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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이광숙* 

한국은 19세기 말에 개혁 정치를 통해 서구에 알려졌으며 그 이전까지 고요 

한 아칩의 나라이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었고 이후 동족상 

잔인 내전을 겪어서 남북으로 분단된 사실은 서양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정보 

이다. 근래에는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반도체 산 

업이 발달되었다는 것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실이 보도되곤 

한다. 이러한 것에 비해서 한국 문학은 서구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 문학은 도서전 이전까지는 세계 문학의 “미지의 땅 

terra incognita" (ND2) , K, AA)이라고 전하였다. 이 사실은 괴테， 쉴랴， 만， 뷔 

히너， 권터그라스， 크리스타 볼프， 마틴 발저 등 독일 서적 600 여권이 2004년 

당시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상황을 고려해보면 커다란 불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FT， AA).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불 때 2005년은 한국 문학에 중요한 

1) 이 논문은 2006년 사범대학 발전기긍 연구바의 지원애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 

2) 열차문헌 fNeues Deutschland~ 륜 의미하며 논문에서 이후 다른 일차문헌도 지변펀계상 약자만 
을 사용하였다 년도 등 자서l한 것은 친고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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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이었다. 한국이 2005년 10월 19일에서 2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 도서 전시회에서 주빈국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특히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위해서 주빈국 조직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도서전을 이용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뿐 아니라 한국 문 

학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문학과 작가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게 하고 한국 문학이 “해외에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 

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결과 보고서 2006. 164).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뿐 아니라 한국 문학도 독일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이로써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도서전을 전후로 해서 한국 문학이 독일， 오스트리아와 스위 

스를 포함한 독일어권 미디어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가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 

다. 조사에는 2005년 10월 8일에서 11월 25일까지 수집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전문지，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을 참고하였다. 논문에서는 우선 조사 자료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한국의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이 소개되었나를 통계적으로 

알아본다. 이들 기고문이 한국 문학작품을 어떻게 평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한 

국 문학 전체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를 통해 

서 한국 문학이 독일 미디어나 세계의 관심을 얻고 세계 문학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미 

디어에 게재된 글의 조사는 문학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고자 함을 아울러 밝혀 둔다. 

2.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과 한국 문학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기원이 15세기로 올라가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 

명과 연관이 갚다.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인해 독일의 출판， 인쇄 기술이 급속 

히 발달하게 되었고 프랑크푸르트는 16, 17세기에 유럽에서 도서 거래업의 중 

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30년 전쟁과 종교개혁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18세기에는 도서 거래의 중심지가 라이프치히로 념어가게 되었다. 이차 

대전 후 프랑크푸르트는 다시금 도서 거래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 1949 



독일어권 미디어에 소개된 한국 문학의 실태 155 

년 9월， 제1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개최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도서전 

은 국제 행사로 정착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각국의 도서뿐 아니라 수많은 문화 

행사가 열려서 국제적인 홍보의 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주빈국 선정 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으며 주빈국으로 선정된 나라는 자국의 도서， 문화를 적극적으 

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매년 행사가 열리고 해마다 전 세계의 30만여 권의 

책이 전시되고 8만 권 이상의 신간이 소개된다. 이 전시회에는 서적뿐 아니라， 

잡지， 신문， CD-Rom, 달력， 포스터， 엽서， 오디오， DVD, on-line, 인쇄술， 사진， 

그림， 조각， 지도， 비디오， 소프트혜어， e-book 등이 전시된다. 이들 중 서적이 

가장 많이 전시되며 2005년도에는 서적이 43%, 신문， 잡지 등이 8.7%, 

CD-Rom이 8.5%, 달력， 포스터， 엽서 등이 6.1%가 전시되었다. 2005년도 프랑 

크푸르트 도서 전시회에서는 10동(168，700평방미터)이나 되는 건물에 세계 각 

국의 도서가 전시되었다. 2005년도 도서전에는 101개국의 국가에서 72337~ 출 

판사가 참여했으며 해외 출판사로 가장 많이 참여한 나라로는 영국이 대략 

8007~ 출판사， 미국이 약 700개 출판사이었다. 서적으로는 38만 제목이 전시되 

었으며 이들 중 10만 권이 신간 서적이었다. 이번 전시회의 방문객은 28만 명 

에 달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대략 1000여 작가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공 

식적으로 40여 작가가 참여하였다. 

2005년도 제 57차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국은 주빈국으로서 도서를 중심 

으로 인쇄술， 음악， 연극， 춤， 문학， 영화， 만화， 학술 토론， 한국의 정원 등을 적 

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였다. 

