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회상의 글쓰기 
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 1848-1859)에 나타난 

회상의 특정과 서술전략-

이노은(시울때 

슈토름(1817-1쨌)은 회상의 대가이다. 그가 40여 년 동안 창작한 밍여 편 

의 노벨레 중에서 38편의 노벨레에 주도적이든 부분적이든 회상테마가 등장 

한다. 특히 후기의 연대기 노벨레나 마지막 작품인 『백마의 기수 ~r 

Schimrrelrei따』 등에서는 회상의 대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 

다 

본고에서는 슈토름이 초기에 회상 주제의 형상화를 통해 자신의 서술기법 

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면서 사회사적， 사회심리적 측면을 함 

께 고찰하려고 한다. 이때 인간의 회상과 망각에 관한 최근의 문화사적인 논 

의들은 이미 완결된 듯이 보이는 기존의 회상모티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1) 회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최근의 문화사적인 연구는 191>년 

1) 기존의 회상테마 연구에서는 주로 이야기의 사실성을 보장하는 문학적 장치로서의 기 

능과 무상성의 극복이라는 회상의 기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ffi. ffi년대에 이러한 흐 
름을 주도한 선구자로서 Karl Emst 닙age: Das Erirmenmgsrmtiv in Theodor Storrns 
Nove!listik. In: 따s .. 매eodor Storm Stu벼en zu 영nem Le밟n und Werk rnit 뼈em 

뻐ndschriften-Katalog. Berlin 1쨌， S. 1-19 와 C. A 많nd: Das V，얹녀ltnis vα1 

erlittenem und ü뼈wundenem Vergänglichk려tsgefühl in Theodor Sto‘ms 
Erτ때lhaltung. STSG 10 (1951), S. 32-38플 들 수 있다. 이후의 회상 연구는 이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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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없8-1쨌)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대 세계사와 문화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제는 

다양한 연구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 학제간의 연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 

요한 담론으로 자리잡았다.2) 여기서 인간의 시간과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 

는 회상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 선택과 억압을 통한 자기 정당화 등 

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행동과 가치평가를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최근의 논의에서는 회상이 가진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중요 

성을 띠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회상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슈토름의 초기 작품들을 분석할 때 그러한 특정들을 어떻게 적용시켜볼 수 

있는지를 요약해 보겠다}) 첫 번째로 회상은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회상 주제는 역사 및 사회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모리스 할프박스 

뼈lurice 없lbwachs는 이미 1때년대에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기억”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4) 그에 의하면 인간의 기억은 가장 개인적인 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집단적으로 제한되며 영향을 받는다. 문학작품 속의 회상의 

주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회상의 

람에 의해 세워진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 본고의 주제의식은 얀과 알라이다 아스만 Jan und Aleicla Assmann이 주도한 연구 프 
로젝트 “문학적 소통의 고고학(Archäol맹e der liten때schen Kommu빠‘ation)"의 문제 

제기와 그 논의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문Àt(기록)문화의 생 

성과 발전의 전과정을 추적하며， 회상이 구술문화와 기록문화의 근본을 구성하는 인류 

학적 기본요소라고 본다. Vgl. u. a Jan Assmann: Das kulturelle G뼈chtrùs: S따없1 

Erinnerung und !XJlitische ldentität in frühen Hoc뻐버turen. München 1앉)2; Al잉CIa 

Assmann: Erinnerungsräuræ: Forræ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어ächtrùsses. 

M빠뼈1 1왜 그 외에 회상과 망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H따머d Weinrich: Lethe. 
Kunst und Kri마 des Verges없lS. München 19J7을 창조할 수 있다. 

3) ‘회상 E미merung’과 ‘기억 G어ächtrùs’이라는 두 단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거나 서로 구 

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억’， ‘기억문 

화’를 대표 단어로 삼되 전체적으로 ‘기억’과 ‘회상’의 뜻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문학작품 속에 묘사되는 개인의 의지적이고 구체적인 기 

억행위는 ‘회상’이라는 단어로 더 잘 표현될 수 있을 듯하다. 그밖에 ‘회고’ ‘추억’， ‘기념’ 

등의 단어가 ‘기억문화’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다. 
4) ]. Assmann: Das kulturelle G어ächt띠S， S. 3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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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회적 동기로서 작용한 것은 무엇인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왜 하필 

특정한 회상에 몰두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다. 또한 슐레 

스비히 홀슈타인의 독립투쟁이나 기독교 세계관의 약화 등 사회사적이고 정 

신사적인 상황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둘째로 회상의 해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식은 회상자의 현재와 미래가 

회상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관심 때문에 과거와 대결한다. 즉 과거와의 대결을 통해 과거와 화해 

하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현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체 

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회상의 과정과 결과를 재구성해보는 작업과 함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의 19세기는 주 

체성의 형성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민족적 자각이 이루어졌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의 지역사 역시 그러 

한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독일에서 당시에 “기념비의 세기”라고 불리울 

만큼 기념비 건립이 홍수를 이루고 역사 박물관의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5) 

세 번째로 사람들은 현재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과거를 억압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 회상하는 행위는 망각하는 행위와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망각의 부정적인 측면인데， 

여기에는 조작， 검열， 폐기， 왜곡， 보충 등을 통한 억압의 형식들이 사용된 

다06)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망각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부정적 

기억들을 의식으로부터 제거할 줄 아는 능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망각 

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영향들을 재구성 

하고 연구해 볼 수 있다. 

