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과 회상
－ 1920년대 에리히 아우어바흐와 발터 벤야민의 문학적 친화력 연구 －
김 영 룡 (한양대 )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1892-1940)과 에리히 아우어바흐 Erich Auer-

bach(1892-1957)의 삶은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우선 두 사람은 같은 해인
1892년 태어났으며 베를린이 고향이고 또한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두 사람에게 고향을 등지게 했으며, 망명을 떠난 두 사
람 모두 더 이상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만리타향에서 눈을 감아야 했다. 더
군다나 둘 중 한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적 유사점 말고도 아우어바흐와 벤야민 두 사람은 밀접한 문학적
친화력을 지닌다 할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 유년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여
겨지며, 더욱이 1915년에는 어떤 잡지(Die Argonauten)의 같은 제호에 각기
기고를 하고 있다.1) 베를린의 유서 깊은 유대인 집안 출신의 두 사람에게 세
기말의 베를린은 단지 출생지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유대전통이라는 자양
분에서 싹을 틔우고 세기말의 ‘모던한’ 대도시 베를린에서 만개한 아우어바흐
와 벤야민의 문화적 잠재력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세계문화사에 길이
남을 진한 문향을 남긴다.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의 초기 저작 활동이 시작되는 1920년대의 문화적 기
억논의에 대한 에리히 아우어바흐와 발터 벤야민의 견해를 중심으로 두 사람
의 친화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우어바흐는 단테와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를 번역해 실었고, 벤야민은 두 편의 에세이
｢Schicksal und Charakter｣, ｢Der Idiot｣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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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 이 불꽃의 고장을 살아 지나시는 점잖은 말씨의
토스카나 사람이여’ 2)
-아우어바흐와 단테

아우어바흐의 일생은 그가 가장 흠모했던 단테 Dante Alighieri(1265-1321)
의 삶을 많이 닮았다. 단테의 신곡 Divina Commedia에는 고향에서 영원히 추
방당한자의 슬픔이 어려 있다. 베를린 태생의 아우어바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 그라이프스발트에서 법학과 로만어문학 Romanistik을 전공하여

