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스트의 자연상징
－ 자연[산수]개념의 보편성과 관련한 문화상호적 시도 －
임 한 순 (서울대 )

Ⅰ. 통일성 또는 단편성 논쟁

괴테 편람 필자의 개관에 따르면, 전통적인 파우스트 작품해석의 역사는
내용중심 연구와 형식중심 연구로 대분되고, 1) 내용 연구는 다시금 의미(Sinn)
탐구와 소재(Stoff) 탐색으로, 2) 형식 연구는 “단일론자(單一論者 Unitarier)”와

“단편론자(斷片論者 Fragmentarier)” 사이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1) 그러
나 내용과 형식의 미적 연관을 추적하는 것이 예술작품 분석의 가장 보편적인
길이라면, 종래의 2개 또는 4개 연구방향들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알프레히트 쇠네 등의 “단편론” 성향의 비판적인 문제
제기2)를 인정하더라도, 희곡 파우스트가 집필 초기단계부터 “유기적인 예술
원칙”을 드러낸다는 ‘단일론적’ 관점은 작품의 외적 형식과 내적 구조를 파악하
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파우스트. 비극 제1부 Faust. Der Tragödie erster

Teil(이하 제1부)에서는 “사실주의”가, 비극 제2부 Faust. Der Tragödie zweiter Teil(이하 제2부)에서는 상징과 우의(寓意 Allegorie)가 주도한다는 트룬츠
의 관찰3)이 정당하더라도, 두 부분을 하나로 묶는 크고 작은 구성요소들을 면
1) Gert Mattenklott: Faust. In: Goethe-Handbuch in 4 Bdn., Bd. 2. Dramen. Hg. von Theo
Buck. Stuttgart und Weimar: Metzler 1998, 352-477 중 371-374면.
2) 참조: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Kommentare von Albrecht Schöne (FA 7.2),
362면 이하. 쇠네는 비극 제1부의 막간극 ｢발푸르기스의 밤의 꿈｣에 대한 비판적 해
설에서 이 장면이 “원래 필수적인 것도 성공적인 것도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했
다. ｢발푸르기스의 밤｣ 장면의 생성과정에 관한 다음 저술도 ‘단편론’적 연구의 대표적
인 사례다: A. Schöne: Götterzeichen, Liebeszauner, Satanskult. Neue Einblicke in alte
Goethetexte. 3., erg. Aufl., Münch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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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추적하면 그 일관성이 의외로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
｢헌사｣, ｢서극｣, ｢서곡｣을 포함한 파우스트. 비극 Faust. Eine Tragödie의
유기적 통일은 그러나 일반 독자는 물론 연극 전문가에게도 첫눈에 들어오지
는 않는다. 더구나 대학 강의에서 전공⋅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곡 또는
연극작품 파우스트를 소개하거나 해설하는 상황에서는 정설로 굳었거나 논
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구성개념 또는 기법들을 통해 플롯을 개관하고 중
심 주제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제1부의 플롯 분석에서
는 ① ‘학자 비극’과 ② ‘그레트헨 비극’이 유효한 단위개념이고, 제2부에서는

1-3막의 ③ ‘헬레나 비극’과 4-5막의 ④ ‘군주[초인] 비극’을 각각 제1부의 두
비극에 대응하는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때 전후반부가 거울
상처럼 대칭(①-②‖③-④)을 이루는 것이 흥미롭다. 제1부 전반의 학자 비극
과 제2부 후반의 군주 비극이 대응하고, 그레트헨 비극과 헬레나 비극 역시
거울상처럼 대비되지만 사건은 연속된다. 제1부 종결부에서 사건 밖으로 사라
졌던 그레트헨이 제2부 마지막 장면에서 영혼으로 재등장하여 파우스트를 천
상으로 안내함으로써 대단원이 완결된다.

16세기의 전근대적 범지학(Pansophie)에서 유래하여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가 입에 담는 “대우주 Makrokosmos”(I, 430, 1347)와 “소우주 Mikro-

kosmos”(I, 1347, 1802)는 우주와 인간의 생체학적 대응구조라는 원래 의미를
넘어 주인공의 단계적 경험세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적합하다. 레싱 이래 보
편화한 시민비극 장르에 속하는 ‘그레트헨 비극’의 소시민적 생활현장이 소우
주요, 제2부의 화려한 궁정세계와 시공을 초월한 헬레나 줄거리의 사건현장이
대우주라면, 이 대비 구도는 비극 제1-2부 전체의 지상세계와 (｢서곡｣의 현장
이자 제2부 끝 장면 ｢협곡｣에서 암시되는) 천국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3) Erich Trunz: Nachwort zu Johann Wolfgang von Goethe: Werke (HA), Bd. 3. Faust,
487면. 이하 이 작품집에서 인용. 제2부의 “상징”과 “우의”에 관해서는 엠리히(Wilhelm
5
Emrich: Die Symbolik von Faust II. Königsttein/Ts.: Athenäum 1981 [zuerst 1957])의
단일론적 연구와 이에 대한 슐라퍼(Heinz Schlaffer: Faust, Zweiter Teil. Die Allegorie
des 19. Jahrhunderts. Stuttgart: Metzler 1981)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논쟁적
반론이 각각 20세기 후반 작품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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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칭구도와 더불어 파우스트의 유기체적 구성기법으로 논의되는 (심장박
동의) 수축/긴장(Systole)과 확장/이완(Diastole)4), 곧 행동(Tat)과 휴식(Ruhe)
또는 욕망(Begierde)과 향유(Genuß)5)의 대비도 유력해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막 단위를 사용하지 않은 제1부의 구조분석에서 그러하다. ｢밤｣ 장면의 저 유
명한 첫 독백에서 파우스트는 창문을 통해 흐릿하게 비쳐드는 달빛을 보며
자신의 어둑한 연구실을 고립과 단절의 “감옥”(I, 398)(= 이완, 휴식)으로 느
껴 몸서리치고, “저 넓은 땅”(I, 418)으로의 탈출(= 긴장, 행동)을 열렬히 소망
한다. 여기서 감옥 같은 연구실 “벽 구석”(I, 399)과 달빛 가득한 “산꼭대기”
는 파우스트⋅메피스토 또는 그레트헨의 개인영역(소우주)과 사회영역(대우
주)으로 반복⋅고조⋅변조되면서 제1부의 구성원리로 작용하다가, 제1부 마지
막 장면에서 그레트헨의 실제 “감옥”으로, 그리고 제2부 개막장면(알프스 산
지에 위치한 “아늑한 지역”)(II 1)으로 이어졌다가 곧 이어 “황제의 궁정” (II

1)으로 각각 실현된다. 수축과 이완은 그러니까 대우주–소우주의 대비에 상
응하면서 희곡 파우스트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구성기법이라 하겠다.
다만 이 개념 자체는 반복을 강조할 뿐, 주인공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리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원래 생체 리듬을 가리키는 수
축과 이완은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과연 진정한 내적 발전과 승화를 체현하는
지 여부와도 연관하여 그 효용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1부의 핵심적인 극적 행위 또는 사건들이 제2부에서 반복․변조․고조
4) 괴테는 아마도 외팅어에게서 자극을 받아 ‘생명의 박동’이라는 상념을 이 개념 쌍으로
표현했고, ‘수축’과 ‘팽창’, ‘자아독립 Verselbstung’과 ‘자아포기 Entselbstigung’ 등의 의
미로 확대 발전시켰으며, 시와 진실 제8권 끝 부분에서 ‘창조신화’ 설명에 원용했다.
참조: Friedrich Christoph Oetinger: Swedenborgs irdische und himmlische Philosophie.
Hg. von Karl Chr. Eberhard Ehmann. Neu hg. von Erich Beyreuther, Stuttgart 1977
(Nachdr. der Ausg. Stuttgart 1858), 231, 351면; Ulrich Gaier: Goethes Faust-Dichtungen. Ein Kommentar. Band 1. Urfaust. Stuttgart 1989 (RUB. 8587), 129, 159면.
5) 참조: 제1부 ｢숲과 동굴｣, 3249-3250: “그래서 나는 욕망에서 향유로 비틀거리며 물러나
고, / 향유 속에서 욕망을 애타게 그리워한다. So tauml’ ich von Begierde zu Genuß, /
Und im Genuß verschmacht' ich nach Begierde.” 여기서 파우스트는 마녀의 주방 거울에
서 보았던 나부상을 회상한다.

192

임한 순

등 다양한 형태로 재연되고, 제1부 첫 장면의 ｢서재｣처럼 잊혔던 장소가 “옛
날 모습 그대로” 다시 나오거나(2막 첫 장면의 옛 조교로 이제는 스승 파우
스트를 능가하는 대학자 바그너와 그의 “실험실”), 암시로 끝난 화소(話素)가
극적 행위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헬레나 화소도 그 중의 하나다. ｢마녀의
주방｣ 장면에서 마술거울 속에 비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I, 2436)
을 파우스트는 제1부의 그레트헨에 이어(I, 3247-3248) 제2부 1막 ｢기사실｣에
불려온 헬레나에게서 확인하며 질투와 열정에 사로잡힌다. “저 옛날 마법의
거울에 비쳐 나를 황홀하고 / 행복하게 했던 아름다운 자태”(II 1, 6495-6496)
를 “한 번 알아본 자라면, 그녀 없이는 정녕 못 산다.”(II 1, 6559)는 것이다.
비극 파우스트 전후반부의 유기적 통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개관한 도식적 개념들을 적용할 실체를 찾아야 한다. 우선 주인공의 내적 또
는 외적 발전과정에 따라 플롯을 구성하거나 인물구도 또는 특정 주제의 전
개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절실해진
환경 담론의 맥락에서 자연상징은 이 작품의 잠재적 시의성을 드러내는 가장
유력한 주제어의 하나라고 하겠다. 본고에서 시도할 ‘문화상호적’ 분석은 소
재 비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 자연현상들의 구성적 의미와 기
능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살필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요컨대 단일론적 구조 및
내용 분석의 범주에서 파우스트와 자연의 관계를 추적하되, 자연현상의 보편
성에 근거한 파우스트의 한국적 이해와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검토
하려는 것이다.

