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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울프와 로렌스의 소설과 카프카의 소설을 비교함으로써 몇 개의 키워드―
의식의 흐름, 기억, 정신적 현실―로 거의 자동적으로 규정되는 모더니즘 문학이 사실 
훨씬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학사조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모더니즘 

소설들은 “고도로 의식적인 개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

의 내면의식과 화자의 역할이 부각된다. 그런데 동시대의 체코 작가였던 카프카의 소

설 『변신』과 「유형지에서」는 매우 무기력하고 제한적인 주인공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서사의 초점이 인간의 내면의식이 아니라 벌레로 변한 몸이나 기계에 대한 묘

사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벤야민을 비롯한 비평가들은 카프카의 서사가 ‘즉

물적 소설언어’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해 왔다. 본 논문은 사뭇 달라 보이는 영국 모더

니즘 작가들의 소설과 카프카의 소설을 나란히 읽어봄으로써, 20세기 초반의 모더니

즘 문학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영문학 담론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면의식, 은유, 상

징 등의 용어를 인간의 의식 바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카프카의 소설 

언어가 지닌 ‘즉물적’ 특성은 영문학연구에서 당연시해온 문학개념들에 대해 ‘낯설게 

보기’를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영국모더니즘 소설, ‘고도로 의식적인’ 개인, 카프카, ‘즉물적’ 소설언어, 벤야민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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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대미문의 폭력을 경험한 유럽의 작가들은 20세기 초반

의 모더니즘 문학을 통해 유럽문명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조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더니즘 문학은 일반적으로 전쟁 전후의 1915년부터 1925년 사이에 출판된 작품들

을 지칭하지만, 실상 하나의 문학운동으로 명명하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조합이라는 

게 정설이다. 가령 모레띠(Franco Morretti)는 한 대담에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모더니

즘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의 운동이라기보다 단지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 이행하는 어떤 순

간”(274)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이러한 이질성과 다양성에도 불구

하고, 동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정신’ 같은 것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문학적 반응 

사이에 공통점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오길영은 울프(Virginia Woolf), 조이스(James Joyce), 프루스트(Marcel Proust)를 관통

하는 변화된 현실관이나 공통된 문제의식 속에서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문학의 공

통분모를 추적한다. 그가 세 작가들에서 찾아낸 공통점은 크게 언어에 대한 자의식과 

현실 인식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 개입하는 언어의 의미와 불충분성에 대

해 강한 자의식을 드러낸다. 그들은 리얼리즘 문학에서 자명하게 여기는 전제들

에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현실의 투명한 재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 . 모더

니즘 문학은 우리 인식과 감각의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현실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객관적 현실은 오직 각 인물이 경험하는 인상과 감각으로 새겨진 정신적 현

실로만 파악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리얼한 것’의 내용이 새롭게 정의된다. . . .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적 기법 중 하나인 내적 독백은 정신적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리얼한 것’의 요구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440-42)

울프, 조이스, 프루스트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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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하게 느끼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직관과 통찰력을 특징으로 하는 주인공의 내면

의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더니즘 작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카프카의 

소설을 들여다보면 위의 인용에서 정의한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이 거의 설명력을 상

실한다. 본 논문은 울프나 로렌스의 소설과 카프카의 소설을 비교해서 읽어봄으로써 

몇 개의 키워드―의식의 흐름, 기억, 정신적 현실―를 통해 거의 자동적으로 규정되는 

모더니즘 문학이 사실 훨씬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학사조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영국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 1925)

에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허함과 부조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풀어

낸다. 소설의 서사는 주인공인 클라리사(Clarissa Dalloway)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전지적 3인칭 화자의 능란한 개입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위의 인물

들이 주도면밀하게 클라리사와 연결된다. 그래서 클라리사의 내면은 공허하고 고립된 

듯이 보이면서 동시에 주위의 인물들과 분리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끊임없이 반

복되는 분리와 연결의 이미지는 소설의 주제이면서 서사적 특징이기도 하다. 다른 공

간에서 살았지만 울프의 동시대인이었던 체코의 작가 카프카의 소설은 울프의 소설처

럼 모더니즘 소설로 분류되지만 소설의 분위기와 서사방식은 두 작가가 살았던 공간

적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카프카의 『변신』(1916)과 「유형지에서」(1919)의 특징은 

소설의 서사가 독립적인 인간의 고유한 내면의식이 아니라 벌레로 변한 몸과 기계에 

대한 충실한 묘사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주인공들은 갑충과 인간, 혹은 기계와 인간 

사이에 걸쳐있는 벌레인간과 기계인간으로 등장한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Gregor Samsa)는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 자신이 갑충으로 변했음을 깨닫는데, 이 

소설이 특이한 것은 소설이 진행되는 내내 그레고르의 몸은 벌레로 변했으나 의식은 

초지일관 인간의 의식을 지닌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평자들이 그레고르의 ‘벌레로 변

한 몸’을 두고 현대인의 자기소외와 부조리의 느낌을 벌레로 형상화한 하나의 ‘은유’

로 읽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영국 모더니즘 소설들과 카프카의 소설을 같이 읽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후자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내면의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

능적인 차원에서만 제시된다는 점이다. 그레고르의 의식은 갑충으로 변한 자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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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반응하는 가족들에 대한 즉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 영국소설의 주인공들처

럼 나름의 통찰력과 성찰의 능력을 지닌 ‘의식적 개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울프 소설의 서사에서는 주인공의 내면의식과 화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주인공과 화자의 주도적 역할은 거의 모든 영국소설의 서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비스(F. R. Leavis)가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 George Eliot, Henry 

James, Joseph Conrad, 1948)에서 영국소설의 전통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서 든 기준은 “플로베르 식의 혐오나 경멸과 권태 따위를 드러내기보다 생생한 체험

능력, 삶에 대한 일종의 경건한 개방성, 그리고 강한 도덕적 열정이 두드러지는”(18) 

작가들의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비단 위대한 영국소설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자질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할 것은 리비스가 위대한 영국소설가들의 작

품에서 공통적으로 관찰한 주인공의 자질이다. 대체로 영국소설의 주인공들은 군중이

라는 모호한 범주를 벗어나 삶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시켜나가는 “고도로 의식적인 

개인”(the highly conscious individual, 33)들이다. 카프카의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뚜

렷한 차이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나 초점화자의 역할이 영국소설 속의 그것

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카프카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소설 『변신』에서 그레고
르라는 주인공 혹은 초점화자에게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보다 주체적 사고와 주체적 