1921년 박사학위를, 이후 1929년에는 마르부르크에서 단테에 대한 저술3)로
교수자격을 취득한다. 주지하다시피 청년 아우어바흐의 마음을 처음 사로잡았
던 것은 비코 Giambattista Vico(1668-1744)의 역사철학이었으나,4) 1921년 단
테의 사망 600주년을 계기로 노이에 룬트샤우 Neue Rundschau에 기고한
두 쪽짜리 에세이5)를 필두로 아우어바흐에게 있어 단테는 비코와 더불어 평
생에 걸쳐 연구의 중심주제가 되었다.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마르부르크에서
의 교수직은 1933년에 짧게 그 끝을 맺고, 당시의 다른 유대인 지식인들과 마
찬가지로 실존을 옥조이는 위협을 피해 국외 망명을 시도한다. 아우어바흐는
정처 없이 1935년 이스탄불로 떠나야 했다. 자신의 평생 주제가 되었던 단테
의 신곡 역시 단테의 덧없는 망명기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우어바흐는 주
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단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시기에 나온 노작이 바로 미메시스6)이다. 아우어바흐는 제2차 대전
이 끝나고는 다시금 미국으로 이주하여 펜실베니아 대학을 거쳐 뉴해븐의 예
2) 단테의 신곡 지옥편 10번째 노래이며, 단테가 피구라 Figura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용
하는 문구이다.
3) Erich Auerbach: Dante als Dichter der irdischen Welt. Berlin/Leipzig 1929.
4) Claus Uhlig: Auerbach’s Hidden Theory of History. in: Lerer, Seth (Hg.): Literary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Philology. Stanford 1996, S. 36-49, insbes. S. 36.
5) Erich Auerbach: Zur Dante Feier, in: Neue Rundschau 23 (1921), S. 1005-6.
6) Erich Auerbach: Mimesis. Dargestellte Wirklichkeit in der abendländischen Literatur 9.
Auflage. Francke, Bern 1994 (Erstausgabe 1946; erweiterte Aufl. sei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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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학에 정착한다. 1957년 사망하기까지 ‘마르부르크에서 온 유대인 로만어
문학자’는 학문연구를 정진하여 프레드릭 제임슨 Fredric Jameson(1934-)을
위시한 훌륭한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아우어바흐의 수많은 흠모자 중의 한 명
이었던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W. Said(1935- 2003)가, 발간 50주년을 기념
하여 재간행된 미국판 미메시스의 앞머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우어바
흐는 ‘유럽의 대안적인 역사 an alternative history for Europe’를 재현하고,
모더니즘의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함몰되어진 진리에 대한 인식과 삶의 의미
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였다.7) 마치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고향에
되돌아갈 수 없는 한 개인의 내면세계로의 여행기’를 완성한 것이라면, 아우
어바흐가 단테의 연구에서 얻고자 했던 바는 바로 단테가 이룬 이러한 ‘세속
적인 자아’8)의 완성이 결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며, 도리어 신곡이 그린
초자연적인 특수성의 이미지 속에서 회개와 은혜로움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이, 서구의 문학사에서 보자면, 이제 단테를 통해서 이제까지
의 신성한 근원으로의 회귀에서가 아닌 세속적인 세계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대적 자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9)
오디세우스의 역경에 찬 귀환의 과정이 전통적인 서사문학을 대표한다면,
단테의 문학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문학을 대표한다 할 것이다.10)
이탈리아의 국민시인이자 서유럽문학의 거장으로 추앙 받는 단테의 문학적 삶
이 그리 평탄해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일찍이 교황파와 황제파간의 정쟁에
휘말려 지지 세력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고향 피렌체를 등진 채 다시는
못 돌아올 정처 없는 망명을 떠나야 했다. 각기 33편의 노래로 이뤄진 지옥,
7) Edward W. Said: “Introduction”, in: Erich Auerbach : Mimesis. The Represa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Fiftieth-Anniversary Edition, Princeton-Oxford 2003,
ix-xxxii, hier xxi.
8) Vgl. Zur Dante Feier, S. 1006.
9) Erich Auerbach: Dante als Dichter der irdischen Welt, Berlin/N.Y. 2001(original.
Berlin/Leipzig 1929), S. 108.
10) 지옥편에는 귀향한 오디세우스가 무료함에 좀이 쑤셔 이번에는 머나먼 대서양으로의 여
행을 떠나 산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단번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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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옥, 천국편에 도입부 1편이 합하여져 총 100편의 노래로 이뤄진 신곡은
인간사와 그 운명을 스콜라철학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시
인의 박학다식함, 당대 사회문제의 예리하고 포괄적인 분석, 언어와 시상의 창
의성 등은 놀라울 정도이다.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 방언을 시어로 선택함
으로써 이탈리아 국민문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또한 다양
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평가,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의적 표현
등을 통해 신곡은 중세 알레고리 문학의 최고봉으로 인식된다. 시인이 지옥,
연옥, 천국을 35세가 되던 1300년 부활절 기간 동안에 여행한다는 줄거리로
엮어진 신곡의 도입부에는 지옥과 연옥을 인도하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단테의 첫 만남이 노래되고 있다. 왜 하필 베르길리우스
인가. 베르길리우스는 트로이에서 쫓겨난, 안키세스의 정의감 강한 아들 아에
네이아스를 노래한 시인이고, 단테 문학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이성적 존재
인 인간의 모범으로 등장한 베르길리우스는 지옥과 연옥의 여행을 마치고는
천국문 앞에서 단테의 어릴적 첫사랑인 베아트리체에게 단테를 인계한다. 어
린나이에 병사한 베아트리체를 그리는 신생 Vita Nouva을 집필한바 있는
단테에게 베아트리체의 존재는 신의 계시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 베아트리체
의 인도를 통해 단테는 천국의 각 단계를 두루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
를 인식하고 신의 실재를 인지하기에 이른다. 지옥, 연옥, 천국을 순례하는 과
정에서 단테는 수많은 신화적ㆍ역사적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각기 자신들의
이승에서의 운명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칫 종교적 저작으로만 머물 신곡에 인
간적인 내음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한편 신곡은 순수한 서사시에서 소설로
나아가는 역사철학적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단테에게는 서사시가 지니는
완결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테가 그린 세계의 총체성은 명백하게 드러나
는 개념체계의 총체성이며 전 우주를 피라미드처럼 위계질서가 뚜렷한 체계로
파악하는 중세적 세계관의 반영이다. 오디세우스의 역경에 찬 귀환의 과정이
전통적인 서사문학을 대표한다면, 단테의 문학은 고향에 되돌아갈 수 없는 한
개인의 자아를 찾아나서는 내적인 여행기인 셈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아우어
바흐의 단테 연구는 기존의 종교인 단테의 모습이 아니라 ‘속세의 시인’ 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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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려내고 있다(｢Dante als Dichter der irdischen Welt｣). 지옥을 거닐면서도
여전히 현세의 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단테와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
스의 부활절 아침의 여행기는 결국 단절과 망명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아우
어바흐와 벤야민의 삶을 이미 앞서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다.

Ⅱ. ‘램프의 밝은 불빛아래에서는 세상은 얼마나 넓은가?
하지만 회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얼마나 좁은가?’
-아우어바흐와 벤야민, 그리고 프루스트

주지하다시피 동갑내기이고, 출생지와 가정환경을 비롯한 유사한 성장환경
에서 자라난 아우어바흐와 벤야민이 자연스레 유년기 이래로 친분이 있었으
리라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사람은 1915년 같은 제호의 잡
지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친밀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안은 무엇
보다도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벤야민이 여러 서한들에서 아우어바흐를 언
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벤야민은 자신의 서지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베를린
의 프로이센 국립도서관의 사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11) 아우
어바흐는 마르부르크 대학에 부임하기 전 1923년에서 1929년까지 베를린 국
립도서관에 사서로 일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벤야민은 여러 논문에서
아우어바흐의 교수자격논문을 매우 열성적으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아
우어바흐와 벤야민은 인용문들의 분절적인 나열과 수집에 기반한 글쓰기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우어바흐의 저작 미메시스에서는
호머에서 버지니아 울프에 이르는 서구 문학 전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11) 일례로 1924년 3월 5일 숄렘에게 쓴 편지에서 1917년에서 1923년 사이의 최근 불어권
자료의 서지를 구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아우어바흐의 도움이라고 이
야기된다. Vgl. Laure Bernardi: Zur franzözischen Literatur und Kultur, in: Burkhardt
Lindner (Hsg.): Benjamin Handbuch, Stuttgart 2006, S. 332-343, hier S.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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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수많은 작품 인용을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우어바흐 자신은 저작
에 인용한 작품의 절편들의 선택이 극히 우연적이며 자의적(恣意的)이라고 후
기에 적고 있다.12) ‘문예학자’ 아우어바흐는 고전 명작의 주요 대목을 찾아
읽어 내고, 이 대목들을 서로 엮어서 주해를 더하고 해석하면서 주저인 미메
시스를 완성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만일 벤야민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아마도 완성시켰을 벤야민 최후의 저작이자 미완으로 남은