Ⅱ. 근대희곡의 인간중심적 속성과 자연

희곡은 “행동하는 인간”(시학 제2장)을 모방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
의했듯이, 자연은 본시 인간 행동의 대상이자 객체로 이해되기 때문에 보통은
희곡과 연극의 장르미학에 속하지 않는다. 문예학 개념으로 예컨대 괴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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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시 Naturlyrik가 서정시의 주도적 하위 장르로 대두한 것과는 대조적
으로, ‘자연희곡 Naturdrama’이라는 개념은 유럽 문학사와 연극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야외극장을 뜻하는 Naturtheater가 Freilichttheater 또는 Heckentheater
의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이는 “공연의 부수효과로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
연의 영향력을 이용”6)하는 극장을 가리킨다. 자연시와 달리, 희곡에서 일반적
으로 자연은 작품 구성의 구조적 요소가 아닌 것이다.
연극에 적대적이었던 중세 기독교를 염두에 두면서 페터 촌디는 르네상스
의 근대희곡이 “오로지 인간 상호간의 관계만을 재현하여” 무대현실을 구축
하려 한 인간의 “정신적 모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주변 세계는 인간이 행동하
겠다는 결심을 통해 관련을 맺음으로써만 연극 속에서 실현되었고, 그러한 행
동과 무관한 모든 것은 연극에 생소하였으며, 그것이 인간 상호적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무표정한 사물세계”로 머물렀다는 것이다.7)
여기서 촌디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수동적 속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희곡
의 속성이 인간중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독자적으로 무대
를 지배한다는 관점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1. 셰익스피어와 괴테의 자연
근대 르네상스 연극의 시조 셰익스피어가 바로 자연을 희곡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 승격시켰고, 젊은 괴테는 “자연! 자연! 셰익스피어의 인간처럼 자연
자체인 것은 없다!”8)고 환호했다. “자연!”이라는 구호에서 22세의 슈투름 운
트 드랑 작가 괴테의 1771년 ｢셰익스피어의 날에 Zum Shakespeare-Tag｣라는
연설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문호의 희곡에서 괴테는 ‘자연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과 대자연이 폭 넓게 반영되어 있음
6)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 Stuttgart: Kröner 71989, 616면.
7) Peter Szondi: Theorie des modernen Dramas (1880-1950), 15. Aufl., Frankfurt a. M.:
Suhrkamp 1981 (1965), 14면.
8) Goethe: Werke, HA 1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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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했다. 레싱 이후 슈투름 운트 드랑 사조의 젊은 작가들은 프랑스 신고
전주의 작가들의 규범시학 대신 셰익스피어의 자유분방한 극작법을 귀감으로
삼았고, 괴츠 폰 베를리힝엔 Götz von Berlichingen(1773)과 같은 괴테의
초기 희곡들이 새로운 경향을 선도했다.
독일에서 간행된 셰익스피어 편람의 발행인 슈나베르트는 “자연”이라는 주
제어를 이 작가 전체 작품의 주제들 가운데 첫 자리에 위치시키고, “규범으로
서의 자연”, “기능화된 자연, 소외”, “초월적 의미부여” 등 3개 항목으로 분류
했다.9) 첫 주제는 목가적 자연을 가리킨다. 인간은 “거시세계의 온갖 다양성
과 질서를 반복하는 소세계”로, 다시 말해 “우주적 조화를 담아내는 신체적․
정신적 조화”10)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철학과 마키
아벨리의 정치이론(군주론)에 토대한 자연관, 곧 ‘자연은 인간에 의한 의미
부여와 무관하며, 인간이 자신의 목적에 맞춰 굴복시키는 만큼만 의미를 얻는
다.’는 관점에 따라 자연이 강제로 기능화되면서, 인간에 의해 자초된 인간
소외가 발생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리어 왕의 황야 장면들을 들 수
있다. 이 비극에서 자연은 본래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잃고 파괴적인 폭력으로
변질된다. 이처럼 적대적인 자연의 폐해는 후기 작품 폭풍 The Tempest에
서 지양된다. 늙은 현자 프로스페로가 증오와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때문이다. 사건현장인 섬나라는 이제 화목과 조화가 지배하는 이
상향으로 변모한다.
셰익스피어와 자연의 관계에서 확인된 규범–소외–조화의 3단계 과정을
괴테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기에서 상론할 수 없다. 파우스트에 한정한
다면, 제1부 ｢발푸르기스의 밤의 꿈｣ 장면에 ｢한여름 밤의 꿈｣의 요정세계가
활용되어 오베론, 티타니아, 퍽 등이 등장하고, 그 밖에 파우스트의 환상이나
꿈속에 나타나 자연풍광을 펼쳐주는 정령들(I, 1447-1505; II 1, 4613-4678)에
게서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11)
9) Ina Schnabert (Hg.): Shakespeare‐Handbuch. Stuttgart: Kröner 1978, 351-354면: „Natur
als Norm“, „Funktionalisierte Natur, Entfremdung“, „Transzendierende Sinngebung“.
10) 위의 책, 352면.
11) 셰익스피어의 영향에 관해서는 졸고: 독일의 셰익스피어 수용과 고전문학기 희곡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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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파우스트의 방황과 자연
파우스트에서 자연의 구성적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우선 사건
의 장소가 공간적․시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인
공은 실내 공간에 못지않게 자연 또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장소를 즐겨 찾는다.
제1부에서 눈에 띄는 자연 속의 공간이나 자연현상들은 ｢밤｣ 장면의 달과 산
봉우리, ｢서재｣ 장면의 지령(地靈), ｢성문 밖｣의 부활절 산책과 석양 무렵의
대화, 중세 연금술을 연상시키는 ｢마녀의 주방｣에서 필시 각종 약초와 동물로
제조되는 회춘제, ｢숲과 동굴｣의 첫 독백에서 토로되는 자연 예찬, 실내가 아
니라 ｢마르테의 정원｣에서 ‘자연 상태’의 순진무구한 처녀와 벌이는 밀회들,
｢발푸르기스의 밤｣에 광란하는 관능적 충동 등이다.
제2부에서는 1막 첫 장면의 일출 장면과 황제 알현 장소인 궁성의 정원이
자연이거나 자연에 가깝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양이 가장 많은 ｢고전적 발푸
르기스의 밤｣(1483행)은 파르잘루스 평야–페네이오스 강–에게해로 이어지
는 3개 야외장소에서 전개되며 생명과 성애의 원천인 물을 배경으로 삼는다.
3막에서 파우스트와 헬레나가 거주하는 그늘진 목가적 숲속 “동굴”, 4막의 3
개 장면(“높은 산지”, “앞산 위”, “반역 황제의 천막”) 전체, 5막에서 오두막
⋅보리수⋅낡은 교회가 있는 “훤히 트인 곳”(II 5, 11043 앞)도 모두 자연 속
의 장소들이다. 마지막으로 죽음 뒤의 흙속 매장과 “골짜기, 숲, 바위, 황량한
곳”으로 지문에 설명된 “협곡”의 승천도 자연 속에서 진행된다. 특히 종결부
가 암시하는 천상세계는 ｢서곡｣의 천국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속한다.
파우스트의 공적인 삶의 많은 부분이 완전한 인공시설은 아니더라도 가공
된 자연, 곧 다양한 크기와 인위성을 지닌 정원에서 제시되는 점에도 주목해
야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기술의 자연지배 요구”12) 는 제2부 종결부의 간척
사업에서 절정에 달하고, 그 점이 장소 설명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제 고령에
전, 독일문학 37권 2호 제60집(한국독어독문학회 1996), 1-30면 참조.
12) Peter Matussek: Naturbild und Diskursgeschichte. Faust‐Studie zur Rekonstruktion ästhetischer Theorie. Stuttgart und Weimar: Metzler 1992,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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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제후 파우스트의 궁전을 묘사하는 무대지시문은 “넓은 정원, 똑바로 뚫
린 거대한 운하”(II 5, 11143 앞)이고, 이 운하로 “낯선 세계 각지의 생산품을
다채롭게 가득 실은 무역선”(II 5, 11167 앞)이 들어온다. 이 물건들은 “전쟁,
무역, 해적질”(II 5, 11187)로 모은 것이다. 제1부에서 한 개인과 그 가족을
파멸시킨 파우스트의 욕망이 제2부 5막에서는 함포를 앞세운 제국주의적 식
민지 건설로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파우스트적 노력의 양면성 또는
부정적 이면은 그러나 주로 자연상징을 통해 가시화된다. 파우스트의 새 궁성
에 인접한 거대한 운하 앞에서 요란하게 벌어지는 하역작업은 “훤히 트인
곳”에 위치한 오두막집의 검소한 식사장면에 바로 이어진다. 자연의 정복으로
축적된 권력 및 재화에 자연과 조화를 이룬 노부부의 근검한 생활이 첨예한
대비를 이루면서, 성취와 파괴를 오가는 파우스트적 방황의 양극성이 드러나
는 것이다.
그러나 방황의 시작과 끝은 신의 섭리에 따른 대자연의 범주 안에 있다.
｢무대 위의 서극｣ 마지막에 예고된 “천상에서 세상을 지나 지옥까지”(서극

242)13) , 곧 “창조의 전체 범주”(240)는 파우스트가 경험할 자연계 전체를 가
리킨다. 만년(1820)의 괴테에 따르면, 우리는 이 전체의 토대로 “자연 속에서
신이, 신 속에서 자연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하고 작용하리라”는 이념을
상정해야 한다. 시인, 연구자, 철학자였던 괴테에게 자연은 “관조, 관찰, 숙
고”(HA 13, 31)를 통해 다가가는 자에게만 그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는, 인식
활동의 대상이자 동시에 순종과 경외로 존중해야 할 신적인 창조의 주체이고
결과물이다. 자연의 인식과 정복을 위해 노력하고 방황하는 파우스트도 궁극
적으로 그러한 전체로서의 자연에 수렴된다.