5) Vgl. ù1rich Schlie: Die Nation erinn밍t sich. Die D:짜m떠ler 뼈 Deutschen. Mψx따1 

:ro2, S. 14 u. 7:1. “회상과 정체성 추구는 기념비에서 구성적으로 연결된다. 

Erinnerung und die Suche nach Identität VEπbinden sich im Denkmal konstitutiv." 
6) Vgl. J Assmann: Das kulturelle G어ächtnis，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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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없8-1859)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회상이 ‘다른 것’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다. 회상을 위해서는 변화 혹은 단절이 먼저 전제된다. 과거는 무엇인가가 변 

화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만일 변화의 정도가 클 경우에 회상은 혁명적이 

고 해방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진보하는 시민사회가 회상， 

시간， 기억 등을 비이성적인 잔재로 여겼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7) 왜 사실주 

의의 작가들이 하필 이 낡은 형식을 애용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그들은 회상을 19세기 노벨레에서 가장 애용되는 전형적인 주제로 삼았고， 

당시의 공업화와 진보의 불결을 거스르며 기록의 본질 자체를 성찰하기도 했 

다. 작가들은 어쩌면 시민들의 양가적인 정신세계의 또 다른 축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슈토름의 경우， 회상을 통한 다른 것의 경험이 특히 여성의 

묘사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이 눈에 띤다. 

문화학적인 논의에서 거두어진 통찰들을 슈토름의 초기 노벨레 분석에 응 

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개인적 회상과 집단적 기억 간의 사회사적인 연관관계 

와 회상의 정체성 확립 기능이 전변에 대두된다.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분 

석의 과정에서는 기억의 담론과 함께 문학 수용， 독서， 성 역할 등에 관한 현 

대의 담론틀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함께 기능하게 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초기작품은 1848년부터 1쨌년까지 발표된 짧은 분량의 노벨레 8편으로서， 

이 시기의 작품들을 슈토름 자신은 “여름 이야기 Sornrærgesdúchte", “상황 

Situation", “분위기 묘사 Stirnrmmgsbil따 “목가 Idylle" 등으로 칭했고， 스 

틸 사진과도 같은 개별적인 순간들을 섬세하게，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 

신이 생각승}는 문학의 정수를 표현하려고 시도했다.8) 비록 이 시기의 작품들 

7) J Assmann: Das kulturelle G어ächtnis， S. 똥: “베르너 좀바르트나 막스 베버와 같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틀은 전통주의의 원칙은 봉건적인 사회형태이며， 이성의 원칙은 시 

민적인 사회형태라고 구분 지었다. […]H 마르쿠제에 의하면 그러한 청산작업으로 인 
해 회상을 알지 못하는， 현실의 다른 면이 결핍된 현대 세계의 ‘단변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Okonoræn tmd Soziol(핑en wie Wemer sombart tmd 1매x Weber haben 때S 

R꾀zip des Traditionalismus 뼈1 feudalen 않생lsc뼈ftsforrnen zugeordnet tmd das 
따 Ratio떠lität den bttrgerlichen. […] Solche liquidation 피hrt nach H 뼈rcuse 찌r 

‘Ein뼈nensio떠Iität’ 따 Imdemen Welt, die ohne Erinnerung, tml die an따re 

Dimension ihrer W파‘Iichk밍t VI려때z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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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벤호』와 『슈타트장원에서』를 제외하고는 슈토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 

지 못한 채 묻혀 있었지만， 10여 년에 걸친 이 시기는 슈토름이 정치적으로 

나 문학적으로 자신만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이후 그의 작품세계 

를 결정짓게 될 주제의식과 형상화 기법을 실험했다는 의미에서 그의 작가적 

발전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슈토름 고유의 서술기법은 전지적 

서술을 지양하고 서술주체와 서술객체 간의 긴장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서술된 내용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거리감을 가능케 하는 복합적인 틀 구성과 다성적인 서술 

태도， 그리고 틀이야기 Rahmena없삐ung와 틀속이야기 B뼈en없때lung 간 

의 상호 긴장관계 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초기 노벨레에서 이미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작가가 이때부터 서술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꾸 

준히 고민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회상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한 사실주의 작가가 회상의 형 

식을 빌어 시민계층의 내적 분열을 폭로하고 자아성찰과 정체성의 확립을 도 

움으로써 시민계층의 자아찾기에 기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시민의 윤리와 

철학이 발전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슈토름은 자신이 의식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비판적 관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그가 그리는 회상이 시민 

여성이나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하여 슈토름의 작품에서는 회상주제와 성역할 Gender-Rollen 

간의 긴밀한 관계가 발견되며， 그의 회상과 글쓰기는 여성성을 지챔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회상의 능력은 상상력과 긴밀한 연관 관계에 