파사쥬의 작업 방식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벤야민이 수천여개의
인용문들과 분절적인 텍스트들을 모아 현실의 광폭함에 반하는 알레고리 정
신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아우어바흐는 그의 서양문학사 연구에서 피구라

Figura13)라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해석학전통에 맞선 것이리라. 두 사람은
뿐만 아니라 공히 프랑스 문학에 조예가 깊고 특히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1871-1922)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특히 아우어바흐는 1925년 프
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1913∼

1928)에 대한 에세이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의 소설 Marcel Proust.
Der Roman von der verlorenen Zeit｣14)을 쓴바 있고, 반면에 벤야민은 1929
년 ｢프루스트의 이미지 Zum Bilde Prousts｣15) 를 기고하고 있다. 이시기에 두
사람 모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 표명을
넘어서 무의지적 기억 (비자발적 기억 ) mémoire involontaire에 대한 논의를
주요한 문학적 명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1929년 벤야민의 ｢프루스트의 이미지｣가 저널 문학세계 Die Literarische
Welt에 발표되자 독자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한다. 주지하다시피 벤야
민의 에세이들에는 일견 주제와 무관한 우화와 이야기 거리들이 가득 차 있
었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의 나열이 빈번하게 출몰하기 때
12) Mimesis: S. 517.
13) 피구라 Figura에 대한 논의의 그 문학사적 함의는 졸고 ｢피구라와 알레고리｣를 참조.
14) Erich Auerbach: Marcel Proust. Der Roman von der verlorenen Zeit, in: Die neueren
Sprachen 35, Marburg 1927, wieder in ders.: Gesammelte Aufsätze zur Romanischen
Philologie, Bern-München 1967, S. 296-300. 이 논문은 1925년 작성되었으니 1927년 발
표되었다.
15) Walter Benjamin: Zum Bilde Prousts (1929), in: ders.: G.W II-1 S. 3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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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프루스트의 이미지｣ 역시 벤야민의 글쓰기 방식에서 보자면 예외는
아니었다. 벤야민이 이 에세이에서 추구하고 보여주고자 한 것은 종합적인 구
성이 불가해 보이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만큼이나 불가해
한 에세이를 통해서, 프루스트의 소설에 잠재하는 ‘신비주의자의 침잠과 산문
작가의 기량 및 풍자가의 열광, 그리고 학자의 폭넓은 지식과 편집광의 일방
적인 자의식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자전적 작품’의 이미지를 찾아 보여주
는 것이었다. 허구와 자전적 사실의 모호한 교차가 낳은 의미의 미로를 찾아
가는 과정이 현대의 화자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본 벤야민은 그래서 이 논문
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다. 즉, “프루스트의 이미지는
시와 삶 사이의 걷잡을 수 없이 커가고 있는 간극이 획득할 수 있었던 최다
의 인상학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끄집어 내고
싶었던 점은 무엇보다도 프루스트의 작품이 ‘실제로 일어났던 삶이 아니라
삶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삶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삶을 기술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삶과 작품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적

극적인 회상 Eingedenken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 여기에서 기억하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가 체험한 내용
이 아니라 그러한 체험의 기억을 짜는 일, 다시 말해 적극적인 회상 Eingedenken
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기억을 짜는 것이 아니
라 망각을 짜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루스트가 무의지적 기억

mémoire involontaire이라고 부르는 비자발적인 회상은 흔히 기억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망각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기억이 씨줄이고 망각이
날줄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무의지적 회상이라는 작업은 회상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상하는 일의 반대가 아닐까?16)

아마도 전통적인 이야기꾼들은 의도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는 의지적
기억(자발적 기억) mémoire volontaire에 기반 하고 있는 것이리라(이야기꾼

(1936)).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그러한 의식적 기억은 더 이상 문학적 창작의
16) Zum Bilde Prousts: S.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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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지 못한다. 가령 현대의 대도시에서 마주치는 충격들과 복합적 자극
들은 무의식의 영역을 향한다.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과 이해되지 못하고 ‘경
험’되어 ‘기억’되는 일상은 무의식에 자국을 남겨, 이제 망각된 것과, 아직 망
각되지는 않았지만 감춰지고 잃어버린 것의 흔적을 새긴다. 의식에서는 지워
졌지만, 무의식이 보존하고 있는 무의지적 기억의 파편적이고 이질적인 자료
들은 현대사회의 혹독함과 의식적 회상의 소멸로부터 살아남은 개인의 과거
에 대한 중요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프루스트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감춰지고 덮여진 과거
의 체험들이 무의지적 기억의 순간을 통해서 서서히 다시 획득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회상의 과정 속에서 감각 지각들의 유사 연관, 즉
과자 맛, 접시에 수저를 부딪치며 놓는 행위, 구두끈을 묶을 적의 자세 등과
같은 미묘한 감각현상들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전 사건들의 기억이 되살아
남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루스트는 소설의 주인공들이 회상에 도달하
는 과정을 일정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셈이다.
프루스트에 앞서 망각이 기억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사람
은 프로이트 Siegmund Freud(1856-1939)이다. 프로이트는 망각이 억압일 수
있으며, 극복되지 못한 채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억의 한 형태일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기억, 반복 그리고 극복 Erinnern, Wiederholen

