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특수한 길”과 후기 성장소설 아메리카*1)

이창남 (한양대)

Ⅰ. 독일의 특수한 길과 성장소설 이해의 문제

독일의 성장(교양)소설을 설명하는 모델 가운데 강력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

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유럽에서 독일의 정치경제적 후진성이다. 루카치는 18-19세기 

독일 문학의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시민혁명과 같은 정치적 실천성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vgl. 루카치 1987, 17f.). 또한 프랑코 모레티

도 유사한 설명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근래 제퍼스를 위시한 성장소설 연구

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문학, 특히 독일의 교양소설이 내면성을 지향하면서 현실에는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혁명의 부재’로 ‘정치적 후진성’을 노

정하면서 소위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독일의 특수한 사례이며, 

결과적으로 19세기 중후반의 비스마르크를 거쳐 나치즘과 같은 왜곡된 체제로 귀

결되었다는 것이다. (vgl. ebd., 21f.)

이러한 “독일의 특수한 길 Der deutsche Sonderweg” 테제에 따른 관점은 역사학 

분야에서도 코카, 벨러 등 오늘날 독일의 비판사회사학자들에 의해 주창되며 독일

근현대사 해석의 주요한 틀이 되어왔으며1), 독일문학의 해석에도 현재에 이르기까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년도)
1) 이러한 관점에 대한 역사학적 비판으로는 데이비드 블랙번, 제프 일리의 독일 역사학의 

신화 깨뜨리기(2007)가 있다. 이들과 논쟁하며 소위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를 옹호했던 

위르겐 코카는 결론적으로 독일시민의 전근대적 경향성을 비롯한 일부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를 구성하던 주장들의 유효성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전

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vgl. Kocka 1999, 40-50). 국내에서는 주로 코카를 위시

한 빌레펠트의 비판사회사학자들과 블랙번, 일리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가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시각은 루카치, 베버, 플레스너 등 20세기 초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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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독일의 허약한 시민성의 전통

과 그로인해 낙후된 독일의 시민 민주주의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로로 파악되

었다면, 문학 분야에서는 행동적 실천성을 결여한 독일인들의 내면 지향적 경향이 

특히 그러한  특수성의 정신적 배후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에도 좌파적, 우파적 비평을 막론하고 공유되고 있다. 가령 

제퍼스는 독일과 영미권 성장소설들을 비교하면서 독일계열의 작품들을 정신적, 라

틴 계열의 작품들을 정치적, 앵글로 아메리칸 계열의 작품들을 그 중간 즈음에 위치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vgl. Jeffers 2005, 3f.). 그런 점에서 독일의 교양소설은 

서구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지향성이 강하고 현실적 경향성이 

약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20세기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나치의 발생에도 무력한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이다. 

사실 독일의 전통적 교양의 이념에 대한 자기비판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등장

하는 독일의 후기성장 소설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vgl. 이창

남 2008,  100ff.). 가령 18세기 말에 쓰여진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절을 제목

에서 패러디하고 있는 귄터 그라스의 개의 시절이나 양철북 그리고 카프카의 
아메리카도 역시 그러한 경향의 소설에 포함될 수 있다. 18세기에 발아해서 성장

소설의 세계적 범례를 이루었던 독일의 교양소설들은 이와 같이 교양의 무력함과 

문화의 허약함을 경험한 세대들에 의해 심대한 비판에 부딪혔던 것이다.  

또한 미적 인간과 미적 국가가 일종의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현

실을 은폐하고, 이후 정치를 미학화한 나치의 이데올로기적 전례가 되기도 한다는 

비판들도 18세기 독일 문학과 미학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비스마르크의 통일을 

거쳐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방향성을 갖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더 나아가서 독일교양소설의 범례로 이해되어온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의 탑의 사회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전기적 사실, 고백, 편지 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탑에서 빌헬름은 “복잡한 관료적 감시기구 a complex bureaucratic surveillance 

apparatus”(Boes 2008, 269)를 발견하게 되며, 그것은 푸코가  부정적 근대성의 메

의 시각으로까지 소급해갈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관점이며, 그 범위도 역사학, 문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 까지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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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포로 제시한 바 있는 “벤텀식 판옵티콘의 완벽한 거울 a perfect mirror of the 

Benthamite Panopticon”(ebd.)이라는  보스 (T. Boes)의 지적도 이러한 비판적 작업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18세기 독일성장소설들의 유토피아가 

20세기 현실의 악몽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프랑코 모레티가 성장소설을 20세기 문학적 나무의 “죽은 가지 dead 

branch”(Moretti 2000, 245)로 표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장르는 회고적인 근

대성 비판과 해체의 작업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

나 근래에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에 대한 비판적 재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 사회, 문화적 비극을 독일의 정치경제적 낙후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실증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노정한다

(vgl. 블랙번, 일리 2007). 

