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기억하기’를 통한 진정한 통합의 탐색
– Thomas Brussig의 『존넨알레』에서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박   찬   일





‘기억하기’를 통한 진정한 통합의 탐색
– Thomas Brussig의 『존넨알레』에서

지도교수 권 오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박   찬   일

박찬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i -

국 문 요 약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를 모두 성취한

상태를 말한다.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드러냈던 가장 큰 문제는 정

치와 경제로 대변되는 외형적 통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적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 이후 서독의 주도 아래 이

루어진 과거청산과정에서 동독인들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

게 된다. 통일이 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독일사회에서는

동독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는 동독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

며, 외적으로는 서독인이 가지고 있는 동독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

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환기 소설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당한 것이

었다.

토마스 브루시히 Thomas Brussig의 소설 『존넨알레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는 대표적인 전환기 소설 중 하나

로 작가는 동독의 좋았던 면들을 가볍게 한 번 이야기 해보자고 제

안한다. 작가는 소설에서 ‘기억하기’가 동서독 양국민이 통일 후 겪

었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에 이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가 지나간 일을 빼버리기도 덧붙

이기도 하는 느긋한 과정이다. 이점에서 ‘기억하기’는 객관적인 기억

이나 역사와는 구분된다. ‘기억하기’는 과거의 것을 주관적으로 복원

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는 역동적인 면을 통해 동독인들이 그들

의 과거를 행복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작품은 동독을 그렸던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정치에서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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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범한 동독인들의 일상을 다룬다. 작품에서 가볍고 밝게 묘사되

는 과거의 일상은 작가에 의해서 실제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려

진 것이다. 통일 후 동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독인들이 잊고 살았던 그리운 과거를 아름답

게 회상함으로써 그들 역시 행복한 인간이었으며 통일 독일 사회에

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 ‘기억하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통일 후 정치 경제적 불만

에서 비롯된 오스탈기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노스탈기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동독인들만이 가지는 특유의 집단적 기억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같은 동독 내에서도 세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

의 기억들을 보여줌으로써 동독인 전체를 하나의 정해진 정체성으

로 규정짓는 편견을 교정해준다. 모든 사회가 다층적이고 다면적이

듯 동독사회 역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보통의 사회였음을 인정

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 소설은 ‘기억하기’를 통해 이전에 다른 전환기의 문학작품들에

서 보여지는 희생자와 가해자의 구도에서 벗어나 통합을 위한 새로

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는 통일 후 동독인들

이 과거의 안 좋았던 일들과 화해하고 발전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을 위한

‘기억하기’의 생산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주요어: 존넨알레, 토마스 브루시히, 기억하기,

통합, 전환기 문학

학 번: 2010-2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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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기억하기’1)가 통일 후 동서독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

음을 밝히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토마스 브루시히 Thomas

Brussig의 소설 『존넨알레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2)

에는 통일 이후 통합되지 못하는 두 체제 간의 갈등을 ‘기억하기’를

통해 풀어보고자 하는 작가의 고민이 녹아 있다. 말하자면 진정한

통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작품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작가가 의도하는 통합의 메시지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 작품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시사

점을 주는지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진정한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권오현은 “통합이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를 모두 성취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두 체제를 외형적으로 합하는 작업과 더불어,

구성원 사이에 동질성을 공유하는 내적 통일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

야 한다.”3)고 주장한다.

위의 통합의 개념을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통일 이후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장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의 마음과 머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남아서 독

1) 본 연구에서 ‘기억하기’는 Erinnerung을 뜻한다. 이 개념은 ‘기억’을 의미하는 Gedächtnis

와는 구별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2) Thomas Brussig: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Frankfurt am Main 2001.

*이하 작품명『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는『존넨알레』로 축약한다. 본 작품

에서 인용한 것은 본문과 각주에 ‘TB’로 표기하고 그 옆에 페이지를 표시한다.

3) 권오현: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 초․중등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32집, 독일어문학회, 2006,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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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정치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진행된 동독에 대한

과거청산과정에서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와 경제 체제 뿐 아니

라 개개인의 삶마저도 부정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은 그

들에게 심각한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 심리적 아픔의 바

탕에는 잊혀지기를 강요받았고 또 잊어야만 했던 동독인들의 과거

가 있었다.

정말로 동독의 모든 것들과 동독주민의 삶은 그렇게까지 부정당해

야 하는 것인가? 많은 동독인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그저 나

쁘고 부끄러우며, 쓸쓸히 잊혀져야만 하는 것이었을까? 『존넨알

레』는 이 질문에 대한 동독 출신의 한 젊은 작가의 대답이다. 동독

의 제3세대 작가를 대표하는 브루시히는 비록 동독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지만 그들 역시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한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는 자전적 이야기인 이 작품에서 “동독의

시절을 풍요롭고 충만한 시대로 묘사”4)한다.

이 소설의 제목이자 배경이기도 한 『존넨알레』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나누어져 분단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역

사적 공간이다. 소설은 열다섯살 나이의 미하엘 쿠피쉬 Michael

Kuppisch5)와 그의 친구들이 장벽의 주변과 동독의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따뜻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은

4) 토마스 브루시히: 「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저자 한국어판 서문)」, 『존넨알레』, 유

로, 2005, 7쪽.

5) 이후 미햐 Mich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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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지만 서구의 록 음악을 좋아

하고 가슴 설레는 첫사랑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동독인

들 또한 서독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

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동독의 이러한 일상적인 모습들을 끄집어내

는 것을 넘어 아름답게 기억함으로써 편견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

의 가능성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소설은 시종일관 밝고 가볍다. 작가가 무거운 주제인 분단과 동독

을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은 이 소설이 가지는 핵심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즉, 통일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독의 부정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이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브루시히는 동독의 좋은 면들

을 가볍게 한 번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한다. 그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동독의 과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

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저에 두고 그 대안으로 브루시히가 소설

속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아름답게 기억하기’이다.

작품의 내용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 소설이 동독의 과

거사를 그리고 있지만 정치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이전 동독의 작가들이 동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개

인적 고뇌와 상실을 그리면서도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지 못했던 것

에 반해, 브루시히는 ‘기억하기’를 통해 그려지는 동독인들의 일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일상성 Profanität을 다룸으로써 작가

는 동독인들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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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또 다른 내용적 의의는 오스탈기 Ostalgie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오스탈기가 새로운 통일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맹목

적으로 ‘차라리 과거가 더 나았다’라는 과거 지향적 성격을 띠는 특

수한 감정인데 반해, 노스탈기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

으로서 과거와의 심리적 통합을 나타낸다. 작가는 오스탈기가 아닌

노스탈기를 통해 동독인들이 잊고 지낸 행복했던 기억을 복원한다.

브루시히는 작품 속에서 동독을 오스탈기적 관점을 뛰어넘어 소중

하고 그리운 고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작품 내 동독인들을 통해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과거 동독

에서의 삶에는 분명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다름 아닌

자신들의 삶이었으며, 체제와 환경의 차이를 떠나 서로를 존중받아

야 할 존재로 인정하자는 작가의 메시지는 진정한 통합을 위한 첫

걸음임이 분명하다.

서술적으로 볼 때 이 소설에 사용된 가벼움이라는 서술전략은 무

거운 주제를 자칫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밝고 희망적

인 소설의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작가는 어쩌면 서독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존넨알레 아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볍게 풀

어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소설 전체를 편안히 볼 수 있게 한다.

주제를 풀어나가는 또 하나의 서술전략은 ‘아름답게 기억하기’에

기반을 둔 일종의 미화인데, 작가는 이 소설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소설에 나타나는 과거에 대한 미화가 잘못 굳어진 서독인들의 시선

을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한 서술방법이었음을 밝힌다. 과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인들에게 지난 과거가 부

정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추억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삶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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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독인들에게는 동독에 슈타지와 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복했던 과거도 존재했음을 접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존넨

알레』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된다.

이 소설에서 ‘기억하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억하기’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본 연구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기억하기’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

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 속 기억하기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발

견된다.

그 중 첫째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기억이 ‘집단적 기억’6)이라는 점

이다. 이 소설에는 하나의 중심 플롯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의 서

술 주체는 주인공의 시각을 넘겨받은 우리이다. 여러 사건들은 미햐

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지만 이 사건들은 미햐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 주변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사건들이다. 사건

들은 동시적으로 나열되고, 그 속에서 주인공과 주인공 주변 친한

또래들의 집단적 기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개별 사건들은 개인

적으로 체험되고 가공된 일회적 관심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

하고 공유하는 과거”7)이다.

‘기억하기’의 또 다른 특징은 역동성8)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유리

로트만 Yuri Lotman에 의하면 모든 기억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기억되어야 할 것’과 ‘망각되어야 할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역

6) 3.3에서 자세히 다룬다.

7) Sebastian Donat: Wende und Wandel. Thomas Brussigs Helden wie wir und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als Buch und Film, in: Dogilmunhak Bd.94, 2005,
114-115쪽.

8) 3.4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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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존재성을 박탈당한 텍스트들도 언제든지 재등장할 수 있다.

기억하기를 통해 과거의 것들이 등장과 재등장을 거치는 이 과정에

서 ‘기억하기’의 역동성이 드러난다.9) ‘기억하기’의 역동성을 통해 작

가가 그려내는 과거는 객관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들의 재현이 아닌,

통일 후 1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동독인들이 회상하고 추억하

고자 하는 아름다운 과거이다. 동독인들은 이 작품을 통해 그간 어

쩔 수 없이 잊고 살았던 행복했던 과거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 과거

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 소설은 1999년 작품으로 한국에는 2005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

다.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이 작품은 주로 전환기

문학이라는 시대사적 연구 안에서 분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0)

특히 전환기문학으로서 격찬을 받았던 동 작가의 『우리 같은 영웅

들 Helden wie wir』11)과 함께 이 작품을 다루는 연구물들이 많다.

국내 연구로는 문화 혼종성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바라본 곽정연의

「Kulturelle Hybridität und Jugendzeit in Thomas Brussigs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12), 브루시히의 작품들을 전환기

9) 참조.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1, 290-291쪽.

10) 이러한 기존 연구로는 올리버 이겔 Oliver Igel의 『Gab es die DDR wirklich?. Die

Darstellung des SED-Staates in komischer Prosa zur „Wende‟』, 커스틴 라이만

Kerstin E. Reimann의 『Schreiben nach der Wende - Wende im Schreiben?.

Literarische Reflexionen nach 1989/90』, 프랑크 그루브 Frank Grub의 『Wende und

Einheit im Spiegel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카르스텐 간젤 Carsten Gansel의

「Atlantiseffekte in der Literatur? Zur Inszenierung von Erinnerung an die

verschwundene DDR」, 세바스티안 도나트 Sebastian Donat의「Wende und Wandel.

Thomas Brussigs Helden wie wir und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als Buch
und Film」가 있다. 앞의 네 연구에서는 주로 『존넨알레』가 전환기문학으로서 지니는

문학사적 중요성을 다루고 있으며, 세바스티안 도나트의 연구는 작품 속에 나타난 서술

전략을 다룬다.

11) Thomas Brussig: 『Helden wie wir』, Frankfurt am Main 1995.

12) 곽정연: 「Kulturelle Hybridität und Jugendzeit in Thomas Brussigs Am kürz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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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 김용민의『독일 통일과

문학』13), 『존넨알레』를 비슷한 시기의 영화들과 함께 비교한 이

진일의 「바르게 기억하기의 어려움 - 영화를 통한 동독 역사화의

최근 경향들」14)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을 전환기 소설의 하나로 시대적 관점에서 분석

한 이전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억하기’가 어

떤 의미를 지니고 또한 그것이 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분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장에서 우선 독일의 전환기가 독일 문학사

와 독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세대인

제3세대 작가들이 이 전환기에 어떤 사회의식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전환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

에서 이 작품이 왜 의미 있는 작품인지를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기억하기’를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특히 이 소설에

나타나는 기억과 역사의 관계를 분석한 뒤,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과거 동독의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집

단적 기억과 기억의 역동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

는 작가가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동서독의 통합을 위한 ‘기억하

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 생산적 의미에 대해 다루려 한

다.

Ende der Sonnenallee」. 『독일문학』, 제118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11.

13) 김용민: 『독일 통일과 문학』, 창비, 2008.

14) 이진일: 「바르게 기억하기의 어려움 - 영화를 통한 동독 역사화의 최근 경향들」. 『역

사비평』, 제79집, 역사비평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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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독 제3세대 작가의 작품 경향

2.1 통일 이후 독일 내 문학논쟁과 동독 출신 작가들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과거극복 Vergangenheitsbewältigung이 중

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독일에서 과거극복이라는 말은 원래 패전 이

후의 나치즘 청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과거극복이라

는 용어가 이 시기에 사용된 것 자체가 동독 전체를 나치즘에 필적

할 정도의 부정과 청산의 대상으로 놓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통일 직후부터 몇 년 동안 계속된 문학논쟁15)은 서독 주도 아래

전개되었던 과거청산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록 논쟁의 발

단은 크리스타 볼프 Christa Wolf와 하이너 뮐러 Heiner Müller같은

동독 대표 작가들이 동독 체제에 협력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

지만, 동독의 국민작가로 추앙받던 이들을 공격하는 서독 비평계와

언론계의 진짜 의도는 “사회주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동독의

지식인 전체를 청산하겠다”16)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산이 단지 동독의 지식인

15) 문학논쟁은 1990년 크리스타 볼프 Christa Wolf의 소설 『남아있는 것 Was bleibt』의

출판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동독에서 두 번이나 국민상을 받았고, 1979년 서독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뷔히너상’을 수상한 그야말로 동독의 국민작가였다.

이 소설은 1979년에 쓰여졌지만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발표한 것이다. 이 소설은 한 여성작가가 동독의 정보원들에게 감시당하는 하루

의 일과를 기록하고 있다. 문학논쟁의 시발점이 된 이 볼프논쟁은 맨 처음에는 소설의

발표 시점이 문제되고, 그 이후에는 그녀의 작가적 태도와 동독에서의 역할로 비판이 확

대되었다. 그리고 이내 동독작가와 동독문학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볼프 논쟁으

로 시작된 통일 후 독일의 문학논쟁은 동독문학의 정치적 기능과 성격에 대한 비판인 신

념논쟁, 그리고 크리스타 볼프와 하이너 뮐러 Heiner Müller 등 대다수 동독작가들이 슈

타지와 연계되어있음이 폭로되면서 촉발된 슈타지 논쟁으로 이어진다.

참고. 김용민: 앞의 책, 41-60쪽.

16) 전영애: 『독일의 현대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98, 301-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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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겨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독 문학과 문화 전반에 걸친 매우

혹독한 공격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공격이 동독의 평범한 시

민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자랑스

런 존재였던 동독의 유산들이 자꾸 가치절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서 크나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음에는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문학

논쟁을 비롯한 과거극복의 과정은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동독과 서독의 심리적 거리를 늘려놓은 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동독의 붕괴는 문학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주

었다. 우선 “통일 이후 문학작품에서 동독의 삶이 타자에 의한 검열

혹은 자기검열 없이 다루어 질 수 있었다”17)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작가들에게 새로운 모티브, 소재, 생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동독 출신의 작가들은 그들의 이전 저술들을 수정하거

나 개정했으며, 신예 작가들 또한 문학계에 등단했다. 동독 출신의

작가들은 그들이 원하든 혹은 원치 않건 간에 이제 통일 독일의 작

가로서 그들의 과거 SED18) 하에서의 삶을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해

야 했다.

하지만 ‘사라진 동독과 그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공통의 숙제에 대해 작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 시기에

동서독 혹은 통일을 다룬 문학작품을 전환기문학 Wendeliteratur19)

으로 칭하는데, 작가들은 세대에 따라 이 전환기문학의 가치와 의미

를 다르게 보고 있다.

우선 동독의 제2세대 작가20)들은 낯선 자본주의에 대한 당혹감, 실

17) Oliver Igel: Gab es die DDR wirklich?. Die Darstellung des SED-Staates in

komischer Prosa zur „Wende‟, Tönning 2005, 8쪽.

18)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구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19) 2.2에서 자세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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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채 사라진 동독에 대한 안타까움과 상실감 등을 주로 그려내

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과거 동독에서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을 꿈꾸는 자들이었고, 동독의 실패가 반드시 사회주의 가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의 제3세대 작가21)들은 이전 제2세대 작가들과 확연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이데올로기의 압제를 거부하는 제3세대 작가

들에게는 제2세대 작가들이 굳게 지키던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믿

음 같은 것은 없었다.

브루시히 같은 제3세대 작가의 소속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작품에 잘 나타난다. 이들 제3세대 작가들은 제2세대 작가들처럼 직

접 동독 사회를 경험한 목격자이자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정

치 시스템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그들은 “포함되지 않은 존재

Nicht-involviert-Sein”22)로서 동독 사회를 묘사하고 때로는 유희적

으로 다루기도 한다.

이겔은 “제3세대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으로 정

치로부터 자유롭다”23)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 제3세대 작가들의 관

심은 정치에서 벗어나 일상성으로 회귀하는데24), ‘사라진 국가와 역

20) 이들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나찌 Nazi시대를 경험하고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념과

이상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몰락과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크리스타 볼프, 폴커 브라운 Volker Braun, 크

리스토프 하인 Christoph Hein, 하이너 뮐러 등이다.

참조. 김용민: 앞의 책, 219-220쪽.

21) 이들은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통일 직전 혹은 이후에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

다. 이들은 탈이데올로기적이고 사회주의를 향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토마스 브루시히, 잉고 슐체 Ingo Schulze 등이 있다.

참조. 김용민: 앞의 책, 219-220쪽.

22) Kerstin E. Reimann: Schreiben nach der Wende - Wende im Schreiben?. Literarische

Reflexionen nach 1989/90, Würzburg 2008, 268쪽.

23) Oliver Igel: 앞의 책, 10쪽.

24) 3.2.1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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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전환기의 엄중한 시대적 질문에 이

들은 웃음이라는 반어법으로 대답한다.25) 우테 데트마 Ute Dettmar

는 “90년대 전환기문학에서 코믹한 포맷들이 유행이었던 것은 동독

의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젊은 작가들의 서사전략으로 볼 수 있

다”26)고 말한다.

나치의 파시즘과 사회주의를 경험한 제2세대 작가들이 동독의 몰

락을 비탄과 회한이 섞인 멜랑콜리로 그려냈던 것과는 달리, 제3세

대 작가들의 작품은 내용면에서 냉소 가득한 자기비판부터 따뜻한

이해와 화해의 손짓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들 제3세대 작가들의 작품은 쉽고 재미있으며, 어두운 현실을 가

벼운 필치로 그려낸다. 특히 토마스 브루시히는 제3세대 작가군 중

에서도 눈에 띄게 가볍고 밝게 작품을 써내려 간다. 그가 사용하는

가벼움의 전략은 이미 그의 이전 작품 『우리 같은 영웅들 Helden

wie wir』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슈넬은 “브루시히가 해학과 풍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언어를 통해서 가벼움을 만들어낸다”27)고 말한

다. 이 가벼움이라는 서술형식을 통해 브루시히는 통일과 동독이라

는 주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밝고 희망

적인 메시지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25)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작품들로는 Thomas Brussig의 『Helden wie wir(1995)』,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1999)』, 야콥 하인스 Jakob Heins의 『Mein

erstes T-Shirt(2001)』, 미하엘 테츠라프스 Michael Tetzlaffs의 『Ostblöcken. Neues

aus der Zone(2004)』등이 있다. Oliver Igel: 앞의 책, 9쪽.

