdunstigem 

Himmel, feucht, üppig und ungeheuer, eine Art Urweltwildnis aus Insel, 

Morästen und Schlamm führenden Wasserarmen, - sah aus geilem 

Farrengewucher, aus Gründen von fettem, gequollenem und abenteuerlich 

blühendem Pflanzenwerk haarige Palmenschäfte nah und ferne emporstreben [...] 

sah zwischen den knotigen Rohrstämmen des Bambusdickichts die Lichter eines 

kauernden Tigers funkeln [...]. (TiV, 504) 

소설 초반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꿈은 아셴바흐가 소설 막바지에 꾸는 격

렬한 축제현장이 등장하는 꿈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 여기서 아시아적인 

이국성을 표상하는 “호랑이”가 후반부의 꿈의 내용인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 현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 신을 묘사하는 『비극의 탄

생』에서 “디오니소스의 수레는 꽃과 꽃다발로 지붕을 엮고 그 멍에를 끼

고 표범과 호랑이가 걸어간다”180)라는 대목을 볼 수 있다. 또한 만프레

드 디어크스 Manfred Dierks의 분석대로 소설에서 베니스의 전염병이 인

도의 콜레라가 원인이 되어 그로부터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설정은 다음

처럼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가 인도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아간 과정을 떠

올리게 한다. 

소크라테스적인 인간의 시대는 지났다. 담쟁이 넝쿨로 된 화환을 쓰고, 튀르

수스의 지팡이를 든 너희들은 호랑이와 표범이 애교를 떨며 무릎에 앉아도 

놀라지 마라. 너희가 인도에서 그리스로 이어지는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 행

렬을 수행해야 한다. 

Die Zeit des sokratischen Menschen ist vorüber: kränzt euch mit Epheu, nehmt 

den Thyrsusstab zur Hand und wundert euch nicht, wenn Tiger und Panther sich 

schmeichelnd zu euren Knien niederlegen [...]. Ihr sollt den dionysischen Festzug 

von Indien nach Griechenland geleiten! [Nietzsche, Geburt der Tragödie]181)

180) 니체, 앞의 책,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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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후반에 등장하는 아센바흐의 마지막 꿈은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 현

장의 절정을 그대로 재현한 듯이 그려져 있다. 이 꿈속에서 아셴바흐는 

아우성치는 인간과 동물의 무리가 함께 뒤섞인 광란의 축제 현장에 서 

있다. 넘실대는 화염과 고막을 찢는 굉음, 기이한 소리와 냄새, 인간과 

동물이 뒤섞여 벌이는 무절제한 춤이 흡사 열광의 도가니를 방불케 하는

데, 그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숫염소 Böcke” 그리고 이들이 내는 듯

한 “길게 빼는 우 - 울음소리 gezogenem U-Ruf”(TiV, 583)가 이 축제의 

성격을 신화적인 맥락에 곧장 대응시킨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뒤섞여 

춤을 추고, 뿔이 달린 염소가 등장하며 더불어 성적인 욕망이 제약 없이 

발산되는 이 축제가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의 성격을 넘어서서 보다 과격

하게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축제 현장은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발푸

르기스의 밤’을 연상시키는 과격하고 광폭한 현장으로 나타나 있다. 

나무로 만든 거대하고 음탕한 상징물이 제막되어 높이 치켜세워졌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거칠게 되어 구호를 외쳐 댔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호색

적인 동작과 외설적인 손놀림으로 서로를 자극하며 웃어대거나 신음을 토했

다. 그러고는 가시가 달린 막대기로 서로의 몸을 쑤셔대면서 사지에 묻은 피

를 핥아먹는 것이었다. 

Das obszöne Symbol, riesig, aus Holz, ward enthüllt und erhöht: da heulten sie 

zügelloser die Losung. Schaum vor den Lippen tobten sie, reizten einander mit 

geilen Gebärden und buhlenden Händen, lachend und ächzend stießen die 

Stachelstäbe einander ins Fleisch und leckten das Blut von den Gliedern. (TiV, 

583)

신화 속 축제를 연상시키는 꿈의 내용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과격해지

며 사도 마조히즘적 이미지가 등장하는 등 광란의 현장으로 뒤바뀌고 있

다. 말하자면 꿈은 신화적인 연출로 시작되었지만 폭력과 살상, 혼음과 

광기어린 윤무가 난무하는 파괴적인 결말을 제시한다. 그 꿈이 아셴바흐

181) Zitiert nach Manfred Dierks (1972),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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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켜온 “삶의 문화 die Kultur seines Lebens”(TiV, 582) 파멸시키고 말

살했다는 표현을 통해 봤을 때, 꿈의 폭력성은 지금까지 아셴바흐가 지

켜온 도덕적이고 금욕주의적인 태도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셴바흐는 이 마지막 꿈을 꾼 뒤 이전과는 태도가 완전

히 바뀐다.  

형벌을 당한 그 사나이는 신경이 쇠약해지고 완전히 피폐해졌으며 무기력하

게 악마의 꾀임에 넘어간 듯한 상태로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의 

의심을 받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았다.   

Aus diesem Traum erwachte der Heimgesuchte entnervt, zerrüttet und kraftlos 

dem Dämon verfallen. Er scheute nicht mehr die beobachtenden Blick der 

Menschen; ob er sich ihrem Verdacht aussetze, kümmerte ihn nicht. (TiV, 584)

파괴적인 마지막 꿈을 꾼 이후로 그는 타치오를 몰래 추종하던 것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 직접 본색을 드러낸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고도 

무책임하게 곧바로 그 그리운 소년에게 머물렀고 [...] sein Blick schwer, 

unverantwortlich, unverwandt auf dem Begehrten ruhte”, 좁은 길에서도 그

는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년의 뒤를 밟는다. 더욱 결정적으로 

그는 젊은이를 흉내 내서 몸을 치장하고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아셴바

흐의 합리적이고 냉철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그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타치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 광기어린 축제에서 

그가 당한 재앙이라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이전까지 지니고 있던 모

습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곧장 그의 죽음과 연결된다. 이렇듯 

꿈에는 현실이, 인물에게 내재된 기억이 아니라 인물에게 닥칠 미래가 

투영되어 있다.   

  이 꿈에 등장하는 “낯선 신”은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아직 알려

지지 않은 어떤 신”182)으로 일컬은 디오니소스 신의 다른 이름이다. 디

오니소스 신은 원래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포스의 신들과는 동떨어진 이질

182) 니체, 앞의 책,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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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낯선 신이며 그가 뒤늦게 그리스로 들어와 ‘이방인의 신’으로 불

렸다는 기록이 있다.183) 아셴바흐의 꿈과 『비극의 탄생』을 관련지을 수 

있는 근거는 토마스 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의 구상 단계

에서 적은 만의 메모에서 신화적인 대상에 관한 기록이 발견된다.184) 만

은 거기서 디오니소스 신을 ‘도래하는 낯선 신’이라 일컫고, 신화 속에서 

이 신에 저항하는 이들은 모두 경악스러운 형벌이라 할 고통을 당한다고 

쓰고 있다.185) 이때 이 형벌이라는 말이 아셴바흐가 꾸는 꿈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꿈에 나타난 무아지경의 혼돈과 광기가 형벌

과 재앙에 비견되듯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것이 아셴바흐를 파멸

시키듯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꿈에 제시된 집단적인 혼용, 그 광기어린 혼란은 앞으로 도래할 붕

괴와 소멸의 마지막 제스처로서 조직화된 유럽사회의 붕괴, 전통과 관습

으로부터의 일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꿈이 아셴바흐가 지

켜온 “삶의 문화를 초토화시켜 완전히 파멸시켰다 ließen die Kultur 

seines Lebens verheert, vernichtet zurück”(TiV, 582)는 언급에는 서구사회

의 유기적이고 통일적 가치로서의 ‘문화’의 존재가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마지막 꿈을 꾼 이후 아셴바흐의 태도는 더 이상 프로이센 사

회의 일원으로서 도덕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의 욕

구에 따라 서슴없이 타치오의 뒤를 좇고 화장과 염색으로 스스로를 변화

시킨다. 이같은 욕망의 해방이 향하는 곳은 그의 죽음인 까닭에 이는 서

구 문화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내면세계의 분열과 불협화의 서사

183) 홍사현, 「신화와 종교의 낭만주의적 결합. 셸링과 횔덜린의 디오니소스 수용」, 인

문논총 제 60집, 2008, 71면 참조.

184) Vgl. Thomas Mann, Anhang I. Ausgewählte Notizen aus den vorarbeiten zum Tod in 

Venedig, in: Manfred Dierks (1972), a.a.O., S. 207-210.

185) Vgl. Manfred Dierks (1972), S.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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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아셴바흐의 내적 분열

  뮌헨에 거주하던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베니스 여행은 이 소설의 핵심

에 놓인 사건이다. 이런 서사적 전개의 주된 동기는 주인공의 내면의 변

화에서 비롯된다. 아셴바흐의 심리적 변동은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감지된다. 그는 아래의 장면에서 어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감정에 홀

로 빠져있다. 젊은 나이에 작가로서의 성공을 만끽하는 동시에 이를 적

절히 제어하기도 하는 능숙한 예술가인 그는 어딘지 비밀스러운 내면을 

감추고 있다.

그런데 낯선 이의 모습에서 엿보인 방랑기가 아셴바흐의 상상력을 자극한 

건지 혹은 어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인지 그의 내면이 

이상하게 확장되는 것을 아셴바흐는 매우 놀라워하며 깨닫고 있었다. 그것

은 일종의 정처 없이 떠도는 불안감이었고, 머나먼 곳을 향한 젊은이의 갈

증 같은 욕구였으며, 너무도 생생하고 새로운, 혹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 두

어 잊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시킨 채 

이런 느낌의 본질과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제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Mochte nun aber das Wandererhafte in der Erscheinung des Fremden auf seine 

Einbildungskraft gewirkt haben oder sonst irgendein physischer oder seelischer 

Einfluß im Spiele sein: eine seltsame Ausweitung seines Innern ward ihm ganz 

überraschend bewußt, eine Art schweifender Unruhe, ein jugendlich durstiges 

Verlangen in die Ferne, ein Gefühl, so lebhaft, so neu oder doch so längst 

entwöhnt und verlernt, daß er, die Hände auf dem Rücken und den Blick am 

Boden, gefesselt stehen blieb, um die Empfindung auf Wesen und Ziel zu 

prüfen.(TiV, 504)

뮌헨의 산책로에서 낯선 행인을 목격한 뒤 아셴바흐의 마음엔 알 수 없

는 동요가 생긴다. 그의 느낌과 소회를 통해서 그가 본래 어떠한 인물인

지가 어렴풋이 드러난다. 이는 그가 이 소설의 2장에서 강조하듯 “지나

치게 인식만을 파고드는 mit der Erkenntnis Raubbau getrieben”(TiV, 512) 

냉철한 심리의 소유자, 또 본래 열정적인 내면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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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간만은 아니라는 점을 폭로한다. 그는 불현듯 자신의 내면이 확

장되는 듯한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놀라면서도 “머나먼 곳을 향한 in 

die Ferne” 갈망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생긴 자연스러운 감정에 몰두해 있

다. 작가로서의 철두철미한 성향 뒤에는 아셴바흐의 솔직한 본성인 불명

료하고 다소 혼란스러운 감정이 머물고 있다. 이는 그가 오롯이 건실하

고 모범적인 작가였다가 일순간 경솔한 애정에서 비롯된 무절제한 감정

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이 아님을, 즉 이미 “어렵고 파란많은 인생 

ein[es] schweres[en], bewegtes[en] Leben[s]”을 아는 인간으로서 단순하기

보다는 복잡한 체험 속에서 각성하는 인물임을 말해준다.

  인물이 지닌 복잡한 양가성은 특히 “관상학적 형상 physiognomische 

Durchbildung”(TiV, 515)에 빗대어진다. 이때 아셴바흐의 인상은 대립하는 

특징들이 서로 충돌하는 양 서로 복잡하게 뒤섞인 모습이다. 그는 시골

사람 같은 “갈색 피부 brünett”를 지녔으나 “면도를 해서 rasiert” 깔끔하

고, 체구는 “아담 zierliche[n] Gestalt”한데 그에 비해 머리는 “약간 큰 편 

einwenig zu groß”이다. 정수리 근처 머리카락은 빠져 “훤 gelichtet”하지

만 반대로 관자놀이께는 “숱이 많고 세어 voll und stark gegraut”있다. 또 

큰 입은 “자주 축 늘어지다가 oft schlaff”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오그라

들어 팽팽해지고 oft plötzlich schmal und gespannt”, 뺨은 “야위고 패였는

데 mager und gefurcht” 턱의 모양은 “잘생긴 wohlausgebildet[e]”(TiV, 515) 

온전한 생김새다. 얼굴 생김새의 모순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아셴바흐의 

분열된 면은 그의 성격을 묘사하는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소설의 2장은 

다른 장들과 다르게 아셴바흐의 외적인 성향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어조

를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다.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대왕의 삶에 관한 명료하고도 힘찬 산문 서사시의 작

가, 오랜 노력 끝에 풍부한 인물들로 이루어진, 그토록 다양한 인간 운명을 

한 가지 이념의 그림자 속에 수집하여 엮은 소설, 즉 <마야>라는 이름의 

그 소설을 엮은 끈기 있는 예술가, 저 강렬한 이야기인 <가련한 남자>를 

써서 감사할 줄 아는 젊은이들에게 심오한 인식 저편의 도덕적 결연함의 

가능성을 보여준 소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과 예술」이라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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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논문의 저자 [...]. 이 구스타프 아셴바흐는 슐레지엔 지방의 군청 

소재지 L시에서 고위법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Der Autor der klaren und mächtigen Prosa-Epopöe vom Leben Friedrichs von 

Preußen; der geduldige Künstler, der in langem Fleiß den figurenreichen, so 

vielerlei Menschenschicksal im Schatten einer Idee versammelnden 

Romanteppich, »Maja« mit Namen, wob; der Schöpfer jener starken Erzählung, 

die »Ein Elender« überschrieben ist und einer ganzen dankbaren Jugend die 

Möglichkeit sittlicher Entschlossenheit jenseits der tiefsten Erkenntnis zeigte; der 

Verfasser endlich [...] der leidenschaftlichen Abhandlung über »Geist und 

Kunst« [...] Gustav Aschenbach also war zu L., einer Kreisstadt der Provinz 

Schlesien, als Sohn eines höheren Justizbeamten geboren. (TiV, 507f.)

소설의 2장은 아셴바흐에 대한 회고로 이루어져 있다. 인물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듯 간접적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이 직

접 나타나 있는 다른 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아셴바흐는 줄곧 그

가 쓴 문학작품 그리고 그 속의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아셴바흐가 쓴 작품들의 “이야기 세계 die[diese] erzählte Welt”에 주기적

으로 등장하는 “영웅적 주인공 Heldentyp”은 예술을 위해 “순수한 불꽃 

reine[n] Flamme”을 품으면서 동시에 “창백한 무기력 bleiche Ohnmacht”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공허 eine innere 

Unterhöhlung”를 “우아한 자기통제 die elegante Selbstbeherrschung”(TiV, 

511)를 통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소설 속 인물 성향이 

그대로 아셴바흐를 가리키고 있다. 일을 위해서는 “초인적인 의지 

Willensverzückung”를 내보이면서도 자신의 유약한 내면은 드러내지 않는 

작가인 아셴바흐는 “회의와 반어라는 온갖 장애 alle Hemmungen des 

Zweifels und der Ironie”를 뛰어넘으면서 끊임없이 “품위를 향해 상승 

Aufstieg zur Würde”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세로 

자신의 비밀한 내면을 억누르고 있는 아셴바흐는 숭고한 예술의 영역과 

냉철한 현실 사이를 오간다. 그를 시대에 밀착한 “업적주의 

Leistung”(TiV, 512) 예술가로 묘사하는 장면에서 그는 현실주의적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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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그려진다.

  이 소설의 2장은 전체 5장으로 이루어진 구성에서 서술자가 주인공과 

거리를 두고 그의 성향과 살아온 과거의 활동을 객관적인 어조를 통해 

전달하는 유일한 곳이다. 아셴바흐의 삶과 더불어 문학 작업에 대한 그

의 투철한 정신이 밝혀지는 장으로 이 둘 사이의 긴밀함을 엿볼 수 있

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러한 긴밀함을 드러내기 위해 아셴바흐의 성향을 

그가 쓴 작품 속 인물들과 비교를 통해 제시한다. 이에 아셴바흐의 성격

은 허구적 인물들의 그것과 같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써 ‘그’라는 존재

는 그가 창조한 인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아셴바흐와 소설적 현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지시한다. 그와 허구적 

인물들과의 친밀성은 아셴바흐가 몸담은 비밀스러운 세계를 넌지시 겨냥

하는데, 그가 베니스라는 수수께끼의 마력을 지닌 세계를 체험하는, 말하

자면 비현실적으로 가공된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의 창조자는 자신의 고향을 정복한 프리드리히 대왕이 

보여주었던 그런 지속적인 의지와 끈질김으로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작품이 

주는 긴장감을 참고 견뎠으며 오직 창작활동에만 그의 가장 원기왕성하고 

가장 고귀한 시간들을 바쳤기 때문이다. 

[...] weil ihr Schöpfer mit einer Willensdauer und Zähigkeit, derjenigen ähnlich, 

die seine Heimatprovinz eroberte, jahrelang unter der Spannung eines und 

desselben Werkes ausgehalten und an die eigentliche Herstellung ausschließlich 

seine stärksten und würdigsten Stunden gewandt hatte. (TiV, 510)

집요하고 끈기 있으며 투철한 작가로서 아셴바흐의 성향은 그의 작품 속 

주인공 프리드리히 대왕에 빗대어진다. 마찬가지로 한 비평가가 아셴바

흐의 작품 속 전형적 인물이 “몸에 칼과 창이 꽂히는 die Schwerter und 

Speere durch den Leib” 고통을 의연하게 견디는 “세바스티안의 형상 

Sebastian-Gestalt”(TiV, 511)이라고 묘사했을 때 이는 창작의 고통을 인내

하는, 또 금욕주의적인 아셴바흐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셴

바흐와 문학의 긴밀성은 그의 작품 역시 아셴바흐의 성향을 내밀하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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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고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아셴바흐의 삶의 태도, 즉 

“거의 모든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서 존재하는 것 daß 

beinahe alles Große, was dastehe, als ein Trotzdem dastehe […] sei”(TiV, 

511)이라는 깨달음은 다음에서 보듯 그의 문학 작품에 대한 서술로 이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의 소견 이상의 것으로서 체험이었고 곧바로 그의 삶

과 명성을 대변하는 공식으로서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였다. 그

러니 이 말이 도덕적인 유형이 되고, 작가 고유의 인물들의 외적인 몸짓으

로 나타난다 해도 무엇이 놀랄 일인가? 

Aber das war mehr als eine Bemerkung, es war eine Erfahrung, war geradezu die 

Formel seines Lebens und Ruhmes, der Schlüssel zu seinem Werk; und was 

Wunder also, wenn es auch der sittliche Charakter, die äußere Gebärde seiner 

eigentümlichsten Figuren war? (TiV, 511)

아셴바흐의 말과 행동 나아가 그의 “삶”이 그의 문학 속에 투영되어 있

다. 그의 생각과 태도가 “작가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들 seine[r] 

eigentümlichsten Figuren”에게서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는 설명에서 아셴바

흐와 허구적 인물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그가 

작가라는 직업을 뛰어넘어 철저히 문학적인 인간임을 시사하는데, ‘문학

적 인간’이란 여기서 단순한 비유 이상으로 이 소설에 드러난 아셴바흐

의 허구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아셴바흐가 여행하는 낯선 도시 

베니스는 불가항력의 “데몬 Dämon”(TiV, 566)의 힘을 품은 동화 속 공간

과 다름없으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세계를 모험하는 주인공(소설 속 영웅)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야기 속 허

구적 주인공에 비견될 수 있는 아셴바흐의 특수한 상황이 작가와 작품,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다루는 2장의 내용 속에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아셴바흐가 이야기 속 영웅처럼, 예컨대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오디세

우스처럼 죽음의 매혹으로 빚어진 세계를 유랑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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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는 것은 결국 소설적 주체인 그의 혼돈과 분열이다. 아셴바흐는 

자신이 품고 있던 냉철함을 잃고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지닌 

감각적이고 유혹적인 세계를 향한 내밀한 욕구가 그를 모험으로 이끈 것

이다. 그에게 내밀한 자유분방함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그의 작품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장년기에 쓴 <가련한 사람>이라는 소설을 

둘러싼 일화에서 엿볼 수 있다. <가련한 사람>은 아셴바흐의 젊은 시절

의 자유분방함과 타락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이는 그가 모

범적인 작가가 된 이후에 품위를 지켜 엄격하게 쓴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작품의 뛰어난 완성미를 치켜세우며, 아셴바흐한

테 품위가 생기면서 빼어난 미의식도 함께 생긴 것이냐며(Vgl. TiV, 

513-514) 이를 “묘한 연관성 seltsame Zusammenhänge”(TiV, 513)이라고 표

현한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말은 <가련한 사람들>의 탁월함이 오로지 

작가의 품위와 엄격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즉 <가련한 사람들>에 드러난 빼어난 미의식이 오로지 보수적인 방식의 

예술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작가의 본능과 자유로운 

열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방종

함을 버리고 품위와 권위에 기대어 자신을 탈바꿈한 아셴바흐의 장년기 

작품에 드러나 있는 예술적 탁월함이 오로지 품위와 권위의 산물만은 아

님을 말하고 있다.

  소설이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아셴바흐의 합리적인 냉철함은 사라져가

고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한 성향은 점차 더 강해진다. 아셴바흐가 바라보

는 현실은 그의 무절제한 동경과 소망이 투영되어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

고 있다: “동경은 부재한 인식에 대한 증거다 die Sehnsucht ist ein 

Erzeugnis mangelhafter Erkenntnis.”(TiV, 560) 아셴바흐는 매혹과 동경에 

사로잡혀 객관적 이성을 잃고 자신이 속한 현실을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 

바라본다. 베니스에 퍼진 전염병의 실체를 좇는 아셴바흐의 내면에 의심

과 의혹이 싹튼다. 그는 베니스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사

람들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고 믿는다. 그의 이런 믿음

에 동참하기라도 하듯 베니스의 현실은 점점 더 미궁처럼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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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용에서 베니스의 객관적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아셴바흐의 주관

적인 시선이 밀접히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리도에서 체류한 지 4주째가 되어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는 바깥 세상에 관

한 몇 가지 불길한 인상을 감지했다. 첫째로, 그가 보기에 시즌이 한창이 

되어가는 데도 그가 묵고 있는 호텔의 손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독일어는 그의 주위에서 씨가 마른 

것처럼 들리지도 않더니, 마침내는 식사할 때나 해변에서 단지 낯선 말소

리만 그의 귀에 들려왔다. 

In der vierten Woche seines Aufenthalts auf dem Lido machte Gustav von 

Aschenbach einige die Außenwelt betreffende unheimliche Wahrnehmungen. 

Erstens schien es ihm, als ob bei steigender Jahreszeit die Frequenz seines 

Gasthofes eher ab- als zunähme, und insbesondere, als ob die deutsche Sprache 

um ihn her versiege und verstumme, sodaß bei Tisch und am Strand endlich 

nur noch fremde Laute sein Ohr trafen. (TiV, 563)

위의 장면에 등장한 “운하임리히 unheimlich”는 이중적인 뜻을 내포한다. 

이는 베니스에서 아셴바흐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불길한 사건으로서 전

염병의 출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

데 이런 베니스의 현실이 아셴바흐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장면에서 현실 세계가 ‘불길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

는 까닭은 아셴바흐의 주관적인 인상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등장하는 “als ob” 구문이 베니스의 현실이 아셴바흐의 주관적인 

의식을 거쳐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아셴바흐는 마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또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 즉 자신과 같

은 유럽 내륙 출신들이 주변에서 사라진 듯이 느낀다. 베니스의 불온한 

현실이 인물의 내적 인상을 통해서, 즉 점차 이성을 잃어가는 아셴바흐

의 비합리적인 내면을 통해서 묘사된다. 그의 내적인 고립은 오직 타치

오를 좇는 일에만 맞춰져 있고, 이에 그는 점점 더 이성적인 행동과 멀

어진다: “고독, 낯섦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깊은 도취의 행복이 그를 북

돋아 지극히 낯선 행동도 겁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도록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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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amkeit, Fremde und das Glück eines späten und tiefen Rausches 

ermutigten und überredeten ihn, sich auch das Befremdlichste ohne Scheu 

und Erröten durchgehen zu lassen […].”(TiV, 568) 베니스가 전염병과 부

패, 타락의 온상으로 드러날수록 아셴바흐의 비합리적인 행보도 뚜렷해

진다. 이는 아셴바흐의 내면과 소설적 현실의 암묵적인 합일을 가리켜 

보여준다.

  주인공의 감춰진 자유분방한 내면은 이 소설의 비현실적인 세계와 결

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속에서 아셴바흐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

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허구적인 존재성을 띠고 나타난다. 

그는 줄곧 자신이 쓴 작품 속 허구적 인물들과 비교를 통해 제시되고, 

제삼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 모습을 비추며, 재차 어떤 이야기 속의 ‘등

장인물’처럼 다뤄진다.186) 그의 이런 ‘문학적’ 특징은 그에 대한 소개가 

전형적인 이야기 속 인물 묘사 방식을 따르는 부분에서도 짐작된다.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는 중키가 좀 못 되고 연갈색 피부를 하고 있었

으며, 면도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Gustav von Aschenbach war 

etwas unter Mittelgröße, brünett, rasiert”(TiV, 515)라는 문장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정형화된 소개를 본뜨고 있다. 아셴바흐는 또한 이름이 

아닌 비유적인 호칭으로 불리는데, 가령 서술자는 그를 “관찰자 der 

Betrachtende”(TiV, 552), “감격한 자 der Enthusiasmierte”(TiV, 554), “노인 

der Altende”(TiV, 557), “고독한 파수꾼 der Einsam-Wache”(TiV, 559), “매

혹당한 자 der[n] Berückte[en]”(TiV, 560) “시련당한 자 der 

Heimgesuchte”(TiV, 584) 등으로 칭한다. 이런 호칭들은 쉽게 유혹당하고 

186) 젊어서 대중스타가 된 아셴바흐를, 그가 35세 되던 해 옆에서 “지켜 본 이”가 서술

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여기서 아셴바흐의 삶은 “지속적인 긴장”(TiV, 509)으로 

묘사된다. 마르티네즈는 그의 논문(“Doppelte Welten”, 1996)에서 아셴바흐가 뮌헨을 

떠나 베니스로 향하는 여행을 ‘긴장’에서 ‘이완’으로의 이행으로 정리한다. 아셴바흐

가 작가적 명성을 유지하고자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긴장 Anspannung’으로, 그

가 베니스 여행에서 자기 자신을 유혹에 내맡기는 행위는 ‘이완 Abspannung’으로 제

시된다. 그에 따르면 아셴바흐가 곤돌라를 잡아타는 장면을 기준으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Vgl. Matías Martínez (1996), S. 1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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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리며 불완전하고 충동적인 자아를 지닌 인물 성향을 비유적으로 가

리킨다. 

  자신의 이름을 벗어나 소설 세계의 역할을 가장한 호칭으로 불리는 이

런 맥락은 “달콤한 우화 zarte Fabeln”(TiV, 560) 속을 모험하는 듯 비현

실적인 세계에 동참하는 아셴바흐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작

품에서 이런 환상적인 세계는 ‘감추어진 서사’187)를 통해 제시되며 그곳

은 죽음과 에로스를 동반한, 오직 타치오가 중심이 된 세계다. 이 세계가 

꿈이며 환상이라는 것을 작품 4장의 후반부에 언뜻 암시되는데, 아셴바

흐는 잠깐 동안 꿈과 현실 사이에 놓이는 기이한 체험을 한다. 

그러나 그토록 열정적이고 장엄하게 시작된 하루는 전체적으로 기이하게 

부각되면서 신화적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너무나 부드럽고 의미심장하게, 

천상적인 속삭임처럼 관자놀이와 귀 주위를 맴도는 이 미풍은 어디서 불어

온 무엇이었을까? 

Aber der Tag, der so feurig-festlich begann, war im ganzen seltsam gehoben 

und mythisch verwandelt. Woher kam und stammte der Hauch, der auf einmal 

so sanft und bedeutend, höherer Einflüsterung gleich, Schläfe und Ohr 

umspielte? (TiV, 559)

이 장면에서 아셴바흐는 잠들어 꿈을 꾸고 있다. 직전에 그는 타치오에 

대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 홀로 앉아 있었다. 열려진 

창가에 앉아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 또다시 잠이 든 그는 꿈속에서 

현실에 불어오는 “미풍 der Hauch” (TiV, 558)을 느낀다. 그가 열려진 창 

앞에 앉아 있다가 잠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장면에선 그의 현실과 꿈

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꿈과 현실의 명확한 

경계가 지워진 듯 연출된 이런 장면은 아셴바흐가 직면하게 될 꿈과 같

은 비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암시를 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87) ‘감춰진 서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2.4.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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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불협화의 서사

  아셴바흐는 자신이 창조한 작품 속 허구적 인물들의 성향과 닮은 것으

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마법과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에 참여하는 

인물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아셴바흐는 작가인 점을 차치하더라도 

문학적인 것과 깊이 연결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그는 

작가인 토마스 만의 투영이기도 하고, 만은 그를 통해서 동시대의 전형

적인 예술가 상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기도 한다.188) 이와 관련해서 바겟 

Hans R. Vaget은 이 작품에 드러난 작가와 예술작품 사이의 모순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다음처럼 표현하고 있다.

토마스 만이 – 거인을 쳐죽이고 나서 자신이 거인의 자질을 획득한 동화 

속 주인공에 견줄만한 그가 - 아셴바흐를 자기 자신한테서 인식하고 그를 

“존경 어린 전율” 속에서 죽인 이후에 비로소 아셴바흐가 되어야 했던 것

은 아이러니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이 작가의 작가로서의 이력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아이러니에 속하는 것이다. 

Es gehört zu den frappantesten Ironien dieser an Ironien reichen 

Schriftstellerschaft, daß Thomas Mann – einem Märchenhelden vergleichbar, der 

nach vollbrachter Tat die Attribute des Riesen erwirbt, den er erschlagen – erst 

selbst noch Aschenbach werden mußte, nachdem er den Aschenbach in sich 

selbst diagnostiziert und »respektvoll erschüttert« zu Tode gebracht hatte.189)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아셴바흐는 작가 토마스 만을 반영한 인물로 

평가된다.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허구적 인물은 그러나 예술적 재현의 

결과물로서 자전적 소설이라 하더라도 인물을 통해 작가 고유의 작가성

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달리 말해 아셴바흐는 토마스 만의 

연장이 아니다. 여기에 자전적 소설에서 작가와 인물 사이에 놓인 모순

188) Vgl. Mann, Kommentar. Frühe Erzählungen 1893-1912, in: GKFA 2.2, Frankfurt a. M., 

S. 360ff, hier S. 362.

189) Hans R. Vaget, Die Erzählung, in: Thomas-Mann-Handbuch (2005), a.a.O., S.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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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립이 드러나 있다. 야라우스 Oliver Jahraus는 문학에서 ‘삶과 작품’, 

‘작가와 인물’ 등 이분법적으로 놓여 있는 대상들이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성적인 재현 die hybride Repräsentanz” 관

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190) 이 말은 작가와 그를 반영한 작품 속 인

물 사이에 놓인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을 설명해 준다. 야라우스의 개념

에서 혼성적인 재현은 자전적 작품에서 허구적 인물이 작가를 그의 자전

적 삶에서 끄집어내 세상에 공개하는 동시에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 그의 

모습을 “해체 Destruktion” 하는 것을 말한다.191) 이때 작가의 형상을 만

들면서 또한 해체하는 것은 작품 고유의 예술적 방식에 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아셴바흐는 작가인 토마스 만의 작가적 

면모를 엿보게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작가로서의 형상을 해체하는데, 이는 

그가 혼돈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의 형상을 허구적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 병치시키

는 맥락은 인물의 허구적 상징성을 은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가 창조한 작품 속 허구적 인물들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아셴바흐는 현실에서의 주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인물로 

비춰진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동화처럼 비현실적인 베니스에서 율리시

즈와 같이 모험을 하는 ‘문학 속 인물’에 비견되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

런데 이 비현실적인 공간은 그의 내면과 일찍부터 관련되어 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줄곧 상상을 통해 낯선 이국을 동경해 왔고, 그와 

동시에 그의 눈앞에 등장한 것이 베니스다. 결국 아셴바흐가 욕망하던 

세계가 눈앞의 현실에 나타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아셴바흐가 “(그의) 

욕망에 눈 떴다 seine Begierde ward sehend”(TiV, 504)라는 소설 속 문장

이 암시하고 있다.192) 아셴바흐의 “환상적인 일탈 das märchenhafte 

190) Vg. Oliver Jahraus, Die Geburt des Klassikers aus dem Tod der Figur. Autorschaft 

diesseits und jenseits des Textes der Tod in Venedig von Thomas Mann, in: Michael 

Ansel, Hans Edwin Friedrich, Gerhard Lauer (Hrsg.): Die Erfindung des Schriftstellers 

Thomas Mann, Berlin, New York 2009, S. 219f.

191) Vgl. Jahraus (2009), S. 220f, hier S.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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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weichende”과 베니스라는 소설적 공간은 서로 맞닿아 있다. 

그의 내면의 이끌림, 그에게는 아직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에서 쉴 수 있는

지, 분명치 않았다. 그는 배편을 찾아봤다. 뭔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

던 그에게 불현듯이, 그리고 또한 놀랍고도 자명하게 목적지가 그의 눈앞

에 떠올랐다. 밤새도록 비할 바 없이 환상적인 일탈을 성사시키고자 원한

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다. […] 그는 그곳으로 

가고만 싶었다. 

[…] ein Zug seines Innern, ihm war noch nicht deutlich, wohin, beunruhigte 

ihn, er studierte Schiffsverbindungen, er blickte suchend umher, und auf einmal, 

zugleich überraschend und selbstverständlich, stand ihm sein Ziel vor Augen. 

Wenn man über Nacht das Unvergleichliche, das märchenhafte Abweichende zu 

erreichen wünschte, wohin ging man? Aber das war klar. […] Dorthin hatte er 

reisen wollen. (TiV, 516f.)

인물의 내면과 소설적 현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만

은 소설적 주체의 분열된 의식을 해체적 양식을 통해 표현하는 표현주의

적 예술방식을 옹호하지 않는 작가로, 아셴바흐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형

의 인물에 속한다. 그러나 인물의 내밀한 의식과 서사적 현실이 뒤섞여 

있는 양상은 인물과 거기에 맞선 소설 세계가 등장하는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과 차이가 난다. 이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디오니소스적인 타락과 조우한 듯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그의 불합리한 

내면과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지속적으로 예민하고 고집스럽게 베니스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결한 사건들을 주목했다. 외부세계의 모험에 그의 마음속의 모험이 은밀

192)  Vgl. Rossi (2015), S. 129: “아셴바흐는 현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를 일

그러뜨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따라서 텍스트에 드러난 현실은 또한 

언제나 주체의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Aschenbach sieht die Dinge mit einem ›

entstellten‹, die Realität prä- und deformierenden Blick, so dass die im Text dargestellte 

Wirklichkeit jederzeit auch als subjektive Vorstellung gedeute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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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합류했으며, 그 모험은 그의 열정을 불확실한 금단의 희망으로 살찌

웠다. 