행위능력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출구 없는’ 현대인의 부조리한 상황을 더욱 부

각시킨다. 울프 소설에서와 달리, 카프카의 두 소설에서 초점화자는 주변 인물들의 태

도와 행동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더욱이 「유형지에
서」의 초점화자인 여행가는 『변신』에서 그레고리의 역할보다 더 수동적이고 제한
적인 역할에 머문다. 서사의 대부분을 장교의 목소리로 채우는 「유형지에서」 여행
가는 장교의 말에 수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서사의 진행을 이어나가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의 생각을 거의 내비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로 1910년대 출판된 카프카의 소설들이 여느 모더니즘 소설들과 눈에 

띄게 다른 서사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광훈은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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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유’로 읽기보다 이를 카프카의 “즉물적 소설언어”(32)라고 표현하고, 유사한 맥

락에서 권혁준은 그레고르의 변신을 “그레고르가 겪고 있는 자기 소외를 즉물적으로 

형상화하여 극명하게 보여준 문학적 기법”(12)이라고 평한다. 인간의 현실세계에는 사

물이 존재하고 이 사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적 의미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된다. 이 

때 ‘즉물적’이란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이 만든, 언어적 의미망을 최대한 배제하

면서 인간 바깥의 사물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상징체계를 대표하는 언어

와 그 언어를 통해 재현된 객관적 현실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모더니즘 소설 공통의 

특징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작가들은 이전에 무시되어왔던 인상과 감각에 기초한 정신

적 현실을 포착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카프카는 동시대의 모더니즘 작가들과 달리 인

간의 내면의식을 최소화하거나 배제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변신』의 소설세계는 그
레고르의 의식의 비중을 최소화시키면서 의식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갑충이 된 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유형지에서」는 처형기계에 대한 장교의 맹목적 숭배를 통해 
인간의 의식세계가 기계로 치환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실세계의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 카프카가 선택한 방식은 인간의 의식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갑충이 된 몸과 인간

의식을 대체한 기계에 대한 즉물적 묘사이다. 본 논문은 카프카의 소설에 집중하되, 

카프카 소설을 동시대의 영국소설인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이나 로렌스의 『무지
개』와 같이 읽어봄으로써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카프카 소설의 서사적 특징이 어떤 
효과와 분위기를 빚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매우 무기력

한 초점화자나 주인공이 현대사회의 부조리함과 그 속에서 개인의 무기력함을 전달하

는 데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와 더불어 카프카의 소설 언

어가 지닌 ‘즉물적’ 특성이 영문학 담론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면의식, 은유, 상징 

등의 용어를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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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프카의 ‘즉물적’ 소설언어와 울프 소설의 

내면의식의 극대화

  

카프카를 비롯한 유럽의 모더니즘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는 산업문명의 기술 혁신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례 없는 파국을 맞게 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그가 살았던 보헤미아지방―체코의 서부지방으로 수도 프라하를 중심으로 많은 

공업도시가 발달해 있었다―의 급격한 산업화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중요한 

산업화 동력”(4)이었다. 프리스(Julian Preece)는 이 시대의 기술혁신에 대해 카프카가 

매혹과 반감을 동시에 보였음을 환기시키면서, “카프카가 노동자 재해 보험을 취급하

는 산업의 최전방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종종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한다”(4)고 지적한

다.1) 카프카가 25세 되던 해부터 14년간 보험국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근무가 

끝난 이후에야 집필에 매달릴 수 있었던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업 작가로서 상대적인 자유를 누렸던 영국모더니즘 작가들과 달리 매우 열악

한 환경 속에서 글을 써야했던 카프카는 『변신』과 「유형지에서」를 통해 당대 자
본주의와 기계문명의 현실이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압도하는지 실감나게 보여주기 때

문이다. 이는 카프카가 인간의 내면의식의 힘에 기대기보다 그 의식을 억누르는 현실

의 압력을 갑충으로 변한 몸이나 기계처럼 변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신』과 「유형지에서」 주인공들의 내면의식은 무기력하거나 거의 부
재한 상태로 묘사된다. 

문광훈이 카프카의 ‘즉물적’ 소설언어를 얘기하면서 기대고 있는 논의는 벤야민

(Walter Benjamin)의 알레고리론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문학적 비유로서의 알레고리

가 아닌,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알레고리론은 벤야민을 거쳐 해체비

평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폴 드만(Paul de Man)으로 이어진다. 『독일 비애극의 원
천』에서 벤야민은 크로이처(Friedrich Creuzer)가 『신화』(Mythologie)에서 상술하

고 있는 낭만주의 문학의 상징의 성격에 대해 논하면서 자신의 알레고리론을 펼친다. 

벤야민은 유기적 총체성으로 요약되는 낭만주의 상징의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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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예술을 통해 알레고리의 의미를 재규정한다.2) 상징을 통해 낭만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간 내면의 힘, 신성, 총체성, 본질적 일체감 등은 바로크 예술의 특징을 기

술하는 벤야민의 알레고리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연, 역사, 예술 작품

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쇠퇴와 부식(decay)의 과정을 따를 뿐”이고 “영혼 혹은 정

신이 없는 단순한 육체, 말하자면 죽어 있는 육체일 뿐”(이윤성 26)이다. 폐허의 무너

져 내린 벽과 기둥을 포착하고 묘사한 바로크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물성에 대한 천착이다. 벤야민이 바로크 시대를 통해 상

징과 대립되는 알레고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려 했는지 다음의 대목이 잘 설명하

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물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에 대해, 파편적인 것이 총체적인 

것에 대해 갖는 우위성 속에 알레고리가 상징의 반대 극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막강하게 맞선다는 점은 자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알레고리적

인 의인화 작업은, 사물적인 것을 의인화하기보다 오히려 인물로 꾸미는 일을 통

해 사물적인 것을 더욱 당당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그 과제라는 점을 늘 기만해

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자르츠는 매우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다. ‘바로크는 고

대의 신화를 통속화시키는데, 그것은 모든 것에 (영혼이 아니라) 형상을 집어넣

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오비디우스가 성스러운 신앙내용을 심미화하고 근세 라

틴어가 그것을 세속화한 이후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의 외면화 작업이다. 육체적

인 것을 정신화한 흔적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자연 전체가 의인화되는

데, 그것은 내면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탈(脫)영혼화되기 위해

서이다. (278-79)

벤야민이 상징과 대립되는 의미로 알레고리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의식의 주도적 역할에서 사물과 물성으로의 초점의 이동이다.3) 이러한 초점의 이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일 것이다. 인

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만든 의식의 틀을 가능한 한 벗어나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을 주체로 형성하는 것이 언어라고 할 때 실재(reality)와 언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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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4) 카프카는 1921년 일기에 “문학에서 은유는 나를 가

장 절망에 빠뜨리는 요소 중의 하나다”(Deleuze 22 재인용)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들뢰즈는 “카프카가 의도적으로 언어가 가진 모든 은유와 상징 의미와 지시 

기능들을 모두 말살시킨다. (벌레로의) 변신은 은유의 정반대이다”(22)라고 지적한다. 