und Durcharbeiten(1914)에서 과거의 망각된 심적 부담은 적극적인 의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에 대한 분석에서 프로이트의 ‘구성적’ 기억(정신분석학에서의
구성 Konstruktionen in der Analyse(1937))에 대한 논의를 적용하고 있는 셈
이다. 그래서 벤야민은 후에 “의식적으로 뚜렷이 체험되지 않은 것, 즉 주체
에게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쇼크로 다가온 것”만이 무의지적 기억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찾아진 시간’은 예전에 실제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생산적인 적극적 회상 Eingedenken을
통해서 비로소 체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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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913년부터 그의 사후인 1927년
사이에 크게 7부분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대작에 대한 벤야민의 관심은 무엇
보다도 그자신이 이 대작의 일부분을 직접 번역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벤
야민은 1925년 11월 4번째 부분을 번역했고 그 이듬해 파리에 머물면서 2번
째와 3번째 부분을 공역한바 있다. 이제껏 벤야민이 번역한 4번째 부분의 원
고는 유실되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두 편은 1927년과 1930년 출간된
바 있다. 따라서 벤야민의 에세이 ｢프루스트의 이미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번역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설파하였던 자신의 프루스트
이해를 기술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 프루스트를 처음 독일에 소개했던 쿠르티
우스 Ernst Robert Curtius(1886-1956)17)에게는 터부시되었던 동성애와 유태
주의와 같이 시민사회의 무자비한 즉물화의 과정에 은폐되어 있는 것들에 대
한 관심을 벤야민은 다시금 들춰서 보여주고 있다. 아우어바흐 역시 프루스트
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5년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
을 찾아서에 대한 연구논문인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의 소설｣을
작성한다. 겨우 5페이지에 불과한 이 논문은 그럼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서에 대한 독일어권에서는 초창기에 출간된 의미 있는 연구물이라 할 수 있
다. 아우어바흐는 벤야민과 마찬가지로 프루스트의 작품이 지닌 텍스트의 촘
촘한 짜임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으며, 실상 작품의 줄거리와 이야기 내용이
되는 사건들의 스토리 전개는 오히려 지엽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 아우어바흐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읽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1900년경 파
리의 부르주아사회와 모더니티, 그리고 동시대 문제적 개인의 참모습이었다.
모더니티의 문학적 발로를 병렬적 텍스트와 기억이 내재화된 텍스트 자체의
모더니티에서 찾고자 했던 아우어바흐에게 프루스트의 문학세계는 중세를 넘
어 근대로 향한 단테의 문학세계에 견줄 만 하였다.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이라
는 서구역사상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자 했던
단테의 문학과 모더니티를 제시하는 프루스트의 문학은 새로운 시대를 보여
17) Ernst Robert Curtius: Marcel Proust, in: ders.: Französischer Geist im Neuen Europa.
Stuttgart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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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에 위대한 단테 연
구가로 성장한 아우어바흐는 ‘프루스트 에세이’에서 프루스트와 단테의 세계
를 비교하고 있다. 신곡에서 단테와 베르질리우스는 비록 지옥을 여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현실에 비판적인 현세
적인 세계관으로 충만되어 있다. 반면에 프루스트의 화자는 현실을 객관적으
로 주시하기보다는 극도의 주관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아우어
바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치 잘 차려진 병실에 갇힌 정신병자가 섬세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방안의 모
든 것들과 자신의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 같다. 오직 중요한 사건이란 이렇
게 묘사되어진 것뿐이며, 이 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바로 이렇듯 진지하게 서술
되어진 것뿐이다.18)

이는 프루스트의 ‘유아론(唯我論)’적인 글쓰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는 셈이다. 프루스트의 글쓰기에서는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진실들을 찾아나
서는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시선에는 전혀 무의미해 보이는
우연적 사건들이 글쓰기의 발단이 된다. 어느 겨울저녁, 그리 달갑지 않은 우
울한 겨울밤, 홍차에 잠깐 담갔다 꺼낸 쁘티 마들렌의 맛이 화자에게 우울함
을 날려버리고, 화자는 이 행복감의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 행
복감의 본질과 근원을 찾아 나선 결과 알아차리게 된 것은 이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음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어릴 적 화자가 여름철이면
가족과 함께 방문하던, 아주머니가 살던 꽁브레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아주머
니가 주일날 방문하면 주시던 차에 살짝 담근 쁘띠 마들렌의 맛이었다. 되찾
은 이 기억에서 시작하여 어둠속에 묻혀있던 그의 유년기가 밝은 빛 가운데
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는 어떤 경험적 현재보다도 더 진실되고 실
감나고 이야기할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프
루스트의 화자는 일관되게 ‘나’이다. 이 ‘나’는 일인칭적 주관주의의 모습과는
18) Auerbach: Marcel Proust, S.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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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 다르다. 프루스트는 객관성을 목표로 하며,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
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의 의식을
길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다.19) 이 의식은 과거의 현실을 모두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의식이다. 이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식과는 다르며 복잡한 심리적,
감정적 개입에서 해방된 새로운 상태에서 의식은 중층적인 과거의 경험과 그
의미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프루스트는 외부적 시간과 내
면의 시간 사이의 간극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간극 때문
에 소설의 화자는 자기분열적인 작태를 하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파리
의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정신분열증 환자의 모습으로만 읽힐
수 없다. 왜냐하면 프루스트의 등장인물들이 지니는 문제점은 바로 그들이 살
아가는 당대의 시민사회가 지닌 문제점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벤야민
역시 이 점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프루스트의 등장인물의 문제는 포만한 부르주아사회에서 연원하는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비평은 저자가 의도했던 문제를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저자가 의도했던 문제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해서 표현한다면 프루스트가 의도했던 바는 상류사회의 전 구조를
수다의 생리학이라는 형태로 구성하려는 것이었다.20)