Aber zugleich wandte er beständig eine spürende und eigensinnige 

Aufmerksamkeit den unsauberen Vorgängen im Inneren Venedigs zu, jedem 

Abenteuer der Außenwelt, das mit dem seines Herzens dunkel zusammenfloß 

und seine Leidenschaft mit unbestimmten, gesetzlosen Hoffnung nährte. (TiV, 

569)  

이 장면에서 아셴바흐의 내면은 낯선 위험이 도사리는 베니스의 현실에 

은밀히 결탁해 있다. 베니스의 상황이 악화되어 혼란으로 치닫을수록 아

셴바흐의 비이성적인 무분별함은 보다 뚜렷해진다. 환상문학 연구가 로

저 까유아 Roger Callois는 인물의 내면과 결탁한 듯 보이는 수상쩍고 불

완전한 소설적 현실을 이미 균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현실의 이

런 과도한 ‘균열’을 환상성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193) 그가 환상성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베니스로 떠나는 배 위에서 아셴바흐가 감

상에 젖는 다음의 장면이다.

그에겐 모든 것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듯했고, 세계가 왜곡되어 기이하

게 번져 나가듯이 꿈속에서처럼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얼

굴을 약간 가리고 나서 새롭게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느낌을 차단할 수 있

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몸이 두둥실 뜨는 느낌이어서 어리둥

절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육중하고 어두운 선체가 천천히 담장처럼 에

워싸인 해안을 서서히 떠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Ihm war, als lasse nicht alles sich ganz gewöhnlich an, als beginne eine 

träumerische Entfremdung, eine Entstellung der Welt ins Sonderbare um sich 

zu greifen, der vielleicht Einhalt zu tun wäre, wenn er sein Gesicht ein wenig 

verdunkelte und aufs neue um sich schaute. In diesem Augenblick jedoch 

berührte ihn das Gefühl des Schwimmens, und mit unvernünftigem Erschrecken 

193) Vg. Roger Callois, Das Bild des Phantastischen. Vom Märchen bis zur Science Fiction, 

in: Rein A. Zondergeld (Hrsg.): Phaïcon 1. Almanach der phantastischen Literatur, 

Frankfurt a. M. 1974: Insel,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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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sehend, gewahrte er, daß der schwere und düstere Körper des Schiffes sich 

langsam vom gemauerten Ufer löste. (TiV, 519)

아셴바흐가 눈앞의 현실을 기이하고 낯설게 느끼는 이 장면은 단순히 출

항하는 배 위에서 감상에 젖은 그의 소회를 묘사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이 

소설에 감춰진 수수께끼와 같은 세계를 암시한 것이다. 죽음과 관계된 

비현실적인 세계는 낯선 현실을 통해 암시되고 있으며 현실 속에서 그 

조짐이 보인다. 아셴바흐에게 남몰래 드리워진 낯선 세계의 그림자는 그

의 평범한 현실과 경계 없이 만나고 있으며, 그가 느낀 낯선 기분은 그

저 선채의 움직임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세계는 그저 신

비롭고 낯선 인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때 소설적 현실의 균열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서술자의 태도다. 서

술자는 주인공을 꿰뚫어 보듯 서술하다가도 어느 순간 인물에게 거리를 

둔 소극적인 묘사에 그친다. 예컨대 위의 인용문에서 “세상이 기이한 모

양으로 왜곡되고 꿈과 같은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Ihm 

war, als lasse nicht alles sich ganz gewöhnlich an, als beginne eine träumerische 

Entfremdung”라고 이야기하는 서술자는 아셴바흐를 소설의 다른 곳에서 

‘관찰자’, 혹은 ‘매혹 당한 자’로 칭한다. 즉 그는 아셴바흐가 매혹된 자

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동시에 위의 지문에서처럼 아셴바흐의 느낌을 

술회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한정적이고 더불어 소설에 존재하

는 매혹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인다.194) 이

러한 서술자의 이중적 시선에 따른 서술은 이 소설의 구성과 관련해 불

협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특히 죽음과 관계된 서술에서 이는 뚜렷이 나타

난다. 소설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행인의 모습을 한 죽음의 사자에 대해 

그가 지닌 함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한 채 묘사한

다. 소설의 말미에 아셴바흐를 찾아온 죽음을 서술하는 장면에선 그의 

이중적인 시선이 드러나 있다.

194) Vgl. Andreas Blödorn, „Wer den Tod angeschaut mit Augen‟: Phantastisches im Tod in 

Venedig?, in: Thomas Mann Jahrbuch vol. 24, 2011, S. 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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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소년을 지켜보던 그 남자가 처음 그때처럼 앉아 있었다. 저 경계

를 넘어온 그의 흐릿한 눈빛이 소년과 처음으로 마주쳤던 그때처럼. 그는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저 멀리서 걷고 있는 소년의 움직임을 천천

히 좇고 있었다. 이제 머리를 들어 소년의 눈빛에 응하려던 참에 머리가 

가슴 쪽으로 툭 떨어졌고 그의 눈은 아래에서부터 쳐다보는 형국이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은 깊이 잠든 사람의 느슨하고 가라앉은 표정을 띠고 

있었다. 

Der Schauende dort saß, wie er einst gesessen, als zuerst, von jener Schwelle 

zurückgesandt, dieser dämmergraue Blick dem seinen begegnet war. Sein Haupt 

war an der Lehne des Stuhles langsam der Bewegung des draußen Schreitenden 

gefolgt; nun hob es sich, gleichsam dem Blicke entgegen, und sank auf die 

Brust, so daß seine Augen von unten sahen, indes sein Antlitz den schlaffen, 

innig versunkenen Ausdruck tiefen Schlummers zeigte. (TiV. 592)

서술자는 아셴바흐와 타치오 두 사람이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는 모습과 

죽음에 이른 아셴바흐의 모습을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관찰하듯이 서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서술자는 다시금 이 소설의 정황

과 아셴바흐가 빠져든 죽음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시선으로 동일한 상황

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치 그 창백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의 인도자>가 저기 멀

리 바다 바깥에서 그에게 미소를 짓고 그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 같은 생각

이 들었다. 마치 그 소년이 허리에서 손을 떼어 바깥 바다를 향해 손짓을 

해 보이고 그 광막한 약속의 바다 안으로 자기가 앞서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껏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를 따라가려고 몸을 일

으켰다. 

Ihm war aber, als ob der bleiche und liebliche Psychagog dort draußen ihm 

lächle, ihm winke; als ob er, die Hand aus der Hüfte lösend, hinausdeute, 

voranschwebe ins Verheißungsvoll-Ungeheure. Und, wie so oft, machte er sich 

auf, ihm zu folgen. (TiV, 592)

여기서 서술자는 이전과는 변화된 태도 속에서 “광막한 약속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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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eißungsvoll-Ungeheure”, 다시 말해 죽음을 향해 가는 아셴바흐에 대

해 묘사한다.195) 이 작품의 서술자의 태도를 주목한 코온 Dorrit Cohn은 

『허구의 차이 The Distinction of Fiction』에서 서술자가 허구적 인물이 아

님에도 서술적 태도를 통해 소설 속에서 특유의 인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서술자를 소설의 “두 번째 작가 second author”196)라 칭한다. 아

셴바흐가 타치오를 만나기 전과 후의 서술자의 서술 태도를 비교하는 코

온은 아셴바흐가 타치오를 만나 디오니소스적인 타락이 본격화되는 맥락

에서 서술자와 아셴바흐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멀어진다고 적고 있다.

아셴바흐의 마지막 꿈에서 일어난 일은 “그의 삶의 양식을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으며, 뒤이어 아셴바흐가 베니스 거리에서 

타치오를 부끄럼도 없이 뒤쫓았을 때 “이 엄청난 일은 그에게 희망적으로 

보였고 도덕 법칙은 아무 힘이 없는 듯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는 그

가 아셴바흐의 도덕적인 전락을 묘사하고자 사용하는 말들이 보여주듯, 이

전에 그의 주인공의 예술적 성과가 이루어졌던 문화적 정점에 머물고 있

다. 

The events of Aschenbach’s final dream, we are told, “liessen die Kultur 

seines Lebens verheert, vernichtet zurück”(“left his whole being, the culture of 

a lifetime, devastated and destroyed”); and subsequently, as he shamelessly 

pursues Tadzio through the streets of Venice, “schien das Ungeheuerliche ihm 

aussichtsreich und hinfällig das Sittengesetz”(“monstrous things seemed full of 

195) 이러한 서술자의 서술적 태도는 베버 Dietrich Weber의 이론에 따라 서술자가 사건

에 거리를 두고 전체를 조망하는 어법과(erzählendes Sprechen: 서사적 어법) 사건의 진

행을 추적해 관찰하는 어법 (teichoskopisches Sprechen: 관찰적 어법)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의 앞의 인용문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에 거리를 둔 채 서술하지만, 뒤 인

용문에서는 마치 주인공의 의식을 투시하듯이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묘사하고 있

다. 베버는 서사적 어법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의 전체 맥락에 비중을 두고 ‘태연’하

게 서술하는 반면, 관찰적 어법에서 서술자는 ‘긴장’ 속에서 사건의 진행을 추적하듯

이 따라가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이 알고 있는 정도의 불확실한 정보를 기술한다고 말

한다. Vgl. Dietrich Weber, Erzählliteratur,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98, S. 

33f. 

196) Dorrit Cohn, The Distinction of Fiction, Baltimore, London 1999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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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to him, and the moral law no longer valid”). The narrator, meanwhile 

– as the words he uses here to describe Aschenbach’s moral debacle indicate 

– remains poised on the cultural pinnacle that had formerly brought forth his 

protagonist’s own artistic achievement.197)

코온은 소설 속 인물이 도덕적인 타락을 걷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서술

자 자신은 이전에 인물을 통해 표명되었던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잣대를 

고수하면서 자신의 인물에 대해 점차 비판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고 말

한다. 그는 베니스로의 여행이 서술자와 아셴바흐 사이의 이런 균열의 

시작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서술자가 작품의 내용에 대해 일관된 자

세로 서술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이 작품의 이질적이고 독창적인 서사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독특한 서술은 전통적 서사에 기반한 이 작품이 불협화적인 서사

를 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서술자는 주인공의 의식과 행동을 꿰뚫

어보는 서술과 그를 소극적으로만 관찰하는 서술 사이를 오가며 균일한 

서사적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아셴바흐가 놓여 있는 혼돈, 그 이

중성과 모순은 이를 의도하는 서술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이같은 만의 

모더니즘적 서술 시도는 카프카의 작품처럼 본격적으로 특성화되어 나타

나고 있지는 않다. 카프카의 작품이 외부세계와 내면의 극렬할 부조화를 

특유의 초현실적인 서사에 기대어 드러내고 있다면, 이 소설에서는 인물

의 분열된 의식과 외부 세계의 부조리가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그는 외

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험이 자신의 마음속의 모험과 은밀히 합류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자신을 더욱 모험 속으로 몰아넣는 독특한 소설적 

주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주목한 대로 이 작품은 외부 세계를 인간 의식의 

반영이자 표상으로 인식한 쇼펜하우어적 시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

이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과 하나 된 내면을 소유한다고 할 때, 인

물의 내면과 그를 둘러싼 세계의 경계는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흐려진 상

태로 나타나고 인물의 비합리적 내면과 객관적 현실이 하나로 뒤섞인 혼

197) Cohn (1999), S.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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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속에서 등장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소설은 모더니즘의 현실에서 비

롯된 인물의 내적인 혼돈과 분열을 인물 자신의 내면의 붕괴에 초점을 

두어 결론짓고 있다. 소설 후반에 이르러 아셴바흐는 보다 강하게 베니

스에 동화되고 그의 내면의 분열은 점점 더 극에 달하는데, 끝내 그는 

스스로 “사려 깊음과 냉정함 an Besonnenheit, Nüchternheit”(TiV, 581)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한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스스로를 되찾게 될 수 있을지 모

른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없다.

Er würde ihn zurück führen, würde ihn sich selber wiedergeben; aber wer 

außer sich ist, verabscheut nichts mehr, als wieder in sich zu gehen. (TiV, 

581)

서술자는 베니스를 체험하면서 그 속의 디오니소스적 힘에 매료된 아셴

바흐가 저와 같은 극단적인 의식 상태에 놓인 사실을 차가운 어조로 전

한다. 코온의 지적대로 서술자와 주인공의 세계관이 극도로 벌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셴바흐가 스스로 광인이 되어가는 이러한 모

습을 단순히 허무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외부세계의 혼돈

과 이를 반영하는 내면세계의 분열에 초점을 두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지적이고 야망 있는 20세기 예술가의 전형이 끝내 타락에 이르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예술가의 좌절이나 나르시시즘보다는 인간의 내면

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20세기 초반의 위태로운 현실의 분위기를 짐작

할 수 있다.

  2.3. 환상성과 이중적 서사 구조

  이 작품은 두 개의 큰 서사적인 틀 안에서 진행된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는 뮌헨에 거주하는 주인공 아셴바흐가 베니스로 여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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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곳에서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

진 이야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술가 아셴바흐가 점차 데카당트한 

죽음의 세계로 빠져드는 여정을 담고 있다. 소설의 현실은 죽음을 상징

하는 낯설고 “섬뜩하며 unheimlich”198)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균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주인공의 죽음의 원인

을 알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실이 아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매혹

과 무절제, 욕망이 뒤얽힌 비현실적인 세계가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말

하자면 소설에는 겉으로 드러난 현실 이면에 감춰진 내적인 세계의 서사

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다름 아닌 주인공의 은밀한 내면과 연결된 신

비롭고 비현실적인 세계임이 드러난다.199)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서사 

방식을 토마스 만의 의도 속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예술과 예술가는 그들이 꿰뚫어 보인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Die Kunst wird unmöglich, die Künstler wird unmöglich, wenn sie durchschaut 

sind.200)

  죽음의 상징들이 지닌 수수께끼와 같은 특징은 작품 속에서 환상을 불

러일으키는 독특한 서술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 환상소

설에서와 같이 비현실적인 대상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불분명

하다. 아셴바흐의 눈앞에 나타나는 낯선 죽음의 상징들은 소설 세계에 

출현한 초현실적인 대상이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몽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 이에 관해서는 문학적 환상성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198) Matías Martínez (1996), S. 157.

199) 마르티네즈는 이 작품을 이중적 서사 구조를 토대로 분석하면서 이 소설이 “인과적

인 kausal” 흐름에 의해 전개되는 “사실적인 이야기 die realistische Geschichte” 뒤에 

아셴바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최종적인 final” 목적이 담긴 “신화적인 이야기 die 

mythische Geschichte”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Vgl. Matías Martínez (1996), S. 

162ff.

200) Mann,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 (1918), a.a.O., S. 171.

201) 다음의 논문들이 특히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환상적인 텍스트로 평가하는 연구이

다. Dorrit Cohn, The Second Author of „Der Tod in Venedig‟, in: Benjamin Bennett u.a. 

(Hrsg.): Probleme der Moderne. Studien zur deutschen Literatur von Nietzsche bis B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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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요하다. 토도로프 Tzvetan Todorov는 환상문학에 관한 기존의 장

르적 개념을 벗어나 서사적인 맥락에서 환상적 텍스트를 바라본다. 그에 

따르면 환상적인 것이란 주인공이나 독자가 문학 속에 등장하는 비현실

적인 대상을 소설의 현실과 연결 짓기를 “망설이는 unschlüssig” 데에서 

생긴다.202) 유령이나 악마와 같은 초현실적인 대상의 출현을 환상문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그는 문학적 환상성을 소설적 주체와 독자의 

인지적 이해를 통해 접근한다. 여기서는 초현실적인 대상과 마주친 소설

적 주체의 판단과 태도가 작품의 환상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토도로프의 관점을 적용 한다면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환상적 텍스트의 

성격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아셴바흐는 낯선 죽음의 상징들을 

현실 바깥에 놓인 존재로서 혼란스럽게 바라본다기보다 현실에서의 낯설

고 기이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낯선 요소들은 

소설의 논리적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 있다.

  이 소설에서의 기이하고 환상적인 서술은 초현실적인 대상들의 출현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소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불협화적인 

서사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설의 현실이 전통소설에서처럼 일관적

이고 통일되어 드러나 있지 않고 두 개의 이야기 차원이 존재하는 점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는 주요한 이유에 해당한다. 비현실적인 세계를 몰

래 감추고 있는 소설적 현실은 수수께끼와 암시, 기이한 전조와 혼돈스

러운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꿈꾸는 듯한 몽롱한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는 옥외계단을 지키

고 선 두 마리의 묵시록적인 동물 조각상 위쪽 주랑에서 한 남자를 보았

다. 그의 아주 낯선 외양은 아셴바흐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게끔 

했다. 그가 홀 안쪽에서 청동문을 통과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

Tübingen 1983: Niemeyer, S. 223-245; Rolf Günter Renner, Thomas Mann als 

phantastischer Realist. Eine Überlegung anläßlich der „Vertauschten Köpfe‟, in: 

Internationales Thomas-Mann-Kolloquium 1986 in Lübeck (TMS VII), Bern 1987, S. 

73-91; Matías Martínez (1996); Andreas Blödorn (2011), S. 57-72.

202) Vgl. Tzvetan Todorov, Einführung in die fantastische Literatur, aus dem Französischen 

von Karin Kersten, Senta Metzund Caroline Neubaur, Berlin 2018, S. 33, hier S. 44.



- 128 -

에 바깥에서 들어와 계단 위로 올라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아셴바흐

는 특별히 깊이 따져 묻지 않고 첫 번째 가정이 맞을 것으로 생각했다. 

[...] als er, aus seinen Träumereien zurückkehrend, im Portikus, oberhalb der 

beiden apokalyptischen Tiere, welche die Freitreppe bewachen, einen Mann 

bemerkte, dessen nicht ganz gewöhnliche Erscheinung seinen Gedanken eine 

völlig andere Richtung gab. Ob er nun aus dem Innern der Halle durch das 

bronzene Tor hervorgetreten oder von außen unversehens heran und hinauf 

gelangt war, blieb ungewiß. Aschenbach, ohne sich sonderlich in die Frage zu 

vertiefen, neigte zurersteren Annahme.(TiV, 502)

아셴바흐가 산책길에서 마주친 죽음의 사자는 그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암시하는 특징들을 통해 드러나 있다. 우선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

는 점이 비밀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아셴바흐가 공동묘지의 묘비와 그 

위의 장식들을 보며 상념에 젖어 있는 동안 그는 “묵시록적인 동물상 

apokalyptische[n] Tiere”이 놓인 주랑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또한 그

는 저승의 안내자로 해석되는, 소설의 감추어진 서사를 이끄는 핵심적인 

인물임에도 생략과 거리를 둔 서술을 통해 수수께끼와 비현실적인 특성

을 내보인다. 이 남자를 이국적인 외양 때문에 특별히 주목했던 것과 반

대로 “아셴바흐는 그를 다음 순간에 잊어버렸다 Er hatte ihn in der 

nächsten Minute vergessen.”(TiV, 503f.) 그는 아셴바흐의 내면을 자극한 

것 외에 소설의 현실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두드러

진다. 다음 인용에서 작가는 그를 의도적으로 신비스럽게 그려낸다.

승강대에 올라서자 문득 그럭저럭 만족스러웠던 이번 체류의 동반자가 된 

듯한 인피 모자 쓴 남자를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았다. 방금 전에 있던 자리에도 없었

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정류장에서도, 전차에서도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Auf der Plattform fiel ihm ein, nach dem Manne im Basthut, dem Genossen 

dieses immerhin folgereichen Aufenthaltes, Umschau zu halten. Doch wurde 

ihm dessen Verbleib nicht deutlich, da er weder an seinem vorherigen Stan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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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h auf dem weiteren Halteplatz, noch auch im Wagen ausfindig zu machen 

war. (TiV, 507)

   

낯선 남자는 아셴바흐에게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킨 뒤 수수께끼처럼 사

라진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이런 낯설고 기이한 존재들은 오직 아셴바흐

의 눈에만 목격된다.

오싹한 기분으로 아셴바흐는 그 남자와 그의 친구들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 사람이 늙은이인 데다가 멋을 잔뜩 낸, 젊은이들이나 입는 현란

한 옷을 부당하게 입고, 부당하게 자기들의 동료인 척하고 있다는 걸 알지

도 눈치 채지도 못하는 것일까? 보아하니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

게도 그를 자기들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고 그를 자기네들과 동류로 대하면

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그의 짓궂은 장난에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응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Schauerlich angemutet sah Aschenbach ihm und seiner Gemeinschaft mit den 

Freunden zu. Wußten, bemerkten sie nicht, daß er alt war, daß er zu Unrecht 

ihre stutzerhafte und bunte Kleidung trug, zu Unrecht einen der ihren spielte? 

Selbstverständlich und gewohnheitsmäßig, wie es schien, duldeten sie ihn in 

ihrer Mitte, behandelten ihn als ihresgleichen, erwiderten ohne Widerwillen 

seine neckischen Rippenstöße. Wie ging das zu? (TiV, 519)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여 있는 죽음의 상징들은 소설의 현실에 수수

께끼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저승사자의 특징을 하고 현실에 등장하

고 있으며 일부는 위에서 보듯 오직 아셴바스의 눈에만 비친 상상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저승사자들은 현실에 완전히 속해 있다고도, 또 완

전히 비현실적인 존재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들이 저승사자로서 지닌 기

이하고 그로테스크한 특징은 대부분 아셴바흐의 시선을 통해서 과장되게 

드러나 있으며, 이로써 이들은 평범한 현실과는 더욱 동떨어져 있는 듯

한 낯설고 환상적인 존재들로 비춰진다.

  이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들은 소설에 감춰져 있는 비현실적인 세계와 

근본적으로 닿아 있다. 이 죽음의 세계를 가리켜 보이는 암시와 상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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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아셴바흐의 시선을 통해 그의 의식에 비친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수께끼와 같이 드러난다. 이처럼 죽음의 세계와 관련

된 요소들은 의식의 체험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으며, 이는 아셴바흐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마치 현실에서 환각을 체험하고 있는 듯이 묘사

하는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가정을 의미하는 “als 

ob”의 문장들은 아셴바흐의 죽음을 현실 이면에 놓인 비현실적인 가상처

럼 제시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치 그 창백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의 인도자>가 저기 멀

리 바다 바깥에서 그에게 미소를 짓고 그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 같은 생각

이 들었다. 마치 그 소년이 허리에서 손을 떼어 바깥 바다를 향해 손짓을 

해 보이고 그 광막한 약속의 바다 안으로 자기가 앞서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았다. 

Ihm war aber, als ob der bleiche und liebliche Psychagog dort draußen ihm 

lächle, ihm winke; als ob er, die Hand aus der Hüfte lösend, hinausdeute, 

voranschwebe ins Verheißungsvoll-Ungeheure. (TiV, 592, 강조는 논자) 

죽음에 대한 묘사는 암시와 상징, 더불어 간접적인 체험과 비현실적인 

상상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인물의 의식과 감각을 통해 비현

실과 같이 환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죽음 서사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을 환상적 텍스트로 보는 연구들은 소설에 나타난 이질적이고 

낯선 요소들이 평범한 소설적 현실을 균열시키고 교란하는 특징을 꼽는

다. 즉 환상성이 드러나는 까닭을 환상문학으로 분류되는 장르에서와 다

르게 현실을 제시하는 서사 방식에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환상 문

학의 소멸이 거론되는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환상적 텍스트들이 지닌 

문학적 특징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19세기 후반을 거쳐 20세기에 

이를수록 주인공에 감정 이입한 독자가 초현실적인 대상 앞에서 ‘망설

임’을 느끼는 문학적 환상성은 점차 사라진다.203) 토도로프는 이것이 세

203) Vgl. Todorov (2018), S. 204: “어째서 환상문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Weshalb existiert die fantastische Literatur nicht m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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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환기를 거치는 동안 확고한 현실이라는 신념이 붕괴하고 문학을 믿

을 수 있는 현실의 대립인 상상의 산물로 규정하던 전통적 개념이 점차 

희미해진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문학을 단순한 상상과 허구, 거짓으

로 정의하기엔 20세기는 문학의 대상이 된 인간과 현실 그리고 언어에 

내재한 분열과 양가적인 성질들이 학문과 경험 속에서 드러난 시대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학은 세계를 모방하거나 대상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러한 불확실함과 혼돈을 문학적 수단으로 바꾸어 불명료하고 양가적인 

서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토도로프의 생각이다.204) 비현실적 가상이 

문학의 장르적 특성으로 거론되던(환상문학) 시대가 저물고 현실을 해체

적인 방식을 통해 재현하는 문학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도 환상적 텍스

트들은 발견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가 카프카의 작품들이다. 카

프카의 『변신 Die Verwandlung』은 그러나 토도로프에 따르면 환상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대상 앞에서의 망설임 때문에 환상성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는 아니다. 비현실적 대상을 통해 경악을 일으키는 

환상적 텍스트들은 소설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비현실적 요소가 

끼어드는 것들이지만 카프카의 이 작품은 소설의 첫 장면에서부터 비현

실적인 가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후 소설의 진행에서 익숙한 현실과 같

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변신』은 전통의 환상적 텍스트들과는 정 반대의 

서사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205)

  토도로프는 카프카의 『변신』을 비현실적인 대상에 대해 느끼는 “섬뜩

함 das Unhemliche”과 전혀 다른 세계에 직면한 데 대한 “놀라움 das 

Wunderbare”206)이 뒤섞인 작품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런 놀라움은 전

혀 알지 못하던 세계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익숙한 현실에서 깨닫지 못

하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놀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부

조리함은 평범한 직장인인 그레고르 잠자의 삶에 뿌리박혀 있으며 그가 

벌레로 변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평범한 삶의 소름끼치는 이면이 드러나

고 있다. 미처 드러나지 않던 삶의 측면이 이처럼 뒤틀린 현실을 통해서 

204) Vgl. ebd., S. 204 -215, hier S. 205.

205) Vgl. ebd., S. 210f.

206) Vgl. ebd., S.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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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드러낸 데서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악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여기

에는 문학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비현실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만들

어진 독특한 문학적 실험도 존재한다. 카프카의 작품을 비롯해서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환상적 이야기들(토도로프가 환상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로 본)은 인간 현존의 문제를 문학적 허구와 현실의 관계를 통해서 작

품 내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드러난 비현실적 특성 역시 

20세기에 진행된 서사 양식의 변형과 환상적 이야기의 결합이 가져온 독

특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읽힌다. 이중적인 서사를 지닌 이 작품은 표면

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어떤  “불확실한 공간 

Unbestimmtheitsstelle”으로서 “열린 해석 Deutungsoffenheit”207)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것이 텍스트를 환상적인 성격으로 

이끌고 있다. 토도로프 이후 문학적 환상성에 관한 논의가 확대된 맥락

에서 등장한 환상문학 연구자인 뷘쉬 Marianne Wünsch는 문학적 환상성

과 서사성의 긴밀성을 이야기하며, 환상문학을 “비 모방적인 문학의 서

사 형식 eine Erzählform nicht-mimetischer Literatur”208)라고 일컫는다. 이

렇듯 20세기 이후 현실 인식과 변형이 서사 양식의 변형으로 이어진 맥

락에서 환상 문학의 새로운 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쉐펠 Michael 

Scheffel 역시 환상 문학을 “서사적 세계의 이질성 Heterogenität der 

erzählten Welt”과 관련 지어 재조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불가능성과 의문

에 쌓인 현실과 그렇지 않은 현실이 서로 혼용되어 있는 이질적인 이야

기 형태는 현실에 대한 일관된 믿음에서 벗어난 양가적이고 모순된 기이

한 서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는 이질적인 서사 현실과 이에 대한 서술 

방식이 환상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보고 “문학의 환상성 das 

Phantastische in der Literatur”을 “서사적 세계에서 내적 허구성의 맥락에

서 사건과 진술 형태가 맺는 특별한 관계의 결과 die Folge eines 

207) Hans Krah, Phantastisch, in: Jan-Dirk Müller (Hrsg.):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Bd. 3., Berlin, New York 2003, S. 68.

208) Marianne Wünsch, Phantastische Literatur, in: Jan-Dirk Müller u.a. (Hrsg.):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Bd. 3, Berlin/New York, 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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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onderen Verhältnisses von Ereignis und Erklärungsmuster im 

fiktionsinternen Rahmen einer erzählten Welt”209)라고 쓰고 있다. 쉐펠의 이

러한 주장은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제시된 이중의 서사적 현실과 이것

을 전달하는 서술자의 독특한 서술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기이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특성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소설적 

세계에 대한 이중적인 서술과 이러한 분열과 혼란에 가담하는 서술 방식

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이 지닌 환상적 성격은 이후의 본격적인 모더니즘

의 텍스트들이 서사적 현실을 초현실주의적 양식으로 해체하고 총체적 

세계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재현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퓌츠 Heinz-Peter 

Pütz는 토마스 만에 대해 작품 속 현실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리얼리

스트는 아니지만, 현실을 작가의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구성하는 상징주

의자 또한 아니라고 봤다.210) 현실에 거리를 두고 문학적 대상들을 형상

209) Michael Scheffel (2006), Was ist Phantastik?, a.a.O., S. 9.

210) Vgl. Thomas Schneider, Das literarische Porträt. Quellen, Vorbilder und Modelle in 

Thomas Manns „Doktor Faustus‟, Berlin 2005, S. 114; Heinz-Peter Pütz, Die teuflische 

Kunst des „Doktor Faustus‟ bei Thomas Mann, in: Zeitschrift für deutschen Philologie 82

(1963), S. 500f, hier S. 509: “전통적인 상징이론의 유효성에 관한 의심은 토마스 만을 

비롯해 프란츠 카프카, 헤르만 브로흐 그리고 로베르트 무질의 공통된 생각이었기 때

문이다. 이 작가들은 비현실적인 것을 여러 의미를 통해서 제시하지만, 그렇더라도 거

기서 드러난 것은 포괄적인 기호와 암호들이다. 그리고 토마스 만한테서 이런 세밀화

된 서술이 가장 앞서서 나타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단지 위대한 예술가적인 노력

만으로 무수히 세분화된 요소들이 밀도 높은 예술적 전체 속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 토마스 만의 예술은 리얼리즘으로도 또 상징주의로도 이름 붙일 수 없다. 

그의 예술은 다양하긴 하지만 또한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과 서술의 단일한 수단을 통

해서 만들어진다. Denn Zweifel an der Gültigkeit klassischer Symboltheorien teilt Thomas 

Mann mit Franz Kafka, Hermann Broch und Robert Musil. Verwenden diese aber für das 

Irrationale zwar mehrdeutige, aber immerhin das Gemeinte umgreifende Zeichen und 

Chiffren, so ist bei Thomas Mann das analystische Erzählen am weitesten fortgeschritten. 

Nur mit größter artistischer Anstrengung werden die unzähligen Bausteine zu einem 

dichten ästhetischen Ganzen zusammengezwungen. [...] Thomas Manns Kunst ist weder als 

Realismus noch als Symbolismus zu etikettieren, sie arbeitet mit den vielfältigen und doch 

monotonen Mitteln des perspektivischen Sehens und Erzäh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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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현실을 문학 안에서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는 토마스 만의 서

사 방식은 환상성에 관한 그의 문학적 태도와도 연결된다. 에세이 ｢돈키

호테와의 항해 Meerfahrt mit Don Quijote｣(1934)에서 토마스 만은 “환상

은 어떤 것을 상상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Phantasie haben heißt nicht, sich etwas auszudenken; es 

heißt, sich aus den Dingen etwas machen [...].”211)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

다.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 하는 내용을 다음 연설문의 내용에서 구체적

으로 살필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본래 환상에 대한 규정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을 꾸며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 그리고 기이함을 통해서 현실적

인 것을 실현하고 마련하는 것, 또 느낌과 사고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 안

에서 삶을 단련하고 고양하는 일이다. 

Dies eigentlich scheint mir die Bestimmung der Phantasie: nicht Erfindung des 

Unwirklichen, sondern die Erfüllung und Ausstattung des Wirklichen mit 

Gefühl und Sinn und Merkwürdigkeit, die Verstärkung und Steigerung des 

Lebens in Freud und Leid durch die Empfindung und den Gedanken.212)

토마스 만에게  환상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 대상들을 상상해내

는 것에 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을 감각과 감정의 프리즘을 통

해 되비춰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초현실적 대상들에 대한 거부

는 아닐 것이며 현실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풍부하고 색다른 방식으로 조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런 태도는 한편 신비주의적 이상을 인간 본성의 내밀한 감정과 감각 속

에서 재현하고자 시도한 노발리스를 비롯한 낭만주의자들한테서 발견되

는 것으로 만의 문학과 낭만주의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

라고도 볼 수 있다.213)

211) Th. Mann, Meerfahrt mit Don Quijote. Mit einer Übersicht und Photographien von 

sämtlichen Atlantikreisen Thomas Manns, Frankfurt a. M. 2002, S.13.

212) Th. Mann, Zur Gründung einer Dokumentensammlung in Yale University, in: GW XI: 

Reden und Aufsätze 3, 1974, S.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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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서사적 데카당스

  지금까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지닌 분열적이고 혼란한 내면이 소설의 

현실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소설에 비현실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는 까닭은 죽음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셴바흐

가 바라보는 현실에 그의 의식이 투영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세계는 이 작품에서 아셴바흐의 시선과 연결되

어 암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써 소설의 현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인 듯한 환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비현

실적이고 모호하며 불협화적인 서술은 데카당스의 서사적인 특성을 통해

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데카당스에 관한 토마스 만의 생각은 에세이「어느 비정치적인 인간의 

고찰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

는 데카당스의 전통적인 의미를 성찰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예술적 시도

에 연결 짓는다. 

정신적으로 나는 전 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저 작가들의 부류에 속해있다. 

이들은 데카당스에서 출발해 그것의 기록자와 분석가의 자리를 얻었으며 

동시에 이를 거부해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다. 비관적으로 

말해, 우리는 이 무기력한 거부를 가슴에 품고 적어도 데카당스와 허무주

의에 대한 극복을 실험해보고 있다. 