서적상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Buchhaendler(BH, 76)에 기고된 글은 한국의 출 

판문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한국은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출판사가 약 

22，000개이며 이들은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대략 연간 5만 권의 신간이 

나오고 36007~ 의 서적 판매소 매출이 22억 유로에 달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서적 시장이다. 책은 대략 평균 한번에 3000부를 찍으며 페이퍼백이나 아동 

저서는 권당 가격이 대략 6유로 정도이고 장정본은 9유로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활약한 것에 관한 결과 보고서 

가 나와 있다. 결과 보고서 (2006， 130-165) 중에서 한국 문학에 관한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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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논하기로 한다.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에서 10월까지 한국 문학 순회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3월에는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예나， 바이마르 등 독일 동부 지역， 4월에는 

콸른， 뒤셀도르프， 본， 도르트문트， 보훔 등 독일 서부 지역， 5월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뤼네부르크， 아가텐부르크 등 독일 북부 지역， 6월에는 뭔헨， 슈투트가 

르트， 하이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울름 등 독일 남부 지역과 오스트리아 빈， 

9월에는 베를린， 뭔헨， 뒤셀도르프， 바젤에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외 헤센 

주와 독일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순회 프로그램에는 30여개 독일 도시에서 

110회의 작가 낭독회가 열렸고 11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결과 보고서 

2006, 134• 135). 

이 순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직 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하였다. 선정에는 

소설과 시 장르별로 나뉘었고 각 장르에서는 ‘한국의 책 100’을 저술한 작가， 

대표 작가와 젊은 작가로 구분하여 총 62인이 선정되었다(결과 보고서 2006, 

137). 소설가는 총 48명으로 ‘한국의 책 100’을 저술한 작가로 강석경， 김승옥， 

김훈， 서영은， 서정인， 양귀자， 윤후명， 윤흥길， 이순원， 이승우， 이제하， 임철우， 

현기영， 홍성원(14명)， 대표 작가로 김원일， 김주영， 박경리， 박상률， 박완서， 복 

거일， 오정희， 이문영， 이인성， 이청준， 이호철， 정찬， 조세희， 최윤， 최인훈， 황석 

영 (17명)， 젊은 작가로 김연수， 김영하， 공지영， 방현식， 배수아， 성석제， 신경숙， 

오수연，윤대녕，은희경， 이혜경， 장정일， 전경린，조경란，천운영， 하성란，한강 

(17명)이었다‘ 시인은 총 14명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책 100’ 저자로 김지하， 신 

경림， 오규원， 이성복， 최승호(5명)， 대표 시인으로 고은， 김광규， 김혜순， 이시 

영， 정현종， 황동규， 황지우(7명) , 젊은 시인으로는 유하와 허수경 2명이었다. 

이 62명 중에서 작품 낭독회에는 49명이 참석하였다. 

3. 미디어에 게재된 한국 문학의 소개와 분석 

3.l 한국 문학의 소개 

조사에 의하면 한국 문학에 관해서 41종의 신문， 장지， 인터넷 사이트， 라디 

오방송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보도되었다.3) 보도된 작가는 총 47명으 

로 그중 소설가는 31명이고 시인은 16명이다.4) 소설가 중에서는 황석영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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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시인으로는 고은이 18종에 언급되어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작가이 

다. 그 다음으로 자주 거론된 소설가로는 조경란(14)5) ， 이문열(11) ， 오정희 (11) ， 

조정래 (10) ， 공지영 (10) ， 김영하(10) ， 박완서 (9) ， 한강(9) ， 은희경 (8) ， 이호철 (8) ， 

김원일 (7) ， 강석경 (6) ， 박경리 (5) ， 이혜경 (5) ， 이창동(3) ， 이청준(3) ， 김성동(2) ， 윤 

흥길(2) ， 임철우(2) ， 최인석 (2) ， 최인훈(2)이며 김동리， 김재원， 배수아， 서영은， 

서정인， 신경숙， 이승우， 최윤， 하성란 작가들은 한 가지 종류의 미디어에 소개 

되었다. 시인으로는 고은 다음으로 김수영 (5) ， 이상(5) ， 김현승(4) ， 김지하(3) ， 김 

혜순(3) ， 오상순(3) ， 한용운(3) ， 신경림 (2) ， 황지우(2)이며， 김광규， 박두진， 정현 

종， 정지용， 황동규 시인들은 한 종류의 미디어에 소개되었다. 전체적으로 소설 

이 48개 작품， 시가 127~ 작품 소개되었다.6) 