26) Ute Dettmar: Geteiltes Leid, vereintes Glück? Geschichte(n) von Wende und

Wiedervereinigung i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erinnerungs - kultureller

Perspektive, in: Ute Dettmar und Marelle Oetken(Hrsg.): Grenzenlos. Mauerfall und

Wende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und Medien, Heidelberg 2010, 72쪽.

27) Ralf Schnell: Geschichte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seit 1945, Stuttgart 2003, 5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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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후 독일문학은 오랫동안 즐거움을 다루는 것을 꺼려왔는데

그것은 나치와 세계대전이라는 정치적 채무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겔은 그러한 “역사적 채무의식이 문학작품 속에서 종종 진지함

Ernsthaftigkeit으로 나타나곤 했다”28)고 본다. 그것은 80년대에 이

르러서야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3세대 작가들이 이 시기에

전체주의의 종말과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코믹하게 풀어내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28) Oliver Igel: 앞의 책,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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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독을 새롭게 보려는 시도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동독인들은 심각한 정체성

의 문제에 직면한다. 당시 동독인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와 고민은

‘이등 국민 Deutscher zweiter Klasse’이나 ‘오씨-베씨 Ossi-Wessi’

등의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새로운 통일 독일 사회에 대한 적응

의 힘겨움과 서독인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은 과거 동독에 대한 향

수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동독 시절을

그리워했고, 이러한 현상을 오스탈기 Ostalgie현상이라고 부른다.

오스탈기는 동쪽을 뜻하는 ost-와 향수를 뜻하는 Nostalgie가 합쳐

진 말로, 대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동독에 대한 향수를 의미한

다. 오스탈기 현상이 통일 이후 동독의 특징적 사회현상 중 하나로

두드러진 것은 동독인이 겪게 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그

로 인한 상실감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다.

통일 독일이 전환기 이후에도 통합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

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이 받은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독일의 전환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겔은 전환기를

1989년 여름부터 1990년 4월 18일까지로 보고 있고,29) 민족학적 관

점에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네 단계로 나눈다. 우선 장벽이 무너지고

혁명의 성공을 축하했던 낙관적 시기 euphorische Phase,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해 낯선 감정이 생기는 낯설어지는 시기

Entfremdungsphase, 세 번째로 동서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조 단계 Eskalationsphase, 끝으로 이상적인 타협의 단계

29) Frank Grub: Wende und Einheit im Spiegel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Berlin

200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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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tändigungsphase이다.30) 동독인의 아픔은 세 번째 단계에서 대

화를 통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던 것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세 번째 단계인 고조 단계에서 동독인들은 “나의 상실

Ich-Verlust”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존재의 무의미함 die

Sinnlosigkeit der eigenen Existenz”31)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

다. 통일 이후 많은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90년대 동독인의 감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상실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전환기와 통일, 더 나아가 화해와 통합을 그

리는 전환기소설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독일의 문

단에는 아직도 거부반응과 채무의식이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겔은 “전환기 문학이 이러한 독일 사회의 관계의 정체

Stagnation der Beziehung를 해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32)기대되

어졌다고 본다. 통일 이후 흘러간 시간에 비하여 “공통된 독일의 과

거 die gemeinsame deutsche Vergangenheit에 대해 차별화된 논의

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전환기소설을 찾으려는 시도 Die

Suche nach dem großen Wenderoman”33)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루브에 의하면 전환기 문학은 “장르를 넘어서는 개념

Gattungsübergreifender Begriff”34)으로 어떤 장르도 전환기 문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독일 문학에서 전환기문학이 가지는 의미

를 지적하면서 전환기문학의 다섯 가지 형식적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전환기 문학은 첫째, 소재와 내용 면에서 전환기를 다

30) Oliver Igel: 앞의 책, 20쪽

31) Oliver Igel: 앞의 책, 21쪽.

32) Oliver Igel: 앞의 책, 28쪽

33) Oliver Igel: 앞의 책, 28쪽

34) Frank Grub: 앞의 책, 71,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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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둘째, 출판제한이 사라진 이후의 문학이다. 셋째, 통일 후의

관점에서 성찰되는 통일 전후 독일에서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 넷

째, 동독의 붕괴 이후에야 비로소 출판이 가능해진 것도 전환기문학

이다. 끝으로 비록 1989년 이전에 쓰여졌더라도 함축적 혹은 명시적

으로 통일 이후 동독의 어려움을 주제화한 작품이다.35) 하지만 그루

브 역시 아직도 전환기문학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다.36) 그렇기 때문에 이겔은 오히려 “왜 전환기문학을 통일 독일 사

회가 갈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의미 있는 것”37)이라고 말한

다.

이 전환기 소설에 대해서는 서독인들보다는 동독인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동독의 작가들은 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동독에서 보냈고, 동독 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회를 보아야 하는 상반된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위대한 전환기 소설의 등장이 완전한 화합에

이르지 못한 독일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는 막

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동시에 전환기 문학에 대한 갈망은 독일 통일이 완전하게 성취되

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브루시히 역시 1999년 한 인터뷰에서

독일 사회와 문학계가 전환기시기에 양자 간 반드시 해야 할 토론

들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같은 영웅들』은 동독의 과거에 대한 토론이 없다는 아픔과

35) 참조. Frank Grub: 앞의 책, 71-81쪽.

36) Frank Grub: 앞의 책, 674쪽.

37) Oliver Igel: 앞의 책,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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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이점이 참 슬프지만 사

실상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38)

브루시히의 『우리 같은 영웅들』이 출간되었을 때, 크리스토프

디크만 Christoph Diekmann은 한 신문에서 “이제야 열망하던 전환

기 소설 der heißersehnte Wenderoman이 나왔다”39)고 환호했다.

『우리 같은 영웅들』이 전환기소설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

던 이유에 대해 김용민은 “통일 이후 동독 출신의 많은 작가들이 사

라져버린 동독에 대해 단지 아쉬움과 향수만을 토로하였지만, 실질

적으로 동독에서의 삶이 어떠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동

독인 자신들은 동독의 압제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본

격적으로 묻는 작품”40)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억압적인 체제에

순응했던 동독인들에게 동독에서의 자신들 삶에 대해 냉정하게 되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41) 동독 사회에 대한 동독 출

신 작가의 자기비판은 동독인으로 하여금 동독을 향수나 미련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의 삶을 유머와 풍

자로 그려냄으로써 동독이라는 주제가 주는 무거움으로부터 탈피했

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만으로 전환기소설이 추구하는 충분요건을 만

38) "Helden wie wir" ist aus einem Schmerz und einer Enttäuschung über die

NichtAuseinandersetzung mit der DDR-Vergangenheit entstanden. Und mittlerweile

bin ich zu der Überzeugung gelangt, dass es diese Auseinandersetzung nicht mehr

geben wird. Ich finde das traurig, aber ich sehe keine reale Chance mehr.

Silke Lambeck: Interview Herr Brussig, was halten Sie von Nostalgie?, in: Berliner

Zeitung, 1999년 11월 6일 7일.

39) Christoph Dieckmann: Die Zeit, 1995년 9월 8일.

40) 김용민: 앞의 책, 223쪽.

41) 참조. 김용민: 앞의 책,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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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이런 작품들

로 인해 동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그로 인해 동독인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적으로는

전환기 동독인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며, 외적으로는 서독인이 가

지고 있는 동독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여전히 전환기문학

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작가는 동독의 문학작품들이 동독 내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

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언제인가 저는 동독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

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언어는 저의 언어가 아

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42)

브루시히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이 독일 사회에 존재하는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술회하

는데,43) 이러한 문제의식들로부터 탄생한 작품이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룰 『존넨알레』이다.

42) “Irgendwann habe ich aufgehört, DDR-Literatur zu lesen. Deren Probleme waren

nicht meine Probleme, und deren Sprache war nicht meine Sprache. Es macht wenig

Vergnügen, das zu lesen.”

Oliver Igel: 위의 책, 32쪽.

43) “저는 독-독 간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명하는 데에 이 책이 실질적으로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Ich denke, dass das Buch tatsächlich geeignet ist, dieses deutsch-deutsche

Missverständnis ein Bisschen aufzuhellen."

Volker Gunske: Interview Nachdenken über Thomas B., in: Top-Magazin (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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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루시히의 『존넨알레』에 나타난 기억하기

3장에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기억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

서, 작품 속 기억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의 개념정리와 전제를 설

정하고자 한다. 즉 이 작품에서 사용된 ‘기억하기 Erinnerung’가 어

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볼 것이다.

우선 개념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기억하

기’의 의미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Erinnerung과 Gedächtnis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44) 그럼에도 아스트리트 에를 Astrid Erll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Erinnern을 과

정으로, Erinnerung을 그 결과로서 그리고 Gedächtnis를 능력 혹은

변화하는 틀로서 정리”45)한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과

거에 대한 Gedächtnis가 존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거를 구성하

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합쳐서 포괄적인 의미의

Erinnerung이 정의된다. 브루시히 역시 Erinnerung과 Gedächtnis 개

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약한 기억 Gedächtnis과 풍부한 기억하기

44) 대표적인 기억연구자로는 모리스 알브바슈 Maurice Halbwachs, 피에르 노라 Pierre

Nora, 얀 아스만 Jan Assman, 알레이다 아스만 Aleida Assman 아스트리트 에를

Astried Erll 등이 있다. 가장 최근 연구자인 에를 역시 아직 기억 연구에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Astrid Erll: Kollektives Gedächtnis und Erinnerungskulturen, Stuttgart 2005, 7쪽.

45) Über die Disziplinen hinweg besteht weitgehend Einigkeit, dass Erinnern als ein

Prozess, Erinnerungen als dessen Ergebnis und Gedächtnis als Fähigkeit oder eine

veränderliche Struktur zu konzipieren ist.

Astrid Erll: 앞의 책,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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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nerung를 가지고 있다.46)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문장에서 작가는 행복을 위해

서는 Erinnerung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과거의 나쁜 것들은 잊

어버리고 좋은 점들을 기억하자는 말에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핵심

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Erinnerung이지 Gedächtnis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Erinnerung의 의미는 작품 속 다

음의 구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기억하기 Erinnerung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느긋한 과정이다.47)

브루시히는 에를과 마찬가지로 Erinnerung을 과정 Vorgang으로

보고 있다. ‘느긋한 wohlig’이라는 말 속에서 Erinnerung은 내 마음

대로 되새겨 보고, 추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이

이 작품에서 주목하는 것 역시 재구성되고 복원된 Erinnerung이다.

그렇다면 이 Erinnerung을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문제

로 남는다. 현재 국내의 많은 연구와 그 연구물에서 Erinnerung과

Gedächtnis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가령 알레이다 아스만

Aleida Assman의 『Erinnerungsräume』48)는 국내에 『기억의 공

간』49)으로, 피에르 노라의 저서 『lie de mémoire』도 우리말 제목

46) TB: 157쪽. ☞ *이하 ☞표시가 있는 것은 독일어 원문을 후주에 병기한다.

47) TB: 156-157쪽. ☞

48)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1999.

49) 알라이다 아스만 저,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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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기억의 장소』50)로 번역되어 있다. 이미선이 번역한『존넨

알레』의 한국어판에서도 이 두 개념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이미선은 맨 마지막에 Erinnerung을 기억으로 Gedächtnis를 기억력

으로 번역하였으며,51) 김용민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Erinnerung을

회상으로 번역하였다.52)

본 논문에서는 에를의 입장에 따라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행위와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Erinnerung’은 ‘기억하기’로 그리고 능

력이나 사회적 틀에 해당하는 ‘Gedächtnis’는 ‘기억’으로 번역하여 사

용하려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에를의 견해에 기초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첫째, “‘기억하기’는 지나간 인지 Wahrnehmung나 현실 Realität에

대한 객관적인 복사 Abbild가 아니다”53)는 점이다. 기억하기는 매우

주관적이고 고도로 선택된 그리고 기억하는 이의 소환에 의해 재구

성된 것이다.

둘째, “개인 혹은 집단의 ‘기억하기’는 과거의 거울이 아니고 현재

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54)는 점이다. 즉 ‘기억하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기억하기’라고 하는 작업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하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바 역

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기억하기’의 과정을 통

해서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을 위해 어떤 역

50) 피에르 노라 외 저,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제1권, 나남, 2010.

51) 토마스 브루시히, 이미선 역: 『존넨알레』, 유로, 2005, 208쪽.

52) 김용민: 앞의 책, 233쪽.

53) Astrid Erll: 앞의 책, 7쪽.

54) Astrid Erll: 앞의 책,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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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문학이 ‘집단적인 기억’을 꾸며 ‘허구의

현재’로 만들어 낸다”55)는 아스만의 입장 역시 ‘기억하기’가 가지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 생각된다.

55) 알라이다 아스만: 위의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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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억과 역사

기억과 역사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피에르 노라 Pierre

Nora와 모리스 알브바슈 Maurice Halbwachs의 기억에 관한 이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는 역사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 학

문적으로 큰 이정표를 세웠다. 그에 따르면 “기억이란 사실상 내용

물이기보다는 하나의 틀 un cadre이며 언제나 가변적인 쟁점이고,

전략의 집합이며, 존재하는 것으로서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더

욱 가치가 있는 어떤 실재 étre-lá 實在”56)이다.

알브바슈에 따르면 “기억이 속해있는 살아있는 역사 lived history

는 기록된 역사 written history와 명확히 구분된다.”57) 살아있는 역

사는 집단의 수만큼 많을 수 있고, 집단에 의해 변형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록된 역사는 객관적 사실로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단 하

나의 역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과 역사를 같거나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해 노라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 의하면 “기억과 역

사는 동의어이기는커녕 정반대의 개념”58)이라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한 집단의 미래를 위해 알아야 하는 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지시해주고 동시에 정해진 방향을 강요하던 역사의 이데

올로기가 존재했다. 노라는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

는 객관적 존재인데 반해, 기억은 삶이고 언제나 살아있는 집단에

의해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 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56) 피에르 노라: 위의 책, 14쪽.

57) Maurice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1980, 69쪽.

58) 피에르 노라: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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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며 활용되거나 조작되기도 한다”59)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기억들은 심지어는 기억되지 못하다가 갑자기 회복되기도 한다”60)

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인즉슨 역사와 달리 기억은 변형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알브바슈에 따르면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많은 집단적 기억들

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역사는 단 하나만 존재”61)한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 안이라도 속해있는 집단이 다르다면 기억 역시 다른 양상

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에 의하면 “모두에게 속하면서

동시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62)이 된다.

기억에 관한 위 두 학자의 이론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억은 내용이 아니라 틀인데 속해있는 집단에 의해

변형, 왜곡, 조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은 단 하나의 객관적 사

실만을 요하는 역사와는 구분된다.

이 명제를 독일의 전환기 동서독에 적용시켜보자. 통일 전에 동독

이라는 집단과 서독이라는 집단은 엄연히 다른 경험과 기억 그리고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각각 개별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양 집단이 통일 후 단 하나의 역사를 가져야만 할 때, 누구

의 역사가 상대방의 역사로 편입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 독일의 통일과 전환기의 논리가 서독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

해졌다는 점과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동독의 서독

역사로의 편입을 가속화시켰다.

서독 언론들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와 문화영역에서 동독 지식

59) 피에르 노라: 앞의 책, 34쪽.

60) 피에르 노라: 앞의 책, 34쪽.

61) 참조.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52-54쪽.

62)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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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민중들에게 적용된 과거청산의 논리는 엄연히 실재했던 사

실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독인들은 그 공격을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와 함께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 후 독일인이 새로 가지게 되는 역사

에서 동독인의 기억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동독인들의 기억보다는

서독에 의해 기록되는 역사의 이데올로기가 우선적으로 강요되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동독인들에게 감정적이고 전前 논리

적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부담이 없었던 과거 동독시절을 추억하는

오스탈기 현상이 널리 퍼졌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렇게 서독 위주의 역사 속에서 상처받은 동독인의 행복했던 과거를

반추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 작품은 ‘기억하기’라는 해법을 제

시한다.

3.1.1 역사 속에서 ‘기억하기’

노라는 “사건이 모두 종료되고 없어져야 비로소 기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63)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현상이 의식되기 위해서는 그

것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미 장벽

이 무너지고 동독이 없어진 그 시점부터 사람들에게는 동독이 기억

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알브바슈는 “객관적 사실로서 역사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

을 때, 그 간격 interval을 주목하지 않는 반면, 삶은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 차있다”64)고 말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

10년의 세월동안 굵직한 사건 외에는 아무 것도 ‘역사’로 기록되지

63) 피에르 노라: 위의 책, 32쪽.

64)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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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순간에도 동독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복잡한 기억들이 매일

매일 쌓이고 있었다. 바로, 열등감, 상실감, 부러움으로 점철된 기억

의 흔적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루시히는 동독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억하기’란

과거의 좋았던 것을 끄집어내는 한편 안 좋았던 것들마저도 좋게

해석하는 과정이다.

기억하기는 기억하기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것과 반대이다. 왜냐하

면 기억하기는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기라는

것은 과거와 평화를 맺는 기적을 끈기 있게 완성해나간다.65)

 브루시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지나간 것들을 기

억력에 의존해서 소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기

억하기’란 것은 오히려 기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의 반대라고 말

한다. 왜냐하면 ‘기억하기’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작가는 ‘기억하기’를 통해 과거의 안 좋았던 것들과 평화를 맺

는 기적까지 이루어낸다고 말한다. ‘기억하기’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스스로

덧붙이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기’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와 구분되며, 동시에 비교적 객

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기억과도 구별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5) TB: 156-1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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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사람은 기억하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66)

‘기억하기’는 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아닌 과거를 주

관적으로 아름답게 추억하고 회상하는 과정이다. 과거를 있는 그대

로 나타내는 것은 역사, 기록, 기억의 역할이다.

‘기억하기’는 동독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노라의 말처럼 ‘기억하기’

는 “언제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를 영원한 현재에 묶

는 끈”67)으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현재를 위한 행위이다.

브루시히는 소설『존넨알레』를 통해서 서독인들이 외면하고, 동독

인들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던 그 기억을 되짚어보고 과거의 행복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는 ‘기억하기’를 정신적인

기관으로 비유한다.

기억하기는 정신적인 기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소화시키

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68)

과거를 소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있었던 사실을 변경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을 위해 개인의 기억을 변형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학작품은 과거의 변형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공간이다. 디트리히

66) TB: 156쪽. ☞

67) 피에르 노라: 위의 책, 34쪽.

68) “Die Erinnerung ist wie ein seelisches Organ, das die Vergangenheit verdaut und

uns hilft, mit dem, was war, ganz gut leben zu können."