벤야민과 들뢰즈의 카프카 읽기에 따르면, 낭만주의 문학에서 강조하는 언어의 비유

적, 상징적 의미와 인간의식의 주도적 역할은 카프카가 자신의 소설에서 가장 우선적

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요소였던 셈이다. 대상을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형상 그 자체에 

다가가려는 카프카의 텍스트가 무엇 하나로 그 의미를 고정시킬 수 없는 해석불가능

의 성격을 띠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소설에서 의식의 주도적 역할을 배제한다는 것은 주체로서의 인간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인물들을 통해 소설에서 카프카가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무기력한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 ‘의식적’ 개인을 보여주는 것과 어떻게 다

른가? 카프카 소설의 특징은 울프 소설과의 대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카프카 

소설을 읽기 전에 먼저 울프의 소설을 살펴보자. 주인공과 화자가 소설의 서사를 주도

하는 울프의 소설은 현대인이 느끼는 부조리와 공허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주도적 

역할로 인해 주인공은 종종 대중과 구별되는 특별한 개인이거나, 특별할 정도는 아니

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품은 개인으로 비춰진다. 이는 영국소설 전반의 특징이어서, 철

저히 무기력한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로렌스의 대표작 

『무지개』의 여주인공인 어슐라(Ursula Brangwen)는 연인인 안톤(Anton Skrebensky)

의 인간됨을 꿰뚫어볼 수 있는,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여성에 대한 

당대의 억압에 저항할만한 용기 있는 여성이기도 하다. 『댈러웨이 부인』의 주인공
인 클라리사도 인간과 삶의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여성이다. 

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이러한 특징들과 비교하면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
르나 「유형지에서」의 장교는 인물의 특징적 성격을 따지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존재들이다. 

울프 소설의 ‘의식의 흐름’이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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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격이라면, 카프카 소설은 현재의 의식의 흐름만이 서사에서 드러난다. 울프의 소

설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주체의 의식을 통해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것이 ‘과거의 

나’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환기된다. 이는 주체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억을 통해 불

러냄으로써 현재의 나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그레

고르의 의식은 철저히 현재에 매어있다. 이는 그레고르의 의식이 현재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에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서

사가 ‘의식의 흐름’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의식에 집중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외부세계 

사이의 복합적인 층위를 드려내려고 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변신』의 서사는 
그레고르의 갑충이 된 몸과 그것에 반응하는 가족들의 묘사에 집중한다. 

얼핏 보면, 울프의 소설처럼 『변신』은 그레고르의 의식이 서사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한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의식은 전적으로 일상적 반응들로 채워지며, 가족 간의 갈

등이나 불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라리사의 의식이 그녀
의 일상에 대한 부조리와 분열과 허무의식에 시달리는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와 울프의 ‘의식의 흐름’ 기법 사이의 차이도 물론 있고,5) 울프 소설에서

도 몸과 감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개인의 내면의식과 외부세계 사이의 균형도 매

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현실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가 울프의 소설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프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인

상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리얼하게’ 드러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다음은 클라리

사가 혼자 방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되

새겨보는 장면이다.

늘 똑같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얼마나 수없이 자신의 얼굴을 보아왔던가! 

클라리사는 거울을 보면서 입술을 오므렸다. 이렇게 하면 그녀 얼굴의 특색이 살

아났다. 얼굴의 윤곽이 또렷해지고, 화살처럼 뾰족해 보이면서도,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되고자하는 어떤 부름, 어떤 노력이 각각의 부분들을 끌어 

모았을 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상의 오직 하나의 중심, 하나의 다이

아몬드처럼, 거실에 앉아 무료한 삶들에 빛이 되고 혹은 어쩌면 외로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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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올 거처가 될 모임을 주도하는 한 여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세상사와는 다

르고, 비교불가능하며, 평온한 일인지 오직 그녀만이 알았다. (55)

클라리사는 순간순간 허무와 부조리의 느낌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애정도 

강렬하게 느끼는 인물이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삶이고 런던이며 6월의 지금 이 순

간”(5)이라고 말하는 클라리사는 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카프카 

소설에서 가족 내의 소통의 단절이 그레고르가 내뱉는 “짐승의 소리”(40)로 비유된다

면, 울프 소설은 각각의 고립된 개인을 어떻게든 연결시켜보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다. 위의 인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소설에서 클라리사가 느끼는 소명의식은 여기저기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185) 파티를 여는 것이다. 

소설은 클라리사가 파티를 준비하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클라리

사의 이러한 태도는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개인들 사

이의 ‘관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울프 소설의 3인칭 화자는 “클라리사의 유일한 재능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사람

됨을 알아채는 것”(11)이라고 말한다. 이는 직관과 통찰력이 주인공의 매우 중요한 덕

목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모더니즘 문학의 공통된 특징인 의식의 주도적 역할

에 대해 오길영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의식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이런 시각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론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6) 낭만주의와 모더

니즘 문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의식의 창조적 능력”은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의미부

여를 특징으로 한다. 영국모더니즘 소설 속의 인물들이 19세기 리얼리즘 소설 속의 

인물들처럼 일관되고 통일적 주체는 아니고 매우 분열적인 의식 상태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주체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는 

19세기말 대영제국이 몰락하면서 그때까지 제국을 통합시켜온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가 세력을 잃으면서 이를 대체하는 사회이데올로기로 ‘영국성’(Englishness)이 부각되

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성’을 떠받치는 여러 장치들 가운데 중

심 역할을 했던 낭만주의 문학은 사실 영문학과 영국사회에서 20세기까지 맹위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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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고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전후의 모더니즘 소설들이 19세기 제국의 유산에 저

항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의 산물이면서도 동시에 낭만주의 문학의 유산을 여전히 

그 내부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소설에서 ‘고유하고 독립적인 의식’의 소유자

들을 그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다시 말해, 리비스가 지적했듯이, 

영국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소설 사이의 형식적, 문체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의식적인 개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문학적 전통이 이어졌던 것이다. 

