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테의 친화력에서 오틸리에의 체념 문제
조 성 희 (중앙대)

Ⅰ. 서론

네 남녀의 기묘한 사랑 이야기 속에 당대의 시대상을 은근슬쩍 녹여 넣은
괴테의 장편소설 친화력은 파격적인 소재와 결말로 인해 1809년 발표 당시
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해석
이 시도되고 있는 작품이다.1) 당대의 논쟁과 이후의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
으로 논의된 문제 중의 하나는 양부모의 아기 오토를 실수로 물에 빠뜨려 죽
인 오틸리에가 보여주는 체념과 속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괴테가 이 소설을 원래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 삽입할 노벨
레로 기획했었던 점과 편력시대의 부제가 ‘체념하는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친화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체념 Entsagung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작가의 전기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괴테는 자신이 이순(耳順)에 가까운 나이로 사랑했던 18세 소녀 미나 헤르츠
리프 Minna Herzlieb를 모델로 오틸리에라는 인물을 창조해 냈으며 그녀의
체념과 죽음에는 작가 자신의 개인적 체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안
삼환 2009, 10 참조). 본고에서는 작품 내재적인 관점에서 오틸리에로 하여금
1) 여기에서 모든 해석을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몇 가지 주제만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도덕성과 감각적
욕망의 대립이라는 철학적 주제(Kim 2007), 자력․몽유병 등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자연
과학적 담론(Barkhoff 1998), 작품의 시공간과 인물들에 숨겨져 있는 신화적 차원
(Buschendorf 1986), 당대 사회상의 반영과 시대 진단(임홍배 2009), 낭만주의에 대한 비
판(Sching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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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념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과 상황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녀의 체념이
만년의 괴테가 생각했던 체념 개념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친화력 곳곳에 오틸리에가 에두아르트를 단념하는 것과 관련된 맥락
에서 “체념하다 entsagen”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때의 ‘체념 Entsagung’이
예컨대 편력시대에 등장하는 ‘체념하는 사람들’의 체념과 같은 의미인가 하
는 것이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오틸리에의 체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그녀가 단식
과 침묵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오틸리에가 에두아르트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요인을 오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보는 경우가 많
은데 그녀가 겪는 심리적 갈등과정을 전체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녀가 에두아
르트를 체념하는 계기와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계기는 엄연히 구분된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 오틸리에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소설을
재구성하면서 체념의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2)

Ⅱ. 정신적 상처의 치유 과정으로서의 사랑

친화력의 “숨은 주인공 der verborgene Held”(Nemec 1973, 281)3)인 오
틸리에는 소설 속의 세계에 직접 등장하기 이전에 다른 인물들의 대화와 편
지 속에서 간접적으로 소개된다. 그녀는 양친을 모두 여읜 고아로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친구인 샤를로테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젊은 시절 빛나는 한
쌍이었던 샤를로테와 에두아르트는 물욕이 가득한 에두아르트 부친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각각 다른 상대와 첫 결혼을 한 후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자 비로소 재혼한 사이이다. 소설의 서두에서 에두아르
2) 본고와 마찬가지로 친화력을 “오틸리에 스토리” 중심으로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로
는 박광자의 논문이 있다(박광자 2003 참조).
3) 네멕은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수동성과 우유부단함을 근거로 오틸리에에게서 여주인
공의 자질을 부인하는 발터 벤야민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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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 대위를 자기 성으로 부르려 하자 샤를로테는
여성적 직감으로 둘만의 세계에 쉽사리 제3자를 들이지 않으려 한다. 그도 그
럴 것이 샤를로테가 에두아르트와 재혼한 이후 친딸 루치아네와 질녀 오틸리
에를 함께 여학생 기숙학교에 보냈던 것은 오직 아내와 단둘이서만 삶을 즐
기고자 하는 남편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소설 초반에 오틸
리에는 샤를로테의 질녀로 몇 번 언급되지만 두 사람의 친족 관계가 구체적
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며 다만 샤를로테가 오틸리에의 어머니를 가장 절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아인 오틸리에는 양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기숙학교로 가게 된 것이며 이는 그녀뿐만 아니라 샤를로테의 친딸에게
도 똑같이 해당되므로 겉으로 봐서는 그녀에게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동일한 환경이 두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하다. 샤를로테는 기숙학
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성상 루치아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오틸리에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4) 그러나 샤를로테는 자기
자신이 일찍이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위해 수양딸에게 ‘가장 좋은’ 양육방식
을 포기한 셈이다.
에두아르트가 대위를 성으로 불러들이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샤를로테는 에
두아르트가 친구의 장래를 걱정하듯 자기도 수양딸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남
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오틸리
에가 기숙학교에서 처한 어려운 형편에 대해 얘기한다. 기숙학교의 여교장은
편지와 월례보고서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루치아네를 마치 “어린 신”

(280)처럼 찬양하는 데에 반해 오틸리에에 대해서는 단지 부족한 학업능력에
대해 한탄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틸리에에게 이러한 비교보다 더 힘든
것은 루치아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이 오만한 “작은 사교계의 여
4) “하나뿐인 내 딸도 기숙학교에 보냈어. 물론 그 애는 거기서 시골생활에서 가능했을 것
보다 더 다양한 교양을 쌓아 나가고 있지. 그 애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
오틸리에도 그곳으로 보냈어. 어쩌면 그 애는 내 지도를 받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여
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았을 수도 있는데.”(275) 친화력에서의 인용은 프
랑크푸르트 판본(FA) 8권에 따라 본문 내에 쪽수를 직접 표기한다. 인용문의 번역은 다
음의 두 번역본을 참조하였다(괴테 2011; 괴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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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ebd.)은 남 앞에 잘 나서려 하지 않는 고아 소녀 오틸리에를 괴롭히는데
샤를로테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녀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련한 오틸리에의 처지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내 딸은 자기의 우월한 처지를 오틸리에한테 과시하며
오만하게 굴고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선행도 다소 망쳐놓고 있지.”(281)
이러한 발언은 진심으로 오틸리에를 위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
의 입양을 “선행”으로 생각하는 샤를로테의 양가적인 의식을 드러내 보인다.
오틸리에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오틸리에의 친모에 대한 우정에서 나온 것으
로 그녀는 에두아르트와 재혼하기 직전에 “이 사랑스러운 양녀에게 훌륭한
배필을 마련해 주고자”(282) 오틸리에를 자기의 옛 연인인 에두아르트와 결
혼시키려고까지 했었다.
에두아르트의 뜻대로 대위가 성에 도착한 이후에는 소설 속에 삽입된 편지
에서 오틸리에의 성격과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다. 유복한 집안의 딸들이 다니
는 기숙학교의 여교장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겸양 Zurücktreten”, “봉사정신

