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의 역사와 부재의 체험
－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을 중심으로 －
구 연 정 (영남대 )

Ⅰ. 들어가며

인류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전쟁과 살육, 학살의 사건
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현
실을 압도하였고 그런 사건들은 인간에 대한 믿음, 애정 등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이른바 ‘트라우마’라고 일컬어
지는 이 심리적 외상은 극도의 충격으로 인간의 자기 방어기제가 허물어지고
심리적 방어벽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한다.1) 정신분석학적 범주인 외상, 즉
트라우마가 역사적 현상에 적용될 때, 그것은 기존의 인식 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한계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즉 역사적 트라우마는 “특정한 역사적 시
점에 발생한 실제 사건과 구체적 시공간 속에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
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경험한 상실”을 가리키는데2) 가령 홀로코스트와
같은 한계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1) 주지하다시피 트라우마는 외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어 어원은 상처라는 뜻이다. 프
로이트가 이 단어를 정신분석에 차용하기 전까지 의학에서는 신체조직에 생긴 상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원래 외상은 외부적 충격으로 피부조직에 일어난 손상과
그 손상이 유기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정신분석학
적 트라우마 개념 또한 이런 원래의 의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물리적 사건의 끔찍함으로 인해 주체의 심리적 보호막이 파열되는 순간을
가리키며 심리에 난 ‘상처’이자 심리적 보호막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 원칙을 넘어서, 실린곳: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
린책들 1997, 299쪽 참조.)
2) 이명호: 역사적 외상의 재현 (불)가능성, 비평과 이론 제10권 1호(2005),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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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논의될 때면 그 사건의 끔찍함으로
인해 그것의 재현가능성이 거듭 회의적으로 논의되는데, 왜냐하면 트라우마의
사건은 그것을 겪은 사람에게 ‘기억’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그 당사자를 사건
의 상황으로 다시금 데려가, 경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3) 그러는 한
트라우마의 역사는 제대로 기억되지도 재현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리오타르의 트라우마 해석에서 다시 한번 그 유사성을 확인받
게 되는데, 트라우마의 재현문제에 특히나 관심을 가졌던 리오타르에 의하면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난 후 얻게 되는 질병인 트라우마야말로 그 사건을 제대
로 기억하게 해주는 형식이라고 말한다.4) 홀로코스트는 바로 이 형태로만 기
억 속에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그밖의 기념비라든지, 기념관이라는 문화
형식은 과거를 잡아두려는 것 같지만 실은 “과거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치워 버린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 그도 그럴 것이 재현물
이란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과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는 상관없이, 나치 홀로코스트는 전후 60년이 지난 시
점에서 되돌아보면 여러 재현 매체를 통해 무수히 재연되었다.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기념문화에 이르기까지 소위 “홀로코스트 산업”(노먼 핀켈슈타
인)이라 불릴 만한 규모로 재생산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독일은 과거의 강제
수용소를 역사 교육의 박물관으로 개조하는가 하면, 2005년경에는 베를린의
중심부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대인 추모비를 완공함으로써 이런 홀로코스
트의 기억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 파국을 초
래한 전범자이자 아우슈비츠라는 야만적인 문화를 생산함으로써 문화의 말살
이라는 전횡을 저지른 독일 민족에게 트라우마적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는 일
종의 참회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념 문화와 과거
극복”이라는 역사의식적 요청를 넘어서, 역사적 과오를 “잊지 말라”라는 명령
이자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계획된 “의무적인 기억” 행위로6) 여겨진다.
3) 프로이트: 앞의 책, 277쪽 참조.
4)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백설자, 변학수, 채연숙 옮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341쪽.
5)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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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유대학 학자 제임스 영은 무엇보다 이와 같은 홀로코스트
추모 및 기념문화의 확산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베를린의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질문
을 받으면 “예외 없이 그들은 문화에 호소한다. 마치 이러한 끔찍한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술, 문학, 음악 최종적으
로는 기념물들 속에서 과거를 끊임없이 미적으로 승화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나치 시대는 오늘날의 독일에서 기억되면서 동시에 폐기
된다.”7)
여기서 영은 추모 문화라는 것이 한 민족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에 대해