Ich gehöre geistig jenem über ganz Europa verbreiteten Geschlecht von 

Schriftstellern an, die, aus der décadence kommend, zu Chronisten und 

Analytikern der décadence bestellt, gleichzeitig den emanzipatorischen Willen 

zur Absage an sie, - sagen wir pessimistisch: die Velleität dieser Absage im 

Herzen tragen und mit der Überwindung von Dekadenz und Nihilismus 

213) 에세이 ｢돈키호테와의 항해｣에서 토마스 만은 낭만주의자들의 특징에 관해 다루고 

있다 Vgl. Th. Mann, Meerfahrt mit Don Quijote, a.a.O.,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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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igstens experimentieren.214)

만은 자신이 데카당스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작가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연구자들은 만의 데카당스에 대한 비판이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그것이 눈에 띄는 문학적인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215)

그러나 데카당스와 문학적 모더니즘의 경계에서 발견되는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서술적 특징에 비춰보면, 만은 이 소설을 통해 독일 내의 데카

당스 경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그로부터 새로운 문학적인 시도를 감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아셴바흐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현혹되어 삶에서 

일탈한 일이 몰락해가는 데카당스적인 예술가의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데카당스를 쇠락과 퇴폐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는 관점이 아셴바흐의 행

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토

마스 만은 본래 데카당스를 비롯해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지양하고자 하

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데카당스의 퇴폐적이고 쇠락한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 곳으로 아셴바

흐가 짙은 화장과 염색을 하고 광대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만난 죽음의 사자들이 지녔던 특징을 

유사하게 따라한다. 그러나 아셴바흐의 타락의 증거로 자주 거론되는 이 

장면은 사실상 그가 이전까지 지니고 있던 보수적인 태도가 몰락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제 5장 <예술가의 죽음과 시대 

비판>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셴바흐가 고전주의적인 태도를 답

습하는 프로이센 정신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그가 보여

주는 일탈적인 행위가 그에게 숨겨져 있던 보수주의적인 태도의 전복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장면은 그동안 고전주의를 답습하던 

인물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가로서 그

214) Mann,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 in: GKFA 13.1, Frankfurt a. M. 2009, S. 220.

215) Vgl. Wolfdietrich Rasch, Die literarische Décadence um 1900. München 1986, S.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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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락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거기에는 고전주

의적인 태도 속에서 정신과 이성에만 깊이 몰두하던 그가 감각적인 예술

방식에 눈을 뜨고 받아들이게 된 과정이 숨어 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아셴바흐는 뮌헨에서 짓눌려 있던 글쓰기의 부담에서 벗어나 타치오의 

모습을 본떠서 새로운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그가 타치오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본떠 논문을 작성하는 장면은 아셴바흐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Vgl. TiV, 556) 그렇게 보면 아셴바흐가 겪

은 무분별한 일탈의 과정 속에는 예술적 가치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비롯한 ‘허무주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내재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쇠퇴 또는 실패와 관련된 기존의 데카당스 해석과는 다른 관점 

하에서 데카당스의 ‘해체적인 인식’에 대해 다루는 이 작품의 예술 방식

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서술적인 특징과 관계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죽음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서술을 비롯해서 소설적 주체의 의식이 반영

된 소설 전개가 소설 전체의 구성을 모호한 방향을 이끄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모호하고 불투명한 인상을 자아내는 서술적 특징에 대해 일찍이 

릴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제가 읽은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 소설 (.....) 전반부는 놀라운 감동 그 자체

였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프락투어체였으며, 거의 베네치아사람이 되다시피 

한 저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 그와는 달리 ｢베니스에서의 죽

음｣ 후반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소설을 다시 집어들 마음

이 내키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작품은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숙명적으로 

해소되고 해체되는 가운데 인광을 뿜는 것이 말하자면 유일한 광원입니다. 

그 빛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곽이 계속

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뒤섞여 움직이는 안개와 냄새와 

혼탁함만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독자에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어떤 관점도 제시하지 않으

려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그토록 

탁월했던 이야기하는 재주가 여기 후반부에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

습니다. 그것은 흘러서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엎지른 잉크처럼 점점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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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번져가는 것이 보입니다.216)

릴케는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 탁월했던 이야기가 후반에 이르러 “흘러서 

모든 것에 스며”드는 “엎지른 잉크” 같다면서 작품에 대해 혼돈스러운 

인상을 감추지 못한다. 그가 이 작품이 어떤 “과정”으로 인식되고, “해

체”되면서 빛을 발하는 양 드러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이 소설의 파편

적이고 해체적인 양식에 대해 짐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서술적 특징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품에 드러나 있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성격과 불협화적인 서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 더욱이 이런 비현실적 요소들은 이야기의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인물의 불확실한 내면과 연결되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아셴바흐는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행객 복장을 

한 죽음의 사자로 인해 이국적이고 낯선 세계에 대한 무모한 동경을 품

는데, 이것이 베니스 여행이라는 소설의 결정적인 사건과 이어져 있다. 

인물의 의식을 반영한 서술 내용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로시 

Francesco Rossi의 지적처럼 이 작품에서 분열되고 혼란한 인간의 의식은 

서술 과정의 중심에 드러나 있다. 이를 데카당스의 서사적 특성에 연결 

짓는다면, 이같은 연출은 모더니티 사회의 예민하고 두드러진 감수성과 

정신에 관한 문학적 재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데카당스를 오직 예술작품의 의미와 내용에 연관시키던 

담론들 사이에서 문학적 데카당스가 작품의 표현 형식과 서사적인 맥락

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 카롤린 프로스 Caroline Pross의 연구를 주목

할 수 있다. 그는 문학적 데카당스가 텍스트의 진술 내용 뿐 아니라 발

화 형태와도 관련된다고 주장한다.217) 데카당스가 쇠락해가는 시대정신

216)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의 베네치아 여행』, 비르기트 하우스테트 편역, 황승환 

역, 문학판 2017, 233f. (원서: Rainer Maria Rilke, Mit Rilke durch Venedig, hrsg. v. 

Birgit Haustedt, Frankfurt a. M. 2000.) 

217) Vgl. Caroline Pross, Dekadenz. Studien zu einer großen Erzählung der frühen Moderne, 

Göttingen 2013: Wallstein, S. 29: “주제와 모티브, 인물에 포커스를 두고 편향적으로 

기술하는 (기존 데카당스) 연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데카당스가 ‘진술’일 뿐

만 아니라 ‘진술 방식’이며, ‘발화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발화의 방식’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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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품의 내용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예민하고 복잡한 의

식과 감정을 모더니즘적인 서술을 통해 재현한다고 본 것이다. 

  예민하고 분열된 감정이 모더니즘적인 형상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은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작품에서 

인물의 분열된 내면은 서사적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아셴바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시에 낯선 세계를 향한 충동적인 성향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제한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소설의 전개와 구성에서 핵

심적인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인물의 분열된 의식에 비추어 현실이 묘

사되고 있으며 그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소설 속 죽음의 세계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또한 소설에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등장하

는 아셴바흐의 베니스행은 인물의 갑작스럽고 비합리적인 몽상에서 비롯

되고 있어 인물을 지배하는 불완전하고 충동적인 심리가 소설의 사건과 

직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듯 주인공의 예민하고 분열된 의식은 

소설 전개와 사건의 진행을 주도하며 소설적 구성과 형상화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햅 J. S. Happ은 이와 관련해 토마스 만의 초기소설들이 독일어권에서 

주로 통용된 허무주의와 문화 비관주의적인 데카당스 개념보다는 이에 

앞서 보들레르와 폴 부르제에 의해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데카당스의 시

학적 특징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마스 만의 데카당스 서술이 

“서사적인 매체성에 초점을 둔 데카당스 시학 eine [...] auf das narrative 

Medium fokussierte Dekadenzpoetik”에 가깝다고 평가한다.218) 이런 시학적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중요한 문학연구적인 관심에 상응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논의의 ‘특별한 문학적 가치’, 말하자면 형식언어와 수사

학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 Die Einwände gegen eine einseitig auf die 

Beschreibung von »Themen, Motiven, Figuren fixierte« Forschung zielen mithin darauf ab,  

Dekadenz nicht nur als énoncé, sondern auch als énonciation, nicht nur als 

Sprechgegenstand, sondern auch als Sprechweise in den Blick zu nehmen. Diese 

Verschiebung der Blickrichtung ist das Korrelat eines dezidiert literaturwissenschaftlichen 

Interesses, vor allem aber steigert es die Chance, die »spezifische Literarizität« dieses 

Diskurses, seine Formsprache und seine Rhetorik in den Blick zu nehmen.”

218) Vgl. Happ (2015), S. 93, hier S. 93: “(토마스 만에게서 나타나는) 데카당스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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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 따라 이 작품에 드러난 혼돈스럽고 이중적인 소설적 주체의 

의식과 이를 반영하는 소설적 현실의 다각적인 표현 양상은 인간 의식과 

내면에 관한 독창적인 서술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독특한 서술 방식

으로 인해 예술가의 이중적이고 불완전한 내면을 묘사한 이 작품은 당시 

소설로서는 급진적이고 분석하기 난해한 문학적 스타일과 인물의 예민하

고 신경질적인 감수성이 응축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219) 이는 우선 주

인공 인물의 내면적 인상이 소설에서 지배적인 데다, 더 나아가서 이야

기가 진행됨에 따라 주관적인 인상과 소설에 감춰진 비현실적인 세계의 

서술적인 결탁이 보다 긴밀해지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나타난 데카당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철학적

인 관점과 작품의 세계관을 연결시킨 해석들이 지배적으로 등장한다. 아

셴바흐의 합리적이고 금욕적인 태도는 아폴론적인 예술가의 전형으로, 

그가 에로스적 충동에 빠져드는 것은 디오니소스 세계로의 전락을 의미

한다. 이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

있어서 눈에 띄는 이중적인 서술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그 서술 방식에는 프랑스적

이고 유럽적인 데카당스 개념을 선호하는 듯한 암시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

로 독일적인 데카당스는 언제나 문화적인 염세주의와 니힐리즘의 특징 속에서 형성된

다. 만의 초기 작품에는 프랑스적인 모범과 선행자를 따르는 경향이 이론의 여지없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동시에 만은 독일적이면서 서사적인 매체성에 분명한 초점을 둔 

데카당스 시학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 되어야 한다 [...] 

der merkwürdigen zweifachen Schreibweise des Dekadenz-Begriffs Aufmerksam geschenkt 

werden. Sie scheint auf eine Favorisierung des französisch-europäischen Dećadence-Begriffs 

anzuspielen, wohingegen die deutsche Dekadenz immer noch unter dem Stigma von 

Kulturpessimismus und Nihilismus konstruiert wird. Zwar haben die französischen 

Vorbilder und Vorläufer eine unbestreitbare Präsenz in Manns Frühwerk, aber zugleich 

entwickelt Mann eine deutsche und deutlich auf das narrative Medium fokussierte 

Dekadenzpoetik, über die noch lange nicht das letzte Wort gesprochen worden ist.” 카피

츠 Kafitz 역시 토마스 만의 작품에 보들레르적인 데카당스 미학을 관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Vgl. Dieter Kafitz (2004), S. 408.

219) Vgl. Jeffrey Berlin, Psychoanalysis, Freud, and Thomas Mann, in: Jeffrey Berlin (Hrsg.): 

Approaches to Teaching Mann's Death in Venice and Other Short Fiction, New York 

1992, S. 115; Vgl. Frank Baron und Gert Sautermeister, Thomas Mann: Der Tod in 

Venedig. Wirklichkeit, Dichtung, Mythos, Lub̈eck 2003. S.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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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힘으로 제시한 니체의 『비극의 탄생 Geburt der Tragödie』은 이러한 

해석의 주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220) 선과 악,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이분법적인 대립과 충돌이 중심이 된 시각 속에서 아셴바흐의 삶은 숭고

하거나 타락한 것으로서 평가된다.221)

  그러나 아셴바흐의 행보를 불규칙하고 비합리적인 정신과 의식을 다각

적으로 표현한 문학적 데카당스의 서술 양식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살핀

다면 아셴바흐의 혼돈스러운 감정과 비현실적인 몽상을 쇠퇴와 전락이라

는 단순한 틀 속에 가두기 어렵다. 그 속에는 불규칙하고 비합리적인 감

정과 의식에 관한 새로운 서사 양식으로 볼 수 있는 단초가 숨어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이를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때론 모순되기도 한 인물

의 내면세계를 비추면서 인간 본성의 깊고 폭넓은 감정들을 예민하게 포

착한 문학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데카당스의 서사적 특징은 다

가오는 모더니즘의 해체적 경향에 이어진다. 니체는 문학적 데카당스를 

해체적이고 파편적으로 되어가는 예술 양식의 시초로 인식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파편들을 한편으로 단순한 해체를 넘어 다양성과 동시성, 균형성

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본다.

모든 문학적 데카당스는 무엇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가? 삶이 더 이상 전체

성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어는 문장에서 뛰쳐나와 독립된 주

권을 행사한다. 문장은 확장하고 페이지에 담긴 뜻을 모호하게 한다. 이 페

이지가 전체와 맞바꾼 생명을 얻는다. 전체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다. 그러

220) Vgl. Friedrich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ie, in: KSA Bd. 1, München, Berlin 

1980. 

221) 아셴바흐의 타락은 고통 속에서 노력했으나 결국 희생당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평가

된다. 이런 해석을 통해 아셴바흐는 더욱 의식의 정열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을 거부하

고 프로이센적인 도덕성에 몰두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예술가로서 상처받은 희생양, 

순교자로 부각된다. Vgl. Bernhard Böschenstein, Exzentrische Polarität. Zum Tod in 

Venedig, in: Volkmar Hansen (Hrsg.): Interpretationen. Thomas Mann. Romane und 

Erzählungen, Stuttgart 1993 (Reclams Universalbibliothek 8810), S. 95.; Vgl. Horst-Jürgen 

Gerigk, Tarzan und der heilige Sebastian. Zur Ikonologie des nackten Mannes, in: Karin 

Tebben (Hrsg.): Abschied vom Mythos Mann. Kulturelle Konzepte der Moderne, Göttingen 

2002, 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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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이 모든 데카당스적인 양식에 대한 비유이다. 기본 단위를 이루는 

요소들의 매 순간의 무질서, 의지의 분화, ‘개체의 자유’, 도덕적으로 말하

면 [...] 모든 것들의 동등한 권리. 

Womit kennzeichnet sich jede literarische décadence? Damit, daß das Leben 

nicht mehr im Ganzen wohnt. Das Wort wird souverän und springt aus dem 

Satz hinaus, der Satz greift über und verdunkelt den Sinn der Seite, die Seite 

gewinnt Leben auf Unkosten des Ganzen– das Ganze ist kein Ganzes mehr. 

Aber das ist das Gleichnis für jeden Stil der décadence: jedesmal Anarchie der 

Atome, Disgregation des Willens, ‘Freiheit des Individuums’, moralisch geredet 

[…]‚ gleiche Rechte für alle’.222)

데카당스의 특징으로 총체성의 분열과 개별성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니체

의 언급엔 해체적 양식과 더불어 개별적 요소들이 맺는 독자적 관계, 즉 

이들의 “동등한 권리 gleiche Rechte”에 관한 고찰이 담겨있다.223) 문학적 

재현 방식에 있어서 이는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이 더는 완성되고 총체적

인 인식과 인상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미학적 모더니즘

은 바로 전체성의 분화에 의한 개별성의 시작이며 그 속에서 모순되고 

충돌하는 대상들이 자율적인 결합과 해체 속에서 나타나는 미학적 형태

를 가리키고 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서사의 구조를 내재한 한편 이같

은 모더니즘적인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Nietzsche (1988), S. 27. 

223) 그러나 삶이 더 이상 총체적인 것 안에 있지 않다고 보는 니체의 시각은 데카당스

를 건강함(das Gesunde)에 대립하는 병들고 퇴폐한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

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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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헤르만 브로흐의 『베르길의 죽음』에 나타난 

소설적 실험과 죽음의 서사 형식

  세기말의 시대상을 ‘가치붕괴 이론’을 통해 진단한 바 있는 헤르만 브

로흐에게 죽음에 관한 소설 작업은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 출발

한다. 『베르길의 죽음 Der Tod des Vergil』은 20세기 초반 나치가 지배하

던 암울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작품인데, 그 속에 담긴 현실과 사회에 

대한 비판은 문학과 예술에 관한 주제를 통해 형상화되는 것이 특징이

다. 여기서 죽음을 통해 암시되는 암울한 시대 현실은 창조적인 예술성

과 문학적 방법론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와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으

며, 서양문학의 전통에 놓여 있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이 작품을 불

태우려 했던 에피소드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 있다. 이처럼 

종말론적 시대상을 제시하는 이 소설은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아포리즘이 

소설의 허구적인 이야기와 뒤섞여 나타나는 철학 소설이자 아방가르드 

형식으로 평가받는다.224)

  작품 속에서 시인 베르길이 죽어가는 18시간 동안 그의 의식에 드러난 

문학과 글쓰기에 관한 철학적인 고뇌와 성찰은 내적 독백에 의해 진행되

며 이는 서정시의 운율에 기반한 산문 형식으로 쓰여 있다. 말하자면 시

224) 20세기 초반 독일문학에서는 문학이 신비주의와 정신분석 등 여타의 학문 영역과 

서로 관계 맺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릴케는 문학을 통해 종말론적이고 종교적인 세

계상을 고찰한 대표적인 작가다. 토마스 만(『마의 산』), 헤르만 헤세(『유리알 유희』) 그

리고 헤르만 브로흐(『베르길의 죽음』)의 작품은 초월적 정신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가공된 환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분석이나 인식론적 철학과 

같은 학문적 토대와의 연결을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Vgl. Lothar Fietz, 

Strukturmerkmale der hermetischen Romane Thomas Manns, Hermann Hesses, Hermann 

Brochs und Hermann Kasacks,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Jun 1, 1966. 유럽 정신사적인 배경 속에서 죽음과 문학 양식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Vgl. Joachim Pfeiffer, Tod und 

Erzählen: Wege der literarischen Moderne um 1900, Berlin 2012, S.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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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선명한 줄거리가 아닌 시인의 의식에 

떠오른 파편적이고 즉흥적인 의식의 내용들이 연쇄적으로 결합되어 만들

어지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마스 만은 이 소설이 

소설이라는 매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형태의 작품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225)

  브로흐는 시인 베르길의 죽음을 3인칭의 내적 독백이라는 독특한 방식

으로 서술한다. 이로써 1인칭 독백형식에서의 개인적인 심리보다 확장된 

의식 내용이 시인의 내면을 통해 등장한다. 이 소설 전체에 걸쳐 지배적

으로 등장하고 있는 철학과 예술에 관한 무수한 사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시인의 성찰은 죽음을 인식하고 깨닫기 위한 구도자의 의식의 

여정과 같은 것이며, 이때 등장하는 철학적 명상과 아포리즘은 개인적인 

기억과 상념들에 얽히면서 독특한 소설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죽음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의식에 관한 파편적인 소설 형식으로 제

시하는 작품 안에서 죽음은 상징과 은유를 통해 지시되는 것을 넘어 의

식의 불규칙한 형상들이 만들어내는 해체적인 미학에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작품과 같은 모더니즘의 서사에서 죽음의 문제가 어째서 

사실주의적인 맥락이 아닌 상징적이고 시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브로흐의 주인공 베르길 뿐만 아

니라 호프만스탈의 작품에 등장하는 티치안 (『티치안의 죽음』)에게 나타

나는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과거에 속한 고전적인 인물로서 20세기 초의 

작품에 불려 나와 죽음을 맞고 있으며 이같은 예시적인 죽음이 동시대의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226) 즉 베르길과 티치안, 이 두 고대의 

예술가가 직면한 죽음은 하나의 본보기이며, 이들 뒤에는 20세기의 문학

과 예술에 닥친 위기와 그에 따른 고뇌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베

225) Vgl. Bernt Lutz (Hrsg.), Metzler Autorenlexikon deutschsprachige Dichter und 

Schriftsteller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Stuttgart 1997, S. 104.

226) Vgl. Werner Frick, Portraits of the Artist as a Dying Man: Figurationen des 

Künstlertodes in der klassischen Moderne, in: Elena Agazzi, Guglielmo Gabbiadini, Paul 

Michael Lützeler (Hrsg.): Hermann Brochs Vergil-Roman: Literarischer Intertext und 

kulturelle Konstellation, Stauffenburg Colloquium Bd. 86, Tübingen 2016, S. 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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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길의 죽음』에서는 이러한 예술적인 고뇌와 성찰이 소설의 내적인 형식

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뒤보스 Jean-Pierre Dubost는 이 작품이 

내세우는 실험적인 죽음 서사가 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

로운 소설 양식이라고 평가한다.

이로써 (모더니즘) 소설의 내적 논리와 그것이 함축하는 죽음의 형식은 예

의 다른 죽음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죽음에 맞서서 모더니티의 해

체적 순간들을 통해서 소설적인 것의 완성을 지향한다. 근원적인 형식에서

부터 나중의 변형에 이르기까지 변형과 해체의 역사로서 이해되는 소설은, 

그것의 역사는 불운의 조짐을 보일지라도 [...] 이는 다만 소설의 리얼리티

의 한 측면, 징후적 측면에 해당될 뿐이고, 이는 차라리 소설의 지진계적 

기능으로 칭해야 할 것이다.

Daher kann man sagen, daß die innere Logik des Romans, und die Form von 

Tod, die sie impliziert, sich auf eine konträre Art zu jenem anderen Tod 

gesellt, gegen den sich die Abrundung des Romanhaften aufrichtet: mit den 

Auflösungsmomenten der Modernität. Daß der Roman, von seiner 

ursprünglichen Form bis zu seinen späteren Entstellungen als Geschichte einer 

Verformung, eines Zerfalls verstanden wurde, die das Symptom eines 

historischen Übels wäre […], trifft bloß eine Seite seiner Realität, seine 

symptomatische, eher müßte man aber sagen: seismographische Funktion.227)   

뒤보스는 『베르길의 죽음』이 해체적인 형식과 함께 새로운 문학 양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죽음의 서사이지만 예의 종말로서의 죽음에 맞서

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소설적 시도는 소설의 양식이 변화하고 

해체되는 역사적인 과정과 흐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 도래

할 새로운 문학 양식을 예비하고 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소

설에 담긴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작품에서 시인이 죽음에 대

해 깨닫는 과정은 그가 새로운 예술 방식을 향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

기로 그려져 있다.

227) Jean-Pierre Dubost (1986), S. 1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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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분석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서사 양식이 어떤 새로운 소설 기법

과 서술 방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 소설에는 죽어

가는 소설적 주체의 파편적인 의식의 내용이 소설 전개를 통해 핵심적으

로 나타난다. 무수히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찰나적인 의식의 편린들은 일

정한 줄거리를 벗어난 추상적이고 불규칙한 이미지들로 제시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비단 파편성만 드러내지 않으며 특정한 형상들의 반복을 

통해 연쇄적인 패턴을 구조화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을 통해 나타나 있

는 이런 불규칙한 이미지들은 추상미술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풍경’과 같은 장면들을 연출한다. 베르길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기억, 

예술과 삶 그리고 문학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이 뒤섞인 이런 ‘풍경’ 속

에서 소설의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은 서로 경계를 넘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소설의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극단적으로 

드러나 주체인 인간의 형상이 원자처럼 분해되어 여러 동식물과 사물, 

우주의 요소들과 결합되고 있으며, 이로써 마치 태초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카오스적인 장관이 펼쳐진다.  

  이처럼 서로 뒤얽혀 있는 의식세계와 소설의 현실은 서정시의 운율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고정성을 탈피해 끝없는 

움직임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설의 주제와 연결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물의 메타포가 등장하고 있다. 브로흐는 이 작품을 소설이 아닌 시로 명

명하는데,228) 시적 운율의 운동성은 그가 이 소설을 죽음 그 자체가 아

닌 “죽음 현상 Todesphänomen”(TdV, 459)에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

는 데에서 강조된다. 이를 통해 브로흐는 끝과 종결로서의 죽음이 아니

라 인간 의식의 순간적인 현상들과 의식의 흐름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

되는 의미들을 소설의 형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229)

228) Vgl. TdV, S. 490: “시는 완전히 번역될 수 없다. 그리고 『베르길의 죽음』은 시다 

Kein Gedicht ist vollkommen übersetzbar, und der Tod des Vergil ist ein Gedicht [...].”

229) 브로흐는 전통의 소설 양식을 해체하는 순간성과 파편성, 유동성의 글쓰기 방식을 

모더니즘의 이상적인 소설로서 정의하고 이를 ‘신화적 글쓰기’라 칭하는데, 그러한 작

품으로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1939)를 꼽는다. 파리의 신문에 연재될 당시 이 소

설의 제목은 『진행 중인 작품 Work in Progress』(1928)이었는데, 브로흐는 한 에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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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분석을 통해서 소설의 형식과 내용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죽음의 

의미와 재현 양상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 종말의식과 죽음의 인식

  작품 속에서 로마의 시인 베르길은 지금껏 답습해온 시 창작 방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예술 방식을 주장하다가 끝내 최후를 맞이한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의식에 드러난 예술에 관한 비판적인 성찰은 인간의 의

식 내면을 형상화하는 이 소설의 내적 논리와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예

술의 문제를 죽음에 연결 짓는 내용 뒤에는 브로흐가 일찍부터 ‘가치 붕

괴’의 시대로 진단한 세기말과 20세기 초반의 현실이 놓여 있다. 브로흐

의 실험적인 소설들은 시대 비판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가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해체적인 서술 양식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이 

소설에서도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상징적이다. 브로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문학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시인을 내세

워 그가 고뇌하는 예술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제시한다.

  브로흐의 다른 작품에서도 죽음은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키기보다는 드

러나지 않은 현실의 문제와 형이상학적인 의식에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에 쓰인 『죄 없는 사람들 Die Schuldlosen』에서는 “죽음의 공

명 das Mitsingen des Todes”230)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치가 출몰하기 직

전의 무거운 시대 상황이 암시된 바 있다. 에세이 ｢예술의 가치 체계에

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파편적 형식과 연속된 진행이 두드러진 해체적인 표현 형식

을 모더니즘의 소설의 특징으로서 다루고 있다. Vgl. Broch, James Joyce und die 

Gegenwart (1936), in: KW 9/1, S. 78f.

230) Broch, Die Schuldlosen. Roman in elf Erzählungen, in: KW 5, S. 90; Vgl. Helmut 

Kohlenberger, Das „Mitsingen des Todes‟ hören, in: Arpád Bernáth, Michael Kessler, 

Endre Kiss (Hrsg.): Hermann Broch. Perspektiven Interdisziplinärer Forschung. Akten des 

Internationalen Symposions Hermann Broch, 15.-17. September 1996, Tübingen 1998, 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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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악함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1933)에는 “죽음의 얼굴은 

위대한 깨우침이다 Das Antlitz des Todes ist der große Erwecker”231)라는 

언급이 등장한다. 여기에서도 “지상의 절대성 die irdische Absolute”232)으

로 일컬어지는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을 깨우치고 구원하는 절대적인 역

할 속에서 나타난다.

죽음은 본래적인 무가치로서 그 무가치함으로 삶의 가치에 맞서 있다. 죽

음은 그것 자체에 의해서 극복될 때, 죽음이 죽음을 극복한 그 자체가 될 

때가 그 스스로가 삶의 가치로 전환되는 때이며, 죽음의 구원이라는 최종

적인 의미에서 이 둘(삶과 죽음)의 무한한 순환이 이루어진다. 

Der Tod ist der eigentliche Unwert, der Unwert an sich, der dem Wert des 

Lebens gegenüberzustellen ist, selber dann noch, wenn er nur mehr durch sich 

selbst zu überwinden ist, wenn der Tod selber es ist, der den Tod aufhebt, 

wenn er selber zum Lebenswert umschlägt, in einem letzten Sinn der 

Todeserlösung die beiden Unendlichkeiten zum Kreise fügend.233)

브로흐에 따르면 죽음은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삶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드러난다. 죽음을 일회적인 사건을 

넘어선 삶의 절대적인 깨달음과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가치 붕괴 시대의 소산으로, 거기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바깥에 놓인 

초월적 영역이 아니라 삶에 내재한 것으로 인식된다. 죽음을 삶에 필수

적이고 만연한 존재로 인식하는 브로흐의 죽음 개념은 “부정적 보편주의 

negativer Universalismus”234)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고독으로의 

추방 Rückverweisung des Menschen in die Einsamkeit”235) 혹은 “절대적인 

231) Broch,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 (1933), in: KW 9/2, S. 124.

232) 브로흐의 에세이 1권을 편집한 한나 아렌트가 쓴 서문의 소제목이다. 아렌트는 이 

글에서 삶을 인식하기 위한 절대적인 잣대로서 죽음을 거론하는 브로흐의 철학적 인

식론을 조명한다. Vgl. Hannah Arendt, Einleitung, in: Hermann Broch. Gesammelte 

Werke [GW] Bd. 1: Dichten und Erkennen, hrsg. v. Hannah Arendt, Zürich 1955, S. 32. 

233) Broch,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 a.a.O., S. 125.

234) Vgl. Endre Kiss, Negativer Universalismus als die Eigenart von Hermann Brochs 

Philosophie, in: Hermann Broch. Perspektiven Interdisziplinärer Forschung, a.a.O., 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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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die absolute Einsamkeit”236)과 같은 명제들이 그의 문학작품과 철학

적 에세이 안에서 삶과 얽혀 있는 죽음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삼부작 

소설 『몽유병자들 Die Schlafwandler』은 합리주의에 따른 분업화와 자동

화의 지배에 놓인 모더니티 사회의 절망을 다룬 작품인데 여기서 인간이 

처한 고독은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된 현실의 종말과 대등한 것으로 그려

진다. 브로흐는 윤리와 절대성의 기준이 파괴되어 가치가 부재한 세상을 

오직 죽음으로 귀결되는 고독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237)  

  『베르길의 죽음』은 이 거대한 실존적 죽음이 작가의 체험과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브로흐는 “나치 체제에 의해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die 

wirkliche Todesbedrohung durch das Nazitum”을 체험했고 그것이 소설의 

초고를 “점차 더 구체적인 형식 zunehmend konkretere Fromen”238)으로 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작품엔 브로흐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

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숨어 있다. 1936년과 37년 사이에 구

상된 이 소설의 초고 『베르길의 귀향 Die Heimkehr des Vergil』은 그가 

1937년 빈 라디오 방송에 초대되어 낭독한 원고에 시작된다.239) 1938년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브로흐는 이 원고를 지니고 있었으

며 8년여의 기간에 걸쳐 완성한다. 베르길이 죽는 과정을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 Imagination des eigenen Sterbens”240)으로 썼다고 말하

235) Vgl. Manfred Durzak, Hermann Broch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einbek 

bei Hamburg: Rowohlt Verlag 1966, S. 76. 두르착은 브로흐의 소설 『몽유병자들』을 통

해서 절대적인 고독에 놓인 인간의 분열과 광기를 읽어낸다. 고독에 관한 브로흐의 

테제를 다루는 다음 논문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Vgl. Endre Kiss, Philosophie der 

Krise, in: Csaba Földes, Attila Németh und Gabriella Rácz (Hrsg.): Zeitschrift für 

Mitteleuropäische Germanistik (ZMG), Heft 4.1, Tübingen 2014, S. 25-40.

236) Broch,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 a.a.O., 126. 

237) Vgl. Fritz Wefelmeyer, Geschichte als Verinnerlichung.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in: Amsterdamer Beitrage zur Neueren Germanistik, 51., Amsterdam 2001, S. 251.

238) Vgl. 1946년에 Hermann Weigand에게 보낸 편지. Vgl. Paul Michael Lützeler (Hrsg.), 

Materialien zu Hermann Broch, a.a.O., S. 235.

239) Vgl. Jürgen Heizmann, Der Tod des Vergil. Entstehung und Voraussetzung, in: 

Hermann-Broch-Handbuch (2015), a.a.O., S. 452.

240) Broch, Briefe, in: KW 13, S. 65. 『베르길의 죽음』의 초고로서 『베르길의 귀향』 이외

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완성 원고가 4개 더 존재한다. 그 세 번째 원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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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로흐는 조화롭던 시대의 종말과 죽음의 위협을 고대 로마제국의 패

망에 빗대고 있으며, 스스로의 절망을 시인 베르길의 절망을 통해 형상

화 하고 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이 황제의 명령으로 그리스의 

아테네를 떠나 이탈리아의 브룬디시움(Brundisium)에 도착하고 이튿날 죽

음을 맞는 단순한 이야기다. 브로흐는 베르길의 18시간 동안의 행적을 

4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담아내며 대부분 내적 독백을 통해 제시한

다. 이 소설의 떠남과 귀향의 모티브는 베르길의 서사시 『아이네이스 

Äneis』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인물 베르길이 직접 망명을 경

험한 사실은 없고, 브로흐는 시대의 변화에 휩쓸려 유랑하는 삶을 살았

던 『아이네이스』의 주인공 아이네이스를 떠올렸을 것이다.241) 여기에 베

르길이 자신의 작품을 불태우려 한 일화가 더해졌다. 트로이에서 쫓겨나

와 이탈리아 땅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해야 했던 아이네이스의 운명은 브

로흐의 운명에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브로흐는 유럽에서 도피

한 뒤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찬란한 유럽 문명이 붕괴하는 것을 먼 미국 

땅에서 바라봐야 했다. 

  유럽 문화의 쇠퇴와 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성찰은 이 작품의 배경

에 놓여 있다. 『베르길의 귀향』을 빈 라디오 방송에서 낭독할 당시 브로

흐가 준비한 연설 주제는 “문화의 끝에 놓인 문학 Literatur am Ende 

einer Kultur””이었다. 그는 여기서 종말론적인 시대에 직면한 예술의 문

제 그리고 그에 대한 문학의 책임을 설파한다.242) 『몽유병자들』이 유럽의 

가치 공황 상태를 이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려냈다면 『베르길의 

죽음』은 ‘문화의 끝’이 ‘예술의 끝’, 즉 ‘문학의 죽음’을 통해 형상화 된

『죽음의 이야기 Erzählung vom Tode』는 1938년 3월 브로흐가 나치에 의해 감금돼 Bad 

Aussee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을 당시 감옥 안에서 작성한 서른 세 장의 수기다. 

Vgl. Broch, Materialien, a.a.O., S. 11-179.

241) Vgl. Theodore Ziolkowski, Hermann Brochs Tod des Vergil und Thomas Manns Lotte 

in Weimar. Zwei Exilromane, in: Michael Kessler, Paul Michael Lützeler (Hrsg.): 

Hermann Broch: Das dichterische Werk. Neue Interpretationen, Tübingen 1987, S. 269.

242) Vgl. Doris Stephan, Thomas Manns Tod in Venedig und Brochs Vergil, in: Schweizer 

Monatshefte 40, 1960, 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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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3) 이 소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인의 내적 독백을 통해 아름다움

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즉 비유와 상징으로서 관습화되고 고착화된 예술 

표현 방식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브로흐는 베르길을 통해 기존의 문학 방법론을 비판하며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데 여기서 죽음의 문제가 예술가의 과업에 직접

적으로 소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만 삶의 인식에 순종하지 않을 것은(직업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가 있어 마침내 그가(베르길) 선택한 직업은 시라고 불리는, 유

일하게 죽음의 인식에 봉사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 활동 중에서도 가장 드

문 일이었다. 