13) 파우스트의 행동영역 또는 경험세계에 “지옥”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800년경의 ‘부록 5’에 지옥을 보여줄 ‘후기 Epilog’가 예정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는데,
가이어는 제2부 4막 첫 장면에서 “희극적 혁명신화”를 암시하는 “지옥의 밑바닥 Grund
der Hölle”(II 4, 10072) 비유와 “어리석은 전설들”(10073)이 ‘후기’의 흔적이라고 본다.
참조: Ulrich Gaier: Johann Wolfgang Goethe. Faust-Dichtungen. 3 Bde., Bd. 2: Kommentar I, 41, 97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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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작품 구성 축으로서의 자연
그러니까 위 I항에서 개관한 구조개념들에 어울리는 포괄적인 단일론의 토대
를 자연과 그 상징에서 찾을 수 있다. 근래에 이 방향의 연구를 선도해온 마투
섹은 파우스트 속의 자연 형상들을 ① “발현적 expressiv”(지령 불러내기),
② “공감적 sympathetisch”(｢숲과 동굴｣ 장면 초두의 독백), ③ “조화적 harmoni-

kal”(부활절 산책 장면), ④ “구성주의적 konstruktivistisch”(제2부 종결부 독
백: II 5, 11559-11586) 형상 등 네 가지로 분류하는 한편, “자연의 시간화”14)
라는 다소 난해한 표현을 도입했다. 이 개념의 요체는 자연 및 주변 대상에
대한 파우스트의 관계가 세속적 욕망과 형이상적 동경으로 분열되므로, 그의
부단한 노력은 “변화 속의 지속”의 변증법15)을 터득하는 데 집중된다는 것이
다. 메피스토텔레스와 맺은 계약의 내용(“그 순간을 향해 나는 말하리라: / 멈
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I, 1699-1670)에 따라 향유와 휴식, 곧 시간의 정
지는 죽음을 뜻하고, 그러한 자족과 자만이 초래하는 정지상태는 자연의 일부
인 생명체의 속성이 아니며 신의 창조 의도도 아니다. 파우스트의 비극성은
그가 자연[존재]의 시간성, 곧 중단 없는 가변성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그 존
재의 영속적 향유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레트헨 비극의 시간 관계가 그러하다. 사춘기를 갓 벗어난 그녀는 이미
아이가 아니지만, 아직 여인도 아닌 자연아로서 파우스트의 눈에는 시간적 무
관심을 체현한다. 그 매력에 이끌려 파우스트는 ｢정원｣ 장면에서 영속적인

“쾌락”을 기대한다. 그것은 “영원해야 해! / 영원! - 그 종말은 좌절일 테니
까. / 안 돼, 끝나면 안 돼! 안 돼!”(I, 3192-3195). ‘자연의 시간화’는 파우스
트의 개인적 체험뿐만 아니라 제2부에서 사회․문화․정치․역사의 차원에서
도 실현된다.
희곡 파우스트의 구조적 구성요소로서의 자연에 주목한 것은 그러나 작
14) Peter Matussek: Naturbild und Diskursgeschichte, 115, 257, 285, 311면; P. M. (Hg.):
Goethe und die Verzeitlichung der Natur. München: C. H. Beck 1998.
15) P. Matussek: Faust I: das Drama der Verzeitlichung. In: Goethe-Handbuch, Bd. 2, 381388 중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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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연구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자연을 파우스트의 주제와 구
성을 주도하는 구조적 요소로 파악한 연구자로 콘라트 부르다하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먼저 1888년 논문에서 “노력하는 한 인간의 자연에의 관계”가 “무
진장한, 측량할 수 없는 이 대작을 위한 가장 명백한 공식”이라고 밝혔고, 그
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뒤 이 작품의 종교적 문제를 다시금 파우스트와 자연
의 관계에서 추론했다. 그의 중간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인간은 자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 초인적 인간의 자연 및 자연 인식
에의 관계가 ‘파우스트’의 종교적 문제와 얽혀 있고, 그것이 [...] 괴테의 파우스트
문학 전체의 축이다.16)

부르다하의 “공식”에서 종교의 문제보다는 작품 구성의 “축”으로서의 자연이
우리의 관심사다. 이 축을 중심으로 작품 전후반부의 다층적인 대칭구조와 그
주제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자연과 구별되는 괴테적 자연관의 특징은 자연 자체의 역동
성과 그 질서의 항구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화 속의 지속’이라는 중심 주제를 내포하면서 작품 구성의 축으로 기능하
는 자연상징은 먼저 ｢천상의 서곡｣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 묘사된 천국에서
는 창조 첫날처럼 장엄한 태양이 “형제 천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노래 겨루
기를 벌인다. 필시 코페르니쿠스적 지동설에 따라 회전하는 지구에는 “천국의
밝은 빛이 / 깊고 소름끼치는 밤과 교차하고”(Pr 253-254), 바다와 바위, 육지
와 바다, 천둥과 번개가 고전적 4대 원소(불[빛], 물, 흙, 공기)17) 로서 파괴의
16) Konrad Burdach: Das religiöse Problem in Goethes Faust. In: Euphorion 33 (1932), 326면. 재수록: Aufsätze zu Goethes »Faust I«, 22-51면 중 30면 이하: „Das Problem:
wie stellt sich der Mensch zur Natur?, die Tragik des Verhältnisses eines dämonischen
Menschen zur Natur und Naturerkenntnis ist mit dem religiösen Problem des ‚Faust‘
verflochten, und es ist [...] eine Achse der ganzen Faustdichtung Goethes.“ 25면 이하
“파우스트와 자연 Faust und die Natur” 항목 참조.
17) 참조: Gertnot Böhme, Hartmut Böhme: Feuer, Wasser, Erde, Luft. Eine Kulturgeschichte der Elemente. München: C. H. Bec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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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자랑한다. 난폭해 보이는 원초적 자연현상들은 그러나 “주님의 하루의
온화한 변화”(Pr 266)를 보여줄 따름이다.18)
빛과 어둠의 이원주의가 신의 밝은 질서 아래 수렴된다는 상념은 파우스트
를 두고 내기를 거는 신과 악마의 관계에 상응한다. “지금은 그가 비록 혼란
속에서 나를 섬길지라도 / 내 머지않아 그를 밝은 길로 인도하리라”(Pr 308-

309)는 신의 예고에는 악마와 동행할 파우스트의 구원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
대자연의 중심인 태양은 그러니까 신의 밝은 섭리를 상징하며 인간에게 투영
된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가 보기에 (Pr 284-286:) 인간의 “이성”은 신이
선물한 “하늘 빛의 광채 Schein des Himmelslichtes”인데, 인간은 그것을 오로
지 “그 어떤 짐승보다 더 짐승처럼” 살아가는 데에만 사용한다.
｢서곡｣의 자연상징에는 하늘의 빛, 지상의 육지와 바다 이외에 ‘정원’ 개념
도 포함된다. 천주는 파우스트의 구원을 예고하면서 “정원사”를 자처한다.
어린 나무가 푸르러지면 정원사는 아느니라,
다가올 세월을 꽃과 열매가 장식할 것을. (Pr 310-311)

하인츠 폴리처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 파우스트를 관통하는 “식생(植生)의
상징”을 추적했다. 그는 또 파우스트가 악마와 맺는 계약의 조건들을 분석한
끝에, ‘인식의 나무’가 이 작품 전체의 주도화소임을 논증했다.19)
｢서곡｣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내 아주머니인 저 유명한 뱀”(Pr 335)을 자
랑하며, 파우스트를 욕정과 물욕의 유혹에 빠뜨려 [아담과 이브의 사과 대신]

“쓰레기를 처먹게” 하겠다고 장담한다. 여기서 암시되는 ‘지혜의 나무’는 그
러나 우주의 정원사인 신의 질서에 파우스트가 부당하게 도전하리라는 것도
예고한다. “세계를 /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붙잡아 유지하는 것, / 일체의 작
18) 이 부분의 성서적 배경은 열왕기상 19, 11 이하이다. ｢천상의 서곡｣은 중세 신비극과 바
로크 세계극을 연상시키지만, 여기서는 우주질서의 묘사에 성서⋅철학⋅천문학의 화소들
을 혼합함으로써 교조주의적 색채가 완화되었다. 참조: Goethe-Handbuch, Bd. 2, 363면.
19) Heinz Politzer: Vom Baum der Erkenntnis. In: Aufsätze zu Goethes »Faust I«, 572-606
중 577면 이하, 58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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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력과 씨앗들”(I, 382-384)을 알아내려는 그의 지적 욕구는 아담의 원죄에
비견될 만하다. 그런 뜻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해석자들은 파우스트의
무제한적인 인식욕과 행위충동을 자주 현대 핵물리학의 가공할 결과에 빗대
어 조명했고, ｢발푸르기스의 밤｣ 장면에 핵폭발 장면을 도입한 그륀드겐스

Gustaf Gründgens의 고전적 연출(함부르크 1957/58)20)이 그 대표적 성과다.
그런데 서양의 신화와 종교에서 신을 대면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밝
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듯이, 인간은 신의 선물인 이성 속에 모습을 드러
내는 신의 위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1)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 신과
같이 되려던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당한다는 성서신화도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이어야 함을 지적한다.

‘정원사’ 비유를 중심으로 ｢천상의 서곡｣이 암시하는 ‘인식의 나무’ 비유는
빛의 화소와 생명의 나무 보리수에 연결된다. 천사들의 찬가에서 묘사된 “바
다와 바위, 육지와 바다”를 포함하면 빛–산수–나무를 ｢서곡｣에 도입된 자연
계의 3대 범주로 볼 수 있다.