Dienstbarkeit”,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절제하는 태도 große Mäßigkeit im
Essen und Trinken”(293)와 같은 오틸리에의 성격은 “극도의 자기통제 ein
Höchstmaß an Selbstkontrolle”(Egger 2001, 139)5)를 암시한다. 성장기 소녀의
엄격한 자기절제 이면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
다.6)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것이 오틸리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 독자들은 소설이 끝나갈 무렵 그녀 자신으로부터 듣게 된다. 그
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존적인 처지 abhängige Lage”(500)에 놓임으
로써 양어머니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대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금욕적인 태도와 두통은 그녀의 정신적 상처가 육체적으로
5) 에거는 오틸리에의 성격에서 “지나치게 규율화된 교육의 이면”을 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오틸리에의 성격형성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제도화된 교육이라기
보다는 그녀의 유년기 트라우마, 즉 양친의 상실과 그에 따른 자기규정이다.
6) 현대 정신의학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양친의 죽음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재앙과 같
은 katastrophal”(Fischer/Riedesser 2003, 135) 정신적 충격을 준다. 양친의 죽음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부담요인들 중 가장 심한 등급(“재앙과 같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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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Vgl. Valk 2002, 277f.)7) 남들 앞에 잘 나서는
않는 태도, 친절함, 절제와 같은 그녀의 겸손한 성격은 샤를로테가 말하는 것
처럼 그녀가 타고난 성향과 일치하기도 하지만(Vgl. 280f.) 일찍이 부모를 여
읨으로써 보다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8)
그 자체로 독립된 장(1부 5장)을 이루며 샤를로테가 에두아르트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는 편지에서 독자들은 보조교사의 입을 통해 오틸리에가 현재 처
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게 된다. 오틸리에가 공개시험에서 동급생들과 달리
상이나 수료증을 하나도 받지 못하자 여교장은 나쁜 결과에 대해 그녀를 심
하게 질책한다. 오틸리에가 시험 중에 두통이 심했다고 말하자 교장은 오히려
역정을 내는데 보조교사는 오틸리에가 실제로 아픈 티를 전혀 내지 않아 그
녀가 아픈지 어떤지 알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한다. 오틸리에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두통에 대해 침묵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 겪는 고통의 신체적 신호조차 숨긴다. 이런 엄격한 자기통제에는 “불쌍한
고아”(499)로서의 억눌린 심성이 드러난다. 이에 반해 루치아네는 부유한 귀
족가문의 딸로서 봉건적인 과시와 화려한 언변을 구현하는 인물이다(Vgl.

Kittler 1981, 263).9) 루치아네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반면, 오틸리에는 그
녀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조차 표현해내지 못한다. 오틸리에는 이날 시험의
승자인 루치아네로부터 조롱당한다. 오틸리에가 여교장에게 질책 당하는 장면
과 루치아네로부터 놀림을 받는 장면은 오틸리에가 기숙학교에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물론 공개시험이라는 특별한
계기가 상황을 첨예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샤를로테가 처음부터 오틸리
7) 팔크는 오틸리에의 두통을 심신상관적인 요인에 의한 고통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압박에 대해 두통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8) 베른하르트 부쉔도르프는 그의 신화적, 도상학적 해석에서 오틸리에의 성격과 특징을 멜
란콜리적, 토성적 특성으로 해석한다. 그녀의 느림, 굼뜸, 침묵, 식음의 절제, 두통은 멜
란콜리적 특성을 지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오틸리에가 고아라는 사실도
그녀가 토성의 아이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Vgl. Buschendorf 1986, 140f.; 145f.).
9) 그러나 오틸리에의 침묵이 진정한 소녀교육의 결과라는 키틀러의 테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편, 도구적 이성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루치아네는 낭만적 사랑의 담지자로서
‘자연’을 재현하는 오틸리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홍길표 2010, 36-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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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 기숙학교에서 처한 “괴로운 상태”(281)를 걱정한 것을 떠올리면 여교장
과 루치아네가 평소 오틸리에를 대하는 태도가 이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늘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부
터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고아소녀에게 힘든 시련임에 틀림없다. 여
교장의 비난과 루치아네의 모욕에 오틸리에는 겉으로 봐서는 “아주 태연하
게”(309) 반응한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그녀의 정신적 상처를 겉으로 드러낸
다. “그 애가 내면의 불쾌한 동요를 억누르려고 할 때는 안색이 고르지 않아
그 감정이 드러나지요. 오른쪽 뺨은 창백해지는데 왼쪽 뺨은 한순간 붉어지니
까요.”(310) 이러한 표시는 단지 오틸리에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보조교사만이 알아채며 그는 곧장 조치를 취한다. 즉 그는 샤를로테에
게 “한동안 오틸리에를 집으로 데려가라고”(310) 부탁한다. 그의 편지는 그때
까지 계속 망설이던 샤를로테로 하여금 오틸리에를 성으로 부를 최종적인 결
심을 하게 한다. 물론 그전까지 집안일을 돌보던 집사가 떠난 상황과 대위가
온 뒤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샤를로테 자신의 처지도 이러한 결정을 돕
는다. 즉 샤를로테는 한편으로는 양어머니로서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양녀를
돕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 자신이 집사이자 말동무가 되어줄 오틸리
에가 필요한 것이다.
오틸리에가 기숙학교라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친화력의 장에 들어
온 이후, 이 화학적 현상에 대한 대화에서 대위가 묘사한 것처럼 소위 “분리
와 새로운 결합”(304)이 일어난다. 대위와 샤를로테는 공원 건설을 계기로 함
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에두아르트는 자연
스럽게 오틸리에와 어울리게 된다. 새로 결합된 커플들은 “정신과 영혼의 친
척으로”(303) 드러나는데 샤를로테와 대위가 이성과 자기절제로 특징지어진
다면 오틸리에와 에두아르트 커플의 특성은 경계를 모르는 무한성과 아이 같
은 순진함이다. 그러나 두 연인의 순진함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상이하므로 단
지 기만적인 유사성일 뿐이다. 오틸리에의 순진함이 자연스러운 소박함이라면
에두아르트가 지닌 “아이 같은 무엇”(320)은 유년기의 모든 권리를, 특히 무
조건적인 이기주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년 남성의 유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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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Vgl. Sampaolo 2003, 203f.). 오틸리에는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아이”로
불리는데10) 이것은 그녀의 미성년 상태와 미성숙을 암시한다. 그러나 “남자
로서는 한창 나이에 있는”(271) 성인의 유아적인 조급성과 자의성이 소녀의
순박함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에두아르트는 나중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
동으로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어린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영혼의
상처를 입힌다.
이성적인 샤를로테와 대위가 서로 간에 애정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알아채
자마자 곧 열정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데에 반해서 에두아르트와 오틸리에
는 주저 없이 서로를 향한 열정에 빠져든다. 네 사람이 함께 숲속의 물레방앗
간으로 산책할 때 오틸리에와 둘이서 험한 지름길을 택해 먼저 목적지에 도
착한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에게 가슴에 달고 있는 아버지의 초상이 들어있는
펜던트가 “너무 위험해 보이니”(323) 떼어내라고 부탁한다. 그녀가 곧장 그의
소망을 들어주자 그는 “자신과 오틸리에 사이에 드리워 있던 장막이 아래로
내려지는 것 같은”(323) 기분을 느낀다. 이 “장막”, 즉 “두 사람을 갈라놓는
아버지의 금지 das väterliche Verbot, das die beiden trennt”(Wellbery 1985,