놓여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초기의 슈토름은 점차로 (역사적) 재구성으로서 

의 회상과 (시적인) 구성으로서의 회상， 즉 ‘사실적’ 모방과 상상력 가득한 문 

8) w마르테와 그녀의 시계 Marthe lli1d ihre Chr A (1없8) ， r홀에서 Im S때J(1849)， ~임멘호 

Irnrænsæ.!WR)), r사후 Posthuma~W35D， 껴푸른잎 Ein 밍ψleS Blatt~ (1854), ~햇빛 속 
에서 Im SonnenscheinJ (1잃4) ， ?앙엘리차 Angelica.J (1짧)， U슈타트 장원에서 Auf 따n 

S때atshofJ (l859). Vgl. 까le!피or Stonn: S뼈마che WI얹xe in vier B하1den. 빠sg. von 
Karl Emst 벼age lli1d Dieter 1ρm뼈er( 이하 LL로 축약)， Bd. 1, S. 됐. 슈토름의 작 
품들은 이 전집에서 인용되며， 통권수와 쪽수가 병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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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없용1859)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학 간의 관계를 문제삼기 시작한다.9) 

회상은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회상이라는 

현상 자체가 다양한 학문영역을 넘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고 대 

립적인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벨레 내에서도 회상의 

다양한 층위가 서로 교차하고 녹아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점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 전체적 맥락 속에서 함께 고려 

될 것이다. 

11. 회상의 형식 

11.1. 다층적인 회상 

슈토름의 작품에 나타나는 회상형식의 특정은 다양한 시점을 수용함으로 

써 회상하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 상이한 회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열린 형식의 회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서술자， 틀 구성， 

대화형식， 기록， 주변 목소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이라한 요소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먼저 슈토름의 서술자들은 서술자로서의 전권이나 전지적 능력을 소유하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지적 서술자들과 구분된다. 슈토름의 초기 

노벨레에 등장하는 서술자들은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하고 제한된 시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인물의 내적인 생각을 다 파악하여 재현하고 있다는 

9) 데터링 또한 이러한 과정을 관찰해 내고 『익사 Aq띠s subrærsus~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의 은유”를 언급한다: “발견에 관한 허구적인 이야기는 실제 창작과정의 은유적 
변형으로 읽을 수 있다 Die 파띠on외e Geschichte 뼈 Au퍼ndung lässt 앙ch 1엉en 머S 

Iæt때10rische Umsetzung des realen Prozesses der Erfindung." V gl. Heinrich 
De없맹: Stonn αIer die Wiederkehr d하 Tot태 Zur Ralurenerzählung von Aquis 
subη7RrsUS. In: ders.: Herkunftsoπe: li따arische Verwandlungen im Werk Storrns, 
Hebbels, Groths, 까10mas und H잉nrich Manns. H잉de χXl1， S. 100-147, hier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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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기껏해야 인물들의 외적인 행위를 관찰하고 그 

것을 ‘증후적으로 symptorr빼sch’서술한다. 그리하여 초기의 노벨레들로부터 

독특한 서술의 유형이 발생하는데， 그에 의하연 서술자는 외부 초점에 의해 

서술하며， 인물들의 내면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찰하지 못한다. 회상을 하는 

순간에만 때때로 영초점 (쥬네트적 개념)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슈탄첼의 용 

어로 전지적인 서숨상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10) 그러나 슈토름의 서술 

자들은 어느 초점으로부터 서술하든 일관되게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 

으며，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드물다. 19세 

기의 많은 서술작품들이 여전히 이종이야기적 heteJ;여iegetisch 입장과 주도 

적인 영초점 dominante N버}-Fo없lisienrrJg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슈토름의 

전형적인 서술자들은 주로 외부 초점으로부터 묘사하고 보고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면모를 드러낸다.11> 

슈토름은 종종 두 번째 서술자를 등장시켜서 다른 목소리로 하여금 이야 

기하게 하는데， 이러한 틀구성을 통해 슈토름의 다층적인 회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틀이야기와 틀속이야기 사이의 긴장된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확보하고 이야기의 내용과 이성적으로 대결할 수 있게 된다. 

『백마의 기수』에서 유용하게 기능하는 이러한 기법이 초기 노벨래에서는 아 

주 단순한 형태로 등장한다. 초기 노벨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서술자들은 조 

심스러운 자세로， 심지어는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회상을 진행하기도 

10) 두 개 념 의 비 교는 Matias l\1artinez;이1ichael Scheffell: Einführung in die Erzähltheorie, 
2. durchges. A따1. München: Beck, :rro를 참조. 특히 S. &)-9). 쥬네트에 의하면 어떤 

시점으로부터 서술되는가를 묻는 초점 Fokalisierung은 화자가 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 

다 더 많이 알거나 말하는 영초점 Nullfokalisierung, 화자가 인물이 알고 있는 것 이상 
을 말하지 않는 내부초점 Inteme Fokalisierung, 화자가 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외부초점 E와떠1e Fokalisierung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번다. 화자가 사건에 참 

여하고 있는 정도에 의해 화자의 입장을 분리해보면 크게 동종이야기적 

homodicge디sch 화자와 이종이야기적 heter，여iegetisch 화자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종이야기에 반해， 화자가 자신의 이야 

기 속에 등장하는 동종이야기는 다시 그 참여의 정도에 따라 화자의 입장이 비참여적 

관찰자， 참여적 관찰자， 주변인물， 주인공 중의 하나， 주인공으로 분류된다. 
11) Vgl. Martinez/Scheffel: Erz빼ltheorie， 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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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848-1859)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한대『임멘호』， 『푸른잎 Ein 밍피1eS Blatt~). 또한 노벨레 안에서 과거를 책임 

지고 있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회상이 완전함을 보장하지 못한다. 주관적 경 

향이 전면에 내세워지거나(~사후 Posthuma~ ， ~홀에서 Im S없l~ ), 회상의 단 

편성이 강조될 뿐이다(~햇빛 속에서 1m Sonnenschein~). 