Volker Gunske: Interview Nachdenken über Thomas B., in: Top-Magazin (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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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트 Dietrich Harth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가와 문학가의 공통점

은 지난 삶의 잔재 Überbleibsel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낸다

Herumstochern”69)는 데에 있다. 문학 작품 역시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학과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문학에는 역사와 달리 허

구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학은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지만 가공되고 변형된 이야기를 하는 것”70)이다. 이런

의미에서 간젤은 “바로 문학 텍스트가 집단적인 기억하기의 복수화

Pluralisierung를 가능하게 하고 제시된 이야기에서 다양한 버전의

과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 선호되는 매체”71)라고 주장한다. 그는 “여

러 서사기법을 통해, 문학 텍스트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제

외되었던 경험들이 기억의 문화로 보내지고, 사회적으로 잊혀지고

억압당했던 것들이 소통가능하게 된다”72)고 본다. 이러한 문학의 고

유한 특성은 문학에 역사적 자료로서의 존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다.

이 작품이 ‘기억하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소설 내 서술에

서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오늘날 쿠피쉬 씨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동독 시절은 모든

총알이 뒤를 향해 발사되었던 유일한 사격축제였어.” [...] 그것은 옛

69) 재인용. Dietrich Harth: Historik und Politik. Plädoyer für ein gespanntes Verhältnis,

in: Hartmut Eggert(Hrsg.): Geschichte als Literatur. Formen und Grenzen der

Repräsentation von Vergangenheit, Stuttgart 1990, 14쪽, in: Oliver Igel: 위의 책, 8쪽.

70) Oliver Igel: 앞의 책, 13쪽.

71) Carsten Gansel: Atlantiseffekte in der Literatur? Zur Inszenierung von Erinnerung an

die verschwundene DDR, in: Ute Dettmar und Marelle Oetken(Hrsg.): Grenzenlos.

Mauerfall und Wende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und Medien, Heidelberg 2010,

19쪽.

72) Carsten Gansel: 앞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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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일이었다. 쿠피쉬 가족이 미햐가 무사히 붉은 수도원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두 명의 작센 출신 숙박 손님을 맞았던 것 말이다.73)

위에 표시한 부분의 독일어는 “Heute sagt Herr Kuppisch

manchmal.” 그리고 “Es war einmal, dass [...] ” 이다. 작가는 소설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 작품이 ‘기억하기’를 통해서 쓰여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장벽과 분단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코믹하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데, 우선 코믹하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아픈 과거를

여유를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그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38선에 얽힌 코미디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다고요? 어느 날 베를린 장벽에 대한 코메디를 집필하기까지는 저

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 그동안 나

치시대의 강제수용소를 소재로 삼은 성공적인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벽에 관해 코미디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 38

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탁상공론으로 결정지어진 국

경이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버리게 될 그런

존재입니다. [...] “존넨알레”가 장벽붕괴 이전에 집필되었더라면, 이

책은 냉소적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미디는 비극 더하기 시간

이다”라고 우디 알렌은 말합니다. 우선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리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미디를 위한

시간이 도래합니다.74)

73) TB: 89-9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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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설령 자신이 그 역사의 당사

자라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안 좋은 면만 있던 것이 아니라 분명 웃을 수

있는 일들 역시 많았음에 틀림없다. 분단과 장벽 또한 그렇다. 체제

에 억눌려 있었지만 동독인들 역시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많

았을 것이다. 작가는 이런 관점을 토대로 비록 좋았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좋은 것들을 기억해보자

는 메시지를 전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제 아픔이 희석되고

행복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준

다. 결국 과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픔 뿐 만 아니라 즐거웠

던 면까지 보는 것이다.

역사를 코믹하게 바라보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보통 사람들의 평

범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75) 이겔은 “코믹함이라

는 요소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nichtig 것으로 여겨지

던 것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76)고 본다. 이 작품에서 코믹하게

그려지는 것들 대부분은 정치적이고 엄숙한 역사가 아니라 많은 사

람들이 겪었던 일상의 이야기이다. 또한 이처럼 코믹하게 역사를 풀

어냈을 때,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개인의 개별적 경험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겔은 “이 코믹의 수단이 단지 개인들의 소소하

고 유별난 abseitig 개인적 경험을 전달한다고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코믹한 역사묘사는 처음부터 작품이 어떤 특정한 임무

74) 토마스 브루시히: 「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저자 한국어판 서문)」, 『존넨알레』, 유

로, 2005, 5-10쪽. 
75) 이점에 대해서는 3.2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6) Oliver Igel: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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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77)고 말한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존넨알레』는 그간 역사가 다루지 못했던 보

통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다룬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역사’를 담

고 있다.

3.1.2 기억의 변형 - ‘아름답게 기억하기’

이 작품에 나타나는 ‘기억하기’의 특징은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한

다는 것이다. 기억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변형․조작되기도 하는

데, 그것은 기억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의 많은 매체들은 동독과 동독인들의 부정

적인 면들만을 부각해서 그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서독인들에게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동독인들에 관한 왜곡된 기억이 자리 잡게 되었다.

브루시히는 서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자 한

다. 분단 후 반세기동안 서독인들이 쌓아올린 부정적으로 변형된 기

억을 교정하는 방법은 아름답게 변형된 동독인들의 기억을 보여주

는 것이다. 작가는 소설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과거에 대한 미화가 의도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몇 년 전 저의 작품을 출간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아주 황당한 일

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동독에

대해 욕을 하고 한탄하고 있던 때, 갑자기 제가 동독의 시절을 풍요

롭고 충만한 시대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자신도 이 시대

를 “지루하고”, 뭔가 “잃어버린 채,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

77) Oliver Igel: 앞의 책,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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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 나중에 저는 이 시대가 그저 “흥분되고” “중요한” 시

대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존넨알레”를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 저의 이 “거꾸로 된” 느낌에 무엇보다 관심을 두

고, 이 감정을 위해 동독을 있던 그대로보다 더 아름답게 서술하고

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한 동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동독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78)

작품에서 보여지는 ‘아름답게 기억하기’는 경도된 서독인들의 시선

을 보다 객관적으로 만드는 서술전략이다. 서독인이 동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이 부분적 사실의 과장 왜곡에서 생겨났던 것처럼,

역으로 과거를 미화시킴으로써 서독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동독인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정확한 사건의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작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동독인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

름답게 기억하기’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하기’는 기본적으로 과

거를 변형,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작품에

서 과거를 변형하는 과정은 개개인의 일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점

은 소설 가장 첫 부분에 미햐가 존넨알레의 분단과정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요제프 스탈린, 해리 S. 트루먼 그리고 윈

스턴 처칠이 옛 제국의 수도인 베를린을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존

넨알레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미하엘 쿠피쉬는 잘 상상할 수

있었다. [...] 아름다운 이름의 존넨알레를 스탈린은 결코 미국인에게

78) 토마스 브루시히: 「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저자 한국어판 서문)」, 『존넨알레』, 유

로, 2005,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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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길 전부는 말이다. 그래서 그

는 트루먼에게 먼저 그 거리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당연히 거

절당했다. [...] 스탈린과 트루먼이 코끝이 닿을 정도로 싸우려는 찰

나, 영국 수상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 처칠은 한 눈에 이 길이

4킬로미터가 넘는 긴 길임을 파악했다. 처칠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편이었고, 그 방에 있는 모두 처칠이 존넨알레를 스탈린에게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하지만 처칠이 다시 시가

를 물었을 때, 그는 기분 나쁘게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스탈린이 선수를 쳐서, 먼저 불을 붙여주었다. [...] 처칠은 스탈

린의 제스처에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했다. 처칠은 담배연기를 다시

내뿜으면서, 스탈린에게 존넨알레의 가장자리 60미터를 내주고는 이

야깃거리를 바꾸었다.

틀림없이 이러했을 거라고 미하엘 쿠피쉬는 생각했다.79)

포츠담 회담에서 미하엘이 상상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

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특히 미햐가 국경선에 대해 황당한

상상을 하는 이유는 존넨알레라는 하나의 길이 몇몇 정치 수반에

의해 자의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동과 서로 나뉘어 있지만 한

편으로 같은 거리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어쩌면 서독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이기에 할 수 있는 상상이다.

역사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기억하기’는 이 글의 마지막 장면에 다

시 나타난다.

마리오는 이제껏 이처럼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

는 절망에 빠져 검은 의전 자동차를 향해 애원하는 몸짓 외에는 아

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로 자동차의 문이 열렸고 러

79) TB: 7-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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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들 중 하나가 내렸다. 그의 이마에는 큰 점이 있었는데, 이것

이 처음에는 그를 무섭게 보이게 만들었다. 마리오가 용감히 말했다.

“제발요! 우리 아기가 나오려 해요!” 그 러시아인은 하늘을 향해 단

한번 손짓을 했다. 그러자 즉각 비가 그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성

실존주의자가 산고를 겪고 있는 차안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갔다. 그

녀가 끙끙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러시아인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

시 후 그가 차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잘 감싸진 아기를 안고 있었

다. 그는 아기를 마리오에게 주었다. 그의 두 팔이 자유로워지자 그

는 트라비의 보닛을 만졌고, 다시 차의 시동이 걸렸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러시아인이야!” 여성실존주의자가 외쳤다.80)

이 장면은 미햐의 친구 마리오 Mario가 부인의 출산이 가까워오자,

차를 몰고 소련 사절단의 행렬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제지당하는데,

이때 행렬 속의 한 남자가 마리오의 아내가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

는 상황이다. 이 때 등장하는, 기적을 행하는 이마에 큰 점이 있는

남자가 미하엘 고르바쵸프81)인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에 ‘기억하기’를 통해 변형된 역사를 보여주

는 이러한 설정은 최소한 이 작품이 실제 역사보다 개인의 ‘기억하

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조차도 변형하여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이 작품이 실제

로 있었던 사실에 구애받지 않음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피에르

노라의 표현처럼 “역사에 의해 장악된 기억이 자유롭게 되는 순

간”82)이다.

80) TB: 155-156쪽. ☞

81) Mikhail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1985-91)으로 있으면서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

과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을 추진하여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82) 피에르 노라: 앞의 책, 44쪽.



- 34 -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

름답게 각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변형은 반드시 나쁜 것

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 즉, 통일 이후

동독의 과거가 사실과 다르게 그려지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83) 그들은 동독에 대한 미화가 동독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을 모욕하는 처사라 말한다.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는 것보

다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과거를 변형시켰는지를 살펴보아

야”85)한다.

83) Oliver Igel: 앞의 책, 22쪽.

84) 3.4.2에서 자세히 다룬다.

85) Oliver Igel: 앞의 책, 23쪽.



- 35 -

3.2 기억의 대상

볼프강 뒤징 Wolfgang Düsing은 일찍이 무질 Musil, 되블린

Döblin 등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기억하기의 시점에서 주가 되는

것은 소유 Besitz의 표출이 아니라 상실 Verlust의 표출”86)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루시히의 『존넨알레』 역시 상실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의 시점은 동독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이다. 그러면 개인

들이 상실한 것은 무엇이며 기억해야 하는 것, 또한 과거를 복원하

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브루시히는 내용 면에서 이전 작가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이

전 작가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잃어버린 동독에 대한 상실감 혹

은 끝끝내 이루지 못한 사회주의의 이상인 점과 비교해서 브루시히

는 명확히 다른 입장을 보인다. 작가가 『존넨알레』를 통해 표현하

고자 한 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 행복했던 동독인들의 과거 일상

이었다.

3.2.1 기억의 탈정치와 일상성으로의 회귀

이 작품의 내용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독의 과거사를 그리

고 있지만 정치적인 주제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는 점이다. 작품

속 기억의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의 이상 같은 정치 및 이데올로기

가 아니라 동독인들의 일상이다. 또한 그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고

가볍다. 이렇게 일상을 다루는 이유는 동독인과 서독인이 별반 다르

86) Wolfgang Düsing: Erinnerung und Identität, München 1982,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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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다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즉, 서독

인들에게 동독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동독인들에게는 그들이 잊고 살았던 행복했던 일상적 과거를 복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 2세대 작가들이 외부적 압력 혹은 작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쓰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 작품은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제3세대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

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제3세대 작

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이 소설은 전환기 소설의 탈정치적인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는 케케묵은 무거운 정치와 어두운

멜랑콜리적 정서가 아니라 작가가 어렸을 때 동독에서 실제로 경험

했던 일상들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이 소설이 일상성으로 회귀할 때, 그 매개체는 ‘기억하기’이다. 소설

에서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독인의 소소한 일상이 줄거리

의 중심을 이룬다. 소설 내 등장하는 정치적인 배경은 중심적인 것

이 아니라 단지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수적인 이야기이다.

소설에 나타나는 탈정치적 요소는 탈정치적인 또래문화에 의해 더

욱 강화된다.

그들은 항상 황량한 놀이터에서 만났다. [...] 그들은 그곳에서 음악

을 들었다. 그들이 가장 즐겨들었던 음악은 금지곡들이었다.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오는 것은 대개 미햐였다. 그는 SFBeat87)에서 그 음

악들을 녹음하자마자, 놀이터에서 그것을 틀었다. 하지만 그 음악들

은 금지곡이 되기에는 너무 최신 곡들이었다.88)

87) 자유 베를린 방송의 비트방송.

88) TB: 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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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의 줄거리에서 중심을 이루는 내용은 친구들끼리 모여 서

독의 SFBeat가 송출하는 금지곡을 듣고(TB 11), 좋아하는 서구의

록 음악을 듣기 위해 음반을 찾아다니고(TB 51), 첫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며(TB 16), 비정치적인 진로가 있는지 등 장래에 대해서 고

민하는(TB 41) 청소년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주인공 미햐와 친구들

의 관심사는 오로지 또래가 가지고 향유하려는 것들에 집중된다.

작품에서 소재가 탈정치하여 일상성으로 회귀하는 경향은 단지 어

린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부모

세대들의 관심 영역도 대개 일상적인 것에 한정된다. 미햐의 부모가

신경 쓰는 것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늦어지는 전화기 설치에 대

한 불만(TB 35-36), 아들을 좋은 상급 학교에 보내는 것(TB 40),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트집 잡기(TB 34) 등이다.

이러한 일상성의 위상 상승은 이제껏 동독 출신 작가들이 보여 왔

던 문학작품 속의 정치성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미햐와 그 친구들이 국가와 정치 영역에 보내는 시선은 무관심하며

때로 정치권력을 담당하는 경찰이 희화화되어 묘사되기도 한다. 경

찰은 맞춤법을 틀리고 승진에만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난 다음주에 운터로이트난트가 된다. 이건 장교급이지.”

“와, 흥미로운데요. 정말로 축하합니다!” 미햐가 말했다. 미햐는 마

음이 편안해졌다. 왜냐면 경찰이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

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금지곡을 조사하는 대신 경찰계

급을 쭉 외우고 있었다.

“운터로이트난트 다음에는 로이트난트, 오버로이트난트, 하우프트

만, 마요르, 오버스트. 모두 장교급이지.” 미햐는 안경쟁이를 옆으로

밀었다. 하필이면 안경쟁이가 경찰의 기분이 좋아진 이때에, 그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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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 숨을 가다듬고 있었기 때문이다.89)

이 소설에서는 국가 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 뿐 만 아

니라 동독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재생산하였던 학교 역시 희화화되

어 그려진다. 이미 서독의 방송을 보고, 롤링 스톤스의 록 음악을

듣는 아이들에게 기울어 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때때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의 친구 마리오가 ‘당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부대!’라고 학교 로비

에 큰 글씨로 과시하듯 걸려있던 당 선전문구에 A를 덧붙였다.90)

[...] 유감스럽게도 마리오와 미햐 모두 이 선전문구가 레닌의 말인지

는 알지 못했다. [...] 레닌을 모욕한 자는 당을 모욕한 자다. 당을 모

욕한 자는 동독을 모욕한 자다. 동독을 모욕한 자는 평화에 반대하

는 자이다. 그러므로 평화에 반대하는 자는 퇴치되어야만 한다.91)

이 소설에서 추구하는 ‘기억하기’가 정치에서 분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체제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

린장벽마저 일상 중 한 단면으로 놓는 데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장벽에 관한 것 중에 별난 점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벽을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벽은 그야말로 그들의

일상 중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들은 장벽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지

경이었다. 그래서 만일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장벽이 열린다 하

89) TB: 13쪽. ☞

90) DIE PARTEI IST DIE VORHUT DER ARBEITERKLASSE! 에서 전위부대를 뜻하는

VORHUT에 A를 추가하면 음경의 포피를 의미하는 VORHAUT가 된다. 이 단어를 사용

한 언어유희는 이미 전작 『우리 같은 영웅들』에서도 나온 바 있다.

91) TB: 21-2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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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알아차렸을

것이다.92)

이들이 장벽을 의식하는 것은 장벽이 일상의 행복에 제약을 가하

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장벽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에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하는 것은, 미햐에게는 미

리암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연애편지가 장벽을 넘어 무차별발포지역

Todesstreifen으로 날아갔기 때문이고, 부쉘에게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음반을 못 구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햐가 받은 첫 번째 연애편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무차별

발포지역에 떨어졌다. 미햐는 거기에 무슨 말이 적혀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미리암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 혹

은 미햐와 춤을 추었던 스포츠댄스호모에게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편지는 처음부터 미햐가 아니라 그의 누나 사비네에게 온

것일 수도 있었다. 물론 미햐는 이 편지가 미리암으로부터 온 것이

기를 간절히 바랬다.93)

부쉘은 댄스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는 그런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

았다. 부쉘은 음악 말고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음

악도 롤링 스톤즈의 음악일 때에만 관심을 보였다. 놀이터의 다른

아이들이 댄스학교에 가는 동안, 그는 롤링 스톤즈의 72번째 더블앨

범인 Exile on Main Street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완벽한 품질

의 영국제 음반을 녹음하고자 했다. 유고 음반이나 인도 음반은 절

대 원치 않았다.94)

92) TB: 137쪽. ☞

93) TB: 72쪽. ☞

94) TB: 5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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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쉘이 말했다. “저는 올림픽에 대한 명예심에는 전혀 관심없어

요. 훈련은 진짜 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대높이 뛰기면

모르지요.”

“어째서 장대높이 뛰기지?” 트레이너가 놀라 물었다.

“왜냐면 3 미터 45보다 높이 뛰는 연습을 하니까요.” 부쉘이 대답

했고 아무도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 베를린 장벽은 3미

터 45였다.95)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열다섯 살 소년이 좋아하는 소녀로부터 왔

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장벽 때문이다.

또 간절히 듣고 싶은 음악을 자유롭게 듣지 못 하도록 가로막는 것

역시 장벽이다. 이 순간 독자들은 다시금 장벽의 의미를 묻는다. 누

구를 위한 분단이고 장벽인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제 동독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DR이

나 SED와 같은 정치적 차원의 것보다 일상적인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나누는

경계로서 장벽이 만들어지고 독일의 동과 서를 갈라놓았지만, 이 장

벽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부의 정치인이었을 뿐 일반 동독인들에

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행복이었다.

작가가 작품에 드러내는 일상성의 강조는 동독 체제와 동독인을

동일시하는 데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실제로 존넨알레

거리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단 사실의 반

증이기도 하다.