305)가 거두어지자, 두 사람의 열정은 급속도로 자라나고 오틸리에는 에두아
르트에게서 마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로 하여금 샤를로테가 대위에게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샤를로테 자신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 자기가 이제
점잖은 방식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생각이라고”(364) 확언한다. 그래서 오틸리
에는 객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사랑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녀는 샤를로테가 이미 대위를 단념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오틸리에의 어린애 같은 맹목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샤를로테가 이 일에 대해 침묵한 결과이기도 하다.11) 연인의 달
10) 예컨대 “착한 아이 das gute Kind”(310;313;363;379), “사랑스러운 아이 das liebe Kind”
(280;311;335;347;423;503;505), “아름다운 아이 das schöne Kind”(406;489;507), “평온하
게 주의 깊은 아이 das ruhig aufmerksame Kind”(341), “훌륭한 아이 das herrliche
Kind”(499), “천상의 아이 das himmlische Kind”(501)(Vgl. Hermann 1998, 192).
11) 샤를로테는 자신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해 오틸리에의 열정을 식혀보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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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한 말을 믿고 그의 이혼을 기대하고 있는 순진한 오틸리에에게는 처음부터
죄책감이라고는 생기지 않는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느낌에 힘입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오틸리
에는 오직 에두아르트만을 위해서 산다. 그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좋은 면들이 더
강해지고, 무언가를 할 때는 그를 위해 보다 쾌활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층
더 마음을 열어 그녀는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364)

오틸리에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음으로써 이전의 정신적 상처들을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과거에 말수가 적고 폐쇄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말
수가 많아지고 한층 더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이제 “지상낙원에” 살고 있
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에 대해서는 예감조차 하지 못하
고 있다.
자신의 생일날 오틸리에는 에두아르트와의 사랑이 곧 결혼으로 이어지리라
는 단꿈에 젖지만 그 꿈은 하룻밤 새 산산조각 나고 만다. 대위가 새로 짓는
산장의 정초식 날짜를 샤를로테의 생일에 맞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의 생일에 맞춰 상량식을 치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인다. 그는 너무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둑이 붕괴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오틸리에를 위해 몰래 준비한 불꽃놀이를 강행하는데 오직 두 사람
만이 함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오틸리에-에두아르트 커플의 사랑의 정점
을 이룬다. 그는 붕괴사고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오틸리에에게 곧 그녀
와 결혼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오늘 저녁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를
좀 더 빨리 결합해 줄 거야. 너는 내 여자야! 나는 네게 이 말을 이미 그렇게
자주 했고 또 맹세했지. 우리 더 이상 말이나 맹세는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되어야만 해.”(371) 열광적인 행복의 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에두아르
트는 궁정의 중요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기 친구가 곧 떠난다는 소식을 듣
은 하지만 막상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싹트는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 그녀 자신
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오틸리에에게 하려는 모든 경고의 말이 자기 자신에게 되
돌아오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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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위는 샤를로테와 결합하고 자신은 오틸리에와 결합해 있는 모습”(372)
을 상상한다. 에두아르트는 객관적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본다. 그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연인에게도 파국을 초래한다.

Ⅲ. 반복되는 트라우마

오틸리에와 에두아르트에게는 상황이 불과 하룻밤 사이 정반대로 급변한
다. 이 둘은 지난 밤 단둘이서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서로 헤어져야 한다. 대위가 아침 일찍 성을 떠난 후, 샤를로테
는 자신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대화에서는 의
사소통의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Vgl. Hermann 1998, 205). 예컨대 샤를
로테가 “완전히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373)에 대해 말을 꺼내자 에두아
르트는 이를 재혼 이전의 상태로 오해한다. 그래서 그는 샤를로테가 오틸리에
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 상의하려 하자 당황하며 심지어 “완전히 속
은”(373) 것처럼 느끼기까지 한다.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틸리에를 낯선
환경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샤를로테는 남편에게 솔직해질 것을 주
문한다.12) 그러나 당황한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를 부유한 집안에 보내는 것
에 동의하는 척 하며 정면 돌파를 회피한다. 그는 오틸리에를 지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 샤를로테에게 무조건 오틸리에를 데리고 있으라고 협박하는 편지
를 남기고 자기 성을 떠난다. 오틸리에는 에두아르트가 평소와 달리 그녀를
보지도 않고 아침 인사 한 마디 없이 말을 타고 집을 떠나는 뒷모습을 창가
에서 보게 된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친구 배웅을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만 곧 그의 시종이 에두아르트의 여행용 마차를 끌고 나타나서 몇 가지 물건
12) 다시 예전의 부부 사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시도하는 샤를로테의 자기중심적
인 확신은 사태를 오판하고 화를 키우는 화근이 된다(임홍배 2009, 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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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라고 요청한다. 시종이 오틸리에에게 에두아르트의 말을 전하기 위해 핑
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샤를로테는 이를 거절하고 에두아르트의
여행용 마차가 그냥 그대로 떠나버리자 오틸리에는 충격에 빠진다. 서술자는
오틸리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것은 오틸리에에게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동안 에두아르트를 빼앗겼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샤를로
테는 그녀의 상태에 연민을 느꼈고, 그녀를 혼자 있게 놔두었다. 우리는 감히 그
녀의 고통, 그녀의 눈물을 묘사할 수 없다. 그녀는 한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제발 오늘만 견디게 해달라고 신께 빌었다. 간신히 그날 낮과 밤을 견뎌낸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다.(379)

에두아르트와 함께 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순간에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나버린 것은 오틸리에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감
조차 할 수 없었던 일로 이 사건은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된다. 트라우마적 경
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는 경악인데 경악의 순간은 당사자에게 상황에 대
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보를 범주화해서 효과적인 행동계획을 세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트라우마의 두 번째 요소는 그러한 경험에서 당사자가 예상
하지 못한 것 내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도식적인 지식은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범주화하고 처리할 준비
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트라우마적 정보는 일반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으로 이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낯선 것이 주는 전율로 가득 차게 된다

