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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 Naissance de la clinique에서 고 의학에서 실

증의학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기원을 탐구하며 근 의학의 탄생과정을 밝힌다. 
실증의학은 임상해부학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며, 단순히 환자의 증상을 확인
하는데 만족하기보다는 그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국소  공간을 해

부를 통해 밝 내고 그것을 가시화시켜 언어 으로 표 하려고 한다. 이러한 
“ 랑스의 의학 명은 카바니로 표되는 이데올로그 철학에 의해 큰 향을 

받았다.”1) 로크와 콩디야크의 통에 충실한 감각주의자 던 카바니는 단순

히 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환자의 병상에서 정확히 찰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사실을 분석하여 병을 진단할 것을 요구하 다.2) 이러한 방식으
로 근 의학은 형이상학 이고 사색 인 이론에서 벗어나 부검을 통해 질병

의 원인을 염증, 종양, 궤양 등의 형태로 구체 으로 보여  수 있었다. 푸코
는 이미 18세기에 행해졌던 모르가니의 시체해부가 비샤에 의해 빛을 보며, 
이를 통해 임상해부학이 본격화되었다고 말한다.3) 이러한 해부학  시선은 

질병을 가시화하고 실증 인 언어로 그것을 기술할 수 있게 만든다. 한 “18

1) 이종찬: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실린 곳: 의사학 3권 2
호(1994), 198쪽. 

2) 같은 곳 참조.
3) Vgl. Philipp Sarasin: Michel Foucault. Zur Einführung. Hamburg 2005, S. 58-59.

그러나 모르가니나 비샤 이전에도 시체해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17세기 렘브란

트의 그림 <툴프박사의 해부학 수업>(1632)에서 잘 드러난다.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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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까지의 고 의학이 정상 the normal보다는 건강의 문제에 더욱 을 

둔 데 비해, 19세기의 근  임상의학은 건강보다는 정상의 문제에 더욱 많은 

심을 두게 된다. 이제 의학은 정상 인 것과 병리 인 것의 이분법  구분

bipolarity of the normal and the pathological을 생명을 바라보는 잣 로 삼게 

되었다.”4) 
임상해부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선과 연결되어 있다. 환자의 병상에서 
찰하는 임상의학이 환자를 외부에서 찰하는 외부  시선과 연결된다면, 
시체를 해부하고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해부학은 내부  시선과 연결된

다. “의사의 경험 인 시선은 각과 청각을 보완하면서 환자의 신체를 찰

하고 청진한다. 그것은 우선 ‘신체의 어둠’ 속에서 병의 치와 경과를 확인
하고 사망 후에 병의 형태와 그것이 가져온 국  결과를 시체의 해부를 통

해 진실의 빛으로 드러낸다.”5) 마치 근 의 계몽주의가 제주의의 어둠을 

계몽의 빛으로 밝  개선하려고 하듯이, 임상의학의 외부  찰과 해부학의 

내부  시선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질병의 원인을 가시화하여 치료하려고 

한다. 이러한 병리학 이고 해부학 인 시선은 결코 이 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의 특정한 국면에서 발생한 것이다. 푸코는 1770년에서 1820년에 
이르기까지 랑스 의학의 발 과정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의사의 시선이 근

의 산물임을 밝 낸다. 이 까지의 질병분류의학은 병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러한 병을 분류하기 때문에 병의 개를 미리 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하 다. 그래서 병의 개를 지속 으로 찰하거나 병을 신체의 특정부 에

서 확인하고 병의 원인을 밝 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6) 이에 반해 근  

임상해부학은 병의 경과나 특정한 증상의 여부 그리고 그 빈도 등을 자세히 

찰하고 나 에 환자의 시체를 해부함으로써 병을 가시화하고 그것을 언어

4) 이종찬: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203쪽.
5) Sarasin: Michel Foucault, S. 52: „der empirische Blick des Arztes, der, ergänzt um den 

Tast-und den Gehörsinn, den Körper des Kranken beobachtend und auskultierend, zuerst 
den Sitz und den Verlauf der Krankheit in der ‘Nacht des Leibes’ feststellt und nach 
dem Tod ihre Gestalt und ihre Verheerungen durch die Obduktion der Leiche ans Licht 
der Wahrheit bringt.“

6) Vgl. Sarasin: Michel Foucault, S.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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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근 의학과 근 의학의 차이는 시

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비샤 이후 근  의미의 임상의학은 시체해

부와 시선이 결합된 실증주의  학문이기 때문이다.”7) 이것은 찰하고 해부
하는 인간의 시선이 병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진

리를 보고 그것을 시각 으로 드러낼 수 있으리라는 근 의 믿음을 보여 다. 
한 “임상의학 덕분에 서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구체  개인의 모습이 합리

인 언어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체’가 담론의 ‘ 상’이 될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이 인식론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8)

근 인 시선을 변하는 임상해부학의 시선은 문학작품에서도 다양한 방

식으로 변형되어 다루어진다. 이 경우 이러한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며 
근  시선을 옹호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시선의 불충분성과 억압

성을 지 하며 에 나타나는 인식의 기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국지
인 상처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치료하려고 하는 외과의사의 시선이 한계를 드

러내면서 문학작품에서는 차로 인간을 체로 찰하려는 정신과의사가 주

인공으로 등장하며 환자의 치료와 구원의 임무를 맡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의사와 환자의 경계가 더 이상 분명하지 않고 이들의 치가 서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러한 에서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의사의 시선모티 는 주로 근  시선의 한계를 비 하는 

목 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로베르에서 벤에 이르기까지 의
사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문학담론과 의학담론의 
상호연 성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근  시선에 한 다양한 문학  입장들

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언뜻 보기에 서로 무 해 보이는 의학과 

문학 간의 학제  연구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7)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90쪽.
8) 박정자: 같은 책,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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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사의 해부학적 시선과 현실의 재현

Ⅰ.1. 찰하는 의사의 시선과 실의 객  재 : 에  졸라의 

｢실험소설｣

자연주의의 표 인 작가인 에  졸라가 자신의 문학   창작방법론을 

소개한 이론서가 바로 ｢실험소설 Le Roman expérimental｣(1880)이다. “졸라
는 술 창작에 외과 의학의 방법을 용한 최 의 소설가”9)이다. 그는 의사
인 클로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 연구 입문(1865)을 이론  토 로 삼아 베

르나르의 방법론을 문학에 용한다. 그는 심지어 베르나르의 책에 나오는 의
사라는 말을 소설가로 체하면 자신의 문학 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졸라의 소설이론에서 의학  방법론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
베르나르는 아직까지 단순한 기술의 차원에 있던 생리학과 의학을 화학이

나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해 실험의학의 필요

성을 강조한다. 졸라는 베르나르가 과학을 무생물의 차원에서 생물의 차원으
로까지 확 시켜 용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인간의 정서 , 사회  역인 

문학에도 같은 방법론을 용하려고 한다. 
졸라가 내세우는 실험소설은 의학에서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차원은 자연을 있는 그 로 찰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정확한 찰을 통해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러
한 가설을 입증하기 해 자연을 변화시켜 그것과 다른 상황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의 두 차원은 ‘보는 것’의 문제와도 깊은 련을 지니고 있다. 졸라는 베

르나르의 책에서 다음 구 을 인용한다. “ 찰자는 앞의 상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확인할 뿐이다...... 그는 상의 사진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9) 유기환: 문학과 과학의 행복한 융합을 위한 혁명적 방법론. 실린 곳: 에  졸라(유기환 

역): 실험소설 외. 책세상 2007,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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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찰은 자연을 정확하게 재 해야 한다.”10) 자연주의에 한 일반 인 정

의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소설가는 찰자로서 자연을 정확하게 찰하고 재
해야만 한다. 이러한 소설가의 시선에서 실을 정확히 복제하는 사진의 시
선과 자연을 정확히 찰하고 분석하는 의사의 해부학  시선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졸라는 자연주의 작가가 그  사진사가 되려고 하며 아무런 창조성

도 없다는 비 을 반박하며, 실험자로서 작가가 지닌 창조성을 강조한다. 실
험자로서의 작가는 자연(인간의 내 인 세계와 사회)의 찰을 통해 얻은 인
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 그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퀴비에가 생리학은 순
히 찰과 해부학  연역의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맞서, 베르나르는 
실험이 어디에나 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해부학  시선이 경험 인 찰의 