Ⅲ. 자연상징의 주요 범주와 그 보편성

셰익스피어의 자연관이 3단계의 발전과정을 보인다면, 괴테의 자연 이해는

1780년의 전환점을 계기로 그 이전 10년과 이후 반세기 사이에 뚜렷한 차이
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루소의 영향 아래 1770년대 슈투름 운트 드랑
시기를 감정과 상상력에 몰입하여 자연 전체에서 진실을 선취하려 했던 그는

1775년 바이마르 이주 후 특히 토지와 정원 관리 등 공직과 관련하여 체계적
인 자연 탐구에 전념했고, 새로 습득한 자연 체험과 지식을 이탈리아 체류 동
20) Bernd Mahl: Goethes Faust auf der Bühne (1806-1998). Stuttgart und Weimar: Metzler
1998, 143면.
21) 참조: 출애급기 19: 12-13/23-24, 특히 33: 20.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와 세멜레, 아르테
미스와 악타이온 이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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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계속 확대 심화했다. 자연에 대한 그의 열정과 꾸준한 연구 결과는 장편소
설 친화력 Die Wahlverwandtschaften(1809) 등 작품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색채론 Farbenlehre｣(1810)을 비롯한 여러 자연과학 저술로도 나타났다.
괴테의 자연 탐구는 자연 인식과 철학적 자기이해의 과정이었고, 그 성과
는 바로 ｢파우스트｣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 생성기간이 60여년에 이를 만큼
길었기 때문에, 그의 자연철학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주요 지표로 이 작품이
선호되곤 한다. 이때 중시되는 장면들은 ｢초고 파우스트｣(1775) 및 제1부의
첫 부분인 ｢밤｣ 장면의 독백과 지령 출현 장면, 그리고 이에 대한 비교대상으
로 ｢숲과 동굴｣(집필: 1787-1789)의 독백이다. 두 장면 모두 집필 당시 작가
자신의 자연 이해를 반영한다.
｢밤｣ 장면에서 파우스트는 스콜라철학의 공리공론에 염증을 느껴 노스트라
다무스의 예언서에서 답을 구해 보지만, 여의치 않자 한국의 무속(巫俗)을 연
상시키는 주문과 마법에 의지하여 지령을 불러낸다. 이론이 아닌 자연의 실체
를 의미하는 지령은 “생명의 물결”과 “행동의 돌풍”을 체현하며 “시간의 베
틀”에 앉아 “출생과 무덤”을 직조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파우스트가 “신
의 모습대로 빚어진” 자신을 지령과 동일시하자 지령은 사라진다. 무력감에
빠진 파우스트는 비탄한다. – “신비에 싸인 채 대낮에도 / 자연은 베일을 빼
앗기려 하지 않는다. / 자연이 네 정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을 / 지렛대나 나사
로 강요해낼 수는 없다.”(I, 672-675) 이 장면에서 파우스트가 자연법칙의 인
식에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 마술을 학문적 방법으로 오해했고, 둘째, 자연 전
체의 근원적인 작용 원리를 단숨에 알아내려 조급하게 행동했고, 셋째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오만에 빠졌다.
그 반면 ｢숲과 동굴｣의 파우스트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개별 대상들을 유
유히 관찰하며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적인 친근성을 확인한다. 지령에 대해서
도 이제 그는 전날의 실수를 후회하며 겸허하게 구하는 자세를 보인다. –

“숭고한 영이여, 그대는 내게 주었다. / 내가 원한 것을 모두 주었다. [...] /
아름다운 자연을 왕국으로 내게 주고 / 그것을 느끼고 즐기는 힘도 주었
다.”(I, 3217 -3221) 괴테–파우스트는 마침내 자연을 올바로 인식하는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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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다고 확신한다. 성급하고 강압적인 요구 대신 인내와 관조로 대상에 접
근하면, “이제 유한한 것[개체, 부분]에서 자연의 무한성이 드러난다.”22)
이것은 스피노자의 범신론 Pantheismus에서 피력된 자연관이다. 괴테는

1784-1785년 스피노자의 윤리학 Ethik을 읽었고, 그 성과로 스피노자 시론
Studie nach Spinoza을 썼다. 이 시론의 중심 명제는 “제한적인 존재들은 모
두 무한한 것 속에 있으나, 그들은 무한한 것의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
려 그 무한성에 참여한다.”(HA 13, 7)는 것이다. 파우스트의 독백 후반부는
괴테가 탐색한 범신론적 인식론을 담고 있다.
냉정하게 경탄하는 관망을 허락할 뿐 아니라
친구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듯이
자연의 깊은 가슴을 보게 해 주었다.
살아 있는 것들을 열 지어 데리고 와
내 앞을 지나게 하고, 내가 알게 가르쳐 준다,
조용한 숲속, 공중과 물속에 있는 형제들을. (I, 3221-3227)

위 인용에서 마지막 행에 우리가 분석의 범주로 삼으려는 자연현상들이 나열
되어 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숲속의 동물,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를 가
리키겠으나, 그들이 머무는 장소는 나무, (생명의 남성적 근원인) 빛, 그리고

(생명의 여성적 원천인) 물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파우스트는 자연을 자주 체험․휴식 또는 도피의 처소로 갈망하거나 찾아
간다. 그는 자연을 우선 찬란한 빛으로,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산과 물, 숲과 동
굴, 초원과 해변의 모습으로 관조하고 인식한다. 첫 독백에서 노학자 파우스
트는 “가득한 달빛”(I, 386)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한다.
아, 너의 사랑스런 빛을 받으며
저 높은 산마루를 거닐 수 있다면!
22) Alfred Schmidt: Natur. In: Goethe-Handbuch 4/2, 755-776 중 765면. 범신론에 관해서는
같은 책, 76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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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 동굴 주변을 영들과 떠돌며
은은한 너의 빛 아래 초원을 거닐고
온갖 지식의 먹구름에서 벗어나
네 이슬에 몸을 씻고 강건해졌으면! (I, 392-397)

이 장면에서 독자 또는 관객은 파우스트의 시선을 따라가며 (달)빛–산마
루–산 또는 숲속–초원–물의 순서로 자연을 체험하도록 인도된다. 달빛에
반짝이는 풀잎의 ‘이슬’은 안개와 구름․무지개․폭포․샘과 냇물․강과 바닷
물에 이르는 ‘물’의 대유(代喩 Pars pro toto)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시선의
방향은 ｢나그네의 밤 노래 Wandrers Nachtlied｣를 위시한 괴테의 자연시에서
도 자주 볼 수 있다. “산꼭대기마다 정적”(HA 1, 142)을 깃들이는 황혼의 잔
영 또는 화려한 새벽 여명이 나그네에게 신성의 현현(顯現 Epiphanie)으로 감
지되듯이, 파우스트에서도 그러한 천상의 빛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
하는 자연상징의 정점에 위치한다.
하늘의 광채, 곧 햇빛이 ｢천상의 서곡｣과 제2부 5막 종결부의 ｢협곡｣ 장면
에서 각각 극적 사건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보리수가 식물계(Flora)의 대유
로서 제1부의 부활절 축제에 이어 제2부 5막 첫 장면(II 5, 11043)에서 작품
의 구조와 주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물은 제1부에서는 ｢우물가｣를 제
외하고 극적 장면으로 전개되지 않지만, 제2부 1막 첫 장면, 특히 2막 ｢고전
적 발푸르기스의 밤｣ 전체의 배경을 이룬다. 이처럼 ① 빛–② 산[바위]과
물–③ 나무로 대표되는 파우스트 속의 자연현상들과 그 상징성은 한국의
산수(자연) 개념과 닮은 데가 많다. 알프레히트 쇠네가 파우스트 주석 말미
에 괴테의 기상학 연구 ｢하워드에 의거한 구름의 형태｣23) 에서 뽑아 제시한
도해에는 한국의 금강산이나 설악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음직한 풍경이
그려져 있다. 안개구름–뭉게구름–새털구름으로 변하며 점차 상공으로 올라
가 끝내 사라지는 구름 위에 높이에 따라 점차 밝은 햇빛이 비친다. 물가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울창한 거목은 보리수이거나 떡갈나무로 보인다. 작품 제2
23) Goethe: Faust. Kommentare von Albrecht Schöne (FA 7.2), 2069면 앞: „Wolkengestalt
nach Howard“. 해설: 같은 책, 792-795면. 번역 및 그림 수정: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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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5막 협곡 장면에서 위계에 따라 높이를 달리 하며 산기슭을 맴도는 영혼
과 천사들은 한국의 전통에서 찾을 수 없으나, 가파른 바위산 절벽에서는 도
교나 불교 전통의 암자 또는 수도승들의 석굴을 상상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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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천상의 빛
｢천상의 서곡｣에서 선취된 자연현상들을 파우스트는 제1부 ｢밤｣ 장면을 비
롯하여 ｢성문 밖｣, ｢서재｣, ｢숲과 동굴｣, ｢발푸르기스의 밤｣ 등 여러 곳에서
하강구조에 따라 체험한다. 제2부 1막 첫 장면과 5막 종결부 ｢협곡｣ 장면에
서는 이들이 상승구조로 제시된다. 종결 장면은 마치 교향곡 말미와 같은 장
엄한 대단원을 이룬다. 극중 사건에서 태양은 주로 황혼 무렵에 관찰되는데,
｢천상의 서곡｣과 제2부 1막 첫 장면은 눈부신 아침 해를 보여준다. 석양이 가
장 아름답게 묘사되는 곳은 부활절 ｢성문 밖｣의 산책 장면이다.
해 기울어 물러가니, 오늘 하루도 끝났구나.
해는 저쪽 나라로 달려가 새 생명을 재촉한다.
아, 내 몸에 날개가 돋쳐 저 해의 뒤를
어디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다면!
[...]
아, 정신의 날개에는 그리 쉽게
육체의 날개가 따르지 못하는구나. (I, 1072-1075, 1089-1091)

지는 해를 몸으로 뒤쫓고 싶다는 파우스트의 인식 욕구에서 ｢밤｣ 장면 첫 독
백이 연상된다.
그의 영혼 또는 정신(엔텔레키 Entelechie)은 그러나 육체를 떨쳐버린 뒤,
그러니까 작품 말미 승천의 순간에야 비로소 태양처럼 밝은 신의 영역에 들
어설 것이다. 태양은 그래서 “여신”(I, 1084)으로까지 미화된다.24) 제법 자주
진실을 입에 담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날 밤 서재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
낸 뒤 첫 대화에서 밝히듯이, 파우스트가 추구하는 절대 진리로서의 빛은 신
의 영역에 속한다. – “이 전체라는 것은 / 오직 유일한 신을 위해 만들어졌
24) ‘여신 Göttin’은 파우스트의 승천 장면에서 필시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영광의 마리아
Mater gloriosa”(II 5, 12103)에게도 사용된다. ‘여신’ 호칭은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
성모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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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신은 영원한 광채 속에 있으면서, / 우리네를 암흑 속에 처박아놓고, /
오직 당신들에게만 낮과 밤이 있는 것이오.”(I, 1780-1783)
제2부 1막 첫 장면에서 정령 아리엘은 망각의 강 레테 Lethe의 마력으로
파우스트를 잠재웠다가 다시 깨어나게 한다. 셰익스피어의 폭풍과 한여름
밤의 꿈에서 유래하는25) 이 공중의 정령이 하프에 맞춰 독창으로, 그리고
다른 정령들과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II 1, 4613-4665)는 제1부 ｢서재｣[I] 장
면(I, 1447-1505)에서 이미 예시 또는 선취되었다. 파우스트의 부적과 주문에
걸려 감금당한 메피스토펠레스가 자신이 부리는 정령들을 동원하여 파우스트
의 뇌리에서 서재의 “어두운 둥근 천장”을 몰아내고 그 대신 목가적인 자연
풍광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했다. 최면을 걸어 파우스트를 “망상의 바다”에
빠뜨린 것이다. 파우스트는 정령들이 노래하는 푸른 하늘–별들–들과 산–정
자와 그 속의 애인들–포도송이–포도주–바위–초록빛 언덕–포도주의 호수
–태양–물결–밝은 섬들–높은 산–물 속–사랑스런 별들을 연상하며 잠에
빠졌다. 이제 제2부의 대칭 장면에서 파우스트는 앞서와 유사한 내용의 노래
를 들으며 잠들었다가 깨어난다.
이 때 “요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영원의 빛”으로서 다시금 신의 전
능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연상징이다.
저 위를 보라! 거인 같은 산봉우리들이
어느새 가장 장엄한 시간을 알려 준다.
봉우리들은 영원의 빛을 일찍 누릴 수 있다.
뒤 이어 빛은 우리에게로 향한다. (II 1, 4695-4698)