[...] da es keinen gibt, der nicht ausschließlich der Lebenserkenntnis untertan 

wäre, keinen, mit Ausnahme jenes einzigen, zu dem es ihn schließlich 

getrieben hatte, und der Dichtung heißt, dieser seltsamsten aller menschlichen 

Tätigkeiten, der einzigen, die der Todeserkenntnis dient. (TdV, 77)

베르길은 죽음의 인식을 향한 고투가 예술가의 과업이라고 말한다. 즉 그

에게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문학 작업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이다. 소설 

속 인물의 이러한 태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모든 진실한 인식은 죽음

을 향하고 alle wahre Erkenntnis dem Tode zugewandt”244) 있다는 브로흐의 

철학적인 주장이다. 이처럼 소설 작업에 철학적인 인식론을 연결짓는 것

은 브로흐 문학의 특징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에 대하여 브로흐의 철학과 

문학적인 작업에 등장하는 죽음의 명제가 “지상의 절대적인 것에 대한 고

대 Antizipation des irdisch Absoluten” 또는 “형이상학적 실재 metaphysische 

Realität”24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삶 속에 담겨있는 죽음의 인식적 역

할을 짚어내고 있다. 브로흐는 한 에세이에서 “삶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

243) Vgl. Peter Yoonsuk Paik, Poetry as Perjury: The End of Art in Broch´s ‘Der Tod des 

Vergil’ and Celan´s ‘Atemwende’, in: Lützeler (Hrsg.): Visionary in Exil: The 2001 Yale 

Symposium, 2003, S 201-216.

244) Broch, Gedanken zum Problem der Erkenntnis in der Musik, in: KW 10/2, S. 243.

245) Hannah Arendt (1995),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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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죽음보다 지상에서 더 멀리 그리고 더 형이상학적으로 될 수 있는 현

상은 없다 Wohl gibt es keine Erscheinung, die ihrem Lebensgehalt nach 

erdentrückter und metaphysischer sein könnte als der Tod”246)라고 언급하였

는데, 이는 죽음을 인간이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인식과 성

찰의 경지로 바라본 것이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현실에서 초월적인 인식에 도달하려는 베

르길은 예술적인 절대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성을 향한 이런 

인식은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탐구이기에 결코 문학적인 완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베르길은 자신의 문학 작업이 도달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인식 추구의 도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서사시 <아

이네이스>를 완성시키는 일에 회의를 품고 마침내 이를 불태워 없애려

고 시도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시란 끝내 궁극에 도달될 수 

없는 것, 차라리 끝없는 조바심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시다. 아, 인식에

의 조바심이 그것이다 das ist Dichtung; ach, Ungeduld nach Erkenntnis ist 

246) Broch, KW 9/2, a.a.O., S. 110: “왜냐하면 예의 형이상학적인 불안은 다양한 형태의 

지상의 불안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며, 단지 이러한 지상의 불안만을 우리는 직접 관

찰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직접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가장 구체적으로 두

려움을 유발하는 위험한 것 그 자체를 구체화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죽음 현

상 그 자체를 말한다. 아마도 삶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지상에서 멀

리 그리고 더 형이상학적으로 될 수 있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에서 동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죽음의 실체는 경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어두운 문을 

통해서 심리적인 실체인 형이상학적인 불안이 인간의 삶 속으로 흘러든다 Denn jene 

metaphysische Angst konkretisiert sich in vielerlei irdischen Ängsten, und bloß diese sind 

direkt beobachtbar. Und damit ist nicht nur die Konkretheit des unmittelbar 

Lebensbedrohenden gemeint, des Feindlichen an sich, das der konkreteste Furchterreger ist, 

sondern auch das Phänomen des Todes selber. Wohl gibt es keine Erscheinung, die ihrem 

Lebensgehalt nach erdentrückter und metaphysischer sein könnte als der Tod, aber so sehr 

er auch im wahrsten Wortsinn unausdenkbar lebensfern ist, er ist gleichzeitig von 

konkretester Lebensnähe. Seine Realität ist die der Grenze, und durch die Dunkelheit 

seines Tores strömt die metaphysische Angst als psychische Realität in das menschliche 

L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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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TdV, 300) 이 말은 이 소설 뿐 아니라 브로흐의 에세이 ｢소설의 세

계상 Das Weltbild des Romans｣(1933)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브로흐는 여

기서 세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이상적인 문학작품의 형식에 관해 다

루고 있다.

끝없이, 결코 도달한 적 없는 학문의 목표이자 인식의 총체성을 얻는 일. 

끝없이, 현실에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개별 시스템들의 요구로서 절대

성에 도달하는 일. 그리고 삶의 모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들 사이

의 합일을 지향하는 일. 이것은 우주적 이야기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시적

인 것의 문법적 구조 속에서 비록 실제적 충족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충족

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의 통일성은 사건들의 끝없는 물결을 통해 부각

된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스스로 완결된 것이기에, 또 완결이 언제나 세

계의 상징이기에, 또한 이런 식으로 도래하는 우주적 총체성을 상징적으로 

선취하기 때문에 – 창작은 언제나 인식에 대한 조바심이다 – 창조성의 상

징이 된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것이란 무작정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

니라, 영원히 새롭게 표현하는 완결성과 통일성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속에서 비합리적이고 어두운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as unendliche, niemals erreichte Ziel der Wissenschaft, ein Totalitätsbild der 

Erkenntnis zu gewinnen, der unendliche, in der Realität niemals erfüllte 

Wunsch der Einzelwertsysteme, zur Absolutheit zu gelangen und eine 

Vereinigung zwischen allen rationalen und irrationalen Elementen des Lebens 

zu erzielen, das findet in der Kosmogonie und der einheitstiftenden Syntax des 

Dichterischen zwar keine reale, wohl aber eine symbolhafte Erfüllung. Die 

Einheit des Kunstwerks ist herausgehoben aus dem unendlichen Fluß des 

Geschehens, und weil es in sich geschlossen ist, in solcher Geschlossenheit 

immer Weltsymbol, und weil es solcherart die künftige große Kosmogonie 

symbolisch vorausnimmt - immer ist Dichten eine Ungeduld der Erkenntnis -, 

wird es auch zum Symbol des Schöpferischen. Denn das Schöpferische liegt 

nich im Drauf-los-Fabulieren, sondern in der Geschlossenheit und in einer 

Einheit, die seine ewige Neuheit darstellt, und in der das Irrationale und 

Dunkle in stets neuer Form zum Lichte aufbricht.247)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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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흐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창작을 인식에 대한 조바심’으로 표현한 

맥락은 이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문학적인 것의 

완성, 즉 시인의 시 쓰기 작업은 완결될 수 없으며 끝없는 실행 속에 놓

인 것으로 묘사된다. 브로흐의 철학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일적인 

원칙과 예술적 구조 안에서 영원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창

조적인 문학 형식으로 일컫고 있다. 이때 통일적이고 완결된 문학작품이

란 “무작정 지어낸 이야기 속에 im Drauf-los-Fabulieren”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의 끝없는 물결 unendlicher Fluß des Geschehens”이 드러

나 있는, “스스로 완결된 in sich geschlossen” 작품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과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이상적인 문

학의 형태는 『베르길의 죽음』에 제시되어 있는 소설의 형식적인 특징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파편적으로 해체된 언어와 그를 통

해 드러난 무수한 상징적 이미지들이 물의 유동성을 모방한 연쇄적이고 

순환적인 형식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대로 시인 베르길의 문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브로흐

의 문학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브로흐는 ‘무작정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풍부한 상징들이 끝없이 이어진,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이야기 형태를 

모더니즘의 형식으로서 추구한다. 틀에 박힌 모방과 선형적인 이야기 방

식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을 겨냥한 것이다. 베르길은 자

신의 “시가 이미 옛날에 누군가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고 형성해 놓은 것

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에만 만족을 느껴왔다 [...] seine Dichgung [...] 

lediglich der Schönheit gefrönt hatte, selbstgenügsam auf die Verschönerung 

von längst Vorgedachtem, längst Vorerkanntem, längst Vorgeformtem 

beschränkt”고 자조한다. 그는 로마 건국의 이야기를 담은 <아이네스>를 

문장의 화려함과 지나친 과장이 드러난 “비예술 eine Unkunst”(TdV, 135)

이라고 비판한다. <아이네이스>를 완성하는 문제로 시인과 설전을 벌이

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베르길은 자신이 작품의 완성이 아니라 오직 

247) Broch, Das Weltbild des Romans (1933), in: KW 9/2, S. 1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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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인식 die Erkenntnis des Todes”(TdV, 301)을 원한다고 고백

한다.

죽음에 대한 앎을 통해 무한성을 깨닫는 오직 그러한 사람, 오직 그만이 

창조를 포착할 수 있다. 그는 창조 속에서 개체를, 모든 개체 속에서 창조

를 포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체는 그 자체로는 붙잡을 수 없고 그 맥락 

속에서 비로소, 즉 법칙의 맥락 속에서만 포착 가능하기 때문이다. 

Nur der jenige nämlich, der vermöge seines Wissens um den Tod sich des 

Unendlichen bewußt ist, nur der vermag die Schöpfung festzuhalten, das 

Einzelding in der Schöpfung, wie die Schöpfung in jedem Einzelding. Denn in 

sich selber läßt das Einzelne sich nicht festhalten; erst in seinem 

Zusammenhang, erst in seinem Gesetzeszusammenhang wird es haltbar [...]. 

(TdV, 305)

베르길은 아름다움의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예술 형태에 관해 이야기

한다. 그는 여기서 작품을 이루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관계를 강조한다. 

오직 무한과 영원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여러 개별적인 요소들이 만들어

낸 자율적이고 자동적인 원칙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베르길의 이러

한 주장은 이 소설에 나타난 표현 형식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이 작

품은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결합과 연속이 작품의 무수한 장면

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소설의 근본적인 요소들, 가령 문장과 문단, 

장으로 이어진 기본 구성단위들이 음악적 형식에 의해 유기적인 연결 속

에서 이어져 있다. 이는 결국 베르길의 의식세계에 드러나 있는 무수히 

불규칙한 영상과 이미지들인데, 이는 주체의 주관적인 의식과 기억, 죽음

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아포리즘이 뒤섞인 독특한 죽음의 서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죽음은 이 소설에서 단순히 시인의 종말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죽음

은 구태의연하고 관습화된 예술 방식에 대립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학 형식을 위해 필요한 창조적인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가 강하게 제시된 소설의 4장은 끊임없이 이어진 해체된 말들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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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드러나 있다. 그 말들의 흐름 끝에 놓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제

어할 수 없는 언어의 유동적 움직임이 산문의 전형적인 형식을 벗어나 

있는 이 소설의 형식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떠도는 바다, 떠도는 불, 바다처럼 무겁고 바다처럼 가볍지만 그럼에도 그

것은 여전히 말이었다. 그는 말을 고정시킬 수 없었다. 감히 고정시켜서는 

안 되었다. 

Ein schwebendes Meer, ein schwebendes Feuer, meeresschwer und 

meeresleicht, trotzdem immer noch Wort: er konnte es nicht festhalten, und er 

durfte es nicht festhalten [...]. (TdV, 454)

베르길은 불운한 천재로 저물어 가는 자신의 시대와 미처 도래하지 않

은 새 시대 사이의 중간에 놓여 있다. 그의 중간자적 존재는 “아직 아니

면서 이미 도래한 Noch nicht und doch schon”(TdV, 426)이라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시사한다. 베르길의 모습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의 예술 양식을 고대하던 모더니즘의 예술가들과 겹쳐

진다. 전통의 이야기 방식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베르길의 고뇌를 통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에 불완전한 경계 위에 선 베르길의 운명이 

새로운 예술 형식의 등장에 따른 진동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죽음의 과정: 시적 운율과 물의 메타포를 이용한 서술 

전략

  2.1. 의식과 기억으로서의 문학의 ‘풍경’

진정한 시에는 무언가 말해지지 않은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담겨있다. 

소위 ‘사이 공간의 표현’ 이라고 하는 말과 행간 사이의 긴장이다. 그 속에

서 근본적인 합일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풀리지 않을 듯 보이던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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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며, 시가 진실이 되고 인식이 된다. 

In jedem echten Gedicht gibt es etwas Unausgesprochenes und 

Unaussprechbares, die Spannung zwischen den Worten und Zeilen, kurzum 

einen »Ausdruck des Zwischenraumes«, und von diesem wird die eigentliche 

Einheit hergestellt, in ihm lösen sich die scheinbar unauflöslichen Gegensätze, 

in ihm wird das Gedicht zur Wahrheit und zur Erkenntnis. (TdV, 474)

  이 소설은 시를 “말해지지 않는 것 Unausgesprochenes”, “말할 수 없는 

것 Unaussprechbares”을 담는 매체라고 이야기한다. 산문의 내용을 뛰어넘

어 시적 운율과 형식에 가까워질수록 문학은 진정한 인식을 향한 이상적

인 작업이 되고 있다. 이런 소설의 내용이 브로흐의 언급에도 나타나 있

다. 그는 이 소설에 대해 “『베르길의 죽음』은 오직 시일 따름이다 der 

Tod des Vergil ist ein Gedicht”(TdV, 493)라고 말하며 산문이 아닌 시에 

담긴 음악성을 통해서 소설을 구성했다고 밝힌다. 이 소설은 “4중주 선

율의 원칙에 따라 nach den Prinzipien eines Quartettsatzes” 그리고 “심포

니의 선율을 따라 nach [...] einer Symphonie” “음악적으로 구성 

musikalisch durchkomponiert”(TdV, 475)된 것이다. 이 작품이 시이며 음악

이라고 하는 말은 시적 운율을 따르는 언어들의 결합이 곧 소설의 내용

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게 본다면 이 소설의 형식과 내용은 매

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시인 베르길의 ‘죽

음’을 다룬 것이기 보다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라는 브로

흐의 언급은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48) 이어진 분석은 내적 독백

과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는 이 

작품이 이를 ‘죽음의 과정’으로서 제시하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와 

같은 죽음 서사에서는 사건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 말하자면 질병에 걸려 환각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인물의 의식 안에 등장하는 불규칙한 인상들이 핵심적인 이야기로서 등

장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시인은 열병을 앓는 환각 상태에서 의식 저 너머의 대상

248) Vgl. Broch, KW 4, S.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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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자유롭게 눈앞에 불러낸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

롭게 출현하는 “순간의 인상들 Augenblicksimpressionen”은 이 소설을 지

배하는 것들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소설적 요소들의 즉흥적이

고 순간적인 만남이 연출되는 “동시성 Simultaneität”의 서술 방식은 작품

의 음악적 구성에 관련된 장치이다. 이 동시성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포함해서 “통일된 삶 전체 die Einheit des Gesamtlebens”가 “단 한 순간의 

현재 속에 in einem einzigen Gegenwartspunkt”(TdV, 475), 즉 베르길의 의

식 속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베르길의 의식에 나타난 무수한 기억

과 연상들은 그 파편적인 형상들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된 연쇄적인 흐

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음악적 형식에 기초한 합리성, 논리성과 함께 추상적이

고 불규칙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소설 형식은 브로흐가 

의도한 것으로 그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결합시켜 이상적인 모더니즘 

소설 양식을 만들고자 했다.249) 불규칙하고 산발적인 이미지들의 연속적

인 풍경은 벌어지는 사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이 ‘풍경’은 베르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주관적 인상에 한

정되어 있지 않고, 소설의 현실에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주

인공이 놓여있는 현실의 안과 밖, 즉 외부 현실과 의식의 내용은 경계 

없이 뒤섞이는데, 그 속에 나타난 시적인 운율과 파편적 이미지를 담은 

언어는 고정된 형태의 글쓰기를 벗어나 “언어 저 너머 jenseits der 

Sprache” (TdV, 454)에 도달하려는 베르길의 예술적 염원과 맞닿아 있다.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죽음

은 인물의 의식을 비롯한 소설의 주관성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로서 

등장하며, 그와 함께 소설 전체의 구성과 형식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죽음과 연관된 멜랑콜리하고 무거운 분위

기를 제시하면서 소설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49) 브로흐는 모더니즘의 소설이 내적 독백의 형식 안에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모순을 

포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논문의 2.2장을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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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같이 푸르고 가벼운 아드리아 해의 물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게 가볍

게 맞바람이 불어와 황제의 전투 함대 쪽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점점 가까

이 다가오는 칼라브리아 해안의 낮은 언덕을 왼편에 두고 브룬디시움 항

구를 향해 함대가 들어오고 있는 지금,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날임에도 죽

음의 예감을 품은 바다의 쓸쓸함이 인간 활동의 평화로운 기쁨으로 바뀌

고 있었으며, 인간과 그들의 가옥 근처에서 부드럽게 반짝이는 바다 위에

는 항구로 들어오거나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갖가지 배들이 북적였다. 갈색 

돛을 단 고깃배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저녁 고기잡이를 위해 흰 물보라 

치는 해변의 길게 늘어선 마을과 가옥들에 붙은 작은 방파제를 떠나고 있

는 지금, 바다는 흡사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 위에 진주빛 하늘의 조가비

가 펼쳐져 있었다. 해가 저물면서 망치질 소리, 여기저기서 부르는 외침 

등 생활의 잡다한 소음이 바람에 실려 올 때마다 아궁이의 장작 때는 냄

새가 주위를 감돌았다. 

Stahlblau und leicht, bewegt von einem leisen, kaum merklichen Gegenwind, 

waren die Wellen des adriatischen Meeres dem kaiserlichen Geschwader 

entgegengeströmt, als dieses, die mählich anrückenden Flachhügel der 

kalabrischen Küste zur Linken, dem Hafen Brundisium zusteuerte, und jetzt, da 

die sonnige, dennoch so todesahnende Einsamkeit der See sich ins friedvoll 

Freudige menschlicher Tätigkeit wandelte, da die Fluten, sanft überglänzt von 

der Nähe menschlichen Seins und Hausens, sich mit vielerlei Schiffen 

bevölkerten, mit solchen, die gleicherweise dem Hafenzustrebten, mit solchen, 

die aus ihm ausgelaufen waren, jetzt, da die braunsegeligen Fischerboote 

bereits überall die kleinen Schutzmolen all der vielen Dörfer und Ansiedlungen 

längst der weißbespülten Ufer verließen, um zum abendlichen Fang 

auszuziehen, da war das Wasser beinahe spiegelglatt geworden; perlmuttern war 

darüber die Muschel des Himmels geöffnet, es wurde Abend, und man roch 

das Holzfeuer der Herdstätten, so oft die Töne des Lebens, ein Hämmern oder 

ein Ruf von dort hergeweht und herangetragen wurden. (TdV, 11)

일견 평화롭게 보이는 항구의 모습을 재현한 이 장면에서 “죽음의 예감

을 품은 바다의 쓸쓸함 todesahnende Einsamkeit der See”이란 표현은 소

설 전체의 주제를 응축하는 죽음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저녁 무렵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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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디시움 항구는 항구에 들어서는 황제의 함대와 고깃배가 오가는 아름

다운 풍광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히 소설의 배경 묘사를 위해서만 

할애되고 있지 않다. 뒤보스 Jean-pierre Dubost는 이 장면을 두고 “소설

이 지나치게 길고 빈틈없이 구성된 문장으로 시작하며 그 속에 작품 전

체를 관통하는 긴장이 내재해 있다 Der Roman beginnt mit einem 

überlangen, durchkonstruierten Satz, in dem die sich durch das ganze Buch 

hinziehende Spannung […] vorhanden ist”250)고 분석했다. 이러한 긴장이란 

언어의 형식적인 엄격성, 소설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표본적 상징들, 또 

시적 운율의 규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소설을 “움직임 없는 닫힌 구조 

statische[en] Geschlossenheit”251)로 밀어 넣는다. 소설의 엄격한 형식성에 

의한 이 ‘닫힌 구조’는 더 나아가 의미의 영역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긴

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물과 육지의 만남은 서로 분리

되어 있는 두 영역 사이의 관계와 충돌을 예감케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장면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의 만남을 비롯해서 서로 나뉘어진 영역의 

경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다. 이러한 경계의 특성을 통해서 귀향

과 도착은 또 다른 출발과 시작을 지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으며, 죽

음은 경계 없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바다와 함께 무한함과 연속의 의미

에 상관되어 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spiegelglatt” 바다라는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바다

의 고요함은 죽음의 침묵과 맞닿아 있다. 죽음의 이미지를 강하게 환기

하는 물은 이 작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물의 ‘흐름’이 

지시하는 물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들, 가령 목

가적인 자연 요소들과 우주의 삼라만상들, 베르길의 의식에 드러나는 기

억의 편린들이 서로 연결되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같은 객관적인 요소

들은 주체인 인물의 의식 속에서 주체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가

령 베르길의 의식 안에서 인간인 베르길은 배의 모습으로 변용되어 나타

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객관적인 대상들과 주관적인 의미망이 연결되

250) Jean-Pierre Dubost, Brochs Romandichtung Der Tod des Vergil (1945), in: Paul Michael 

Lützeler (Hrsg.): Hermann Broch, Frankfurt a. M. 1986, S. 170.

251) Dubost (1945), S.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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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소설의 ‘주관성 Subjektivität’과 ‘객관성 Objektivität’의 영역이 서

로 경계를 넘어 합일되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합일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현실적인 장면들은 소설 마지막에 이를수록 가속화되는 경

향이 있는데, 4장에 이르러서는 베르길이 식물이나 동물의 형체와 뒤섞

여 나타나는 환상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룬다. 

  베르길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열병과 환각에 시달리는데, 소설의 2장에

서 그는 본격적으로 몽상과 같은 심연에 빠져든다. 이때 베르길은 의식 

안에서 스스로를 항해하는 배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누운 자세로 

서서히 어린 시절의 회상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찰나 그의 누워있는 육체

가 순간 배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똑같이 그는 오늘도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의 몸의 

각 부분들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와 똑같이 몸의 부분들은 ‘그’라는 배가 

가볍게 가라앉아 유영하며 넘나드는 물마루이며, 그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파도의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 genau so spürte er auch heute jede einzelne der Stellen, an denen sein 

Körper am Lager aufruhte, und genau so wie damals waren sie Wogenkämme, 

über die sein Schiff mit leichtem Eintauchen hinwegschwamm, während sich 

dazwischen unermeßlich tiefe Wogentäler auftaten. (TdV, 72)

베르길은 누운 자세로 자신의 몸의 형체를 바라보는데 이는 과거의 자신

과 현재의 자신을 하나로 잇는 상념이다. 그러는 순간에 그의 몸이 배에 

비유되고 있다. 인물을 잠시 배에 비유한 장면이라 하기엔 이 장면에는 

작품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 소설에서 베르길은 지속적으로 떠돌며 항

해하는 배와 같은 운명에 속한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독특한 것은 

브로흐가 이런 비유를 상징적 묘사의 최종적인 형태로 두지 않는다는 점

이다. 그는 이 비유를 풀어내 소설 속 장면으로 다시 흘려 넣고 있으며 

이로써 해체된 비유가 다시 개별적인 대상으로서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 

속으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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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누워있는 그가 영상 그 자체였다. 가장 실재적인 현실을 향해 진로

를 돌리면서 보이지 않는 파도에 휩쓸려 물에 잠기는 배의 영상이 그 자

신의 영상이었다. 암흑에서부터 암흑으로 나아가고 암흑 속으로 가라앉는 

그 자신이 가공할 크기의 배였으며 그와 동시에 무한대 그 자체였다. 그리

고 그 자신이 무한대를 지향하는 도주였고 도망치는 배였다. 그 자신이 목

표이기에 그 스스로 헤아릴 수 없었고, 헤아릴 수 없이, 조망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끝없이 펼쳐진 육체의 풍경이었다. 

[…] Bild sich selber war er, der hier lag, und hinsteuernd zu wirklichster 

Wirklichkeit, getragen von unsichtbaren Wogen, eintauchend in sie, war das 

Bild des Schiffes sein eigenes Bild, aus der Dunkelheit kommend, in die 

Dunkelheit ziehend, in die Dunkelheit sinkend, er war selber das unermeßliche 

Schiff, das zugleich selber die Unermeßlichkeit ist, und er war selber die 

Flucht, die in diese Unermeßlichkeit zielt, er selber das fliehende Schiff, er 

selber das Ziel, unermeßlich er selber, unermeßlich, unübersehbar, 

unausdenkbar, eine unendliche Körperlandschaft […]. (TdV, 72)

떠도는 자의 운명을 상징하는 배는 상징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인물이 

배의 형태로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상징적 이미지를 다시금 전복

한다. 베르길의 형상은 “가라앉고 sinkend”, “진로를 돌리고 hinsteuernd”, 

“엄청난 크기를 unermeßlich” 자랑하는 등 배의 구체적인 성질을 담은 언

어들과 다시 섞이고 있으며 이로써 비유를 통해 부여된 함축적 의미는 

다시 개별적 언어들과 새로운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서술이 암

시하는 것은 완결된 상징과 비유에 고착된 예술적 표상이 아닌, 파편화

된 개별적 요소들의 자유로운 관계와 그들의 유동적인 흐름을 추구하는 

베르길의 예술적 지향이다.252) 배와 물을 비롯해 인간 군상과 다양한 자

연의 요소들은 소설의 진행 속에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주체의 주관적이

고 형이상학적인 성찰에 깊이 얽혀 있다. 소설적 객관성과 주관적 의미

망이 뒤얽혀 있는 이런 장면들은 다름 아닌 죽어가는 시인의 예술과 문

학에 관한 성찰과 인식 추구의 과정으로 드러난 것이기에, 배의 모습을 

252) 이 맥락에 관해서는 다음 장, 2.2 문학적 ‘아름다움’비판: 혼종 (Hybridität)의 시학에

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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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심연과 같은 무한 속을 항해 하듯 나아가는 베르길은 형상은 지상

의 한계를 벗어나 예술적 깨달음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의 존재를 상

징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베르길의 의식세계가 개인의 심리적인 영역을 벗어나 

거대하고 추상적인 우주의 삼라만상들과 뒤섞여 나타난다는 점이다.253)

그의 내면세계에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장대한 자연 풍경, 사물과 인간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경계 없이 다채롭게 등장한다.254) 의식 안에 끊이

지 않고 떠오르는 이런 영상들이 소설을 구성하는 주요 장면들이며 서사

적인 전개를 주도하는 것이다. 문학적 공간은 이미 현실과 비현실, 실재

와 허구로 나눌 수 없는 인간 의식의 한 가운데 이거나,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상 세계와 다를 바 없이 그려지고 있다. 이런 

장면들은 말 그대로 “원시적인 urhaft” (TdV,443)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 속에서 인간(베르길)은 동물로 변하기도 하고255) 식물과의 경계에 놓

여 있으며256) 마치 “최후의 변용 letzte[er] Verwandlung”(TdV, 442) 속에 

253) 이로써 이 작품은 이 논문의 1장에서 다룬 초기 낭만주의 작품들과 그 특성을 비교

해 볼 수 있다. 낭만주의 작품들에서도 인간의 내면세계는 개인의 자아와 형이상학적

이고 초월적인 소재들이 한 데 뒤섞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54) 이와 관련해 베르길의 경험적 자아를 개인의 반성적 주체를 넘어선 플라톤적 이데아를 

추구하는 자아로 분석하기도 한다. Vgl. Manfred Durzak, Hermann Brochs Vergil-Roman 

und seine Vorstufen, in: Hermann Kunisch (Hrsg.): Literaturwissenschaftliches Jahrbuch, Berlin 

1968, S. 299.

255) Vgl. KW 4, S. 438: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의 걸음은 동물과 같이 되었고 동물과 

같은 변화가 그를 거세게 덮쳤다. […] 아래에서 위까지 동물이었고, 위에서 아래까지 

동물이었다. 물어뜯으려 하진 않으나 거대하게 열린 입, 사냥감을 찢어 놓지는 않으나 

날카로운 발톱, 찌르려고 덤비지는 않으나 깃털로 덮인 갈고리 모양의 부리, 그리고 

그 자신 속에 있고 자신한테 드러나 보이는 동물들의 침묵의 언어를 들었다. je länger 

es währte, desto tierhafter wurde sein Gehen, desto stärker überkam ihn tierhafte 

Verwandlung [...] Tier von unten bis oben, Tier von oben bis unten, als klaffender 

Rachen, mochte er auch nicht zuschnappen, als Krallenträger, mochte er auch kein Wild 

reißen, als Gefiedertes und Hakenschnäblinges, mochte er auch nicht zustoßen, und das 

Tier in sich tragend, das Tier von innen sehend, hörte er der Tiere stumme Sprache [...].” 

256) Vgl. KW 4, S.443f: “그는 스스로 식물로 변하고 있었다. 내부도 외부도 식물처럼 

되어갔다. 대지의 수액이 피처럼 흐르고, 뿌리가 자라고, 껍질로 뒤덮이고, 관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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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주관성과 객관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무아지경 die Ekstase”의 혼돈을 브로흐는 자신의 미학적인 서술 방식으

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는 여기에 대해 자아의 깊숙한 내면을 새롭게 발

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무아지경은 아름답게 지각되는 것이며, 이러한 느낌을 외부세계의 현상들

에 의존하게 만드는 힘의 윤곽들은 주체와 객체의 통일 속에 존재한다. 자

아의 무아지경과 현상의 무아지경이 통일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

을 일으킨다. 이는 외부의 현상에 대한 미학적인 선별과 가치 평가로 나타

나며 또 인식의 욕구를 자아에 대한 재발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Die Ekstase wird schön empfunden, und in der Einheit von Subjekt und 

Objekt finden sich die Linien der Kraft, die dieses Empfinden von den 

Erscheinungen der Außenwelt abhängig macht: die Ekstase des Ichs und die 

der Erscheinung werden durch diese Einheit in jene Wechselwirkung gestellt, 

die sich als ästhetische Sichtung und Wertung der Erscheinungen äußert und 

sie ermöglicht es, die Lust des Erkennens als Wiedererkennen des Ichs zu 

erklären.257)

소설적 주체와 객관적 대상, 자아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뒤섞여 혼합되

어 나타나는 장면들은 베르길의 의식 세계에 나타나 있는 풍경으로 죽음

으로 향하는 그가 깨달아 가는 성찰의 과정이다. 여기서 하늘과 땅, 물, 

배 그리고 무수한 자연의 대상들, 별과 해, 달과 같은 우주 구성 요소들

은 일반적인 소설에서라면 특유의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상징적 암시를 담은 이런 객관적 대상들이 “주도동기적인 

반복 leitmotivische[n] Wiederholungen”258)을 통해서 소설의 장면들을 점증

되고, 목질로 변하고, 나무껍질처럼 되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으

로 머물러 있었다. er ward selber das Pflanzliche, ward es innen und außen, erdsaft 

durchpulst, wurzelig, bastig, röhrig, holzig, borkig, laubig, dennoch im Menschhaften 

verbleibend [...].” 

257) Broch, Notizen zu einer systematischen Ästhetik (1912), in: KW 9/2, S. 13.

258) Jattie Enklaar, Der Tod des Vergil - Ein Gedicht über den Tod?, in: Jattie Eiklaar und 

Jan Aller (Hrsg.): Hermann Broch 1886-1986, Amsterdam 1987, 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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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하며 소설 전체의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 요

소들은 개별적인 의미를 통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이상향을 지

향하는 작품의 철학적인 의미를 소설의 세부적인 단위를 통해서 조직하

고 있다.  

  엔클라르 Jattie Enklaar에 따르면 이 소설의 문장들은 세계문학에서 가

장 긴 문장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소설 속에서 반복되면

서 영상, 풍경, 땅과 우주의 서열 안에서 점증적으로 숨 쉬듯 커져간

다.259) 큰 맥락에서 보면 이들은 작품 1장의 브룬디시움의 도시 풍경, 2

장의 베르길의 기억의 풍경, 그리고 4장의 죽음 직전에 놓인 베르길의 

내면의 풍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풍경들에서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는 

서로 경계 없이 뒤섞여 나타나고, 개인의 기억과 철학적 명상은 한데 합

쳐져서 인간 의식 너머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그려 보이고 있

다. 한편 브로흐는 이런 파편적인 영상들의 직조 방식이 시적 운율의 자

동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베르길 소설은 오직 서정시일 뿐이다. 그것은 다른 서정

시와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삶의 순간, 비록 이 소설에서는 죽음의 순간

으로 표현된, 하나의 유일한 삶의 순간을 표현해야 한다. 서정시는 인간 

정신의 비합리성을 단 순간에 합리적으로 만든다.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서, 제 2의 인간의 합리적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한다. 

내 소설은 이런 방식으로 시적 영상에서 시적 영상으로, 하나의 상이 다른 

상을 비추면서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소설을 ‘서정시적 

논평 방식’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 in diesem Sinne ist meine Vergil-Erzählung nichts anderes als ein einziges 

lyrisches Gedicht, das wie jede Lyrik als Ausdruck eines einzigen 

Lebensmomentes zu gelten hat, eines einzigen Lebensaugenblickes, der hier 

allerdings der des Sterbens ist. Das lyrische Gedicht macht die Illogizität der 

menschlichen Seele mit einem Male logisch, u.z. im Ungesagten und 

259) Vgl. Ebd., S. 65: “Es formen sich Satzgebilde, die zu den längsten der Weltliteratur 

gehören: in der Wiederholung und steigernd atmen die Sätze in Reihen von Bildern, 

Landschaften, Erde und K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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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mäßigen, also in einer zweiten menschlichen Logossphäre, und meine 

Erzählung geht solcherart von lyrischem Bild zu lyrischem Bild, eines das 

andere aufhellend, so daß man mit Fug von einer ‘Methode des lyrischen 

Kommentars’ sprechen könnte. (TdV, 458)

서정시의 운율에 의해 “베르길이 속한 상징 세계와 그의 의식 세계 mit 

der Vergilschen Bild- und Gedankenwelt”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결합은 “시적인 필연성 lyrische Notwendigkeit”에 의해 “자동적 

automatisch”(TdV, 459)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런 자유 연상에 

의한 이미지들의 자동적인 연출 방식은 초현실주의 회화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회화적인 관점 속에서 엘레나 아가찌 Elena Agazzi는 이 소

설의 장면들을 일종의 “풍경 Landschaften”이라 일컫는다.

이 풍경들이 자아의 깊은 의식 영역에 놓인 감정과 성찰에 대한 표현을 

가능케 하며 사고에 힘을 부여하는데, 이로써 사고는 보다 확장된 영역으

로 뻗어나가고 다른 의식의 영상들을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의 스크린 위

에 투영한다. 

Landschaften [...], die eine Darstellung der emotionellen und reflexiven 

Zustände der intimen Sphäre des Ichs ermöglichen und der Denkkraft die 

Bedingung anbieten, sich in einer weit ausgedehnten räumlichen Dimension 

auszubreiten und andere mentale Bilder auf die unsichtbare Leinwand des 

Weltalls zu projizieren.260)

이렇듯 무수한 의식의 영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구성에 관해 비놀트 Götz Wienold “소설적 조직 die Organisation eines 

Romans”261)이 “단어에서 문장, 문장에서 문단, 단락과 장을 거처 텍스트 

전체로 연결되는 (하나의) 구조 die Strukturbildung von Wort zu Satz, von 

260) Elena Agazzi, Literatur- und Erkenntnislandschaften in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und Rainer Maria Rilkes Duineser Elegien, in: Hermann Brochs Vergil-Roman: 

Literarischer Internet und kulturelle Konstellation, a.a.O., S. 147.