영국모더니즘 소설과 카프카 소설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인간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다

르다는 점이다. 카프카의 소설은 ‘온전한’ 주체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

으면서 분열되고 파편화된 주체 그대로를 보여준다. 카프카가 『변신』과 「유형지에
서」에서 그려낸 인물인 영업사원 그레고르와 장교는 얼핏 보기에 그 사회에 철저히 
동화된 인물들처럼 보인다.7)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의 아버지나 장교처럼 그 사회에 

맹목적으로 동화된 인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그가 갑충으로 변한 이후 스스로 죽

음을 선택한 것이 그러한 맹목적 동화에의 거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레

고르를 영국소설 속의 주인공들처럼 ‘고도의 의식적인’ 개인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앞으로의 논의는 카프카가 그레고르를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으로 형상화하지 않

고 그의 벌레로 변한 ‘몸’에 집중하는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다. 『변신』의 주인공 그
레고르는 자신의 직업에 목숨을 거는 철저한 기능인으로 묘사된다. 물론 그는 이 직업

에 대한 불만도 많고, 영업사원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아니지만 그에게서 직업

인으로서의 면모이외에 다른 내면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즉 그레고르에게 독자가 기

대하는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자신에 대한 자기성찰의 모습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그레고르는 그의 의식을 통해 완전히 사회에 동화된 인간처럼 소설의 서두에

서 묘사되지만, 벌레로 변한 몸을 통해 이에 대한 거부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는 맹목

적인 기능인처럼 사고하지만, 그의 몸이 갑충으로 변함으로써 그의 동화된 의식을 거

부하는 셈이다. 

왜 하필 갑충인가에 대해서는 카프카와 그의 아버지 사이의 불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안더스는 “카프카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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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을 ‘해충의 싸움’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에 의해 거부된 자신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이다”(권혁준 12 재인용)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결근을 한 그

레고르를 찾아 온 지배인과 잠자 가족이 처음으로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모습과 

대면한 이후 아버지가 그를 방안으로 몰아넣는 장면이다.

오히려 그(아버지)는 이제 마치 어떤 장애도 없다는 듯이 별난 소음을 내며 그

레고르를 앞으로 몰아댔다. 그것은 더 이상 그레고르 뒤에서 단 한 명의 아버지

가 내는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이젠 장난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될 대로 
되라지 하는 심정으로―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다가 그의 몸은 한쪽으

로 들리면서 문틀에 비스듬히 걸렸다. 겨드랑이 한쪽은 쓸려서 상처가 났고, 하

얀 문에 흉한 얼룩이 남았다. 결국 그레고르는 문 사이에 단단히 끼어서 한쪽 다

리들은 허공에 떠 바르르 떨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고통스럽게 짓눌린 채

로 혼자서는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때 아버지가 뒤

에서 강한 일격을 가해 준 덕택에―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구원의 일격이었
다―그레고르는 심하게 피를 흘리며 방 안으로 멀리 날아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지팡이가 문을 쾅 닫았고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다. (49-50)

권혁준은 “변신이라는 함축적인 메타퍼는 사실주의적으로 쓰여졌을 경우 장황한 설명

을 필요로 하는 캐릭터와 상황을 대신해주는 카프카의 착상”(12)이라고 지적한다. 그

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들뢰즈가 “벌레로의 변신은 은유의 정반대”라고 지적한 것

을 생각해보면,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몸은 비유의 차원보다는 물적 형상의 차원

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박은주 역시 『변신』에서 갑충의 몸을 “은유적으로 혹은 도
상적으로만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는 그레고르의 변신이 “동화에서처럼 하

나의 순간적인 사건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주인공이 스스로 ‘몸을 통해 체험해가는 하

나의 과정’으로 보여”(38)주기 때문이다. 소설의 서사가 의식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몸의 변신으로 시작되며 육체가 지닌 관성의 법칙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그레고

르의 변신을 은유라기보다 물질주의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사의 비중에 있어서 타자화되고 통제 불가능한 그의 몸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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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르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보잘것없게 여겨진다. 갑충이 된 그레고르의 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에서 인간의 ‘내면의식’이라든가  인간 ‘내면의 힘’ 등은 처음

부터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레고르의 인간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일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레고르의 의식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가족에 대해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인간 

의식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몸의 변신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몸은 사랑과 보살핌을 특징으로 하는 소시민 가족의 신화가 얼마나 허구

적일 수 있는지 통렬하게 보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갈등이

나 불화도 없이 사랑이 가득한 가족처럼 묘사되지만,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시

민 가족이 착취와 이기심이외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갑충으로 변한 그

레고르의 몸을 매개로해서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레고르의 몸이 벌레로 변하지 않았

다면 잠자 가족의 착취와 기만의 관계는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레고르의 인간

적인 의식이 되풀이해서 생각하듯이 ‘아,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요약되는 가족신화

의 가면을 벗겨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카프카의 양식화된 즉물성 속에서 ‘우리들 

문제의 전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마침내 보게 된다”(30)는 문광훈의 표현대로 독

자는 갑충이 된 그레고르를 대하는 잠자 가족의 모습에서 인간이자 가족의 구성원으

로서 그들의 실체와 전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족의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갑충으로 변해서 더 이상 쓸모

가 없어진 그레고르에게서 그의 방을 빼앗는 장면이다. “물려받은 가구들이 있는 아늑

하고 따뜻한 방을 사방으로 자유롭게 기어 다닐 수 있는 휑한 굴 같은 곳”(68)으로 바

꾸어 놓는다는 것은 그레고르에게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하는 과정이며 그를 인

간세상에서 추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서도 클라리사
의 더블(Double)인 셉티머스(Septimus Warren Smith)가 인간세상에서 추방되는 인물

로 등장한다. 그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트라우마

를 입고 귀환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울프의 소설에서 전

쟁은 이기적 욕망의 필연적인 귀결이고, 그 속에서 이기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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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몰린다. 