“할만큼 했다”는 식의 합리화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
념물을 통해 실제로 기억되어야 할 실제 사건은 잊혀지고 오히려 심미적 대
상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한 민족체가 입은 모
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자신의 문화를 통해 처리해버리는 것”8)에 다르지 않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념비란 실은 망각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영의 입장은 리오타르의 입장, 즉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의 트라
우마적 사건은 근본적으로 재현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재현의 위기론과 맞닿아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트라우마의 경험은 서술적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오타르는 “무공간
성이나 무시간성이나 무기호성 같은 부정을 통한 설명이야말로 우리가 홀로
코스트라는 역사의 트라우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방법이라
고 보고 있다.”9)
이러한 성찰은 물론 추모 문화의 확산과 트라우마적 사건의 기억과 재현은
다른 논리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역
6) Klaus R. Scherpe: Von Bildnissen zu Erlebnissen: Wandlungen der Kultur »nach Auschwitz«, in: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en, hrsg. v. Hartmut Böhme / Klaus R. Scherpe, Hamburg 1996, S. 255.
7) James Young: Gegen das Denkmal, für Erinnerung, in: Der Wettbewerb für das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Berlin 1995, S. 174.
8) Scherpe: Ebd., S. 257.
9) 아스만: 같은 책, 34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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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가해자의 사죄의 형식으로서 기억 문화가 그 자신의 죗값에 대한 심리
적 보상 행위로 제공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 과연 트라우마의 역사는 어떤
기억 행위를 통해 기억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기억하려는 시도라면 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점차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역사 재현의 진정성
이나 트라우마의 역사의 재현 형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시의성을 지닌다.
혹자는 홀로코스트 1세대가 사라지는 것을 역사적 경험의 기술에서 진정성
이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후세대의 역사 재현
에서는 진정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오히려 역사에 대한 냉철한 시선을 던지게
되라라는 점을 주목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10) 트라우마의 당사자는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할 때 어떤 한도를 넘어서는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런 상태에서 그 경험을 언어로 나타내거나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11) 때문
에,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 최근 독일 문학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역사 다시 쓰기 전략이라
든지 기타 예술 영역에서 시각화를 위한 매체의 혼합, 또는 홀로코스트를 전
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체험 공간의 등장 등의 재현 형식은 주목을 요하는
데, 이러한 재현형식은 이전 세대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들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
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트라우마로 각인된 역사적 사건의 끔찍함을 호소력
있게 재생산하면서, 정서적으로 체험이 되게 한다는 특징을 띤다.12) 그중에서
도 이 논문에서는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간 언어를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대 박물관의 건축 구조를 통해서 트
라우마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재현 형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0) Vgl. Sigrid Weigel: Familienbande, Phantome und die Vergangenheitspolitik des Generationsdiskurses, in: 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hrsg. v. Ulrike Jureit / Muchael Wildt, Hamburger Edition 2005, S. 108-126.
11) 아스만: 같은 책, 343쪽 참조.
12) Vgl. Scherpe: S. 2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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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후 세대의 홀로코스트의 재현 가능성

재난의 직접 경험자, 홀로코스트의 1세대에게 아우슈비츠는 그 고통스러움
으로 인해 표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격한 감정이 기억의 순간 사건
의 당사자를 덮쳐버려 체계적인 언어로 서사화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루트 클뤼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 말들은
경험의 끔찍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른 말들처럼 평범해지기 때문이다.13) 이
와 같은 언어의 무력함을 재난의 직접 경험자들은 공유하기 때문에 어쩌면
첼란과 같은 시인은 홀로코스트를 침묵과 상징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인지
도 모른다.
그러나 재난의 직접적인 경험자가 사라져가는 마당에, 더이상 해독할 침묵
도 상징도 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우슈비츠란 대재난은 영원히 기억의 저
편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후대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의미에
서 코 앞에 닥친 ‘재현의 위기’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우슈비츠의 재현 문제를 두고 데리다, 라쿠-라바르트 등이 참여
한 논쟁에서 리오타르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화를 “논리적인 생각을 방해하
는 경험”이라고 보고, “아우슈비츠에 대한 사유불가능성을 재생산하는 것”14)
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아우슈비츠라는 시스템 안으로 “걸어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15) 그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고 논리로 환원될 수 없을지라
도, 아우슈비츠란 단어처럼 절멸을 행하는 단어에서조차 그것과 “연관