95) TB: 5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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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오스탈기가 아닌 노스탈기

이 작품은 통상적인 오스탈기 성향의 작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주된 관심사는 오히려 오스탈기 현상을 벗어나자

는 데에 있다. 작가는 동독인들이 과거 동독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과거 동독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서독인들이 이들의 회상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동독인들이 동독을 자주 떠올릴 때, 그것이 동독을 되찾자는

것이 아님을 서독인들이 이해해주길 희망합니다. 동독인들에게 동독

에 대한 기억하기가 일상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

합니다.96)

브루시히가 『존넨알레』안에서 그리는 기억의 주된 목적은 ‘동독

치하의 과거가 그립다’라는 감정의 전달이 아니라 ‘무엇이 왜 사람

들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가’와 ‘우리가 통합을 위해, 과거

와의 화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오스탈기가 새로운 통일 독일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유발된 맹목

적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동독인들의 특수한 감정인데 반해, 노스

탈기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작가가 ‘기억하기’를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은 노스탈기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노스탈기가

과거의 안 좋았던 부분들을 부드럽게 덮어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한

96) “Ich hoffe, dass die Westler verstehen lernen, dass die Ostdeutschen, wenn sie sich

an die DDR gerne erinnern, diesen Staat trotzdem nicht wiederhaben wollen. Den

Ostdeutschen muss dagegen klar werden, dass die Erinnerungen an die DDR nicht

dazu geeignet sind, Tagespolitik zu machen."

Volker Gunske: Interview Nachdenken über Thomas B., in: Top-Magazin (21) 1999.



- 42 -

다고 쓰고 있다.

기억하기는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기억하기는 과거

와 평화를 맺는 기적을 행한다. 그 기적 속에서 원한은 사라지고, 노

스탈기의 연한 천이 과거에 날카롭고 꼭 맞게 재단되던 모든 것을

덮는다.97)

 이 대목에서 노스탈기의 특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연한 weich’인데, 이것은 ‘날카롭고 재단하는 scharf und

schneidend’의 대립적인 개념이다. 동독이라 하면 나쁜 것들이 먼저

연상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분노와 원망 그리고 나쁜

감정 위에 노스탈기의 부드러운 천이 덮여 씌워지는 것이 바로 기

적이라는 것이다.

 작가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함으로 의도하는 것은 오스탈기 현상

이나 동독 체제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 또한 보편적인 감정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폴 쿡 Paul Cooke은 통일 후 오스탈기 현상을 악화 심화시킨 것은

-서독이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통일 후 심지어 90

년대 초까지 서독의 주된 관심사가 동독의 교활한 통치구조와 슈타

지의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는 그 결과 서독인들의

이미지 속에서 동독이 ‘슈타지 국가 Stasi-State’, 동독민들은 그 국

가와 동일시된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편견

의 고착화로 인해 동독인들은 그들의 모든 경험이 무시되고 가치절

하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열등감과 상

97) TB: 1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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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맹목적인 오스탈기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98)

진정한 통합의 길이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상호간의 이해와 존

중인데, 이를 위해 동독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서독인과 다를 바 없

는 정서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

다. 따라서 이 작품 속의 ‘기억하기’는 동독인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복원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며, 이것은 과거극복의 출

발점이 된다.

이겔은 “진정한 의미의 과거 극복은 실질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

인으로서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통렬하고 심오한 자기성찰이 필요

하다.”99)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비판적이고 현재의 정치 경제적 불

만에서 삐져나온 오스탈기는 자기성찰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브루시히가 동독으로의 맹목적 회귀를 뜻하는 오스탈기에 반대한

다는 것은 그가 존넨알레보다 4년 일찍 쓴 『우리 같은 영웅들』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모두가 만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수십 년간 존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키첼슈타인씨, 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

시오. 이것은 절대로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에 반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동독 사회에 통합되었고 함께

일했습니다. [...] 그리고 나는 우리 동독인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계

에 대해 토론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100)

98) 참조. Paul Cooke: Representing East Germany since Unification. From Colonization to

Nostalgia, Oxford 2005, 112쪽.

99) Oliver Igel: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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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그 작품에서 동독 체제와 국민 모두를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것은 이전 동독의 정치와 체제에 잘못이 있었던 것 또한 분명 사

실이므로 이제는 동독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객관

적으로 새롭게 역사를 바라보자는 메시지였다. 즉 자기비판과 반성

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몇 년 후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자신의 비판적 관

점에 변화가 있었음을 내비친다. 작가는 과거 동독 시절에 대한 동

독인들의 그리움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

고 있는 소중한 추억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는 오랫동안 DDR-노스탈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

면 그 DDR-노스탈기가 필요한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작용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스탈기가 인간의 평범

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기에서 모든 지나간 것

들은 아름답고 따뜻하며 친숙한 것이 됩니다.101)

노스탈기에 대한 브루시히의 입장 변화는 『존넨알레』에 잘 나타

난다. 브루시히의 관점에서 동독인이 그리워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동독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동독인이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과거

이다. 동독은 아픔 뿐 아니라 동독인의 행복했던 기억 역시 남아 있

는 공간으로서 동독인이 잊고 살았던 그 행복과 자신들 존재의 가

100) Tomas Brussig: Helden wie wir, Frankfurt am Main 1995, 312쪽. ☞

101) "Ich war lange Zeit ein Gegner der DDR-Nostalgie, weil die dazu benutzt wurde,

sich der nötigen Auseinandersetzung nicht zu stellen. Aber ich glaube mittlerweile,

dass Nostalgie ein normales menschliches Empfinden ist. In der Erinnerung wird jede

Vergangenheit schön und warm und heimelig."

Silke Lambeck: Interview Herr Brussig, was halten Sie von Nostalgie?, in: Berliner

Zeitung, 1999년 11월 6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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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인 것이지, 복구하려는 대상은 아닌 것이

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란 일반적 의미의 향수이며 이 ‘기억하기’가

늘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지는 않는다. 동독인들의 기억이 항상 동독

과 연관지어져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다. 동독인들은 단지 동독이라는 공간에서 살았을 뿐

이지 그들 역시 서독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규정해 주는 일상

적이고 보편적인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서독인들이 동독인들

도 자신들과 동일한 보통 사람들이란 점을 깨닫게 될 때, 소설 속

노스탈기는 통합을 위한 미래지향적 성격까지 갖추게 된다.

이 소설은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오스탈기 논리와는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며, 통일 후 독일 사회의 통합 문제를 동독인들의 불

만이라는 관점에서 상투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준다.

작품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즉, ‘기억하기’는 통일 혹은

전환기라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동독인들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

인가란 질문인 동시에 그들의 삶이 단지 동독이라는 곳에 살았다는

이유로 매도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작가는 서독인들이 동독인의 ‘기억하기’를 단지 새로운 체제에 대

한 불만쯤으로 격하, 폄훼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를 ‘동독 사람들도 보편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한다면 소

설에 나타나는 ‘기억하기’의 대상은 오스탈기가 아닌 일반적인 향수,

즉 노스탈기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 46 -

3.3 집단적 기억

알브바슈는 “사람들의 기억이란 집단적인 상호관련성을 갖는데 심

지어는 개인이 직접 참여자로서 겪은 일조차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환된다”102)고 주장한다. 이 말은 개인이 집단 혹은 사회의 상호작

용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개인의 기억 역시 사회적 산물이며, 그

가 속한 환경에 따라 기억 역시 달라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개

별 집단의 수만큼 많은 집단적 기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

개인의 기억은 그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속한 집단의 기억

이기도 한 것이다.103) 이 소설이 그리고자 하는 기억 또한 ‘개인’의

기억인 동시에, 잊고 살았던 ‘우리’의 행복한 기억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동독의 집단 기억 특히 동독에 살았던 젊은

세대의 집단 기억을 묘사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서술전략을 사용한

다. 그것은 바로 이 소설에 하나의 중심 플롯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바스티안 도나트는 “이 소설의 서술 주체가 주인공 미햐

의 시각을 넘겨받은 집단적인 ‘우리’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공과

주인공 주변 친한 또래들의 ‘집단적 우리 ein kollektives Wir’의 기

억을 보여준다”104)고 본다. 여러 사건들은 미햐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지만 이 사건들은 주인공 미햐만의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 주

변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사건이다. 소설 내내 여러 사건들이 동시

적으로 나열되고, 의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듯 담담하게 그려진다.

도나트는 이 소설에서 “개별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체험되고 가공된

102)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23쪽.

103) 참조.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86쪽.

104) Sebastian Donat: Wende und Wandel. Thomas Brussigs Helden wie wir und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als Buch und Film, in: Dogilmunhak Bd.94, 2005, 1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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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 관심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과거의 확

인 내지는 재구성에 사용된다.”105)고 본다.

알브바슈는 “집단의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데이터

나 콘셉트를 전제”106)하는데, 미햐와 그의 친구들이 공유하는 그것

은 첫사랑의 감정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다.

그들 모두가 똑같이 좁은 Q3a 건물에서 나와 매일 만나고, 같은 옷

을 입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것을 동경하고, [...] 미햐는 심지

어 모두가 한 소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희망 가득한 징조라

고 받아들였다.107)

그런데 대단히 신기할 것만 같던 동독 아이들이 공유하는 집단의

기억은 서독인들이 보기에 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작가는 동독 아

이들의 집단적 정서가 서독 아이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

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

해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3.3.1 동독인의 집단적 기억

알브바슈는 “집단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기억들이 존재한다”108)고

이야기하는데, 집단을 만들어 내는 요인 중 이 소설과 관련해서는

우선 분단에 의해 생겨난 베를린장벽이라는 물리적 경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집단적

105) Sebastian Donat: 앞의 논문, 115쪽.

106)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30쪽.

107) TB: 10쪽. ☞

108)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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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틀은 동독인들이기에 가지게 되는 집합적 기억이다.

베를린장벽은 냉전이라는 역사의 슬픈 현실 속에서 세워졌고 수십

년 동안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체제를 의미했다. 장벽은 물리적, 지

리적 경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사고의 경계였다.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세계는 장벽에 의해 서로에게서 격리된 집단이었고,

분명히 다른 집단적 기억, 즉 각자만의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다.

우선 동독인의 집단적 기억에는 그들이 동독이라는 특수한 체제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기억들이 있다. 동독의 권위주의

체제는 동독인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

독 체제의 존속을 위해 사용된 불시 검문과 슈타지에 의한 감시 등

의 통치방법들이 소설 곳곳에 등장한다.

“그리고 너 지금 이리로 오고 싶니?” 미리암이 세 번째로 물었다.

미햐는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뭐?” 그는 물었다.

[...]

“바로 갈께!” 미햐는 이렇게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공중전화 부스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바로 관할구역의 담당경

찰관 팔 안으로였다. “신분증!” 미햐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증은 상의 안에 두었고, 상의는 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가져올게요!” 미햐는 말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꽉 붙잡았다. [...]

관할구역 경찰관은 그날 밤이 미햐의 모든 것을 좌우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 솔직히 미햐가 누구고, 어디에 살며,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그러는 동안에 미햐의 어머니보다 그

것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

경찰은 아침이 되어서야 미햐를 풀어주었다.109)

109) TB: 128-12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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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햐는 그토록 짝사랑하는 미리암으로부터 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담당경찰관의 불시검문으로 인해 미리암에게 가지 못

한다. 이미 담당경찰관은 미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분

증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마음 내키는 대로 불시

검문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항상 감시와 통제 아래 두었

던 동독의 일상 중 한 단면이다.

소설 속에는 슈타지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소설 속 동독인들은

슈타지일지 모르는 이웃에 의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 중 이웃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슈

타지를 가장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미햐의 어머니다.

쿠피쉬 부인은 언제나 노선에 충실한 가정주부 역할을 항상 그들

앞에서 기꺼이 연기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실제로 ND110)신문을 정

기 구독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침마

다 우편함 밖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우편함 속에

포장지를 잔뜩 집어넣어서, ND 신문이 우편함 속으로 완전히 다 들

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편함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쿠피쉬 가

족이 ND를 읽는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111)

쿠피쉬 부인은 생각했다. 그래, 그래,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가족이

라는 걸 신고 좀 해다오.112)

110) ND: Neues Deutschland. 신생 독일이라는 뜻. 베를린에서 출간되었던 사회주의 일간

지.

111) TB: 66쪽. ☞

112) TB: 6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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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쿠피쉬 부인의 행동은 작품 특유의 유머를 보여주는 장

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독이라는 체제하에서 동독인들이 억압과

통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쿠피쉬

부인은 의심스럽게 보이는 이웃을 슈타지라고 쉽사리 단정해 버리

고, 그에게 잘 보여서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한다. 이 장면

은 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 동독인들이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그들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에 의한 이

러한 억압과 통제의 경험은 서독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동독

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집단적 기억이 된다.

억압과 통제가 강해질수록 그 반작용으로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

과 호기심은 커져만 간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외국어에 대한 이

상하리만큼 뜨거운 학구열이다.

존넨알레의 짧은 끝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신기한 일들 중 하나는

거주민들의 어학강좌에 대한 어마어마한 학구열, 특히 그들이 갈 수

도 없는 나라들의 언어에 대해 관심이 대단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아

니면 일종의 반항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없다면,

언어라도 배우겠다는.113)

소설 속에서 동독인들이 열정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은 순수

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그들을 가두고 있는 사회에 대한 반발심

이자, 비록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동독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런 모습 역

시 동독인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집단적 기억이다.

113) TB: 123-12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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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품에서 동독인들의 집단적 기억과 관련하여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체제의 억압과 감시 그리고 그로 인한 답답함에

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다. 이것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미햐와 미햐 누나의 남자친구인 무대장치 담당

자 사이의 대화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진다.

“도대체 뭐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서, 아무런 비판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야?”

[...]

“생각해 봐, 왜 여기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지! 니가 만약 무슨 일

이 일어나는지 말을 하면, 너는 체포될 거야. 그러면 모두 니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 니가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침묵해

야만 해.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을 해서는 안 돼. 하지만 니가 무슨 일

이 일어나는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길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결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거야.”114)

동독인들은 동독 하에서 여러 문제를 목격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

는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한 채 갖은 부당함을 감내

하면서 살아왔다는 상처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 위의 본문에 나타나

는 것처럼 감시나 억압까지도 순응하는 동독인의 삶 이면에는 어차

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장벽을 바로 앞에 두고 서독인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매일 보아야 하는 존넨알레 사람들의 무력감은 동독 내 다

114) TB: 119-12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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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었을 것이다.

이 무력감은 통일 후에도 동독인들 마음 한구석에 족쇄로 남아 있

게 된다. ‘당신들 동독시민들은 부당한 체제 하에서 잘못을 개선하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독인들은 쉽게 대답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동독인들의 자괴감은 통일 전 뿐만 아

니라 그 이후에도 동독 출신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집단적 기억

이자 아픔이다.

서독인들과 구분되는 이러한 동독적 정체성은 노력을 한다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소설 속에는 자신의 동독적 정체성을 버리고

기꺼이 서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미햐의 어머니

쿠피쉬 부인이다. 쿠피쉬 부인은 아들이 동독 사회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친척의 대부분을 서쪽에 두고 있는 서독 사회를

동경하는 인물이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서

독여자의 여권과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습득한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동안 여권의 사진처럼 늙어 보이게 만드는 화장을 연습하고, 그

여자처럼 서명하는 법을 익힌다. 그리고 나서 서독의 옷과 구두를

비롯한 이런저런 제품을 준비하여 국경통과대로 향하지만 이내 되

돌아온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불빛 속에서 헬레네 룸펠로서 국경을 넘어가

기 위해 그녀는 출발했다. 겁을 잔뜩 먹은 채, 그녀는 우선 멀찌감치

서서 국경통과지역을 관찰했다. 때마침 그녀는 서베를린으로 돌아가

려는 한 커플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당당하게

걷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웃는지, 그들

이 어떻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동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시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서독사람으로서 여권, 신발 옷 그리고 쿠키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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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도 더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

코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집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경

계를 넘어설 어떤 기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

다.115)

작가는 이 장면에서 옷과 신발 그리고 화장으로도 같아질 수 없는

서독의 무언가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

적인 요소이며,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적인 것들만으로

는 채워질 수 없었던 다름을 의미한다. 등장인물의 동독적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이 장면을 통해, 통일 전 비밀스레 서독인이 되기를 꿈

꿔왔던 동독인의 갈망과 통일 이후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

지 못 했던 구 동독인의 좌절이 함께 연상된다.

3.3.2 동독 내 집단에 따른 기억의 차이

위에서 밝혔듯 서독인과 비교하여 동독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집단적 기억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독인의 집단적 기억을 어느 한

성격으로 규정해 버릴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하

나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 모든 집단의 정체성이 다

면적이고 다층적이듯 동독인들이 가지는 기억 역시 셀 수 없이 많

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동독인의 다양

한 정체성에 대한 인정, 다시 말해 동독인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

체성만을 가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있

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같은 동독에 살고 있지만 거주지나 세대에 따라 다

115) TB: 9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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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체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동독

내의 사람이라도 지역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다르다.

특히 서독 방송을 볼 수 있었던 존넨알레 사람들과 달리 서독 방송

의 주파수가 아예 잡히지 않던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동서독

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 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서독 텔레비전 방송이 잡히지 않는 지역인 Tal

der Ahnungslosen116)에서 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데어 올

라프와 데어 우도가 바로 창문 앞에 서 있는 장벽을 보고, 장벽 너

머가 서베를린이냐고 묻자, 쿠피쉬 부인은 한숨을 쉬며 “네, 유감스

럽게도”하고 대답했다. [...] 그들 둘은 국경통과지역으로 가려고 존

넨알레로 향했다. 그들은 세련된 벤츠들을 세우고 운전자들을 내리

게 한 다음 그들이 선전활동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다. 그들은 서독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의 혜택을 찬양했다.

“무상 학교 교육!”

“무상 병원 진료!”

“안정된 물가!”117)

동독인의 기억은 거주지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부모 세대는 동독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

고 있지만 그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옴으로써 자식 세대가 취하는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부모들은 그들이 용인하고 묵인한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충성을 보인다. 미햐의 어머니 쿠피쉬

부인은 주운 여권을 통해 서독에 가고 싶어 하지만 동독의 붕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그녀는 아들이 동독 사회에

116)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골짜기란 뜻으로 서독의 실상을 잘 모르는 동독인을 비꼬

고 있다.

117) TB: 84-86쪽. ☞



- 55 -

서 출세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래서 슈타지로 추정되는 이웃에 잘

보이기 위해 사회주의 기관지인 ND를 구독하고, 아들을 사회주의

엘리트 양성의 요람인 ‘붉은 수도원’에 보내려고 한다.

미햐가 굳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미햐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녀는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려면 미햐는 ‘붉

은 수도원’이라 불리는 특수학교에서 준비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붉은 수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점에서 훌륭해야만 했다.

훌륭한 성적과 훌륭한 직업목표, 훌륭한 정치적 입장, 훌륭한 태도,

훌륭한 노력을 보여주어야만 했고, 훌륭한 친구들과 사귀어야 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훌륭한 가족 출신이어야 했다.118)

하지만 부모 세대가 내보이는 사고와 행동은 젊은 세대들에게 고

집과 미련으로 비춰질 뿐이다. 자식 세대에서는 전혀 다른 패턴의

정체성이 발견되는데, 특히 정치를 보는 시각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늘 타인의 눈을 걱정하고 신경 쓰는 주인공의 어머니와 달

리 미햐는 슈타지로 의심되는 이웃에게 비록 비틀어서이지만 직접

직업을 물어보기도 한다.