고통스럽도록 부신 눈을 폭포의 물보라가 가려주자, 어렴풋이 무지개가 서며
파우스트에게 절제와 체념의 미덕을 가르친다. “다채로운 반사광에서 우리는
인생을 파악한다.”(II 1, 4727)는 것이다. 이 구절의 인식론적 의미는 익히 알
려져 있기 때문에26) 여기서 상론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봉우리들은 영원의
25) 참조: FA 7.2, 404면; Ulrich Gaier: Goethe. Faust-Dichtungen, Bd. 2, 506면 이하.
26) HA 3, 486면 이하, FA 7.2, 410면 이하 해설 참조. 이곳 햇빛 비유의 인식론적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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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먼저 누릴 수 있다.”는 일견 자명한 자연현상 속의 신화적 연관을 한국
의 산수 개념에 비추어 살피기로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들 이름에는 자주 백(白)자가 붙어 있고, 그 주봉(主
峰) 이름이 비로(毘盧)인 경우가 많다. 금강산⋅속리산⋅용문산⋅오대산⋅치
악산⋅소백산⋅팔공산 등의 주봉 이름이 모두 비로봉이다. 묘향산의 옛 이름
인 태백산의 주봉도 원래 비로봉이라는 설이 있다. 백(白)자가 들어 있는 산
명은 더욱 흔해서, 백두산과 백산(白山) 이외에도 태백산(太白山)⋅장백산(長
白山)⋅소백산(小白山)⋅간백산(間白山)⋅백운산⋅백악산⋅백덕산(白德山)⋅백
화산(白樺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각종 백산과 비로봉의 유래를 최남선이 이른바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에
서 추론했다. 고대에 우리나라 고유신앙의 하나로서 ‘밝은 뉘[光名世界]’의 태
양숭배 민족종교가 있었는데, 후일에 그 명칭이 ‘부루’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
기서 ‘부루’, ‘비로’, ‘백’은 모두 ‘밝다’는 뜻이다. 산과 봉은 천신과 인간세계
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밝은 뉘⋅밝안⋅박⋅발”로 불리다가 “부루”가 되었
는데, 이것은 “한문으로 白과 같은 것이며 후세에 승려가 불교 경전 속에 있
는 같은 발음의 문자를 빌려 쓴 것이 비로”라는 것이다.27) 이밖에도 구월산
의 주봉인 사황봉(思皇峰), 계룡산의 연천봉(連天峰), 지리산의 천왕봉(天王峰)
에 쓰인 천⋅황⋅왕도 백(白) 또는 비로와 같은 뜻이다. 불교적 의미로도 비
로봉의 핵심은 ‘빛’이다. 화엄경(華嚴經)의 교주인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은

‘빛나는 것’을 뜻하는데, 원래 태양의 빛을 나타내다가 나중에 불교의 근원적
인 부처가 되었다.
태양신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비로봉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여
서, 도를 깊이 닦아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신의 경지에 이른 신선은 이곳을
관해서는 괴테의 ｢기상학 실험 Versuch einer Witterunglehre｣(1825)을 참조할 것: “진실
한 것은 신적인 것과 동일하여 우리에게 결코 직접 인식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반
사광, 예시, 상징, 개별적이고 유사한 현상들에서 관조할 뿐이다.” (HA 13, 305)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63면. 참조: 崔南善: 朝鮮의 山
水, 東明社 1907; 손경석: 한국의 산천, 교양국사 총서 18.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서울
1976, 50-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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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하늘에 오른다. 한라산(漢拏山)은 ‘은하수에 닿는 산’이란 뜻이고, ‘선문
대 할망’이라는 거구의 여신이 그 기원설화에 등장한다. 비선대⋅등선대⋅와
선대도 비록 주봉은 아니지만 높고 밝은 신성의 영역들이다. 이와 비견될 만
한 점층적 변신의 이념과 빛의 상징이 파우스트의 승천장면에 담겨 있다. 카
톨릭의 마리아 경배를 “탈신화화”28)한 ｢협곡｣ 장면을 구상하면서 괴테가 참
조한 회화 자료 가운데 본고에 인용한 것 외에 적어도 2편의 동판화29) 는 동
양적 또는 한국적 선선사상과 산수(개념)에 비춰 보아도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국의 신선사상에 영향을 준 노장(老莊)의 무위론은 파우스트의 끝
없는 “노력”과 “방황”에 어울리지 않지만, 한국의 초기 신선 이념은 사회적
역동성을 충분히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30)

Ⅲ.2. 생명과 성애의 원천: 물
한국적 자연상징에서는 산과 물이 빠질 수 없고, 더욱이 풍수지리와 산수

(山水), 선천(山川), 산하(山河) 등 복합어에 나타나 있듯이 ‘산과 물은 하나
다.’ 삼천리강산에서 강과 산의 순서가 바뀐 것은 예외적이고, 산–수의 순서
로 된 합성어가 대부분이다. 산이 있으면 그 골짜기에 물이 있으니, 산과 물
은 하나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명산에서는 절벽에 폭포가 어울리고, 남성
적 비선대 아래에 여성적 선녀탕, 옥녀탕, 십이선녀탕이 조응하기 마련이다.
동양의 전통적 풍경화가 산수화이듯이, 하늘 또는 산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로
일체를 이루거나 남녀의 상징으로서 함께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28) Jochen Schmidt: Die „katholische Mythologie“. Jahrbuch der Deutschen Schillergesellschaft 34 (1990), 230-256면 중 256면.
29) Goethe: Werke, FA 7.2, Abb. 13, 14. 암산 절벽에 굴을 파고 수도승들이 들어 앉아 있
는 모습으로 설악산의 금강굴, 중국의 윈강석굴 같은 동양의 불교 전통을 연상시킨다.
30) 세계대백과사전 16, 9445면: “중국에서는 단지 불로장생을 갈구하는 방향으로 신선사상
이 전개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천계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하여 거기서 교훈을 이끌어내고
민족발전의 방향을 조정하여 개인생활의 품위를 높이는 목표를 찾아내는 등 공동체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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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으로 추앙되는 범일국사의 출생설화가 그
러하다. 학산마을의 한 처녀가 석천(石泉)에 물을 길러 갔다가 표주박으로 물
을 떠 마시는데 햇빛이 환히 비쳐들었다. 처녀가 임신하여 사생아를 낳으니,
이 아이가 자라 국사가 되어 굴산사 등을 지었고, 사후에 강릉의 수호신으로
신격화되었다.31) 천제, 곧 태양의 아들 해모수가 필시 치수 담당관이던 하백

(河伯)의 딸 유화를 유괴하여 고구려 시조 주몽을 낳았다는 시조설화도 하늘
의 빛, 곧 햇빛과 물의 결합에 의한 생명 탄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소로서의 물은 원래 생명의 근원이자 그런 의미에서 동서양 공통의 연
상을 불러일으킨다. 우물이 특히 그러하다. 독일의 농촌에서는 마을의 공동우
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생활이 이루어졌고, 한 마을에 많은 우물이 있는 경우에
는 각 우물을 중심으로 우물친구가 생겼다. 동양의 전형적인 마을도 동네 한
복판의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우물은 식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빨래 등을 통한 사교장으로도 기능했다.32) 그러나 우물은 직설적이든 암시적
이든 성애의 상징이기도 하다. 바가지에 담은 물 위에 버들잎을 훑어 넣어 왕
건에게 준 인연으로 고려 태조의 왕비가 되었다는 장화왕후 오씨 부인의 나
주 완사천(浣紗泉), 그림동화 제1번 ｢개구리 왕자｣에 나오는 ‘숲속의 우물’,
구약(창세기 24, 11-27)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레
베카)의 착한 심성이 시험받는 우물가, 신약(요한복음 4, 6-14)에서 예수와 사
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매개하는 우물이 그러하다.

초본 파우스트(1772-1775)와 젊은 베르터의 슬픔(1774)의 집필시기가
비슷하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비교는 흥미롭다. 먼저 베르터가 즐겨 찾는 석
굴 우물을 성애의 상징으로 읽기로 한다.
멜루지네가 자매들과 함께 그렇듯이 나도 이 샘에 사로잡혀 있네. – 나지막
한 언덕을 내려가면 둥그스름한 아치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스
무 계단쯤 내려가면 그 아래 대리석 바위틈에서 아주 맑은 물이 용솟음치네.

31) 장정룡: 강릉단오제. 집문당, 서울 2003. 73-83면 참조.
32) 참조: 세계대백과사전 20, 동서문화 1993, 116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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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빙 둘러 난간을 이룬 나지막한 담벼락과 그 부근 일대를 뒤덮은 높은
나무들과 이곳의 서늘한 맛 – 이 모두가 어쩐지 매력적이고 마음을 전율케
한다네. (HA 6, 9-10.)