특히 그 관점은 독일에서 이루어진 근대성의 전개를 영미권의 경우와 대비적으

로 일종의 ‘일탈’로 간주하고, 영미권 중심의 근대 시민민주주의를 ‘정상’으로 전제

하는 위계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전통 성장소설도 그러한 기준에 따

라 행동적 실천성을 결여한 독일적 장르로 해석함으로써 독일과 유럽이 공유하는 

지역의 비교문화적 문맥을 부지불식간에 은폐하고, 독일만의 특수한 역사적 길에 

나타난 특수한 장르로 제한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바우만이 지적하듯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은  근대성 일반에 내재된 문제이

다 (vgl. 바우만 2013). 또한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길의 배후가 된 것으로 지적되는 

정신적 내면성, 경제적 낙후성,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 정치적 비민주성, 비자유주의

적 경향 등은 시민성이 가진 복합성과 타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독일만의 경우

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그러한 독일에 대한 인식 속에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계 속에 설정된 일정한 서구중심적 역사의식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다. 말하자

면 그러한 시각 속에 독일의 근대는 ‘전근대적 근대’, ‘서구 속의 비서구’로 평가되

고, 그것은 20세기 나치즘 출현의 근거로 간주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 교양소설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과 긴밀히 연계되어 오랜 시간동안 독일 

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온 독일의 특수한 길과 성장 소설에 대한 편향된 이

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해오듯이 독일사와 독일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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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내적인 전개 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한 시민사회와 근대성의 ‘정상적’ 발전 구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전제를 폐기하지 

않는 한, 독일의 사례를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다루게 되는 강박에서 벗어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유럽과 북미의 근대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대성 

일반에 내장된 심대한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이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독일의 소위 ‘전근대적 근대’를  독일사와 

독일문학의 내적 전개 속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여타 유럽 국가들 및 미국과의 관계

성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국민국가들이 공유하던 근대성 일반의 

부정성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본고에서 카프카의 후기성장소설 아메리카를 소

재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

를 우회하여, 유럽과 미국의 횡적인 관계의 축을 따라 근대성의 전개와 그 문학적 

성찰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독일만이 걸었던 특수한 길

의 한 부정적 귀결로서 파시즘이 아니라, 근대성 자체의 문제로서 그것을 확인하고, 

독일의 성장소설 전통과 현재에 대한  기존의 이해 또한 재고해 보고자 한다.

Ⅱ. ‘아메리카’ 혹은 ‘상실된 자’ ?

아메리카(1912-1914)는 생도 퇴를레스의 혼란(1906) 등과 함께 독일 성장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후기 성장소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상 이 작품은 탄생, 성장, 교우, 사랑, 발전, 화해 등을 기본적인 모티프로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성장소설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개에서는 비합리

적 상황에서 뒤틀리고 굴절되는 주인공과 인간의 군상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바람이 훈훈하게 부는 나라 미국을 무대로 하고 있다. 작품

의 인상적인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열 여섯 살인 카를 로스만은 하녀의 유혹에 빠져 그녀에게 아이를 갖게 했고, 가난

한 그의 부모는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만 했다. 카를이 탄 배가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

히 뉴욕 항에 진입하기 시작하자 멀리서부터 그의 시선을 끌어왔던 자유의 여신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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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았다. 여신상은 갑자기 구름을 벗어나 강렬한 햇빛 속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칼을 든 팔은 마치 방금 치켜든 것처럼 생동감 있게 하늘을 찌르며 솟아 있었고 여신

상의 둘레에는 자유의 산들 바람이 훈훈하게 불고 있다. “꽤 높은 걸”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넋을 잃고 있었다. 그의 옆을 지나가는 짐꾼들이 늘어나면서 그

는 차차 뱃전의 난간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Als der siebzehnjährige Karl Roßmann, der von seinen armen Eltern nach 

Amerika geschickt worden war, weil ihn ein Dienstmädchen verführt und ein Kind 

von ihm bekommen hatte, in dem schon langsam gewordenen Schiff in den Hafen 

von Newyork einfuhr, erblickte er die schon längst beobachtete Statue der 

Freiheitsgöttin wie in einem plötzlich stärker gewordenen Sonnenlicht. Ihr Arm mit 

dem Schwert ragte wie neuerdings empor und um ihre Gestalt wehten die freien 

Lüfte. “So hoch”, sagte er sich und wurde, wie er so gar nicht an das Weggehen 

dachte, von der immer mehr anschwellenden Menge der Gepäckträger, die an ihm 

vorüberzogen, allmählich bis an das Bordgeländer geschoben. (A, 7) 2)

우리는 여기서 어렵지 않게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마리안

네와 잠자리를 한 후 여행을 떠나는 빌헬름의 20세기적 버전 가운데 하나를 확인

할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은 하녀를 임신시킨3) 미성년자 카를의 성장 행로는 빌헬

름과 달리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 대신  “칼”(A, 7)을 들고 있는 데서 이미 상징

적으로 시사되고 있듯이 일종의 소송이자 재판의 과정과 같을 것이라는 다소 음

울한 복선이다. 그리고 그 무대가 더 이상 독일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미국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출간되던 시절부터 유럽인

들에게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은 곳으로 이해되어왔다. 괴테 역시 미국에 열광적인 

태도를 자신의 작품과 대화 속에서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유럽이 곤궁한 시기였던 

2) 카프카의 아메리카번역은 곽복록의 번역을 참조했다. 그러나 필자와 번역자가 참조한 원

전의 차이 때문인지 주요 부분들이 다소 달라서 필요한 경우 필자의 원전 Franz Kafka 
(1983)을 토대로 수정하고 이하 A로 축약하여 인용하고, 페이지는 필자의 원전에 따른다. 