261) Wienold (1976), S.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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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z zu Absatz, über Abschnitt und Kapitel bis zum Textgesamt”262)를 이룬

다고 말한다. 그는 “순환하도록 놓여 있는 소설의 장들이 첫 장의 순환 

주기를 깊은 흐름 속에서 더 넓은 진폭을 통해 반복한다 Das Kapitel ist 

also zyklisch angelegt und wiederholt in weiterer Amplitude der 

Tiefenwanderung den Zyklus des ersten Kapitels”263)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로써 소설의 첫 장면에 등장한 표상적인 이미지들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

는 핵심적인 이미지이며, 작은 단위의 구성을 이루는 동시에 소설 전체의 

형식과 의미 속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마우저 

Wolfram Mauser는 이러한 점을 부분에서 전체로 연결되어 확장해 가는 

“나선 Spirale”의 구조라고 말한다.264)

  이 작품의 무수한 이미지들은 결과적으로 서사적 해체로 이어지는 흐

름 속에 놓여 있다. 이 형상들은 문학의 비유와 상징에 대한 패러디들이

며 그 속에는 비판이 내재해 있다. 이 형상들을 비판하면서도 관습화된 

비유와 상징들이 뒤섞인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베르길은 모순에 갇혀 있

는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모순은 지상에서의 예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의 시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 즉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는 것을 통

해 이루어지는 점과 연계된다. 베르길의 육신은 소멸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의 정신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창조적인 시인의 길로 들어

서고 있다. 비놀트는 이에 대해 이 소설이 문학에 대한 비판을 위해 기

존의 문학적 관습을 사용하고 있다고 꿰뚫어 봤다. 그는 이 소설 첫 장

면에 그려진 풍경 묘사가 “예술의 정당성 die Erlaubtheit der Kunst”으로 

간주되는 모방적인 이야기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 평하고, 이로써 한 시

대의 문학적 허구와 가상을 재구성하는 문제가 베르길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에 중첩되어 있다고 분석했다.265) 여기서 그는 가치 붕괴의 시대를 

살았던 브로흐의 상황을 소환한다. 즉 이야기의 모방적 재현과 모더니즘

262) Ebd., S. 253.

263) Ebd., S. 266.

264) Wolfram Mauser, La morte di Virgilio di Hermann Broch ossia delmito della carità, in: 

Rivista di letterature moderne e comparate IX, 1956. Zitiert nach Wienold (1976), S. 263.

265) Vgl. Wienold (1976), S.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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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양식 사이에서 고민하던 브로흐의 운명이 베르길을 통해 드러

나고 있다. 새로운 문학의 탄생을 고대하며, 이를 위해 내적으로 분투하

는 베르길은 허구와 가상의 예술 앞에서 신음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렇게 그는 누워 있었다. 그, 『아이네이스』의 시인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

스 마로는, 가물거리는 의식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거

의 치욕을 느끼면서, 자신의 그러한 운명에 거의 분노를 느끼면서 그는 진

주처럼 빛나는 둥근 하늘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So lag er da, er, der Dichter der Äneis, er, Publius Vergilius Maro, er lag da 

mit herabgemindertem Bewußtsein, beinahe beschämt ob seiner Hilflosigkeit, 

beinahe erbost ob solchen Schicksals, und er starrte in das perlmutterne Rund der 

Himmelsschale [...]. (TdV, 12)

베르길이 느끼는 치욕과 분노는 문학, 즉 시인의 과업 때문이다. 그는 

시인의 일을 피해서 아테네에 머물며 철학과 과학에 몰두하고자 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을 받아 로마의 브룬디시움으로 향하면서 그는 시인으

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 소설이 제시하는 

형상들과 상징의 무수한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 베르길이 넘어서고자 하

는 지상에 얽매인 비유이고 상징들로 볼 수 있다. 지상에 얽매인 한 인

간, 피조물로서의 예술가가 ‘언어 저 너머’에 놓인 피안의 세계에 가 닿

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며 생겨나는 갈등과 고뇌가 소설의 기저에 깔려있

다. 

  이 작품에서 죽음의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삶에서의 예술적 성

찰에 관한 문제다. 베르길이 죽어가는 과정의 의식의 찰나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새로운 인식과 성찰이다. 브로흐는 인간 의식의 순간성과 찰

나적 현상을 통해 예술적 인식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새로운 문학적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주체의 끝없는 사고의 진행은 

시간성이 파괴된 현장, 즉 공간과 시간, 주체와 대상이 경계 없이 뒤섞인 

소설적 현실로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해체적 형식에 대한 서술적 실험

에만 그치지 않는데, 여기에는 죽음에 봉착한 분열과 혼돈이 문학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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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예감한 시인의 내적인 투쟁으로서 그려져 있다.

  2.2. 문학적 ‘아름다움’ 비판: ‘혼종 Hybridität’의 시학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에게 명료하든 불명료하든 모두 상징

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 und was immer der Mensch tut, es wird ihm zu deutlicherem oder 

undeutlicherem Sinnbild.  (TdV, 74)    

  베르길의 의식을 점령한 것들은 “자아 상(像) Ichbild”(TdV, 73) 들로 

죽음을 목전에 둔 베르길의 의식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혼돈으로 볼 수 

있다. 이 상징적 이미지들은 앞서 비놀트가 말한 대로 시인의 눈앞에 등

장한 문학적 가상들이다. 베르길은 아름다움을 모사하는 문학적 가상을, 

시인을 초월적 이상이 아닌 지상에 얽매는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예술적 

표현수단으로서 상징과 비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베르길과 이를 논박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설전은 3부 “흙-

기대 Erde - Die Erwartung” 장의 중심 테마다. “아무도 아름다움이 신성

한 속임수고, 신성한 외관이 신성성과 거리가 먼지 모른다 niemand 

wußte um die Schein-Göttlichkeit der Schönheit, um das Vor-Göttliche 

göttlichen Anscheins”(TdV, 300)고 베르길은 한탄한다. 그는 “비유는 결코 

인식이 아니라 Gleichnis ist keine Erkenntnis”, “인식을 따르는 [das 

Gleichnis] folgt der Erkenntnis”(TdV, 300)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황제는 “모든 예술은 상징 alle Kunst ist Sinnbild”(TdV, 307)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학적인 상징과 비유를 가리켜 베르길은 “상들은 단지 외계에서 전달

된 것일 뿐, 그러한 형상은 지상에 묶여 있어 필시 원상보다 왜소하다 

Bilder, welche lediglich von außen herangetragen werden, sind dem Irdischen 

verhaftet und daher notwendig kleiner als das Urbild”고 비판한다. “이 영

상들은 인식을 향할 힘도, 진실을 포착할 힘도 없고, 내면과 외면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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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아닌 단순한 표면 sie sind unfähig zur Erkenntnis, unfähig zur 

Wahrheit, sie sind nicht innen und außen zugleich, sondern bloße 

Oberfläche”(TdV, 30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베르길의 입을 통해 나온 저 

‘단순한 표면’으로서 무수한 비유적 영상들이 파편적으로 드러난 곳이 

베르길의 의식 내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표현 수단이 없다. 예술은 그저 비유 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Wir haben ja kein anderes Mittel, um uns auszudrücken; die Kunst hat bloß 

das Gleichnis”(TdV, 106)라고 자조한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실재적인 현실이 단순한 기억의 상

(像)들로 제한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아니 그보다 더, 허락될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상(像)의 축복과 상

(像)의 저주가 함께 한다. 즉 단지 상(像)들에 의해서만 삶이 스스로를 파

악할 수가 있다. 이 상(像)들은 추방될 수 없으며 집단생활이 시작된 이래

로 인간과 함께였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일찍 생겨나 더 강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마침내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것은 이중으

로 된 꿈의 기억이며 우리보다도 강하다. 

Fast schien es unmöglich, mehr noch, fast schien es unstatthaft, daß unsere 

letzterreichbare, wirklichste Wirklichkeit sich darauf beschränkte bloß es 

Erinnerungsbilde zu sein! Nichtsdestoweniger, bildgesegnet und bildverflucht ist 

das menschliche Leben; nur in Bildern vermag es sich selbst zu erfassen, 

unbrennbar sind die Bildern, sie sind in uns seit Herden beginn, sie sind 

früher und mächtiger als unser Denken, sie sind im Zeitlosen, schließen 

Vergangenheit und Zukunft in sich ein, doppelte Traumerinnerung sind sie, und 

sie sind mächtiger als wir […]. (TdV, 72)

상징과 이미지에 의한 표현 방식은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이는 인간에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인간이 이미지가 형상화하는 

절대적인 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배라는 형

상은 문학적 상징이자 예술적 가상에 불과한데,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염

원하는 베르길이 배의 이미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형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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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였다 Bild sich selber war er”, TdV, 72) 베르길이 문학엔 달리 표현 

수단이 없다고 호소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베

르길은 이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지만은 않다. 그는 위의 

인용문을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어서 “현실로 가득 찬 것이 상들이다 prall 

von Wirklichkeit sind die Bilder”라고 독백한다. 말하자면 현실을 영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영상 역시 현실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현실

이란 항상 단지 현실에 의해서만 다시 상징화 된다 […] Wirklichkeit stets 

nur wieder durch Wirklichkeit versinnbildlicht wird”고 덧붙이면서 현실과 

모방적 가상 사이에 놓인 무수한 반복과 중첩의 과정을 꼬집는다. 현실

을 모방한 무수한 비유적 상징들과, 그것이 현실에 등장해 다시금 무비

판적으로 기능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속된 순환의 그 어디에

도 ‘인식’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베르길은 이런 사태를 “최후의 인식 불

가능에 대한 상징 Sinnbild einer letztwirklichen Unerkennbarkeit”(TdV, 74)

으로 비판한다. 이같은 현실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 베르길이 비난하는 

대상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3장에서 베르길은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폐하의 국가는 … 그것은 로마 정신의 상징입니다… es ist dein Staat...er 

ist Sinnbild des römischen Geistes”(TdV, 308)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황제 

스스로가 절대 권력으로 상징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브로흐는 

여기서 예술의 영역 너머, 현실의 지배 논리에 닿아 있는 권력이라는 상

징적 틀을 비판적으로 겨냥한다.

  브로흐가 깨달음이 부재한 상징적 권력에 반박하고 있음을, 한계에 봉

착한 상징적 힘을 끝까지 고수하는 황제와 이에 저항하는 시인의 대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써 인식 추구의 과정에서 베르길의 의식에 드러난 

파편적인 형상의 물결은, 상징성으로의 고착을 거부하는 유동적인 예술

형식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신을 거대한 바닷물에 잠겨 항해하는 배의 

형상으로 상상하던 베르길이 스스로의 자아를 “토막 내 분리시켜 

zerteilen”(TdV, 73) 몸의 각 부위들에 대한 제각각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의 해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다. 여기

서 베르길의 육체는 파편적인 이미지들의 무수한 조각을 통해 나타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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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흡사 자신의 육체가 “붕괴와 궤멸을 den Zerfall und die 

Brüchigkeit”(TdV, 74) 겪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어, 통일된 상징적 의미를 

거스르는 의미를 지닌다.266) 베르길의 눈앞에 펼쳐진 영상들로서 파편적

으로 해체된 신체의 표상들은 그 자신의 치열한 고뇌의 흔적과 같다. 흡

사 인간 주체의 완성된 이미지에 저항하는 듯이 갈기갈기 찢긴 형태들의 

나열은 완결성이 아닌 인식 추구의 진행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서술 양식에 상응하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기준밖에 없으며 그것은 작품의 목표입니다. 오직 

작품의 기준에서만 무엇이 남아야 하고 무엇이 파기되어야 하는 작품인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목표만이 중요할 뿐이지 이루어진 작업은 

중요치 않습니다. 

Es gibt nur einen einzigen Maßstab, und der ist das Ziel des Werkes; nur am 

Ziel des Werkes kann ermessen werden, was bleiben darf und was 

vernichtungswürdigt ist, wahrlich, auf dieses Ziel allein kommt es an, nicht auf 

das getane Werk [...]. (TdV, 293)

  작품의 완성을 거부하는 베르길은 예술에 있어서 목표와 의도만을 중

시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완성되지 않은, 인식과 깨우침의 도정 위

에 있는 작품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이 작품의 형식에 관해 남긴 브로

266) Vgl. KW 4, S. 73: “아아, 그것은 파헤쳐지고 갈아엎어진 병든 폐의 영역이며, 기분 

나쁘게 열이 나고 알 수 없이 붉게 타오르는 깊은 곳에서부터 피부로 짜내 진 영역, 

내장 깊숙한 영역, 마찬가지로 보다 더 끔찍한 성기의 영역이었다. 내장에도 성기에도 

뱀이 득시글거리고 엉켜 있었다. 또한 제어할 수 없이 각기 살아가는 사지의 영역, 특

히 손가락의 영역으로 이 모든 악령이 지배하는 영역들은 많게는 가까이, 많게는 멀

리 그의 몸에 붙어 살고 있었다. ach, es waren die aufgewühlten, aufgeackerten Bezirke 

der schmerzenden Lunge, es waren die des Fiebers, des unheimlichen, das aus 

unbekanntesten rotglühenden Tiefen zur Haut heraufwellt, und es waren die Bezirke der 

Eingeweide abgründe sowie die noch fürchterlicheren der Geschlechtlichkeit, die einen wie 

die anderen schlangenerfüllt, schlangendurchwachsen, es waren die Bezirke der Gliedmaßen 

in ihrem ungezügelten Eigenleben, nicht zuletzt die der Finger, und all diese 

Dämonenbezirke, manche näher, manche ferner von ihm angesiede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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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의 코멘트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브로흐는 내적 

독백에 대해 인간이 지닌 모순적인 성향, 즉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비합

리적인 정신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

르면 “내적 독백 innerer Monolog”은 “인간 정신의 이율배반적인 구조 

die[der] antinomische[en] Struktur des Menschengeistes”를 드러내고 “가장 

모순적이고 상반된 대립을 하나로 통합하는 die widerstrebendsten und 

kontradiktorischesten Gegensätze in sich vereinigt”(TdV, 462) 문학적 형식이

다. 브로흐는 이를 가장 근본적인 문학 형식으로 본다.

비합리적인 체험에 들어있는 합리성은 예술작품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반대로 예술 창작의 기본에 속한다. 비합리적 경험의 합리성은 모

든 시대를 통틀어 창작물 속에서 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서

정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die Logizität im alogischen Erleben ist für das Kunstwerk keineswegs etwas 

Neues, im Gegenteil, sie gehört zur Grundlage des künstlerischen Schaffens, 

und sie hat in ihm durch alle Zeiten hindurch ihren Niederschlag gefunden, 

nämlich im lyrischen Gedicht. (TdV, 462)

브로흐에게 예술작품의 근본 형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모순된 결합

을 음악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일이다. 인간의 합리적인 동시에 비

합리적인 정신을 내적 독백 방식과 시적인 운율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주체성과 객체성,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모순을 함께 

뒤섞어 거기서 생기는 해체적이고 부정적인 미학을 새로운 예술 양식으

로 이해한다. 한편 브로흐의 이같은 문학론이 에드워드 W. 사이드가 이

야기 한 ‘말년의 양식’의 예술작품들과 매우 유사한 지점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267) 사이드는 아도르노의 「베토벤의 말년｣이라는 에세이에

서 ‘말년의 양식’이라는 용어를 가져와 말기의 작품들에서 불협화적인 

형식미를 추구하는 베토벤, 괴테, 쇤베르크 등의 예술가를 분석한다. 이

267) 사이드는 이 책에서 브로흐의 문학론의 한 구절을 가져와 인용하고 있다. Edward 

W. Said, On late style. Music and literature against the grain, Pantheon 2006, S. 1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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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의의 시작은 아도르노가 바라본 베토벤의 말기 작품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베토벤의 말년의 작품들은 노년의 원숙미나 성숙

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삽화적이고 단편적인 음악, 부재와 침묵으

로 찢긴 음악 fragmentary, riven with the absences and silences”268)이다. 사

이드는 이 작품들이 지닌 난해하고 파편화된 성격에서 독특한 미적 지향

을 읽어냈으며, 그 속에 담긴 저항적인 인식과 같은 “부정성 negativity”

269)이 예술적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간파했다. 이에 사이드는 죽음을 앞

둔 예술가한테 죽음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하

고, 작품의 방식과 관련해서 “죽음이 굴절된 양태로, 즉 아이러니로 나타

난다 death appears in a refracted mode, as irony”270)고 이야기한다. 이 굴절

과 아이러니가 곧 예술의 형식이며, 죽음은 예술의 영역에서 부정성의 

미학과 결부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죽음을 테마로 한 예술 형식의 

변형과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베르길의 죽음』 역시 이 부정성의 미학

의 편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인식론적 철학을 소설화한 이 작품에서 소설 형식과 철학적 담론 

사이의 결합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에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작

가의 성찰이 베르길의 내적 독백에 스며들어 있지, 철학적인 명상과 에세

이적인 담론이 작가의 목소리를 빌어 소설에 그대로 실려 있지 않다. 이 

점이 시대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브로흐의 또 다른 소설 

『몽유병자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이 작품은 브로흐가 쓴 철학적 부설과 

에세이가 소설 속에 콜라주 방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네브리히 Alexander 

Nebrig는 철학과 학문의 영역에 닿아있는 『베르길의 죽음』이 “담론적 논

증 eine diskursive Argumentation”이 아닌, 하나의 “순수한 문학적 형식 

eine genuin poetische Form”271)을 지향한다고 평가한다. 이에 그는 “문학

의 본질,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문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일반 문학론 

268) Ebd., S. 16.

269) Ebd., S. 12.

270) Ebd., S. 24.

271) Alexander Nebrig, Disziplinäre Dichtung. Philologische Bildung und deutsche Literatur in 

der ers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Berlin 2013, S.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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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n] Literaturwissenschaft, die das Wesen der Dichtung, moderner 

gesprochen: ihre Prinzipien, untersucht”을 주제로 하는 이 작품을 “소설로 일

컬을 수 있다 als ‘Roman’ untertitelt”272)고 말한다. 이렇듯 철학과 문학의 

합일을 내세우는 이 소설은 “문학적이면서 비문학적인 순간의 혼종 die 

Hybridität von einem poetischen und einem nicht poetischen Zustand”273)을 

중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와 산문의 중간 형태를 내세운다. 말하자면 시

와 산문, 문학적인 것과 비문학적인 것이 합일된 유연한 문학 형식이 이 

작품의 실험적인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문학과 학문의 두 영역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강한 

허구성의 틀을 벗어나 있는 철학 에세이적 소설로 이해할 수 있다. 철학

(학문)적 명상이 새로운 문학 형식에 대한 시도와 서로 맞물리는 과정에

서 소설적 주체의 내면, 즉 사고의 흐름이 시적 형식을 띠고 나타난다. 

이같은 에세이적 문학 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세이의 성격을 고찰

하는 아도르노의 글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형식으로서의 에세이 Der 

Essay als Form｣(1958)에서 아도르노는 에세이가 방법론적으론 “사고의 

진행 방식 Verfahrensweise des Denkens”을 드러낸 글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장르를 떠나서 “형식으로서의 에세이 Essay als Form”, 즉 에세이적 

글쓰기의 형태를 마치 이방인들이 사는 낯선 땅에서 처음부터 그들의 언

어로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274) 말하자면 에세이적 형식은 기

존의 그 어떤 문학적, 문헌학적 모범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이라

는 게 아도르노의 생각이다.

에세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등한시한다기보다 그 확신의 모범을 

끝내 버린다. 확고한 기반을 좇는 강박이 아니라, 그 자신을 넘어서 나아

가는 스스로의 진행 속에서 에세이는 참된 것이 된다. 에세이의 개념은 그 

자신에게 감춰진 한계의 빛을 영접하지, 드러나 있는 시작의 빛을 받아들

272) Nebrig (2013), S. 295.

273) Ebd., S. 300; Vgl. Ulrich Johannes Beil, Die hybride Gattung. Poesie und Prosa im 

europäischen Roman von Heliodor bis Goethe, Würzburg 2010 (=Philologie der Kultur, 2)

274) Vgl. Theodor W. Adorno, Der Essay als Form, in: Noten zur Literatur, hrsg. v. Rolf 

Tiedemann. Frankfurt a. M. 1989, S. 21, hier S. 17 u.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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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다. 거기서 에세이적 방식 자체는 유토피아적 긴장을 드러낸다. 

모든 에세이의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어떤 것이 다른 

것의 배치에 따라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서로 동떨어진 요소들은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모인다. 여기서 에세이는 

형태를 조직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으며 그 안의 요소들이 자신들의 움직임

을 통해서 형태를 이뤄낸다. 이러한 것이 힘의 장이며, 에세이의 관점 하

에선 모든 정신의 형상들이 마찬가지로 저 힘의 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Nicht sowohl vernachlässigt der Essay die zweifelsfreie Gewissheit, als daß er 

ihr Ideal kündigt. Wahr wird er in seinem Fortgang, der ihn über sich 

hinaustreibt, nicht in schatzgräberischer Obsession mit Fundamenten. Seine 

Begriffe empfangen ihr Licht von einem ihm selbst verborgenen terminus ad 

quem, nicht von einem offenbaren terminus a quo, und darin drückt seine 

Methode selber die utopische Intension aus. Alle seine Begriffe sind so 

darzustellen, daß sie einander tragen, daß ein jeglicher sich artikuliert je nach 

den Konfigurationen mit anderen. In ihm treten diskret gegeneinander 

abgesetzte Elemente zu einem Lesbaren zusammen; er erstellt kein Gerüst und 

keinen Bau. Als Konfiguration aber kristallisieren sich die Elemente durch ihre 

Bewegung. Jene ist ein Kraftfeld, so wie unterm Blick des Essays jedes 

geistige Gebilde in ein Kraftfeld sich verwandeln muß.275)

에세이적 글쓰기에서는 텍스트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맺는 자유로운 관

계가 텍스트의 독창적인 미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에세이적인 소설은 전

형적인 소설 양식에서 벗어난 문학적인 시도다. 독자는 순수한 문학적 허

구의 바깥에 놓인 일상적이거나 철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지식을 텍스트 

속에서 접할 수가 있다. 이로써 일종의 새로운 문학적 체험이 가능하다. 

문학과 철학이 혼용된 텍스트의 다양한 짜임이 만들어낸 “파편성은 종종 

뚜렷한 윤곽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지속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난다 das 

Fragmentarische erweist sich als eigene Substanz einer häufig kaum 

umrissenen, jedoch weiterführenden Darlegung”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것은 

회의적인 것과 유토피아가 서로 확고히 나누어지는 대신 이 둘이 함께 존

275) Adorno (1989), S. 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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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제한 없이 펼쳐진 영역 너머에 까지 뻗어나간다 die Begründung 

erstreckt sich über ein unbeschränktes Terrain, auf dem Skepsis und Utopie 

nebeneinander bestehen, statt sich gegeneinander durchzusetzen.”276) 에세이적

인 글쓰기는 말하자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개별

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표현 양식을 통해 나타나 있는 글쓰

기라고 볼 수 있다.

  브로흐는 한 논문에서 호프만스탈의 『탑 der Turm』(1925)에 대해 ‘철학

적이고 에세이적인 대가’의 면모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

데,277) 이 언급은 사실상 그 자신의 베르길 소설에도 들어맞는 말이다. 

이 드라마 작품은 당대 현실에 대한 호프만스탈의 정치의식과 철학, 자

기 고백의 서사가 시적인 형태로 어우러져 형상화된 작품이다. 브로흐는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의 고백과 성찰에서 비롯된 에세이를 이미지들을 배

열시켜 합일을 통해 변화시키고, 이로부터 철학보다는 본질적으로 시에 

가까이 다가간, 지금껏 보지 못한 독특한 산문 형식을 이룬다고 평했

다.278) 그런데 이같은 언급은 『베르길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객관적 대상들은 작품의 주제인 철학적인 통

찰과 깊이 연루되어 있고 소설 전체는 상징의 연쇄적인 배열을 구조로 

한 시/산문의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객관적 요소라 할

지라도 주관성과 철학적 인식의 성격을 띠고 나타나며 소설적 주체 역시 

해체된 형상으로 빈번하게 객관성과 뒤섞인다.  

신중하게 보폭을 맞춘 가마꾼들이 가마를 이고 건너가자 다리를 가로지른 

널빤지가 우지끈 흔들렸다. 아래쪽에선 검고 육중한 선체와 검고 무거운 

276) Maria Grazia Nicolosi, Zwischen “angewandter Philosophie” und “rationaler Lyrik”. 

Bemerkungen zur frühen Essayistik Hermann Broch, in: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 

Germanistik, Bd. 74/1, Amdterdam 2010, S. 392.

277) Vgl. Broch, Die Abkehr von der Epik und das essayistische Schaffen, in: KW 9/1, S. 

327.

278) Vgl. Ebd., S. 327f: “[...] den Essay durch Einverleibung jener Bilderreihen aufzulockern, 

und daraus ergab sich eine bisher unübliche, eigenartige Abhandlungsform, die wesentlich 

näher zur Lyrik als zur Philosophie angesiedel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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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검은 물이 무겁게 철썩였다. 둔중하고 매끄

럽게 흐르는 원소이자, 스스로 숨쉬며 더러움을 뱉어 내고, 쓰레기, 야채 

잎, 썩은 멜론 등 갖가지가 섞여 저 아래에서 곤죽처럼 되어있는, 무겁고 

달짝지근한 죽음 숨결인 느슨한 물결, 부패해가는 삶의 물결. 

Die Brückenplanken wippten steif, als die Sänfte im gemessenen Gleichschritt 

der Träger darüber hin befördert wurde; unten schwappte bedächtig das 

schwarze Wasser, eingeengt zwischen dem schwarzen schweren Schiffskörper 

und der schwarzen schweren Kaimauer, das schwerflüssige glatte Element, sich 

selbst ausatmend, Unrat ausatmend, Abfälle und Gemüseblätter und verfaulte 

Melonen, alles was da unten herumsuppte, schlaffe Wellen einesschweren 

süßlichen Todeshauches, Wellen eines verfaulenden Lebens [...] (TdV, 28)

브룬디시움의 항구의 물은 베르길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와 깊이 연

관돼 있다. 1장에서 항구에 도착한 뒤 하인들이 태운 가마에 실려 하층

민의 거주지를 통과하는 베르길의 눈에 거친 삶의 풍경이 들어온다. 시

인은 자신과 다른 낮은 계급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하층민들

한테 소용돌이와 같은 혼란을 느끼는 동시에 현실의 다양성을 깨닫는다. 

물은 소설의 첫 장면에서 죽음과 연결되었던 것과 더불어 베르길이 느끼

는 군중의 무질서함과도 연결된다. “점액질처럼 흐르는 zähflüssig”, “흘러 

들어가고, 멈추었다가 다시 되밀려 나오는 strudelte hinein, gestaut und 

wieder ausgestoßen” 물결은 군중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일컫는다. 여기

서는 인간들이 “부패해가는 삶의 물결 Wellen eines verfaulenden 

Lebens”(TdV, 51)로서 묘사된다. 

  객관적 대상으로서 물은 소설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암시를 가장 많

이 담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도 밀접

한 관계를 지닌 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장과 2장의 핵

심적인 배경인 ‘밤’의 예를 살피자면 밤은 단순한 시간적 특징을 넘어서

서 “호흡, 휴식, 기다림, 침묵 atmen, ruhen, warten, schweigen”(TdV, 61) 

등의 의미들과 결속되어 있다. 밤이 상징하는 기다림과 침묵은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며 인식의 고뇌에 싸인 베르길의 상황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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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은 단순한 배경 이상으로 여러 의미들에 얽혀 텍스트를 장식한다: “밤

은 이러했다. 그의 생애의 모든 밤, 방황하던 그 모든 밤, 뜬눈으로 지샌 

밤, 밤에서 솟아나는 자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 […] 이중의 이

별의 문턱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변함없이 똑같은 세계의 잠이 놓인 밤

들 [...] so waren die Nächte gewesen, all die Nächte seines Lebens, all die 

Nächte, durch die er gewandert war, die Nächte, die er durchwacht hatte, 

voll Angst vor der Bewußtlosigkeit, die unter den Nächten droht [...] 

gebannt an die Schwelle des doppelten Abschiedes, Nächte des unabänderlich 

gleichbleibenden Weltenschlafes [...].” (TdV, 62) 이렇듯 객관적인 소설의 

대상은 베르길의 철학적인 명상과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의미망에 

뒤얽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장에 등장하는 ‘웃음’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다. 깊은 밤 침실에 머물

던 베르길은 창 밖에서 떠드는 낯선 이들의 잡담과 떠들썩한 웃음을 듣

는다. 이 장면은 귀족인 베르길과 하층민 사이의 계급의 격차, 미적 가상

에 대한 베르길의 문학적 고뇌와 하층민들이 술에 취해 지껄이는 가벼운 

농담이 대비를 이루는 곳이다. 이들의 농담 속에는 절대성의 상징인 황

제에 대한 거리낌 없는 조롱이 섞여 있고 이를 엿듣는 베르길은 묘한 해

방감과 함께 충동적이고 가벼운 본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다.  

그는 섬광처럼 깨달았다. 벌거벗은 웃음이 그저 아름다움을 파열시킬 수 

있고, 웃음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폭파하는 사명을 미리부터 짊어지고 있었

다는 것을. 그것은 애초부터 아름다움 곁에 있었고 언제까지나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er blitzhaft erkannte, daß die Zersprengung der Schönheit einfach das nackte 

Lachen ist und das Lachen die vorbestimmte Aufsprengung der Weltschönheit, 

daß das Lachen von Anbeginn an der Schönheit beigegeben ist und ihr für 

immer dar innewohnt [...]. (TdV, 120)

웃음이라는 소재는 특별한 의미 속에서 발견된다. 웃음은 황제로 대변되

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조롱이며 이로써 상징적 미의 표본을 깨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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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인식된다. 베르길은 예술과 문학에 관한 자신의 고뇌와 더불어 

웃음의 가치를 깨닫는다: “웃음, 그것은 창조 이전의 언어 das Lachen, / 

die Sprache der Vorschöpfung-”(TdV, 124). 즉 웃음이라는 소재는 베르길

이 추구하는 미에 관한 인식, 형이상학적 성찰의 의미망 속에서 상징적

인 역할을 한다. 

  자연의 대상들뿐 아니라 대중, 웃음과 같은 소재들이 베르길의 철학적 

인식에 연결되어 등장하며, 결국 허구적 세계 전체가 객관적인 소재들과 

주관적 의식 사이의 잦은 혼용 속에서 나타난다.279) 더불어 현실과 비현

실적인 의식의 층위를 오가는 소설적 현실은 매우 다층적이고 불규칙하

게 전개된다. 베르길은 죽어가는 도중에 열병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환

영을 목도하고, 과거의 기억이 예고 없이 눈앞에 떠오르는가 하면, 초현

실주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시공간이 아무 예고 없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 예로 플로티아의 존재는 오직 목소리를 통해 베르길 앞에 등장하는 

환영이다.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niemals 

Gefundene, Unauffindbare”(TdV, 143)인 그녀는 베르길의 의식에 간헐적으

로 떠올라 목소리를 낸다. 비현실적이고 환영적인 인물인 플로티아의 목

소리는 베르길의 영혼을 언어 저 너머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280)

  3부의 막바지에 이르러 환영과 과거 기억의 뒤섞임, 어디선가 들려오

는 알 수 없는 목소리(플로티아와 보이지 않는 노예의 목소리), 초현실주

의적 장면들은 베르길의 내적 분열이 가속화됨을 암시하고, 이는 이어진 

279) Vgl. Thomas Borgard, Hermann Brochs Roman Der Tod des Vergil als Gegenstand 

einer analytischen und funktionalen Geschichtsschreibung, in: Michael Kessler (Hrsg.) unter 

Mitarb. v. Marianne Gruber, Barbara Mahlmann-Bauer, Christine Mondon u. Friedrich 

Vollhardt: Hermann Broch Neue Studien. Festschrift für Paul Michael Lützeler zum 60. 

Geburtstag, Tübingen 2003, S. 117-167, hier 153: “브로흐는 관념적인 의미들과 구체적

인 실재들을 언어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관심을 모더니즘 소설의 표현 문

제 안에서 시도한다. Mit seinem Interesse für die sprachliche Verknüpfung von idealen 

Bedeutungseinheiten und konkreten Sachverhalten orientiert sich Broch an 

Darstellungsfragen des modernen Romans [...].”

280) Vgl. KW 4, 303: “그의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쓰려고 해서는 안돼요. 

Gehorche ihm; du sollst es nicht mehr aufschr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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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의 급격한 카오스적 상황을 예고한다. 베르길은 황제와 대화를 끝마

치면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황제에게 자신의 원고를 넘겨

준다. 황제가 이를 수락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사람의 오랜 토론이 

종결을 맞는데 이때 방 안의 풍경은 난데없이 숲으로 변한다.281) 현실의 

의식은 갑작스럽게 비현실적인 공간과 뒤섞인다. 의식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는 단계에서 소설의 현실에는 극도의 추상적인 공간들

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물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모습을 바꾸기

도 한다.282) 소설적 현실과 베르길의 의식은 그 전체가 마치 꿈의 장면

들처럼 환영적으로 변모한다. 뒤보스는 소설의 파편화된 서술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특징을 “유려하게 형성된 문장들의 분화와 기

괴한 변형에 의한 텍스트의 끝없는 병렬 unendliche[en] Parataxe von 

syntaktisch wohlgeformten Isolaten und monströsen Variationen”이 결합되어 

“텍스트적인 미로 textuelles[en] Labyrinth[s]”283)를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요컨대 이러한 서술에는 음악적 합리성을 따르는 텍스트의 논리와 비합

리적이고 추상적인 장면들의 거친 조합이 함께 드러나 있다.

  베르길의 의식은 몽상 속에서 죽어가는 수동적 정신이 아닌 의식적으

로 깨어 있는(혹은 깨어 있고자 하는) 예술적 자아에 가깝다. 브로흐는 

281) Vgl. KW 4, 369: “갈색 각목으로 된 천장은 다시금 목재를 가져왔던 숲이 되었고, 

화환의 월계수 향기는 다시 한없이 먼 은신처의 그림자가 되어 햇살이 겹겹이 비쳐 

드는 잎들의 골짜기에 숨어들고, 샘물의 졸졸 흐르는 소리처럼 주위를 감싸고, 이끼 

낀 피리의 소리처럼 낮게 감돌며 [...] die braune Balkendecke wurde wieder zum Walde, 

aus dem sie hergebraucht worden war, der Lorbeerduft der Kränze wurde wieder zu dem 

der fernsten Verborgenheitsschatten, der tief in den sonnenüberlagerten Laubschluchten 

ruht, umhaucht vom Geriesel der Quellen, hauchig leise wie der Ton einer Moosflöte 

[...].”

282) Vgl. KW 4, 397: “그때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심지어 황제까지도 당장 난쟁이가 되

어 무 속으로 쪼그라들었다. 인간들의 형체가 마치 갑작스레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의 

그림자처럼 푹 쓰러졌다. Da ward alles weggewischt, und sogar der Cäsar, eilends 

zwergig geworden, schrumpfte ins Nichts; die Menschengebilde sanken in sich zusammen, 

als wären sie Schatten von Drahtpuppen, deren Fäden plötzlich abgeschnitten worden sind 

[...].”