대화 속에서 자극을 받아 시작되고， 부추겨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참석자들 

에 의해 수용되는 대화적 회상의 형식은 슈토름이 애용하는 형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은 문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구술적 전승을 가깝 

게 모방함으로써， 고유한 서술의 조건과 가능성에 천착하는 슈토름의 일관된 

자세를 반영하고 었다. 대화의 상대자나 청중은 이야기를 통한 회상에 활력 

과 적극성을 부여한다. 대화를 통해 촉발된 이러한 적극적 회상의 형식은 

『홀에서』과 『햇빛 속에서』에 잘 드러나 있다. 과거는 집단적으로 회상되고， 

이러한 공동의 대결을 통해 현재 및 미래와의 연관성이 형성된다. 

회상의 또 다른 형태로 기록을 통한 회상을 틀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회 

상은 슈토름의 첫 번째 노벨레적 시도인 『마르테와 그녀의 시계 Marthe und 

ihre Uhr~에서부터 이미 그 단초를 보이며~푸른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기록의 행위는 적극적인 회상형식이며 기록된 회상은 또 다른 회상이 시 

작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글은 ‘장기적인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인적， 집단적 

기억으로서 글이 갖는 본질적인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슈토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실주의자들에게서도 자주 보이는 글쓰기 자체에 대한 주제화는 작가 

의 자기성찰과 관련하여 흥미롭다 

마지막으로1 슈토름의 노벨레에서 다성적인 특성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 

혹은 신분의 격차를 통해 드러난다. 주도적인 음성은 남성이자 시민에게 속 

한다. 그 외의 음성들은 나지막하기는 하지만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 시 

민계급의 남성인물이 회상의 주체로서 혼자서 기역을 책임지고， 서술자는 그 

의 회상에 철저히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성적인 주도적 음성이 완 

전히 관철되는 경우는 드물다. 슈토름의 초기 노벨레에서 전지적인 서술시점 

을 확보한 인물은 없다. 서술자의 시각은 차라리 관찰자의 것에 가깝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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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소극적인 회상자에게 마지막 발언권이 주어지 

기조차 한다(r홀에서』， 『햇빛 속에서~). 다른 음성， 다른 의견， 다른 세계들은 

대부분 여성， 혹은 시민의 시각과 일치하기 어려운 사회적 하층민을 통해 구 

체화된다 『임멘호』의 집시소녀 W슈타트장원에서』의 거지소녀가 그 대표적인 

예다. 후기 작품에 이르러서는 다른 시점이 설명할 수 없는 환상적이고 미신 

적인 측면이나，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길 없는 거친 자연현상을 통해 제시되 

기도한다. 

11.2. 회상의 진행: 소극적 회상과 적극적 회상 

슈토름의 초기 노벨레에서 대부분의 회상들은 우연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특정한 대상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촉발된 이러한 종류의 

회상들은 회상자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및 미래와의 연관 

을 만들어냄으로써 과거와의 펼연적인 대결로 전환한다. 친구의 일기장을 뒤 

적이는 『푸른 잎』의 서술자， 가족초상화를 둘러보다 호기심을 품는 『햇빛 속 

에서』의 손자의 회상이 그렇게 진행된다. 이에 반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상에 잠기는 

경우도 있다(W사후~，슈타트장원에서~). 

과거의 재현에만 관섬을 둔 회상도 있다. 그러한 회상이 반드시 반동적인 

것은 아니다. 회상자가 왜 과거를 향하게 되었고， 과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회상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질 

문이 더 중요하다. 수동적인 회상은 주로 『홀에서』와 『햇빛 속에서』의 할머 

니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 앞에서 자신과 자 

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거를 감상적으로 회상하는 이 

들은 정체된 듯하고 체념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현재와의 실제적인 연관 

성을 이끌어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옛 세대의 ‘첫 번째 단계’의 

회상이 젊은 세대의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대결과 만나게 될 때 그로부터 현 

재 및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회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산적이고，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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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없8-1859)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인 회상의 행위는 슈토름의 노벨레에서 창작의 행위와 비교된다 w햇빛 속에 

서』의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는 생동감있고 적극적인 회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소극적이고 불완전한 할머니의 기억은 손자의 질문을 통해 보충되어 점점 뚜 

렷한 과거의 상을 그려낸마 적극적인 자세로 과거와 대화하는 손자 앞에 과 

거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이 노벨레에서 실제로 ‘회상’ 

하는 사람은 과거를 체화하고 있는 듯한 할머니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 

는 손자이다. 