3) 이는 14세 때 집에 오던 40세 여자 요리사에게 유혹당해서 아이를 갖게 된 카프카의 사촌 

형제 로베르트 카프카 Robert Kafka의 에피소드를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vgl. Robertson 198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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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일종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대륙이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

는 이민이 1차 세계 대전 무렵까지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vgl. Oh 2009, 47).

1912년에서 1914년 사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카프카의 아메리카에도 카를

이 탄 배에서 그의 가방을 넘겨다보는  슬로바키아인과 그 밖의 여러 이민자들의 모

습이 언급되고 있다. 

카를은 그것을 잘 인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선실 구석구석에선 마음이 불안한 이

민자들이 짤막한 토막 초에 불을 켜고 이민 사무국이 발행한 이해하기 어려운 취지문

을 판독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Karl konnte dies ganz deutlich erkennen, denn immer hatte hie und da jemand mit 

der Unruhe des Auswanderers ein Lichtchen angezündet, trotzdem dies nach der 

Schiffordnung verboten war, und versuchte unverständliche Prospekte der 

Auswanderungsagenturen zu entziffern. (A, 16) 

초기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은 다인종 다국적적 미국도시들의 근간이 되었다. 

프랑스계 들라마르셰 Delamarche, 아일랜드계 로빈슨 Robinson, 동유럽계의 테레

제 Therese 등 주요 등장인물들이 유럽이민자들인 작품 아메리카는 20세기 초 트

랜스아틀란틱 이민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미국문화는 유럽 현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일부 지식인

들은 재즈, 영화, 거대도시 등 다양한 미국문화의 새로운 기표들에 열광했고, 또 다

른 일부는 일종의 문화적 “도전”(Reithel 2007, 88)으로 그리고 “동일성의 위협적인 

지표들”(ebd., 93)로 간주하며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고트프리트 벤은 1928년 한 인터뷰에서  “맨해턴이라고 쓰면 한 편의 시를 썼다

고 생각하는 일군의 시인들이 있다. 애리조나의 벽돌집에서 플롯이 진행되도록 하

고, 탁자 위에 위스키 한 병이 놓여있게 하면 현대 드라마를 썼다고 생각하는 일군

의 드라마 작가들이 있다. 전체 젊은 독일문학은 1918년 이래로 모든 영혼의 문제를 

강조적으로 거부하면서 템포, 재즈, 키노, 기술적 활동 등을 키워드로 작업하고 있

다.”(Gottfried Benn, zit. n. Schütz 1986, 73; 이창남 2012,  87)고 비판적으로 지적

하고 있다. 이는 비록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무렵 미국문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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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되었는지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온 삼촌 Onkel aus 

Amerika”이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관용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유럽에서 미국문화의 

영향은 막강했다 (vgl. Reithel 2007).

하지만 카프카 자신은 미국에 간 적이 없다. 작품  아메리카에 실재성 논란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전후 1965년 무렵 이 작품의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이 아니고, 작품 속 사건들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

었다 (vgl. Payne 1997, 30). 카프카 자신이 아닌 친구 막스 브로트가 붙인 아메리

카 Amerika라는 제목 대신 상실된 자 Der Verschollene라는 제목이 연구자들 사

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5년에는 아메리카의 배경뿐만 아

니라 실체적으로도  작품은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vgl. Robertson 1985, 65f). 

이러한 실재성 논란은 무엇보다 카프카 작품의 대상을 탈미국화하려는 경향과 

미국화하려는 상반된 경향이 충돌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작품 아메리카를 매개

로한 카프카의 미국 비판의 실재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란은 더욱 첨예해진다. 그

러나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상당히 활발했던 미국과 유럽의 횡단적인 인적, 문

화적 교류를 고려할 때  작품 아메리카의 주제는 다름 아닌 아메리카다. 그리고 

미국화되는 유럽의 일면도 작품 속에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그

를 넘어선 근대성 일반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 작품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실재 카프카의 사촌들 오토 , 프란츠 그리고 에밀 카프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고, 카프카는 이들과 서신을 교환하곤 했다.4) 이는 작품 아메리카를 구상하

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처음 미국 뉴욕에 도착한 카

를 로스만의 후견인으로 설정된 인물도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외삼촌이다. 로스만

은 곧 그로부터도 다시금 쫒겨나면서, 기묘한 인물 군상들 사이에서 시련을 겪게 된

다. 이들의 국적도 아일랜드, 독일, 루마니아 등 주로 유럽으로부터 이민을 온 다국

적적 인물들로 묘사된다. 이민자들이 주로 북미 앵글로 아메리칸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듯 이들은 

4) 카프카의 사촌 오토의 동생 프란츠는 미국에서 프랭크 Frank라고 불렸는데, 그는 1909년 

뉴욕에서 형과 합류했다. (vgl. Robertson 198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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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부랑아, 하급 기술자로 등장하고 있다.