역에서 연역  추론을 해낸다면, 졸라는 베르나르와 더불어 실험을 통해 이
러한 추론의 과학  객 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그러기 해서 작가는 자신의 
찰을 토 로 인 인 소설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의 과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창조성은 과학 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될 때 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찰의 차원뿐만 아니라 실험의 차원 역시 ‘보는 것’

의 문제와 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베르나르는 “실험결과가 드러나는 순간부
터 실험자는 그가 유발한 진정한 찰, 다른 모든 찰처럼 선입견 없이 확인
해야 하는 진정한 찰과 직면하게 된다. 이때 실험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잠시 찰자로 변신해야 한다”11)고 말한다. 즉 실험자는 자신의 가설이 실험
을 통해 입증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해 다시 찰하는 시선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의 차는 문학의 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찰을 바탕으로 실험 인 상황을 만들어 상을 래한 조건

으로서의 원인을 밝 내려고 시도하지만, 그러한 시도의 과학  타당성을 확

인하는 차는 의학에서와는 달리 소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러한 
확인과정으로서의 찰은 작품을 읽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10) 졸라: 실험소설 외, 22쪽.
1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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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소설 외 인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자로서의 작가의 시선
은 의사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다.
졸라는 의학이나 생리학과 문학의 연 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차이 을 간

과하지는 않는다. 가령 그는 소설가가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해
서는 생리학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사회에 편입되어 활동하는 것을 과학 으

로 해명하기 해서는 생리학자의 손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학의 
상 역이 의학의 상 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학  지식을 참조할 수는 있

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필자, 실험소설가)는 결정된 
사실을 엄격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를 개인  감정을 그 

사실에 투 하지 않아야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과학에 의해 정복된 지평에 
의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미지의 역에서 직 력을 발휘하고, 과학
을 선도해야 한다. 때로는 틀릴 각오를 하고서 말이다.”12) 이러한 의미에서 
실험소설가가 “ 언한다는 것은 단히 어려운 사명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계시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미지의 사실을 견하기 해서
는 먼  기지의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13) 즉 실험소설가는 비합리
인 방식의 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찰에 의거한 가설을 세워 미

래를 견, 다시 말해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러한 견은 틀릴 
수도 있기에, 실험소설가는 최 한 정확한 찰과 이에 따른 가설 인 상황의 

창조로 과학  지식을 선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졸라는 ｢소설에 하여 Du roman｣에서도 ‘보는 것’의 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에 상처가 난 사람이 실을 제 로 볼 수 없듯이, 상상력에 
의해 소설을 쓰는 사람 역시 실을 올바로 표 할 수 없다. 소설가가 갖

추어야 할 요한 자질은 더 이상 상상력이 아니라 실감각인데, 실감각은 

“자연을 있는 그 로 느끼고 묘사하는 데 본질이 있다.”14) 그는 삶을 묘사하
고 싶다면 삶을 있는 그 로 보고 그에 한 정확한 인상을 제시하라고 요구

12) 졸라: 같은 책, 67쪽.
13) 졸라: 같은 책, 68쪽.
14) 졸라: 같은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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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것은 소설가의 재 의무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자연의 재 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어 찰과 실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소설의 객  

실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사실주의 그림
처럼 ‘구성된 재 ’인 것이다.15) 
졸라에 따르면, 작가와 의사는 둘 다 과학자라는 에서 공통 을 지닌다. 

더욱이 작가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유의 의무를 지니는데, 졸라는 이러한 작
가의 의무를 ‘실험  모럴리스트’라는 개념으로 강조한다. 졸라는 발자크의 
사 이 베트 La Cousine Bette를 로 들며, 이 작품의 등장인물 로가 
지닌 정념의 메커니즘을 악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로 같은 사람

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험소설은 사회를 썩게 만드는 심각한 
상처의 원인을 소설의 실험을 통해 밝 냄으로써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작가의 도덕  과업이다. 졸라 자신은 나나 Nana에서 환경  

요인과 유 의 향으로 화류계의 여자가 된 나나의 삶을 묘사하며 실험  

모럴리스트의 임무를 수행하려 하 다.
졸라는 ｢실험소설｣에서 인간의 진보,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 사물과 

상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을 반복해서 언 한다. 그는 인간이 선과 악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발 을 마음 로 조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와 사회까지 기
계처럼 마음 로 분해하고 그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발 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물과 상의 주인이 되는 것

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졸라는 이상주의의 비 실 이고 신비 인 측

면을 신랄하게 비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과학의 발 에 따른 인간의 진보

에 한 맹목 인 믿음, 즉  다른 이상주의에 사로잡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베르나르가 실험의학에 한 자신의 책에서 아직까지 문학을 과학의 역
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졸라는 문학을 과학에 포함시키고 실험소
설가를 특별한 과학자로 지칭하고 있다. 물론 졸라도 과학자로서의 소설가 역

15) 근대소설로서 사실주의 소설이나 자연주의 소설은 현실을 구성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있

는 그대로의 현실인 것처럼 제시한다. 이것이 현실 환상을 낳는 근대소설의 특성이다. 
이에 반해 현대소설은 소설 내에서 구성된 현실을 구성된 것으로 드러낸다. 이로써 현실 

환상은 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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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험  념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한 정확한 찰  분석과 과학 인 지식의 극 인 수용을 통해 

비개성 인 시각에 최 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  시각은 인간을 상화하고 지배 내지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억압의 시

선이 된다. 그것은 개성  시선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개성 인 하나

의 시선으로 환원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시선은 졸라의 생각과 달리 인간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병들게 할 뿐이다.  

Ⅰ.2. 상상력을 지닌 비개성  시선과 주  사실주의: 귀스타  

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졸라는 ｢소설에 하여｣에서 “환경이 등장인물을 결정하거나 설명할 때 이
루어지는 묘사, 그 묘사를 공부하기 해서는 반드시 로베르의 소설을 읽으
라고 권하고 싶다”16)라고 말한다. 
그러나 귀스타  로베르의 묘사기법이 과학 이라고 할 때, 그것이 외부

세계를 객 으로 충실하게 재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베르가 

사실주의의 표 인 작가로 간주되곤 하지만, 그의 사실주의는 엄 히 말해 

객 인 외부세계와 주 인 내면세계를 함께 총체 으로 묘사하려는 복합

인 성격을 띠고 있다. 로베르의 묘사기법은 가령 경치를 객 으로 묘사

할 때조차 그 속에 인물의 내면을 함께 보여주거나 숨겨진 행 의 차원을 암

시한다. 로베르는 한편으로 주 인 상상력과 감정을 과도하게 펼치는 낭

만주의와 거리를 두지만, 단순히 객 인 세계를 재 하는 사실주의와도 거

리를 둔다. 로베르는 1853년 자신의 애인인 루이즈 콜 에게 쓴 편지에서 

이 게 썼다. “문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과학을 닮은 모습을 갖추게 될 것
이다. 문학은 무엇보다 ‘설명 ’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학술 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림들을 그려보아야 한다. 있는 그 로의 본성을 보여주

16) 졸라: 같은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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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감추어져 있는 속과 드러나 있는 겉을 다 그려내 보임으로써 완 한 그림

을 만들어야 한다.”17) 이와 같이 로베르가 추구하는 과학 인 정신에 기반

을 둔 문학은 외부  실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모두 다 포 하는 완 한 묘

사를 추구한다.
로베르의 아버지 아실르 클 오 스 로베르는 랑스 루앙 시립병원 

외과의사 다. 한 로베르가 성장했던 시 는 실증주의의 향이  커

지던 시 다. 이러한 환경에서 로베르는 자연과학 인 방법론을 자신의 

소설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그는 
단순한 공상에 의해 소설을 쓰지 않기 해 철 한 사  자료조사작업  연

구를 수행하 다. 자연과학 인 찰과 자료조사 작업의 엄격성을 쓰기 작

업에 도입시킨 그는 “자료조사를 요시하는 유 의 최 의 스승이었다.”18) 
두 번째로 소설가는 실에 한 객 인 시각을 유지하기 해 스스로 개

입하며 단을 내리기보다는 자연과학자처럼 찰을 하며 뒤로 물러나 있어

야 한다. 이 게 작가가 작품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직  드러내

지 않는 것이 바로 로베르가 말하는 ‘비개성  시선’이다. 그러나 “ 술

인 찰은 과학 인 찰과는  다른 것이다. 그 찰은 무엇보다 직
이어야 하며 먼  상상력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19) “객 인 사실들을 