Verknüpfung”될 무언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 접속해야 한다. [...]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유사한 비극을
13) Vgl. Ruth Klüger: weiter leben, Göttingen 1992, S. 9.
14) Jean-François Lyotard: Streitgespräche, oder: Sprechen „nach Auschwitz“, Bremen 1992,
S. 68.
15) Lyotard: 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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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다른 고유명사들은 우리에게 접속할 것을 명령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연관
시킬 수 없는 것을 극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관될 수 없는 것
이기 때문에 연관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16)

리오타르는 비단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사고의 마비를 가져오는 다른 이름
들도 그것을 말할 때 “넘어지지 않고” 침묵이나 정신적 암전에 빠지지 않는 연
결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물론 이러한 연결 규칙들은 이후 세대의
문화적 재현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재현의 언어는 과
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 기억문화의 상징어이거나, 사실 재현의 언어,
혹은 희생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눈물로 그려지는 “추체험의 언어” 등이 기존의
아우슈비츠를 그려온 주된 재현 체계라면, 리오타르의 “연결”의 언어란 오히려
아우슈비츠를 직접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지시하는’ 언어로서 생각해 볼 수 있
다.17) 트라우마적 사건으로서 홀로코스트이며, 트라우마란 현재에도 여전히 영
향을 주는 사건으로서 “생생하게” 체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라우마적 사
건으로서 홀로코스트의 언어는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알아냄’으로써
재구성되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재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
엇보다 “지적인”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18), 이런 재현 체계는
의무적인 기억을 요구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담론과 완결된 역사적 내러티브
를 지향하는 재현 체계와는 반대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
적 사유는 나중에 태어난 사후 세대 및 재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도 홀로코스트 ‘유사 체험’과 그것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제공한다.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이런 예술적 시도는 아무래도 시각적 표
상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설치 예술가 크
리스티앙 볼탕스키의 <더 미싱 하우스 The Missing House>(1990, 설치)와 다
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1998, 건축), 도발적인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산티에고 시에라의 <245 큐빅 미터 245 Cubic Meters>
16) Lyotard: S. 64.
17) Vgl. Scherpe: S. 264-270.
18) Lyotard: 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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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아우슈비츠를 직접 겪은 세대도 아니고
재현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실주의적 재현 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럼
에도 매우 강렬하게 홀로코스트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볼탕스키의 <더 미싱 하우스>는 예전엔 집채가 있었을 법한 텅 빈 공터를 사
이에 두고 양옆으로 서 있는 집채의 양쪽 외벽에 플라스틱 판을 붙인 작업으로,
예전 공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1945년 2월에 연합군의 폭
격으로 사라진 베를린의 중심부의 그로쎄 함부르거 슈트라쎄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집채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 속으로 불러오고 있다. 볼탕스키는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과거 베를린의 유대인 구역이었던 그 거리에 사라진 집

15/16번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조사해 내고서는, 그
들의 부재를 가리키는 추모물을 양옆의 집채의 외벽에 붙인 것이다. 물론 추모
물이라고 해야 흰 플라스틱 판에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언
제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혹은 폭격 전에 이사 나갔는지 하는 날짜 등을 적은 것
이 전부이다. 오늘날에도 이 자리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고 공터를 사이에 두
고 두 건물이 가파르게 서 있는데, 이 작업으로 볼탕스키는 현존의 경험보다 빈
공간, 부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허위의 현존으로 뒤바
뀌는 과거”의 재현보다 부재, 빈 틈을 체험하게 하고 있다.