Ⅲ. 미국이라는 신세계

미국이 “신세계 유토피아에서 일종의 나이트메어로 전환”(Payne 1997, 34)되는 

것은 많은 이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근대 성장소설의 전개를 문화적 횡단 

축을 따라 고려할 때 근대성의 유토피아는 유럽, 특히 독일의 미학적 이상주의의 내

적 국면으로 국한해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이상주의가 투사된 현실의 기표

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다. 괴테의 탑의 사회의 현실적 모델이 미국 이민자 사

회구상이었던 점 (vgl. Oh 2009, 57), 그리고 괴테의 미국에 대한 열망은 그러한 정

황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상주의가 카프카의 아메리카에 그려지듯 악몽으로 현실화되는 20세

기적 현실도 미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또한  카프카의 

작품 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고 “기계에 인간이 종속되는 비인간적 

사회를 묘사했던”(Payne 1997, 32) 아서 홀리쳐 Arther Holitscher라는 저널리스트

의  아메리카 표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물론 카프카는 합리적인 근대의 비합리적 구조를 아메리카 이외의 다른 여러 

작품들에서도 천착하고 있다. 다만 아메리카는 유럽과 미국의 트랜스내셔널한 횡

단적 측면에서 그러한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작품

에서 뉴욕항에 도착한 배의 미로와 같은 구조와 승무원들 사이의 서열적 관계는 현

대사회의 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방들과, 복잡하게 구부러진 복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지

나 책상만이 덩그렇게 놓여있는 빈방을 가로질러 선실로 내려가는 길을 애써 찾아가

야 했다. 계단은 한없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통로를 한  두 번 지나간 적

5)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고 보고서를 쓴 아서 홀리처의 여행기는 카프카가 구독하고 있었던 

잡지 노이에 룬트샤우 Neue Rundschau에 1911년과 1912년 발표되었다.(vgl.  Robertson 
198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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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그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고, 먼 곳에서 이미 정지한 기관

의 마지막 회전 소리는 한숨처럼 들려왔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해매던 그는 발 가는 

대로 방황한 끝에 문득 발견한 닫혀있는 작은 문을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다 .

Er (...) mußte sich seinen Weg durch eine Unzahl kleiner Räume, fortwährend 

abbiegende Korridore, kurze Treppe, die einander aber immer wieder folgten, ein 

leeres Zimmer mit einem verlassenen Schreibtisch mühselig suchen, bis er sich 

tatsächlich, da er diesen Weg nur ein oder zweimal und immer in größerer 

Gesellschaft gegangen war, ganz und gar verirrt hatte. In seiner Ratlosigkeit und da er 

keinen Menschen traf und nur immerfort über sich das Scharren der tausend 

Menschen füße hörte und von der Ferne wie einen Hauch das letzte Arbeiten der 

schon eingestellten Machine merkte, fieng er ohne zu überlegen, an eine beliebige 

kleine Türe zu schlagen an bei der er in seinem Herumirren stockte. (A, 8)

미로 같은 선실 안에 선장, 기관사, 항해사, 화부 등 승무원들의 관계도 일종의 직

장의 위계 속에서 복마전과 같은 모호하고도 위험한 관계의 역학을 드러내고 있다. 

카를이 그 작은 문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 기관사 슈발의 부당한 처사를 못마땅해 하

는 화부다. 그는 “여기서는 모든 일이 자로 잰 듯 하고, 융통성이 없단 말이에요.”(A, 

14)라고 불평한다.

｢화부 Der Heizer｣라는  제목으로 따로 발표되기도 한 아메리카의 첫 번째 장

에서 배의 관료적 위계구조에서 나타나는 불합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선장, 항만청 관료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입신한 카를의 외삼촌 등은 

“정당성 Gerechtigkeit” 보다는 “규율 Disziplin”(A, 48)을 더 옹호한다 . “선장은 예

의 바르지만, 규율의 문제에서는 이런 예의도 벗어던질 것이다.”(A, 49)라고 카를은 

생각한다. 독일 시민성의 관료적 성격을 강조해온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는 여기서

도 하나의 반증을 만난다. 

외삼촌의 집에서 카를의 숙소는 6층에 자리하고 있다. 외삼촌은 그 아래 5개 층

을 사업체로 쓰고 있고, 그 밑에는 다시 지하 3개 층이 자리하고 있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거리는 끊임없는 교통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혼잡과 소음으로 가득하다 (A, 

55). 그리고 외삼촌 회사의 “넓은 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일 줄 몰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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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누구도 아는 체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서는 인사가 폐기되어 버렸다. 사람들

은 제각기 앞사람에게 바싹 붙어 바닥을 보며 될수록 빨리 앞으로 나가려 했다. 