(Vgl. Fischer/Riedesser 2003, 89f.). 오틸리에는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직
면한 것이다. 그녀로서는 바로 어젯밤에 둘이 곧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던 에
두아르트가, 생일 선물로 귀한 옷감과 보석으로 가득 찬 가방을 선물한 연인
이, 작별인사 한 마디 없이 갑자기 여행을 떠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은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오틸리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보여준다. 에두아르트의 예기치 못한 떠남은 이
미 고아인 그녀에게 다시 한 번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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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트가 갑자기 떠나버리자 지금까지 그의 그늘에서 느꼈던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조차 흔들린다.14) “의식이 되돌아오고 난 후에 그녀가 맨 처음
한 걱정은 이제 남자들이 떠난 마당이니 자신도 똑같이 떠나게 될지도 모른
다는 것이었다.”(379)
아직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는 샤를로테가 “미래를 향한 즐거운 전
망”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오틸리에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
다. “왜냐하면 그녀는 에두아르트에게서 처음으로 삶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
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예감조차 하지 못했던 무한한
공허만을 느꼈다.”(384)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그
녀는 아직 그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에두아르트의 생일선물을 거듭 꺼내
보고 자연으로 나가서 여행기를 읽으면서 연인의 부재가 초래한 “무한한 공
허”를 견딘다. 그러나 오틸리에는 곧 더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데 샤를로
테의 임신 사실이 그것이다. 오틸리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감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실은 그녀의 전존재를 뒤흔들어 놓는다. 그녀로서는 자신
과 에두아르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했던 동안에, 그리고 그가 곧
이혼할 것이라고 확언했는데 샤를로테가 에두아르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당혹해 하면서 내면으로 침잠한다.
서술자는 오틸리에의 내면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다. “그녀는 더 이
상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소망을 가져서도 안
되었다.”(393) 경악으로 말문이 막히는 경험, 자신이 겪은 사건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남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상태는 트라우마의 핵심적인 특성
이다(Vgl. Maercker 2009, 303). 절망한 오틸리에에게는 “무상감과 사라져버
릴 것 같은 감정”(410) 및 죽음에 대한 동경이 엄습한다. 에두아르트의 생일
13) 에두아르트는 물레방앗간으로의 산책에서 오틸리에의 가슴에서 아버지의 초상을 떼어내
게 함으로써 부재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상징적으로 들어갔다(Vgl. Kittler 1981, 235). 잉
에 슈테판 역시 같은 견해이다.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지만 그의 첫 번째 부인 및 두 번째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Vgl. Stephan 1999, 57).
14) 에리카 놀란에 따르면 에두아르트에 대한 오틸리에의 사랑은 가정에 대한 열망과 불가
분 결합되어 있다(Vgl. Nolan 1982, 8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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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저녁 그녀는 복원된 예배당 안에서 이러한 감정들 속에 푹 빠져든다.15)
오틸리에는 마지막으로 “에두아르트가 변화무쌍한 전쟁의 운에 자기 자신
을 내맡겼다는”(410)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한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
대로 들떠 있던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오틸리에는 한 가지 충격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충격을 받는 식으로 정신의 회복기가 계
속해서 중단되는 경험을 한다.16) 서술자는 오틸리에가 이제 어떤 위험에 처
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구하는지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어느 한도까지만 불행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한도를 벗
어나는 것은 인간을 파멸시키거나 아무래도 상관없게 만든다. 공포와 희망이 하나
가 되어 서로를 상쇄시키다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음울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
우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매시
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의 일상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
겠는가.
고독하게 아무 할 일 없이 이러한 적막 속에 가라앉아 가는 듯했던 오틸리에에게
마치 어떤 선한 정신이 그녀를 배려하여 보내주기라도 한 것처럼 요란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외부에서 그녀에게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녀를 자
기 자신 밖으로 끌어내었고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자신의 힘에 대한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410f.)

연달아 이어지는 트라우마적인 사건 이후 오틸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음울한 상태”에 빠지려 한다.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감정적으로 둔감해진 상태
가 지속되거나 다정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태는 트라우마의 전
15) “위아래로 이리저리 쳐다보니, 마치 그녀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녀 앞에서, 심지어 그녀 자신마저도 자기 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408)
16) 에두아르트가 갑자기 떠난 이래 그녀가 거듭해서 받은 충격은 누적성 트라우마
kumulatives Trauma로 이해할 수 있다. 누적성 트라우마란 각각의 사건 자체는 무의식
적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나 쌓이면서 자아의 복원력을 매우 약
화시켜 전체적으로 심지어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적 경과를 보일 수 있는 일련의 트라우
마적 사건이나 상황을 일컫는다(Vgl. Fischer/Riedesser 200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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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증상들 중 한 가지이다(Vgl. Flatten 2004, 25). 오틸리에가 아직 “이러
한 적막 속에”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루치아네가 이끌고 온 “요란한 무리”가
상처 입은 영혼을 위태로운 상태로부터 구해낸다. 신랑과 함께 어머니를 방
문한 루치아네는 끊임없이 사교모임을 가지며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시도한
다. 루치아네 일행이 성에 머무르는 동안 서술자는 자주 오틸리에의 “활동

Tätigkeit”을 거론하는데(Vgl. 412; 423)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동
이 강조된 데에는 당대 정신의학의 ‘도덕적 치료 moralische Behandlung’17)
방법이 반영되어 있다. 활동 내지 일은 영혼이 병든 사람의 주의를 그를 괴롭
히는 상념이나 병적인 생각으로부터 딴 데로 돌림으로써 치유효과가 있다. 오
틸리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며 매일 사교모임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에만 고정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특히
루치아네는 오틸리에에게 자신의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함께 하도록 강요함
으로써 뜻하지 않게 오틸리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데에 기여한다. 오틸
리에는 예전에 여학생 기숙학교에서 오만한 언행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루치
아네의 분망한 활동으로 인해 적지 않게 힘들어 하지만 역설적으로 루치아네
로 인한 정신없음과 이런저런 활동들은 그녀가 정신적 고통을 잊도록 도와준
다. 루치아네의 시끄러운 일행이 오틸리에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떠난 후에
는 남몰래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두 남자, 즉 건축가와 기숙학교의 보조
교사가 오틸리에의 주의를 당혹감과 에두아르트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딴 데
로 돌려놓는다. 이들이 떠난 후 곧 샤를로테의 출산이 임박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오틸리에에게 마지막 출구는 끊임없는 활동뿐이
다. “그녀를 완전한 혼란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매일 자신의 의
무를 다하는 것뿐이었다.”(456)
17) 19세기 초까지 ‘도덕적’이란 표현은 인류학적, 의학적 맥락에서는 ‘정신적’이란 말과 거
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정신병자들을 다룰 때 그전까지 흔히 폭력과 강제적인 수단들
이 동원된 데에 반해서 18세기 후반 도덕적 치료의 선구자들은 지금까지의 비인간적인
수단들을 포기하고 인도적인 간호와 섬세한 심리적 접촉을 도입했다. 활동 내지 일은 도
덕적 치료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고대의 섭생법에서부터 도덕적 치료에 이르기까
지의 의학적 전통에 대해서는(Vgl. Schrenk 1973, 40-45), 일치료에 대해서는(Vgl.
Schott/Tölle 2006, 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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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틸리에의 깊은 절망감은 샤를로테가 낳은 아기의 세례식 때 미틀러의 긴
연설 중에 운명하는 늙은 성직자를 “일종의 질투심을 갖고”(458) 바라보는 데
에서 드러난다. 서술자는 연민 어린 투로 덧붙인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생
명을 잃었는데 육신은 왜 아직 유지되어야 한단 말인가?”(458) 부재하는 연인
과의 몽유병적, 텔레파시적 결합만이 우울한 오틸리에를 위로해 준다.18) “밤
의 기이한 현상들”(458), 즉 그녀가 잠결에 보게 되는 연인의 영상은 에두아
르트가 전장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그와 그녀가
서로 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계
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되자 오틸리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무엇
을 얻고 또 잃었는지 반추하며 충만한 느낌과 공허함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단지 끊임없는 활동과 부재하는 연인을 위한 봉사만이 양가적인 감정의 혼란
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준다. 그녀는 이제 연인의 취미였던 정원일 이외에 “그
를 위해 활동할”(461)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에두아르트의
아이, 오토를 돌보는 일이다. 그녀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성에 딸린 공원을
산책하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 성찰해 보고 이 아이를 위해 연인을 단념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가난한 고아인 오틸리에는 드넓은 공원을 산책
하며 아이가 타고난 부에 대해 새삼 감탄한다. 오토가 아버지, 어머니 눈앞에
서 자라야 한다는 그녀의 인식에는 그녀 자신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이 드러난
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아이는 누리기를 바란다. 오틸
리에는 자신의 사랑이 “완전히 사심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종종 “이러한 높이에 이미 도달했다”(461)고 믿는다. 에두아르트를 포
기해야 한다는 오틸리에의 의무감은 에두아르트의 아름다운 공원을 보기 위
해 방문한 영국 귀족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강해진다. 현재의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귀족은 자기 아들이 인도로 떠난 후 자신도 고향을 떠나 원래 아들을
위해 공들여 꾸민 자신의 저택과 공원을 이제는 낯선 손님들이 즐기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오틸리에는 자기 연인이 겪고 있을 고초에
18) 이러한 몽유병적 상호연결은 자력 내지 동물적 자력의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였다(Vgl.
Barkhoff 199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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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각으로 “너무도 끔찍한 상태에”(468) 빠진다. 그녀는 에두아르트에 대
한 나쁜 상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다시금 그를 체념하겠다고 결심한다.
오틸리에는 맨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에두아르트를 위해 그를
단념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곧 소박한 자기 과신으로,
그리고 그녀의 경험부족에 대한 증거로 드러난다.