수다의 생리학 eine Physiologie des Geschwätzes은 상류사회의 편견과 도
덕적 기준의 모든 목록들을 희화화시켜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프루스트의 글쓰기가 자아내는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핵심과 그 실체를
이루는 것은 웃음이며, 이 희극적 글쓰기의 문체 속에서 세계의 모순을 지양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웃음 속에 세상사를 내팽개치고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의 점잖은 웃음 속에서 박살난 귀족계급의 모럴, 더불
어 다시금 이 새로운 웃음의 질서에 동화되는 부르주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 바로 프루스트의 소설이 지닌 사회적 주제이다. 역설적으로 프루스트의
19) Mimesis: S. 506 f.
20) Zum Bilde Prousts: S.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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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지닌 “지성은 지난 세기의 전통적인 부르주아사회가 꽃피운 마지막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21)

[그림 1] 프루스트의 교정지

주지하다시피 아우어바흐는 숄렘 Gershom Gerhard Scholem(1897-1982)이
나 크라카우어 Siegfried Kracauer(1889-1966), 블로흐 Ernst Bloch(1885-1977)
와 같은 벤야민의 절친한 토론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1920년대 두 사람이 가진 프루스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떤 이
들 보다도 상호 친화력을 지닌다. 아우어바흐의 논문은 분석적이며 적확할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부분 벤야민의 견해와 유사하지만
일견 다른 의견도 보인다. 벤야민과 아우어바흐와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프루
스트의 문학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에 있다 할 것이다. 가령 아우어바흐
의 논문 ｢마르셀 프루스트｣에서는 작가와 화자의 철저한 구분에 기반한 분석
을 시도하고 있다면, 벤야민의 논문 ｢프루스트의 이미지｣에서는 무엇보다도
프루스트의 작품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세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치 자신의

베를린의 유년시절22)의 여러 에세이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 메타
21) Auerbach: Marcel Proust, S.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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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와 이미지들이 서로 엮이면서 중첩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이미지의 세계
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우어바흐의 마지막 대작인

미메시스에서는 무의지적/비자발적 기억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어 혹
자들은 이로써 벤야민과 아우어바흐의 프루스트를 둘러싼 인연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과 아우어바흐는 동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기에, 프루스트에 관한 각기 두 사람의 에세이는 프루스트가 그토록 찾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구하고 있다. 벤야민은 다음
과 같이 ｢프루스트의 이미지｣에서 이야기한다. “로마인들이 텍스트라는 단어
를 직물처럼 짜여진 어떤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두고 보면 마르셀 프루스
트의 텍스트만큼 촘촘히 짜여진 텍스트는 없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의 성에 찰 만큼 촘촘하고 지속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았다. 그
의 저작의 발행자인 갈리마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교정을 보는 프루스트의
습관은 문선공을 거의 절망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교정지는 언제나 여백 가
득히 씌어져서 되돌아 왔다. 그러나 오식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온통 새로운 텍스트로 채워졌다. 이렇게 해서 기억의 법칙성
은 작품의 전체 범위 내에서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그 이유는 체험
된 어떤 사건은 유한한 데 비해 기억되는 사건은 그 사건의 전과 후에 일어
난 모든 일들을 풀어주는 열쇠 구실을 함으로써 무한하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모든 사건을 해명해주는 만능열쇠와도 같은 기억은 적극적인 회상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아우어바흐 역시 자신의 에세이에서 프루스트의 소설은
기억의 연대기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플롯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기억
속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아우어바흐는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하고 있다. “서사적인 동일성 속에서 내면적 삶의 연대기가 흐르고 있을 뿐
이며, 이는 단지 기억과 자아관조 속에서만 이뤄질 뿐이다.”23) 프루스트의 작
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적인 동일성은 무엇일까? 아우어바흐는 자신의 저
작 미메미스의 후기에서 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일
22) Walter Benjamin: Berliner Kindheit um Neuzehnhundert, Frankfurt/M. 1987.
23) Auerbach: Marcel Proust, S.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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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삶이 허락되지 않는 망명기에 변변한 참고서적을 구할 수 없어 많은
부분 자신의 ‘기억’에 기대어 쓴 노작을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단테의 피구라

Figura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작업이 살아남아서 독자들에게 당
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맺고 있다. 독자들의 기억 속에 아우어바흐의 업
적은 길이 기억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프루스트에 대한 그의 기억 역시 중
층적으로 남아 있다. 프루스트의 경우 현재적 삶을 ‘기억이라는 마술의 숲’으
로 바꾸어 주는 것은 비가적 행복의 이념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사성의 상태’
와 ‘교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프루스트의 충실한 애독자였던 아우어바흐가
읽어낸 프루스트의 문학적 내용을 공유하고 있던 벤야민은 자신이 읽은 프루
스트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자, 다른 이의 기억 속에 남은 프루스트의 이미지
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즉 그는 프루스트라는 인간 속에
서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편집광적인 행복에 대한 동경을 보았던 것이다.”