언젠가 한번 미햐는 계단에서 이웃에게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본 적

이 있었다. 그는 대꾸 없이 미햐를 바라보면서 버릇없는 질문을 했

다는 느낌을 주었다. 미햐는 아주 능청스레 행동하고 변명했다. “저

는 단저 제 진로결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누가 만약 8시 반

이 되서야 집을 나서고, 그의 아내는 온종일 집에 있다면, 이해하시

겠어요?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자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위해 충분

118) TB: 4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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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넉넉한. 이런 직업에 관심 있어요!” 미햐는 당연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119)

이 대목에서 아주 간단한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부모와 달리 아이들 세대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들은 순응적이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정부가 금지하는 것을 하고

때로 일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미햐와 그 친구들은 정부에서

금지한 금지곡을 듣고(TB 11), 마약실험을 하며(TB 101), 밤늦게

모여 파티를 벌인다(TB 102).

특히 부쉘은 롤링 스톤스의 앨범 Exile on main Street를 찾아다니

는데, 음반의 이름도 하필 ‘메인가의 망명자’이다. 비록 체제 하에서

금지된 곡이지만 듣고 싶은 음악이기에 갖은 노력을 다 해 구하고

자 하는 모습을 통해 서구의 또래들이 좋아하는 것을 동독 아이들

도 좋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우리도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정서는 같은 동독 안에 살고 있는 부모의 정서보다는 장

벽 너머 서독의 젊은 세대의 정서와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닌 듯이

보인다. 여러 집단들 중 미래의 통일 시대를 이끌어 나갈 동독의 젊

은 세대들이 가진 생각이 서독의 젊은 세대와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은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복선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이들 세대를 심지어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한다. 특히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장벽에 대한 인식이다. 부모 세대가 장벽을 그들이 체제에

순응했던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아이들은

장벽을 그들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언젠가는 극복할 대상으로 인식

119) TB: 41쪽. ☞



- 57 -

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밖을 보았다. 둥근 등들이 무차별발포지역을 비

추고 있었다. 여성 실존주의자는 벌써 와인을 한 병 넘게 마셨다.

“우리는 자유를 선고받았어.” 그녀가 말했다. “너는 저 장벽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니? 사르트르가 베를린 장벽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마리오는 아직 실존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했기에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언젠가는 서쪽으로 가도 된다는 것.”

“아니, 그 반대야.”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절대 서쪽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마리오가 물었다.

“언젠가는 장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실존주의자

가 말했다. 이것은 마리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소리였다.120)

또 작가는 특히 젊은 세대가 체제에 저항적이었으며, 자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마리오는 자

유와 인권에 대해서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리오는 반항적으로 말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은 빵에 대한 열

망보다 크다! 사르트르가 말했다!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인가? 그것

도 아니면 인권에 대한 열망인가?” 마리오는 흥분한 나머지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

었다. 사악하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찍힌 모든 것을 신봉하려는 것이

었다. 즉 사르트르와 간디, 자유와 인권. 이 네 단어는 입에 올리는

것은커녕 마리오가 절대 알아서도 안되는 것이었다.121)

120) TB: 76쪽. ☞

121) TB: 80-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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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는 교장에게 혼나는 자리에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

고 퇴학을 당한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젊은 동독인들이 비록 억압

적인 국가에서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면서 살았지만 자유와 인권

등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역설한다. 이 장면을

접하면서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이 최소한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사람

은 아님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동독인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

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같은 동독 내에서도 거주하는 지역과 세대의 차이

에 따라 여러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동독 사회

를 바라 볼 때도 ‘동독 사람들은 이럴 거야’라는 식의 정형화는 지양

되어야 한다. 동독에 사는 사람들을 서독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생

각하지 않고, 동독성이라는 특정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와

고착화는 곧바로 편견의 문제와 연결된다.

3.3.3 집단적 기억과 편견

A. 아스만은 “기억에 관한 연구는 편견의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22)고 말한다. 이는 편견이 기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의

미한다. 이 작품에서도 동서독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면, 편견이라는 걸림돌을 찾아내어 해

결해야 할 것이다.

122) Aleida Assmann: Generationsidentitäten und Vorurteilsstrukturen in der neuen

deutschen Erinnerungsliteratur, Wien 2005,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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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치적인

풍토 das politische Klima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123)하다. 비록 우

리 한반도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되게 서로 빈번히 왕래하던 동서독

이지만 반세기에 이르는 단절은 편견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서도 ‘기억하기’는 아름답게 추억하는 수단인 동시에 편견

을 깨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개별 집단들은 그들의 고유한 집단

기억을 갖는데, 알브바슈는 더 나아가 기억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

한다고 본다.124) 이 관점에 따르면 동독에는 동독의 집단 정체성이

그리고 서독에는 서독의 집단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다른 집단이 가지는 고유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체성을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편견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이 소

설에서 작가가 동서독 편견에 대해 제시하는 일차적인 메시지는 화

해와 통합을 가로막는 동독적 선입견과 서독적 선입견이 둘 다 잘

못된 것임을 들추는 데에 있다.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서

로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 동독에 권위주의

적인 압제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동독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까? 식민지의 문화연구를 했던 호미 바바는

“비록 사실이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어떤 대상의 절대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은 식

민주의문화관의 잘못된 전략”125)이라고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123) Aleida Assmann: 앞의 책, 15쪽.

124) 참조.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22-23쪽.

125)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1994, 94-95쪽.



- 60 -

분명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분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시

선은 늘 ‘동독이 곧 동독인’이라는 편견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자

본주의 체제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 서구진영에서 동독을 피폐하

게 묘사하고, 잘못된 정치체제 때문에 동독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정형화하면서, 의도적으로 동독과 동독인의 이미지를 교묘

하게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국경을 넘어 동독으로 달려오면, 마리오와

미햐는 버스 쪽으로 달려가서 구걸하듯 손을 뻗치고 눈을 크게 뜬

채 소리질렀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여행자들은 철의 장막 뒤쪽을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고 사진을 찍어댔다. 그리고 버스가 사라지고 난 뒤에 마

리오와 미햐는 죽을 듯이 웃어재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진들이 피츠버그, 오사카 혹은 바르셀로나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상상했다.126)

위 장면은 미햐와 마리오가 서독에서 온 관광버스를 향해 배고프

다고 외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버스 안의 서독

인들은 그것이 장난인지도 모른 채 동독의 참혹한 실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는 듯 셔터를 눌러댄다. 아마도 그 사진들의 일부는

서독 언론에 의해 동독의 이미지를 실상보다 더 나쁘게 그리는 데

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리오와 미햐가 당원이 내민 화보에서 본 것은 어떤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눈을 치켜뜨고 구걸하면서 손을 내민 채 구경꾼

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리오와 미햐의 의도는 멋지게 맞아떨어진

126) TB: 4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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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미 충분한 표현을 담고 있는 사진 아래 설명이 덧붙여 있

었다.

‘동독의 곤궁 - 국민은 얼마나 더 참을 것인가?’127)

폴 쿡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독인을 동반자가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보아온 것”128)에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록 동독인은 서독인과 서독지역을 볼 수 없었

지만 서독인은 장벽의 서쪽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전망대를 통해

동독인과 그 일대를 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일상적인 굴욕감에도 익숙하지 못했다. 이 굴욕감

은 서쪽 전망대로부터 들려오는 경멸의 웃음이 섞인 인사를 받을 때

생겨났다. 그가 집을 나설 때면, 서독의 학생들 여럿이 소리치고 휘

파람을 불면서 불러댔다. “봐봐, 진짜 초니129)야!” 혹은 “초니야, 손

좀 흔들어 봐, 흔들어 보라구. 우리 사진 좀 찍게.”130)

동독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른바 “동독에 대한 동물원 시선

Zoo-Blicke aufs Ossiland”131)과 같다면 그만큼 이해와 존중의 여지

도 줄어든다.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를 균형 있게 관찰하고 일방에 치우치지 않

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127) TB: 79쪽. ☞

128) Paul Cooke: Representing East Germany since Unification. From Colonization to

Nostalgia, Oxford 2005, 112쪽.

129) Zoni: 구동독 사람, 특히 국경지대에 살던 동독인을 낮추어 칭하던 말.

130) TB: 9쪽. ☞

131) Frank Grub: 앞의 책, 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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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사이의 편견 문제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호미 바바의 통찰

은 큰 도움을 준다. 그는 식민지 담론의 중요한 특징은 이데올로기

적으로 특정한 타자성 otherness을 구성함에 있어 고착성 fixity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타자성을 고착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담론전략은 정형화 Stereotype 전략인데, 바바에 의하면 이러한 정

형화를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편의주의의 역사 history

of political expediency’이다.132)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배집단은 통치

의 편의를 위해 지배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지배에 적합하다는 이미

지를 만들어 내는데,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피지배자의 이미지

는 정형화된다는 것이다.133)

동독에 대한 정형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 전에도 나타나

지만 독일의 전환기 과정과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지속된다.

통일 후에도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독일 통

일이 서독 위주의 흡수통일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통일 후 동독

재건과정에 막대한 양의 재화가 투입되면서 생긴 서독인들의 불만,

그리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적응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동독민

의 고통 등은 둘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가로막았다. 이 사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 정형화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편견이 심화되어 서로 상대방을 극단에 놓고 바라보는 현상이 극

단화 Polarisierung 현상이다. 통일 후 독일 사회에서 이러한 극단성

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오씨 Ossi와 베씨 Wessi이다.

132) 참조. Homi Bhabha: 앞의 책, 95쪽.

133) 호미 바바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예로 아시아인들의 이중성이나 아프리카인들의 야수

같은 성적 분방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미지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 만

든 왜곡된 이미지들이다. 보통 피식민지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묘사하여 그들이 마

땅히 통치되어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해 버린다.

참조. Homi Bhabha: 앞의 책,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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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와 베씨는 전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으나 1989

년 이후 급격하게 의미가 바뀌었는데, 이 중 Wessi란 용어는 원래

서독인이 서독인을 지칭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전환기 이후 이 용어

들이 서로를 비하하는 의미로 변하면서 동독과 서독 사이에 존재하

는 심리적 분리와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었다.134)

특히 서독인들의 동독인에 대한 편견은 그들이 동독을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쿠피쉬 부인의 오빠인 하인츠

Heinz 삼촌은 동독을 잘못 알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그는 매우

자주 동독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의 미햐 가족을 방문할 때

합법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것들을 애써 숨겨서 가지고 들어온다.

그는 막대모양 초콜릿을 양말 속에 숨겨 오거나 곰 모양의 젤리 봉

지를 팬티 속에 숨겨 왔다. 그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지만, 국경을

통과할 때면 항상 땀범벅이 되곤 했다. “하인츠 삼촌, 이건 다 합법

적인 거예요!” 미햐는 벌써 수십 번도 더 그에게 설명했다. “곰 젤리

는 가져와도 된다고요!”

[...]

그는 밀수업자에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알고 있었다. “시베리아

25년 행이라고! 커피 반 파운드에 25년 간 시베리아 행이야!”

미햐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 저도 아는데요, 커피 25파운드에 시

베리아 반 년 유형이에요.”135)

소설 속 하인츠는 동독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부정확하고 막연하

게 알고 있다. 이러한 하인츠의 인식은 서독사람들이 동독에 대해

134) 참조. Frank Grub: 앞의 책, 540-541쪽.

135) TB: 36-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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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편견이기도 하다. 하인츠 삼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는 동

독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상

대진영을 무시하는 감정이 깔려있다.

“미햐가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겠대?” 하인츠는 화를 냈다. “미햐

는 하버드나 옥스퍼드 아니면 소르본에 가야지! 러시아는 MPi 기관

총을 어깨에 메거나 다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136)

미햐의 어머니가 미햐를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게 하려는 것은 그들

의 입장에서 나름 최선의 미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의 한 갈래이다.

하지만 하인츠는 그 노력을 평가절하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

확하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우월하다 생각하는 태

도는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통일 후 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을 이해하고자 할 때,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독의 문화가 반드시 우월한 것이라는 입장도 버

려야 한다. 호미 바바의 말처럼 “문화의 차이는 인식론적 도덕적 기

준 등 그 어떤 잣대로도 평가될 수 없기 때문”137)이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존중과 관용의 태도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편견의 문제가 동서독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동

독 내부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른 집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136) TB: 40쪽. ☞

137) Homi Bhabha: 앞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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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다. 쿠피쉬 가족의 집에서 머물게 된 손님들의 고향인

작센 Sachsen 주의 드레스덴 Dresden 근교 피르나 Pirna 지역을

‘탈 데어 아눙스로젠 Tal der Ahnungslosen’, 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골짜기로 묘사하는 점이 그러하다(TB 84).

또 한 예는 이웃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다. 쿠피쉬 가족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TB 35), 자동차를 불과 일주일

만에 수리해 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TB 41) 슈타지일 것이라고

상상해 왔지만 실제 그의 직업은 장의사였다.

벨이 울리고, 쿠피쉬 씨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슈타지 이웃이

서 있었고, 쿠피쉬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는 심지어 검은 정장

까지 입고 있었다. “저는 제 직업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항상 은밀

하게 행동해왔습니다.”라고 그가 약간 형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왔고...” 그는 계단에 있는 두 사람에

게 손짓을 했고, 그들이 관 하나를 좁은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쿠

피쉬 가족은 그들의 이웃이 장의사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 쿠피쉬 씨는 슈납스138)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좀 나아지자, 그

의 머리를 막 스쳐지나간 생각을 악의 없이 이야기했다. “차라리 장

의사 이웃이 슈타지 이웃보다는 낫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 누구와

이웃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웃은 왜 쿠피쉬 씨가 이런

비교를 하게 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139)

이웃이 슈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즉 전화기나 자동차 등으로 이

웃을 슈타지로 단정했던 것이 쿠피쉬 가족의 편견에 불과했다는 사

138) Schnaps: 독일, 오스트리아의 증류주의 통칭. 알코올 도수는 대략 40%에 달한다.

139) TB: 149-15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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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소설이 끝나기 직전에서야 나온다. 슈타지 이웃이 전화를 가지

고 있고 차를 빨리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장의사라는 직업 때문이지

그가 슈타지여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소설 내내 쿠피쉬 가족은 이웃

을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슈타지라 단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 쿠피쉬 가족이 이웃을 오인하는 과정은 하인츠 삼촌이 보여주는

편견의 양상과 본질적으로 같다. 결국 서독인들이 동독인에 대해 부

분적 사실을 통해서 왜곡되고 과장된 편견을 가지는 것처럼 동독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편견 극복과 상호이해의 증진이라는 기치는 비단 동독과

서독 사이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집단에 해당되는 과제가 된다. 다

시 말하면 동독과 서독 간에만 편견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편견

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동독과 서독으로 구

분하는 이분법에 대한 경계 그리고 동독 내 집단 간에도 편견이 존

재할 수 있음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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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억의 역동성

통일 후 동독인들은 서독과 관련하여 양면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

에 없었다. 서독은 동독이 발전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반세기 동안 다르게 살아온 남이자 본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이런 모순 속에서 동독인들은 고민하고 방

황하며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통일 후 동독인들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대개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나 미련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시절과 고

향에 대한 감정에서 기인한다. 특히 그들의 고향이 통일과 개방을

겪으면서 너무 빨리 변해버리고 대부분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을 바라보며 동독인들은 고향에 대한 낯설음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잊혀지고 또한 잊혀지기를 강요받았던 동독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은 동독인들에게 있어 단지 기억의 회복을 넘어 자존감

의 회복을 의미했다.

서독이 강요하는 기억에 이의를 제기하고 잊혀진 기억을 되찾고자

하는 동독인들의 행위는 알레이다 아스만의 ‘대립적 기억하기

Gegenerinnerung’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녀에 의하면 “대

립적 기억하기는 패배하고 억압된 사람들에 의한 것인데, 이 경우

그들에 의해 선택되고 보존되는 대립적 기억하기는 현재의 기반이

아니라 미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140) 사용된다.

기억을 둘러싼 집단들 간의 주도권 경쟁은 기억과 ‘기억하기’는 모

두 역동성을 띠게 만든다. 간젤 역시 “사회 안에는 서로 다른 집단

들의 기억과 집합적 기억들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의

140)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1999,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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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주권을 둘러싼 투쟁이 존재하는데, 그 기억하기를 둘러싼 갈등

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각 집단들의 평가를 둘러싼 투

쟁”141)이라고 본다. 간젤의 말 역시 ‘기억하기’의 역동성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하기’의 역동성이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곳

이 허구의 장소 즉 문학작품이다. 이 미학적인 허구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허구의, ‘기억하기’와 기억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느끼

게 된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의 역동성은 그간 동독이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됨에 따라 동독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여겼던

동독인들의 대립적인 욕망에서 출발한다. 이 ‘대립적 기억하기’의 목

적은 서독 위주의 기억과 역사의 틀을 거부하고 동독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비록 실패로 막을 내린 동독의 역사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동독인들은 짐짓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것은 잊어버리

고, 최소한 내 마음 속에서만이라도 좋았던 것만 골라서 기억하며,

때로는 미화하여 간직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전통적으로 문예학의 이야기 연구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기억하기 Erinnerung’와 ‘기억 Gedächtnis’의 서사

적인 연출형태였다. 에를은 기억의 서술기법에 항상 특별한 가정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 사이의 차이

die Unterscheidung zwischen erlebendem ich und erzählendem ich

가 존재한다”142)는 것이다. 그녀는 “이 차이가 ‘서술되기 전의 사실

141) Carsten Gansel: 앞의 책, 18쪽.

142) Astrid Erll: Gedächtnis in der Literatur. Studien zur literarischen Repräsentation von

Gedächtnis und Erinnerung, in: Christian Gudehus(Hrsg.): Gedächtnis und Erinn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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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경험’과 ‘과거를 서술적으로 형성하고 회상적으로 의미와 정

체성을 만들어내는 기억’ 사이의 간극”143)이라고 본다. 바로 이 지점

에서 문학 특유의 허구적인 특권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인 기억을

가공, 창조, 변형할 수 있으며, 작가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역사를 새

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A. 아스만은 “오늘날 기억의 위기를 주제로 다루고 그에 대한 새

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예술이며, 예술을 통해 기억하

기와 망각하기의 역동성이 재현된다”144)고 말한다.

3.4.1 기억과 망각

에를은 “기억하기는 망각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Erinnerungen

sind kleine Inseln in einem Meer von Vergessen”145)이라 비유한

다. 그녀는 현실의 경험을 가공할 때 망각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오

히려 기억이 예외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심지어 망각은 심리적

사회적 시스템에서 기억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146)

브루시히 역시 기억과 망각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기억(하기)은 인간을 그들의 과거와 함께 살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

행복하게 만들면서, 경험한 것을 소화시킵니다. 아름답지 않은 과거,

끔찍하기조차 한 과거는 인간의 행복한 감정의 불변요소가 될 수 있

습니다. 기억(하기) 덕분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기)은 인지하는 것과

Ein interdisziplinäres Handbuch, Stuttgart 2010, 295쪽.