진실은 인간이란 존재가 순간의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의 어떤 친절함, 신

념, 자비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떼로 몰려다니며 사냥한다. 그 무리들이 사

막 같은 세상을 쑤시고 다니다가 괴성을 지르며 황야로 사라진다. 낙오자들은 팽

개쳐진다. 그 무리들의 얼굴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 (135)

울프는 셉티머스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폭력에 어떻게 희생되는지, 그리고 결국 인간

세상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지 묘사한다. “인간 본성이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

다”(137)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셉티머스의 존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절망을 대표한다. 이에 비하면, 그레고르의 추방은 가장 친밀한 존재들이

어야 할 가족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좁혀진다. 인간의 공

간이었던 그의 방이 “여기저기에 먼지와 오물 뭉치가 굴러다니는”(82) 동굴로 묘사되

는 과정을 통해 그레고르의 추방은 매우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셉티머스

의 추방이 추악한 인간 본성의 필연적인 결과로 묘사된다면, 그레고르의 추방은 뚜렷

한 이유 없이 점점 황폐해지는 방으로만 묘사될 뿐이다.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몸은 인간의 의식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작동할 가능성

을 처음부터 차단해 버린다. 울프가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통해 폐허상태의 정신을 보

여주면서도 인간과 세계에 대해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길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카프카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주

체로서의 가능성에 사형선고를 내린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

면 ‘주체의 죽음’에 가깝지만, 『변신』과 「유형지에서」의 소설세계는 현대세계에
서 인간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카프카가 의식적이고 주체적

인 정신을 묘사하기보다 벌레로 변한 몸의 즉물적 묘사를 통해 인간의 무기력함을 더

욱 강력하게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카프카의 인물들의 특징을 

문광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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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인물들은 자기가 사는 세계를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유 없이 끌려가고, 

죄가 없음에도 심판받는다. 자기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의 법칙을 인식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더럽고 부패하고 위압적이며 부정의하고 모호한 것은 이 

현실의 원리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다. 카프카의 인물들은 대개 이 원

리에 낯설거나 미숙하며, 그래서 쫓기거나 추방된 자처럼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다. 그들이 자주 침묵하거나 단식하거나 고개를 숙

인 채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망각은 의식의 이 소극적 상태를 지칭할 

것이다. (739-40)

그레고르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몸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시도하다가 좌절하여 죽음

에 이르고, 장교 역시 맹목적으로 기계를 숭배한다는 점에서 ‘의식적이고 고유한’ 인

간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카프카는 오히려 인간적인 요소나 의미를 소

설에 직접 부여하기보다 이러한 요소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

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

한 주인공들의 모습에 대해 조현천은 루카치의 말을 빌려, 현실이 카프카 소설에서는 

지옥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 지옥이 뻗치는 힘 앞에서 일체의 인간적인 요소는 무기

력할 수밖에 없음이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다”(66)고 말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인식과 각성은 카프카 소설 내에서 주인공의 말이나 의식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Ⅲ. 「유형지에서」— 기계로 치환된 인간 

카프카가 살았던 20세기 초반 유럽의 특징이 점점 인간의 삶을 장악해가는 산업기계

문명과 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유형지에서」라
고 할 수 있다. 장혜순은 “잔혹함과 끔찍함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폭력의 판타지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카프카의 작품을 선택하라면 단연 1919년에 발간된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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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지에서」다”(34)라고 말한다. “카프카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두 달 후인 1914

년 10월 15일과 18일 사이에 집필했다고 추정되는”(장혜순 34 재인용) 「유형지에
서」는 시공간이 모호한 열대 지방의 식민지를 방문한 여행가가 그곳을 관리하는 장
교로부터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기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이야기이다.8) 서사의 대부분

은 처형기계에 대한 장교의 장황한 설명과 후반에 몸소 처형기계에서 죽음을 선택한 

장교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눈여겨보아야할 것은 장교의 설명과 그의 죽음이 구토와 

피로 범벅이 된 몸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서사의 중심에 놓여있

는 처형기계는 “섬뜩하리만치 정교하고 그로테스크하게”(김연수 41) 묘사된다. 안더스

가 “「유형지에서」의 처형기계는 바로 ‘무엇을 몸소 체험하다’는 비유가 형상화된 

것”(권혁준 12 재인용) 이라고 지적했듯이, 이 소설이 특별한 것은 장교와 기계 사이

의 동질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폭력이 독자에게 ‘몸소 체험하듯이’ 전달된다는 것이

다.   

사람이 침대 위에 엎드리고 침대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써레가 몸 위로 내려옵

니다. 써레는 뾰족한 끝이 몸에 겨우 닿을 정도로 자동 조정됩니다.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즉시 이 철제 로프가 팽팽해지면서 막대와 같이 되고요. 그러

면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문외한은 겉모습만으로 형벌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써레는 단조롭게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써레는 진동하

면서 뾰족한 끝을 몸속에 박아 넣습니다. 몸 자체도 침대에 의해 진동하고 있지

요. 누구나 판결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써레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15)

「유형지에서」에서 장교의 장황한 설명은 쉼 없이 작동하는 기계의 리듬처럼 들리고 
문단 역시 매우 길게 구성되어 있다. 기계에 대한 장광설은 장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소설의 첫 문장은 특히 인상적이다. “‘독특한 기계지요’라고 

장교가 여행가에게 말했고”(104)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처형기계와 장교와 

여행가를 동급으로 연결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여행가보다는 장교가, 장교보다는 처형

기계가 앞에 나옴으로써 소설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처형기계임을 매우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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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한다. “뻔히 잘 알고 있는 그 기계를 새삼스레 꽤나 경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104) 장교는 소설의 주인공이면서도 도구적 이성이외에 인간과 사물을 구

분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간적인 특징―성찰적 이성, 양심, 윤리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장교의 맹목적 의식은 기계의 작동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효율성과 

반복만을 특징으로 한다. 장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기계의 언어로 말하는 기

계의 대리인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서 인간과 사물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

다. 

현대 모더니즘 소설에서 「유형지에서」의 장교처럼 기능적인 인물은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로렌스의 『무지개』의 안톤(Anton Skrebensky)은 여자주인공인 

어슐라(Ursula Brangwen)의 연인이면서 보어전쟁에 참전한 군인이기도 하다.9) 많은 

평자들이 「유형지에서」의 장소적 배경을 열대지방의 유럽식민지로 보기 때문에 직
업적 측면에서 카프카 소설의 장교와 안톤은 매우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인물이

다. 그러나 로렌스 소설에서 영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한 점 의심 없이 사회의 부속

품으로 전락한 안톤에 대해 작가는 어슐라를 통해 “당신은 나한테 아무도 아닌 사람 

같아”(you seem nothing to me)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는 ‘고유한 의식’을 지닌 주체

적인 개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소설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

다. 