안으로 흡수하고 그것이 우리 내면을 휘돌게 한 뒤 그 경이로운 화학 작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밖으로 다시 창조하여 재 되도록 하자.”20) 이와 같이 
로베르는 외부세계의 사실들을 창조하기 해 우선 타인의 내면세계를 먼

 체험하게 한다. 따라서 로베르의 비개성  시선을 통한 객 성의 추구는 

결코 어떤 열정이나 감정이 배제된 사태의 즉물  재 이 아니라는 것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작가가 자신의 내면을 직 으로 토로하거나 주

인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내면을 거쳐 실을 보여주는 ‘주

17) 미셸 레몽(김화영 역): 프랑스 현대소설사. 열음사 1991, 150쪽.
18) 레몽: 프랑스 현대소설사, 151쪽.
19) Gustav Flaubert: Correspondance. III. Paris 1926-33, p. 230. 김동규: 플로베르. 건국대학

교출판부 1995, 80-81쪽 재인용.
20) Flaubert: Correspondance, III, p. 388. 김동규: 플로베르, 8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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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바리 부인 Madame Bovary에서 로베르가 의사의 

시선에 해 취하는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 작품은 시골
의사 샤를르 보바리와 결혼한 엠마라는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권태

와 오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외도를 통한 탈출을 모색하지만, 결국 사랑
의 배신과 빚으로 인한 경제  산을 겪고 자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외과의사의 해부학  시선을 취하는 로베르가 이 작품에서 시골의사 샤를

르 보바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작가의 해부학  시선

이 갖는 의미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고 착하지만, 몰취미한 생활방식 때문에 아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

지 못하는 샤를르는 엠마와 달리 작품에서 부분 외부 인 찰을 통해 묘

사된다. 물론 엠마를 처음 알게 될 때 그의 내면이 체험화법의 형식으로 드러
나기도 하지만, 반 으로 그의 주 인 내면세계에 해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한밤 에 횃불을 켜고 결혼식을 하기를 꿈꾸는 낭

만 인 엠마와 달리 샤를르는 사랑을 나  때조차 항상 규칙 이고 측 가

능한 모습을 보인다. 그의 일상 인 시선은 “가장 내 한 거리, 즉 같은 잠자
리에서 자기 아내의 을 유심히 찰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만다.”21)

침 에 나란히 워 자면서 그는 나이트캡의 끈에 반쯤 가려진 그녀의 빛 솜털

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그윽히 바라보았다. 이 게 가까이 보니까 아내의 은 몹

시 커 보 고, 더구나 잠이 깨어 을 깜빡깜빡할 때는 유난히 커 보 다. 그늘이 

지면 까맣게, 밝은 데서는 진한 란색으로 시시각각 변했고, 가운데는 짙고 에나

멜 같은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차츰 색이 엷어졌다. 샤를의 은 이 짙은 동자에 

깊이 빨려들었는데 머리에 쓴 나이트캡이며 앞가슴을 풀어헤친 잠옷이 모두 그 

안에 조그맣게 들어 있었다.22)

21) 김화영: 발자크와 플로베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62쪽.
22) 귀스타브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하서 1992,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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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르는 아내를 단지 외부에서 찰할 뿐, 그녀의 변화무 한 내면세계가 

어떠한지  들여다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무능력은 작품 마지막까지 지속
된다. 그의 이러한 무능력은  그녀의 분노를 자아낸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것은, 샤를이 그녀의 이러한 고통을  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이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 그녀

에게는 어리석은 모욕처럼 생각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

를 모르는 소치라고 생각되었다. 그 다면 그녀는 구를 하여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인가? 그 상 인 샤를르야말로 사실 모든 행복의 장애가 되고 모든 불행

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23)

샤를르가 의사인 반면, 엠마는 지속 으로 환자로 등장한다. 옹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그녀는 우울증을 보이고 옹이 리로 떠난 후에

는 히스테리에 시달리고 각 까지 한다.  로돌 가 작별편지를 쓰고 그녀를 

배신했을 때는 발작을 일으키고 실신한다. 그러나 샤를르는 이러한 병의 원인
을  악하지 못하고 그녀의 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엠마의 시선에 빨려 들어가 그녀의 외도는 물론 그녀의 채무
계 역시 제 로 악하지 못한다. 그는 요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엠마의 
주변에 없거나 는 졸거나 자고 있다.24) 심지어 엠마가 옹과 함께 루앙의 
길거리에서 담하게 활보하고 밤에 돌아오지 않던 날, 그리로 가 엠마를 거
리에서 발견할 때조차 사태를 제 로 악하지 못한다. 그의 무능력은 그가 
약사 오메의 선동으로 다리를 룩거리는 마부 이폴리트의 다리수술을 하 지

만 그 수술이 실패하여 다리를 단하게 된 사태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것을 단지 외부에서만 찰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제 로 들여다보

지 못하는 자연과학 인 외과의사의 시선은 로베르가 모범으로 삼는 비개

성 인 해부학자의 시선이 아니다. 오히려 로베르는 자연과학  이성과 그

로 인한 진보주의의 이상에 해 회의 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특히 약사 

23)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110쪽.
24) 김화영: 발자크와 플로베르,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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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에 한 풍자 인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반종교 이고 과학  진보주의를 외치는 오메는 계산 이고 출세지향 인 

인간유형을 변한다. 그가 내세우는 과학  진보의 부정  이면은 이폴리트

의 다리수술 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며 샤를르를 부추
겨서 름발이 이폴리트의 수술을 하게 하지만, 그 수술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폴리트의 수술한 발이 차 썩어 들어가자 할 수 없이 유명한 카니베 
선생을 불러 오는데, 그는 건강한 사람을 고쳐 병신을 만들었다고 이들을 나
무란다. 이러한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오메는 카니베 선생의 처방 이 자신

의 동네까지 오기 때문에 장사 속에서 평소의 진보주의에 한 소신을 팽개

치고 샤를르를 변호하지 않는다. 로돌 가 루앙을 떠나기로 했다는 소문에 엠

마가 쓰러졌을 때도 그는 살구를 먹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다는 샤를르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좋은 연구소재라고 말하며 엠마의 병에 한 진심어린 

걱정보다는 자신의 개인  심을 표명하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엠마에 
한 실질 인 사망선고가 내려진 순간에도 명한 라리비에르 박사와 같이 붙

어 다니며 명사와 자리를 함께 한 것에 해 기뻐한다. 여기서 과학  진보에 

한 맹신  추구가 지니는 비인간 인 측면과 이에 한 로베르의 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폴리트의 다리 단 수술을 맡은 카니베라는 의사 

역시 사람 다리 하나 자르는 것을 닭 한 마리 잡는 것과 다르지 않은 습 의 

문제라고 말하며 냉정하고 비인간 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 다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의사들이 다 부정 인 모습으로만 비춰

지는 것은 아니다. 무능력한 샤를르와 냉정하고 비인간 인 카니베와 달리 라

리비에르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고 인자하며 훈장과 지  같은 것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수술용 메스보다도 날카로운 그의 빛은 사람들의 마음
에 바로 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애매한 변명이나 수치심을 뚫고 들어가서
는 모든 허 를 드러”25)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로베르 역시 단순히 자연과학

자로서의 외과의사 인 객  시선을 넘어서 타인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모든 

허 를 반어 으로 폭로하는 정신의 해부학자로 등장한다. 로베르는 작가가 

25)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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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되 해당인물의 시 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체험화법 Erlebte Rede’의 기
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그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인
물에 한 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엠마의 내면을 체험화법
을 통해 드러내면서 ‘숙명 ’으로 보이는 그녀의 죽음을 다각 인 시각에서 해

석한다. 
엠마가 멸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유명한 ‘보바리즘’에 있다. 스스로를 

있는 그 로의 자신과 다르게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바리즘은 엠마로 하

여  천박한 낭만  상상에 의해 실에 불만을 지니고 실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수도원 생활 등 어린 시 에 형성된 이러한 낭만  기질 외에 그녀의 

주변 환경 역시 그녀의 몰락 원인이 된다. 의사인 남편 샤를르가 그녀의 마음 
속 갈등과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정신 인 구원을 담당해야 할 부르니지엥 신부 역시 엠마가 마음의 

고충을 토로하러 갔을 때 물질 인 결핍이 없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아

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인간의 혼을 구원해야 할 신부가 고통의 원인을 
물질 인 결핍에서만 찾음으로써 혼의 치료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