143) Astrid Erll: 앞의 책, 295쪽.

144) 알라이다 아스만:『기억의 공간』, 그린비, 2005, 27쪽.

145) Astrid Erll: 앞의 책, 8쪽.

146) 참조. Astrid Erll: 앞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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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며, 망각의 반대말도 아닙니다. 기억하기와 망각하기는 같습

니다. 망각하기는 기억하기에 속하기도 합니다.147)

그런데 문제는 장벽의 붕괴 이후 어느 것을 기억해야 하고 어떤

것을 망각해야 하는가를 동독 사람들이 아닌 서독 사람들이 정했다

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학논쟁이 그러하고 언론에서 동독과 관련

해서는 오로지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했던 사실 또한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하고 나아가 역사로 배워야 할 기억은 동독과의

조율 없이 서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들이었다.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과 함께 동독의 역사에서 망각되어졌던 것들

이 사회의 정치적인 역학구조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

듯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기억된 부분과 등장하지 않은 망각된 부

분 역시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진 것들이다.

브루시히에 의해 선택되어 소설에 등장하는 기억들은 브루시히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표출이면서 동독인으로서 그들의 행복한

과거를 복원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브루시히가 망각의 영역

에서 기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람들의 사적인

일상성의 영역으로, 작가는 이 작품에서 다뤄지는 행복한 일상의 이

야기들이 ‘기억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작품 중간 중간 계

속 드러낸다.

음악은 예전이 좋았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 당시 카세트

레코더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148)

147) 여기에서 번역자인 이미선은 ‘기억하기’와 ‘기억’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 같이 보

인다.

토마스 브루시히: 「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저자 한국어판 서문)」, 『존넨알레』, 유

로, 2005, 8-9쪽.

148) TB: 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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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햐는 훗날 이렇게 썼다. [...] 그것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메스꺼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

말로 재미있게 지냈다. [...]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내달렸지만, 우리는

어제의 그 무엇이었다. 아아, 우리는 우스꽝스러웠고, 그것을 한 번

도 알아채지 못 했다.149)

위의 장면들은 모두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명

확히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즉, 이 장면들은 소설에 등장하는 과거

의 기억들이 현재의 입장에서 ‘기억하기’를 통해 주관적으로 선택된

것임을 보여준다.

로트만에 의하면 모든 문화는 ‘기억되어야 할 것’과 ‘망각되어야 할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망각의 영역에 할당되어 역사적 존재성

을 박탈당하는 텍스트들은 한시적으로 잊혀질 뿐이지 완전히 삭제

되지는 않는다. 망각되는 텍스트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축되

고, ‘기억하기’가 보존적 망각의 영역에 비축된 텍스트들을 재생시킨

다. 이런 재생의 메커니즘이 과거에 속하는 다양한 텍스트와 현재의

문화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불

필요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는 텍스트들도 문화

적 저장고에 보존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재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예비가 ‘기억하기’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50)

A. 아스만 역시 ‘기억하기’는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타협을 하고 매개되고 적응되는 것”151)이고 본다. 즉, ‘기억

149) TB: 153쪽. ☞

150) 참조. 김수환: 앞의 책, 290-293쪽.

151)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그린비, 2011,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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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여건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이다. 간젤 또한 “대립적 기억하기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도달하려

는 것, 그리고 기억하기와 망각하기 사이의 경계를 극복하려는 것에

서 출발한다”152)고 보면서 ‘기억하기’의 역동성을 뒷받침한다.

3.4.2 기억의 재구성

사실로서 기록된 역사는 중립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기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데 ‘기억하기’라는 행위는 현재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해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시간

적 거리가 생긴다. 과거의 일을 사실로서 기록하는 역사를 논외로

하면, 실제 일어났던 것과 기억되는 것 사이에 생기는 간극은 정확

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기억력의 문제와 기억하는 자의 재구성에 의

해서 생겨난다.

이 작품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 간극이 과거의 어떤 것을 선택적으

로 기억해내려고 하거나 혹은 감추고 잊어버리려 하는 주관적인 과

정을 거치면서 생겨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들의 과

거를 ‘기억하기’로 채우고 망각하기로 비워내는 그 과정을 기억의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억은 정해진 내용이 아니

라 하나의 틀로 가변적인 것이 되고, 개인과 집단의 상황에 따라 임

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기’의 과정은 언제나 기

억의 재구성 과정이 된다.

기억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작품 내에서 기억이 재구성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52) Carsten Gansel: 앞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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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기억의 재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이다.

『존넨알레』에 나타나는 기억의 재구성 내용은 미햐라는 화자를

통해 서술되지만 작가에 의해 이미 선택과 제외가 선행된 내용이다.

즉 이 소설 전체가 작가 스스로 갖고 있는 기억의 재구성 과정이고

그 결과물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작품에서 기억이 재구성되는 내용보다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형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해내고 어떤 것을 망

각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억의 재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기억을 이야기하는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그 기억을 재구성

하는 방식은 그 텍스트의 내용 외의 이차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엇을 다루는가라는 내용적 측면 외에 어떤 집단이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의도로 기억을 재구성 혹은 복원하는가가

내용 외의 이차적 의미이다.

A. 아스만은 “기억 속에 있는 역사적인 결과들을 어떻게 변형하고

교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153)고 보면서, 기억의 재구성의 내

용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로트만 역

시 현실이 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는데, 그는 “현실에 대한 특정한

재현의 방식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되며, 또 그렇게

153) Aleida Assmann: Generationsidentitäten und Vorurteilsstrukturen in der neuen

deutschen Erinnerungsliteratur, Wien 2005,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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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된 방식 혹은 유형은 누구를 위하여 작동하는가”154)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브루시히는 『존넨알레』에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과거의

미화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항상 동독을 아름답게 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 즉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거의 모든 이들은 기꺼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동독에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년기를 기억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저는 노스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존넨알레』를 썼습니다. 이 책은 심지어 서독인

들조차 자신들이 동독에 살 수 없었다는 사실에 시기를 느낄 만한

책이어야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155)

이 재구성의 전략이 미화라면 그 이면에 그것을 의도한 모티브를

찾는 이차적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소설에

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향과 목표는 결국 동독과 서독 사이에 존

재하는 뿌리 깊은 편견을 깨부수고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가자는 것

이다. 물론 서독인들은 동독과 다른 정치 체제하에서 반세기동안이

154) 김수환: 앞의 책, 125-126쪽.

155) Wir stehen immer gleich unter dem Verdacht, wir wollen die DDR schönreden.

Dabei tun wir nur etwas, was jeder Mensch gern tut: Dem Erlebten nachhängen.

Fast jeder Mensch erinnert sich gerne an seine Kindheit. Meine Kindheit hat in der

DDR stattgefunden. Soll ich mich deshalb nicht gern an neine Kinheit erinnern? Auch

deshalb habe ich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geschrieben, weil ich die

Nostalgie mal ernst genommen habe. Es wurde einsehr liebevolles Buch. Ich habe

immer gesagt: Das soll ein Buch werden, bei dem sogar Westler neidisch werden,

dass sie nicht in der DDR leben durften.

Silke Lambeck: Interview Herr Brussig, was halten Sie von Nostalgie?, in: Berliner

Zeitung, 1999년 11월 6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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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어져 지내왔으므로 동독인들의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서독인들에게 동독인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영

역을 늘려야 한다. 때문에 작가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어린 시절

을 택한 뒤 그것을 미화시킴으로써 서독인들과 동독인들 간 공감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실제 있었던 것과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 긍

정적인 입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화는 기본적으로 변형 혹은

왜곡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

다. 비판을 요약하면 이 작품이 “동독에서의 진지했던 삶을 싸구려

오스탈기로 덮어버린 프로파간다적 코메디일 뿐”156)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 동독 치하에서 체제에 의해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미화라는 방식이 모욕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소한 작가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진 않는다. 그는 “Sehr geeherter Herr Hussock vom "Help

e.V".-Vorstand”라는 공개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저에게 장벽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존넨알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

그 누구도 동독의 정치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참회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듯이 어깨를 들썩거리는 사람들

이 바로 장벽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희생자들의

경험이 가치절하되는 장면을 저 역시 목도했습니다. 그것도 고통을

느끼면서 말입니다.157)

156) Paul Cooke: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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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시히의 재구성 시도는 기억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도 재구성한다.

미햐가 존넨알레가 나누어진 이유를 스탈린이 처칠의 담뱃불을 붙

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상상하는 장면이나(TB 8), 고르바쵸프가 마리

오 부부의 출산을 도와주는 장면(TB 153-154) 등이 그 예이다.

분단의 과정과 동독에서의 삶을 재구성해 나가며 작가는 동독 사

람이 된 것은 우리 동독인들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 과정 또한 타의

에 의해 임의로 진행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어쩌면 동독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서독 사람들에게 동독과 동독인들을 별개로 보아줄 것

과 우리를 당신네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로 생각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비친다.

157) Thomas Brussig: Sehr geehrter Herr Hussock vom "Help e.V".-Vorstand. in:

www.thomasbrussi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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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한 통합을 위한 동독적 정체성의 재

확립

4.1 통합의 탐색을 위한 기억하기의 역할

이 소설은 동서독 양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방식을 사

용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소설 속 인물들을 지배하는 가치는

장벽에 의해 나누어진 동독인 혹은 서독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사랑 혹은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이다. 이 소설은 동독인이

겪었던 아픔을 보여주지만 공감을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는다. 소

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이해

를 통한 공존의 탐색이다. 하지만 통일 후 이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독일 사회는 아직 과거의 앙

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겔은 “역사적 사실이 현실 정치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지 않은 것이어서 해당 세대가 스스로의 시대변화를 서술할

때에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158)고 말한다. 여기에서 정

치적 차원의 문제는 결국 누가 희생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를 정리

하는 문제이다. 통일 후 내적 통합을 위한 논의에서 동서독 통합 외

에도 과거 동독의 일반 국민과 동독 내 정치권력집단 간의 화해도

중요한 화두였다.

간젤은 “동독의 말기를 다루는 작품들에서 부도덕적이고 무능력한

간부일당이 동독을 파멸로 몰아넣었으며, 민중을 체계적으로 기만했

158) Oliver Igel: 앞의 책,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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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설명의 틀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가해자-희생자의-고정이미

지 der Täter-Opfer-Topos를 고착화시켰다”159)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브루시히의 전 작품인 『우리 같은 영웅들』에서도 나타난

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체제에 의해 신체의 기형을 얻었다. 그래서

자신을 불구로 만든 체제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존속

시켜준 같은 동독민에 대한 원망까지 소설 속에 그려지고 있다.

그들은 얌전하고 순한 토끼, 패배자로 프로그램되어 있던 민중이었

습니다. [...] 몇몇의 국경 수비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있기만

하던 민중이었습니다. [...] 거기에 있던 이들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벌벌 떨며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열 명 정도의 국경수비대

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지키거나, 아니면 맨 앞줄에서 소란스

러운 사람들 혹은 선동자들을 골라내어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면 기

다리고 있던 군중들은 모욕당한 듯이 “비폭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매우 진기한 의식이었습니다. 민중의 정당한 분노 표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160)

이전 동독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그의 전작 『우리 같은 영웅들』

에 비해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작가가 그 누구도 희생양

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161)는 것이다.『존넨알레』에서 브루시히는

전작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민중들에게 따뜻한 시선

을 보내며 화해를 요청한다. 부쉘이 친구 미햐와 무차별 발포지역으

로 넘어간 편지를 찾는 도중에 장벽 앞에서 감시병이 쏜 총에 맞지

159) Carsten Gansel: Atlantiseffekte in der Literatur? Zur Inszenierung von Erinnerung

an die verschwundene DDR, in: Ute Dettmar und Marelle Oetken(Hrsg.): Grenzenlos.

Mauerfall und Wende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 und Medien, Heidelberg 2010,

36쪽.

160) Tomas Brussig: Helden wie wir, Frankfurt am Main 1995, 315쪽. ☞

161) Kerstin E. Reimann: 앞의 책,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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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어떤 국경수비대원도 이 두 사람이 그저 진공청소기와 긴 호스를

가지고 무차별발포지역에 있는 연애편지를 꺼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 총알이 발사되었을 때, 존넨알레의 모든 사람들은 이

번의 것이 조명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부쉘이 미동도

없이 길에 누워있자 모두 이 총알이 명중했다는 것을 알았다. [...]

그런데 갑자기 부쉘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상의의 단추를 풀더니,

완전히 멍한 상태로 Exile on Main Street를 꺼냈다. 음반들은 산산

조각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 [...] “새 거

였단 말이야! 뜯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둘 다 망가졌어! 이건 더

블앨범이었다고!” 부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

“부쉘, 하지만 만일 그게 한 장이었다면 충분하지 않았을 거야.” 쿠

피쉬 씨가 말했다.162)

수많은 사람들이 넘으려다 목숨을 잃었던 장벽 앞에서 부쉘이 총

을 맞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장면은 이제 장벽으로 인해 생겼던

수많은 슬픔들을 망각의 강으로 흘려보내자는 의미일 것이다. 한 가

지 재미있는 것은 깨진 앨범인데, 이 앨범은 두 장이었기 때문에 부

쉘을 구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장면은 통일 이후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둘, 즉 동독과 서독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간젤은 “많은 동독의 작가들이 교사와 부모를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리고 있다”163)고 본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최소한 부

162) TB: 142-143쪽. ☞

163) Carsten Gansel: 앞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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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세대와는 화해가 이루어진다. 작품 속 미햐의 부모는 그토록 원

했던 아들의 붉은 수도원 입학이 좌절된 후에도 서운함이나 상실감

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감정을 내보인다.

여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햐를 바라볼 뿐이었다. 미

햐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쿠피쉬 부인은 이 상황을 좋게 바꾸고 싶

었다. [...] 미햐는 하인츠 삼촌에게 들은 것을 말했고, 그리고 나서

그 방을 그리고 학교를 나가버렸다. [...] 그녀는 몇 분 뒤 아들의 결

정에 대해 아주 기뻐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붉은 수

도원 같은 학교에 보내지 않아, 라고 쿠피쉬 부인은 생각했다. 그리

고 쿠피쉬 씨 역시 기분이 좋아졌다.164)

쿠피쉬 부인은 붉은 수도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의 입장을 존중

해준다. 부모가 자식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화해의 첫 걸음이다. 더

나아가 작가는 미햐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판단할 정도로 성장했

으며, 어느덧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와 동등한 입장으로 사회에 참

여할 것임을 암시해준다.

『우리 같은 영웅들』에서 보여주는 날카로운 자기비판에서 『존

넨알레』의 따뜻한 시선으로 옮겨가는 작가의 입장변화는 바로 시

간 덕택이었다. 브루시히가 통일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동서독의 통합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프

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것들을 덮고 평

화를 맺을 수 있다’(TB 157)고 보는 것이 브루시히의 시각이다.

164) TB: 132-13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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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넨알레』가 장벽붕괴 이전에 집필되었더라면, 이 책은 냉소적

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미디는 비극 더하기 시간이다”라고 우

디 알렌은 말합니다. 우선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165)

이 소설은 각각 상이한 집단들 간에 이해와 존중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작가는 심지어 체제에 대해서도

화해를 시도한다. 끝부분에서 미햐에게 미리암이 아프다고 알려주고

가보라 권한 것은 국가 권력의 상징이자 집행자로 미햐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던 장벽의 담당경찰이었다.

당연히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걱정을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미햐에게 무언가 말할 자신도 없

었다. 오히려 그들은 미햐가 얼마나 예민한지, 또 미햐가 항상 모든

일이 꼭 자기 탓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비로소 담

당경찰이 미리암에게 한번 가보란 충고를 건넸다. “네 여자친구 상

태가 좋지 않아.”166)

미햐와 그의 친구들이 동독인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경찰이란 그들의 직업 역시 어쩌면 그들의 선

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미햐의 적이었던 사람이 미햐에게 조언하

는 장면에서 우리는 동독 체제 내의 어디까지가 가해자이고 피해자

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고민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아픔이 사라

지고 상처가 아물면서 과거의 안 좋았던 일들은 망각하고 그들을

용서와 화해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을 작가가 의도한 것이 아닐

165) 토마스 브루시히: 「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저자 한국어판 서문)」, 『존넨알레』,

유로, 2005, 10쪽.

166) TB: 14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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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비록 때로는 가해자였지만 그들 역시 역사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작품의 ‘기억하기’ 속에서는 그들을 가해자로 그리지 않

는 점 또한 일종의 화해의 메시지이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는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집단 간의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

기도 한다. 동독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

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말고르차타 두브로프스카 Malgorzata Dubrowska는 “뒤돌아 보는 서

술시점 rückblickende Erzählperspektive이 치유적 효과를 가지고 있

다”167)고 말하는데 이는 미햐가 미리암을 위해서 일기를 쓰는 장면

에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군가 와서 그녀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

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고자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굽히고 이야기했다. “알고 있니? 나도 종종 너처럼 그래. 그럴

때면 나는 그걸 일기에 적어. 넌 혼자가 아니야. 정말이야. 넌 혼자

가 아니라구.” 미리암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햐가 약속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내일 너에게 읽어줄게. 내 일기장

들을.” [...]

미햐는 일기장 앞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했다. 여기 짧은 존넨알레

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떻

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

167) Malgorzata Dubrowska: Zwischen Fiktion und Realität. Zur Inszenierung in Ulich

Plenzdorfs Die neuen Leiden des jungen W(1973) und Thomas Brussigs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1999), in: Carsten Gansel(Hrsg): Das Prinzip

Erinnerung in de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nach 1989, Göttingen 2010,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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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 살고 있기에, 그는 그녀를 이미

사랑해 왔다고. 또 그녀는 그에게 항상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모든 것, 그 모든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길 빈다고. 미

리암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한

모든 것은 옳았다. 모든 것이.168)

미리암은 동독의 현실,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 먼 곳에 대한 동경

으로 병을 얻는다. 미햐는 미리암을 병문안 간 자리에서 무턱대고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후 그날 밤 밤새도록 일기를 급

조해 낸다. 그 과정에서 미햐는 ‘여기 짧은 존넨알레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TB 147) 성찰한다. 일기를 쓰는 것은 ‘기억하

기’와 동일한 행위이다. 오늘 있었던 일 중 기억하고 싶은 것을 종

이에 정리하는 일기와 지난 과거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어 되새기려

고 하는 ‘기억하기’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쓰여진

일기가 과거에 일을 정확히 담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기적처럼

이 가짜 일기를 통해 미리암이 건강을 회복하고 둘은 가까워진다.