[이미지 1]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더 미싱
하우스, 1990, 베를린 외부 공간 상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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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홀로코스트 재현 방식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이 작품의
주된 작업 방식이 뭔가를 알아내고 밝혀내는 작업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1990년 베를린 의회는 통일된 수도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전세계의 예술가들을 초청했는데, 볼탕스키와 그의 학생들이 주소록, 폭
격보도, 등기부, 화재 기록, 나치 호적계의 계보와 강제 수용 서류 등을 열람
할 수 있는 기록물 보관소에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 그곳에 살았던 사
람들의 명단을 알아내었고 그들의 직업과 역사의 일부를 조그만 플라스틱 판
에 재구성하였던 것이다.19) 유대인 구역의 사람들이 1939년에서 43년 사이에
수용소로 이송되거나 쫓겨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작품을 보
면 그런 사실이 공무원 J. 슈납, 트럭운전사 R. 야로체프스키라는 개별 이름
과 연결되어 제시되었을 때 또다른 효과를 낳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시에라의 설치 작품, <245 큐빅 미터>는 홀로코스트의 재현 가능성을 둘러
싸고 또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품인데, 시에라는 이전에 시나고그로
쓰였던 공간을 독가스로 채우고 그 공간을 방문하려는 관람객에게 방독면을 쓰
게 하는 등의 극단적인 홀로코스트 체험을 하게 한다. (이하 이미지 참조)