Ⅲ. 보론 : ‘미래 속에서 매초 매초가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었던 작은 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에 대한 문화사적 논의와 그 보론

주지하다시피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읽어낸 무의지적

기억 ( 비자발적 기억 ) mémoire involontaire에 대한 논의는 주요한 문학적 명
제로 발전되었다. 기억과 회상이라는 명제는 벤야민과 아우어바흐의 동시대인
인 1920년대 모리스 알브바슈 Maurice Halbwachs(1887-1945)와 아비 바르부
르크 Aby Warburg(1866-1929) 등에 의해서 전개된 집단적 기억/사회적 기억
논의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우리시대에 있어 기억에 대한 관심은 문학의 영
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작금의 새로운 문화학적 패러다임은 기억
과 회상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독일어권에서의 이러한 논의의 중심
에는 무엇보다도 역사학자 논쟁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놓여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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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히틀러의 집권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원인규명과 자기반성은 여전히
독일 역사연구의 중심과제이다. 이에 대한 적합한 본보기로는 가령 괴츠 알리

Götz Aly(1947-)의 히틀러의 국민국가 Hitlers Volksstaat(2005)를 들 수 있
겠다. 이 책의 저자는 홀로코스트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이색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
은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일반 국민들 역시 히틀러와 나치의 폭
압적인 독재와 전쟁동원의 희생양이었다는 통념을 깨고 알리는 히틀러 정권이
당시 보통사람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폈으며 대다수
일반국민은 히틀러를 국민의 뜻을 어우르는 정치지도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폭탄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소위 독일 국민의 집단적 죄의식테제 Kollektiv-

schuldthese를 새로이 주장한 것이다. 알리에 따르면 히틀러 정권은 유태인들
에게서 빼앗은 재물과 침략전쟁에서 노획한 물자들을 당시 독일 국민의 복지
에 사용함으로써 대다수의 지지와 묵인을 얻어내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취
했다는 것이다. 이제껏 공개되지 않았던 나치 정권의 재정부와 세무서의 자료
를 토대로 전쟁기간에도 일반 대중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고 여러 가
지 사회복지 정책이 일반 대중의 독재정권에 대한 회유책으로 작용했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유럽각지의 점령지에서 약탈한 재물들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90년대 중반 골드하겐 논쟁에 비견할만한 엄청
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골드하겐 Daniel Jonah Goldhagen(1959-)의 히
틀러의 자발적인 처형자들 Hitler’s Willing Executioners (1996)이라는 저술에
서 야기된 당시의 논쟁에서는 루터 이래의 기독교 종주국인 독일인들의 정서
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홀로코스트의 정서적 배경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치정권의 창출
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일반 독일 대중의 공동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
나 알리가 새로이 제기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 일반 대중의 공동 책임론
은 많은 논란을 야기 시켰다. 가령 석학 한스 몸젠 Hans Mommsen(1930-) 등
은 알리의 테제가 이제껏 주목받지 못한 재정 자료들을 연구한 점은 높이 평
가할 수 있지만, 정통적인 역사연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웃사이더’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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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논지는 너무 일면적이며, 특정요인이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독일의 현대사를 둘러싼 역사적 정체성을 해명하기 위한 논쟁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현대 독일의 역사적 정체성을 둘러싼 집단적 기억에 대한
논의는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마틴 발저 Martin Walser(1927-)를 둘러
싼 논의와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둘러싼 논쟁들을 통해서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역사 논쟁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회상문화에 대한 논의가 놓여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전자정보체계의 발전이 낳은 집단적 기억 매체
의 근본적인 변화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억과 회상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야기 시킨다. 전통적인 활자 매체의 시대에 문학이 행하던 기
존의 역할이 인터넷 매체의 시대에는 점차 그 유효성을 상실해 가고, 이러한
뉴미디어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문화가 초래한 소위 ‘기억의 휘발성’이
이야기된다. 인류사에서 보자면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점성술이나 의술의 형
태로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몸을 ‘읽었다.’ 읽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에 직결된 본능적 행위였던 것이다. 이후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를 통해 축적ㆍ저장된 경험과 지식을 읽어 내는 것은 인류사 발전의 근
간이 되었다. 고대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volominum가 코덱스 codex의 형태를
지니게 된 서기 2세기 이래 종이의 발명과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을 거치고