단 하룻밤 만에 급조된 일기가 만들어낸 기적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억하기’도 그것이 사실 그대로이든 아니든 간에 행복과 치유의

기능을 가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168) TB: 147-14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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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산적 의미로서의 기억하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생산적 의미로서의 ‘기억하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생산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통일 독일 사회가

화해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기억하기’는 잊어야 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어 긍정적 면을 찾

고 부각시켜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생산적

의미로서의 기억하기는 화해와 치유 그리고 통합과 발전까지 이끌

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억하기’를 뜻한다. 이 소설은 경계지

대였던 존넨알레 이야기를 통해 존넨알레가 원래 하나의 길이었듯,

동서독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 두꺼운 벽을 사이에 둔 이웃이며 동

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시킨다.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생산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존넨알레라는 위치적 특수성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이다. 존넨알레는

서독도 아니고 완전한 동독이라고도 볼 수 없는 공간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인 존넨알레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동서독의 만남이 일어

난다. 이 소설에서 하인츠 삼촌은 쿠피쉬 가족에게 서독의 낯설음을

완화시켜주는 메신저이다. 이 메신저의 역할이 가능한 것은 하인츠

삼촌이 존넨알레의 서쪽 반대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인츠 삼촌은 쿠피쉬 부인의 남자 형제인데, 그 역시 존넨알레에

살고 있었다. 물론 먼 쪽의 끝에 말이다. 그는 서쪽에 사는 삼촌으로

서 동쪽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지 알고 있었다. “봐, 내가 또 뭘 몰래 가져왔는지.” 그는 항상 낮은

목소리와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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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츠 삼촌이 몰래 가지고 오는 서독의 물건들과 서독의 소식을

접하면서 쿠피쉬 가족은 다른 동독지역의 거주자보다 서독을 더 정

확하게 볼 수 있다. 즉, 존넨알레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동쪽과 서쪽

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호미 바바는 바로 존넨알레와 같이 ‘사이에 있는 공간 in between

space’에 주목하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이 공간은 ‘문화 간 해석과

협상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문화의 의미를 실어 나르는 공간’이다.

그는 이 틈새 공간이 두 문화가 양극성 polarity으로 고정되는 것을

막고 강요되거나 부과된 위계질서 없이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문화적 혼종성 cultural hybridity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이야기한다.170) 이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존넨알레 사람들은 통

일 이전에도 이미 동독과 서독의 정체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일 이후 동서독의 사이에서 독일 사람들이 새

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적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서독과 동독의 틈새 공간인 존넨알레가

분단의 아픔을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역설적

인 생산성이다.

하지만 존넨알레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생산성보다 더더욱 중요

한 생산적 측면은 존넨알레 사람들을 비롯한 동독인들이 통일 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동독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이 소설에 나타

나는 가장 중요한 생산적 의미이다.

169) TB: 36쪽. ☞

170) 참조. Homi Bhabha: 앞의 책, 2-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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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체제 하에서 국가에 의해 억눌려있었던 동독인들은 통일 이

후 자유로운 개인이 되었다. 수천만의 구동독인들이 국가의 억압과

감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타인에 의해 구애받지 않

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생

산성을 의미한다.

동독 사람들이 억압을 벗어나 자유의 소중함에 눈뜨고 새로운 자

신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새로운 자신을 발

견하는 것은 마리오의 여자친구인 여성실존주의자를 통해서 잘 나

타난다. 소설에서 여성실존주의자는 마리오에게 사르트르와 간디,

또 자유와 해방의 의미 역시 가르쳐주는 사람이고(TB 82), 언젠가

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 이야기하며(TB 76), 심지어는 동

독의 모든 땅을 다 사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꿈까지 꾸는 사람이다

(TB 110). 그녀는 동독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외치

지만(TB 76), 마리오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TB 82), 미햐에게 연

애상담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미햐를 도와주려고 하는(TB 102) 밝고

희망적인 사람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소설 내내 작가가 마리오의

여자친구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여성실존주의자라고

만 불렀다는 것이다. 여성실존주의자의 이름은 엘리자베트인데 소설

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단 한 번만 등장한다.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자동차 밖으로 나왔고, 그는 잘 감싼 갓난아

기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마리오의 팔에 안겨주었다.

러시아인은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트라비의 보닛을 쓰다듬었다. 곧

바로 자동차는 다시 시동이 걸렸다.

[...]

마리오와 엘리자베트는 그들의 아기와 함께 길에 서서, 국가 의장

용 자동차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의전차량의 행렬이 멀어지면 멀어



- 87 -

질수록,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아기 역시 더 자라고 성장할 것

이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배우고, 들을 것이다.171)

이 장면은 실제 역사 속 통일의 산파였던 고르바초프가 통일을 상

징하는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장면으로서, 비록 소

설 속에서는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설이 통일 후 집

필된 것임을 고려하면, 소설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이 사건은

통일 당시를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

성실존주의자로 불리던 엘리자베트가 이름을 찾게 되는 것은 동독

에서 주변인으로 떠돌다 통일 후 현실과 당당히 마주하는 확고한

자아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이 대목에서 엘리자베트는 잃어버린 과

거와 함께 상실했던 자아를 되찾고 억지로 만들어 쓰고 있던 자아

를 던져버린다. 엘리자베트가 당당히 고유한 자아를 찾는 데에 통일

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통일을 상징하는 아이를 통해 명확해진다.

동독인들은 ‘동독 출신’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할 당

당한 개인이다. 동독 체제 하에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국

가에 매몰되었던 엘리자베트 같은 수많은 개인들이 이름을 찾고 자

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기억하기를 통해 가능

하다. 이 과정이 바로 과거와의 화해이며 이것이야말로 생산적인,

진정한 의미의 과거극복인 것이다.

엘케 브륀스 Elke Brüns는 이 작품이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말한다. “하나는 동독을 다시 문학의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동독

이란 몰락한 국가를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171) TB: 15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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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 나오는 내용들이 동독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172)이다. 문학을 꽉 움켜잡고 있던 정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동

독인들의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이제 화해와 치유를 넘어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소설은 동독과 서독이라는 이분법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동

독인이 경험했던 일상의 다양한 면을 ‘기억하기’를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는 이해와 존중 나아가 화해와 통합을 이루

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짊어진 것은 결국 젊은 세

대들이다.

미햐는 스스로를 잠재력의 한 부분으로 느꼈다. 그의 친구들이 “우

리는 한 팀이야”라고 말하면, 미햐는 “우리는 잠재력이야”라고 말했

다. 그가 말한 것을 그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 미햐는 이것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모든 것, 그 모든 것

을 달리 만들기 위해 중요한 그 무엇이라고 확신했다.173)

미햐와 친구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이전 세

대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미햐는 그들이 미

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

에 느끼고 있었다. 그 잠재력은 “모든 것을 달리 만들기 위해 중요

한 그 무엇”을 뜻한다. 단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통합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잠재력은 바로 그들 젊은 세대의

존재 자체이다.

172) Elke Brüns: Nach dem Mauerfall. Eine Literaturgeschichte der Entgrenzung,

München 2006, 234쪽.

173) TB: 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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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브루시히의 『존넨알레』에서 ‘기억하기’가 어떠한 의미

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작품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브루시히는 이전 작품『우리같은 영웅』에서 동독인들

의 잘못을 냉정한 자기비판을 통해 그려냈지만, 4년 뒤 이 작품에서

는 동독인들을 줄곧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입장 변화는 자기비판을 통해 동독인들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었지만, 결국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해

와 존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 이해와 존중을 위해

브루시히는 동독인들의 ‘기억하기’를 보여준다. 존넨알레 거리의 동

쪽 지역에 살고 있는 열다섯 살 또래들의 ‘기억하기’는 서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교정해 주면서 동시에 동독인들에게 동독에서

의 삶도 나름 행복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2장에서 지적했듯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평등한 위치에서 이룩

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통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인들은 동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화로 인해, 동독인들은 보이

지 않는 차별과 열등감으로 양쪽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

는 통일 전후 독일 사회에서 동독의 과거에 대한 대화가 그다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동서독 화합에 이르지 못한 주원인이었다

고 본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균열을 메우고 서로의 상처

를 치유하며 나아가 통일독일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위대

한 전환기문학을 고대했다. 그러던 차에 세상에 나온 『존넨알레』

는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었다.

『존넨알레』는 동독인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낸다. 그리고 그

매개체는 ‘기억하기’이다.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 작품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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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억하기’는 역사나 기억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관적으로 선택되

고 또 때로는 망각되어 재구성된 기억이다. 작가는 동독인의 삶을

미화시켜 보여주는데 이 역시 재구성된 과거이다. 이 작품이 내용적

으로 동독을 다룬 이전 작품들과 크게 다른 점은 정치로부터 빠져

나와 소소한 일상이 주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서독인들은 동독인 역시 자신들과 같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또 이 작품은 무분별한 오스탈기를 지양하고 노스탈기를 보여주는

데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스탈기를 통해 서독인들이 동독

에 대해 가지는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돕는다.

동서독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은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다. 약 반세기에 이르는 단절은 서로에 대한 극심한 편견

을 야기했다. 브루시히는 동독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기억을 보여

줌과 동시에 동독 내 세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여러 집단들의 삶

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를 통해 동독이라는 이미지에 매몰되어 동독

인들이 단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린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동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다양하고 다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

다는 것이다.

과거 사실의 복원을 넘어 치유와 회복, 화해를 지향하는 ‘기억하기’

는 특유의 역동성에 기반한다. 때로는 선택되고 망각되는 기억의 과

정을 거치며 복원된 동독인들의 기억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재구

성된 기억이다. 이러한 기억의 역동성이 소설이라는 허구의 공간 속

에서 빛을 발한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기’는 진정한 통합을 향한 탐색 과정이다. 이것

은 정치 경제의 외적 통합을 넘어 내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다.

즉, ‘기억하기’란 서독인들에게 동독인들의 행복했던 삶에 대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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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상호이해의 공간이면서, 동독 사람들에게는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해 앞으로 통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부여

하는 치유의 과정인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가 언젠가 다가올 우리

의 통일과 통합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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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Zitate)

3. 브루시히의 『존넨알레』에 나타난 기억하기

(46) Glückliche Menschen haben ein schlechtes Gedächtnis und

reiche Erinnerungen.

(47) Die menschliche Erinnerung ist ein viel zu wohliger

Vorgang, um das Vergangene nur festzuhalten.

3.1.1 역사 속에서 기억하기

(65) Sie(Erinnerung) ist das Gegenteil von dem, was sie zu sein

vorgibt. Denn die Erinnerung kann mehr, viel mehr: Sie

vollbringt beharrlich das Wunder, einen Frieden mit der

Vergangenheit zu schließen, [...]

(66) Wer wirklich bewahren will, was geschehen ist, der darf

sich nicht den Erinnerungen hingeben.

(73) Heute sagt Herr Kuppisch manchmal: 》Die Ostzeiten waren

eineinziges Schützenfest, bei dem jeder Schuß nach hinten

losging.《 ...Es war einmal, daß sich Familie Kuppisch zwei

Quartiergäste aus Sachsen ins H면 holte, um Michas Weg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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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 Kloster abzusichern.

3.1.2 기억의 변형

(79) Michael Kuppisch konnte sich gut vorstellen, daß auch auf

der Potsdamer Konferenz im Sommer 1945, als Josef Stalin,

Harry S. Truman und Winston Churchill die ehmalige

Reichshauptstadt in Sektoren aufteilten, die Erwähnung der

Sonnenallee etwas bewirkte. [...] Die Straße mit dem so schönen

Namen Sonnenallee wollte Stalin nicht dem Amerikanern

überlassen, zumindest nicht ganz. So hat er bei Harry S. Truman

einen Anspruch auf die Sonnenallee erhoben - den der natürlich

abwies. [...] Als sich Stalin und Trumans Nasenspitzen fast

berührten, drängte sich der britsche Premier zwischen die beiden,

[...] Er sah auf den ersten Blick, dass Sonnenallee über vier

Kilometer lang ist. Churchill stand traditionell auf seiten der

Amerikaner, und jeder im Raum hielt es für ausgeschlossen, daß

er Stalin die Sonnenallee zusprechen würde. [...] Doch als

Churchil an seinen Stumpen zog, bemerkte er zu seinem

Mißvergnügung, daß der schon wieder kalt war. Stalin war so

zuvorkommend, ihm Feuer zu geben, [...] überlegte er, wie sich

Stalins Geste adäquat erwidern ließe. Als Churchill den Rauch

wieder ausblies, gab er Stalin einen Zipfel von sechzig Metern

Sonnenallee und wechselte das Thema.

So muß es gewesen sein, dachte Michael Kupp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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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Mario fühlte sich so hilflos wie noch nie, und in seiner

Verzweiflung fiel ihm nichts anderes ein, als bittende und

flehende Gesten in Richtung der verdunkelten Staatskarossen zu

machen. Tatsächlich öffnete sich eine Wagentür, und einer der

Russen stieg aus. Er hatte ein großes Muttermal auf der Stirn,

was ihn im ersten Moment furchterregend aussehen ließ. »Bitte!«

sagte Mario tapfer. »Wir kriegen ein Baby!« Der Russe machte

nur eine Handbewegung zum Himmel - und augenblicklich hörte

es auf zu regnen. Dann beugte er sich ins Auto, wo die

Existentialistin in den Wehen lag. Sie stöhnte und schrie. Der

Russe hantierte im Wageninneren herum, und ein paar

Augenblicke später kam er wieder aus dem Auto und hielt ein

fertig gewickeltes Neugeborenes, das er Mario in den Arm legte.

Nachdem der Russe beide Hände frei hatte, beruhrte er die

Motorhaube des Trabis. Der Wagen sprang sofort wieder an.

》Das ist 'n Russe, der Wunder vollbringt!《 rief die

Existentialistin.

3.2.1 기억의 탈정치와 일상성으로의 회귀

(88) Sie trafen sich immer auf einem verwaisten Spielplatz - [...]

Dann hören sie Musik, am liebsten das, was verboten war.

Meistens es Micha, der neue Songs mitbrachte - kaum hatte er

sie im SFBeat aufgenommen, spielte er sie am Platz. Alle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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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n sie da noch zu neu, um schon verboten zu sein.

(89) »[...] Aber nächste Woche werde ich Unterleutnant. Das ist

ein Offiziersdienstgrad.«

»Das ist ja interessant. Herzlichen Glückwunsch!« sagte Micha,

der erleichtert war, daß der ABV vergessen hatte, weshalb er

eigentlich auf dem Platz war. Anstatt dem Verbotenen

nachzugehen, deklamierte er Dienstgrade herunter.

»Nach Unterleutnant kommt Leutnant, Oberleutnant, Hauptmann,

Major, Oberst - alles Offiziersdienstgräder.« Micha haute Brille in

die Seite, der ausgerechnet jetzt, als sich die Laune des ABV

besserte, Luft holte, um dessen Pluralbildung zu korrigieren.

(91) Sein Freund Mario hatte die Parole DIE PARTEI IST DIE

VORHUT DER ARBEITERKLASSE!, die in großen Lettern im

Foyer der Schule prangte, an der richtigen Stelle um ein A

bereichert. [...] Leider wußte weder Mario noch Micha, daß die

Parole auf Lenin zurückging. [...] Wer Lenin beleidigt, beleidigt

die Partei. Wer die Partei beleidigt, beleidigt die DDR. Wer die

DDR beleidigt, ist gegen den Frieden. Wer gegen den Frieden ist,

muß bekämpft werden - [...]

(92) Das merkwürdige an der Mauer war, daß die, die dort

wohnten, die Mauer gar nicht als außergewöhnlich empfanden.

Sie gehörte so sehr zu ihrem Alltag, daß sie sie kaum bemerkten,

und wenn in aller Heimlichkeit die Mauer geöffnet worden wä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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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ätten die, die dort wohnten, es als allerletzte bemerkt.

(93) Es war der erste Liebesbrief, den Micha bekommen hatte,

und der war im Todesstreifen gelandet. Micha hatte keine

Ahnung, was drinsteht. Er wußte ja nicht mal, ob der Brief von

Miriam war. Vielleicht hatte ihm nur das Schrapnell geschrieben.

Oder die Turniiertanzschwuchtel, mit der Micha Walzer getanzt

hatte. Vielleicht war der Brief auch gar nicht ab Micha, sondern

an seine Schwester Sabine. Natürlich wünschte sich Micha um

alles in der Welt, dass dieser Brief von Miram war.

(94) Wuschel sing nicht zur Tanzschule. So was interessierte ihn

nicht. Wuschel interessierte sich auch sonst für nichts, außer für

Musik. Und für Musik interessierte er sich auch nur dann, wenn

sich von den Rolling Stones war. Während die anderen vom Platz

zur Tanzschule gingen, versuchte er, die Exile on Main Street,

das 72er Doppelalbum der Rolling Stones aufzutreiben. Er wollte

nur überspielen, aber inastreiner Qualität von einer englischen

Pressung, also kein Jugoscheiß und erst recht keine indische

Pressung.

(95) Wuschel redet sich raus, »Ich hab überhaupt keinen

olympischen Ehrgeiz. Trainieren ist echt nicht meine

Angelegenheit. Höchstens Stabhochsprung.«

»Wieso denn Stabhochsprung?« fragte der TSC-Trainer

verwundert.



- 98 -

»Weil man da höher als drei fünfundvierzig springen übt«,

erwiderte Wuschel, und niemand verstand, was er damit sagen

wollte.

3.2.2 오스탈기가 아닌 노스탈기

(97) Die Erinnerung kann mehr, viel mehr: Sie vollbringt

baharrlich das Wunder, einen Frieden mit der Vergangenheit zu

schließen, in dem sich jeder Groll verflüchtigt und der weiche

Schleier der Nostalgie über alles legt, was mal scharf und

schneidend empfunden wurde.

(100) Wie konnte diese Gesellschaft Jahrzehnte existieren, wenn

alle unzufrieden gewesen sein sollen? Mr. Kitzelstein, nehmen Sie

meine Frage ernst, es ist keine rhetorische Frage! Alle waren

dagegen, und trotzdem waren sie integriert, haben mitgemacht,

[...] und ich weiß, daß wir Ostdeutschen uns und der Welt noch

eine Debatte schuldig sind. (Helden wie wir, 312)

3.3 집단적 기억

(107) [...] wenn alle aus der gleichen Q3a-Enge kamen, sich

jeden Tag trafen, in den gleichen Klamotten zeigten, dieselbe

Musik hörten, dieselbe Sehnsucht spürten [...] Micha hielt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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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r für einhoffnungsvolles Zeichen, daß alle dasselbe Mädchen

liebten.

3.3.1 동독인의 집단적 기억

(109) »Und willst du jetzt rumkommen?r«, fragte Miriam zum

drittenmal.

Micha glaubte, er höre nicht richtig. »Wie bitte?« fragte er. [...]

»Bis gleich!« rief Micha, hängte den Hörer ein und rannte aus

der Telefonzelle, dem ABV direkt in die Arme. »Ausweis!« Micha

erschrank, weil er bemerkte, daß er den Ausweis in einer Jacke

gelassen hatte, und die Jacke hing in seiner Wohnung. »Ich hol

ihn!« rief Micha und wollte entwischen, aber der ABV hielt ihn

fest. [...]

Der ABV wußte, dß es bei Micha in dieser Nacht um alles

ging, [...] Natürlich ging es nicht darum, wer Micha ist, wo er

wohnt und wann er geboren wurde, das wußte der ABV

mittlerweile besser als Michas Mutter. [...] Der ABV ließ Micha

erst am nächsten Morgen wieder laufen, [...]