Ⅳ. 트라우마와 체념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징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운을 시험하는 주사위로 전쟁에 던져 넣은 에두아르트
는 자신의 무사귀환을 이제는 오틸리에를 소유해도 된다는 운명적인 징조로
받아들인다(Vgl. Böhme 1999, 110-114). 그는 그 사이 소령으로 진급한 대위
를 만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친구의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샤를로테와
이혼하고 오틸리에와 결혼하는 것을 가능한 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정사실
로 받아들이며 행동에 착수한다. 샤를로테에게 친구를 전령으로 보낸 에두아
르트는 “도저히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491) 자신의 영지에 있는 공원으로 몰
래 숨어들고 거기서 잠든 아기를 옆에 두고 책속에 빠져있는 오틸리에를 보
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청혼을 수락해 줄 것을 재촉
하지만 오틸리에는 망설이며 아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에두아르트는 자기 아
들이 “이중의 간통에서” 생겨났으며 자기는 “그때의 잘못, 그때의 범죄”(492)
를 오직 그녀의 품안에서만 속죄할 수 있을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오틸
리에는 샤를로테의 승낙을 전제로 결혼에 동의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샤
를로테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에두아르트를 설득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던 연인은 포옹과 키스를 나누고 고통스럽게 헤어진다.
오틸리에는 예기치 않은 재회,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새로운 전
망, 포옹과 키스로 “정신이 산란하고 감정이 동요된 채” 땅거미가 지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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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서 있다가 저 위 산장 쪽을 바라보고 “발코니에서 샤를로테의 흰 옷을 보
았다고”(493) 믿는다. 이러한 환영은 오틸리에의 급한 마음과 지체 없이 샤를
로테의 결정을 듣고 싶은 갈망을 드러낸다.19) 그녀 자신이 에두아르트에게
샤를로테와 소령의 행방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거했음에도 불구하
고 오틸리에는 자기도 모르게 샤를로테가 귀갓길에 이미 소령을 만나 바람직
한 결정을 내렸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무의식적인
것이므로 오틸리에는 샤를로테가 초조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산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틸리
에로 하여금 귀가를 서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은 그녀
자신의 갈망이다.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지름길을 택한 오틸리에는 그
렇게 고통스럽게 그리워했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곧 손에 잡힐 듯 가
까이 다가온 것 같은 행복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싹트는 관능으로 인해 매우
동요된 상태로 흔들리는 나룻배에서 자신이 돌보던 샤를로테의 아들 오토를
물에 빠뜨린다. 그녀는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모
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외과의사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최종적인 확인
의 말을 듣자 기진맥진해 쓰러진다. 그 사이 돌아온 샤를로테는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바닥에 기절해 있는 오틸리에를 끌어올려
자기 무릎에 기대 쉬게 한다. 곧 소령이 찾아오고 두 사람은 죽은 아이를 옆
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 애도의 침묵으로 밤을 지새운다. 동이 터올 무렵에야
두 사람은 이혼 문제에 대한 의논을 한다.
소령이 샤를로테를 떠나자마자 오틸리에는 “반쯤 죽은 듯한 잠에서”(498)
깨어나 자신에게 “두 번째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지금처럼 샤를로테의 무릎에 기대어 졸았었는데
그때나 조금 전이나 자기가 의식도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19) 에리카 놀란은 이러한 환영을 오틸리에 자신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오틸
리에는 이미 신부이자 여주인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저 위에서 본다는 것이다(Vgl.
Nolan 1982, 94). 이에 반해 김희주는 에두아르트와의 에로틱한 만남 이후 오틸리에가
보게 되는 환영을 무의식적인 죄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한다(Vgl. Kim 200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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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태는 오틸리에가 정신적 쇼크 상태에서 신체운동에 대한 제어를 상실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녀는 “영혼과 육체의 해리라는 기이한 상태

seltsamen Zustand der Dissoziation von Seele und Körper”(Egger 2001, 238)
내지 “근육 마비 kataleptische[] Starre”(Barkhoff 1998, 94)를 경험한 것이다.
오틸리에는 샤를로테에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비밀”(502)을, 즉 그녀가 어
릴 때 이러한 육체적 마비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털어놓는다.
그 당시 아주머니는 어떤 여자 친구분하고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불
쌍한 고아로 세상에 남겨진 제 운명을 딱해 하셨죠.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저
의 형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행운의 별이라도 제 위로 비추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얘기하셨죠.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해 바라시거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좁은 소견에 따
라 여기에 대해 계율을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이 계율에 따라 살아왔어요. 아주머
니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아주머니 집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점까지 저는 오로지 그 계율에 근거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은 그랬고요.(499f.) [강조: 필자]

이 고백은 그녀의 겸손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오
틸리에는 어린 아이로서 연민으로 가득 찬 어느 어른, 즉 장차 그녀의 보호자
이자 양어머니가 될 샤를로테의 걱정과 판단을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였다.
아직 어린애다운 “좁은 소견”에 따라 그녀는 이로부터 자기 삶을 위한 “계율”
을 만들었는데 달리 말해 일찍이 부모를 여읜 자신의 트라우마를 상쇄할 수
있을 전략을 세운 것이다. 겸손함, 친절함, 절제와 같은 그녀의 성격은 “불쌍
한 고아로서” 살아남기 위한 이러한 전략에 속한다. 오틸리에가 어린 시절 어
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불안에 떨며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이에 적합한 행
동방식을 예감하고 있었다면 샤를로테가 소령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녀
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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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는 자고, 정신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오틸리에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계율을 어겼음을, 자신은 결코 에두아르트의 여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저는 저의 궤도에서 이탈했고 저의 계율을
깨뜨렸어요.”(500) 그녀는 이러한 계율 위반을 “범죄 Verbrechen”라 부른다.
에두아르트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계율”이 가지고 있던 효력을 상실하게 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계율에 대한 감마저도” 잃게 만들었다. 오틸
리에의 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제인데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즉 샤를로
테가 소령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서 현재시제로 말한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
난 후 아주머니는 다시 저에게 저의 상태를, 어릴 때보다 더 비참한 제 상태
를 깨우쳐 주고 계세요. 아주머니의 무릎에서 쉬면서, 반은 굳은 채로, 낯선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저는 또다시 제 귀 위로 들리는 아주머니의 나지막
한 음성을 듣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듣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몸서리쳐요.”(500) 이 말을 하는 순간 오틸리에는 샤를로테의
말을 기억 속에서 불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끔찍한 인식과정을 그대
로 재체험하고 있다.20) 진작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고 더 나아
가 에두아르트와의 재혼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후회하며 오틸리에를 염
려하는 샤를로테의 말을 들으며 오틸리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절대로 에두아
르트의 여자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범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신께서
는 끔찍한 방식으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저는 속죄할 거예요.”(500)
불행한 사건 이후 당사자인 두 여인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애쓴
다.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태도와 영혼의 균형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에게는 트
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인 회피가 나타난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트라
우마와 연관이 있는 생각, 감정, 대화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불
러일으키는 활동, 장소, 사람 또한 의식적으로 피한다(Vgl. Kolk/Mcfarlane