11.3. 작품의 예Ir푸른엎』 쓰기와 읽기를 통한 회상 

비교적 짧은 이 노벨레는 틀이야기와 틀속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틀이야 

기에서 1인칭 서술자는 친구이자 주인공인 가브리엘과 전쟁터에 있다. 그는 

가브리엘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의 일기장을 읽고 있다. 가브리엘의 일기 

장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가 틀속이야기를 이루는데， 가브리엘이 전쟁터로 향 

하던 중 길을 앓고 우연히 레기네라는 소녀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내용을 담 

은 이 이야기는 목가문학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레기네라는 소녀 

는 벌을 치는 할아버지와 함께 숲 가장자리의 오두막에서 세상으로부터 단절 

된 평화롭고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 속에서 

가장 활발하고 아름다운 소녀는 숲의 정령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 

의 일에는 무지하여， 세상이 전쟁 중에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남의 나 

라의 지배 아래 놓일 수도 있음을 모른다. 

11.3. 1. 쓰는 회상 

주인공 가브라엘은 상상하고 창작할 줄 아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일기 

장에 자신의 삶을 기술할 때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여 내적인 거리를 확보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회상으로서 기록된 이야기는 처음부터 완전한 진실성 

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런 점은 회상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회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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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행위는 일어났던 일을 세세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대결하 

여 재구성해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은 소녀와 작별하고 목가적인 세계를 떠나오기 직전에 푸른 잎을 

따서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일기장 속에 끼워놓고 항상 가지고 다 

닌다. 이 잎은 훗날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통과해 결었던 숲이 얼 

마나 푸르렀는지 Wle 밍피1 der W.머d(war; 펼자)， 따1 ich durchschritt"(U, 1, 

s. 잃4) 말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잎이 여전히 푸른빛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시들어버렸는지는 중요치 않다. 이 일기의 독자이자 노벨레의 서술자인 내가 

틀속이야기를 읽기 전에 그 잎을 보고 “잎이 갈색이 되었군 Das Blatt ist 

braun geworden'’(E없) 하고 말하재 회상하는 자이며 기록자인 가브리엘은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말한다. “다른 변을 좀 읽어봐 Iies nur die andere 

Seite" (당)(1).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발언을 통해 그는 독서가 잎의 

색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독자의 의견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자 

신의 확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서술자가 다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깨달은 

바 없。1 “그렇다면 시든 잎이 의미핸 건 뭐지? und was 뼈eutet nun das 

well‘e Blatt?"(U, 1, S. 347)하고 묻자 가브리엘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한번 

더 말하지! L..l 그건 푸른색이야 6월의 잎처럼 푸른색이라구! Noch e피m외! 

L..l es ist grψ1， SO 밍뻐 wie ]uniblätter!"(E벼) 

이 잎을 통해， 그리고 그가 이 잎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 

나는 것은 그가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이것은 동시에 이 노벨레의 틀속이야기와 틀이야기를 관통하는 문학적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비현실적이고 동화적인 소녀와 할아버지의 성격도 이 

원칙과 가까워보인다. 어쩌면 열기장 속의 목가적 세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글쓴이가 전쟁터로 향하던 길에 에리카 황야의 여름경치 

나 푸른 잎을 통해 영감을 받아 자신의 고향을 값진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 

의 전투의지를 계속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 이러한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혹은 그는 다만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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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848카뼈)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푸른 잎』 속에 그려진 목가적 세계는 현실을 문학화시키는 과정을 반영 

한다. 이 노벨레에서는 목가적 세계와 전쟁이 서로 대립됨으로써 과거와 현 

재， 목가적 세계와 외부세계 간의 대조가 매우 뚜렷하게 그려진다. 그럼에도 

이 두 세계가 서로 만나고 그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주 

체의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 힘입었음이다. 사람들은 꿈꾸면서 자신의 현실 

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게 되고 이러한 내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 

으로 세계를 획득한다. 

이러한 목가문학， 회상， 상상력은 사실적인 감각을 포기하지 않고 문학화 

를 통해 가능한 한 이상적인 상태를 구체화하고자 했던 시적 사실주의 강령 

속에서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다. 슈토름의 노벨레 작품들 속에서 19세기의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2) 

11.3.2. 읽고， 질문하는 회상 

일견 단순해 보이는 목가의 구조는 서술자인 동시에 이 목가의 첫 번째 독 

자인 인물의 존재를 통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다. 

그의 눈에 가브리엘의 일기장 속에 기록된 과거는 그저 짧은 사실적 이야기 

들의 임의적인 집적처럼 여겨진다. 임의의 집적이 기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읽는 독자의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이다. 가브리엘에 의해 가장 사적 

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목가적 세계에 대한 회상은 전쟁터 한 가운데서 다 

시 읽힘으로써 현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이 노벨레에서는 이후 슈토름에게서 자주 나타나게 될 기록된 회상의 형 

식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과 수용의 과 

정에 대한 자기성찰의 가능성이 제공된다 기록행위와 수용행위 간의 시간적 

인 간격이 너무 크거나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사람들은 해석을 

12) Vgl. Lρhræier: Erzählprobleræ d얹 Pætischen R않lisrrrus. In: STSG 29 (lg깨) S. 
100-122 und Komræntar zu II 1, S. 1004-1αH 슈토름의 작품에 나타나는 목가적 요 
소에 대해서는 IιaU11Xmt: Todesbilder und Heilsgeschich따1， S.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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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요로 한다~푸른잎』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좁은 공간에 함께 자리잡고 있 

다. 이것은 문헌을 통한 회상에서 드문 경우로서 다행스러운 동시에 실험적 

인 상황이기도 하다. 