고 마는 것이다. 엠마가 멸하는  다른 이유는 물질 이고 계산 인 부르

주아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친 을 가장하며 철 하게 계산 으로 행동하는 

고리 업자 뢰르와 엠마의 멸과 조를 이루며 출세가도를 달리는 약사 

오메는 감상  낭만주의를 제압하고 발 하고 있는 냉혹한 실주의를 상징

하는 인물들이다. 뢰르와 오메의 내면이 묘사되지 않고 단지 외부에서만 찰
될 때, 혼을 상실한 이들의 실  냉혹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로써 이들은 
작가의 반어  서술 상이 된다. 
로베르는 의사의 해부학  시선을 취하며 엠마의 멸 이유를 심리 , 

사회 인 에서 철 하게 탐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로베르가 실증주의를 
비롯한 자연과학의 발 과 이를 통한 진보의 믿음을 무조건 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연과학  진보의 비인간 인 측면

을 폭로하고 이와 련해 혼을 상실한 부르주아지의 냉혹한 실주의와 계

산  태도를 비 한다. 물론 이것이 감상 인 낭만주의의 공상으로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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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을 올바로 인식하기 해서 외부세계와 내면

세계를 모두 통찰하고 객  분석과 주  상상력을 묘하게 결합시키는 

것이야말로 로베르가 추구하는 비개성  시선의 진정한 면모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로베르는 자연과학을 맹신하는 졸라에 한 걸음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의사와 환자의 경계 해체와 인식의 위기

Ⅱ.1. 근  시선의 혼란과 외과의사 시 의 종말: 란츠 카 카의 

｢시골의사｣

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시골의사 
샤를르 보바리가 등장한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기는커녕 나 에 자신의 비극

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죽고 만다. 그러나 무기력한 의사인 샤를르와 달
리 작가 로베르는 해부학 인 시선으로 인물의 심리와 사회 인 조건을 날

카롭게 헤친다. 카 카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단편소설 ｢시

골의사 Ein Landarzt｣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자가 
되고 마는 시골의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시골의사인 ‘나’는 보라치는 
겨울에 환자가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떠나려 하지만, 마차를 끌 
말이 없어 고민한다. 하녀가 말을 구하러 다니지만 거의 가망성이 없는 상황
에서, 갑자기 돼지우리에서 마부가 기어 나와 말을 제공한다. 마부는 하녀 로
자를 성추행하며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만, ‘나’의 의사와 상 없이 마

차가 순식간에 그 환자의 집에 도착한다. ‘내’가 환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건강한 것 같았지만, 곧 그 확신은 흔들리고 나 에는 그의 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엉덩이 윗부분에 벌 가 들어 있는 ‘장미빛깔’ 
상처가 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이 ‘내’ 옷을 벗기고 



문학에 나타난 의사의 시선 67

‘나’를 환자의 침 에 같이 눕힌다. ‘나’는 환자에게 상처가 별 것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 구원만을 생각하며 서둘러 마차를 타고 떠나지만, 원히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일반 으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 상’으로 삼으며 병인을 밝히고 병을 고

치는 ‘주체’의 모습을 띤다. 그런데 상황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주체의 모습을 
카 카의 시골의사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어느 날 밤 잘못 울린 종
소리에 환자를 진료하러 떠나기 까지는 그도 일반 인 의사의 모습을 지니

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를 들면 그의 집에 있었으나 그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하녀 Das Dienstmädchen’는 성 명사로 나타나며, 사람
을 사물처럼 하던 그의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시골의사의 무의식
인 성 충동을 상징하는  다른 자아 ‘마부’가 하녀에게 성 으로 근하면

서, 그 하녀는 ‘로자 Rosa’로 불리며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객 이

고 냉철하게 상을 하던 의사가 무의식 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체로서의 그의 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
으로 행동하고 상을 지배하는 그의 지 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특히 

수동태 문장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마부가 로자를 강간할 것이 염려되어 집
에 남으려 하지만, 그의 의사와 상 없이 “마차는 끌려가버린다.”26)  환자

를 치료하러 간 그는 환자가족들과 마을사람들에 해 우월감을 느끼며 침착

하게 응하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옷이 벗겨진 채 환자의 침 에 눕 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말이나 마부 모두 시골의사인 ‘나’의 무의식  충동을 

상징한다. ‘내’가 로자를 강간하려는 마부를 “짐승 같은 놈  Du Vieh”(LA 254)
이라고 부를 때 양자의 연 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의 무의식 인 성  충동

을 나타내는 말은 “제어할 수 없으며 unbeherrschbar”(LA 256), 마부 역시 의사
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카 카는 마부를 가리키는 말로 ‘Pferdeknech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노  Knecht’라는 말이 들어 있다. 그러나 실제
로는 이 마부가 시골의사의 ‘노 ’가 아니라 “이방인 Fremder”(LA 254)일 뿐

26) Franz Kafka: Ein Landarzt. In: ders.: Drucke zu Lebzeiten. Hrsg. v. Wolf Kittler u.a. 
Frankfurt a.M. 2002(이하 LA), S. 255: „Der Wagen wird fortgeri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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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때문에 의사는 그의 주인으로 행사하며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
다. 오히려 그는 마부의 지시에 따르는 말들에 이끌려, 로자를 남겨두고 환자
에게 향하게 된다. 로이트는 자아와 이드의 계를 기수와 말의 계로 비

유하며, 자아와 이드 간의 조화로운 계를 이상 인 것으로 간주했지만, 카
카는 로이트와 달리 기수에 해당하는 의사가 말( 는 마부)에 한 지배
권을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말로 상징되는 이드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카 카가 심리분석을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로

이트의 생각에 회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환자의 병을 고치기 해 필연 으로 환자에 한 우 를 하게 되는 의

사의 일반 인 상황은 이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시골의사는 로자를 강간
하려는 마부에게 “채 을 맞고 싶으냐”28)라고 해보지만, 곧 그 마부가 
자신의 ‘노 ’가 아니라 ‘이방인’임을 깨닫게 되고, 환자가족에 한 우월감 
역시 그들에 의해 침 에 눕 짐으로써 무 지고 만다. 한 환자마  의사가 

그의 침 에 눕 져 자리가 어들자 “네 을 뽑아버렸으면 좋겠어”29)라고 

한다. 
우월한 주체로서의 치를 당하는 시골의사는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

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를 맞는다. 휩쓸려가는 마차에 몸을 실은 시골
의사의 과 귀는 마차의 질주하는 모습과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데, 이것은 그
의 감각이 일상 인 지각능력을 상실하 음을 암시한다. 한 자아의  다른 

에고인 환자가 의사의 을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인 소망을 피력할 때, 
이것은 지각의 기를 넘어서 거세에 한 을 의미한다. 이 고 에서부

터 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성기에 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과 의사

의  다른 자아인 마부가 어머니의 체상인 로자에 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는 에서, 시골의사의 을 뽑는 것은 오이디푸스단계의 갈등  거세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시 된 성 욕망을 갖게 됨으로써 

27) Vgl. Hans H. Hiebel: Franz Kafka: Form und Bedeutung. Würzburg 1999, S. 171.
28) (LA 254): „Willlst du die Peitsche?“
29) (LA 260): „Am liebsten kratzte ich dir die Augen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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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 세계에서 이탈한 다음부터 시골의사는 다시 자신의 일상 인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삶과 죽음, 욕망과 기가 뒤섞여 있
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실존 인 죄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카 카의 시골의사는 외과의사이지만, 그가 여기서 맡게 되는 임무는 단순

히 외과 인 시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 이고 더 나아가 실존 인 

차원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해야 할 의사 자신이 여
기에서는 환자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러 왔지
만, 오히려 자신이 환자의 침 에 눕 진다. 한 작품 마지막에 환자가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한다. 은 

환자가 처음 보는 나이 든 의사를 ‘ ’라고 부르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다
른 자아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일상에 마모되어 살아가며 세상을 의사의 주체
인 시선으로 상화하는 ‘나’에게 감추어진 무의식 인 세계 안에 환자로 

변되는  다른 자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 환자의 엉덩이 부분에 난 상처 역시 단순히 질병과 죽음의 의미만을 지

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상처는 쾌락과 고통, 욕망과 기, 삶과 죽음을 모
두 가리킨다.30) ‘장미빛깔 rosa’ 상처 때문에 은 환자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도 들어 있다.31) 왜냐하면 그 상처는 쾌락에 한 무의식  욕

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동시에 죽음과도 맞닿아 있
다. 왜냐하면 거세에 한 과 함께 기는 죽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

다. 심지어 죽음에 한 욕망마  존재한다. 그래서 환자가 살기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 의사가 그를 진단한 후 건강하다고 했을 때 죽기를 희망
하기도 하고, 의사 역시 그의 말이 옳다며 자신도 죽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의사가 처음에 환자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건강한 

30) Hiebel: Franz Kafka: Form und Bedeutung, S. 173 참조.
또 다른 한편 엠리히는 이 엉덩이 부분의 상처를 야곱이 신과 싸울 때 입은 상처를 암시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빌헬름 엠리히(편영수 역): 카프카를 읽다 1. 유로 2005, 
201쪽. 