(111) [...] setzte sich Frau Kuppisch gern vor ihnen in Szene -

immer in der Rolle der linientreuen Familienmutter. Zum Beispiel

abonnierte sir tatsächlich das ND, aber nicht, um es jeden

Morgen zu lesen, sondern um es jeden Morgen aus dem

Briefkasten herausschauen zu lassen. Sie legte so viel Packpapier

in den Briefkasten, dass das ND nicht mehr vollstän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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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einpaßte. Jeder, der an den Briefkästen vorbeikam, sah

zwangsläufig, daß bei Kuppisch ND gelesen wird.

(112) Frau Kuppisch dachte: Ja, ja, melde du mal ruhig weiter,

was wir für'ne sozialistische Familie sind.

(113) Zu den kleinen Absonderlichkeiten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gehörte nämlich auch das exzessive Interesse ihrer

Bewohner an Sprachkursen, vor allem von Sprachen, die in

Ländern gesprochen werden, in die sie sowieso nicht fahren

konnten. Es war vielleicht eine Art, Fernweh auszu drücken.

Oder eine Art Trotz: Wenn wir dorthin fahren können, lernen wir

eben die Sprache.

(114) »Was denn, willst du, wenn du alles kritisierst, nichts

davon zeigen?« [...]

»Rat mal, warum sich hier nichts ändert! Wenn du sagst, was

los ist, wirst du verhaftet, weil du nicht mal weißt, was man

nicht sagen darf. Wenn du nicht verhaftet werden willst, mußt

du verschweigen, was los ist, ändert sich auch nichts, denn alle

halten die Welt für in Ordnunng. Und deshalb kann sich hier

auch nie etwas ändern.«

(115) Eines Abends ging sie los, um im Schummerlicht als

Helene Rumpel durch die Kontrolle zu kommen. Ängstlich, wie

sie war, beobachtete sie zuerst aus sicherer Entfernung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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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zübergang. Sie sah ein Pärchen, das zurück nach Westberlin

wollte, und als Frau Kuppisch sah, wie locker und selbstbewußt

die auftreten, wie laut die reden, wie gespielt die lachen und wie

raumgreifend sie agieren - als sie all das sah, wußte sie, daß ihr

zu einem Westler mehr fehlt als nur der Paß, die Schuhe, die

Kleider und das Kukident. Und sie wußte, daß sie niemals so

werden wird wie die. Und daß sie tatsächlich keine Chance hat,

über die Grenze vor ihrer Haustür zu kommen.

3.3.2 동독 내 집단에 따른 기억의 차이

(117) Vielleicht hatte es damit zu tun, daß sie aus dem Tal der

Ahnungslosen kamen, jener Gegend, in der sich kein

Westfernsehen empfangen ließ. Als der Olaf und der Udo die

Mauer nun direkt vor dem Fenster sahen, fragten sie, ob dort

drüben Westberlin liegt, und Frau Kuppisch antwortete mit einem

Seufzer »Ja, leider«. [...] , gingen sie allein zum Grenzübergang in

die Sonnenallee, hielten schicke Mercedesse an, ließen die Fahrer

aussteigen und machten etwas, das sie sich unter Agitation

vorstellten: Sie priesen den Westlern die Segnungen des

Sozialismus an.

»KOSTENLOSER SCHULBESUCH!«

»KOSTENLOSER ARZTBESUCH!«

»STABILE PREISE!«

(118) Micha wollte nicht unbedingt in Moskau studieren; s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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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ter hatte das für ihn entschieden. Sie war diejenige, die für

solche Entscheidungen zuständig war. Um in Moskau zu

studieren, mußte Micha in eine Vorbereitungsklasse auf einer

besonderen Schule, die »Rotes Kloster« hieß. Und um auf das

Rote Kloster zu kommen, mußte er in jeder Hinsicht

hervorragend sein. Er mußte hervorragende Zensuren haben, ein

hervorragendes Berufsziel und eine hervorragende politische

Einstellung, ein hervorragendes Verhalten, hervorragenden Einsatz

zeigen, mit hervorragenden Freunden verkehren und einer ebenso

hervorragenden Familie entstammen.

(119) Einmal hat Micha seinen Nachbarn im Treppenhaus sogar

direkt gefragt, wo er arbeitet. Der Nachbar sah Micha an und

gab ihm das Gefühl, eine unanständige Frage gestellt zu haben.

Micha tat ganz unschuldig und rechtfertigte sich: »Ich frage doch

nur wegen meiner Berufentscheidung. Wenn jemand erst um halb

neun aus dem Haus geht und seine Frau den ganzen Tag zu

Hause bleibt ... Verstehen Sie: Ausschlafen und trotzdem reicht's

für zwei - so was interessiert mich!« Er bekam natürlich keine

Antwort.

(120) Sie stand auf und schaute aus dem Fenster, wo die

Bogenlaternen den Todesstreifen beleuchteten. Die Existentialistin

hatte schon über eine Flasche Wein getrunken. »Wir sind zur

Freiheit verurteilt«, sagte sie. »Weißt du, was das für die Mauer

bedeutet? Was Sartre zur Berliner Mauer sagen 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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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 war noch nicht richtig vertraut mit dem Existentialismus,

deshalb mußte er raten: »Daß ich irgendwann in den Westen

fahren darf.«

»Nein«, sagte sie, »das genaue Gegenteil.«

»Daß ich nie in den Westen fahren darf?« fragte Mario.

»Daß es sie irgendwann nicht mehr geben wird«, sagte die

Existentialistin, und das war für Mario so ungeheuerlich, das

überstieg alles Vorstellbare.

(121) Trotzig sagte er: »Der Hunger nach Freiheit ist größer als

der Hunger nach Brot! Das hat Sartre gesagt! Oder Mahatma

Gandhi? Oder der Hunger nach Menschenrechten?« Mario war

vor Aufregung ganz durcheinander, aber er wußte, was er sollte:

Sartre und Gandhi, Freiheit und Menschenrechte. Diese vier

Worte waren so verteufelt, dass Mario sie eigentlich gar nicht

kennen, geschweige denn im Munde führen durfte.

3.3.3 집단적 기억과 편견

(126) [...] wenn Touristenbus über die Grenze in den Osten

gerollt kam. Dann rannten Mario und Micha auf den Bus zu,

streckten die Hände bettelnd vor, rissen die Augen auf und

riefen: »Hunger! Hunger!«

Die Touristen waren schockiert über die Zustände, die hinter dem

Eisernen Vorhang herrschten, und schossen Fotos, und wenn der

Bus verschwunden war, lachten sich Mario und Micha halb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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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stellten sich vor, wie in Pittsburgh, Osaka oder Barcelona

ihre Bilder rumgezeigt werden.

(127) Was Mario und Micha in der Illustrierten sahen, die ihnen

der Parteimensch entgegenhielt, war ein Foto, wie sie mit

weitaufgerissenen Augen und bettelnd vorgerecktem Händen den

Betrachter anschauen. Mario und Micha waren wunderbar

getroffen, und das an sich schon ausdrucksstarke Foto war

garniert mit einer Bildunterschrift: Die Not im Osten - Wie

lange hält das Volk noch still?

(130) Genauso wenig gewöhnte er sich an die tägliche

Demütigung, die darin bestand, mit Hohnlachen vom

Aussichtsturm auf der Westseite begrüßt zu werden, wenn er aus

seinem Haus trat - ganze Schulklassen johlten, pfiffen und riefen

»Guckt mal, 'n echter Zoni!« oder »Zoni, mach mal winke, winke,

wir wolln dich knipsen!«.

(135) Er streckte sich Schokoriegel in die Socken oder stopfte

eine Tüte Gummibärchen in die Unterhose. Erwischt wurde er

nie. Aber an der Grenze bekam er jedesmal Schweißausbrüche.

»Heinz, das ist alles legal!« hatte ihm Micha schon hundertmal

erklärt. »Gummibärchen darfst du!« [...]

Er wußte, was Schmugglern droht. »Fünfundzwanzig Jahre

Siberien! Fünfundzwanzig Jahre Siberien für ein halbes Pfund

Ka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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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 schüttelte den Kopf. »Die Geschichte kenn ich auch, aber

da war's ein halbes Jahr Sieberien für fünfundzwanzig Pfund

Kaffee.«

(136) »Der will in Moskau studieren?« fragt Heinz erbost. »Aber

der gehört nach Harvard an die Oxforder Sorbonne! Nach

Rußland geht man doch nur mit 'ner MPi unterm Arm oder 'ner

Kugel am Bein.«

(139) Es klingelte, und Herr Kuppisch öffnete. Vor der Tür stand

der Stasi-Nachbar und sprach Familie Kuppisch sein Beileid aus.

Er trug sogar einen schwarzen Anzug. »Ich habe mich in Bezug

auf meine berufliche Tätigkeit immer diskret verhalten«, sagte er

etwas umständlich. »Aber wenn wir so lang Nachbar sind ...« Er

winkte zwei Männern im Treppenhaus zu, die daraufhin einen

Sarg in die enge Wohnung bugsierten. So erfuhr Familie

Kuppisch, daß ihr Nachbar Leichenbestatter ist. [...] Herr

Kuppisch kippte den Schnaps, und als es ihm wieder besserging,

sagte er arglos seinem Nachbarn, was ihm gerade durch den

Kopf ging: »Lieber ein Leichenbestatter-Nachbar aks ein

Stasi-Nachbar. da wissen wir doch wenigstens, woran wir sind.«

Der Nachbar verstand überhaupt nicht, was Herrn Kuppisch

bewog, diesen Vergleich zu ziehen, aber troyzdem nickte er

verständnisvoll. Und dann machte er sich an die 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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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기억과 망각

(148) Die Musik damals war gut, viel besser als heute. Das

sagen alle, die schon damals einen Kassettenrecorder hatten.

(149) [...] schrieb Micha später. Es wäre ewig so

weitergegangen. Es war von vorn bis hinten zum Kotzen, aber

wir haben uns prächtig amüsiert. [...] Wir stürmten in die

Zukunft, aber wir waren so was von gestern. Mein Gott, waren

wir komisch, und wir haben es nicht einmal gemerkt.

4.1 통합의 탐색을 위한 기억하기의 역할

(160) So kannte ich sie, so brav und häschenhaft und auf

Verlierer programmiert, und irgendwie hatte ich Mitglied mit

ihnenm denn ich war einer von ihnen. [...] ein Volk, das ratlos

vor ein paar Grenzsoldaten stehenbleibt, [...] es waren zehn, zwölf

Grenzsoldaten, die bleich und schlotternd ihre Pflicht taten, indem

sie sich gegen das Tor stemmten und ansonsten die Schreihälse

und Aufwiegler der vordersten Reihe unter beleidigten »Kein

Gewalt!« -Rufen des wartenden Publikums herausgriffen und

abführten. Ein seltsames Ritual. Was fehlte, war der Ausbruch

des gerecgten Volkszorns. (Helden wie wir,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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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Kein Grenzer hätte auf die Idee kommen können, daß die

beiden nur versuchten, einen Liebesbrief mit Hilfe eines

Staubsaugers und eines überlangen Schlauches aus dem

Todesstreifen zu holen. [...]

Als der Schuß fiel, wußte jeder in der Sonnenallee, daß diesmal

nicht mit Leuchtmunition geschossen wurde, und als Wuschel

reglos auf dem Pflaster lag, wußten alle, daß dieser Schuß ein

Treffer war. [...] aber plötzlich rappelte sich Wuschel auf. Er

knöpfte seine Jacke auf und holte, noch ganz benommen, die

Exile on Main Street hervor. Die Platte war zerschossen, aber

sie hatte ihm das Leben gerettet. [...]

»Die war neu! Und verschweißt! und jetzt sind sie beide kaputt!

Es war doch ein doppelalbum!« Wuschel war in Tränen

aufgelöst. [...]

»Eine hätte nicht gereicht, Wuschel«, sagte Herr Kuppisch.

(164) Sie schaute Micha nur an, und Micha schaute sie an.

Niemand der beiden mußte etwas sagen. Frau Kuppisch wollte

die Situation entschärfen. [...] Micha sagte etwas, das er von

Onkel Heinz gehört hatte, und er verließ danach das Zimmer und

die Schule. [...] Und sie war nach wenigen Minuten ganz froh

über die Entscheidung ihres Sohnes. Anständige Eltern schicken

ihre Kinder nicht auf eine Schule wie das rote Kloster, dachte

Frau Kuppisch. Auch Herr Kuppisch war bald bester Laune.

(166) Natürlich haben sich ihre Leute Sorgen gemacht. 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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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ßten ja nicht, was mit ihr los ist. Sie haben sich auch nicht

getraut, Micha etwas zu sagen, sie wußten ja, wie empfindlich er

ist und daß er immer alles gleich auf sich bezieht. Erst der ABV

hat Micha geraten, mal zu Miriam zu gehen. »Deiner Kleinen

geht's nicht gut.«

(168) - aber jetzt spürte er, daß jemand kommen und sie retten

muß. Und dieser Jemand wollte er sein. Er beute sich zu ihr

hinunter und sagte: »Weißt du, mir geht es oft so wie dir, und

dann schreube ich das immer in mein Tagebuch. Aber du bist

nicht allein, wirklich nicht. Du bist nicht allein.« Miriam zeite

keine Reaktion, auch nicht, als Micha ihr versprach: »Ich kann

sie dir ja morgen vorlesen, meine Tagebucher.« [...]

Die ganze Nacht saß Micha an seinen Tagebüchern und

überlegte, was es bedeutet, hier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zu leben, wo die Dinge laufen, wie sie laufen. Und er

schrieb, daß er sie schon immer liebte, weil er gespürt hat, daß

sie etwas Besonderes ist und daß etwas inihr lebt, das über sie

inausgeht, und daß sie ihm immer Hoffnung gegeben hat und er

ihr wünscht, alles, alles, alles möge ihr gelingen. [...] Um Miriam

aufzumöbeln, um sie zu retten, war ihm jedes Mittel recht. Jedes.

4.2 생산적 의미로서의 기억하기

(169) Onkel Heinz war der Bruder von Frau Kuppisch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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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nte auch in der Sonnenallee - allerdings am langen Ende. Er

wußte, was er als Westonkel seinen Verwandten schuldig ist.

»Guckt mal, was ich wieder geschmuggelt habe.«, sagte er immer

zur Begrüßung mit gesenkter Stimme und Verschwörermiene.

(171) und ein paar Augenblicke später kam er wieder aus dem

Auto und hielt ein fertig gewickeltes Neugeborenes, das er Mario

in den Arm legte. Nachdem der Russe beide Hände frei hatte,

berührte er die Motorhaube des Trabis. Der Wagen sprang sofort

wieder an.

[...]

Mario und Elisabeth standen mit ihrem Baby auf der Straß und

sahen den Staatskarossen hinterher, und je weiter sich der

Konvoi entfernte, desto deutlicher wurde den beiden, dass ihnen

soeben etwas widerfahren ist, das ihnen niemand je glauben wird.

Und auch ihr Kind wird größer werden und wachsen und fragen

lernen und zuhören ...

(173) [...] fühlte sich Micha als Teil eines Potentials. Wenn seine

Freunde meinten »Wir sind eine Clique«, sagte Micha »Wir sind

ein Potential«. Was er damit meinte, wußte er selbst nicht genau,

aber er fühlte, dass es was zu bedeuten hatte, [...] wenn sie

endlich erwachsen sind, alles, alles anders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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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Suche nach der wahren Integration

durch Erinnerung in

Thomas Brussigs Roman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Die Herausforderung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ar,

eine vollkommene Integration, nicht nur äußerlich, sondern auch

in den Köpfen der Menschen zu erreichen. Das größte Problem

diesbezüglich war, dass die deutsche Gesellschaft nur auf die

politische und ökonomische Einheit Wert legte, und dadurch die

innere Einheit verfehlt wurde.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wurde hauptsächlich von Westen aus geführt und war nur auf

die negativen Seiten der DDR fokusiert. Der dadurch entstandene

Schmerz der Ostdeutschen blieb als Mauer in den Köpfen der

Menschen und störte die wahre Integration Deutschlands.

Im Anbetracht dieser Tatsache ist die Entstehung eines

Wenderomans nachvollziehbar, der einerseits den Schmerz der

Ostdeutschen heilen, andererseits das Vorurteil der Westdeutschen

gegenüber der DDR beseitigen und die Integration Deutschlands

vervollkommnen soll.

Thomas Brussigs Roman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ist

solch ein Wenderoman. Der Autor schlägt vor, darüber zu

sprechen, dass es auch gute Seiten der DDR gab. Er behauptet

im Roman, dass die Erinnerung an die positiven Seiten der 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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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Knoten zwischen Ost und West lösen und zur Integration

beitragen kann.

Im Roman bedeutet Erinnerung nicht die Vergangenheit genau

wiederzugeben, sondern beschreibt statt dessen einen vom

Erinnerer subjektiven Eindruck, bei dem Geschehnisse beliebig

vergessen oder hervorgehoben werden können. In diesem Punkt

differenziert der Autor Erinnerung von Gedächtnis und

Geschichte, die die Vergangenheit als Tatsache begreifen. Durch

diese dynamische Eigenschaft der Erinnerung eröffnet der Autor

den Ostdeutschen die Möglichkeit, ihre Vergangenheit glücklich

zu rekonstruieren.

Der Roman behandelt das profane Leben der ostdeutschen Bürger

und steht damit im Gegensatz zu früheren Autoren, welche die

DDR in Bezug auf die Politik beschrieben. Der Autor legt großen

Wert darauf, die Vergangenheit der DDR nicht zu stark zu

kritisieren und stellt sie deswegen viel schöner und glücklicher

dar. Er behauptet, die Ostdeutschen würden durch eine positive

Erinnerung erkennen, dass sie glücklich waren und auch in der

vereinigten deutschen Gesellschaft glücklich leben können. Daher

ist der Kernpunkt der Erinnerung der Ostdeutschen nicht

Ostalgie, die aus politischer und ökonomischer Unzufriedenheit

stammt, sondern Nostalgie, die für Menschen ein allgemein

wertvolles Gefühl ist.

Der Autor zeigt sowohl das charakteristisch kollektive Gadächtnis

der Ostdeutschen, als auch die Unterschiede dessen, abhängig von

Wohnort und Generation der Menschen. Dadurch korrigier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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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 das Vorurteil, die Bürger der DDR hätten nur eine einzige

bestimmte Identität. Er betont, dass die DDR wie alle

Gesellschaften vielschichtig und vielseitig war und unterstreicht

die Bedeutung die verschiedenen Identitäten der Gesellschaft zu

erkennen.

Der Roman versucht über den Täter-Opfer-Topos Versöhnung

herbeizuführen. In der Entstehungszeit des Romans, zehn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sei es dem Autor nach das

Wichtigste, sich mit der verflossenen, schlechten Vergangenheit

in der DDR zu versöhnen und sich nur an die guten Dinge zu

erinnern. Durch diesen Vorgang, in dem die Ostdeutschen ihre

glückliche Vergangenheit wiedererlangen, kann eine fruchtbare

Grundlage für die Integration gelegt werden.

Stichwörter: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Thomas Brussig, Erinnerung,

Integration, Wenderoman

Studentennummer: 2010-2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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