가브리 엘과 서술자 간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두 사람이 서 

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뜻대로 회 

상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고 서술자는 비판적인 시선과 현실연관을 

고집하고 었다. 가브라엘은 잎이 여전히 푸르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이러한 

확신은 설득력이 없고， 고립되고 제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현실 

속의 시간은 전쟁의 시간이며， 잎은 갈색이 되었고 레기네는 적들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확신과 강한 의지는 우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호t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첫 번째 독자이자 틀이야기의 서술자는 잎이 갈색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여 가브리엘이 언급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시를 이용하여 비현 

실적인 대탑을 하던 가브리엘은 대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현실과 미래를 

향하는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총에 장전을 하자구! 숲과 공주는 적들의 손 

에 있으니 말이야 Darm wollen wir die Büchse laden! ~r Wald und seine 

Schöne s뼈 in F，잉ndeshänden."(lL 1, S. 348) 

두 친구 간의 짧은 대화는 독자가 현재 및 미래와의 연관을 찾아가는 긴 

장된 해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회상의 

상을 보존하면서， 다른 한펀으로는 상%에 저항하며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의 

미를 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저자와 독자 간의 이러한 협동작업을 통해 

일기장 속에 적혀있던 상상력 풍부한 이야기는 미래를 지향F는 적극적인 회 

상으로 변한다. 상상력을 통한 현실의 가공은 회상에 참여하여 질문하고 해 

석하는 독자를 필요로 한다)3) 가브리엘이 의지와 상상력을 지닌 첫 번째 회 

상자였다면， 그의 친구는 비판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한 두 번째 회상자이다. 

13) Vgl. Lohræier: Erz뼈probleræ， 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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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슈토름의 초기작품(1없8-18Ef})에 나타난 회상의 특징과 서술전략 

11 1. 회상의 기능 

11 1.1. 시민의 이중적인 자아찾기 

슈토름의 작품에 나타난 회상의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는 ‘무엇’이 ‘어떻게’ 회상되었는지를 작품내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사적인 

배경과의 연관 하에서 재구성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회상되었는가? 초기 슈토름의 노벨레에 나타난 회상을 분석해 보 

면， 교육， 문화， 자의식， 전통， 민족적 정체성 등의 단어로 특정지울 수 있는 

19세기 시민상이 드러난다. 시민적 교육을 받은 후 시민적 직업을 갖고 시민 

적 가정을 이루는 데 성공한 시민은 자신의 계층에 대한 강한 자의식과 자부 

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를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로 정착시킬만한 역 

량 또한 가지고 있다. 세례， 결혼， 성탄축하 등의 가족축하모임과 장례 등의 

애도모임을 통해 시민들은 공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고히 하며 이를 다음 

세대로 계승한다. 회상하는 일과 회상되는 일은 시민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 

한 중요한 구성적 요소이다. 시민이 갖는 자부심과 정체성 확립의 노력은 그 

들의 애향심 및 민족의식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시민은 다른 

계층이나 그룹과의 비교나 경계 긋기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 대부분이 여성인 실패한 인물들의 운명에 대해 회상하는 일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된다. 

우선적으로 회상은 19세기 시민의 자아찾기를 반영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슈토름의 회상이 양가적이며， 시민계층 내면의 갈등 

과 균열을 폭로하고 그를 통해 “교양시민계층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드는 

우려"14)를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상의 양가적인 기 

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회상이 행해졌는지를 또한 살 

펴보아야한다. 

14) Jackson: Thro:Ior Stonn, S. 112: "I농fürchtung하1 hinsichtlich 따 kulturellen ldenti때t 

des Bildungsbürg，없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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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회상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성적인 음성 및 여성적인 

음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회상의 양가적인 기능 

은 성과 관련된 관찰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성적 음성 

의 지배적 경향에 대해서는 앞서 회상의 형식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하였다. 

서술자는 남성인 회상 주체의 견해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드물 

게 나타나는 여성의 회상장면에서도15) 그들의 회상은 남성적 시점에 의해 받 

아들여지거나 보충된 후에야 현재 및 미래와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마르테와 그녀의 시계』， 『홀에서』， 『햇빛 속에서~). 남성들은 관찰하고 평가 

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공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시민남성들이 교육과 세상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반면， 시 

민 여성들은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도 소유하지 못하고 발전을 보여주지도 못 

한다. 그들에게는 상상력과 회상의 능력 또한 결핍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들 

은 r임멘호』의 엘리자뱃처럼 액자 속의 그림으로 담겨 있거나， 심지어는 이 

미 죽어서 영원히 침묵하는 존재로서 회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조금 일반화 

해서 표현한다면， 슈토름의 노벨레에 등핸}는 여인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몰락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남성을 몰락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행복한 ‘구원’에 이르는 이들은 흥미롭게도 시민사 

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변화하고 그 사회에의 편입에 성공한 소수이다(~성에 

서』， 『저편에서 Jenseits~ ， ~제2의 자아 Ein D::짜~lgänger ~). 