31) (LA 258): “‘저를 구해주시겠어요?’라고 그 젊은이는 흐느끼며 속삭이듯 말한다. 그의 

상처 안에 들어 있는 생명에 완전히 현혹되어서 말이다. ‘Wirst du mich retten?’ flüstert 
schluchzend der Junge, ganz geblendet durch das Leben in seiner W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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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진단할 때 환자는 죽음을 원하지만, 역으로 의사가 나 에 환자의 장미 

빛깔 상처를 발견하 을 때는 환자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의 진단과 환자의 욕망 사이의 엇갈림이나 의사와 환자의 모순 인 

태도는 환자를 의사의  다른 자아로 본다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시골의사에게는 삶과 죽음에 한 욕망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의 비극  운명의 원인이다. 카 카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죽음이 자유로 향하는 길임을 인식한다면, 일상에서 벗어나 죽음
의 길에 어들었으면서도 여 히 삶에 해 집착하고 일상을 고수하려는 주인

공의 모순 인 태도는 그의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규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의 상처가 

일종의 실존  상처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처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며, 
따라서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완 히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외과
의사가 고쳐야 할 것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실존 인 병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치료 heilen’는 ‘구원 retten’에 가깝다. 따라서 외과의사인 시골의사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골의사는 사
람들이 옛날부터 의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옛날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는 집에서 놀고 있다. 이제 의사가 목
사를 신하여 환자의 육체와 정신을 치유해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32) 
환자가족들과 마을어른들이 의사의 옷을 벗기는 동안 학교합창단원들이 부르

는 노래는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그의 옷을 벗기면, 그가 치료하리라.
그리고 그가 치료하지 못하면, 그를 죽여라!
그건 그냥 의사일 뿐, 의사일 뿐.33)

32) 보바리 부인에서 신부와 의사가 모두 엠마의 육체적, 정신적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33) (LA 259):  Entkleidet ihn, dann wird er heilen,

Und heilt er nicht, so tötet ihn!
’Sist nur ein Arzt, ’sist nur ein Ar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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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하지 못하면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치료행 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치료’가 ‘구원’
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 를 구(원)해주시겠어요?”34)라

고 묻거나 작품 마지막에서 의사가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에서도 드러

난다. 
더 나아가 집에 남기고 온 로자의 ‘구조’마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 왜

냐하면 ‘로자’는 ‘장미빛깔 상처 rosa Wund’와 직 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연 성은 상처의 색깔을 표시하는 ‘rosa’가 문단 맨 처음에 나
와 문자 “Rosa”(LA 258)로 쓰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마부가 로자의 뺨

에 남긴 이빨자국 역시 붉은 색으로 일종의 ‘장미빛깔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흥미로운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의사가 자신의 집에서 환자의 집
으로 왔지만, 사실은 실존 인 상처인 ‘장미빛깔 상처’의 세계(로자의 세계)에
서 ‘장미빛깔 상처’의 세계(환자의 세계)로 되돌아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그
는 사실은 이동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 을 순환하고 있을 뿐이다.35) 
근 인인 시골의사는 아무런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근원 인 세계로서의 고

향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다. 이 작품이 단순히 인간의 
성 욕망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작품 곳곳에 숨겨

진 비 세 인 세계의 암시에서 잘 드러난다. 비록 이 작품에서 목사가 더 이
상 근 세계에서 구원의 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될 지라도, 비
세 인  역의 차원이 작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34) (LA 258): „Wirst du mich retten?“
35) Hiebel: Franz Kafka: Form und Bedeutung, S. 172: “이야기는 말하자면 제자리에서 맴

돈다. 이야기의 통합체는 그것의 계열체적인 축의 틀 내에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

한다. 이야기로부터 ‘가역적인’ 구성물이 생겨나고 어떤 의미에서 신화가 된다. 즉 그것

은 무시간적이고 동시적인 구조, 지속적인 갈등, 정적인 딜레마, 멈춰 있는 실존적인 상

황의 서술이 되는 것이다. Die Erzählung dreht sich sozusagen im Kreise, ihr Syntagma 
weist im Rahmen ihrer paradigmatischen Achse zurück an den Anfang. Aus der 
Erzählung wird ein ‘reversibles’ Gebilde, wird in gewissem Sinn ein ‘Mythos’, d.h. die 
Darstellung einer zeitlosen, synchronischen Struktur, eines dauernden, an-dauerenden 
Konflikts, eines statischen Dilemmas, einer bleibenden existentiellen Konst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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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성
욕망과 같은 한 무의식  충동에 의한 것이다. 일상에서 의식의 검열에 
의해 억압되거나 사물화된 삶에 의해 감추어져 온 이러한 충동은 한 것

으로 묘사된다. 무의식  충동을 상징하는 말이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이나 마부가 ‘ 오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상처에 들
어 있는 벌 는 모두 충동의 더러움을 상징한다. 그러나 일상 인 삶에서 이

탈하는  다른 차원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월 인 차원이다. 가령 환
자가족과 마을사람들이 시골의사에게 치료를 강요할 때, 그는 그것이 “성스러
운 목  zu heiligen Zwecken”(LA 259)이면 따르겠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의사 스스로 월 인 차원을 언 한 것으로 반드시 볼 수는 없지만, 작가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치료가 월 인 구원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돼지우리에서 나온 말이나 비열한 마부 역시 이러한 월  역과 연

이 있다. 진료를 하러 온 의사는 “그런 경우에는 신들이 도와주셔서, 부족
한 말을 보내주시고, 한 일이니 한 마리 더 보내주시기까지 하고, 덤으로 
마부까지 보내주시니”36)라고 혼잣말한다.  “보다 높은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öhern Orts angeordnet”(LA 258) 말들의 울음소리 덕택에 의사는 환자
가 아 다는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월
성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벌거벗은 채, 이 불행한 시 의 추 에 내맡겨진 채로 늙은 나는 세의 마차와 

비 세 인 말을 타고 세상을 표류하고 있다.37) 

근 인을 상징하는 의사는 더 이상 월 인 구원을 기 할 수 없는 불행

한 시 에서 지상의 세계와 월 인 세계에 하나씩 발을 걸친 채 실존 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더 이상 의사의 날카로운 찰과 진단 그리

36) (LA 255f.): „in solchen Fällen helfen die Götter, schicken das fehlende Pferd, fügen der 
Eile wegen noch ein zweites hinzu, spenden zum Übermaß noch den Pferdeknecht.“

37) (LA 261): „Nackt, dem Froste dieses unglückseligsten Zeitalters ausgesetzt, mit irdi- 
schem Wagen, unirdischen Pferden, treibe ich mich alter Mann um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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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른 치료에 의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시 에 일상

의 문제 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불치의 환자가 되

어 삶과 죽음, 욕망과 기, 지상의 세계와 월  세계 사이에서 표류하게 

된다. 