물의 요정 멜루지네와 자매들은 롯테와 그녀의 동생들을 암시한다. 지금 베르
터는 옛 사람들이 모두 우물가에서 “서로 사귀고 구애하던”, 아마도 성서 속
의 “가부장적인” 시대를 연상하고 있다. 여기서 이틀 후 베르터는 낯을 붉힌
하녀의 물동이를 들어주고(HA 6, 11), 몇 주 후(HA 6, 35-36)에는 롯테의 어
린 여동생 말헨의 볼에 열정적으로 입을 맞춰 아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롯테가 경고하는 대로 수염이 날까봐 샘가에 내려가 입술자국을 씻고
또 씻는 이 아이는 물론 언니 대신 곤욕을 치른 것이다.

“변화와 지속의 변증법” 또는 “진보의 비극”33)이라는 공식은 이 우물가의
일화에도 적용된다. 진보를 표방하는 계몽주의적 인식의 본질은 지속성이고,
목가적인 성애의 본질은 일시성과 불확정성이다. 샘물에 볼을 씻는 아이에 대
해 베르터의 이야기를 들은 한 남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진실을 가르
쳐 오해와 미신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르터가 믿는 진실은
다르다.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하듯이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한다. 신은 우리
가 친절한 망상에 빠져 그저 비틀거리게 내버려 둘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다.”(HA 5, 36)는 것이다. 괴테와 베르터는 물론이고, 21세기에 사는 우
리에게도 파우스트와 헬레나 또는 호문쿨루스와 갈라테아의 사랑은 합리주의
와 실증주의의 척도로 판단할 대상이 어니다. 고구려의 주몽, 강릉의 범일, 금
강산의 선녀와 나무꾼도 저들처럼 우리를 망상에 빠뜨려 비틀거리게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게 해 준다. 젊은 괴테–베르터의 말을 빌자면, 그것이 신의 뜻
이고 예술의 힘이다.

초고 파우스트와 파우스트 제1부에서는 물과 우물의 화소가 제대로 펼
쳐지지 못하는 데에서 그레트헨 비극의 가혹함이 드러난다. ｢우물가｣의 대화
에는 그래서 젊은 베르터의 슬픔에서처럼 서늘하게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가
33) Goethe-Handbuch, Bd. 2, 387면: „Tragödie des Fortschritts“ (Peter Matussek).

파우스트의 자연상징

211

화제에 오르지 않고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골 샘터의 목가적 연
상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동네 처녀의 탈선을 두고 리스헨이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며 쏟아내는 험담을 그레트헨은 내심 자신의 문제로도 인정해
야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고백에서는 전통적인 우물가 정취의 흔적이 부지중
에 배어나온다. –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 하지만 – 나를 이
렇게 만든 것, / 아, 정말 좋았어! 정말 즐거웠어!”(I, 3584-3586)
제2부 가운데 구조와 의미가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2막의 ｢고전적 발푸르
기스의 밤｣을 집필하면서 괴테는 주로 물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신화소와 신
화적 우의(Allegorie)를 탐색하였고, 천일야화의 일부 민담들까지 이용했다.
카타리나 몸젠에 따르면, ‘헬레나 비극’을 예비하는 호문쿨루스 삽화는 요정
공주를 찾아 긴 모험여행에 나서는 천일야화의 젊은이 이야기들에 기대어
쓰였다. 동료 요정들과 함께 목욕중인 요정을 훔쳐보게 된 젊은이가 맹목의
사랑에 빠진다.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튼 뒤 그녀가 돌연 사라지자, 그는 애인
을 찾아 다시 결합할 때까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인 그가 선계(仙界)의 여성을 원하는 것은 무모하지만, 친절
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끝내 연인을 찾는 데 성공한다. 그가 머나먼 여정을
차례차례 극복해 나가듯이, 호문쿨루스도 긴 탐색과정을 거쳐 마침내 미의 여
신 갈라테아에게 도달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파우스트도 일련의 조력자(호문
쿨루스–스핑크스–페네이오스–님프들–히론–만토)로부터 조언을 받아 ‘어
머니들’의 지하세계에 있는 헬레나를 찾아간다.34) 그 입구는 위에서 지적한
물의 상징과 그리스 신화에서 현세와 명부 사이에 있다는 스틱스(Styx) 또는
레테 강의 신화소에 따라 페네이오스 강 하류의 물가에 있다.
몸젠이 영향관계를 입증한 아랍 민담들의 구성적 의미는 그러니까 탐색여
행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목욕장면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2막 첫 장면에서
호문쿨루스는 파우스트의 꿈속을 들여다보는 투시력을 혼자서만 지녔다. 1막
종결부에서 헬레나가 사라진 이후 실신 상태인 파우스트의 눈에는 백조로 변
34) 참조: Katharina Mommsen: Homunculus und Helena. In: Aufsätze zu »Faust II«. Hg.
von Werner Keller. Darmstadt 1991, 138-159면, 특히 14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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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제우스가 목욕 중인 레다를 찾아가 품에 안기는 모습이 보인다. 메피스
토펠레스와 함께 그를 데리고 테살리아로 날아간 원소 또는 정신 상태의 인
조인간 호문쿨루스가 빛의 형상으로 갈라테아와 물속에서 결합하여 신체를
얻는 것은 바로 제우스–레다 장면의 변조⋅반복이고, 비슷한 창조의 과정이
파우스트–헬레나 사이에 다시금 고조⋅변조⋅반복된다.
이와 유사한 원초적 신화소를 한국의 산수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천
상의 빛과 물의 결합으로 태어난 주몽과 범일국사 이외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이 다 같이 닮았다. 한국 고대의 태양
신 천제나 그의 아들은 지상의 신부를 직접 보살피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파우스트 제2부 3막 종결부에서 미와 예술의 화신 헬레나가 아들 오이포리
온의 죽음으로 인간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사라지듯이, 금강산 상
팔담(上八潭)에서 달빛 아래 미모를 드러냈던 선녀도 지상에 영원히는 머물
수는 없어 선계로 돌아간다. 그들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늙지 않는 미의 이
데아로서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Ⅲ.3. 사랑과 평화의 나무 보리수
나무 역시 세계 공통의 신화소로서 생육과 영생을 상징한다. 한국의 전통
에서도 건국신화의 신단수부터 서낭나무와 동구 밖 느티나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흔한 소나무까지도 신성시되었다.35) 마의태자가 1100여 년 전에 심었
다는 용문사의 은행과 수령 8백이라는 충북 보은의 정이품 소나무가 대표적
인 예다. 독일의 일상과 예술에서 가장 애호 받는 나무는 “독일적 신의의 상
징”이자 “애국적 영웅들을 위한 기념수”인 떡갈나무 Eiche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리수 Linde이고36) , 괴테의 나무 사랑도 이와 비슷한 범주 안에
35) 참조: 김근원⋅김상훈 공저, 한국의 산 (하),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87, 머리말.
36) Alexander Demandt: Über allen Wipfeln. Köln: Böhlau 2002, 240-245면 참조: 통일 후
독일에서는 국토의 중심점과 거기에 심을 국가 상징수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과거 동
독에서는 튀링엔주의 니더도를라(Niederdorla) 마을에 보리수를, 라인지방 사람들은 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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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보리수는 낭만주의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와 슈베르
트의 작곡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 유럽의 보리수는 잎이 갸름한 심장
모양인데, 6-7월에 피는 꽃에는 꿀이 많아 밀원식물로도 가치가 높다. 이 나
무에 꽃이 만발하면 주변에 향기롭고 달콤한 기운이 진동한다. 석가모니가 보
리수 아래에서 득도했다는 불교의 전승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 나무가 유럽인
들에게 평화와 환희의 징표라는 사실을 16세기에 하필 공격적인 종교개혁자
루터가 증언했다. 말을 탄 낯선 기사가 보리수 아래에 서 있다면 그는 평화적
인 의도로 온 것이고, 보리수 둘레에서 마을 사람들이 춤과 노래로 축제를 즐
기곤 한다는 것이다.37)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서 동쪽으로 뻗은, 프로이센 이래 베를린
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앙로 ‘보리수 아래 Unter den Linden’ 거리의 양쪽 보도
와 널찍한 중앙 분리대에 이 나무가 많이 심겨 있지만,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
수령이 일천하여 18-19세기 ‘예술시대’의 작품들에 담긴 감흥을 일깨워 주지
는 못한다. 도로 이름과 보리수 식수는 1647년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

(Friedrich Wilhelm, 1620-88. 재위: 1640-88)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데사우
Dessau 출신 빌헬름 뮐러 Wilhelm Müller(1794-1827)는 1812년 베를린에서
대학 공부를 시작했으니, 그가 학교(현재 훔볼트 대학교) 앞을 지나는 이 거
리에 친숙했고, 이를 24수로 구성된 연시․연가곡 겨울 나그네 Die Winter-

reise(1824)의 5번 시 ｢보리수 Der Lindenbaum｣ 작시의 한 계기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설적 남녀의 만남이 자주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울창한 보리수