슈토름에게서의 회상은 남성중심적인 세계질서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여성의 험난한 운명 또한 진지하게 다루고 그를 통해 이 세계의 

이중적인 윤리와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여인들의 운명은 시민적 현실의 취 

약한 부분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가에 의해 포착되어 묘사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일관되게 이러한 문제점들과 대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15) 초기 노벨레와 비교해 볼 때 후기 노벨레에서는 회상하는 여성의 등장이 훨씬 드물어 
진다 r성에서 ImSc비oß~의 여주인공의 글쓰는 회상저편에서 Ab영tSl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여주인공의 회고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남성과의 대 

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 다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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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사회의 모순과 비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며 남성 역시 그로 인해 고통받기는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실패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하 

고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에 대한 동정과 주도적인 질서에 대한 의심이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편으로는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면 

을 대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적이기도 한 작가로서의 슈토름의 양성적 

이미지가 형성된다. 

11 1.2. 상상을 통한 현실의 문학화 

초기 슈토름의 노벨레에서 회상을 통해 묘사되는 세계는 현실의 세계를 

떠나 상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적나라한 현실세계를 재현하려 

하지 않는디는 점에서 시적 사실주의자인 슈토름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초기 노벨레에서 과거와 대결할 줄 아는 회상 주체들이 

자기 스스로에 의해，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공상개라고 불리웠다는 사실 

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슈토름의 노벨레에 등장하는 회상주체들은 시적 사 

실주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과거와의 대결을 통해 문학적인 세계를 건설한 

다. 환상의 파괴와 현실에 대한 실망을 상상을 통해 뛰어넘으려는 듯하다. 

슈토름은 이러한 노벨레 속 인물들의 회상과정을 통해 문학적인 창조의 

과정， 현실의 문학화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회상’이 생산적인 작업 

의 결과물로서， 서술적인 구성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회상노 

벨레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쓰고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 

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적인 모티프로서 작품 속에 등장 

하는 수집하는 행위， 목가문학적인 글쓰기， 다양한 종류의 회상은 문학적인 

창작과 빌접한 연관을 갖는다.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물건들로부터 자신의 질 

서를 따르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집가， 어두운 현실을 뚜렷하게 대 

비시키는 목가문학， 개별적인 부분들로부터 하나의 연관을 만들어내고 본래 

함께 속하지 않던 것들이나 분리된 세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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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회상의 과정은 바로 슈토름 문학의 본질에 닿아 있다 수집하고 이야기하 

고 회상하는 『임벤호』의 고독한 라인하르트에게서 이러한 작가적 특성이 가 

장뚜렷하게 드러난다. 

슈토름의 작품 속에서 회상과 문학적 창작행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 

고 있다면， 회상의 기능에 대한 질문은 더 나아가 문학 일반의 기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회상을 통해 과거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오 

늘의 자신을 세우려는 노력이며 죽음과 망각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물론 과거로부터 불러내온 장면들은 더 이상 과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교 

오늘의 관점에서 조명되고 선택된 것들이다. 유일하고 영원한 신에 대한 믿 

음이 뒤흔들리게 된 시대에 회상은 동시대인들의 영원에 대한 종교적 갈망에 

부응하려는 시도로 얽힌다. 작가 혹은 화상자는 마치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과거를 불러 일으켜 회상의 세계 속에서 영생하기 

를꿈꾼다 

IV. 결론 

슈토름의 초기 작품 속에 나타나는 회상세계는 처음에 정적이고 체념적인 

인상을 주지만， 회상 속에 도입된 여러 겹의 틀， 대화 형식， 기록과 독서의 

형식， 주변부의 다른 음성， 사물상정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역동성을 획득한다. 다양한 관점을 통한 보고형식은 슈 

토름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복잡한 회상구조를 통 

해 구성된 서술구조에서는 더 이상 단일한 세계상이 반영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독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유로운 성찰의 공간을 부여받게 된다. 

비록 토마스 만이 슈토름의 마지막 작품이자 대표작인 『백마의 기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은 “인간비극과 거친 자연의 비밀이 결합한 근원적 

인 힘"16)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을 지라도 슈토름이 창작 초기에 실험했던 

서술기법과 주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자신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이루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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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지할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추구해가는 회상， 상승지향의 

시민적 가치관에 대한 의심， 회상의 대상인 여성과 자연을 통해 구체화되는 

다른 음성， 서술자의 단면적인 시각 등이 짧은 노벨레 속에서 다양하게 시도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옮겨오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 

의해 과거의 사실들을 걸러내고 새롭게 배열하는 창조적인 행위로서의 회상 

에 초점을 맞추어 슈토름의 초기 노벨레들을 읽어보았다. 회상의 주체가 자 

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과거는 다 

르게 조명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회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 

신의 현재와 미 래를 구성할 능력 또한 결핍된 사람이다. 슈토름의 작품에 나 

타나는 회상은 작가에 의한 문학 창작행위에 비교할만한 세계 인식 및 창조 

의 행위로 그려진다. 회상을 통해 시대의 증상이 민감하게 감지되고 형상화 

된다. 그리하여 슈토름에게서 회상은 곧 문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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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rinnerung und Erz값llstrategie in Theodor 

Storms frühen Novellen (1 848-1859) 

Noh-Eun Lee (Seoul National Univ.) 