Keiner grüßte, das Grüßen war abgeschafft, jeder schloß sich den Schritten des ihm 

vorhergehenden an und sah auf den Boden auf dem er möglichst rasch 

vorwärtskommen wollte.”(A 67) 

합리적 효율성을 정언명령으로 하는 사무실에 사람들 상호간의 도덕적-인륜적 

관계는 망실되고, 기계적 매커니즘이 지배한다. 거리와 회사가 마치 거대한 컨베이

어 벨트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카프카의 비전은 페이너에 따르면 채플린

의 <모던 타임즈> (1936) 혹은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1927)를 선취하고 있

다 (Payne 1997, 34). 

미국식 포드시스템은 유럽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공장, 사무실, 도시 

등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사회체계의 주요한 부분들을 지배했다. 외삼촌의 성격과 

행동도 그러한 시스템을 반영하듯 인륜적이기보다는 어떤 체계의 작동명령과 유사

해 보인다. “여기서는 동정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A 54)이라는 카를의 예상은 곧 

현실이 된다.

외삼촌은 자신의 뜻을 거슬러 폴룬더 Pollunder씨와 그의 딸 클라라 Klara가 있

는 뉴욕 교외의 한 별장을 방문한 카를을 정확히 밤 12시의 시한을 두고 쫒아낸다. 

그 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카를은 삼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시간의 지체

는 카프카의 작품들에서 반복되는 불행의 근원이다. 그 후 카를은  여관에서 거리의 

부랑아 들라마르셰와 로빈슨을 알게 되고, 돈을 강탈하려는 이들을 벗어나 옥시덴

탈 호텔의 엘리베이터 보이로 취직한다. 

아메리카에는 많은 근대의 상징들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는 근대

성의 주요한 기표 가운데 하나이다. 1908년에는 150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고층 건

물이 뉴욕에 들어선다. 이러한 고층건물의 발달은 무엇보다 엘리베이터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vgl. Oh 2009, 64). 아메리카에서 미국도시의 현기증을 일으키는 

고층건물들이야말로 일종의 판옵티콘과 같은 것으로 그려진다. 뉴욕항에 들어설 때

부터 카를의 눈에는 고층건물들과 창문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이 모든 광경의 

뒷면에는 거대한 뉴욕이 서 있고, 줄지어선 마천루의 몇 십 만 개인지 헤아릴 수 없

는 창문들이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카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Hinter alledem 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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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Newyork und sah Karl mit dem Hunderttausend Fenster seiner Wolkenkrazer 

an.” (A, 20)

 괴테의 성장소설에서 탑사회의 판옵티콘적 비전이 20세기에 현실화되는 곳은 

역설적으로 미국이다. 그러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또한 작품 속에 카를이 취직한 옥

시덴탈 호텔이다. 여기에는 30개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거기에 딸린 엘리베이

터 보이들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며 손님들을 응대한다. 

카를은 하루 10-12시간의 과도한 노동을 잘 견뎌내지만, 로빈슨의 등장과 함께 

호텔 내부의 지배인을 비롯한 웨이터장 Oberkellner, 수위장 Oberportier 등의 중간 

간부들과 복잡한 권력관계의 덫에 걸려든다. 웨이터장은 근무지를 잠시 이탈한 카를

의 해고를 요구하며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건 제 권위에 관한 일입니다. 이

런 하찮은 녀석 하나 때문에 제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A, 

231) 결국 카를은 범죄 의심까지 받으며 호텔에서 쫒겨난다.

이러한 상황은 아메리카의 주인공 카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품 안에 삽

화처럼 등장하는 바, 호텔에서 카를의 우호적 동료이며, 동유럽의 포메른 출신인 

테레제의 이야기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여실히 드러낸

다.  그녀의 어머니는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죽음을 맞는다. 또한 좁은 방 하나에 

여러 세대가 “제각기 방의 네 구석을 거주하는 처소로 자리 잡아 살고 있으며, 부모

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우글대고 있다고 하는”(A, 97) 뉴욕동부의 슬럼가 이야기는 

화려한 초고층 건물들로 이루어진 뉴욕이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의 한 버전

임을 드러낸다. 

Ⅳ. 발코니에서 바라본 대중 민주주의

카를의 성장과 취업을 보증해줄 그 어떤 비전도 당시 “가장 현대적”(Oh 2007, 

64)인 뉴욕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대의 부정성과 

타협하고 그에 적응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 합리성의 부정적 현상들은 유럽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고난을 겪던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일회적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럽과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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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적으로 공유하던 근대적 포드시스템과 그 합리주의적인 관료/ 직장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가 이러한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시스템을 발달시켜온 근대의 도구적 합리성이 

가진 부정적 측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은 (바우만 2013, 52) 주목할 여지가 있다. 