[이미지 2] 산티아고 시에라, 245 큐빅 미터, 설치 2006.
19) Lysann Buschbeck: Christian Boltanski, The Missing House (Grosse Hamburger Strasse,
Berlin-Mitte), in: http://www.hgb-leipzig.de/mahnmal/bol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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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작가는 시나고그 바깥에 세워진 여섯 대의
자동차에서 그 배기관에 플라스틱 튜브를 연결하여 시나고그 안에 던져 넣고
있다. 공간 내부는 치명적인 가스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시에라는 방문객에
게 방독면을 쓸 것을, 그리고 소방관의 엄호를 받을 것을 지시한다. 또한 시
나고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이 독가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다
는 서명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작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의 홀로코스트 재현 문화와는 다른 양
상을 보여준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적 재현 방식의 한계가 거듭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의 재현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진정성을
담보로 한 사실주의 원칙이 관철되어 온 반면, 이들 작업에서는 그런 거대 서
사의 형식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20) 그렇다고 볼탕스키와 시에라
의 작업이 홀로코스트를 단순히 미적 대상으로 취하고만 있다고 보기도 힘들
다. 이들의 작업들은 한편으로는 홀로코스트의 재현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저장한 기억을 되풀이하는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 따라서 재현되
어야 할 원형적 기억을 쫓는 게 아니다. —, 다른 한편 과거의 사건은 기억되
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 즉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기억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21) 이런 재현 형식의 변화는 곧 홀
로코스트 체험 세대의 변화로 인한 기억의 형식 또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기억은 과거의 사건의 저장이 아니라 기억이 되기 위해서 “표현되어야 한
다는 것”22)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하
20) 이런 유사성의 논리를 따라 재현된 대표적 작품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
를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작품이 과연 홀로코스트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하는 점은 논란이 되었다. 작품 쇼아 Shoah의 란츠만의 경우 이런
유사성의 논리는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유발할 뿐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고통을 감정적으
로 휘발시키는 재현 방식에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아우슈비츠를 직접 경험한 루트 클뤼거
는 자신의 회고록에 나치에 고문당한 사촌의 이야기를 적으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이야기하
니까 그가 겪은 고통은 없어져 버린다. 오직 그의 어조에서 우리는 다르고 이질적인 그 무
엇을, 악의에 찬 그 무엇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Vgl. Klüger: a.a.O., S. 9.)
21)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y, Routledge, New York 1995, p. 2-3 참조.
22) Huyssen: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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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조사 작업 recherche”이지, 과거 사건을 “되찾는 것 recuperation”이
아니라는 것이다.23) 그런 의미에서 기억 행위의 시간적 상태는 항상 현재이
지 과거 그 자체일 수는 없다.24) 볼탕스키의 작품은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유대인들의 강제수용소 이송 및 죽음 등과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와 더불어 사라진 것, 그 부재의 상태를 공터의 여백으로 제시하면서 몇백
명, 몇천 명의 희생의 수치 속에서 사라져간 개인의 이름을 하나, 하나 호명
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개체로서, 또 주체로서 존재했었던 홀로코스트의 희
생자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들 역사적 개체로서 희생자들은 그의 기억 속의
인물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물 보관소에서 찾아내어진 자들이
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여백과 공터로 지시됨으로써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들의 존재의 부재가 더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 시에라
의 경우도 홀로코스트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기보다 홀로코스트의 치명성
을 스캔들로 만들어 체험하게 하는 극단적 시도로서 간주되는데, —그 선정성
으로 인해 유대인의 즉각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작가가 말한 것
처럼, 홀로코스트의 공간 자체를 뒤바꾸는 파격적 시도 자체는 기존의 홀로코
스트 재현 방식에 나타난 진부화에 대한 저항으로 보인다.25) 틀에 박힌 ‘진정
어린 재현 방식’에서 해방된 이들 작가의 시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새로운
재현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홀로코스트의 직
접 경험 세대가 아니라 사후 세대로서 홀로코스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가
올 시대의 재현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각자가 체험한 방식대로
홀로코스트에 직접 접속하면서, 그 사건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계 유
대인 작가 에드가 힐젠라트는 이처럼 홀로코스트를 재현하는 방법이 변화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요한 것은 아우슈비츠의 사진을 찍는
23) Ebd. 세대교체와 더불어 역사소설의 작법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즉 과거를 체험하지 못
한 젊은 세대는 역사 기술에서 자서전적인 기술이나 진정성의 기술을 넘어서 허구를 투
입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때 허구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24) Ebd.
25) Frankfurter Allgemeine Feuilleton vom 20. 3. 2006: „Sierra bricht Synagogenprojekt in
Pulheim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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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다. 소설이 모두의 생각 속에 있는 아우슈비츠의 공간 안에서 전개된
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무엇보다 나는 독자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뭔가를 끄집
어내기 위해 글을 쓰기를 원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독자의 마음
속에 구체화될 이미지이다.”26)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은 세대의 작가로서 에드가 힐젠라트 Edgar Hilsenrath
의 위의 말은 역사와 허구 사이의 이원론적 구분이 무의미함을 지적하고 있
다. 다시 말해 ‘진정어린 재현’이란 역사적 사건을 사실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현재의 언어로 옮기고 느끼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
쩌면 그것이 “사기와 같은 쇼”(W.G. Sebald)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특히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건축은 이와 같은 파격을
보여주는 홀로코스트 재현 문화의 대표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 보상으로 채우는 대신에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생겨
난 부재를 오히려 빈 공간, 보이드 Void라는 건축적 형식으로 보여주기 때문
이며, 바로 이 빈 공간이 하나의 재현 형식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정보들이 모여 있는 박물관에서 갑자기 마주친 텅 빈 공간에서 관람자
들은 그때의 사건을 상상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떠올려보게 된다. 이런 형식
은 물론 기존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전시 컨셉하고는 다른데, 기
존의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은 교육을 목적으로 사실주의적 재현을 통해 유
대 학살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실재와 같이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
가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빈 자리를 역사적 사실로 채우려고 하는 반
면, 리베스킨트는 바로 그 빈 자리를 예술적 형식으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으
며, 그런 의미에서 트라우마의 구조적 형식을 건축적 형식, 보이드로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빈 공간은 홀로코스트라는 트라우마로 인해
베를린의 현재에 생기게 된 어떤 부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유대
26) Stefan Gunther: The Holocaust as the Still Point of the World in W. G. Sebalds The
Emigrants, in: W. G. Sebald. History-Memory-Trauma, ed. by Scott Denham / Mark
McCulloh, Walter de Gruyter 2006, S. 2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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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베를린에서 추방되던 바로 그 순간 베를린 역시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 비극적 고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미래로부터 추방당했음을 보여
주는”27), 베를린의 역사적 현재의 부재를 아울러 지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리베스킨트의 박물관은 형식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경고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홀로코스트로 인
해 현재 독일의 문화에서 자취를 감춘 유대 문화의 부재뿐만 아니라 한때는
공생관계에 있었으나 결국은 파국으로 끝난 두 문화 사이의 충돌 및 관계의
소멸 또한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Ⅲ. 부재의 공간, 보이드와 역사 체험