21세기에 이르도록 우리의 뇌리에 각인된 직사각형 모양의 ‘책’이 지닌 형태
적 특징은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나, 책이라는 매체와 그 책 속에 담긴 지혜를
끄집어내는 독서의 기술은 미로와도 같은 삶의 양태에 정향성을 제공하는 기
제로 작용하였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책과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은
수도원이나 대학과 같이 공공적인 기관에서 전담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전래의 책을 다시금 후대를 위해 다시 편집하고,
새로이 책을 쓰는 행위는 그 당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읽어내려는 사회적 기
제로 작동했으리라. 이런 연유에서 독서의 역사는 따라서 종교적 규정성을 지
녔다. 가독인구의 증가와 낭독이 아닌 숙독의 전파는 이러한 사회규범적 서적
생산에 변화를 가져 왔고, 수도원과는 독립적인 필경사 마이스터의 대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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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껏 책이라는 매체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탈바꿈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서
적 판매의 시초라고 이야기된다.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주문에 의하지 않고
독자 판매를 목적으로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출판 시장에의
기대가 아마도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변되는 도서의 대량
생산체계와 유통체계의 확립을 가속화 시켰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독서가 사적인 영역의 독서로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학적
형식들에 대한 전거는 불필요해 보인다. 현대는 전자미디어 시대이다.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 수많은 블로거, 트위터러들은 이제까지의 ‘구텐베르크 은하
계’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세계의 문자화를 시도한다. 영상화면의 기호와 이
미지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활판 인쇄술적인 것이 아니다. 전자출
판이 일반화되었음에도 ‘인쇄된 책’들에는 미리 규정 지워진 판형에 따라 일
정한 크기와 일정한 모양의 서체들로 조합되어지고 고정된 언어들이 줄을 서
서 대형서점의 서고에 꽂힌 채 독자를 기다린다. 대형서점의 기나긴 서가의
행렬은 마치 미로와도 같다. 어느 동화 작가의 말처럼 여전히 독서 행위는 계
속되어야만 할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모험이라는 데는 모든 독자들이 찬동할
터이지만,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독자는 서서히 그 자취
를 감추고 있다. 쌍방 간의 상호작용적인 인터넷문화에 익숙한 현대의 독자들
은 전통적인, 일방적인 독서행위보다는 텍스트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하이퍼텍스트나 전자책과 같은 논의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전통적인 책’이라는 기제
는 우리 사회의 체계복잡성을 완벽하게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
일 것이다.
전통과 역사의 담지자로서의 문자문화의 역할과 지위는 작금에 매우 위태
롭게 여겨진다. 기억과 회상에 대한 관심집중은 1920년대 두 개의 출발점을
지닌다. 집단적 기억에 대한 모리스 알브바슈의 연구와 비유와 상징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에 대한 아비 바르부르크의 연구가 바로 그 것이다. 집단적 기억
과 회상의 문화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이 두사람의 공로가 바로 현대의
기억과 회상의 문화사적 접점을 가능하게 한다. 베르그송과 뒤르껭의 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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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브바슈는 모든 개인적 기억은 집단적 기억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의 기억영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개인적 회상의 사회적 연관성과 세
대 간 기억의 전승, 그리고 집단적 기억을 문화적 전승과 전통의 형성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맨 마지막의 이론영역이 오늘날 아스만 등에 의해
서 문화적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1945년 3월

16일 부헨발트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은 알브바슈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기
억이란 과거에 대한 재구성이라는 점이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절대적인 모
사를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회상은 일견 현재로부터의 조건에 기반하여 과
거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또한 전에 시도된 여타의 재구성을 통해서 다시금
회상된다’는 것이다. 집단적 기억과 관련된 다른 또 주요한 구상은 마찬가지
로 1920년대 아비 바르부르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바르부르크는 문화적
에너지 저장소로서의 상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문화는 상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는 집단적 이미지/그림의 기억(심상 Engramme)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 기억을 사회적 기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는 각기의 시대, 각기의 장
소에 전형적인 집단적 기억의 현재화와 그 변화를 강조한다. ‘시간의 거울에
서 바라볼 때 재현의 차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그 선택된 시
대의 시대적 경향성을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현의 과정 속에서 바로 총
체적 영혼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이론에서 집단적 기억과 회상
의 문화는 공히 1920년대의 중부유럽의 시대적 상황이 일정정도 반영된 것이
리라. 이 두 구상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문화의 전승이 인간행위의 산물이
며, 인간이란 사회적 상호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문화적 연속성의 이해는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 물질적 객체
속에서 고정화되면서 중개된다는 점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들과 동시대에 기억과 회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프루스트, 벤야민, 아우어
바흐의 논의에서 일정정도 동일한 문화적 기억을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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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간이 상징의 숲을 지나면 숲은 정다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 벤야민과 아우어바흐의 친화력
1935년 가을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아우어바흐는 당시 파리에 머물
고 있던 벤야민에게 편지를 띄운다. 나치의 집권 이후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직업금지가 아우어바흐에게까지 그 마수를 뻗쳐 아우어바흐 역시 마르부르크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던 그 무렵이다. 이시기 벤야민과 아우어바흐의 서신왕
래는 1935년 9월 말에 시작되어서 1937년 1월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이뤄지
고 있다.24) 아우어바흐는 서로 친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격의가 없는 사이는
아닌지라 이름보다는 성을 부르는, “친애하는 벤야민 씨 Lieber Herr

Benjamin”로 시작되는 첫 편지에서, 매우 오랜만에 그의 안부를 묻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는 아우어바흐의 부인인 마리가 신문(Neue Zürcher Zei-

tung)에서 벤야민의 베를린의 유년시절25)의 한 에세이인 ｢사교모임 Gesellschaft｣을 읽고서 쓰는 참이다. 벤야민은 이미 1933년 나치를 피해 독일을 도
망친 탓에 소식은 끊겨 아우어바흐는 벤야민의 소식을 듣지 못한 터였다. 그
런데 ｢사교모임｣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에세이이다.
이 에세이의 화자는 마치 프루스트의 소설 속 꽁브레이의 어린 화자와 마찬
가지로 손님들을 위한 저녁식사준비를 바라보고 있다. 벤야민은 이러한 부르
주아의 격식들에 전투적인 측면을 가미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날을 위해서

‘거울처럼 빛나는 연미복’을 마치 갑옷처럼 입고, 어머니는 ‘타원형 장신구’를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에 달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한다.
사실은 좀 더 떨어진 방으로 모임 장소를 옮겼던 것이다. 사교모임은 그곳에 부글
부글 끓어올랐던 수많은 발걸음 소리와 말소리의 침전물을 남긴 채 사라졌다. 마
24) Karlheinz Barck: 5 Briefe Erich Auerbachs an Walter Benjamin in Paris,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6 (1988), S. 688-694.
25) 벤야민의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대한 발생사적 정보는 졸고 ｢기억의 토포스와 도시의
토폴로지｣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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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파도가 밀려오자마자 해안가의 축축한 진흙에서 도피처를 찾아 사라지는 괴물
처럼 말이다. 나는 방들을 가득 채운 분위기가 무언가 미묘하고 잔잔하면서도 사
람들을 휩싸면서 그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예감했다. 아버지가 그
날 저녁 입고 있던 거울처럼 빛나는 연미복이 내게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
임 한 시간 전에 아직 비어 있는 의자들을 죽 둘러보았던 그의 눈빛이 무장한 사
람의 눈빛임을 모임이 시작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다.26)