(한국의 경우 버드나무) 잎에 가려진 우물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애의 은
밀한 이미지로 읽힌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에는 남녀가 은근한 눈길을
주고받는 우물가, 개울가, 빨래터가 나무와 함께 자주 보인다.38) 겨울 나그
서 나온 추천서에 따라 하일리겐슈타트 근교의 플린스베르크(Flinsberg)에 떡갈나무를 심
고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위의 책, 244면.
37) Grimm Wörterbuch, Bd. 6, Sp. 1032: 마르틴 루터에 따르면 “우리들에게 보리수는 평화
와 기쁨의 나무다.” 이하 Alexander Demandt: Über allen Wipfeln, 185면 참조.
38) 참조: 이태호, 풍속화. 서울: 대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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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39) 속의 보리수에는 그러나 가난한 방랑시인의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이 짙
게 배어 있다. 시인으로 등장하는 서정적 자아는 마을 처녀들이 물을 긷는,
그래서 자신의 애인도 아침마다 찾아오는 우물가를 밤낮 없이 찾아가고, 그곳
보리수 줄기 껍질에 너와 나 두 이름의 첫 글자, 또는 사랑의 고백을 새겼
다.40) 바람에 나부끼며 살랑거리는 나뭇잎과 가지들이 사랑의 고뇌와 절망에
찬 시인을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유혹한다. 쌀쌀한 밤바
람이라도 일면, 이제 잔가지들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몸을 흔들어 그의 영
혼을 마비시키고 환청마저 일으킨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발길을 돌려보
지만, “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잠자리에까지 집요하게 따라온다.
그가 마침내 거기에 목을 맨다면, 필경 그에게 밧줄의 형상을 연상시키던 가
지들이 그의 차가운 시신을 휘감을 것만 같다.
보리수를 소재로 삼은 시문학은 독일문학사에서 늦어도 중세 시인 발터 폰
데어 포겔바이데의 연가(Minnelied) “들판 가장자리 / 보리수 아래 / 우리 둘
이 누웠던 곳”41)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파우스트의 보리수는 베르터를 거
쳐 그 전통을 계승한다. 제2부 5막 첫 줄(II 5, 11043)에서 시작되는 보리수
화소를 예컨대 폴리처가 ‘지혜의 나무’와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나,42) 이 나무
의 상징과 구성적 역할은 그의 해석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막강하다.
다시금 젊은 베르터의 슬픔을 비교대상으로 참조하면, 주인공은 보리수
와 운명을 같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그의 운명을 작가가 보리수에
투영했다. 아름다운 5월, ‘선택한 고향’이라는 뜻의 발하임 Wahlheim에 갓 도
39) Wilhelm Müller: Gedichte. Berlin: B. Behr’s Verlag 1906, 113-114면. ｢보리수｣가 “자살
자의 노래”라는 해석 참조: Jörg von Uthmann: Lied eines Selbstmörders. In: 1000 Deutsche Gedichte und ihre Interpretationen. Hg. v. Marcel Reich-Ranicki. Bd. 3. Von Friedrich von Schiller bis Joseph von Eichendorff. Frankfurt a. M.: Insel, 371-373면; Alexander Demandt, 위의 책, 261면.
40) 이것은 유럽의 오랜 관행이다. 괴테는 제젠하임(Sesenheim)의 목사관 뜰에 프리데리케
브리온(Friederike Brion)을 위해 심겨진 나무에 두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시도 한 수 새
겨 넣었다. 그녀는 1771년 괴테와 연인 사이였다. Alexander Demandt, 같은 책, 304면.
41) Walther von der Vogelweide: „Unter der Linden / An der Heide / Wo unser zweier Bette
was.“ In: Deutsche Gedichte I. Mainz: Dietrich'sche Verlagsbuchhandlung 1985, 67면.
42) Heinz Politzer: Vom Baum der Erkenntnis, 같은 책, 59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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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방랑 화가 베르터는 보리수 두 그루가 가지를 활짝 펼친 교회 앞 좁은
광장에서 호메로스를 읽고, 쟁기에 걸터앉아 어린 형제를 스케치하며 “이렇게
도 정답고 이렇게도 은밀한 장소를 발견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
네.”(HA 6, 14. 1771. 5. 26.)라고 감격한다. 베르터는 훗날 유서에서 이곳에
묻히기를 소원한다. “교회 묘지에는 들로 향한 뒤쪽 구석에 보리수가 두 그루
서 있는데, 나는 거기에 잠들고 싶다.”(HA 6, 122)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베
르터의 눈에 이 나무들의 황량해진 모습은 과붓집 머슴이 저지른 살인사건
때부터 이미 그 자신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비쳤다. 가상의 “간행인” 보
고에 따르면, “굵은 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이 서리가 내렸고, 나지막한 교
회의 담벼락 위에 아치를 이룬 아름다운 가시나무 울타리도 잎이 다 떨어졌
고, 그 틈 사이로 묘석들이 눈이 덮인 채 이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HA 6,

94-95) 보리수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일종
의 구성적 틀이다.

파우스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제1부의 ｢성문 밖｣ 부활절 산책 장면과 제2
부 5막 전반부가 대칭을 이루는 가운데, 보리수가 양쪽을 잇는 축으로 기능한
다. 부활절 산책에서 파우스트는 민중 속에서 삶의 의욕을 느낀다. – “여기
야말로 민중의 참다운 천국이구나. /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흥겨워 환호한다.

/ 여기서 나는 인간이요, 여기서 나는 인간이어도 좋다.”(I, 938-940) 곧 이어
보리수 아래에서 춤과 노래가 펼쳐진다.
보리수 둘레는 벌써 꽉 찼네,
모두들 미친 듯 춤을 추었네.
[...]
그렇게 친한 척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약혼녀를
속이고 또 배신했는데요!
그래도 아가씨를 꾀어내 구슬리니,
보리수에서 멀리까지 들렸네.
얼씨구! 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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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싸 좋다! 얼씨구! (I, 949-980)

축제의 일탈적 속성이 위태롭게 느껴져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조화를
보여주는 춤 장면에 이어 농부들이 산보 길의 노학자에게 지난날 그의 선친
이 페스트 약을 조제했던 일을 칭송한다. 그 실상을 파우스트는 그러나 참담
한 심경으로 조수에게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술로 배합한 약은 독약에
불과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탕약을 들고 / 이 골짜기 저 산골을 휘돌며

/ 흑사병보다 더 날뛰고 돌아다녔다.”(I, 1050/52) 여기서 보리수와 페스트 또
는 페스트 약의 대비는 자연과 문화, 지속과 변화, 보존과 개발, 요컨대 ‘진보
의 비극’이라는 파우스트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다.
이 대비구도는 제2부 종결장면에서 고조⋅확대된다. 노년에 봉토를 얻은
파우스트가 제후로서 이상향을 꾸미겠다고 벌이는 간척사업도 엉터리 약처럼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의 지시를 항상 왜곡하고 극단화하는 메피스토펠레
스에게 노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페스트 약의 희생자들보다 더 참혹하게
죽고, 간척지에 입주한 신민들도 – 명민한 바우키스가 예리한 시선으로 간파
한 바로는(II 5, 11123/25, 11137/38) – 일시에 바닷물에 수장될 것 같다. 이
제 눈까지 먼 파우스트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를 배수로 공사의 소
음으로 착각하고 마지막 독백을 웅변조로 쏟아낸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탑지기 링케우스로부터 노부부와 나그네의 참사 소식을 전해 들었다. 오두막
에 이어 작은 교회가 잿더미로 변하고,
뱀처럼 꿈틀대며 뾰족한 불길
어느새 우듬지에 옮겨 붙었네.
속이 빈 줄기들이 뿌리까지
시뻘겋게 불길에 휩싸였네.
[...]
언제나 내 눈에 정답더니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사라졌네. (II 5막, 11332-11337)

파우스트의 자연상징

217

링케우스의 보고는 이것으로 끝나고 그 자신도 무대에서 사라진다. 민중의
생명수인 평화의 나무 보리수가 오두막과 오래된 교회당, 노인 부부, 그들을
찾아왔던 여행객과 함께 신도시 건설 책임자 메피스토펠레스의 방화로 불타
면서, 수백 년 이어져온 전통사회는 몰락하고 이로써 파우스트의 위대한 건설
사업도 그 의미가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남는 것은 더 큰 파괴와 공멸의 위
험이고, 이것이 파우스트의 승천을 생소화하거나 심지어 희화화할 수도 있을
걸림돌이다.

Ⅵ. 노력과 구원의 양면적 시의성

최근의 전반적인 작품 해설서로 대표성을 가진 요헨 슈미트의 괴테의 파
우스트(1999)는 제1부와 제2부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사회)발전
의 근대적 역동성”과 “양면성”이라는 두 개념을 제시했다. 제1부에서 “개인
심리적”으로 정의된 “노력”의 “역사적⋅보편적 상응”을 제2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창조적 불안”이 초인 파우스트의
긍정적 측면이라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의 파괴, 조급한 추구와 박
해”43)가 부정적인 이면을 드러낸다. 제2부의 1-3막에서 암시된 역사적 상응
은 영국을 선두로 진행된 경제구조의 변혁(1막: 지폐 도입에 의한 황실의 재
정위기 극복), 산업발전에 따른 시민적 문화생활의 향상과 확대 욕구(1-3막:
미적 오락물로서의 가면무도회, 헬레나 소재)이고, 4-5막에서는 서구 열강들
의 대결과 위기(4막: 반란, 전쟁), 식민지 개척(5막)(같은 책, 215-229면)이 적
시되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파우스트적 방황과 노력의 양면성은 그러나 먼
저 제1부 부활절 장면에서 페스트 약에 대한 농부들의 인식과 그 실상 사이
43) Jochen Schmidt: Goethes Faust. Erster und Zweiter Teil: Grundlagen - Werk - Wirkung.
2. Aufl., München 2001,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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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비로 암시되었다. 이 구도가 제2부 5막에서 한층 고조된 형태로 재현된
다. 혜안의 바우키스와 달리 남편 필레몬은 파우스트에게 봉토를 하사한 황
제를 무조건 신뢰하고, 간척지 안에 “멋진 토지”(II 5, 11136)를 오두막의 보
상으로 제안한 파우스트에게도 호의를 보인다. 파우스트를 따르는 신도시 주
민들은 작품에 등장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필레몬이 이들을 대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제1부 산책 장면에서 노학자 파우스트를 감동시켰던 “민중의 참다운 천
국”을 파우스트는 이제 봉건제후로서 한층 높은 단계로 실현했다고 믿는다.
이 확신이 담긴 그의 독백 가운데, 작품 분석에서 거의 예외 없이 지적되는

“지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이나 자유나 누릴 자격 있으려면
날마다 그것을 쟁취해야 하느니.
그리하여 여기서는 위험에 둘렸어도,
아이, 어른, 노인 모두 보람찬 세월 보낸다.
그런 군중을 보면서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들과 더불어 살고 싶구나. (II 5, 11575-11580)

여기서 파우스트는 비록 자유국가와 자유로운 백성을 찬양하지만, 18세기말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정치 발전에 비추어 보면 시대착오적인 구체제를 대변
할 뿐이다. 더구나 그의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개발정책이 야기한 폐해는 전통
사회의 몰락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대변하는 정치집단, 이른
바 테크노크라시의 비인간적 속성이 맹목적으로 신뢰받음으로써 나타날 결과
들이 더 두렵다 할 것이다.