Ⅱ.2. 해부학  시선의 해체와 미학을 통한 구원 시도: 고트 리트 

벤의 뇌

고트 리트 벤의 기 단편소설 뇌 Gehirne에서도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
장한다. 그러나 이제 의사는 졸라의 미학  강령에서처럼 작가가 모범으로 삼

는 날카로운 분석능력을 지닌 의사로서가 아니라 카 카의 시골의사처럼 

실에 한 인식능력을 상실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스스로가 환자의 지

로 락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 다. 물론 이러한 의식의 혼란상태가 카
카에게서처럼 단순히 부정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존 , 
미학  환 이 되는지는 아래에서의 논의를 통해 밝 질 것이다.
이 작품은 산골에 있는 병원에 몇 달간 과장을 신하여 근무하게 된 은 

의사 뢰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의식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의식과 정체성의 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
고 있는지 한 그 당시의 사회 , 문화  콘텍스트에서 의사라는 인물의 등

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여기에서는 
칸트가 세계를 나 었던 세 가지 범주, 즉 인식(순수이성/ 객  세계), 도덕
(실천이성/ 규범  세계) 그리고 미학( 단력 비 / 주  세계)의 역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 변화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니체의 등장 이후 20세기 반 유럽에서는 인간의 객 인 인식능력에 

한 회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일표 주의문학 역시 이러한 향을 받고 

있었으며, 표면 인 실과 객 인 인식에 해 비  거리를 두었다. 벤
의 뇌에서도 이러한 시 인 향 하에 인식론 인 패러다임 환의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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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뢰네는 산골에 있는 병원에 오기 에 
2년 간 병리학연구소에서 2천구가 넘는 시체를 해부한다. 그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무력감에 시달리는데, 그 이유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다. 뢰네라는 의사
의 무력함과 인식  기의 토 가 되는 해부학  작업은 인식론 인 맥락에

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근 임상의학에서 병리해부학은 해독 가

능한 시체에 근거해 질병을 가시 으로 만들고 그것을 언어로 표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실증의학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푸코가 임상의학의 탄생
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실증의학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자못 심각하니, 질
병을 형이상학 으로 바라보았던 수천 년 동안의 통이 실증의학의 등장으

로 깨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질병이 시체의 가시성 안에서 등장하고, 그 모
습이 바로 실증 인 언어로 기술되게 된 것이다.”38) 그런데 뢰네는 이러한 
해부학  작업으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실증주의 정
신과의 갈등을 암시 으로 보여 다. 더 나아가 작품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의 
정확한 찰이 차 환각 인 시각으로 체되거나 해체되면서, 근 의 해부

학  시선의 진실성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과학 이고 객 인 정신

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가 겪는 의식의 기는 20세기 반에 등
장하는 통  인식체계의 붕괴와 인식론  패러다임의 환을 보여주기에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뢰네가 겪는 인식론  기는 특히 자연  뇌에 한 찰에서 뚜렷이 드

러난다. 뢰네는 의사 특유의 정확한 찰에 근거하여 자연을 바라보지만, 자
연은 하나의 객 인 상으로 지각되지 않으며, 충격 인 인상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일종의 ‘ 각 인 시선’39)이 되어 뢰네의 의식에 충격을 주고 육체

38) 미셸 푸코(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인간사랑 1993, 318쪽.
39) Natalie Binczek: Der ärztliche Blick zwischen Wahrnehmung und Lektüre. Taktilität bei 

Gottfried Benn und Rainald Goetz. In: Ralf Schnell (Hrsg.): Taktilität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Stuttgart u. Weimar 2000, S. 89: “왜냐하면 촉각

적 시선, 즉 눈과 촉각, 원거리감각과 근접감각의 이러한 혼종적 연결은 직접적으로 의

식 내지 뇌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촉각적 시선은 더 이상 감각적 

작업으로 묘사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쇼크에 가깝다 [...] Denn der taktile Blick, die- 
se hybride Kopplung aus Augen und Tastsinn, Nah- und Fernsinn, setzt sich unmittel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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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로를 야기한다.

뢰네는 정원을 지나갔다. 때는 여름이었다. 뱀의 가 푸른 하늘색을 날름거렸고, 
장미는 달콤하게 머리가 잘린 채 피어 있었다. 그는 땅의 열망을 느 다. 그의 발

바닥 앞까지. 그리고 폭력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 다. 그의 피를 뚫고 들어오

지는 않았다. 그는 거침없는 빛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했고, 숨 가쁜 하늘에 내맡

겨진 것을 느 다.40)

의 인용문에서 묘사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객 인 시선의 지배를 

받고 지각되는 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뢰네의 주 인 시선의 굴 을 

통해 으로 느껴지는 자연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지배하는, 지상
에서 가장 한 존재가 아니며, “그는 몇몇 새를 제외하고 가장 한 동

물이었다.”41) 
주체의 시선을 통해 상을 지배하고 그것을 특정한 의미연 에 집어넣음

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치는 인식론  기와 함께 근본

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뢰네 역시 개인 인 차원에서 이것을 정체성의 

기로 체험한다. 

내게도 이 에는 이 두 개 있었고, 그 은 시선과 함께 과거로 달렸었어. 그랬

지, 나는 존재했었지. 의심할 나  없이 함께 모인 채로. 나는 이제 어디로 온 거

지? 나는 어디 있는 거지?42)

am Bewußtsein bzw. Hirn fest. Insofern läßt er sich nicht mehr als sensuelle Operation 
beschreiben. Er gleicht eher einem Schock, [...]”

40) Gottfried Benn: Gehirne. In: ders.: Prosa und Szenen. 2. Bd. Hrsg. v. Dieter Wellers- 
hoff. Stuttgart 1978, S. 16f.: „Rönne aber ging durch die Gärten. Es war Sommer; Ot- 
ternzungen schaukelten das Himmelsblau, die Rosen blühten, süß geköpft. Er spürte den 
Drang der Erde: bis vor seine Sohlen, und das Schwellen der Gewalten: nicht mehr 
durch sein Blut. [...] häufig mußte er ruhen vor der Hemmungslosigkeit des Lichtes, 
und preisgegeben fühlte er sich einem atemlosen Himmel.“

41) Benn: Gehirne, S. 18: „Außer ein paar Vögeln war er das höchste Tier.“
42) Benn: a.a.O., S: 15f.: „Und ich hatte auch einmal zwei Augen, die liefen rückwärts mit 

ihren Blicken; jawohl, ich war vorhanden: fraglos und gesammelt. Wo bin ich h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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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있는 그 로 지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시간 인 연속선상에서 형

성하는 뢰네의 자아는 병원생활을 하면서 차 붕괴되고 혼란에 빠진다. 이러
한 의식의 기는 특히 뇌에 한 탐구에서 정에 달한다. 뢰네는 뇌를 손에 
쥐고 그것을 뜯어내려고 몇 차례나 시도한다. 간호사들은 그러한 모습을 목격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내지 못한다. 이러한 행 는 

손을 이용하여 복잡한 뇌의 구성과 의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그러
나 그는 끝내 뇌의 기능  작동원칙을 알아낼 수 없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낯선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그는 이 낯선 형성물(필자 주, 뇌)을 알고 있으며, 그의 손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무 졌다. 그것이 따르는 법칙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며, 그것의 운명은 우리가 그 를 지나가는 강물의 운명만큼이나 우리에

게 낯선 것이었다. [...] 그것은 열두 개의 화학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물질들

은 그의 명령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며,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분리된다.43)

이와 같이 뇌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 인 지배를 따르는 추상 인 정신을 

나타내지 않으며, 물질 인 에서 찰되고 그것을 이루는 구성성분들로 

분해되는 물체로서 묘사된다. 즉, 뇌는 인간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이 알지 못하는 낯선 독자 인 법칙을 따른다.44) 작품 마지막에서 뢰
네가 뇌에 해 연구할 것을 선언할 때, 이것은 자연을 있는 그 로 수용하지 

않고 주 인 의식의 굴 을 통해 그것을 구성해내는 뇌의 작용과 기능에 

kommen? Wo bin ich?“
43) Benn: a.a.O., S. 17f.: „Er kenne diese fremden Gebilde, seine Hände hätten sie gehalt- 

en. Aber gleich verfiel er wieder: sie lebten in Gesetzen, die nicht von uns seien und 
ihr Schicksal sei uns so fremd wie das eines Flusses, auf dem wir fahren. [...] um 
zwölf chemische Einheiten handele es sich, die zusammengetreten wären nicht auf sein 
Geheiß, und die sich trennen würden, ohne ihn zu fragen.“

44) 프라이스는 뇌를 오성과 인식하는 의식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뇌를 합리적인 이성과 등

치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뢰네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뇌의 속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Vgl. Martin Preiß: „... Dass es diese Wirklichkeit nicht gäbe“. 
Gottfried Benns Rönne-Novellen als Autonomieprogramm. St. Ingbert 1999, 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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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가의 심을 반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론  기

와 함께 이제 인식론의 은 인식 상에서 인식주체, 특히 뇌에 맞춰진다.
윤리 인 에서도 통 인 휴머니즘의 상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뢰