리베스킨트의 유대 박물관 건물은 베를린의 중심부에 인접한 남쪽 구역 크
로이츠베르크 구에 있으며, 박물관 전체 건물은 과거 베를린 박물관에서 유대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던 바로크 양식의 구관, 콜레기엔 하우스 Kollegienhaus
와 언뜻 보기에 지그재그식으로 비정형적으로 이어지는 건축물인 신관으로
구성된다. 이 전위적으로 구성된 신관 건물이 바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
인데, 이 신관은 외부 공간인 홀로코스트 탑 Holocauststurm 및 망명의 정원

Garten des Exils으로 이어진다. 이 두 건물은 언뜻 보기에도 판이하게 다르
다. 공중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쪽이 전통적인 건물 양식에 따라 ㄷ자 모양으로 폐쇄적이고 완결된 모양
으로 지어졌다면 다른 한쪽은 직선으로 가려 했으나 가지 못하고 끊기고 꺾
이고 부서지는 형상이며, 외부 공간, 망명의 정원이나 홀로코스트 탑으로 이
어진다는 점에서 불확정적으로 지속되는 듯 보인다. 겉보기에 두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신관은 구관을 통해 지하의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르도록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 구조는 애초에 베를린 시에서 제안한 프
27)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예술가, 하연희 옮김, 마음산책 2006,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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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인 “유대인 박물관과 더불어 베를린 박물관의 확장”이라는 기획을 어
느 정도 구체화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지 3] 베를린 유대 박물관 공중 촬영(왼쪽)과 전경(오른쪽)
(www.daniel-libeskind.com 참조)

그러나 리베스킨트는 애초부터 신관 건물의 구상을 “선들 사이에서”라고
이름붙였다.28)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노선, “사고, 조직 및 관
계의 두 노선에 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선은 “건축적으로
또 강령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불확정적으로 지속되다가 끊어지면서 건
물 내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리베스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유대 박물관이지만 나는 그것을 ‘선들의 사이
between the lines’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고, 조직 및 관계의 두
노선에 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선은 직선이나 많은 편린들로 부
서졌고, 다른 하나는 비뚤어진 선이나 불확정적으로 지속된다. 이 두 선은 건
축적으로 또 강령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정해져 있는 대화를 전개한다. 이 두
선은 또한 서로 떨어져 있으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분리된 듯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두 선은 박물관과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빈 공간 Void을 노출한
다. 불연속적인 빈 공간을.”29)
28) Daniel Libeskind: Between the lines, in: Extension to the Berlin Museum with the Jewish Museum (Amsterdam,1991), p. 3 참조.
29)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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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4] 리베스킨트의 설계도 ⓒ
Daniel Libeskind

두 선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면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다
비드의 별 형상을 연상시키는 건물을 만들어내는데, 두 개의 선은 마치 떨어
져 각각의 노선으로 가는 듯 보이지만 다시 연결되며, 여러 번의 건축적 굴절
을 겪고 직선의 축을 가로지르면서 보이드, “불연속적인 부재의 공간”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 리베스킨트에 따르면, 이들 보이드들은 보이지 않지만 “관람
객에 의해 체험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구조적 리브(가로보)이자 건물의
주된 축이며, 그 자체로 부재를 품고 있는 “중심 버팀 벽”이다.30) 마치 우연
처럼 텅 빈 공간이 생긴 듯 보이지만 리베스킨트는 애초부터 부재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부재의 공간이야말로 이 신관 건물의 정수에 해당한
다. “지그재그형 건물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안을 텅 비운 공동(空洞)이 있
다. 직선 모양의 이 공동은 군데군데 뚝뚝 끊어지면서 전시실, 통로, 사무 공
간 사이로 마구 뻗어나가기도 하고 다시 빠져나오기도 한다. 유대 전시공간의
정수가 이 공동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31) 다음의 이미지를 보면 부재의
공간이 어떻게 삽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여섯 개의 보이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a,

b, c, d, e, f 라고 표기해 둔다.)