이는 나치즘과 그것이 초래한 비극이 독일의 정치사회적 낙후성과 미성숙한 민주주

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적인 관

료제와 직장 매커니즘, 그리고 그 안에 전형적으로 작동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반드

시 홀로코스트로 귀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구적 합리성의 규칙들은 (...) 그

런 현상 (홀로코스트와 같은 현상: 필자)들을 예방할 수 없다”(ebd.)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카프카의 아메리카는 당시 유럽과 미국이 공유하던 인

간관계의 파괴, 기계적 관료적 합리주의의 불합리성, 개인성을 덮어버리는 집체성 

등 많은 부분에서 20세기 최대의 비극의 요인들로 귀결되는 근대 일반의 부정성을 

선취적으로 육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성장을 소재로 하는 후기 

성장소설들은 아메리카에서 보듯, 일종의 ‘반(反)성장 소설’(vgl. 이창남 2008, 

100-103)로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다. 그러한 사회에서 청

년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함께 일했던 자코모 Giacomo와 나중에 다시 만난 

카를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반년 후면 틀림없이 기

개 있고 씩씩한 미국청년이 될 것이라던 지배인의 예언은 결코 들어맞지 않았다.”(A, 

414). 호텔을 떠나 들라마르셰와 로빈슨에게 은신한 카를 역시 불운의 질곡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들라마르셰에게서 여가수 부르넬다의 하인이 될 것을 강요

받고, 그를 둘러싼 이들로부터 변태적 새디즘으로 공격받고 굴종을 강요당한다. 

부르넬다의 집에서 기식하던 카를과 로빈슨은 그녀 집의 발코니로 쫒겨나곤 한

다. 아메리카에 자주 등장하는 발코니 역시 근대의 상징적 공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 도시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의 매개적 위치를 점

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대도시 거리나 이웃을 관찰하는 전형적 시점을 구성하는 

장소이다. 거기서 우연히 보게 되는 거리 유세 장면을 통해 민주주의 대중정치가 희

화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리에서 판사 선거 유세에 열을 올리던 후보들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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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인파에 휩쓸리기 시작한다.

목마를 태웠던 사내는 꽤 오랫동안 음식점 출입구 근처에서 버티고 서 있었으나 마

침외관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파에 휩쓸려 거리를 이리저리 밀려다니기 시

작했다. 후보자는 쉴 새 없이 소리치고 있었으나 그가 자기 정견을 설명하고 있는 건

지 아니면 구원을 청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Der Träger hatte sich lange in der Nähe der Gasthaustüre gehalten, nun aber ließ er 

sich scheinbar ohne Widerstand die Gasse auf und abwärts treiben, der Kandidat 

redete immerfort, aber es war nicht mehr ganz klar, ob er sein Programm 

auseinanderlegte oder um Hilfe rief. (A, 333)

 

여기서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카프카의 정치적 인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허상과 역설은 브루넬다의 집에 기식하며, 발코니로 쫒겨나기 일쑤였던 

로빈슨과 카를의 현실에서도 그 실체를  드러낸다. “우리는 그녀에게 방을 세냈고, 

그녀는 우리를 언제라도 쫒아낼 수 있어. 우리는 집을 바꿀 수가 없잖아”(A, 365)라

고 로빈슨은 카를을 타이른다.  

그렇게 지내던 카를은 어느 날 거리에서 오클라하마 극장의 채용공고를 접하고 

이들을 벗어날 기회를 맞는다.

오클라하마 대극장이 여러분을 부르노라 ! 기회는 오늘 단 한번 뿐 !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라 ! 누구

나 환영함 !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라 !

Das große Teater von Oklahama ruft euch ! Es ruft nur heute, nur einmal ! Wer 

jetzt die Gelegenheit versäumt, versäumt sie für immer ! Wer an seine Zukunft denkt, 

gehört zu uns ! Jeder is willkommen ! Wer künstler werden will melde sich ! (A, 387) 

연극이 괴테의 성장소설의 주인공 빌헬름의 소명적인 일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아메리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오클라하마 극장 이야기도 그러한 전통적 성장

소설의 플롯을 패러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극장에서 하

급기술자로 채용된 카를의 행로는 미완으로 그친 이 작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

다. 그러나 카프카가 변신, 소송 등과 이 작품의 결론을 유사하게 구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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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점을 고려할 때 희망적인 오클라하마 극장의 서두가 소송과 같은 질곡으로 이

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작품 전체를 관통해서 낙원에서 죄로 인해 추방되고, 그 이후 시련을 겪게 되는 

성서적 모티프가 관철되고 있는데, 이는 또한 성장소설의 전형적 양상이기도 하고 

카프카에게 특징적인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카를이 마주하는 시련들은 여기서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매커니즘과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합리주의의 비합리성과 연

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들의 변태적 인간관계는 근대적 유토피아의 허

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들의 성애는 변태적이며, 우정은 기만이고, 약속은 공

허한 거짓들로 채워져 있다. 