2000, 36f.). “그녀[오틸리에]는 마음을 열고 대화에 적극적이었지만 현재 상
20) 재체험 Wiedererleben은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Vgl. Kolk/Mcfarlane
20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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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나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다.”(501f.) 샤를로테는
자신과 오틸리에가 매일 트라우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곳에 머물고 있
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낀다. 서술자는 샤를로테와 오틸리에가 감수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의 대화는 회피적이었다. 때로는 기꺼이 무언가를 절반만 이해하고 싶었지
만 종종 어떤 표현은 비록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오해되었다. 상처 입힐까 두려워했고,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상처 입히
기 쉬웠고 실제로 맨 먼저 상처를 입혔다.(502) [강조: 필자]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샤를로테는 오틸리에에게 딸의 말
동무를 구하는 어느 부유한 집안으로 갈 것을 제안하지만 오틸리에는 한번
찍힌 낙인의 위험과 그런 큰 세계에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에 이를 거절한다.21) 대신 그녀는 여학생 기숙학
교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함으로써 그러한 낙인과 세상의 시선을 피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교육자이자 “귀의한 사람”(505)으로서 기숙학교에서 살고자
하는 오틸리에의 새로운 인생구상은 일종의 방어기제 내지 보상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상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그녀 나름의 가설이
들어있다. 즉 어떻게 트라우마가 생겨났는가,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경험의 반복이나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22) 다시 말해 오틸리에는 오토를 죽게 한 자신의
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궤도 Bahn”를 벗어
났기 때문에, 자신의 “계명 Gesetz”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행”이 일어났으므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로, 즉 겸손한 삶으
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녀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그녀는 “무시무시하
21) 오틸리에는 트라우마로 인해 은둔하고 있는 소녀를 성급하게 사교계로 복귀시키려다 소
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루치아네의 시도를 샤를로테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한다(Vgl.
503).
22)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Vgl. Fischer/Riedesser 2003,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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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덮쳐오는 힘들에 맞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성스러운 것에”(505) 자신
을 바쳐야만 한다. 아기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가 경험한 감정 상
태, 즉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 듯한 느낌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무력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불능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23)
오틸리에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고 파괴된 자기신뢰를 회
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그밖에도 낙인의 위험으로부터, 즉
트라우마의 재발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삶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오틸리에
는 단지 에두아르트를 단념한 것이며 이를 통해 파괴된 가정을 이제라도 다
시 회복시키고 자신은 기숙학교로 돌아가서 어린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자 하는데 이를 우리는 진정한 체념의 자세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괴테에게 체념이란 인간존재의 필연적인 제약에 대한 통찰과 때때로
고통스러운 자기구속을 동반할지라도 이러한 통찰을 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 나아가 그 최고의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의존을 통해 자유에 도달하는 경
지를 의미하는데(Vgl. Henkel 1964, 145) 오틸리에는 오토의 죽음 이후 자신
의 존재기반이 양어머니인 샤를로테였음과 그렇기에 그녀의 남편인 에두아르
트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으며(필연적인 제약에
대한 통찰) 이러한 통찰과 고통스러운 단념을 통해 오히려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즉 에두아르트를 단념함으로써 오틸리에는 루치아네도
거침없이 비판하는 등 샤를로테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되고 기숙학교로 되돌아가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오틸리에는 현 단계
에서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편력시대에 삽입된 노벨레의 주인공들을 능가하
고 있다. 즉 ｢쉰 살의 남자｣의 소령이나 ｢순례하는 바보 아가씨｣의 주인공이
단지 사랑의 체념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틸리
에는 이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편력시대의
23)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 듯한 느낌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무력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느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한다(Vgl.
Kolk/Mcfarlane 20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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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체념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24) 이는 빌헬름이 편력시대에서 보
여주는 체념의 자세에 비견할 만하다. 그는 온갖 우회로를 거쳐 수업시대의
마지막에 도달한 “행복”, 즉 나탈리에와의 즉각적인 결합을 유예한 채, 사흘
이상 한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편력하는 자로서의 제약조건을 몸소 실천
하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방랑하며 마침내 구
급의로서 맨 먼저 자기 아들을 구하게 된다. 빌헬름처럼 오틸리에가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즉 스스로 삶의 미로에서 방황해 본 사람으로서
타인을 미로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이는 편력시대에서 인식과 행위, 사랑이라는 세 영역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체념의 정신을(Vgl. Trunz 1994, 536) 한 몸에 구현한 모범적인 사
례가 될 것이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계획은 기숙학교로 가는 길에 다시금
에두아르트와 예기치 않게 마주침으로써 좌절된다.

Ⅴ. 오틸리에의 아포리아

에두아르트의 자의적인 성격과 성급함은 두 번째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연관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생경험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25) 샤를로테가 오틸리에를 데
리고 있어야 한다는 에두아르트의 위협은 불행한 익사사고로 인해 무효가 된
것과 다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로테는 자기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
24) 편력시대에 나타나는 ‘체념’ 개념은 봉건체제에서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로 변모하는 내적 형식이자 개인이 집단의 획일적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집단에 소속되는 방식을
시사하는, 일종의 삶의 형식이다(이연희 1995, 86 참조).
25)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친화력의 파국은 “사람과 함께,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일
어나지만 그 주체는 없다는 하르무트 뵈메의 테제에 동의한다. 뵈메에 따르면 친화력
의 파국은 그 속에 신이나 사악한 자연 또는 마성이 나타나는 형이상학적인 파국이 아
니라 인간적인 재앙이다(Vgl. Böhme 199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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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지도 모를 어떤 일도 감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미
틀러를 보내 미리 그의 생각을 알아보려 한다. 그러나 미틀러는 “사람이란 아
직 일어날 일에 대해 동의하는 것보다 이미 일어난 일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법”(507)이라면서 오틸리에를 곧바로 기숙학교로 보내라고 샤를로테를 설득
한다. 미틀러가 에두아르트를 방문해서 여성들의 이러한 결정을 전하자 에두
아르트는 심한 두통으로 인해 모든 것에 괘념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곧 시종을 시켜 오틸리에가 떠나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고 미리 출발한다.
오틸리에를 만나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길
을 떠난 에두아르트는 그녀가 묵을 여관에 먼저 도착해서 그녀가 마음의 준
비를 하고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기로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래 망설였고 아무 생각 없이 오틸리에가 묵을 방
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그녀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는 옆방에 숨으려
하지만 허둥지둥 대다가 결국 숙명적으로 오틸리에와 맞닥뜨리고 만다. 오틸
리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에두아르트를 보게 된 이 순간 샤를
로테가 얼마 전에 했던 경고가 마치 예언처럼 현실로 나타난다.
에두아르트를 체념하겠다는 네 결심이 그렇게 확고하고 요지부동이라면 그를 다
시 만나는 위험만은 경계하도록 해. [...] 어떤 우연이나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다
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비로소 견딜 수 없는 마음
의 갈등이 생길 거야.(505f.)