그 자신의 고유한 삶의 측면에서 안톤은 죽어 있다. 그는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

할 수 없다. 그의 영혼은 무덤에 누워있다. 그의 삶은 관례대로 진행될 뿐이다. 

그 역시 오감이 있기는 하다. 그 감각들은 만족을 시켜야 하리라. 감각을 제외하

고 그는 삶이라는 위대하고 오래된 관념을 대표하며, 이로써 의문의 여지없이 중

요한 사람이 된다. (304)

 

로렌스가 보기에 안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삶이라는 관념을 대표’하는 인간으

로서 사회적 관습과 그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만 존재하는 인간이다. 로렌스가 울프

나 조이스와는 달리 인간의 내면의식보다 육체의 감각에 집중했지만, 이는 그동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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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식과 이성에 집중해 온 유럽의 문명사적 오류를 바로잡아 육체와 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의식을 가능한 배제하거나 기계처럼 작동하는 인간 의식

을 전면에 내세우는 카프카의 소설과 많이 다르다. 카프카 소설에서 특이한 것은 화자

가 기계와 인간 어디에도 속할 것 같지 않은 장교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인 시선이나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소설에서 카프카의 전략은 인간이 어떻게 기계

가 되어가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데 있는 듯하다. 로렌스 소설의 안톤

과 달리 장교의 특징은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부분을 소설 내에서 콕 집어

서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교는 그가 기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역

할이외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처형기계

에 몸을 맡긴다. 소설에서 장교와 기계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유형지에서」에서 죄수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형기계의 
써레가 자신의 죄목을 몸에 새기는 벌을 받는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육체라는 

물질과 언어-법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체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은주는 “카

프카는 사물이나 언어를 육체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지닌 현실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카프카가 야누흐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한다. “무언가를 말로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사물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때 언어는 본질

적인 중재자, 뭔가 생생한 것, 하나의 매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사물)을 수단처럼 다루

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체험하고 고통을 겪듯이 그것을 견뎌내야만 합니다”(박은주 

43 재인용).10) 고통은 카프카 문학을 관통하는 중심 모티브이지만, 이 소설에서 형상

화된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유일하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육체성의 맥락에서 서사의 

물질성과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프카를 다시쓰기한 바이스(Peter Weiss)의 텍

스트의 한 구절은 카프카 글쓰기의 본령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술에서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으며, 이 진실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각과 신경을 꿰뚫고 

지나간 질료(물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문광훈 36 재인용).11) 

현대인이 느끼는 온갖 부조리, 무기력, 혹은 자기혐오 등의 감정을 인간 의식의 차

원이 아니라 벌레나 기계로 치환하여 표현한 것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더욱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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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부조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부

조리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벌레의 몸이 필요하듯이, 「유형지에서」의 서사는 “써
레의 뾰족한 끝이 그(죄수)의 몸을 건드렸을 때 피부 위로 소름이 스쳐”(120) 지나가

는 경험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써레의 바늘 끝이 피부 위로 지나가는 듯한 

묘사는 1부의 마지막의 장교의 죽음에서 정점에 달한다. 

그러다가 여행가는 거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시체의 얼굴을 보고 말았다. 얼굴

은 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기대하던 구원의 징표는 전혀 발견할 수 없

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계 속에서 얻은 것을 장교만은 얻지 못한 것이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눈은 뜬채로 생기를 발산했다. 시선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고, 커다란 철침의 끝이 이마를 뚫고 나와 있었다. (143)

인간사회의 폭력이 단순히 처형기계에 몸이 묶여있는 죄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듯이 

소설의 1부 마지막 장면은 죽은 장교의 얼굴 묘사로 끝난다. 카프카 소설에서 기계의 

위력은 서사 전체를 압도하고, 장교의 죽음조차 철저히 시체의 얼굴묘사로 한정함으

로써 독자를 압도한다. 독자는 눈을 뜬 채 써레바늘이 이마를 뚫고 지나간 채 죽어 있

는 장교의 얼굴을 외면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사회의 물적 하부구조와는 다른 정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들뢰즈는 “글쓰기 기계”(the machine of writing 

60)라는 개념을 통해 글쓰기의 물질성을 강조한다. 그에 대한 근거로 들뢰즈가 제시하

는 것이 카프카가 야누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 “당신은 사물이나 대상 자체보

다는 사물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에 대해 훨씬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서정시입

니다. 당신은 세상을 손에 확실히 틀어쥐기보다 애무를 하고 있을 뿐 입니다”(Deleuze 

97). 영어로 “세상을 틀어쥐다”(grasp the world)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가 ‘grasp’

인데,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내 손아귀에 확실히 틀어쥔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이고 물

질적인 장악,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느낌을 의미한다. 카프카가 소설에서 사물과 대

상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표현과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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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서정시’ 혹은 ‘세상을 애무하다’라는 부

정적인 표현이 의미하듯이, 카프카는 여느 모더니즘 소설이 강조한 정신적 현실을 부

정했다기보다 주관적인 인상과 느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12) 그런 면에서 문광훈이 카프카와 바이스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이 의식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즉물적’으로 글

쓰기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카프카가 ‘최후의, 얼마 되지 않은, 사라지고 있

는, 원래는 전혀 있지 않은 희망’을 위해 극도의 즉물성 속에서 글을 썼듯이, 바이스 

역시 회의와 절망 속에서도 최대한의 정확성으로 기계처럼 글을 쓰는 일 이외의 다른 

출구를 찾지 않는다”(37).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카프카가 “[순전히 내적인 구원의 

열망]의 진실이 갖는 긴급함이 예술작품이 갖는 긴급함을 넘어섰다”(Corngold 42 재

인용)고 일기에서 비판했던 점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콘골드는 후기로 갈수록 비유적 

언어에 대한 카프카의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러한 상

황은 글쓰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한계에 대한 가능한 가장 정확

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예술작품의 은유 앞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은유

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절망하는 카프카를 통해 드러난다”(42).