네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병원직원들과 차갑게 거리를 두고 업무 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의사로서의 뢰네에게 환자는 증상을 지닌 질병의 소유

자일 뿐, 인격을 갖춘 개인으로 취 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좋은 의사로서 
환자를 돕고 치료해야 하는 윤리  책임감을 지니고 있고 사고를 당한 환자

의 부상이 삶의 운명과 어떤 계에 있는지 엿들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
한 의미추구는 병원의 운 과 상충되며 충돌한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불필
요한 서류  지 분한 일들을 피하기 해 가망이 없는 환자를 사실을 은폐

한 채 회복된 것처럼 집으로 돌려보내는 비윤리 인 일들이 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뢰네는 이러한 모순을 인식하며 사회 인 가치규범과 병원운 자로

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환자를 고통에서 구하고 치료하려는 휴머
니즘 인 이상  윤리 인 책임감이 사라진 병원은 이제 사물화된 인간 계

와 선이 지배하는 장소로 변질된다. 병원은 인간 인 소통이 부재하고 휴머

니즘 인 도덕과 가치규범이 몰락한 상징 인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스스로 의사이기도 했던 벤은 의사로서의 체험과 지식을 자신의 쓰기에 

반 한다. 뇌의 주인공인 뢰네는 작가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지각양식
의 변화  이에 한 서술자의 묘사는 통 인 미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

학으로 이행한 벤의 쓰기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술자는 뇌를 아주 통 인 서술방식에 따라 시작한다. 뢰네가 새 직

장에 오기 에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짧게 서술한 후, 새
로운 직장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 묘사된다. 기차를 탄 뢰네는 자
신이 살아온 세월에 비해 남은 것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이제 모든 것이 그
게 흘러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러나 체험화법
이나 내 독백으로 드러난 그의 시선은 실에 한 그의 지각과정이 인과

인 연 성을 상실한 채 편 인 양상으로 개됨을 드러낸다. 이미 작품 
반에 기차에서 내다본 자연풍경의 묘사는 인상주의 회화와의 연 성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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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병렬 이고 연상 인 언어구조를 보여 다. “ 찰은 주 인 시각  인

상으로 환원되고, 윤곽은 해체되며, 색채  인상들이 지배한다. [...] 그것은 
병렬 인 순서로 된 짧은 문장들로, 리듬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개별 인 인

상들 간의 논리 인 연 은 생겨나지 않으며, 단지 연상 인 계만이 존재할 

뿐이다.”45)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지각은  불안정해지고 연 성을 상실

한 편 인 모습을 드러내다가 작품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해체과정의 정

에 도달한다.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나는 늘 새처럼 곡을 날아 올라가고자 했다. 나
는 지  바깥에서 수정안에 갇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내게 길을 열어주시오. 
나는 다시 날아오른다-나는 아주 피곤했다-이 걸음걸이가 날개를 달아 걸어간다-
내 푸른 아네모네 칼을 가지고-정오에 불빛 속으로 추락하는-남쪽의 폐허 속에-흩
어지는 구름-별들의 흩어짐- 자놀이의 이탈.46)

병원으로 돌아온 과장의 말과  상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뢰네는 

정신분열 증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의 정신분열 증세는 보통사
람에게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경험과 환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 으로나 양 으로 환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 경계

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병 인 이스와 마주치게 된다. 즉 인간이 실에
서 좌 한 후 환상으로 도망치는 것이다.”47) 정신분열증에 한 이러한 정의

45) Preiß: „... Dass es diese Wirklichkeit nicht gäbe“, S. 86: „Die Beobachtungen werden 
auf subjektive optische Eindrücke reduziert, Konturen lösen sich auf, es dominieren 
Farbeindrücke [...] Es sind kurze Sätze in parataktischer Reihe, rhythmisch gegliedert. 
Eine logische Verknüpfung der einzelnen Eindrücke erfolgt nicht, es existieren nur 
assoziative Beziehungen.“

46) Benn: Gehirne, S. 19: „Was ist es denn mit den Gehirnen? Ich wollte immer aufliegen 
wie ein Vogel aus der Schlucht; nun lebe ich außen im Kristall. Aber nun geben Sie 
mir bitte den Weg frei, ich schwinge wieder-ich war so müde-auf Flügeln geht dieser 
Gang-mit meinem blauen Anemonenschwert-in Mittagssturz des Lichts-in Trümmern des 
Südens-zerfallendem Gewölk-Zerstäubungen der Stirne-Entschweifungen der Schläfe.“

47) Renata Purekevich: Dr. med. Gottfried Benn. Aus anderer Sicht. Frankfurt a.M. 1976, S. 
51: „Ein gewisser Grad von Schizophrenie ist auch beim normalen Menschen vorh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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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마치 뢰네가 작품 마지막에서 실에 더 이상 응하지 못하고 환
각 증세에 빠져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다. 그러나 이러
한 해석은 통 인 가치규범과 인식체계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에서 비

롯된 해석이다. 이에 반해 을 달리 해서 보면, 마지막 장면은 일종의 해
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48) 뢰네는 감옥 같은 수정의 세계를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자 한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의 일반 인 이미지뿐만 아

니라, 한 인간이 “몇몇 새를 제외하고 가장 한 동물”이라는 작품의 구
과 련해서도 여기서 새가 정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길을 열어주시오”라는 말 역시 날아가는 새가 자유로운 세계로의 해방
과 연결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 뒤에 나오는 “푸른 아네모네 칼”은 시
에 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 로디테가 사랑한 미소년 아도니스가 

죽고 나서 꽃으로 환생한 아네모네는 미의 세계를 상징하고, 이 꽃의 색깔인 
푸른색은 노발리스의 ‘푸른 꽃’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문학을 상징하는 이러
한 꽃의 비유가 투를 상징하는 칼과 연결될 때, 이러한 결합은 시학이 통
인 시민세계의 질서와 합리성의 인식구조를 무 뜨릴 무기로서 기능할 것

임을 암시한다.49) 실제로 이러한 통 인 질서의 해체는 “추락”, “폐허”, 
“흩어지는”, “이탈”과 같은 단어를 통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는 완
한 카오스를 의미하는 부정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미학과 인식체계로 나

아가는 해방의 제조건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네모네 칼의 비유를 통해 뚜렷
이 드러난다. 더 나아가 “ 자놀이의 이탈”은 인간이 악할 수 없는 ‘뇌’의 

da Empirie und Phantasie Komponenten des menschlichen Daseins sind. Wird jedoch 
eine qualitative und quantitative Grenze zugunsten der Phantasie überschritten, stehen 
wir einem pathologischen Fall gegenüber: der Mensch versagt in der Wirklichkeit und 
flüchtet in die Phantasie.“

48) 프라이스도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뢰네도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주변세계와 거리를 둔 관찰자에게는 몰락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

것을 해방으로 느낀다. Auch Rönne erlebt eine Veränderung, die für seine Umgebung 
und für den distanzierten Betrachter einen Zusammenbruch darstellt, die er selbst jedoch 
als Befreiung empfindet.” Preiß: „... Dass es diese Wirklichkeit nicht gäbe“, S. 135.