이러한 위험 때문에 샤를로테는 오틸리에에게 그녀가 정말로 앞으로 영영
에두아르트를 체념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가능하
면 이런 결심을 바꾸라고 충고했었다. 이어서 샤를로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
었다. “하지만 네가 그럴 결심을 했다면, 우리 한 가지 약속하자. 너는 그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그가 너를 찾
아오거나 너에게 달려들더라도 말이야.”(506) 당시 오틸리에는 단 한 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26)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
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다시 만나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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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
이다. 그러나 오틸리에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 보지 않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가 어떤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밝혀진다. “에두아르트를 체념하
겠다는, 그에게서 떠나겠다는 제 결심은 아주 순수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514) 이러한 정신 상태로, 즉 마음의 준
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틸리에는 에두아르트를 만나게 되고 이
때 그녀는 샤를로테에게 한 약속 때문에 침묵하게 된다. 자기는 이제 “이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자의식에도 불구하고 오틸리에는 다시금 샤를
로테의 말을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인 셈이다. 오틸리에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겠다는 저의 약속을 제가 아마도
너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나 봅니다.”(514f.)
에두아르트 없이 살 수 있으리라는 오틸리에의 믿음은 샤를로테가 그 위험
성에 대해 경고했듯이 두 사람이 재회하자마자 착각으로 드러난다. 자기 자신
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느낌은 또 다시 그녀의 자기신뢰를
뒤흔들어 놓는다. 예기치 않게 연인이 눈앞에 나타난 바로 이 순간부터 오틸
리에는 침묵하고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에두아르트의 청혼을 받
아들일 수도 없고 기숙학교로 가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도 없다. 청혼
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참회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기숙학교로 가는 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
는 것이다.27) 에두아르트가 마지막으로 샤를로테에게 다시 데려다줄지 묻자
26)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트라우마
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일련의 가능성들을 숙고해 볼 줄을 모르는
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는 것이 그들
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Vgl. Kolk/McFarlane 2000, 39).
27) 엘리자베스 보아는 이러한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이 오틸리에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
한다고 본다. 즉 그녀는 자기의 의지가 없는 한낱 대상으로서 연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자
신을 바치거나 혹은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남의 뜻대로 가부장적
인 질서에 자신을 바치거나 할 수 없다. 보아가 말하는 후자의 가능성은 바로 보조교사
와의 이성적 결혼이다(Vgl. Boa 200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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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공황 상태에 빠진 오틸리에는 자기 양어머니 내지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는 성에 도착할 때
부부의 손을 잡아 포갬으로써 에두아르트를 체념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재
차 드러내 보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가 찾던 위로가 아니라 “텅 빈 벽들”(513)뿐
이다. 오틸리에가 이미 완전히 비워진 자기 방에 들어섰을 때 어떤 감정을 느
꼈을지에 대해 서술자는 샤를로테가 이 방에 들어설 때 느낀 경악을 묘사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샤를로테는 서둘러 오틸리에의 방으로 간다.
방에 들어서자 소름이 끼친다. 방은 이미 물건들을 완전히 다 들어낸 상태여
서 텅 빈 벽들만 휑하니 서 있었다. 방은 불쾌하리만치 넓어 보였다.”(513) 샤
를로테 자신이 오틸리에의 방을 이전처럼 다시 에두아르트를 위해 꾸밀 생각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소름이 끼친다.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치워진 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텅 빈 공간은 오틸리에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다는 점을, 그녀가 샤를로테의 내면에서 완전히 지워
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오틸리에에게는 “어디다 세워둬야 할지 몰라 방
한가운데 내버려둔”(513), 에두아르트에게서 생일선물로 받은 작은 가방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샤를로테가 방에 들어섰을 때 오틸리에는 “팔과 머리를 가
방 위에 뻗은 채 바닥에”(ebd.) 엎드려 있다. 친숙한 공간이 기대했던 것과 달
리 텅 비어 있는 데에서 오는 낯설음은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그녀
를 절망으로 몰아간다.
오틸리에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음은 그녀의 편지에 잘 드러난다. “저는
저의 궤도에서 이탈했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저를 지배하게
된 적대적인 마성이 밖에서 저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설사 제가 저 자신과
다시 화해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514) 오틸리에는 이 대목에서 그녀 자신
의 내적 위기를 밖으로 투사한다. 즉 “적대적인 마성 [e]in feindseliger

Dämon”이란 그녀의 길들일 수 없는 정열에 다름 아니다(Vgl. Kim 2007,
92). 에두아르트와의 뜻밖의 재회로 인해 오틸리에는 그를 체념하겠다는 도덕
적인 결심과 그에 대한 감각적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게 된다. 그녀는 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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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이룰 수 없다. 샤를로테가 예언했듯 이러한 “마음의 갈등 Zwiespalt
im Gemüt”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506)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오틸리에
의 편지는 친구들에게 그녀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
든 상처가 치유될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낙관적인 발언은 기만이었음이 곧
드러난다. 오틸리에는 식사를 강요하지 말 것을 부탁해 놓고 마치 적당히 먹
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때가 되면 곧 다시 말을 하리라는 기대를 주지만
실제로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미틀러가 사려 깊지 못하게 십계
명에 대한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있는 중에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갔다가 간음
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듣게 된 오틸리에는 마지막 힘을 빼앗기고 쓰려져
바로 에두아르트의 생일 전날 저녁에 죽게 된다.
기숙학교로 가는 길에 에두아르트를 다시 만난 이래로 오틸리에는 자신의
도덕적 본성과 감각적 본성 사이의 갈등 속에서, 즉 스스로 설정한 계율 내지
내면화된 규범과 에두아르트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
한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한 속죄를 행하기 위해(Vgl.