283) Dubost (1986), S. 173 u.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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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접근하는 과정 die Annäherung an den Tod”이 “모든 진정한 문

학 작품의 지속적인 과제 war stets Aufgabe jeglicher wahren 

Dichtung”(TdV, 459)라고 말한다. 이 말은 브로흐와 동시대에 또는 그 이

후에 등장한 예술에서의 부정성의 미학(Ästhetik der Negativität)에 관련되

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존재론적인 인식의 중요한 과제로 삼은 하

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이데거에 

대한 독해는 여러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새롭게 해석하여 프랑스 학계에 영향을 끼친 알렉상드르 코제브 

Alexandre Kojève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헤겔은 죽음을 공포를 인식하는 

역동적인 태도, ‘부정성의 힘’에 대한 표상으로 표현하는데 코제브는 이

를 하이데거의 영향 속에서 인간 정신 자체에 내재한 공포, 즉 죽음에 

대한 선험적인 인식으로 해석하였다.284) 이후 코제브의 관점은 라캉과 

데리다, 블랑쇼를 비롯한 20세기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대한 영향으

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문학가들은 죽음을 주체의 의식을 재현하는 예

술적 태도와 연결 짓는다. 가령 블랑쇼는 ‘공포’를 작가 자신의 인식과 

깨달음의 시작으로 보고 모더니즘의 작가에게 죽음과 공포가 일종의 문

학적 시도의 역동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285) 브로흐의 주장

은 부정성의 미학을 추구한 20세기의 문학가들의 태도와 멀리 있지 않

다. 그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문학이 갖는 윤리적인 태도로서, 또 이를 

인간 정신에 대한 예술적인 형용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것은 이 소설이 순간성을 중심에 둔 ‘죽음 현상’에 

대한 소설 작업이라는 점이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맥락을 다루기

284) 죽음에 대한 인식의 역동적인 힘에 관한 『정신현상학』의 서문의 내용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Vgl.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Theorie-Werkausgabe, 3], 

Frankfurt a. M. 1970, S. 36; Vgl. A. Kojève,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Hegel [1947], 

hrsg. v. R. Queneau, Paris: Gallimard 1988, deutsch: Hegel, hrsg. v. I. Fetscher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97], Frankfurt a. M 1988, S. 238 und 241. 헤겔과 관련한 죽음

의 미학은 본 논문의 1장을 참조할 수 있다.

285) Vgl. Maurice Blanchot, Die Literatur und das Recht auf den Tod, Berlin: Merve 1982; 

Vgl. Peter Bürger, Ursprung des postmodernen Denkens, Velbrück Wissenschaft 2008, S. 

9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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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다음 장에서 베르길 소설의 중심 메타포가 되고 있는 물의 상징

과 소설적 구성의 관계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2.3.  물의 메타포와 서사의 ‘흐름’

  브로흐는 이 작품을 두고 “삶의 단 한 순간에 대한 표현 Ausdruck 

eines einzigen Lebensmomentes”(TdV, 458)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지 비

유적 표현만은 아니고 일종의 동시성의 표현 기법을 가리킨다. 이 작품

에서 동시성에 의한 예술 형식은 무한한 창조성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동시성과 같은 심연에서 한꺼번에 눈에 보이고 한꺼번에 귀에 들렸

다. [...] 그는 앞과 뒤를 동시에 바라보고, 앞과 뒤에 동시에 귀 기울였

다. 옛날에 가라 앉아 보이지 않게 잊혀진 것이 솨솨 소리를 내면서 현

재로 떠올랐다. 동시적인 흐름이 되었고, 그 속에는 영원성이, 즉 모든 

형상들의 원상이 깃들어 있었다 [...] alles war in Gleichzeitigkeitstiefe auf 

einmal gesehen, wurde auf einmal vernehmlich, [...] schaute er nach 

rückwärts und vorwärts zugleich, lauschte er nach rückwärts und vorwärts 

zugleich, und das Brausen des Einst, entsinkend ins vergessen Unsichtbare, 

stieg auf zur Gegenwart, ward zur fließenden Gleichzeitigkeit, in der das 

Ewige ruht, das Urbild aller Bilder.”(TiV, 453) 베르길의 의식 내부에서 펼

쳐지는 이야기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는 무수히 다양한 형상

들로 이루어진 언어의 “끊임 없는 흐름 ein ununterbrochener Fluß”286) 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소설의 핵심적인 소재

인 ‘물’은 소설의 주제와 형식을 집약하는 메타포로서 등장하고 있다.

  물의 메타포는 시적 언어에 내재된 반복과 순환의 형식에 따라 베르

길의 의식에서 그의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 불특정한 상상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가령 병든 베르길은 “그의 몸 위를 미약한 물결의 밀침과 

같은 여러 겹의 열감이 퍼져나가 verbreiterte sich streifenartig in leisen 

286) Vgl. Dubost (198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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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enschüben über den ganzen Körper”(TdV, 220)는 것을 느끼는데 이와 

함께 그는 “깊은 우물 Brunnentiefe”(TdV, 249) 같은 기억과 몽상의 나락

으로 떨어진다. 그의 기억의 내용은 “들리지 않는 침묵의 물결이 내는 

깜박이는 빛으로 범람 überflutet von dem leuchtenden Getön der 

unhörbaren Stummheitswellen”(TdV, 189)한다. 물의 유동적 특성은 베르길

의 의식과 느낌, 회고를 전달하는 언어의 형태 속에 드러나 있다. 이런 

물의 유동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인 복수(plural)의 시간성과도 맥

을 같이 한다.287) 베르길은 “과거의 모든 냇물과 저수지의 흐름이 이 기

억의 물결 속으로 흘러드는 것 같이 es war, als ergössen sich alle Bäche 

und Teiche des Einst in diesen Strom der Erinnerung”(TdV, 79) 느낀다고 

독백한다. 

  물의 유동성이 오직 경계 없이 자유로운 무의식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설 전체에 얽혀있는 물의 상징성이 암시적으로 드러난 

곳은 소설의 첫 장면 브룬디시움 항구의 모습이다. 베르길이 브룬디시움 

항구에 당도한 사건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떠돌며 어느 한 곳에 정착

하지 못하는 베르길의 운명을 상징한다.

그는 단지 그가 선 땅의 경계 위를 걷고, 단지 그가 살았던 삶의 언저리 

위에 있었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부터 도피했으며 죽

음을 추구했고, 작업을 원하면서 작업으로부터 도피했고, 사랑을 하면서도 

계속 초조해 하고, 안팎의 갖가지 정열에 현혹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나그네였다. 

bloß am Rande seiner Felder war ergeschritten, bloß am Rande seines Lebens 

hatte er gelebt; er war zu einem Ruhelosen geworden, den Tod fliehend, den 

Tod suchend, das Werk suchend, das Werk fliehend, ein Liebender und dabei 

doch ein Gehetzter, ein Irrender durch die Leidenschaften des Innen und 

Außen, ein Gast seines Lebens. (TdV, 13)

지속적으로 떠도는 삶은 베르길의 운명이다. 떠돌면서 정착지 못하는 그

287) Vgl. Benthien (1999),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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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명은 환자용 들것에 실려 황제의 궁으로 이동하면서 군중의 물결에 

휩싸인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가 탄 들것은 “물결치듯 wellenartig” 앞

으로 나아가는, 또 “갑작스러운 반대 흐름 ruckartige Gegenwellen”(TdV, 

49)을 뚫고 재차 진행하는 양상으로 그려진다. 군중을 표상하는 노예와 

평민으로 이루어진 군중의 물결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그는, “마치 

쪽배 같은 그의 가마에 흔들리면서 식물과 동물의 정기가 밀어 올리는 

물결 위에 몸을 띄우고 불변하는 냉기의 입김에 드높이 들어 올려져 거

대한 수수께끼와 미지의 바다를 향해 운반되어 schwebte er auf seiner 

Sänfte, als wäre sie eine Barke, eintauchend in die Wellenkämme des 

Pflanzlich-Tierischen, emporgehoben in den Hauchdes Unabänderlich-Kühlen, 

vorwärtsgetragen zu Meeren von so großer Rätselhaftigkeit und 

Unbekanntheit [...].”(TdV, 30) 간다고 묘사된다. 이 문장에는 베르길의 존

재와 운명을 상징하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응결돼 있다. 그는 자

신의 운명에 이리저리 이끌려 떠도는 존재로, 미지의 영원성을 갈구하다

가 결국 자연을 비롯한 만물과 화합하는 귀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장

면에서도 물의 유동성이 핵심적인 메타포다. 베르길이 탄 가마가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은 흡사 바다의 물결 위에 떠서 움직이는 양 

그려져 있다. 물의 유동성은 언어의 구조와 형식에 내재해 있을 뿐 아니

라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기 위한 함축적인 맥락 속에서 발견된다. 루베 

Barbara Lube는 물의 메타포에 의해 이렇게 연출된 장면들이 “지속적인 

현재에 대한 환영 die Illusion vom andauernden Jetzt”288)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이는 말하자면 태생으로서의 운명, 직면한 현실, 기억으로서의 

과거, 도래할 미래가 ‘물결’이라는 상징 속에서 경계 없이 만나고 뒤섞여 

현재라는 순간성으로 응결되고 있음을 말한다. 시간은 이미 경계를 이탈

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시간이 위로 흘렀고, 시간이 아래로 흘렀다. 

Zeit strömte oben, Zeit strömte unten”(TdV, 92)

덧없는 흐름의 저편으로! 솟아난 원천도 없고, 흘러들 하구도 없고, 기슭도 

288) Lube (1986),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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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강. 우리가 어디서 떠오르고 또 어디서 다시 가라앉는지 분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강은 끝도 시작도 없이 반복되는 피조물의 강, 시간을 

나르고 망각을 나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에 여울이 있을까? 

Jenseits des leeren Stromes! der uferlose Strom ohne Quelle und Mündung; 

ununterscheidbar die Stelle unseres Auftauchens und die unseres 

Wiedereintauchens, denn er ist das zeitentragende, vergessentragende Fluten des 

Kreatürlichen in endlos anfangloser Wiederkehr – gab es eine Furt in solchem 

Strom? (TdV, 403)

물의 메타포는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영원성과 순환성에 관한 의

미를 함축한다. 소설 주제와 형식은 서로 맞닿아 있고, 시공간의 경계를 

허문 시적 운율을 통한 파편적인 구성 속에 드러난다. 이에 벤티엔 

Claudia Benthien은 이 작품의 죽음과 “물의 요소 das Wasserelement”가 

“형식적이며 동시에 의미적인 영역에서 나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 auf formaler wie auf semantischer Ebene untrennbar miteinander 

gekoppelt sind.”289)고 설명한다. 물의 형상이 작품 속 언어의 형식이면서 

또한 내용과도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는 점은 브로흐가 남긴 코멘트에도 

드러난다. 그는 “언어의 물결과 같은 움직임 sprachliche Wellenbewegung”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죽음의 배의 항해를 표현한다 welche sich 

durch das ganze Buch hindurchzieht und die Fahrt der Todesbarke 

wiedergibt”(TdV, 493)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즉 브로흐는 죽음의 과정을 

물의 유동적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의도했던 것인데, 벤티엔은 그러

한 흐름 자체, 그 물질성이 소설에서 인간(베르길)을 넘어선 주체의 역할

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90)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합일은 소설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 예로 소설 

4부의 시작은 “아직도 중얼거림이 계속되고 있는가? Murmelte noch 

etwas?”라는 독백으로 시작한다. 한편 별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듯한 이 

‘중얼거림’이라는 단어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289) Benthien (1999), S. 139.

290) Vgl. Ebd.,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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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돌연 새로운 형상들과 의미가 나타나 내용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오, 이 중얼거림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리고 사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다. 중얼거림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부드럽게 밀려왔다가는 부

드럽게 밀려 나가는 중얼거림의 파도, 또 파도 [...]

[...] oh, daß es ewig andauere! Und wahrlich, es dauerte an, es murmelte und 

murmelte, weich einherrollend im Unablässigen, weich dahinrollend, 

Murmelwelle um Murmekwelle [...].”(TdV, 413) 

단순히 등장하였을 뿐 아무 맥락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이 ‘중얼거

림’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쓰이다가 돌연 거기에 연결된 ‘중얼거

림의 파도’라는 단어를 불러낸다. 이때 ‘중얼거림’과 ‘파도’는 의미적으로

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단어가 품고 있는 물결을 닮은 움직임의 형상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파도’가 등장하자 이어서 강물과 바다의 풍

경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설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항구와 노예

들의 모습이 다시 장면들 속에 소환되고, 베르길의 운명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한 바다와 파도에 이어서 그 다음 형상

으로 배가 나타나고 베르길의 형상이 이 파편적인 이미지들에 뒤섞이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베르길은 망망한 바닷속을 유영하는 배와 합일된 

육체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형상들의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조합 속에서 

소설적 주체와 객체의 전형적인 역할은 경계가 지워져 있다. 이를 암시

하듯 다음 장면에서 베르길은 자신의 작품을 읽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는 해체된 말들의 풍경을 마주보고 있다.

그가 읽은 것은 더 이상은 시행으로 이뤄져 있지 않은, 무수히 다양한 방

향들로 된 끝없이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교차하며 서로 뒤덮고 있어 더는 문장

이라 할 수 없고, 표현 불가능한 것들의 돔 형태였다. 의식 이전에 계획된 

삶의 돔이요, 세계 창조의 돔이었다. 표현 불가능한 것을 그는 읽고 있었

다. 



- 188 -

[…] und was er las bestand nicht mehr aus Zeilen, sondern war unendlich 

ungeheuer Raum von unendlich vielen Richtungen, in dem die Sätze nicht 

aufeinander folgten, sondern in unendlicher Verkreuzung einander überdeckten 

und nicht mehr Sätze, sondern Dome der Unausdrückbarkeit waren, der Dom 

des Lebens, der Schöpfungsdom der Welt, geplant im Vorgewußten: 

Unausdrückbares las er [...]. (TdV, 181f)

베르길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글을 읽지 못하며 읽는다는 행위에 대해 

저와 같은 혼란에 빠져 있다. 그에게 문학의 공간은 무한한 다양성이 교

차하는 곳으로 더는 단일한 형식의 매체적 수단처럼 존재하지 않다. 그 

속에서 시, 소설, 수필 등 장르의 나뉨은 무용하다. 이는 이전에 무질이 

가치가 붕괴된 세계에서 하나의 줄거리로 꿰어지지 않는 문학 양식에 대

해 주장한 대목과 관련된다.291) 그러나 브로흐는 무질과 달리 이런 비판

적 진단과 철학적 성찰을 소설의 형식 안에 보다 극단적인 실험적 서사

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3. 신화의 현재성: ‘안티 베르길 Anti-Vergil’과 ‘동시성’

  미의 문제, 즉 예술적 형상화의 문제는 이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아우

르는 주제다. 베르길은 죽음의 진행 속에서 지금껏 해온 창작 방식의 한

계를 인식하고 비유와 상징 너머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학적 표현을 궁구

한다. 그 과정은 객관적 대상들이 파편적으로 뒤얽힌 일종의 의식의 풍

경을 이루며 산문의 형식을 벗어난 시적 운율의 흐름 속에 드러난 형태

로 나타난다. 이 독특한 시도를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에 관한 브로흐의 

시대 비판으로292) 해석한다면 그 속에 나타난 베르길은 개인을 넘어선 

291) Vgl. Robert Musil, Der Mann ohne Eigenschaften, hrsg. v. Adolf Frisé, Hamburg 2006, 

S. 650.

292) Vgl. Theodore Ziolkowski, Broch´s Image of Vergil and Its Context.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Vol 13, No. 4, 1980,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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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전형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역사소설의 범주를 상회하

는 것으로서 특정 인물의 전기에서 출발하는 그것과 달리 특정한 현실에

서 출발해 이를 패러디하는 역사적 인물에 닿아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시대적 현실과 죽음의 관계를 문학과 글쓰기라는 예

술의 구도 속에 상징적으로 내세운 점이다. 비그만 Hermann Wiegmann은 

20세기의 독일 문학을 개괄하는 지면에서 “브로흐의 소설은 순수한 사실

주의적 이야기를 넘어선다 Brochs Erzählen geht über ein rein realistisches 

Erzählen hinaus”면서 거기에 나타난 현실 반영이 “존재의 포괄적이고 본

질적인 의미 für eine übergreifende wesenhafte Deutung des Seins”에 대한 

표식으로 문학이 일종의 “인식론적 매체 Erkenntnismedium”로 성장하였

음을 의미한다고 고찰한다.293) 시와 산문, 철학과 문학의 혼용을 두고 본

다면 이 작품이 기존에 있던 문학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실험하고 있는 

소설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베르길은 개별성을 벗어 던진 상징적이고 포

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에게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닌 시대 

전체의 죽음에 얽힌 절망과 불안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브로흐

가 베르길을 현대의 소설 속에 소환한 이유다. 

  이 고대 로마의 시인은 당시엔 독일학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

가 테오도르 해커 Th. Haecker의 연구서 『서양의 아버지 베르길 Vergil, 

Vater des Abendlandes』(1931)이 출간되면서 주목을 받는다. 이 즈음 독일

학계는 양차 대전 사이에 낀 독일 사회의 위기를 로마 제국이 탄생하던 

혼란에 비유해 시대의 불안을 잠재우려 시도한다. 해커는 이 책에서 로

마 건국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베르길을 기존의 고정적인 시선을 벗기고 

보다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난 인물로 묘사한다.294) 이 해커의 연구서가 

293) Hermann Wiegmann, Die deutsche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Würzburg 2005, S. 

234.

294) Vgl. Thomas Koebner, Vergil als Leitfigur? Zu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in: Vergil-Jahrbuch 1982 (Würzburger Jahrbücher für die Altertumswissenschaft N.F. 8), S. 

161. 독일 문학에서 베르길은 위대한 로마 제국의 대시인으로, 작품 『아이네이스』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시적으로 집약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Vgl. 

Lerke von Saalfeld, Dietrich Kreidt und Friedrich Rothe,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München 1989. S. 6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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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흐에게 베르길의 인물 작업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295)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베르길의 상징성을 브로흐는 인물의 정

신적 위기에 초점을 두고, 인식을 위한 투쟁, 예술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한다. 역사 속 상징적 인물로서의 위상을 걷어내고 인

간적인 고뇌와 내적인 심리에 주목한 것이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베르길, 삶과 더 이상 삶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 상태에 놓인 이 증인은 모더니즘 작가의 표현 형상이 되고 

있다. 브로흐는 ‘국가에 충직한’ 이 시인의 명성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방

식으로 베르길을 ‘뒤집어’ 놓는다. 그에게 안티 베르길의 형상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Ein Vergil, wie ihn die Geschichte nicht kennt, der Zeuge einer Grenzsituation 

zwischen Leben und Nicht-mehr-Leben, wird zur Demonstrationsgestalt des 

modernen Autors: Broch ‘verkehrt’ Vergil ebenso, wie er den Ruf des 

‘staatstreuen’ Dichters demontiert. Ihm […] schwebt ein Anti-Vergil vor.296)

  브로흐는 시대가 직면한 위기를 삶과 죽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

고 그 중간 상태를 배회하는 베르길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그는 

이전까지 드높은 위상에 놓여 있던 ‘서양의 아버지 베르길’의 모습을 해

체한다. 이러한 전복은 분명 당시 세계정세 속에서 독일의 무모한 패권

주의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297) 브로흐는 국가의 

권력과 통치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로마의 시인을 20세기의 해체적인 문

학 양식 안에서 재현하고 있다.298) 그는 로마 건국과 얽혀 있는 전쟁, 학

살, 죽음 등 이 시인과 뗄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고든 것이 아니라 이를 상실과 절망, 가치 붕괴된 현실의 맥락에서, 즉 

형이상학적인 의미 안에서 재구성한다.299)

295) Vgl. Broch, Materialien, a.a.O., S. 226.

296) Koebner (1982), S.164.

297) Vgl. Ebd., S. 164f. 

298) Vgl. Broch, Psychische Selbstbiographie, hrsg v. Paul Michael Lützeler, Frankfurt a. M. 

1999, S. 104.

299) Vgl. Fritz Wefelmeyer, Geschichteals Verinnerlichung Hermann Brochs “Der Tod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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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나간 시대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대 사이에 끼인 베르길의 

상징적 위치는 가치가 붕괴된 시대의 위기와 절망을 형상화하기 위한 매

개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예술 작품을 “스스로 규율이 돼 버린 

아름다움의 쇠락 die Verworfenheit einer Schönheit, die sich selbst zum 

Gesetz gesetzt hat”(TdV, 117)으로, 즉 과거에 붙박인 잔재로 치부하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새로운 예술을 고대한다. 

아직 아니면서 이미 도래한 – 이곳은 현실의 앞뜰이 아닐까? 

Noch nicht und doch schon -, war dies der Vorhof der Wirklichkeit? (TdV, 

426)

“현실의 앞뜰 der Vorhof der Wirklichkeit”은 현실과 다가올 미래 사이에 

위치하는, 베르길이 서 있는 곳이다. 즉 그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이다.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놓인 인간 존재에 

관한 그의 회의와 절망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선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적 

위기의 표상이다.

이런 사태는 필연적으로 내적 독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3인칭의 내

적 독백이다. 그 이유는 죽음의 진행은 1인칭의 독백으로는 표현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 독특한 형식은 심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도록 허용한다. 

Die Darstellung dieser Sachverhalte hat notwendigerweise zum innern Monolog 

geführt, alllerdings zu einem in der dritten Person, da ein Sterbenprozeß nicht 

in der ersten ausgedrückt zu werden vermag. Diese eigentümliche Form 

erlaubte auch, den Bereich des ein Psychologischen […] zu verlassen und in 

metaphysische Bereiche vorzudringen. (TdV, 461f)

   

Vergil”, in: Osman Durrani, Julian Preerce (Hrsg.): Travellers in Time and Space. 

Reisende durch Zeit und Raum, 2001, S. 256; Vgl. Frank Werner Röpke, Auf Liebe und 

Tod. Symbolische Mythologie bei Robert Müller. Hermann Broch,  Robert Musil, Münster 

1994, 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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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흐는 3인칭 화자에 의한 내적 독백을 통해 개별적인 심리를 넘어

서 시대의 정신적 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했다. 이에 베르길의 내면을 통

해 나타나 있는 삼라만상의 총체적인 영상들은 개인적 정서 너머에 놓인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요소

들의 뒤섞임과 해체적인 형상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브로흐가 인

식한 가치가 붕괴되어 있는 세계의 정신적 위기일 것이다. 뢰즐러 그라

이헨 Michael Roesler-Graichen은 이에 대해 주체의 개별적인 정서를 제외

하고 소설에 외적으로 관찰되는 심급이 존재하며, 이것이 시대의 형이상

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300) 이로써 베르길은 시대의 예술가를 대

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의식 내면은 시대의 가치관

을 형상화하기 위한 수단과 같이 드러난다.

  형이상학과 인간 정신의 근원을 향하는 소설적 주제는 작품에서 신화

적인 요소들을 통해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 소설의 각 장의 소제목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태초의 물질들인 물(Wasser), 불(Feuer), 땅(Erde), 천공

(Äther)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학설

에 등장하는 4원소들로,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브로흐가 학문과 시가 분

화되기 이전인 기원전 5세기를 예술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해석하는가 하

면, 엠페도클레스를 주인공으로 한 횔더린의 작품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Der Tod des Empedokles』(1800)를 암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301) 신화

적 근원을 소환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

로 아우르는 시간성의 폭파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의 요소가 상

징적으로 얽혀 있는 곳은 베르길의 환영과 현실을 오가는 소년 리사니아

스의 존재다.302) 병든 베르길의 심부름꾼 역할을 통해 등장하는 그는 수

수께끼처럼 비밀스러운 인물이다. 그는 베르길의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

300) Vgl. Michael Roesler-Graichen, Poetik Und Erkenntnistheorie Hermann Brochs Tod des 

Vergil. Zwischen Logischem Kalkül Und Phänomenologischem Experiment, Würzburg 

1994, S. 95.

301) Vgl. Jürgen Heizmann, Antike und Moderne in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Über Dichtung und Wissenschaft, Utopie und Ideologie, Tübingen 1997, S. 149.

302) Vgl. Otto Tost, Die Antike als Motiv und Thema in Hermann Brochs Roman ‘Der Tod 

des Vergil’, Innsbruck 1996, S. 10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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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기를 반복하는 환상 속 인물로 여겨진다. 그런 그가 베르길의 영혼

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화 속 헤르메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거기서 소년은 이들을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 어느 먼 곳에서, 어느 기억

의 심연으로부터 그가 나타났는가? 어떤 과거, 어떤 미래에 의해 그가 확

인될까? 어떤 비밀에 찬 필연성에 의해서? 또한 그 자신은 어떤 과거의 비

밀에서 어떤 미래의 비밀을 향해 옮겨지는 것일까? 

Wohin führte da der Knabe? aus welcher Ferne, aus welcher Erinnerungstiefe 

war er aufgetaucht? von welcher Vergangenheit, von welcher Zukunft wurde er 

bestimmt? von welch geheimnisvoller Notwendigkeit? und aus welch 

vergangenem, zu welch künftigem Geheimnis wurde er selber da getragen? 

(TdV, 33)

리사니아스는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죽음과 결부된 유혹

자로 등장하는 타치오와 비교되는 인물이다. 리사니아스는 그러나 타치

오와 같이 주인공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상징적 역할만 하고 있지 않다. 

타치오가 꿈과 현실을 통해 등장하는 신화적 매개라면, 리사니아스는 현

재와 과거를 하나로 잇는 동시적인 현재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303)

리사니아스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베르길은 그

와 대화하고 친교를 형성한다. 즉 그의 존재는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먼 

과거나 미래의 임의의 시간에 속해 있으며, 그가 베르길 눈앞에 나타나

고 있음은 머나먼 시공간이 서로 합일된 양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동시성의 형태가 인물의 모습

으로 현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사니아스는 현재로 불려 나온 신화적 

존재, 죽음의 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와의 만남은 베르길이 죽음의 

깨달음 속에서 시공간을 뛰어 넘어 인간에게 감춰진 신화적 근원과 조우

303) 이 부분을 두고 하이데거의 시각에서 존재가 세계와 맺는 운명적인 관계를 떠올리기

도 한다. Vgl. Claus Caesar, Poetik der Wiederholung. Ethische Dichtung und ökonomisches 

“Spiel” in Hermann Brochs Romanen “Der Tod des Vergil” und “Die Schuldlosen”,

Würzburg 2001, 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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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죽음의 진행 과정이란 이처럼 시간성이 사라진 공간에서 

다양한 기억과 인물, 대상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죽음은 시원에 대한 군중의 지혜와 종말에 대한 하나하나의 

인식으로 넘치고 er [der Tod] ist erfüllt von der Herdenweisheit des 

Beginns und von der Vereinzelungserkenntnis des Endes” 그 둘을 “존재의 

단 1초 안에 응축 zu einer einzigen Sekunde des Seins 

zusammenfassend”(TdV, 78)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동시성, 시간의 

통합된 흐름은 이 소설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4. 모더니즘 형식으로서 ‘총체적 소설’

   『베르길의 죽음』의 첫 판본을 출간할 당시 판테온(Pantheon) 출판사는 

이 작품을 그 어떤 장르로도 표시하지 않았다. 브로흐 연구자인 하이츠

만 Jürgen Heizmann은 이 소설을 “혼종적 작품 Hybrides Werk”이라 일컬

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소설, 시, 철학적 에세이, 드라마는 아니지만 kein 

Roman im landläufigen Sinn, kein Gedicht, kein philosophischer Essay, kein 

Drama” 이러한 문학 양식들을 모두 “통합한 integriert” 형태라고 주장한

다.304)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실험적인 형태는 작품의 의미에 다가가

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편 이런 실험적이고 저항적인 성격

에 대해 뤼츨러 Paul Michael Lützeler는 아방가르드적 특성으로 설명한

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대로 브로흐의 문학은 전통적 글쓰기 양식에 맞

선 ‘의지에 반하는 문학 Literatur wider Willen’의 성격을 띤다. 브로흐를 

작가이지만 작가가 되기에 저항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아렌트는 『베르길

의 죽음』을 두고 “문학에 대한 회의가 문학의 주제 자체가 되었다 [Mit 

diesem Werk] war die Fragwürdigkeit der Dichtung überhaupt zum 

thematischen Gehalt einer Dichtung selbst geworden”305)고 말한다. 

304) Jürgen Heizmann, Entstehung und Voraussetzungen, in: Hermann-Broch-Handbuch 

(2015), a.a.O., 2015, S.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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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브로흐는 의지에 저항하는 작가였다. 작가이면서 작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그의 본성이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에 극적인 

줄거리를 부여했고 그의 삶에선 근본적인 갈등이 되었다. 

Hermann Broch war ein Dichter wider Willen; daß er ein Dichter war und ein 

Dichter nicht sein wollte, war der Grundzug seines Wesens, inspirierte die 

dramatische Handlungs eines größten Werkes und wurde der Grundkonflikt 

seines Lebens.306)

  『베르길의 죽음』이 쓰인 방식에 비춰보면 브로흐는 선형적인 이야기 

형태와 모방적 재현을 거부하는 작가다. 작가의 투영인 베르길은 자신의 

서사시를 완결하기를 거부하며 다만 인식 추구의 끝없는 과정을 예술적 

목표로 삼는다. 이에 진정한 문학적 완성이란 작품의 완성을 통해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것처럼 보인다. 지속적인 비판적 인식

을 강조하는 베르길은 “참된 예술가는 절망하는 자가 된다 ein echter 

Künstler, so wird er zum Verzweifelten”(TdV, 130)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

설의 주제는 브로흐가 내세운 비판적인 예술관과 이어지고 있다. 브로흐

는 표현주의를 비롯한 ‘예술을 위한 예술’, ‘키치’로 대변되는 당대 예술

의 지나친 장식적 성향을 비판했다.307)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모방적 재

현과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진 예술적 흐름을 거부하고 언어 자체의 논리

성과 음악성을 추구하는 형식, 말하자면 신화적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시

도하는 문학 양식을 모범으로 여긴다.308)  

305) Arendt (1955), S. 6.

306) Ebd., S. 5.

307) 에세이 ｢소설의 세계상 Das Weltbild des Romans｣(1933), ｢예술의 가치체계에서의 악

함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1933), ｢키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소견들 

Einige Bemerkungen zum Problem des Kitsches｣(1950)을 참고할 수 있다.

308) 브로흐는 모더니즘의 이상적인 소설 형태로서 신화적인 양식을 내세운다. 이때 “신

화적인 것 das Mythische”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 대상들이 아닌,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의 근원적 요소들을 통해 표현되는 문학적 형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해 에세이 「신화와 전통양식 Mythos und Altersstil」 (1947), 「문학의 신화적 계승 

Die mythische Erbschaft der Dichtung」 (1945)을 참고할 수 있다. Vgl. Broch, My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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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 브로흐는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시대비판을 담은 모더니

즘 양식에 근접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에세이 ｢제임스 조이스와 현대 

James Joyce und die Gegenwart｣(1936)에서 브로흐는 이 소설을 20세기의 

가장 실험적인 소설로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브로흐

는 이 작품이 호메로스적인 서사시가 현대의 소설적 스타일로 재탄생한 

“율리시즈-서사시 Ulysses-Epopöe”309)라며 “시대정신으로 채색 Färbung 

durch den Zeitgeist”310)된 이 작품이야말로 문학이 시대의 현실을 포괄적

으로 포착해 재현한 “총체적 예술 작품 Totalitätskunstwerk”311)이라고 평

한다. 『베르길의 죽음』은 이 소설을 모범으로 하여 쓰인 것이다. 특히 레

오폴트 블룸은 개별적인 존재를 넘어선 보편적 인간의 표상으로 베르길

의 인물상을 구상하는 데 주된 영향을 끼친다. 더불어 브로흐는 이 작품

이 지나치게 “비관주의 Pessimismus”312)적인 세계관을 주장하고 절망적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로써 

자신의 작품은 그 “방식이 조이스적인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조이스

의 천재성을 모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Methode unterscheidet sich 

also grundlegend von der Joyceschen, sie muß es umsomehr tun, als das 

Joycesche Genie sich nicht nachahmen läßt”313)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이스

적인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브로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응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시성의 기법과 비현실적(초현실적) 환상을 

도입하며, 음악적 규율을 통해 언어를 연쇄적인 짜임 안에 구성한다. 더

불어 베르길 소설은 종말론적 세계에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통해 맞대응

하고 있지 않다. 소설 속에서 베르길의 회의와 고뇌는 예술에 대한 궁극

und Altersstil,  in: KW 9/2, S. 212-232; ___, Die mythische Erbschaft der Dichtung, in: 

KW 9/2, S. 202-211.

309) KW 9/2, S. 67.

310) 브로흐의 시대정신(Zeitgeist) 개념은 헤겔의 개념 (Vgl. Hegel, Vorlesung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과 차이를 보인다. 헤겔에게 이는 역사 속에서 확장되어 가

는 ‘객관적 정신 objektiver Geist’인 반면 브로흐는 이를 시대 전체의 성향을 규명하는 

표상적인 정신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Vgl. KW 9/2, S. 91, hier S, 63.

311) KW 9/2, S. 65.

312) KW 9/2, S, 68.

313) Broch, KW 4, S.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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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깨우침을 위한 내적인 성찰과 투쟁으로서 적극적인 인식이며, 비관주

의적인 체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브로흐가 시대에 대한 비판 정신을 근원적인 언어 형식을 통해서 표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언어를 현실을 

모방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언어를 능동적

이고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합을 그 자체로 

소설의 형식으로 삼고자 시도한다. 다음의 대목이 이 작품의 이같은 형

식에 관한 암시를 담고 있다.  

말은 만유 위에서 떠돌고, 무의 위에서 떠돌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

할 수 없는 것의 저쪽에서 떠돌았다. 그리고 그는 이 말들의 술렁임에 감

싸여 함께 떠돌았다. 말이 그를 감싸면 감쌀수록, 그 흐르는 소리들 안으

로 밀려들어가고 그것을 통과할수록, 말은 더욱 닿을 수 없이 커지고, 점

점 더 무거워지고 보다 멀리 떠내려가 사라져 갔다. 

das Wort schwebte überdem All, schwebte über dem Nichts, schwebte jenseits 

von Ausdrückbarem und Nicht-Ausdrückbarem, und er, von dem Worte 

überbraust und von dem Brausen eingeschlossen, er schwebte mit dem Worte, 

indes, je mehr es ihn einhüllte, je mehr er in den flutenden Klang eindrang 

und von ihm durchdrungen wurde, desto unerreichbarer und größer, desto 

gewichtiger und entschwebender wurde das Wort [...]. (TdV, 454)

위의 인용에서 문학의 언어는 운율과 흐름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자재의 흐름 속에서 나타

났다가 사라진다. 이러한 표현 양식에서는 작품의 대상들이 주체와 객체

라는 고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나누어지기보다 서로 자유롭게 융합하고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미를 담지하고 현실을 매개하는 정

형화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 구성 요소들 간의 자유로운 관계

를 통해서 작품이 구성되고 있다. 한편 브로흐는 이런 문학 양식을 통해 

‘죽음의 침묵’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예술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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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비극 작품이 이를 증언하지만, 그밖에도 이는 모든 문학에서 지속

적으로 입증된다. 그리고 언어가 이 죽음의 현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말할 수 없는 것을 더욱 장악하려 할수록, 언어는 수단이 더욱 풍

부해지고 이것으로 언어는 죽음의 침묵을 말하지 않은 것 그 자체로 표현

할 수가 있다. 