Storrn (1817-1쨌앞 der Meister der Erirmenmg. Die vorliegende 

Arbeit hat es sich zur Aufgabe gernacht, die Forræn und Funktionen der 

Erinnerung in der Al따bauphase seiner Novellistik zu beleuchten, närrùich in 

den ers뼈1 10 Jahren seiner etwa 4O-jährigen Schaffenszeit. Die neueren 

kultun찌ssenschaftlichen Diskussion über die menschliche Erirmenmg 

können der 암lnnerungs一Forschung， die schon abgeschlossen zu sein 

schi없， neue Pers~ktiven anbieten. 닮bei wird die Er피nenmg， die 

Auseinanderset갱ng der Menschen mit der Zeit, im Zusamme버1ang mit der 

~rsönlichen und kollektiven Identitätsbildung, der S어bstl맹timierung 

durch Selektion und Verdrängung betrachtet. 

Charakteristisch 떠r die Erirmenmg bei Storrn ist die Tatsache, dass sie 

dem Leser durch mehrfache R삶urungen 머s ein mehrstimmiger Bericht 

vorli명t. Die P;빼l리lSlerung der verschiedenen Pers~ktiven in der 

Erinnerung durch mehrfache Eirn하urungen αier durch gesprächförmige, 

schrei뼈de und lesende Erinn없mg， durch die Ei뼈.ihrung 따 ande뼈L 

marginalen S미nmen， 여er durch Einsatz 따 symbolischen Dingwelt 

φrnamisiert Storms Erinnerungswelt, die auf 따1 ers뼈1 Blick einen 

statischen 뼈 fri어lichen E뼈ruck hervonuft, und s뼈t eine wichtige 

Konstante der Novellistik Storrns 없r. 

In Bezug auf 따1 Verlauf der Erinnerung gibt es zw려 k뼈L 때m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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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assive und φe 하띠ve. Auf den ers따1 Blick tragen 벼e meis없1 

Erinnenmgen in 따1 frühen Novellen Storms den Ansch에1 der Zufälligkeit 

Aber diese Art der 암m따ungen verwandelt sich zur notwendigen 

Auseinander앞찌ng mit der Vergangenh잉t， indem der Er피nemde lebhaft 

없ran teilninmt und 따1 Zusammenhang mit der G:정:enwart und zukunft 

herstellt. 

In erster Linie hat die Erinnenmg die Funktiα1， die Selbstsuche des 

Bürg앉tums des 19. 뼈rhundeπs widerzuspiegeln, wobei die D:lrr뼈nz 따 

männlichen Stin1me auffällt. Aber die Erinnerung bei Storrn dient nicht nur 

der Versichenmg der rr녀nner님lominanten Weltordnung, sondem umfasst 

sehr oft und ernsthaft das 벼rte Schick잃l 따 Frauen und verr당t dadurch 

die D:l마~1Imra1 und 따1 Widerspruch dieser Welt. Hier entsteht ein Bild 

von Storrn, 없s sowohl typisch rr년nnlich als auch zugleich weiblich ist. 

Die durch Erinnenmg wiedergege뼈le Welt in den frühen Novellen 

Storrns neigt 떠zu， die Welt 따 Rea1ität zu verlas똥n und in die der 

Phantasie einzuziehen, was Storrn 메s e띠 Poetischer Rea1isten auszeichnet. 

Die Erinnem따1 bauen durch ilrre Auseinar띠ersetzung mit der 

Vergan핑genhei밍앉1πt s대뻐lie돼ßlich e앙me wlπr헤때lC대h ~tische Welt und scheine밍n de밍 n 

fu>il피llusion띠lsmu뻐lS und die Err따:ntt따ttä뻐uschun핑g über die Wrrklichk잉tim 

ästhe따hen Bereich 때eder gutzumac뼈1. uber die Suche nach dem 

Poe디schen hinaus gibt Storrn durch unterschi때ichen Einsatz der 

많nnenmgsth얹딩따 den Prozess des literarischen Schaffens, der 

literarisienmg der Rea1ität selbst wieder, gibt also ，，Er피nenmg“ 머S 

Res띠tatprocl바떠ver Arbeit, als narrative Konstruktion zu erkennen. 표 

scheint durch seine Novellen nachzu떠11<얹， wie ein Autor s대rel밟1 und 

die Geschichten mitteilen soll. Bei Storrn wird die Frage nach der 

Funktion der Erinnerung deswegen mit der Frage nach 뼈 Funktion der 

literatur überhaupt verbunden. Die Antwort könnte lauten, dass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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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nerung in der Zeit, wo der Glaube an 따1 잉nzigen， ewigen Gott 

erschüttert W벼， ein Versuch ist, der re뼈iösen 

Zeitgenossen nach Ewigkeit 

S어msucht der 

B앙 der Interpretation 똥:iner frühen Novellen 없nn man deutlich 따1 

Prozeß beobachten, wie Stonn 앙nen eigenen Stil entwickelt, der auch 

seme s며lte Novellistik pr허gen wird. Mìt seiner Novellistik trifft Stonn 

nicht nur die Symptoræ s밍ner Zeit f，잉nfühlig， sondem er terührt den 

Urspnmg und das Wesen der Literatur. Bei ihrn stellt die Erinnerung 

gleich die Literatur 떠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