미완성의 작품 아메리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클라하마 극장 이야기는 완결

되지 않아 열려있는 문제로 남지만, 미국에 대한 카프카의 평가는 ‘자유’보다는 ‘속

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 폭력적 속박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에 국한 된 어떤 변칙

적 근대성이 아니라, 관료제와 기술의 합리성에 내재하는 비합리성을 그 부정적 속

성으로 지니고 있는 근대성 일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Ⅴ. 독일 성장소설 전통에 대한 해석의 재고와 전망

이와 같은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적 서사로 독일의 후기 성장소설들의 주제

를 요약할 수 있다. 이미 예시한 바와 같이 카프카의 아메리카, 무질의 생도 퇴를

레스의 혼란, 그라스의 개의 시절 등이 그러한 작품들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18

세기 개인의 성장서사 속에 삼투된 집단의 역사와 그 유토피아적 비전들이 디스토

피아로 전도되는 역설적 양상들을 보여준다. 

설사 이러한 후기성장소설들이 18세기 전통적 독일 성장소설들의 이념적 지향성 

역시 비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에서 전제되는 독일

의 전근대적 시민의식과 미성숙한 시민 민주주의 문제로 귀결시키기 어렵다. 오히

려 이 후기 성장소설들이 드러내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특수한 국가와 민족의 정

치사회적 경향성이 아니라 근대가 내적으로 지니면서도, 지양할 수 없었던 그 자체

의 부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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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의 편향은 20세기 독일에서 비롯된 불행한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하지만 나치즘의 인

종차별과 같은 경우도 비록 그 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20년대 이

후 이민금지법이 발효되었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던 현실

을 고려하면 독일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작품 아메리카에도 미

국으로의 이민이 잘 허가되지 않았던 정황이 적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배타

적 국민국가와 인종간의 경계가 강화되던 20세기 초 근대적 국민국가들이 공유하

는 역사적 문제가 내재한다고 하겠다. 

또한 소위 기술적 진보는 환영하면서도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전통에는 반대하는 

“반동적 근대주의 reactionary modernism”(Guse 2010, 3)로 특징지워지곤 했던 제 3 

제국의 근대적 기술과 사회에 대한 태도도 최근에는 나치시기에 일관되지 않았으며, 

다수에 의해 대표되던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ebd., 22) 히틀러가 

미국의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사회체계의 기술적 합리화 시스템에 열광했던 사실도 

(vgl. Raithel 2007, 90; 이창남 2012, 85) 근대 일반의 부정성이 파시즘이 초래한 공

장제적 학살과 같은 파국적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비극을 초래한 나치즘은 허약한 현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식을 가졌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길의 귀결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18세기 이후로 꾸준

히 늘어난 미국이민과 미국식 대량문화와 근대적 기술시스템들이 유럽에 급격히 도

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프카는 아메리카에서 호텔 여지배인의 

질문에 대한 카를의 답변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횡단적 교류를 통해 유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던 당시 정황을 시사한다. 

 카를은 유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물론 몇 번이고 지배인

의 질문과 감탄 탓에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배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카를은 유럽에

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또한 그가 유럽을 떠

난 후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며 또 지금도 쉬지 않고 바뀌고 있을 것

인가를 새삼스레 깨달을 수 있었다.

Karl mußte von Europa erzählen, allerdings mit vielen Unterbrechungen von 

Seiten der Oberköchin, die immer wieder fragte und straunte, wodurch sie Karl zu 

Bewußtsein brachte, wie vieles sich dort in verhältnismaßig kurzer Zeit von Gr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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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geändert hatte und wie vieles wohl auch schon seit seiner Abwesenheit anders 

geworden war und immer anders wurde. (A, 204)

따라서 전후 정치사적 측면에서 형성된 서구적, 특히 영미권 자유주의의 비교우

위를 주장하는 편향된 시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이 독일 성장소설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하는 데 주는 영향도 재고를 요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통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독일 성장소설들의 이해에 정형화된 틀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횡

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성장서사와 “비대칭적 비교 asymmetrical comparison”6)를 

강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늘날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교양(성장)소설의 종말 테제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다. 근대 개인과 집단적 주체의 성장 이념이 해체되고, 그에 따라 이

를 특히 대변해온 18-19세기 전통 독일성장소설의 이념적 해체는 오늘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독일의 후기 성장소설뿐만 아니라 유색인, 

여성 등 소수자 성장소설들이 새로이 활력을 얻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들에서  

볼 때, 성장소설 일반의 소재적 다변화와 주제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를 아울러 나타나는 부정적 근대성의 질곡 속에 이민자  성장의 문제

를 선도적으로 주제화한 카프카의 후기성장소설 아메리카는 그러한 선례들 가운

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소설의 종말이 아니라 변화를 이야기해야한다. 이

러한 변화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개인과 사회를 반추하는 장르로 성장소설의 잠재