정윤희는 멜빌(Herman Melville)의 바틀비와 카프카의 그레고르를 비교하면서 인

간세상에서 추방된 두 인물이 드러내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양태의 의미를 “인간 존재

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인 동시에 다가올 시대를 알리는 전언과도 같다”(98)고 평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카프카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독일의 파시즘, 러시아 혁명이 초래할 

전대미문의 관료주의 등의 시대적 징후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58). 카프카는 인간

이 주체적 개인으로 살 가능성이 점점 고갈되는 시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소설

이 처음부터 주체의 수동성과 무기력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첫 문단의 마지

막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어차피 죄수는 개처럼 고분고분하기 짝이 없어서, 

만일 그를 풀어 놓고 주변 언덕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두더라도, 형 집행 시작 때 휘

파람만 불면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104-5). 소설 내에서 장교와 죄수는 인종과 계

급 상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범주는 이 소설에서 중요해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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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가 유형지의 규율에 매여 있듯이, 장교는 기계에 대해 ‘개처럼 고분고분하다’는 

점에서 둘 사이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카프카의 ‘즉물적’ 소설언어는 현대사회

에서 기계화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실하게 묘사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

다. 섬뜩하리만치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된 기계는 독자에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 바라보게 한다. 소설의 서사적 ‘즉물성’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

계를 바라보기보다 기계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가능하게 한다. 인간보다 사

물 그 자체로 최대한 가까이 가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인간 중심의 사유 틀에서 가능

한 벗어나보려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Ⅳ. 나가며

본 논문은 영국 모더니즘 소설과 카프카 소설이 동시대의 모더니즘 문학의 범주에 속

하면서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소설들을 나란히 같이 읽어보면, 울프나 로렌스 소설에서 인간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인에 대한 믿

음과 희망은 문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철저히 봉쇄하는 카프카의 소설은 그러한 전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지, 동시에 그러한 희망이 지나치게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19세기의 리얼리즘 소설이나 자연주의 소설도 계급과 돈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

회현실을 드러내는 데 주목한다. 즉 이러한 현실이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삶을 어

떻게 왜곡시키고 파괴하는지 드러낸다. 카프카의 소설은 인간 의식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 소설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카

프카의 소설이 여전히 모더니즘 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의 즉물적 소설언어가 

지향하는 바가 인간 내면의 심리적 억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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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서 서사의 중심은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의 몸이지만, 그의 몸의 변신을 추동

하는 것은 그가 속한 가족의 억압과 폭력적인 일상이다. 소설에서 폭력은 그레고르의 

등을 향해 무자비하게 사과를 투척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시화되지만, 실제 가족 

내 일상의 폭력은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억압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카

프카는 그 보이지 않는 폭력을 독자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갑충의 몸을 통

해 형상화한다. 그의 소설에서 ‘고유한 의식’을 지닌 주체는 환상으로만 존재한다. 울

프나 로렌스 소설의 주인공들과 비교하면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이 매우 평범한 인물

이고 소설의 주인공에 값할만한 인물이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독자가 느끼는 무기

력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 무엇을 ‘리얼하게’ 느끼는지가 중요했던 영국 모더니즘 소설들과 세상을 정

확하게 물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카프카의 서사는 비교 불가능

할 정도로 상이하게 보인다. 그러나 카프카가 인간과 세상에 대해 인간중심의 주관적 

의미부여를 가능한 배제하고 ‘기계처럼’ 정확한 대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고 해서 그의 소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대한 물질적 형상

화를 통해 그가 촉구한 것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만큼은 아니더라도―그것으로부터 개인이 고유한 의

식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탐색하고자함이 아니었을까. 콘스탄틴(David 

Constantine)은 “카프카의 소설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19)라고 

말한다. 즉 카프카의 글쓰기는 그가 이미 깨달은 진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아

니라 “진실을 향한 힘겨운 분투”(19) 자체이고, 따라서 그의 글은 그 힘겨운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카프카의 소설은 읽으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징과 

해석을 시도하기보다 서사의 물적 형상화를 최대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독자는 그레고르가 느꼈을법한 부조리와 소외의 

경험을 최대한 근사치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모더니즘 소설에서 주체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서사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면, 

주인공들이 전혀 주체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은 카프카 소설에서 세상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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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온전히 독자에게 맡겨진다. 

Notes

1) 카프카가 당시 산업사회의 한복판에서 살았고 이러한 현실이 그의 작품에서 자본주의와 기
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음을 프리스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술과 산업관계, 즉 고용주인 일련의 사람들이 상대방인 고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의 문제는 카프카에게는 그야말로 일용할 음식을 해결해주는 문제였다. 그의 첫 번째 약혼
녀였던 펠리체(Felice Bauer)가 당시 최첨단의 기술회사에서 일했던 것이 카프카가 처음 그
녀에게 끌리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4)

2) 이윤성은 벤야민이 바로크 시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로크 
시대는 폐허로 남아 있는 그리스 시대의 예술품들을 복원하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그러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의 예술품들은 과도한 

장식적인 아름다움과 기교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바로크 시대의 예술 작품이 보여주는 
복원의 불가능성이 바로 벤야민이 말하는 알레고리의 속성이다”(27). 벤야민은 상징에 의해 
창조된 유기적 총체성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술은 현실의 폐허나 
파편들을 보여줄 뿐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

장한다.

3) 들뢰즈의『카프카-소수 문학을 위하여』의 서문을 쓴 벤스마이어(Réda Bensmaïa)는 벤야
민이 카프카를 어떻게 새롭게 읽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벤야민은 카프카의 작품이 
어떤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고 이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첫 번째 독자들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작품은 기호들의 표면에서 기능하
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험기계로 다뤄져야한다. 
물론 그의 작품은 명사들이나 효과들의 조립품들로 구성된, 혹은 이분법적 구조, 지배적이
거나 초월적인 기표, 어떤 궁극적인 환상(근원적이거나 아니거나를 따지는)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인 기호 체계들로 구성된 일련의 글쓰기 기계이다.”(xi) 벤스마이어가 들뢰즈의 
용어인 ‘글쓰기 기계’라는 표현을 벤야민과 직접 연결시킨 것은 카프카를 읽는 벤야민과 들
뢰즈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4) 콘골드(Stanley Corngold)는 「은유의 변신」(“Metamorphosis of the Metaphor”)이라는 제
목의 논문에서 카프카가 왜 언어와 사물 사이의 괴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은유에 대
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언어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짓기가 단어내의 의미를 ‘단어가 생산하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데리다, 바이즈거버, 하이데거 등이 주장하듯이), 이름 짓기에 대한 비판은 은유에 대한 비
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적인 이름(ordinary names)과 
비유적 이름(figurative names)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좀 과장되게 표현
하자면, 사물과 이름 사이의 관습적 연결은 ‘진정한’(genuine) 것이고 은유를 만들어내는, 
사물을 다시 이름짓는 (renaming) 과정은 자의적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은유는 영원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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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남길 수 없다. 은유는 열정이나 더 믿지 못할 어떤 것의 우연적 산물이다. 은유는 사물
과 언어 사이의 관습적 연결을 거부한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생겨난다. 일반적인 이름의 정
확한 지위는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카프카가 사물과 언어 사이의 관
습적 연결을 시적 언어의 비유들로 대체하는 것에서 아무런 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이다.”(40) 

5) 이에 대해서는 졸고「모더니즘 서사와 외부세계: 울프와 로렌스」를 참조할 것.