502) 에두아르트를 체념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력
에서 - “형용할 수 없는, 거의 마법과 같은 인력”(516)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와 이별할 수도 없다. 이런 아포리아 속에서 그녀는 식음을 전폐한 결과 죽
을 때까지 희망 없이 계속 사랑하며 살아간다. 오틸리에는 결국 “치유되어 아
물기를 꺼리는 대단히 격정적인 상처 eine tief leidenschaftliche Wunde, die

im Heilen sich zu schließen scheut”(Goethe 1986, 208)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Ⅵ. 결론

가난한 고아로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며 살아왔던 오틸리에는 아
버지 같은 에두아르트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유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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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바로 그의 자의적이고 성급한 성격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
해 거듭 깊은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된다. 급기야 이 사랑의 성취에 대한 새로
운 희망에 들떠 결과적으로 오토를 죽게 한 오틸리에는 속죄의 방법이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숙학교에서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토록 갈구하던 행복이 곧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낀 순간 바로 연이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종국에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상실
하고 결국 생을 포기하고 만다. 즉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정신적 트라
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한 것이다.
오틸리에는 단지 에두아르트와 다시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향후 인
생계획을 관철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여자가 될 수는 없는 아포리아를 피해갈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가 선택
한 것이 바로 침묵과 단식인데 이것을 괴테적인 의미의 진정한 ‘체념’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본론에서 밝혔듯이 오틸리에가 기숙학교로 가는 길에
에두아르트와 재회하는 순간부터 말하기와 식음을 거부한 것 자체가 그녀 자
신의 깊은 통찰과 결단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
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한 샤를로테의 조언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다. 물
론 샤를로테는 에두아르트를 단념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그와 대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만 오틸리에는 이를 계기로 말하는 입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입까지 닫아버린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죽음의 방법이 예컨대 샤를
로테에게 이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협박조로 말했듯 호수에 뛰어든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기숙학교
시절 음식이나 후식을 거르기 위해 하녀들을 도울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절제하는 것”(293)이 오틸리에에게는 익숙한 삶의 태도였다는 점과 그
녀를 “모방”해서 단식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녀에게는 “지복”이었던 것이
자신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에두아르트의 말을(Vgl. 528) 고려하면 그녀는
단지 식음을 전폐한 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계속 사랑하며 살았을 뿐인 것
이다. 과연 인간이 자기극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자발적으로 단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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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설사 오틸리에에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해도 자기절멸이라는 심연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자유에 이르는 진정한 체념
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기숙학교로 가서 이별의
고통을 견디며 봉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이 편력
시대적인 의미의 진정한 체념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괴테가 오틸리에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래서 이 소설을 독립
적인 장편으로 완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목이 암시하듯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친화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틸리에와 에두아르트처럼 그
강력한 자연의 힘에 순응해서 이 지상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괴테는
오틸리에의 성화 聖化와 소설의 마지막 구절에 깃든 아이러니를 통해 말하
고 있다.28)

28) 오틸리에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그녀의 음식을 대신 먹어치워
주인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순박한 소녀 나니라는 점, 이후 오틸리에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서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서 예배당 천장의 천사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유로 – 오틸리
에를 사모하던 건축기사가 오틸리에의 모습을 따라 그렸으므로 - 이들을 닮을 수밖에 없
었다는 점 등 곳곳에 아이러니가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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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Ottilies Entsagung in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Cho, Seong-Hee (Chungang Uni)

Goethes Roman Die Wahlverwandtschaften, durch dessen seltsame
Liebesgeschichte das Zeitbild schimmert, ruft seit der Veröffentlichung im
Jahr 1809 heftige Diskussionen und mannigfaltige Interpretationen hervor. Die
Frage, wie Ottilies Entsagung und Sühne nach dem Ertrinken Ottos
verstanden werden sollen, wurde sowohl in der zeitgenössischen Rezeption
als auch in unzähligen Forschungsarbeiten wiederholt diskutiert. Wenn man
berücksichtigt, dass dieser Roman ursprünglich als eine Novelle für die
Wanderjahre entworfen war und deren Untertitel Die Entsagenden ist, kann
man die entscheidende Rolle des Themas ‚Entsagung‘ für das Verständnis der
Wahlverwandtschaften nicht verneinen. Das gilt auch aus der biografischen
Perspektive: Goethe schuf die Figur Ottilie aus seiner eigenen Erfahrung,
nämlich aus seiner Altersliebe zu dem achtzehnjährigen Mädchen Minna
Herzlieb. In Ottilies Entsagung und Tod spiegelt sich seine eigene
persönliche Erfahrung der Entsagung wider.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versucht werkimmanent zu erhellen, aus welchen Beweggründen und unter
welchen Umständen Ottilie entsagt und inwieweit ihre Entsagung dem
entspricht, was der alte Goethe unter dem Begriff der Entsagung verstand.
Ottilie, die als arme Waise sich selbst übermäßig unterdrückte, wird aus
den sehr drückenden Verhältnissen im Mädchenpensionat gerettet, indem sie
als „ein Viertes“ ins Feld der Wahlverwandtschaften eintritt. Sie scheint
dadurch geheilt zu werden, dass sie den väterlichen Eduard liebt und von
ihm geliebt wird. Ihre zarte Seele wird jedoch durch seine kind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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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eduld und seine Willkür wiederholt verletzt: In dem höchsten
Hoffnungsmoment muss sie die plötzliche Trennung von ihrem Geliebten, die
entsetzliche Wahrheit von Charlottes Schwangerschaft und die erschreckende
Nachricht von Eduards Teilnahme an dem Krieg erleiden. Der zurückgekehrte
Geliebte versetzt sie wiederum in volle Erwartung auf die Heirat mit ihm,
was jedoch gleich in eine Katastrophe mündet. Ottilie entschließt sich danach,
durch die Tätigkeit als Erzieherin im Mädchenpensionat ihre Schuld zu
sühnen und gleichzeitig sich selbst zu hüten. Ihr Entschluss scheitert jedoch
wiederum durch die unerwartete Begegnung mit Eduard im Wirtshaus. Sie
sieht von nun an keinen Ausweg mehr aus dem Widerstreit zwischen ihrer
sittlichen Natur und ihrer sinnlichen Natur, nämlich zwischen den selbst
geschaffenen Gesetzen oder verinnerlichten Normen und der Leidenschaft für
Eduard. Vor der Aporie, dass sie nicht Eduards Frau werden kann, obwohl
sie ihn liebt, greift sie zum letzten Mittel: Sie beginnt zu schweigen und sich
der Nahrung zu enthalten.
Dieser Weg zur Selbstvernichtung lässt sich nicht als wahre Entsagung
verstehen, die der alte Goethe sich überlegte. Für ihn bedeutete Entsagung
die Einsicht in die notwendige Bedingtheit des Menschseins, deren tätige
Realisierung, bisweilen schmerzlichen Selbstzwang, aber auf der höchsten
Stufe heitere Gelöstheit und eine Freiheit als freiwillige Abhängigkeit. Selbst
Ottilies Verweigerung zu sprechen und zu essen ist aber nicht auf ihre
eigenen tiefsinnigen Überlegungen und ihren selbstständigen Entschluss,
sondern auf Charlottes Rat zurückzuführen, den sie verinnerlicht hat. Und es
ist auch ironisch, dass das Suizidmittel, das sie gewählt hat, das Fasten ist.
Wenn man die Tatsache, dass die „große Mäßigkeit im Essen und Trinken“
für Ottilie eine Gewohnheit war, und Eduards Worte, „Was ihr Seligkeit
gewesen, wird mir Pein“, berücksichtigt, lebt sie bis zu ihrem Hungertod als
Liebende fort. Freilich stellt sich die Frage, ob man sich ohne Selbstüberwindung
bis zum Tode der Nahrung enthalten kann. Auch wenn sie darunter gelitten
hätte, kann man ihren Versuch der Selbstvernichtung nicht als Entsagung 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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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heit ansehen. Wenn sie gemäß ihrem eigentlichen Plan zum Mädchenpensionat
gegangen wäre, dort die Qual des Abschieds erduldet und durch die Tätigkeit
eine neue Hoffnung des Lebens gefunden hätte, hätte sie sich dem Ideal der
Entsagung im Sinne der Wanderjahre angenäh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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