5막에서 파우스트의 비극은 그의 성취욕이 자연의 일방적인 물화, 곧 황금
만능주의를 초래하는 데 있다. 이 주제는 1막 황제 알현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도입되었다. 황제로부터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주문 받은 “현자” 천문박사는
바보광대로 변장한 메피스토펠레스가 프롬프터 역할을 하며 속삭여 주는 대
로 이렇게 호언한다. – “태양 그 자체는 순금입니다. / [...] / 그렇소!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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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이 정답게 다가서고 / 은에게 금이 어울리면 즐거운 세상이 되어, / 다른
것은 무엇이든 차지할 수 있소, / 궁전도 정원도, 어여쁜 젖가슴, 발그레한 볼
도”(II 1, 6955/65-68). 제1부에서 파우스트가 동경하던 달과 태양의 밝은 빛
이 이제는 오직 그 경제적 이용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연금술사들의 최종 목
표로서 무엇이든 황금으로 바꾼다는 “현자의 돌”(7063)까지 거론된다. 황제와
대신들은 악마가 장담하는 재정난 극복 방안에 완전히 홀리고 만다. 여기에
도입된 자연의 물화와 일방적 착취에 대한 경고가 5막에 이르러 노부부의 오
두막과 파우스트의 궁정 사이의 대비를 통해 연극행위로 실연되는 것이다.

파우스트의 결말을 비관적으로만 읽어야 할 것은 아니다. 환자가 죽어도
페스트 약은 계속 개발되어야 했고, 방조제가 무너져도 간척사업은 계속되었
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파우스트적인 행동지상주의가 이상사회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늦어도 20세기의 양대 세계대전에서 입증되었고,
자연과학과 기술에 의지한 유럽 사회의 인간소외를 괴테 자신이 늦어도 19세
기 초부터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마지막 독백은 울렁이는 경
외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읽을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파우스트의 마지막 웅변에 담긴 초인주의적 지도자상은 작품의 독일 국내 수
용에서 국가 및 민족의 배타적 집단정체성 확인과 정치노선의 차별화에 자주
이용 또는 악용되었다. 늦어도 1871년 독일제국 수립 이후 과거의 동독에 이
르기까지, 각 시대의 권력층과 그들의 이념 제공자들은 괴테에 기대어 “파우
스트적․독일적 행동인”44)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이상화하거나 자처하였고,
그 결과는 거의 항상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오용이 대부분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전체 구도를 의도적으
로 간과 또는 왜곡한 결과이듯이,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도 정밀한 독법과 비
판적 거리두기가 요구된다. 파우스트가 죽을 때까지 신봉하는 “중단 없는 진
전”과 “지속적인 진보” 이념은 여전히 고무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일부 정당하
지만, 작품에서 그 이념은 파우스트의 현실적 성과보다는 종교적 구원이라는

“형이상적 대체”를 통해 실현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노력” 다음에 전제되는
44) Jochen Schmidt, 같은 책,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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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천상의 사랑”: II 5, 11938)이 전통적인 인물중심 해석에서는 종종 간
과되기도 한다. 승천 장면은 진지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탈신화
화한 피안을 보여주는데, 이 피안세계는 비현실적으로 변모한 영역으로서 “이
미 허무로 반전한다.”45) 요헨 슈미트는 작품 해설의 마지막 단어로 무, 허무

Nichts를 택했다. 여기서 그는 브레히트 서사극의 유사 장면을 연상한 것은
아닐까?
자연상징의 보편성을 통해 추적해 본 파우스트의 초인주의는 암울하다. 필
시 간척지 제방의 파괴로 수몰당할 신민을 남겨두고 작품 말미 “신비의 합창

Chorus Mysticus”이 찬양하는 “영원히 여성적인 것”(II 5, 12110)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는 파우스트의 종말은 그래서 희화적인 도피처럼 읽힐 수도 있
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브레히트는 파우스트를 패러디한 비유극 사천의
선인에서 아예 신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다. 셴테는 착하지만 착하면서 동시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세계질
서가 정상임을 담보하는, 유일하지만 “충분한” 증인이 바로 셴테라고 억지를
부리며 밝은 천상이 아니라 잿빛의 허무 속으로 사라진다.46)

V. 맺음말

늦어도 1780년대 이후의 괴테는 자연의 자주성, 곧 인간의 미적․도덕적
가치판단에 대한 자연의 무관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47) 그러나 지진과
화산, 해일과 같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신의 섭리 안에 있으며 일방적
45) 같은 책, 304면: „So weitet sich das Spektrum der Entmythologisierung ins Totale, indem [...] Die Vorstellung des ganzheitlich geordneten Kosmos als mythologische Vorstellungsform aufgehoben wird in einem Jenseits, das als Sphäre des irreal Gewordenen
schon umschlägt ins Nichts.“
46) Bertolt Brecht: Werke. GBA 6, Stücke 6, 175-281면: Der gute Mensch von Sezuan 중
278면.
47) Alfred Schmidt: Die Natur. In: Goethe-Handbuch 4/2, 7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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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파우스트에 담긴 자연상징의 교훈
이다. 만년의 괴테는 1780년 무렵의 범신론적 자연관이 “비교급”이라면, 그로
부터 반세기 후에 자신이 터득한 “양극성 개념과 상승 개념 Begriff von Po-

larität und von Steigerung”은 “최상급”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양극성과 상
승은 “모든 자연의 거대한 두 동륜(動輪)”(HA 13, 48: 1828. 5. 24.)이다. 인
간을 포함한 만물의 질적 상승을 그 지향점으로 이해한 데에서 괴테가 도달
한 역동적이고 공존적인, 그래서 비로소 인본주의적인 자연 이해의 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다. 갈릴레이와 뉴턴 이후 촉진된 기계적․계량적 자연 이해를
괴테는 자연 자체의 객관적 속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예컨대
물리학은 수학과 무관하게 “사랑과 존경에 찬, 경건한 역량을 모두 발휘하여
자연과 그 신성한 삶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HA 12, 454: 격언과 성찰

Maximen und Reflexionen, 644)고 주장했다.
파우스트의 종교적⋅정치경제사적⋅문화사적 독법이 한계에 이를수록,
자연에의 애정과 자연현상들의 보편성에서 출발하는 문화상호적 논의는 활력
을 얻을 것이다. 서양의 4대 원소론48) 과 그 동양적 현상이라 할 음양오행설
을 이 작품 속의 자연현상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양극성을 음양론과
비교하고,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 또는 그 각각의 양극성에 의한 상승과 창
조를 오행설(수–화–목–금–토)의 근간인 생성이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
다. 다만 한국적 자연관 또는 자연철학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49) 본고에서는 자연의 주요 범주를 작품에서 찾아 그 보편성을 우
리의 유사현상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문화와 자연의 고조된 긴장관계’에 착안한 문화상호적 또
는 융합학문적 접점들은 계속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괴테가 활용한 소재와
화소가 시공을 초월하므로, 그 속에 담긴 생철학적⋅환경적⋅해방적 함의의
시의성을 찾는 작업도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마땅하겠기 때문이다.
48) Gertnot Böhme, Hartmut Böhme: Feuer, Wasser, Erde, Luft.
49) 권오호: 우리문화와 음양오행. 서울: 교보문고, 1996; 김두규(편저): 음양오행설의 응용.
서울: 다성 2001 참조. 음양오행설에 관한 기존 저술들, 특히 그 응용 부분은 길흉화복을
점치는 무속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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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Natursymbolik in Goethes Faust
－ Eine interkulturelle Studie －
Yim, Han–Soon (SNU)

Die Natur gehört eigentlich nicht recht in die Gattungsästhetik der dramatischen Dichtung, hat doch das Drama bereits der aristotelischen Definition
zufolge „handelnde Menschen“ nachzuahmen. Bei aller Eindeutigkeit der anthropozentrischen Auffassung des Dramas ist allerdings die Ansicht, auf dem
Theater herrsche der Mensch allein, nicht zu verallgemeinern. Ein Gegenbeispiel für die angeblich theaterfeindliche Interessenlosigkeit der Natur stellt
nichts Geringeres als das Werk Faust dar. Selbst wenn der Protagonist oft
wie ein rücksichtsloser Tatmensch handelt und als solcher die Natur zu
erkennen, unmittelbar und gefühlsmäßig zu erfahren, zu beherrschen und in
Besitz zu nehmen sucht und sogar ihre Gesetze zu brechen trachtet, wird
sein Entwicklungsprozess, der für den Aufbau der dramatischen Handlung
maßgeblich ist, im Himmel vorbestimmt, insofern also von der Natur, da,
wie Goethe schrieb, „Gott in der Natur, die Natur in Gott, von Ewigkeit zu
Ewigkeit, schaffen und wirken möge“. Die Faust-Handlung endet ebenfalls
im Himmel und damit in der Natur: Sie ist sozusagen von der Natur umfasst
und umrahmt.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geht es darum, die besondere Stellung
der Natur in Faust unter Hinzuziehung der koreanischen Auffassung der Natur zu begründen und der Aktualität des Werkes gerade für die Gegenwart
gerecht zu werden. Die Untersuchung wurde von der Hoffnung getragen, zur
Erweiterung einer interkulturellen und -disziplinären Sichtweise beizu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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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in der heutigen realen Umweltkrise und der angeblichen Krise der Geisteswissenschaften eine über den philologischen Horizont hinausreichende
interpretatorische Herausforderung darstellt. Dabei wurde von einer älteren
These Konrad Burdachs ausgegangen, dass die Natur „eine Achse der ganzen
Faustdichtung Goethes“ darstelle.
Auf Grund eines in diesem Sinn erarbeiteten Aufbauprinzips von Erweiterung, Steigerung, Wiederholung und spiegelbildlicher Gegenüberstellung habe
ich versucht, eine um einige interkulturelle Elemente bereicherte Lesart von
Faust herauszuarbeiten, die dem spannungsreichen Konflikt zwischen Kultur
und Natur im Werk jene Fremdheit nehmen sollte, die eine ihm gebührende
Rezeption erschwert hat. Dabei wurden drei Erscheinungen der Natur berücksichtigt, die zum Verständnis der Struktur und Thematik des Gesamtwerkes
von wesentlicher Bedeutung zu sein scheinen: das Licht des Himmels, (der
Berg und) das Wasser und der (Linden)baum. Diese drei Naturerscheinungen
stehen auch in Korea stellvertretend für die Natur; von der Universialität
ihrer Symbolik ist also auszugehen. In der Tat verbinden sie den ersten und
den zweiten Teil des Dramas sinnvoll und fungieren insofern als ein konstitutives Gerüst der gesamten dramatischen Handlung, als sich anhand ihrer
verschiedene szenische und thematische Bezüge zwischen beiden Teilen herstellen 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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