30) Daniel Libeskind: “Between the lines”, in: Daniel Libeskind: Erweiterung des Berlin
Museums mit Abteilung Jüdisches Museum, hrsg. v. Kristin Feireiss, Berlin 1992, S. 63.
31)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예술가, 하연희 옮김, 마음산책 2006, 159-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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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이드 공간은 리베스킨트에 따르면 “홀로코스트에 의한 유대인의 부
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직선 형태로 전체 건물을 관통하고 있다.32) 이 중

a, b, c, d는 건물 안에 존재하나 눈에 띄지는 않는 공간인 반면, e. f는 체험
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억의 부재 The memory Void>라는 제목의 전시공간
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베를린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관과 홀로코스트의 역사
를 보여주는 신관의 연결 공간으로, 깊이를 보자면 박물관 지하 바닥에서 천
장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27 내지 28미터의 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의 바닥에는 이스라엘 아티스트인 메나쉐 카디쉬만의 작품 <떨어진 나뭇
잎들 Shalechet>이 설치되어 있는데 10,000개의 금속 나뭇잎에 입을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인간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미지 5] 메나쉐 카디쉬만, <떨어진 나
뭇잎들 Shalechet>, 베를린 유
대인 박물관

바닥에 떨어진 금속 나뭇잎 말고는 어떤 전시물도 없는 높고 텅 빈 폐쇄적인
32) 이로 인해 보이드 공간에 면한 전시공간은 전시실을 연결하는 다리 또는 통로 형태를
취하게 된다. (황준호: 1990년대 이후 현대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연속적 전시공간의 특
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미술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쿤스트 할레 사례분석을 중심으
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0,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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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안에서 이 금속 나뭇잎 위로, 1평방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소
리도 지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들어차 질식해 가는 유대인들의 형상이 오버
랩되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바닥에 깔린 전시물이 시멘트뿐
인 네 개의 깊은 빈 벽과 만나 역사적 상상력은 활성화되고 과거 홀로코스트의
장면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들 텅 빈 공간들은 또한 살가죽이 찢
어진 듯한 형태로 나 있는 창의 형태, 어두운 가운데 어슴푸레 비추는 어둠침
침한 빛의 효과, 마치 금방 편지를 쓰다 끌려간 듯 홀로 남겨진 손때 묻은 펜,
혹은 안경 등과 같은 유명의 전시물들 등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유대인의 부
재를 체험하게 한다. 이처럼 리베스킨트는 보이드를 통해 가시화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부재’라는 깊은 상처이자 현
상을 공간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6] 홀로코스트 탑 외관(왼쪽)과
내부(오른쪽),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그밖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보이드 공간이 있는데, 홀로코스트 탑이 그
것이다. 이 텅 빈 공간인 홀로코스트 탑은 보이드의 축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건물 외부에 독립적으로 구성되는데, 전시공간을 이루는 세 개의 축 가운데

‘홀로코스트 축 Achse des Holocaust’의 끝에 놓인 체험 공간이다.
안과 밖이 모두 잿빛 시멘트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유대인 수용소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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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공간으로, 전시물이 없는 ‘기념비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칭의
폐쇄적인 구성을 취하는 이 어두운 공간을 천장 모서리로 난 틈으로 새어든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 실낱같은 빛은 어두운 공간과 축축하고 차가
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로지르며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법한 출구 없는 절
망을 더욱 강렬하게 떠올리도록 한다. 이 공간에서 빛은 단순히 어둠과 대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욱 강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때 홀로코
스트의 트라우마는 저 높은 곳에서 상징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을 자극하는 물질적인 ‘사실’로서 아프게 경험된다.
따라서 부재의 공간은 단지 부재의 메타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홀로코스트 이후 남은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독일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이며, 트라우마가 남긴 정신적 공동(空洞)이자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애도의 형식”33)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애도의 형식 속에서 역사는 과거의 완
결된 것으로 학습된다기보다 여전히 현재적인 것으로 아프게 체험되며, 그러
는 한, 트라우마의 사건은 능동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리오타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트라우마야말로 홀로코스트를 문화적 기억 속에 유지시켜 줄 유일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나가며