Denn alle wahrhafte Kunst bemüht sich letztlich um den Tod. Die große 

Tragödie bezeugt dies, aber auch sonst ist dies aller Dichtung immer wieder 

nachzuweisen. Und je näher die Sprache an dieses Phänomen heranrücken will, 

je mehr sie sich des Unaussprechlichen bemächtigen will, desto reicher muß 

sie in ihren Mitteln werden, auf daß sie die Stummheit des Todes selber im 

Ungesagten ausdrücken kann. (TdV, 463)

브로흐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대상, 즉 말로는 표현 불가능

한 영역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는 죽음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를 고안하

는데 이는 침묵 그 자체를 소환하는 일로서 나타난다. 여기서 침묵이란 

‘말하기’, 즉 ‘전달’의 기능을 하던 문학 언어의 부재라는 사실을 이 소

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브로흐는 죽음의 침묵을 재현하기 위해 ‘말

하지 않음’ 그 자체를 내세운다. 의미의 부재를 향한 이런 시도가 ‘아름

다운’ 문학작품으로서 기존의 소설 양식과 동떨어진 신화적이고 불협화

적인 음악소설을 만들어 낸다. 언어적 요소들의 “수단 Mittel”, 즉 언어 

그 자체의 구성 재료들의 배열과 배치가 그러한 ‘아름다운’ 양식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완결된 의미와 해석의 가능성을 지양함으로써 

“문학적으로 파악되던 세계가 더는 문학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고 [Mag 

er (...)], daß seine dichterisch erfaßte Welt dichterisch nicht mehr erfaßbar 

sei”314)하는 비판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브로흐가 주장한 총체적 예술 작품은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반영하거

나 과거를 재현한 역사소설, 또는 환상소설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현실

의 모습을 고양된 예술적 기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표현을 모

314) Broch, James Joyce und die Gegenwart, in: KW 9/1, 68f. 브로흐가 『율리시즈』를 가리

켜 쓴 말이지만 그 자신의 실험적인 작품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표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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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예술 형식 그 자체를 문학으로 칭한다. 이는 브로흐가 조이스의 

작품을 시대와 연관된 비관주의적인 색채를 직접 제시하려 한다고 비판하

며 “말하는 것은 작품 자체여야 한다 zu sprechen hat das Werk selber”315)

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다소 복잡한 문학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브로

흐의 ‘앞서가는 실재 vorauseilende Realität’이라는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로흐에게 문학과 현실의 관계는 직접적인 반영이나 매개가 아닌 

성찰과 예견, 예언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시대정신의 거울로서 그것의 운명에 동참하는 위대한 예술작품만큼 이것

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없다. 즉 예술작품에도 이 “조직화된 낯섦”이 동

시대인들 속에서 나타난다 – 『파우스트』뿐 아니라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

도 이해 불가로 남겨졌다 – 그리고 이러한 이해 불가능성은 작품에 대한 

어떤 “새로움”이나 [...] 또 “대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 오로지 저  

“앞서가는 실재” 때문이다. 그것은 동시대인들을 “조직화된 맹목”에 빠뜨

리는데 그러한 맹목은 시대에 대한 “외부시선”이 생겨나서 시대, 시대정신 

그리고 작품이 총체성으로 드러나면 비로소 제거된다. 

Nirgends wird dies so deutlich, wie am großen künstlerischen Werk, das als 

Spiegel des Zeitgeistes dessen Schicksal teilt: auch dem Kunstwerk ist diese 

»organische Unbekanntheit« im Kreise der Zeitgenossen beschieden – sowohl 

der »Faust«, wie die Spätwerke Beethovens blieben unverstanden – und diese 

Unverständlichkeit ist nicht etwa auf die »Neuheit« des Werkes zurückzuführen 

[...] und auch nicht auf die Angst vor der »Größe« [...], sondern einzig und 

allein auf jene »vorauseilende Realität«, die den Zeitgenossen mit »organischer 

Blindheit« schlägt und diese Blindheit erst dann behebt, wenn [...] die 

»Außensicht« auf die Epoche eintritt und Epoche, Zeitgeist und Werk als 

Totalitäten sichtbar werden.316)

  『베르길의 죽음』의 난해함은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브로흐

는 시대를 미리 앞서간 작품이 동시대인들에겐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여

315) KW 9/1, S. 69.

316) KW 9/1, 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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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질지언정 시대의 운명에 동참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

다. 예컨대 브로흐가 추구하는 총체적 예술 작품은 현실의 문제점을 포

괄하는 동시에 동시대인들의 예술적 감식을 넘어서는 곳에 존재한다. 

『베르길의 죽음』은 이 총체적 문학 작품을 지향한 소설적 실험이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가치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통

틀어 조망하고 예견하며 동시에 현재성을 잃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재현

하고자 했다. 브로흐의 언급대로 이 작품의 난해성은 동시대인들이 깨닫

지 못한 ‘낯섦’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미리 

‘앞서가는 실재’로서의 소설적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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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예술가의 죽음과 시대 비판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베르길의 죽음』은 둘 다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을 맺으며 예술가 소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죽음은 그 안에서 불합

리하고 충동적인 내면세계, 또 인식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의식세계를 형

상화하는 서술과 관련되어 등장한다. 예술가의 죽음은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서 예술가의 불안정한 정신에 대한 위태로움을 형상화한 것인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와 비현실적인 

서술 속에서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한다. 

  이번 장에서는 20세기 초반의 예술과 예술가 문제가 죽음의 의미를 통

해서 드러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는 새롭

게 떠오른 데카당스 경향과 관련해 인습에 사로잡힌 고전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베르길의 죽음』은 아방가르드적 형식을 통해 전

통적 양식에 대립하는데 그 속의 예술가 주인공은 문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라는 ‘반(反) 예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죽음 서사

는 예술가 문제에 관한 비판 미학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 

속에서 보수적 태도로서 전통을 답습하는 시대 경향과 더불어 문학의 전

통주의적 서사 양식이 비판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1. 예술가의 죽음

  1.1. 시대착오적 예술가 아셴바흐 

  죽음은 쇠퇴나 소멸의 함의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신비주의 또는 비

합리적인 의식세계와 관련해 등장하는 문학적 소재다. 문학적 모더니즘

에 등장하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서사는 초현실적인 요소들에 의존하

기보다 인간의 불확실한 내면과 의식이 지닌 불합리하고 수수께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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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상징과 암시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드러나지 않은 죽음의 성향이 소설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징과 암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감추고 있고, 이로써 하

나의 열린 텍스트의 장소로서 기능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개인적인 경험에

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빈번히 작품 속 인물과 죽음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데, 이로써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을 때까지의 삶을 명백하게 규

정한다. 

Der Tod selbst birgt immer ein ungelöstes Rätsel und hat so die Funktion einer 

offenen Textstelle, da er sich jeder persönlichen Erfahrung entzieht. Häufig 

verknüpft ein Autor eine Figur des Werkes eng mit dem Tod, so daß deren 

Haltung zum Tod das Leben bis zum Sterben unmißverständlich prägt.317)

죽음 서사에서 그려내는 인물의 삶 속에는 죽음의 특징이 각인되어 있

다. 이는 작품에 그려진 인물의 행동과 내밀한 성향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죽음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음을 말한다. 죽음을 앞둔 아셴바흐는 

자신과 마주쳤던 죽음의 전령들을 모방해 화장과 염색을 한 기이한 모습

으로 등장한다. 그가 내보인 낯설고 독특한 행위만큼 그의 죽음을 선명

하게 암시하는 것은 없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는 죽음의 특성을 내재한 

독특한 소설적 주체로 등장한다. 

  그가 “특별한 예술가 besonderer[en] Künstler ”(TiV, 508)로 일컬어지는 

점에서 다른 평범한 것과 구별되는 그만의 고유한 특성이 암시되며 이는 

그에게 닥친 죽음의 속성과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짙다.318) ‘특수한 예술

317) Katja Grote, Der Tod in der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Der Wandel der 

Todesthematik in den Werken Arthur Schnitzlers, Thomas Manns und Rainer Maria Rilkes, 

Frankfurt a. M. 1996, S. 20.

318) 크리스티안센은 아셴바흐의 개인사인 특수한 예술가 문제가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

나치게 자동적으로 니체의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개념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고 지적한

다. Vgl. Børge Kristiansen (2007), S. 354: “아셴바흐의 개인사, 즉 이 “특수한 예술가”

에 대한 소설의 테마가 편향적으로 제한되어 해석된 경향이 있다. 주인공의 처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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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아셴바흐는 여러 연구들에서 ‘숭고한 예술가’로 지목한 특성을 배

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전주의적 성향을 겉으로 따르는 시대

착오적인 면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셴바흐는 귀족이자 명성을 얻은 예술가로 시대 속에서 “문화의 대변

자 Vertreter der Kultur”319)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스터의 성향, 건강함

과 고전성 Meistertum, Gesundheit und Klassizität”320)은 그를 대표하는 특

징이고, 작가로서 그는 “(시대의) 음란한 심리주의 unanständiger[n] 

Psychologismus der Zeit”(TiV, 513)를 작품을 통해 공공연히 비판한다. 이

런 그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신이 지닌 모든 업적과 품

위를 배반하고 있다. 파니쪼 Paolo Panizzo는 고전주의를 대표하던 인물

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갑작스러운 일탈과 함께 위기에 빠지는 일은 이

야기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다.321) 즉 이야기가 과

장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주인공의 행동 역시 일상적인 행위에 비추어 모

순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주인공의 변화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합리성에서 비합리성으로의 이행으로만 평가한다면, 그러한 사건이 생겨

나는 이유로서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인물의 내면세계를 간과하는 것이

다. 아셴바흐의 일탈과 관련해서 인물 분열된 내면은 죽음을 내포한 비

현실적인 세계와 연동되어 있으며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

에 관한 것이 이 작품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등 상황이 많은 논문들에서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의 개념을 통

해 지나치게 자동적으로 또한 숙고를 거치지 않고 분석되었고 해석되어 왔음을 부정

할 수 없다 Dabei besteht die Tendenz, die Thematik der Erzählung auf die 

Individualgeschichte Aschenbachs, auf diesen “besonderen Künstler”(GW:VII:450) zu 

einseitig einzugrenzen, wie auch nicht zu leugnen ist, dass die Konfliktsituation der 

Hauptfigur in vielen Beiträgen von Nietzsches Begriffen des Dionysischen und 

Apollinischen allzu mechanisch und unreflektiert analysiert und interpretiert wird.“

319) Hans Rudolf Vaget, Thomas-Mann-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München: 

Winkler Verlag 1984, S. 585.

320) Terence James Reed, Kommentar, in: GKFA 2.2, S. 365.

321) Vgl. Paolo Panizzo, Ästhetizismus und Demagogie. Der Dilettant in Thomas Manns 

Frühwerk, Würzburg 2007, 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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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관찰된 아셴바흐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객관적인 어

조를 통해 전달하는 소설의 2장은 그가 소설의 다른 곳에서 충동적인 욕

구에 시달리는 인물이라는 점을 가리고 있다. 따라서 아셴바흐의 일탈을 

두고 숭고한 예술가가 전락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선은 소설의 2장의 

내용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 그를 실패자로 낙인찍는 이런 관점은 그

가 예술가라는 사실과 더불어 더욱 모순적일 수가 있는데, 내적인 충동

에 이끌려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보통의 예술가의 삶과 거리가 먼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예술가라는 점에서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다. 아셴바흐의 행보는 일반적인 타

락이기보다 “예술 Kunst”이 “자신의 신하 ihr[es] Diener[s]”, 말하자면 예

술가들을 “모험 Abenteuer”(TiV, 516)으로 이끈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 쪽의 합리적 기질과 어머니 쪽의 보헤미안 혈통을 물려받아 특

수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이력은 아셴바흐를 다른 예술가와 구별짓는 한

편 그가 겪게 될 독특한 삶의 이력을 암시한다. 그의 모험은 그의 내밀

한 의식과 연결되어 전개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써 그의 본성과 죽음의 

치명적인 성향은 일찍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의 특수함

은 이질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순수한 고전적 유형의 천재

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그에게서 고독하게 예술에만 몰두

하는 천재적인 작가의 이미지는 떠올리기 어렵다. “그의 재능 sein 

Talent”은 “평범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지만 ebenso weit entfernt vom 

Banalen wie von Exzentrischen”(TiV, 509) 대중을 폭넓게 만족시킨다는 말

에서 그의 대중적인 예술가 기질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중요한 정신적 작품이 즉각 폭넓고 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

면 작가 자신과 동시대인들 일반의 운명 사이에 비밀스런 친화성, 예컨대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술작품을 왜 칭찬하는지 모

른다.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고서 무수한 관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작

품에 수백 가지 장점이 들어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들이 찬사를 보내는 

단 하나의 이유란 측정 불가한 것으로, 이는 공감이다. 

Damit ein bedeutendes Geistesprodukt auf der Stelle eine breite und ti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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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kung zu üben vermöge, muß eine geheime Verwandschaft, ja 

Übereinstimmung zwischen dem persönlichen Schicksal seines Urhebers und 

dem allgemeinen des mitlebenden Geschlechtes bestehen. Die Menschen 

wissen nicht, warum sie einem Kunstwerke Ruhm bereiten. Weit entfernt von 

Kennenschaft, glauben sie hundert Vorzüge daran zu entdecken, um so viel 

Teilnahme zu rechtfertigen; aber der eigentliche Grund ihres Beifalls ist ein 

Unwägbares, ist Sympathie. (TiV, 510)

아셴바흐의 작품은 “거의 탈진상태로 일하는 am Rande der Erschöpfung 

arbeiten”,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이미 녹초가 된 사람들 der 

Überbürdeten, schon Aufgeriebenen”(TiV, 512)을 위로하고 이들과 공감한

다. 이 맥락에 숨겨진 과도한 업적주의는 시대적인 특성에 해당한다. 여

기서는 작품의 인기를 떠나서 아셴바흐가 동시대의 성향을 충실히 만족

시키는, 즉 현실 질서에 순응한 작가라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다. “그의 

전 존재가 명성을 추구하는 까닭에 da sein ganzes Wesen auf Ruhm 

gestellt war” 그는 “일찍부터 세상에 숙달되어 능숙하게 früh für die 

Öffentlichkeit reif und geschick”(TiV, 508)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다.

  아셴바흐가 속한 시대는 그에게 합리주의적이고 엄격하며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아셴바흐의 본성은 엄격한 시민성

에만 속해있지 않다. 그가 부모한테서 서로 모순적이고 일치되지 않는 

성향, 즉 합리적인 동시에 낭만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물려받았으며, 

삶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그에게 엄격한 “규율 Zucht”(TiV, 510)이 필요했던 것은 그에게 남

모르는 자유분방함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시절 그가 학교에 속하기

보다는 가정에 속한 학생이었다는 사실도 그가 제도나 규율과 동떨어져 

있음을 암시한다.(Vgl. TiV, 509) 그는 스스로 자신과 같은 “족속 

Geschlecht”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노년까지 살

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어린 아셴바흐는 어서 빨리 “노

년이 되기를 고대 wünschte er sehnlichst, alt zu werden”(TiV, 509)하는데, 

이는 그가 결코 이른 나이에 요절하는 천재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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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끝까지 견뎌라! Durchhalten”(TiV, 509)라는 말과 함께 아셴바흐가 취

하는 행동에는 당대의 시대정신이 깊이 배어있다. 이런 투철한 정신은 

역사 속 인물 프리드리히 대왕을 떠올리게 하는데, “슐레지엔 지방의 작

은 변두리 einer Kreisstadt der Provinz Schlesien”(TiV, 508)에서 태어난 아

셴바흐와 슐레지엔 전쟁(1740-1745)에서 이 지역을 탈환한 프리드리히 

대왕은 서로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아셴바흐가 지향하는 합리

주의적 도덕성이 관료주의적인 프로이센 사회의 보수성과 관련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아셴바흐의 성향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그

가 속한 시대에 기반해 있음을 말해준다.322) 엄격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그는 예술가를 군인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전투이기 때문이다  

[...] denn die Kunst war ein Krieg.” 작가로서 아셴바흐는 “자기 극복의 

삶, 혹독하고 단호하며 절제하는 삶 ein Leben der Selbstüberwindung und 

[...] ein herbes, standhaftes und enthaltsames Leben”을 “시대에 걸맞는 매

력적인 영웅 정신의 상징으로 형상화 zum ein Sinnbild für einen zarten 

und zeitgemäßen Heroismus gestaltet”(TiV, 568) 하고자 한다. 이런 엄격한 

도덕성이야말로 보수화된 시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길로 이어져 있다. 

  그렇지만 아셴바흐는 그가 작정한 길로 가지 못한다. 베니스 여행에서 

타치오한테 빠져든 그는 이같은 위대한 작가의 길에서 이탈한다. 동시에 

그가 지켜온 철저한 시민적 태도가 허구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말하

자면 아셴바흐의 타락이 보여주는 것은 숭고한 예술성의 실패이기보다 

합리주의적 전통의 쇠퇴에 가깝다. 그의 데카당트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적인 도덕성이 아셴바흐를 감싸고 있던 “외양 Fassade”323)에 불

과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가 겉으로 내세운 철저한 도덕성은 성공적

인 업적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는 명예욕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 이는 또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억눌러야지만 가능한 일이

다.

322) Vgl. Kristiansen (2007), S. 362.

323) Panizzo (2007),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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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젊었고 시대와 타협하지 못했다. 또 시대에 맞게 처신을 잘못해서 

대중 앞에서 발을 헛딛기도 했고, 실수를 해 웃음거리가 됐으며, 말과 작

품에서 신중치 못한 어긋난 행동도 했다. 

Er war jung und roh gewesen mit der Zeit und, schlecht beraten von ihr, 

war er öffentlich gestrauchelt, hatte Mißgriffe getan, sich bloßgestellt, 

Verstöße gegen Takt und Besonnenheit begangen in Wort und Werk. (TiV, 

512)

아셴바흐는 본래 비교적 덜 엄격하고 자유분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주 회의에 빠지고 모순된 감정에 시달리며 막연하게 자

유를 그리워한다. 그가 쓴 작품 <가련한 사람>에는 그런 아셴바흐를 암

시한 듯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모든 것을 이해함이 모든 것을 용서함을 

말한다는 것 [...], daß alles verstehen alles verzeihen heiße”(TiV, 513)이라

는 표현이다. 이렇듯 아셴바흐는 철저하기보다는 관용적인 인물에 해당

한다. 그는

의지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한테서도 또

는 다른 이한테서도 나오고 있지 않다. 

Träger des Willens, aber es steht nicht in seiner, in keines anderen Menschen 

Macht, ein bestimmtes Wollen zu wollen.324)

빌러 Michael Wieler의 평가는 이 소설에서 아셴바흐의 도덕적이고 합리

주의적인 태도가 그의 개인적인 의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꼬집

는다. 그가 고전주의를 따르는 태도에는 시대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프로이센적인 도덕적 엄격성과 합리주의는 그의 개성을 넘어선 시대의 

가치로 인식되며 이는 개인의 성향이 아닌 시대의 성향으로 볼 수가 있

다.

  특수한 예술가 아셴바흐는 순수한 천재적 예술가와는 동떨어진 대중적 

324) Michael Wieler, Dilettantismus - Wesen und Geschichte: am Beispiel von Heinrich und 

Thomas Mann, Würzburg 1996, S.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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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로서 시대의 전형성을 개인의 성향을 통해 표명한다. 그의 개인사

적인 배경에는 1900년대 독일의 보편적 시대정신이 놓여 있음을, 프로이

센의 정신을 모방하는 그의 자세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그려 보이는 허무주의적인 정신세계의 향연은 이러한 보편성 및 전통주

의적 사고의 붕괴와 깊이 연루된 것이다. 아셴바흐의 예술적 태도와 시

대정신의 관계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자유분방한 일탈은 고전주의적 정

신의 붕괴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숭고하고 고귀한 것

의 전락이란 예술가 자신의 모습이기보다는 그를 감싸고 있는 시대적 분

위기에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1.2. 전통적 예술가의 죽음

     

구스타프 아셴바흐, 혹은 쉰 번째 생일 때부터 공식적으로 불린 호칭인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는 우리 대륙에서 여러 달 동안이나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 19XX년 어느 봄날 오후, 뮌헨의 프린츠레겐텐 가에 있는 자

택을 나와 혼자서 꽤 먼 곳까지 산책을 했다. 

Gustav Aschenbach oder von Aschenbach, wie seit seinem fünfzigsten 

Geburtstag amtlich sein Name lautete, hatte an einem Frühlingsnachmittag des 

Jahres 19.., das unserem Kontinent monatelang eine so gefahrdrohende Miene 

zeigte, von seiner Wohnung in der Prinzregentenstraße zu München aus allein 

einen weiteren Spaziergang unternommen. (TiV, 501)

소설의 첫 문장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귀족의 칭호를 부여받은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귀족이면서 대가의 지위를 얻은 

아셴바흐에 대한 묘사는 소설에서 서로 상충하는 맥락 안에서 등장하고 

있다. 소설의 다른 곳에서 위의 내용과 상반된 문장을 만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가 쓰는 문체에 담긴 장인적인 제스처는 거짓이고 우스꽝스러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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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명성과 명예로운 지위는 익살극이지. 

Die Meisterhaltung unseres Stiles ist Lüge und Narrentum, unser Ruhm und 

Ehrenstand eine Posse [...]. (TiV, 589)

아셴바흐를 가리키는 서술은 일관되기보다 서로 어긋나 있다. 서술자는 

자신의 주인공을 엄숙한 말투를 써서 귀족으로 소개했다가 다시 또 그의 

지위를 깎아 내린다. 이런 부조화하고 모순된 이야기의 전개가 아셴바흐

가 소설적 주체로서 불완전하고 혼돈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

다. 중요한 것은 귀족인 동시에 “거장, 품위 있게 된 예술가 der Meister, 

der würdig gewordene Künstler”(TiV, 588) 아셴바흐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는 사실이다. 제임스 리드 Terence James Reed는 이 소설이 품위를 갖춘 

대가의 시대, 말하자면 전통적 예술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특유의 

“형식적인 기교 formellhafte Manier”325)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이야기하는

데, 이는 소설의 첫 대목을 비롯해 소설 곳곳에서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

기는 묘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조화와 양식을 추구하는 고전주의에 상반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해체시키는 인식 auflösende Erkenntnis”(TiV, 589)으로서 죽음의 비합리

적인 힘이다. 합리적 정신과 감각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식의 대비가 드러

나 있는 이 소설은 20세기 초반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크리스티안센 

Børge Kristiansen은 모더니티 세계를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진단한 니체의 

혼돈(Chaos)과 야만(Barbarei)을 소설 속 아셴바흐의 “심연 Abgrund”(TiV, 

589)에 대응시킨다. 그에 따르면 아셴바흐의 혼란과 고독은 해체적 정신

의 증거로서 결국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는 전통적 가치

관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다.326) 하지만 이 작품이 그리는 해체적인 정

신이 프로이센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은 타당

하나, 아셴바흐의 심연에 담긴 혼돈이 단순히 공허함에 그치는 것인지는 

325) Terence James Reed, Tod eines Klassikers. Literarische Karrieren im Tod in Venedig,

in: Thomas Sprecher (Hrsg.): Liebe und Tod – in Venedig und anderswo,

(Thomas-Mann-Studien, Bd. 33), Frankfurt a. M. 2004, S. 177.

326) Vgl. Kristiansen (2007), S.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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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봐야 한다. 그 이유는 해체적 인식의 과정이라 할 허무주의적 일탈

을 통해서 아셴바흐가 겉모습에 불과한 명예욕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관해 토마스 만의 또 다른 예술가 주인공 토니오 크뢰거는 

어둡고 고독한 심연을 통해서 예술적 재능이 발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양식과 형식, 그리고 표현을 위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인간

적인 것에 대한 냉담하고도 몹시 까다로운 관계를, 말하자면 그 어떤 인

간적인 빈곤화와 황폐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도 힘찬 감정,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은 몰취미이기 때문이지요. 예술가가 인간이 되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는 끝장입니다.

Die Begabung für Stil, Form und Ausdruck setzt bereits dies kühle und 

wählerische Verhältnis zum Menschlichen, ja, eine gewisse menschliche 

Verarmung und Verördung voraus. Denn das gesunde und sratke Gefühl, 

dabei bleibt es, hat keinen Geschmack. Es ist aus mit dem Künstler, sobald 

er Mensch wird und zu empfinden beginnt.327)

예술적 표현력이 인간적인 생동력에 반하는 내적인 황폐화를 전제로 한

다는 토니오의 말은 고독과 허무의 감정을 예술적 창조성에 연결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토니오는 정작 예술가의 고독과 시민의 건전함 사

이에서 고민하다가 끝내 후자를 택한다. 그는 양극을 오가는 극심한 갈

등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던 예술가의 삶을 버리고 “후회와 향수 

Reue und Heimweh”328)를 느끼면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간다. 아셴바흐의 

길은 토니오와는 사뭇 다르게 나 있다. 그는 시민 사회의 충실한 구성원

인 동시에 작가이며, 토니오처럼 삶과 예술의 양극성 사이에서 고뇌하지 

않는다. ‘방황하는 시민’ 토니오의 깨어있는 인식과 다르게 아셴바흐에겐 

딜레탕트적인 자유분방함이 보이는데, 말하자면 그에겐 우울하고 고독한 

상념보다는 어떤 해소되지 못한 갈망과 불만족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

다. 

327) Thomas Mann, Tonio Kröger, in: GKFA Bd. 2.1., a.a.O., S. 270f.

328) Ebd., 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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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마비시킨 것은 (작품에 대한) 내키지 않는 심정에서 비롯된 양심의 

가책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을 듯한 불만족으

로 인해 생겨났다. 물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는 젊어서는 그의 

재능의 본질과 내밀한 천성에 해당했다. 그 때문에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유지하곤 했다. 

was ihn lähmte, waren die Skrupeln der Unlust, die sich als eine durch 

nichts mehr zu befriedigende Ungenügsamkeit darstellte. Ungenügsamkeit 

freilich hatte schon dem jüngling als Wesen und innerste Natur des Talentes 

gegolten, und um ihretwillen hatte er das Gefühl gezügelt und erkältet [...]. 

(TiV, 506)

아셴바흐의 냉정하고 사려 깊은 태도는 창작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족을 

억누른 데서 비롯된다. 글쓰기는 그에게 엄격한 작업이며 그는 과도한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담감은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 Fluchtdrang”, “미

지의 새로움에 대한 동경 Sehnsucht ins Ferne” 그리고 “모든 짐을 덜고 

망각하고 싶은 열망 Begierde nach Befreiung”(TiV, 505/6)과 같이 표현된

다. 아셴바흐의 심연에 드러난 혼돈과 갈등은 따라서 새로운 예술적 체

험을 향한 강한 욕구가 담긴 것이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사

람의 열정은 그 과도함 때문에 쉽게 불만족으로 변모한다. 쉽게 만족하

지 못하는 점이 젊었을 때 그의 창작의 밑거름이었다는 말은 그의 깊고 

혼돈스러운 내면이 단지 허무주의적 체념만은 아님을 말해준다. 아셴바

흐한테 보이는 ‘해체적인 인식’은 창작과 이어지는 동력이자 밑거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해체의 부정적인 징후는 예술가의 내면이 아니라 베니스 

사회의 부패상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전염병은 그에 관련한 핵심적

인 소재다. 전염병은 아셴바흐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쇠

퇴의 징후를 가리킨다. 인도의 갠지스 강 유역 열대림에서 생겨난 전염

병이 베니스의 부두 노동자와 채소 장사꾼의 죽은 시체에서 발견됨으로

써 병균의 전파가 의심되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부두 노동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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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비밀에 부쳐진다 Die Fälle wurden verheimlicht.”(TiV, 578) 전염병이 

비밀스러운 소문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한편 “독일 일간지 deutsche 

Tagesblätter”를 통해서 “베니스 당국은 도시의 위생 상태가 더할 나위 없

이 좋다고 답변한다 Venedigs Obrigkeit ließ antworten, daß die 

Gesundheitsverhältnisse der Stadt nie besser gewesen seien.”(TiV, 579) 여기

서는 베니스 정치의 위선이 드러난다. 전염병은 베니스 사회의 부적절한 

소문과 위선을 폭로한다. 더 나아가 거짓을 은폐하고 부패를 공고히 하

는 수단이기도 하다. 전염병이 퍼진 뒤 베니스 당국이 전보다 더 “은폐

와 부인 정책을 완강히 고수 ihre Politik des Verschweigens und des 

Ableugnens hartnäckig aufrecht zu erhalten”(TiV, 580)했다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문란 eine 

gewisse Entsittlichung”(TiV, 580)이 전염병 사건에서 기인하는 것을 보게 

된다. 전염병이 번진 이후 “반사회적 충동으로 인한 무절제, 몰염치 그리

고 점증하는 범죄행위 antisozialer Triebe, die sich in Unmäßigkeit, 

Schamlosigkeit und wachsender Kriminalität bekundete”(TiV, 580)가 생겨나

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확산과 함께 정부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시

민적 도덕성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 죽음과 관계된 불안한 심리가 음

울한 충동과 범죄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밤엔 거리가 더 안전하지 못했는데, 약탈과 살인사건이 되풀이되었다. 그

러니까 벌써 두 번이나 입증된 바에 따르면, 명목상으로는 전염병에 희생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척들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 nachts die Straßen unsicher; räuberische Anfälle und selbst Mordtaten 

wiederholten sich, denn schon zweimal hatte sich erwiesen, daß angeblich der 

Seuche zum Opfer gefallene Personen vielmehr von ihren eigenen 

Anverwandten mit Gift aus dem Leben geräumt worden waren. (TiV, 580)

이 장면은 살인사건인 범죄가 병원균에 의한 것이었다고 오인된 사례다. 

이런 상황은 무얼 말하려는 것일까. 전염병은 사회의 부조리가 드러난 

시발점일 뿐 시민사회의 도덕적 타락은 훨씬 위험한 수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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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도시가 품고 있던 부패와 타락, 즉 정치인과 시민들의 위선과 비도

덕이 전염병을 계기로 속속들이 밝혀진다. 그렇게 보면 베니스 사회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전염병과 그와 결부된 죽음의 이미지는 아셴바흐가 

타치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를 향한 동경의 시선을 품고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 있다. 해변에서 맞는 아셴

바흐의 종말은 아름다운 죽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

듯 서로 다른 죽음의 성질이 이야기의 중심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작품은 죽음을 치명적인 악인 동시에 황홀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인식

하는 데카당스 미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공포심과 음울한 충동, 무질서와 혼란 같은 죽음의 부정

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서 죽음의 매혹적인 성격도 

제시되고 있다. 아름다운 동시에 치명적인 성격으로서 죽음은 세기말에 

부상하기 시작한 죽음의 심미적인 특징, 즉 데카당스의 의미에 닿아 있

다. 부패거나 병든 것, 죽어가는 것들은 데카당스 미학에서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들이며 거기에 담긴 치명적인 위험은 아

름다움이 지닌 위태로운 특성에 결부되어 있다. 아셴바흐가 타치오가 병

이 든 것처럼 창백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장면에서 이

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염병은 아셴바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시로서 등장하지만 전염병

이 출몰하여 베니스 사회의 부패와 타락상이 드러나는 맥락에서는 전염

병이 암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죽음이 종말론적인 시대상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아셴바흐의 죽음도 이런 시대 비판적인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아셴바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프로이센 사회의 엄격한 도

덕성과 시민성을 고수하는 전통주의자에 해당한다. 그의 죽음은 전통을 

유지시키던 가치들이 소멸에 다다랐음을 암시하며 고전주의를 추종하는 

예술가의 종말을 그려 보이고 있다. 고전주의에 관해서 토마스 만은 에세

이 「정신과 예술 Geist und Kunst」에서 그것이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에

게 “유행”329)처럼 번져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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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세부터 심리학을 파고들었다. [...] 하우프트만과 호프만스탈 그리

고 내가 속한 세대에 널리 퍼진 관심은 근본적으로 병리학적인 문제였다. 

20대의 젊은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 시대의 요청은 우리 안의 건

전한 것을 더욱 육성하라는 것이다. 

Ich - grub mit 20 Jahren Psychologie [...]. Das Interesse, das, au fond, die 

Generation beherrscht, zu der Hauptmann, Hofmannsthal und ich gehören, ist 

das Interesse am Pathologischen. Die Zwanzigjährigen sind weiter [...]. Die 

Forderung der Zeit ist, alles, was irgend gesund ist, in uns, zu kultivieren.330)

만과 동시대의 세기말 작가들은 정신적인 문제, 병적인 심리상태를 작품

에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새로운 세대 neue[n] Generation”의 작

가들은 “모더니즘 저편의 jenseits der Modernität” “건강함, 함양된 생동

감, 품위 있는 본성, 최고의 안정 Gesundheit, kultivierte Leiblichkeit, 

vornehme Natur, vornehmes Wohlsein u. dergl.”331) 같은 것을 예술적 가치

의 중심에 놓는다. 당시 만이 목격한 이런 독일의 새로운 예술 성향은 조

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전주의적 경향을 따르고 있다. 이렇듯 고

전주의를 추종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만은 그 속에서 “비판성

이 아닌 조형미, 분석력이 아닌 아름다움, 깊이가 아닌 피상성 auf Plastik, 

nicht Kritik; auf Schönheit nicht Analyse, auf Fläche, nicht Tiefe”332)을 읽어

낸다. 아셴바흐를 통해 드러나 있는 고전주의를 답습하는 태도에는 만이 

고찰한 시대적 풍경이 담겨 있으며, 만은 일찍이 이러한 성향의 뿌리를 

괴테한테서 인식한 바 있다.333) 한편 이 소설을 통해서 만은 이런 정형화

된 아름다움 너머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모순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 한다.

329) Mann, Geist und Kunst. Thomas Manns Notizen zu einem “Literatur-Essay”, in: H. 

Wysling, P. Scherrer (Hrsg.): Quellenkritische Studien zum Werk Thomas Manns

(Thomas-Mann-Studien, Bd. 1), Bern, München, Franke 1967, S. 175.

330) Ebd., S. 207f.

331) Ebd., S. 207.

332) Terence James Reed (2004), S. 176.
333) Vgl. Mann, Geist und Kunst, a.a.O., 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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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셴바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스스로 저버렸을 때 그가 가

장 먼저 한 일은 화장과 염색이다. 이를 데카당트한 일탈에서 비롯된 도

발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는 오히려 피상적이고 고

정화된 관습을 탈피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셴바흐의 고전적 합리주의

자로서의 면모는 그의 본성과 동떨어진 관습적 표상에 의해 드러난다. 

따라서 자신의 외양을 변화시키는 아셴바흐의 행위는 겉모습으로서의 표

상을 거부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소설 말미의 이발사의 

대사 속에 겉모습이 감추고 있는 위선을 꼬집는 대목이 등장한다.