6) 오길영은 모더니즘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 사이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의식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 시론의 상상력 개념은 18세기 이성론의 객관주의적 인식
론에 반기를 들며 근대 예술론의 길을 연다. 낭만주의 시론의 핵심은 주체가 단지 현실을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형태를 부여하고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조이스의 ‘이피퍼니’(epiphany), 울프의 ‘존재의 순간들’(the moments of being), 프루스뜨의 
‘의도되지 않은 기억’(involuntary memory)에서도 발견된다.”(444)

7) 카프카처럼 유대인이자 경계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정치철학자 아렌트(Hannah Arendt)는 
유대인을 부유한 유대인 특권층인 파브뉴(parvenu)와 국외자이자 반항아로서의 의식적인 
파리아(pariah)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파브뉴는 “항상 현존하는 사회 정치적 조건에 순
응하려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유대 민족이 진정한 정치적 행위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특
권적’ 유대인들”(번스타인, 61)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의식적인 파리아는 “버림받은 자와 국
외자라는 것에 대한 책임과 도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추상적 개인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동화를 거부하는 반역자이자 
독립적인 사유자이다”(80). 아렌트가 보기에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널려
있는 반유태주의(Anti-Semitism)와도 싸워야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특권층으로 군림하
면서 사회에 철저하게 동화된 유대인들과의 내부적 투쟁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렌트에
게 카프카는 의식적인 파리아의 전형이면서 “20세기 유럽 유대인 공동체가 직면한 절망적
인 곤경을 비상한 감수성으로 간파한 시인이자 소설가”(73)였다. 

8) 김연수나 파이퍼(Karen Piper) 같은 비평가는 이 단편소설을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읽지
만, 기계에 집중하는 서사의 성격을 고려하면 죄수와 장교의 관계는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위계보다는 둘 사이의 유사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즉 죄수와 장교
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9) 영문학사에서는 모더니즘 사조로 분류되지만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작가가 바로 로렌스(D. H. Lawrence)이다. 동시대의 울프와 
조이스가 별 이견 없이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반면, 로렌스는 의식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
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누구보다 몸의 감각과 성(sexuality)을 중요
시 여겼던 작가였다. 그런데 로렌스가 강조한 성이 단지 몸의 감각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몸
과 의식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성
애 묘사를 통해 그가 강조한 것이 몸과 정신의 균형이었다는 것은 그 역시 의식의 창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문학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로렌스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의식에 바탕을 둔 온전한 자아를 회

복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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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은주는 카프카 소설에서 묘사되는 인간의 몸이 육체가 지니는 물질성과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지고 구성된 것임을 균형있게 논한다. “카프카에게서는 한편으론 문
화 이전에 존재했던, 진정성있는 원초적인 경험의 마지막 잔재로서 육체에 대한 표상이 존
재한다. 그에게 육체는 확실성이 사라져 가는 세계에서 여전히 세계의 경험가능성을 보증
하는 심급이며 말 그대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실재로서 순수한 구체성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프카가 육체를 세계와의 신뢰할만한 접촉의 장소나 감각기
관으로 이상화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기술, 폭
력, 담론, 질서 등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문화적 기호의 기입에 의해 변형 가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카프카의 육체 및 피부에 관한 이미지와 개념은 자연육체가 지니는 근원
성, 물질성, 구체성의 관념과, 다른 한편으론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지고 구성된 몸-피부로
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정체성이 전가된다는 관념 사이에서 진동한다.” (48-9)

11) 문광훈은 독일의 현대작가 페터 바이스(Peter Weiss, 1916-1982)가 카프카의 소설을 다시-
쓰기한 『저항의 미학』을 통해 바이스가 어떻게 “‘카프카와 더불어 그리고 그에 거스르
면서’ 읽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쓰는가”(23)를 살핀다. 

12) 체코의 유대인으로서 독일어라는 지배언어로 글을 쓰면서 반유대주의의 편견과 맞서야했
던 카프카의 현실적 어려움이 그의 소설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배 문학
의 영향 아래서 자신의 고유한 문학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카프카가 무기로 쓴 것은 풍요

로운 독일어가 아니라 최대한 건조하고 빈약한 독일어 구사였던 것처럼, 그는 당시 유럽 
모더니즘의 경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문체를 실험적으로 창조해간다. 카프
카의 문체에 대해 들뢰즈는 카프카가 “구멍을 파는 개처럼, 또는 땅굴을 파는 들쥐처럼 글
을 써야” 했다고 표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자신의 관점
과 자신의 사투리와 그 자신만의 제3지대, 그리고 그 자신만의 사막을 발견해야 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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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ly Conscious’ Individual and the ‘Materialistic’ 
Language: The Comparative Reading of the English 

Modernists’ and Kafka’s Novels

Oh, Eun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seeks to do the comparative reading of English modernists’ and Kafka’s 

novels. The modernist literature of the early 20th century, almost automatically 

defined by a few key words such as the stream of consciousness, memory, and 

spiritual reality, is quite heterogeneous. The inner world of the protagonist and the 

role of the narrator are significant in the English modernist novels where the 

protagonist is usually a ‘highly conscious’ individual. And yet it is intriguing to find 

out that characters in Franz Kafka’s The Metamorphosis and “In the Penal Colony,” 

published in the 1910s, are very helpless individuals while the narratives focus on the 

body of the cockroach and of the machine, and not on the character’s inner world. 

Critics including Walter Benjamin have argued that Kafka’s novels are composed of 

the ‘materialistic’ language. This comparative reading will give us a chance to think 

about things outside the human consciousness. In addition, Kafka’s materialistic 

narratives enable us to see differently the literary terms of metaphor or symbol, very 

often employed in English literature. 

Key Words: English Modernist Fiction, ‘Highly Conscious’ Individual, Kafka, 

‘Materialistic’ Language,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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