49) 아네모네 칼의 비유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프라이스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Vgl. Preiß: 
a.a.O., S.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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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작동방식을 의미하며, 합리 인 사고에서 이탈하는 정신의 새로운 활

동을 암시한다. 
작품 반에 주인공 뢰네는 2년 간의 해부학 일로 무력감에 빠진 상태로 

등장한다. 그는 산 에 치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야할 뿐만 아니라 스
스로의 치유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는 병원생활과 함께  정체성과 의

식의 혼란을 경험하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 합리 인 

세계와 인식구조에서 벗어나는 해방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뇌에 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기존

의 질서체계에서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상인이 비정상인으로 간주되
고 역으로 비정상인이 정상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벤은 뇌에서 
근 의학의 실증주의  시선을 문학의 이탈 인 시선으로 체하며, 종교
 구원이 무 진 사회에서 술의 새로운 구원 가능성을 모색한다.50)

결론

의사의 해부학  시선은 근 의 시선을 변하는 것으로 문학작품에서 형

상화되곤 한다. 이것은 특히 작가가 자신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직 으로 드

러내지 않고 자신이 서술하는 상에 거리를 두고 물러나서 비개성 인 해부

학  시선으로 바라보는 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에서 잘 나타난다. 
로베르는 외과의사의 날카로운 해부학  시선으로 혼을 상실한 계산 인 

부르주아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그것에 메스를 갖다 지만, 이러한 그의 
외과의사  시선이 인간의 정신과 내면세계에 무 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에서 그의 해부학  시선은 근 의학의 해부학  시선과 차이가 있다. 로

50) 독토르와 슈피에스도 벤의 작품에 나타난 예술의 구원적 성격을 언급한다. Vgl. Thomas 
Doktor und Carla Spies: Gottfried Benn-Rainald Goetz. Medium Literatur zwischen 
Pathologie und Poetologie. Opladen 1997, S.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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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는 엠마를 멸시킨 사회의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세계까

지 함께 조명함으로써 엠마의 몰락에 한 깊은 이해를 달하는 동시에 그

녀의 낭만  공상에 내포된 험도 경고한다. 이처럼 로베르는 근 의학의 

해부학  시선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수용해 낭만  상상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혼을 상실한 냉혹한 근  자본주의의 실을 비 한다. 
경험 인 찰을 토 로 귀납  추론을 해내는 해부학  시선이 근  임상

의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9세기 반에 클로드 베르나르는 자신의 실험의
학에서 실험에 의해 이러한 해부학  시선을 통해 얻은 추론에 과학  객

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는 지 까지 생명체가 아닌 상에만 용되었던 실

험을 생명체를 다루는 의학과 생리학의 역에까지 도입한다. 베르나르는 정
상과 비정상(질병)의 이분법으로 생명체를 바라보는 근 임상의학의 에서 

벗어나 질병을 정상  상태가 단순히 양 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는 루세이

의 원칙을 따른다.51) 독일의 매체학자 키틀러가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러
한 실증주의를 “의사와 기술자의 문화”52)로 정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키틀러의 생각은 사실성과 객 성에 심을 지닌 실증주의가 

의미와 이념의 헤게모니 하에서 배제되었던 무의미와 소음을 방출한다는 것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한 논거는 사실의 수집은 본질 인 것과 비본질

인 것, 선과 악, 건강과 질병을 그 자체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3) 
실증주의가 19세기 반 이상주의 철학의 심을 이루는 자아를 배제하고 
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실험을 통해 과학  객 성을 추구

할 때, 여기에는 더 이상 가치평가가 개입하지 않으며 근본 으로 모든 자료

51) 이종찬: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206쪽.
52) Friedrich Kittler: Aufschreibesysteme 1800ㆍ1900. München 2003, S. 396: „Kultur von 

Ingenieuren und Ärzten“
53) Daniela Kloock und Angela Spahr: Medientheorien. München 2007, S. 183f.: „Kittlers 

Gedanke beruht darauf, daß gerade der ausschließlich an Faktizität und Objektivität 
interessierte Positivismus den Unsinn und das Rauschen freisetzt, die unter der Hegemo- 
nie von Sinn und Idee ausgegrenzt blieben. Die Sammlung von Fakten, so das Argu- 
ment, unterscheidet nicht per se zwischen wesentlich und unwesentlich, gut und böse 
oder gesund und krank.“



정 항 균82

가 등가 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키틀러는 실증주의에 따른 기술과 과학이 
실을 고립된 과정으로 분해함으로써 총체성을 지향하는 형이상학의 세계상

을 흔든다며 그것에 포스트모더니즘 인 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
석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은데, 왜냐하면 실증주의는 실의 객 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때문에 세계를 발 시킬 수 있다는 진보에 한 

믿음을 여 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54) 자연주의 문학의 부인 에  졸

라는 자신의 실험소설에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작가
가 실을 정확히 찰하고 올바른 가설  상황을 설정하여 실을 객 으

로 바라보고 미래를 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졸라는 인간이 유
 요인과 사회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에 따르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내외 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

재이며 이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졸라가 주체 심 인 근  세계 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다른 한편 그는 과학이 실을 올바로 재 할 수 있고 사회  상황에 한 

객  진단을 통해 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 히 간직하며 근

의 합리성의 통에 서 있다. 
로베르나 졸라의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사의 시선은 일반 으로 문

학작품에서 근 의 합리 , 분석 인 사고를 변하는 모티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나 사회  상황을 외과의사의 해부학  시선으로 날카롭

게 통찰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로 드러

난다. 정상과 질병의 이분법을 고수한 근  임상의학의 념은 병을 고쳐야 

할 의사가 환자가 되고 정상인과 환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카 카의 ｢시골의

사｣와 같은 소설에서 근본 으로 흔들린다. 이것은 해부학을 통해 뇌의 
구조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뇌의 기능과 작동원리를 알아낼 수 없어 정신  

혼란에 빠진 한 의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벤의 소설 뇌에서 더욱 첨 하

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정상과 질병의 경계는 애매모호해지며, 인
간을 외과의사의 해부학  시선으로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

54) Vgl. Kloock u. Spahr: Medientheorien, S.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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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 진다. 
이로써 외과의사의 시 는 지나가고 정신과의사의 시 가 온다. 인간의 신

체를 해부하고 조각내어 살펴보는 국소  병리학 신 이제 인간을 체로 

살펴보고 내면세계를 치료함으로써 정신을 치료하려는 신경의학이  

문학의 심에 놓인다. 이미 카 카의 작품에서 치료가 정신  구원의 문제와 

연 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작품 속 외과의사가 이러한 구원으로서의 치

료를 할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면, 이와 달리 벤의 작품에서는 정신분열에 시달
리는 의사가 자신의 상황을 실에 한 새로운 지각과 인식을 한 것으로 

환시키며 새로운 미학에 의한 실존  구원을 추구한다. 졸라가 의사를 작가
의 모델로 삼았듯이, 그 이후의 작가들도 끊임없이 육체  질병의 치료 

신 정신  치료의 임무를 떠맡은 작가를 의학 인 담론의 맥락에 치시켜 

살펴본다. 문학작품에 의사가 빈번히 등장하는 이유는 작가가 의사와 마찬가
지로 치료의 과제를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는 그러한 생각을 비 하기 

해서이다. 물론 그것은 더 이상 신체의 치료가 아닌 사회  모순의 개선과 

개인의 실존  구원으로서의 치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이 게 

인간과 사회를 치유할 임무를 떠맡은 인간을 상징하는 의사 자신이 스스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역설 인 상황에 빠지곤 한다. 치료주체로서의 의사와 치
료 상으로서 환자의 이분법  립은 더 이상 고수될 수 없으며, 건강과 질
병,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인 인 규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폭로된다. 
이와 함께 인간을 체로 살펴보고 그의 내면세계를 완 히 치유하려는 정신

과의사의 구상 역시 정신착란 인 것으로 드러난다. 정신과의사의 이러한 과
망상은 사회와 인간의 본질을 해부학  시선으로 꿰뚫어보고 타인을 치료

하여 정상화시키겠다는 근 의 계몽주의  이상의 변종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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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ärztliche Blick in der Literatur

Jeong, Hang-Kyun (SNU)

Der anatomische Blick, der auch den neuzeitlichen Blick verkörpert, wird 
in vielen literarischen Werken auf verschiedene Weise thematisiert. Einerseits 
wird die Welt darin aus der anatomischer Sicht betrachtet und interpretiert, 
was zur Verteidigung der Idee der Neuzeit dient. Andererseits weist man da- 
rin auch auf die Unvollkommenheit und die Unterdrückung dieser Sicht hin 
und hebt damit die Erkenniskrise der Neuzeit hervor. Der Chirurg, der die 
partielle Wunde beobachtet, analysiert und zu heilen versucht, stößt immer 
mehr an seine Grenze, so dass der Psychiater, der die Menschen als Ganzes 
betrachtet, die Aufgabe der Heilung und Rettung übernimmt. Jedoch scheitert 
er auch daran, dass die Grenze zwischen Ärzten und Patienten durchlässig 
wird und die beiden Rollen ausgetauscht werden können. In diesem Zusam- 
menhang wird der ärztliche Blick eher als Mittel zur Parodie des neuzeit- 
lichen Blicks verwendet.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be ich anhand der 
Werke von Flaubert, Kafka und Benn das Verhältnis von literarischen und 
medizinischen Diskursen thematisiert, wodurch nicht nur die unterschiedlichen 
Meinungen zum neuzeitlichen Blick zum Vorschein treten, sondern auch der 
Bedeutungswandel des ärztlichen Blicks sichtbar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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