6) 위르겐 코카는 이 용어를 비교사를 논하면서 사용한다. 그는 독일의 특수성 테제에 근거한 

독일과 여타 국가들의 비교가 대체로 역사적 요인들의 선택적 비교가 되어 이러한 불균형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비교가 점진적으로 자기교

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한 독일의 특수한 사례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지향적 Western-oriented” 비교를 옹호한다. (vgl. Kocka 1999, 49). 
문학의 영역에서는 독일의 전통 성장소설은 종종 비교 불가능한 독일만의 특수한 장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비교하는 경우에도  정형화된 독일적 내면성과 미학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그치곤 한다. 온전한 비교를 위해

서는 개별 국민국가들의 근대적 발전과 성장소설들이 노정하는 차이들 만큼이나 이들이 

공유하는 동일성의 지평에 대한 인식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특정 그룹의 특수성을 강조하

기 위한 비교 단위의 과도한 선별은 지양되어야 한다.



“독일의 특수한 길”과 후기 성장소설 아메리카  167

력을 새로운 국면의 갈등들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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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deutsche Sonderweg und der späte Bildungsroman Amerika

Lee, Changnam (Hanyang Uni)

Deutschland sei verspätet in die moderne Demokratie eingetreten, weil es keine 

reale bürgerliche Revolution gehabt und keinen modernen wirtschaftlichen 

Fortschritt im Vergleich zu England und Frankreich erreicht habe. Diese 

Sichtweise auf die deutsche Misere in Politik und Wirtschaft steht hinter den 

traditionellen Diskursen des deutschen Sonderwegs, der für eine Abweichung von 

der westlichen demokratischen Entwicklung der modernen Gesellschaft gehalten 

worden ist und als dessen Konsequenz ist auch der Faschismus als die größte 

Tragödie des 20. Jahrhunderts genannt worden ist. 

Diese Auslegung der deutschen Geschichte vom 18. Jahrhundert bis zum 

Zweiten Weltkrieg als ein Sonderfall ist auch ein einflussreiches Erklärungsmodell 

für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Literatur, insbesondere des Bildungsro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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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orden. Die vorliegende Arbeit bestreitet dieses Modell aufgrund der neu 

entstandenen Einsicht in die Negativität der Moderne im Allgemeinen, die zur 

Katastrophe des 20. Jahrhunderts wie dem Holocaust geführt hat. Sie versucht 

anhand von Kafkas Bildungsroman Amerika jene Negativität aufzuzeigen, die 

nicht auf den deutschen Sonderweg beschränkt bleiben darf, sondern als Problem 

der modernen Gesellschaft im Allgemeinen behandelt werden soll.

Um die These dieser Arbeit zu bestätigen, wird das kulturelle transnationale 

Verhältnis zwischen Amerika und Europa berücksichtigt, das sich in Amerika bei 

mehreren aus Europa emigrierten Protagonisten zeigt. Und auch die Paradoxie, in 

der die moderne rationale gesellschaftliche Struktur zu einer irrationalen 

Konsequenz geführt hat, wird daran aufgezeigt, wie Kafka die bürokratische 

Struktur des Schiffs und des Hotels in New York im Detail dargestellt hat. 

Die moderne mechanisierte Gesellschaft hält die Disziplin für wichtiger als die 

Gerechtigkeit, die Gruppe für höher als das Individuum und erlaubt keinen 

menschlichen Umgang miteinander, wie der junge Protagonist Karl Roßmann in 

New York erfahren muss, wo er ständig in die Sackgasse der mechanisierten 

Gesellschaft gerät. 

Diese Negativität der Moderne haben Europa und Amerika gemeinsam, sie sind 

also kein Sonderfall der deutschen Geschichte. Sie wird durch den späten 

Bildungsroman Amerika gründlich reflektiert und als ein generelles Problem der 

Moderne gedeutet. Kafkas Amerika nimmt jene Merkmale der modernen 

Gesellschaft vorweg, die bei Nationalsozialismus und Holocaust systematisch am 

Werk gewesen sind.

Aufgrund dessen wird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lange vertretene Sicht auf 

die Tradition des deutschen Bildungsromans, die diesen, beeinflusst von der These 

des deutschen Sonderwegs, als innerlich und keines politischen Engagements fähig 

kritisiert hat, in Frage gestellt. Die späten Bildungsromane wie Kafkas Amerika 

oder Grass’ Hundejahre können als Erbe der Tradition des Bildungsromans 

verstanden werden, obwohl sie sich die Tradition ironisch angeeignet haben.



Die Bildungsromane des 20. Jahrhunderts sind also keineswegs “tote Zweige” 

(Moretti) der Tradition des Bildungsromans von Goethe zu Kafka. Sie sind 

vielmehr Spiegel der Moderne und zeigen als Genre eine fruchtbare Möglichkeit, 

die aktuellen gesellschaftlichen, ethnischen, nationalen und sexuellen Probleme zu 

thematisieren und weiterzuentwick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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