오늘날의 폭력적인 유대인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는 종결된 사건
으로 처리되고 다른 곳으로 치워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트라우마의 역사
는 다른 역사적 사건과는 달리 지나간 것이며 과거로 봉인될 수 없기 때문이
다. 트라우마라는 외상이 그런 것처럼, 트라우마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적인
33) James E. Young: Daniel Libeskind’s Jewish Museum in Berlin: The Uncanny Arts of
Memorial Architecture, in: Visual Culture and the Holocaust, ed. by Barbie Zelizer,
Rutgers 2001,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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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경험되어야 하며 그러는 한 재현의 필연성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인간 이성의 야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서 홀로코스트를 어떻
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제기되는 재현의 문제를 최근의 시
각적 예술 표상에서 트라우마의 재현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홀로코스
트를 완결된 역사로 선언하는 듯한 기념비성의 재현 체계를 제외하고 시각적
예술이 보다 생생하게 과거의 사건을 체험하게 해주는 재현 형식이라고 볼
때, 무엇보다 홀로코스트를 직, 간접적으로 참조한 볼탕스키와 리베스킨트의
작품은 사후세대의 트라우마의 재현 형식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부재의 재현 형식의 의의는 무엇보다 과거의 사건을 사실적으
로 재현했느냐, 아니냐, 라는 진정성의 논의를 넘어서 역사에 대한 능동적 성
찰을 이끌어내고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현재화해 준 데 있
을 것이다.34) 이런 현재화 작업 속에서 트라우마의 역사는 타인의 그것이 아
니라, ‘우리’의 역사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34) Vgl. Daniel Libeskind: trauma/ void, in: Trauma. Zwischen Psychoanalyse und kulturellem
Deutungsmuster, hrsg. v. Elisabeth Bronfen / Brigit R. Erdle / Sigrid Weigel, KölnWeimar-Wien 1999,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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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Geschichte des Traumas und das Erlebnis
der Abwesenheit im Jüdischen Museum in Berlin
Gu, Yeon-Jeong (Yeungnam Univ.)

In dieser Arbeit versuche ich, ein neues Repräsentationssystem zu beschreiben,
das seit den 90er Jahren in der visuellen Kultur in Bezug auf Holocaust auffallend erscheint und Christian Boltanskis The Missing House, Santiago
Sierras 245 Cubic Meters und Daniel Libeskinds Jüdischen Museum in Berlin zu Grunde liegt. Diese Künstler rekurrieren in ihren Werken zwar direkt
oder indirekt auf den Holocaust, aber bemerkenswert ist, dass diese Künstler
nicht auf eine „authentic Representation“ zurückgreifen, um zu zeigen, was
wirklich damals passiert ist, wie es etwa die erste Generation tat, um das
Geschehene wiederzugeben. Vielmehr haben sie ihre Aufmerksamkeit der Abwesenheit geschenkt, dem was nach dem Holocaust bei uns geblieben und
kaum bewusst erfahren worden ist: Das kann die Abwesenheit eines Volkes
und seiner Kultur sein. Das kann auch die Struktur des Traumas sein, das
sich nach dem bösen Geschehen als eine Krankheit eingestellt hat. Diese
Künstler der Nach-Generation erfahren nicht, was wirklich passiert ist, sondern
was nach dem Holocaust-Geschehen entstanden ist, und spiegeln diese Erfahrung in ihren Werken wider: die Repräsentation der Abwesenheit und des
Traumas in Form des ‚Voids‘. Diese leeren Räume veranlassen den Betrachter
umso mehr, die geschichtliche Imagination zu aktivieren und das Leiden am
eigenen Leib zu spüren. So kann man die Geschichte des Leidens miterleben.
In dieser Repräsentationsweise wird der Wandel der Holocaust-Repräsentation
von den realistischen Bildnisse zu der virtuellen Erfahrung erkenn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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