화장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엄격성이 논리적으로 치아에까

지 적용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생길 겁니다. 결국은 정신과 마음이 어

떻게 느끼는가가 나이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허옇게 센 머리는 

눈총을 받으며 염색을 하는 것보다 때에 따라선 더 심한 거짓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Würde sich die Sittenstrenge gewisser Leute gegenüber der kosmetischen 

Kunst logischer Weise auch auf ihre Zähne erstrecken, so würde sie nicht 

wenig Anstoß erregen. Schließlich sind wir so alt, wie unser Geist, unser 

Herz sich fühlen, und graues Haar bedeutet unter Umständen eine wirklichere 

Unwahrheit, als die verschmähte Korrektur bedeuten würde. (TiV, 585)

이 맥락에선 기존의 낡고 보수적인 태도가 지닐 수 있는 위선이 비판받

는다. 이는 아셴바흐가 성공한 작가의 겉모습에 따라 합리적이고 도덕적

인 삶을 고수해온 것에 대한 비판과 이어진다. 여기서 이발사가 강조하

는 마음의 문제는 결국 예술가의 태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성공한 작가

의 위치에 있을 때 글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과 반대로 아셴바

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창작에 대한 열정을 느낀다. 

그는 갑자기 쓰고 싶어졌다. [...] 그가 언어에 대한 욕구를 지금보다 더 

달콤하게 느낀 적은 없었으며, 에로스가 언어 속에 있으리라고는 알지 못

했다. 

Er wünschte plötzlich, zu schreiben. [...] Nie hatte er die Lust des Wo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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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üßer empfunden, nie so gewußt, daß Eros im Worte sei [...]. (TiV, 556)

여기서 글쓰기는 에로스에 비유되고 있으며, 이에 타치오를 통한 매혹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예술적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셴바

흐는 타치오를 통해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에 이르는 과정을 

깨닫고 있으며 그가 쓰는 “논문 Abhandlung”은 “그의(타치오) 아름다움

을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 놓은 seine Schönheit ins Geistige zu 

tragen”(TiV, 556) 작업이 되고 있다.

2. 브로흐의 반(反)예술가 소설

  예술가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예술가 문제와 더불어 예술의 문제

를 전면에 내세운다. 주로 예술가적 인물의 내면세계를 비추거나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다루는 이런 작품들은 표현형식으로서의 예술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브로흐의 『베르길의 죽음』이 소설이

라는 매체를 예술의 도구로서 인정하는 이런 예술가 소설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부정을 표방한 소설이라는 점이다. 베르길

이 죽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독백이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작품 <아이

네이스>를 파기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심원한 내적 고백과 의미심장한 철학

적 메시지는 결국 <아이네이스>가 “망각되고 몰락 zur Vergessenheit [...] 

und daher dem Untergang zu weihen ist”(TdV, 313) 되어야 한다는 시인 

자신의 주장으로 귀결된다. “비예술과 문학적인 것에서 생겨난 위험이 

먼 옛날부터 그 자신을 사로잡고 [...], daß die Gefahr der Unkunst und 

des Literatentums ihn seit jeher umfangen gehalten hatte”(TiV, 135) 있었다

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에서 예술의 위기가 예술 자체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뤼츨러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비판을 기조로 삼는 이 작품을 두고, 작



- 217 -

가인 브로흐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용한 매체 그 자체로서의 문학으로 

회귀 Mit dem Vergil-Roman kehrte er (Broch) zum – an sich ›untauglichen‹ 

- Medium Literatur zurück”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은 예술

가의 “무기력과 한계, 도덕적 나약함을 호소하고 폭로 um dessen 

Ohnmacht, seine Grenzen und ethischen Schwächen zu benennen bzw. 

aufzudecken”334)하고 있다. 브로흐는 『몽유병자들』(1931/32)로 성공을 거두

면서 처음으로 유럽 모더니즘 소설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다. 그런 그가 

돌연 모더니즘과는 동떨어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소설 『현혹』

(1935)을 발표하고, 뒤이어 다시 모더니즘의 양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작

품이 『베르길의 죽음』이다. 브로흐는 나치 치하의 유럽 정세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던 193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혹』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문학작품과 거리를 두고 정치적인 논평과 에세이에 집중

하였다.335) 그렇다면 베르길 소설이 보여주는 모더니즘의 형식은 브로흐

가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다시금 문학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 뤼츨러는 이 소설이 지닌 부정의 미학이 정치 참여적

인 태도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는 “부정의 미학은 고립과 추방의 연속 

Negative Ästhetik als Folge von Isolation und Verbannung”336)이라고 말한

다. 그는 이 작품이 망명문학이며, 브로흐가 다수의 에세이에서 문학과 

윤리, 인식의 문제를 한꺼번에 엮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결국 문학의 과

제가 정치와 사회, 윤리적 문제와 뗄 수 없는 것임을 이 소설은 이야기하

고 있다.

급진적인 모더니즘 소설 『베르길의 죽음』은 아방가르드의 위기를 문학적

으로 조명한다. 이 소설에서 (명백히 역사적인 모델인) 작가는 모더니즘

과 사회 참여라는 양쪽의 요구 사이에서 중대한 시련을 맞는다. 

In seinem radikal modernistischen Roman, im Tod des Vergil, wird die Krise 

334) Paul Michael Lützeler, Literatur und Politk, in: Paul Michael Lützeler und Michael 

Kessler (Hrsg.): Brochs theoretisches Werk, Frankfurt a. M., S. 1988, S. 204. 

335) Vgl. Ebd., S. 196ff.

336) Ebd.,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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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Avantgarde literatisch thematisiert. Hier wird ein Autor – im 

durchsichtigen historischen Modell – in der Zerreißprobe zwischen den 

Ansprüchen von Moderne und Engagement gezeigt.337)

  윤리성의 문제는 브로흐에게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예술적 책임을 뜻하

는 바가 크다.338) 예술의 윤리성은 그에게 작가가 언어의 본성을 되살려 

새로운 모더니즘의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것

을 의미한다. 브로흐는 그 당시 유행으로 전락해 버린 ‘키치’와 같은, 그

의 표현대로라면 ‘악한’ 예술 방식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베르

길의 죽음』은 문학과 글쓰기가 오용되고, 관습과 구태의연함으로 전락해

버린 점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문학의 비윤리성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안에서 베르길은 예술의 세계가 “장난질로, 그러한 문학적인 

것으로 전락 Absturz in die Pöbelhaftigkeit [...] ins Literatentum!”(TdV, 

135)하였다고 자조하고 그러한 예술을 “비예술 Unkunst”(TiV, 136)이라고 

비판한다. ‘비예술’이라는 표현 속에 브로흐가 동시대의 예술 경향을 비

판하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 가치붕괴 시대의 위기에 처한 예술작품이 

아름다움과 현혹에 결박된 것으로, 즉 비예술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예

술가의 “자기모멸 Selbstverachtung”(TdV, 136)로 이어진다. 

자기모멸 [...], 다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있

는데 말하자면 자기 소멸과 죽음이다. 그럼에도 그를 엄습한 것은 실은 

굴욕과는 다른 것, 굴욕 이상의 것이었다. 도취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삶

을 되돌아보는 자는 인식한다. 

Selbstverachtung [...], daß es nur noch eine einzige, zulässige und 

wünschenswerte Lösung gab, nämlich Selbstauslöschung und Tod, so war 

trotzdem das, was ihn überkommen hatte, etwas anderes als Scham, war 

mehr als Scham: wer ernüchtert auf sein Leben zurückblickt und hiebei 

erkennt […]. (TdV, 136)

337) Ebd., S. 206.

338) Vgl. Broch,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 in: KW 9/2, S, 1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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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감에 시달리는 시인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

다. 이는 시인 자신이 비예술이라는 한계에 봉착한 예술작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작품뿐 아니라 작가 자신이 위기에 처한 

모습을 통해 죽음의 상징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

감 속에서 시인은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죽음은 생의 종결이 아니

라, 지금까지의 도취에서 벗어나 삶을 돌아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새로운 깨어남이기에, 죽음의 여로에서 기

존의 예술 형식과 창작 방식을 비판하는 시인은 이미 변화 속에 놓여 있

다. 이 소설이 작가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였던 망명 시절에 탄생한 작품

이라는 점에서 죽음은 절망인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예술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느 정도 작가 자신에 대한 반영이라

고 본다면 베르길이 느끼는 예술에 대한 회의는 브로흐의 자신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작가의 체험이 말해주고 있다. 독일 나치 정당이 유

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에 브로흐는 창작 활동보다는 정치적

인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시기를 지나 1945년 완성된 베

르길 소설은 그의 전작과 달리 정치적인 문제를 리얼리즘의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있진 않지만 현실의 위기와 인간의 근원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

를 파헤치고 있다. 그는 문학의 절대성을 비롯해 예술과 예술가의 한계

에 관한 서사를 통해 이를 전달한다. 문학에 대한 회의가 이 소설을 이

끄는 동력인만큼 그 속에는 예술을 통한 현실비판의 태도가 담겨있다. 

1945년 브로흐가 헉슬리 Aldous Huxley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예술에 대해 근원적인 거부감이 드는 이런 생각은 이미 수년 전에 들이

닥쳤습니다. 예술은 나에게 문젯거리가 되었고 – 안 그럴 수 있나요 – 

이것이 <아이네이스>를 파기하려던 베르길의 심정과 비슷한 거부감을 느

끼는 저를 그에게 이끌었습니다. 

Diese - im Grunde ablehnende - Einstellung zur Kunst hat sich mir bereits 

vor vielen Jahren aufgedrängt. Sie war mir - wie konnte es anders sein - 

zum Problem geworden, und so wurde ich zu Vergil geführt, in dessen 



- 220 -

Vernichtungswillen hinsichtlich der Aeneis ich eine ähnliche Ablehnung 

vermutete. (KW 13/2, 454) 

현실과 문학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는 브로흐를 역사적인 인물 베르길에

게로 이끈다. 에세이 ｢예술의 가치 체계에서의 악함 Das Böse im 

Wertsystem der Kunst｣에서 브로흐는 이 문제에 관한 고뇌를 표출한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as sollen wir tun?” (KW 9/2, 

121)라고 자문하며 시대에 적합한 예술 형식에 관해 고민한다. 베르길은 

이미 자신의 문학이 현실과 어긋나 있음을 깨닫고 있다: “나는 시를 썼

어, 경솔한 말들을..... 나는 그 말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실 

그것은 미였어 ich habe gedichtet, voreilige Worte... ich dachte, es sei 

Wirklichkeit, und es war Schönheit” 베르길은 “시가 (현실을) 심판할 힘이 

없음 Dichtung besitzt nicht die Schiedkraft”을 깨닫는다. 그러한 힘이 없는 

것은 시인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손으로 더듬었을 뿐, 입으로 말을 

더듬었을 뿐이야 ich habe bloß getastet, bloß gestammelt...” (TdV, 243) 

  하이츠만은 “모더니즘의 예술가 소설 moderner[en] Künstlerroman”이 예

술작품의 완성과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 소설은 그에 역행하는 “반

예술가 소설 Anti-Künstlerroman”이라고 평한다.339)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작품에는 예술가 소설에 담긴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낭만주의자들이 발견한 바 있는 예술성과 시민성 사이의 괴리에 대한 것

이다. 노발리스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주인공이 

연극을 하며 예술에 몸담았다가 이를 포기하고 평범한 시민적 삶으로 되

돌아가는 것을 꼬집어 이 작품이 예술가와 시민 사이의 괴리를 폭로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340) 시민 사회와 동떨어져 예술가로서 고립을 

느끼는 것은 베르길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사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die Dinge von oben betrachtet”(TdV, 135) 예술가이며 “인간들

339) Vgl. Jürgen Heizmann, Der Tod des Vergil. Poetologische Metafiktion, in: 

Hermann-Broch-Handbuch, a.a.O., S. 485.

340) Vgl. Peter V. Zima, Der europäische Künstlerroman. Von der romatischen Utopie zur 

postmodernen Parodie, Tübingen, Basel 2008, 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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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혹하는 마술사 ein Bezauberer der Lauschenden”(TdV, 130)였음을 고

백한다. 그렇지만 시인은 예술의 길을 벗어나서 시민의 삶으로 되돌아가

기를 희망하거나 시민과 예술가의 삶을 비교하여 성찰하지는 않는다. 그

가 황제의 노예들과 하층민에 대해 갖는 시선, 즉 대중의 삶에 대해 갖

는 시선은 오히려 관조자를 닮았다. 그에게는 괴테의 빌헬름이나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뢰거처럼 예술가와 시민의 삶 사이의 간극이 갈등으로 드

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예술이 사회를 각성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

으며 문학이 깨우침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베르길은 “인간

에게 도취를 안겨주지만 구원을 가져다주지는 못하는 존재 ein 

Rauschbringer, doch nicht ein Heilsbringer der Menschen”(TdV, 130)인 시인

이 “인간 사회에 인식을 가져다주는 존재 zum Erkenntnisbringer in der 

wiederhergestellten Menschengemeinschaft”(TdV, 128)가 되어야 한다고 설

파한다.

  시인 베르길은 예술적 깨우침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과제에 절대적으로 

매달린다. 베르길의 투쟁은 예술과 사회의 괴리(괴테), 또는 그 역으로서 

예술이 사회를 낭만화하는 포에지의 절대성(노발리스)341)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묻는 것과 또 다른 방향, 즉 예술가의 참된 절망, 즉 피조

물로서 죽음을 인식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그런 인식만이 완결이 

아닌 완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예술적 생산물을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위해 죽음을 깨달아야 하는 예술가의 이런 모

순됨은 시인 오르페우스에 비유된다.  

오르페우스 [...] 그 또한 예술가는 인간적인 의무를 다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한 인간이 아니었던가? […] 참된 예술가라면 그는 절망에 빠진다. 

Orpheus [...] war nicht er gleichfalls ein Verzweifelter gewesen, einer der des 

Künstlers Ohnmacht zur Bewältigung menschlicher Pflicht erkannt hat? […] 

ein echter Künstler, so wird er zum Verzweifelten […]. (TdV, 130)

341) 괴테와 노발리스의 예술가 소설을 비교 고찰하는 페터 지마의 글을 참고할 수 있

다. Vgl. Zima (2008), S. 6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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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페우스 – 베르길 – 브로흐로 이어지는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죽음이 

예술적 깨우침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오르페우스는 저승으로 내려갔을 

때 하계의 신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살아남는다. 이 일화에

는 죽음에 직면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 예술가의 숙명이 상징적으로 새겨

져 있다. 즉 진정한 예술이라면 죽음을 뛰어 넘어야 한다. 죽음이 예술을 

생성하고 부활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베르길은 말한다: “죽

음에 대한 지각에 의해 무한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그런 사람만이 

창조를 확보할 수 있다 Nur derjenige nämlich, der vermöge seines Wissens 

um den Tod sich des Unendlichen bewußt ist, nur der vermag die 

Schöpfung festzuhalten.”(TdV, 305)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진정한 예술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며 예술가의 사명이다. 뤼츨러는 이 작품이 비판 미

학을 딛고 서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작품은 오직 예술

가의 비판적 인식만이, 그 끝없는 절망의 상태만이 예술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그러한 비판 미학의 근원은 예술과 세계

의 대립을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가의 숙명에 드리워진 모순성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결국 작가는 부정 그 자체다. 그의 작품은 부정의 작업에 다름없다. 그의 

경험은 끈질기게 혈투하는 부정의 몸짓이다. 그 몸짓은 다른 것들, 신과 

자연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런 끝없이 진행되는 순환 속에서 스스로의 절

대적인 주권성을 경험한다. 

Endlich ist er(der Schriftsteller) die Negation selbst; sein Werk ist nichts als 

die Arbeit der Negation, seine Erfahrung die Bewegung einer verbissenen, ins 

Blut getriebenen Negation, die die anderen leugnet, die Gott leugnet, die 

Natur leugnet und in diesem unablässig durchlaufenen Kreis sich selbst als 

die absolute Souveränität genießt.342)

죽음과 예술의 관계를 통찰한 에세이「문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권리 

342) Maurice Blanchot, Die Literatur und das Recht auf den Tod (1947), in: Von Kafka zu 

Kafka. Aus dem Französischen übersetzt von Elsbeth Dangel, Frankfurt a. M. 1993, S. 30.



- 223 -

Die Literatur und das Recht auf den Tod」에서 모리스 블랑쇼는 예술과 

예술가의 작업을 끊임없는 투쟁, 지속적인 혁명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예

술을 결코 끝나지 않는,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비판적 인식으로 보는 블

랑쇼의 관점은 브로흐의 베르길 소설과 닮은 부분이 있으며 “죽음 안에

서 언어적 가능성과 언어적 진실에 도달 [...] im Tode die Möglichkeit 

und die Wahrheit des Worts zu erlangen”343)할 수 있다고 쓰는 부분은 베

르길의 독백을 연상케 하고 있다. 

  베르길이 브로흐와 동시대 예술가들의 고뇌를 표상하고 있다면 이들에

게 닥친 죽음과 같은 절대적인 숙명이란 시대의 고통 속에서 마주한 예

술적 변화에 대한 자각일 것이다. 브로흐한테는 그가 ‘문학 바깥에 있는 

außerhalb der Literatur steht’ 문학이라 일컫는 카프카의 작품들이 동시대

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인 예술 형태로 비춰진다. 카프카의 작품들은 기

존의 예술 형식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작품이라는 의미와 함께 브로흐가 

주장하는 ‘신화적 글쓰기’의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조이스의 작품에서와 같이 현대화 했다 해도) 신화의 오랜 형식으로 돌

아간 것은 단순한 회귀일 뿐, 그 속엔 아직은 진정한 새로운 신화가 드러

나 있지 않다. 이는 결코 새로운 신화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새

로운 신화의 첫 구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말하

자면 카프카의 글들이다.344)

Dies aber ist eben bloß Rückkehr – Rückkehr zum Mythos in seinen alten 

Formen (selbst wenn diese so modernisiert werden wie bei Joyce) und stellt 

vorderhand noch keinen wirklichen neuen Mythos dar, keinesfalls den neuen 

Mythos. Und doch dürfen wir annehmen, daß eine erste Verkörperung dieses 

neuen Mythos bereits verwirklicht wurde, und zwar in den Schriften Franz 

Kafkas. 

「신화와 오래된 양식 Mythos und Altersstil」에는 브로흐가 지향하는 모

더니즘 예술 양식으로서의 ‘새로운 신화 Neuer Mythos’ 개념과 그에 대

343) Blanchot (1993), S. 30.

344) KW 9/2, S.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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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고찰이 담겨 있다. 그가 새로운 신화로 일컫는 예술 양식은 

요약하자면 ‘추상성’을 지닌 표현 양식이다. 브로흐는 제임스 조이스와 

토마스 만을 예로 들면서 신화적 소재를 작품에 차용하던 당시 소설들의 

한계를 지목한다. 그에게 새로운 신화적 양식이란 고대 설화와 신화적 

소재를 모더니즘 작품 안에 기술적으로 결합시킨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브로흐의 신화 개념은 좁은 의미의 전통적인 설화 양식을 넘어서는 것으

로, 인간의 본성과 언어의 근원적 형식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345) 이 

지면에서 그의 신화 개념을 모두 논할 수는 없기에, 단지 그가 카프카의 

작품을 시대적 윤리를 추구한 모더니즘 양식으로 바라본 까닭을 짚어 볼 

것이다. 브로흐는 카프카한테서 개인성의 서사가 아닌 전체성의 서사, 예

컨대 추상적 표현술을 빌어 인간 실존을 다루는 뛰어난 모더니즘 기법을 

읽어낸다. 

추상주의는 인간 개인의 문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지만 그 기술적

인 불충분함 때문에 이를 예술의 영역에서는 삭제한다. 카프카한테서도 

개인적인 문제는 윤리적인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345) 브로흐는 신화를 고대의 설화 같은 문학의 초기 양식으로 보기보다 인간과 예술, 

철학, 언어의 근원적 형식으로 인식한다. 이로써 신화로 회귀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근원과 뿌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문학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에 가깝다. Vgl. Broch, 

KW 9/2, S. 217: “왜냐하면 신화는 인간의 정신과 언어에서 로고스적인 것으로서 처

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 신화는 인간 정신이 행할 수 있는 일종의 현상학적

인 인식의 원형이다. 그것은 어떤 인간 의식의 원형이며, 학문의 원형이고 예술의 원

형이다. 그리하여 신화는 또한 필연적으로 철학의 원형이다. [...] 다시 새롭게 되살아 

난 신화적인 구조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인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이상학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분투한다. Denn der Mythos ist die erste Emanation des Logos im 

menschlichen Geiste und in der menschlichen Sprache [...] Der Mythos ist die Urform 

jeglicher phänomenologischen Erkenntnis, deren der menschliche Geist fähig ist. Urform 

jeglicher menschlichen Erkenntnis, Urform der Wissenschaft, Urform der Kunst – somit ist 

Mythos zwangsweise auch Urform der Philosophie. [...], die mythische Struktur in 

erneuerter Form wiederherzustellen, besteht im Kampfe gegen die überlieferte 

metaphysische Konvention und im Streben um die Gründung eiener neuen Metaphisik 

[...].”



- 225 -

문제들은 저급한 범죄처럼 거부된다. 이로써 낭만주의에서의 저 영원히 

저주받은 문제가 심판받는데, 개인적인 개별 사례와 세계 전체, 우연히 

개별화된 상황과 보편 개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난다. 바로 낭만

주의자들이 큰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관계들이다.

Der Abstraktionismus griff die menschlichen Privatprobleme von der 

technischen Seite an und tilgte sie aus dem Bereich der Künste ob ihrer 

technischen Unzulänglichkeit; bei Kafka erweist es sich, daß sie auch 

jeglicher ethischen Gültigkeit verlustig geworden sind: private Probleme sind 

ebenso abstoßend geworden wie gemeine Verbrechen. Und damit wurde das 

endgültig verdammende Urteil über die Romantik gefällt, über jeglichen 

unmittelbaren Zusammenhang zwischen dem individuellen Einzelfall und dem 

Weltganzen, zwischen dem zufällig vereinzelten Umstand und dem 

Allgemeinbegriff, also jenen Zusammenhängen, denen die romantische 

Auffassung übergroße Bedeutung beigemessen hatte. (KW 9/2, 230)

브로흐는 카프카의 작품에 문학의 윤리성과 서술양식이 이상적으로 조화

되어 있다고 본다. 카프카의 작품에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과 세

계 사이의 상충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사적인 개인 문제에 대한 혐오 

Abscheu vor dem Privatproblem”, 이야기에 담긴 “초개인적 분위기 

überpersönliche[n] Atmosphähre”(KW 9/2, 230)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보편

적 인류로서 한 개인에 관해 서사화하는 카프카의 이야기 방식을 일컫는

다. 한편 브로흐는 이러한 서사가 실존주의 같은 철학이 문학적 구상으

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 거기에 모종의 형이상학적 배경이 

놓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순수한 추상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윤리적인 필요성에서 생겨난 lediglich durch ethische Erfordernisse 

auferlegt wurde” “비이론적 추상성 untheoretische[n] Abstraktheit”이라고 평

가한다. 이때 비이론적이라는 말은 문학이 철학적 이상을 구현하는 매개

가 아닌, 철학을 앞질러 세계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브로흐

의 사상을 드러낸다. 브로흐의 카프카 문학에 대한 진단에도 그의 문학

적 절대성에 대한 요청이 담겨 있다: “그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봉착했다. 

문학은 오직 신화로 돌진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오직 파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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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ist an dem Punkt des Entweder-Oder angelangt: entweder vermag 

Dichtung zum Mythos vorzustoßen, oder sie hat ihren Bankrott zu 

erklären.”(KW 9/2, 231)        

  진정한 예술을 위한 깨달음과 인식의 방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베르

길의 죽음』은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죽음은 두 예

술가들에게 지금까지 고수해 온 예술 방식이 새로운 인식과 연결되는 시

작점에 놓여 있다. 아셴바흐에겐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과 낯선 세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 베르길은 회의와 자기모멸에 빠져 자신의 작품

을 파기하려는 욕망이 의식을 지배한다. 죽음의 경험은 이들에게 예술적 

아름다움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예술의 부활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속에서 죽음과 문학이 맺고 있는 미학적인 상관

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어쩌면 헤겔을 비롯해 낭만주의자들과 20세

기의 모더니스트들이 깨달은 사실, 즉 문학이 끊임없이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혁명적인 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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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껏 분석한 토마스 만과 브로흐의 두 작품은 죽음의 문제를 새로운 

소설 양식에 대한 요구와 실행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문학적 모더니즘과 

이후의 경향 속에서 각기 다른 독특한 죽음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

통과 현대의 경계에 놓여 있던 두 작가에게 죽음의 테마는 예술에 닥친 

위기인 동시에 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문학적 시도에 연결되는 것이

다. 이에 죽음과 관련된 소설 양식은 보이지 않는 의식과 내면세계를 비

현실과 환상에 관한 양가적이고, 또 해체적인 서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

다. 죽음은 여기서 종말에 얽힌 비관적인 표현 대상에 그치지 않으며, 오

히려 모더니즘의 소설 형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설의 구성에 참여하

는 독특한 역할을 통해 드러나 있다.

  죽음의 서사적 기능은 소설적 주체의 내면과 의식을 형상화하는 서술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죽음은 공포나 절망이 아니라 신비와 

비합리성, 양가성의 미학적 특징 속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이런 죽음의 

성격은 과거 낭만주의에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인간 심연을 환상적인 작

품 세계를 통해 드러냈던 과정과 이어져 있다. 낭만주의가 천착했던 죽

음의 미학이 문학적 모더니즘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아름답

지’ 않다고 여겨진 추한 요소들은 새로운 미학적인 가능성과 함께 등장

하게 된다. 만과 브로흐의 죽음 소설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실험적

인 형식을 통해 죽음의 미학과 소설양식이 결합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환상과 추상에 얽힌 비현실적인 서사가 나타나고 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아셴바흐가 지닌 이중적이고 분열된 내면은 

작품의 비현실적인 세계와 얽혀 있는 것으로, 그의 낯선 곳을 향한 동경

이 곧 베니스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인물의 내면

과 작품의 전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나타난다. 이때 ‘죽음의 사자들’을 

통해 암시되는 죽음의 특징이 주인공인 아셴바흐에게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아셴바흐 자신이 매혹적인 동시에 치명적인 죽음의 양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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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한 데카당트한 인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죽음은 암시와 상징을 통

해 수수께끼와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징들의 연쇄와 반복이 작

품에 독특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죽음의 양가성은 인물의 의

식과 서사 구조의 이중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는 작품의 세계관과 형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죽음의 성격은 이처럼 작품의 

비현실적인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브로흐의 『베르길의 죽음』은 로마의 시인 베르길의 일화를 아방가르드

적인 문학 양식에 차용함으로써 시대의 간극을 뛰어넘어 예술가와 예술

이 처한 위기의 절박함, 그 현재성에 다가간 소설이다. 이러한 예술적 위

기의 절박함은 죽어가는 시인의 의식 내부를 묘사하는 장대하고 비현실

적이며 환상적인 이야기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 그 자체로 무수한 비유

와 상징들의 연쇄와 반복으로 이루어진 파편적인 글쓰기 형태로 제시된

다. 문학이 ‘죽음의 인식’을 위한 끝없는 조바심이라는 브로흐의 말은 문

학과 글쓰기가 완성이 아닌 지연 속에 머무는 것이며 끝없는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 소설은 이같은 주제를 3인칭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개인의 심리를 넘어선 객관적인 인식과 철학적인 전망으로 제

시한다. 이런 철학적인 전망으로서 의식에 관한 서사는 기억과 인상의 

찰나와 순간이 빚어내는 불규칙하고 비현실적인 ‘풍경’들로 나타나고, 거

기에는 시공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동시성’의 세계가 표현되고 있

다. 브로흐는 이것을 물의 메타포를 이용해 연상과 흐름, 지속과 현재성

을 드러내는 서술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갖는 유동성은 순

간적이고 즉흥적으로 떠오른 의식의 내용을 연쇄적이면서 불규칙한 이미

지들의 형태로 제시하는데, 이로써 죽음의 과정에 놓인 시인의 의식 내

부는 해체적인 동시에 유기적인 흐름을 표현한 독창적인 서사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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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Todesnarrative des modernen 

Künstlerromans 

– Analyse von Thomas Manns Der Tod in Venedig

und Hermann Brochs Der Tod des Verg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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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er Periode der tiefgreifenden historischen Umbrüche wie dem frühen 

20. Jahrhundert kommt in der Literatur eine heftige Auseinandersetzung mit 

dem Thema Tod vor. Der Tod, der lange Zeit ein tabuisiertes Thema war, 

ist in den vielen literarischen Interpretationen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der Endlichkeit, dem Misserfolg und dem Scheitern usw. anzusprechen. 

Im Mittelpunkt dieser Arbeit steht die Frage, ob der Tod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r Moderne nicht nur aus der realistischen 

Perspektive, sondern auch aus der narrativen und ästhetischen behandelt 

werden kann, mit dem man sich schon während der Jahrhundertwende unter 

dem Aspekt der Ästhetik des Häßlichen auseinandergesetzt ha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davon aus, dass der Tod in der deutschen modernen 

Literatur nicht nur die gesellschaftliche Krise, die sich auf der inhalt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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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ne des Werkes entwickelt, darstellt, sondern auch auf der 

erzählstrukturellen Ebene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t. Die während der 

ers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entstandenen Werke Der Tod in Venedig 

(1912) von Thomas Mann und Der Tod des Vergil (1945) von Hermann 

Broch, die ich in vorliegender Arbeit untersucht habe, handeln von der Krise 

der Moderne. In beiden Werken tauchen Künstler als Protagonisten auf, die 

in die “geistige Krise”, die für ein wesentliches Problem der Moderne gilt, 

geraten sind. Solches Thema ist in den Werken vor allem dadurch 

wiederzugeben, dass die Künstler angesichts der großen Unsicherheit und 

Ratlosigkeit in der Zeit Verwirrungen und Verzweiflungen erfahren. 

   Die Hauptfigur Gustav von Aschenbach im Tod in Venedig, der ein 

geadelter 53-jähriger, berühmter Autor ist, erscheint als ein vernünftiger, 

mäßiger und die sittliche Ordnung verfolgender Charakter, der sich zum 

Klassizismus hinneigt. Das Innere Aschenbachs erscheint aber zweierlei, da 

er die Sehnsucht nach der fremden Welt, die ihn zum Verfall verführt, hat. 

Seine zwiespältige Persönlichkeit liegt in der Handlung des Werkes 

wesentlich. Hermann Brochs Roman Der Tod des Vergil beruft sich auf das 

literarische Vorbild Vergil, der römische Dichter, der im Lauf des Romans 

über sein Leben, seine Dichtung und dichterisches Schaffen reflektiert. Die 

Skepsis und das Leiden an der Kunst des modernen Dichters, der sich in 

Vergil widerspiegelt, werden hier im Anschluss an den “Wertzerfall”(Broch) 

aufgeführt. Nicht zuletzt stehen in den beiden Werken Bewusstseinsprozesse 

der Protagonisten im Mittelpunkt, die die geistigen Verwirrungen der 

modernen Künstler ausdrücken.

   Aschenbach und Vergil sterben am Ende der Erzählungen. Solcher Tod 

geht aber über den Sinn des individuellen Ereignisses hinaus, weil auf das 

Verlaufen des Todes sich die Krise der intellektuellen Mentalität der 

modernen Künstler projizieren läßt, der typisch zeitgenössischen Schriftsteller, 

die zwischen überlieferter und neuer Kunst schwanken. Der Todesscha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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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fasst sozusagen die Problematik von dem Künstler und der Kunst. Der 

Tod, der S. Freud zufolge in Bezug auf den menschlichen Abgrund liegt, 

gibt in diesen Werken das Endlichkeitsbewusstsein der modernen Gesellschaft 

wieder. Der mit der Mentalitätskrise der Moderne zusammenhängende Tod 

kann nicht bloß als das Scheitern bzw. Zurücktreten, sondern vielmehr 

Unruhe, Angst und Unsicherheit des Bewusstseins zu sehen sein. Im 

Anschluß daran lassen sich im Tod in Venedig und im Tod des Vergil die 

Verwirrungen bzw. die Verzweiflungen der Protagonisten durch die 

ambivalente und phantastische Schreibweise über den Bewusstsein 

ausdrücken.

   Der Tod in Venedig, dessen Erzähltechnik an der Grenze zwischen der 

klassischen und der modernen zu finden ist, wird im Allgemein als eine 

deutsche klassische Literatur aufgenommen. Der Tod des Vergil, der sich an 

einem von Broch konzipierten idealistischen modernen Roman, 

“Totalitätsroman”, orientiert, ist aber bei der Romanform avantgardistischer 

als modern, in der die dekonstruktive Erzählweise zu finden ist. Bei diesen 

Werken, die unter den unterschiedlichen literarischen Gesichtspunkten 

betrachtet werden können, handelt es sich in meiner Arbeit unter dem 

gemeinsamen Aspekt die narrative Funktion des Todes, mit der es sich in 

den Werken versucht, über die verwirrenden Wahrnezmungen der Menschen 

auf der Grenze zwischen realen und irrealen Erzählwelten zu formulieren.  

   In diesen Werken kommen die Innenwelten der Figuren vorwiegend zum 

Vorschein, die sich durch das ambivalente und phantastische Schreiben 

darstellen. Hinsichtlich des Phantastischen in den modernen Erzählungen gilt 

die “Unschlüssigkeit”, welche sich nach Todorov als Kriterium für die 

phantastische Literatur erweist, nicht für wesentlich. Bei dem Phantastischen 

stehen in den Werken der literarischen Moderne viel mehr die 

Wahrnehmung und das Bewusstsein im Vordergrund, welche die unruhige 

und nervöse Mentalität der modernen Menschen offenbaren. Was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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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esnarrative betrifft zeigen sich in den Werken von Mann und Broch 

innere Konflikte und psychische Reflexionen durch die ambivalente und 

irreale Inszenierung. Dies führt dazu, dass der Leser und die Leserinnen bei 

der Lektüre als bedenklich empfinden, ob die Erzählwelt zwischen den 

realen - und irrealen Bereichen liegen. Um solches phantastisches Schreiben 

in den Texten der literarischen Moderne zu verstehen, könnte man auf die 

Ästhetik der Romantik zurückgreifen.  

   Im Anschluß an die moderne Schreibweise spielt der Tod in beiden 

Werken eine große Rolle. Der Tod bezieht sich sowohl auf die 

Thematisierung des Endlichkeitsbewusstseins als auch auf die Strukturierung 

des Erzählens. Im Tod in Venedig kommen Anspielungen und Symbole des 

Todes vor, welche die Handlung der Erzählung entscheidend entwickeln 

lassen. Im Anschluß daran treten sie im Text als Figuren auf, als die 

Todesboten, die Aschenbach zum Tode bringen. Diese rätselhaften 

Todesboten, die jenseits der Welt gehören, verleihen dem Text phantastische 

Merkmale. Im Tod des Vergil ist das Verlaufen bis zum Tod durch den 

inneren Monolog als Prozess des Bewusstseins auszudrücken. So erscheint 

hier der Prozess des Todes als flüchtige Erinnerungen und Strömungen der 

Gedanken, die sich die literarischen “Landschaften” von den 

fragmentarischen Bildern gestalten.

keywords : Todesnarrative, Künstlerroman, Literarische Moderne, 

Endlichkeitsbewusstsein, Phantastisches, Ambivalenz, Romantik, Todes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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