아우어바흐는 이 에세이에서 마치 사라진 고향의 분위기를 읽어내고 있다
고 쓰고 있다. 고향을 떠난 친구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단테의 문학세계처럼, 그 자신 역시 이제 고향을 떠나야할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인지, 고향이란 시민계층의 실존이 보장되는, 즉 가족적인
삶이 영위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고향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치는 독
일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우어바흐는 망명객 벤야민을 돕고 싶
다고 말하고는 브라질 상파울로의 독일어 강사로 추천하고 싶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하고 벤야민은 브레히트가 있는 덴마크에 대한 언급도
하고 더불어 에른스트 블로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희망이 없는 덧없이
강요된 실향의 생활에 대한 멜랑콜리의 표현들 속에서 벤야민의 곤궁함을 읽
어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연이어지는 편지들에서 아우어바흐는 무엇보다
도 벤야민을 실제적으로 돕고자 한다. 그가 여러 차례 마르부르크로 초대한
바 있던 수많은 프랑스의 문인들을 통해서 백방으로 벤야민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는 동안 아우어바흐 역시 나치로부터 교수직과 강의권을 박탈
당한다. 자신 역시 정처 없는 망명을 떠나야 하였던 아우어바흐는 벤야민의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대해서 아우어바흐는 ‘그대의 유년기는 바로 나의 유
년기이기도하다’라는 언급을 통해 최고의 격찬을 아끼지 않는다. 마르부르크
를 떠난 아우어바흐는 새로이 이스탄불에서 교수직을 얻게 되고 처음 편지교
환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야 이스탄불로부터 벤야민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다. 단테뿐만 아니라 비코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아우어바흐는 터키에서 벌
어지는 케말 파샤의 개혁을 마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여타의 급격한 단절의
26) Berliner Kindheit: S.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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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비견하여 언급하고 있다. 역사의 단절과 새로운 야만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아우어바흐의 편지는 마치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를 읽는 느낌을
준다. 그 편지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서신왕래는
짧게 끝을 맺는다. 아우어바흐와 벤야민, 이 두 사람의 프루스트 문학에 대한
매우 이른 관심은 결코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전기적 친화력 만큼
이나 문학적 친화력은 프루스트의 문학 세계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벤야민의 ｢작은 꼽추 Das bucklichte Männlein｣27) 의 이미지에서 프
루스트의 영향을 읽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근원적인 일그러진 모습’인 장애
인 꼽추 아저씨의 모습은 언어적으로는 재현 불가능하지만, 구성적인 망각의
시점을 규정지우는 상징성의 차연을 보여주며, 자의식의 언어적 특성이 마치
꼽추 아저씨와 같은 ‘왜곡된 이미지의 근원적 모습’으로 상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망각이 날줄이 되고 회상이 씨줄이 되는 문화적 기억의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파리에서 발견된 아우어바흐의 마지막 편지인 1937년 1월 28일자 편지에
는 수신인 벤야민의 수기가 첨가되어 있다. 한쪽에는 벤야민의 실존의 한 단
면이 이렇게 적혀있다. “참치 1캔, 정어리 1캔, 버터 1/4쪽,” 그리고 다른 한
쪽에는 그의 사상의 단면이 적혀있다. “보냐르/ 줄리앙 케인/ 몽테랑// 푹스//
바따이으/레이리스/아메리카//크라카우어//사랑//모스크바 재판/ 지드.”28)

27) Berliner Kindheit: S.78-79.
28) 5 Briefe: S.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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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Vergessen und Eingedenken
－ Erich Auerbach und Walter Benjamin in den zwanziger Jahren －
Kim, Young-Ryong (Hanyang Univ.)

Erich Auerbach (1892-1957) und Walter Benjamin (1892-1940) haben viele
biographische Gemeinsamkeiten. Auerbach und Benjamin sind beide 1892 im
assimilierten jüdischen Milieu in Berlin geboren. Seit der Jugendzeit haben
sich die Beiden gut gekannt. Auerbach übersetzt Sonette von Dante und Petrarca und Benjamin veröffentlicht zwei Aufsätze, Schicksal und Charakter
und Der Idiot, und zwar in derselben Nummer der Zeitschrift Die Argonauten im Jahre 1915. Benjamin erwähnt in seinem Briefwechsel Mitte der
1920er Jahre oft einen Bibilothekar, der ihm bei seinen Recherchen half.
Auerbach war von 1923 bis 1929 Biblithekar in der Preußischen Staatsbibliothek in Berlin, bevor er nach Marburg berufen wurde. Diese Beziehung
kann auf zwei Arten dargestellt werden: zum einen durch die Lektüre
Prousts, und zum anderen anhand der Korrespondenz in der Pariser Exilzeit
Benjamins. Man lese dazu Auerbachs Aufsatz von 1925, Marcel Proust: Der
Roman von der verlorenen Zeit und Benjamins Essay von 1929, Zum Bilde
Prousts. Zum andern sind die Briefe Auerbachs an Benjamin zwischen 1935
und 1937 zu berücksichtigen, welche ein lebendiger Beweis der Freundschaft
der beiden Männer sind. Es handelt sich um eine Freundschaft, die noch in
allerschwersten Zeiten hä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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