도서전에는 북한의 문학은 고려되지 않고 남한의 문학만이 참여를 하게 되었 

다(BH， AA). 남한에서는 남북한 공동 참여를 목표로 하여 양쪽 학자들의 모임 

을 도서전 개최 이전에 평양에서 가졌으나 무산되었다(FT). 북한의 문학은 여 

전히 외부와 차단되어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 문학의 소개 역시 38 

선을 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MA).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파주에 북시티를 건설하 

고 있는 중이다(2， 51)7). 이 도시에 출판사， 인쇄소， 제지 공장， 서적 도매상 등 

100여개의 회사와 20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당시 상 

황으로는 2006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3만여 명이 이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된 

다. 이 도시논 문화부 보조로 지어지고 콘크리트， 유리， 나무， 철로 된 현대식 

건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태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서적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도시는 책에 관한 작업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경쟁력을 높여주고 50억 유 

로에 해당하는 한국의 서적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북시티는 고속 성장 

하고 있는 한국의 상징이다. 

3) 통계자료는 논문 후반부의 도표릎 잠조하기 바란다. 

4) EM 93쪽에 나오는 1946년생 Chun Tschongmo 등 확인이 안 된 작가들도 있으며 이뜰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5) 괄호 안의 숫자는 게재된 마디어 종듀의 수뜰 뜻한다， 
G) 소섣과 시의 제뮤은 참고 문헌 안에 있는 도표플 참고하라 

7) 약자 뒤의 숫자는 페이지플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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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은 한국에서 예나 지금이나 높은 명성을 얻고 있으며 이는 시와 철학 

이 동양의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lVfM). 한국의 작가들 

은 유럽과는 달리 오늘날 사회적인 권위를 많이 누리며 이는 이전 시대의 유 

학자들의 정치적인 지위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있다(Za， 36). 고은， 이문열， 황석 

영， 조정래는 수년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문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나 실제로 세계 문학에서 한국 문학은 오늘날까지 미미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문학 대사전에는 900여 작가가 소개되지만 독일어권에서는 세콜로 

Secolo등 소규모의 출판사가 한국 문학을 담당하고 있다(KB， TSa). 빌레펠트 

의 펜드라곤Pendragon과 괴 팅 겐의 페 퍼 코른Peperkom이 지 난 10년 동안 한국 

문학작품을 독일어로 소개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페퍼코른은 한국의 

문학， 문화， 언어에 집중하였다(PM). 

독일 일간지 MA와 Za， 38에서는 한국 문학을 고은의 말을 인용하여 “상처의 

문학 Literatur der Wunden" 이라고 소개하였다. 한국이 20세기 초 일제강점 

기， 내전과 분단， 군사독재， 개인숭배，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겪으면서 시나 산문 

에 많은 소재를 제시하였다. 한국인은 이러한 시대의 체험을 통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고 문학이 한국인을 이러한 고난과 억압에서 벗어냐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의 문학을 보게 되면 이차 대전과 한국통란의 결과로 남한과 북 

한의 정치적 갈등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H72). 독일도 이차 대전 후 

의 분단과 냉전을 겪었으나 동족과의 전쟁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분단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는 할 수 없다(BM). 7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동 

서독의 긴장 완화 정책이 이루어졌고 1989년 장벽이 무너진 후에 통일이 이루 

어졌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 문화， 사회면에서의 차이는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많이 난다(SS ， 26). 

한국 현대문학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의 소산불이기도 하다(MM， Za, 38, SS, 26-32). 문학의 테마는 

아직도 정치와 역사적인 사설을 많이 다루고 또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 

과 상황을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사실주의적인 서술 형태가 주플 이룬다. 

서구 독자는 사실적인 문체에 익숙해져야 하떠 때로는 세부적인 상황이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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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작가들은 창작을 통해서 현세의 고통과 짐을 버리고자 하고 권력에 

저항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자 하였다. 현대 작품들은 전통이 아직도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으며 위성도시에서의 소외 현상을 보여주고 70년대의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어두운 면과 격차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문학의 소외， 의 

사소통의 부재， 물질 만능주의， 자연환경 파괴 등의 테마는 서구인에게도 친숙 

하다(TA). 

독일어권 미디어에서 한국의 여성 작가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90년대에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 사회에 변화가 일었고 문학의 흐름은 사적으 

로 되었다. 여성 작가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려 가부장적인 제도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테마로 삼는다. 가족， 유교， 

도시화， 세대 간 갈등， 탈향， 소비가 문학의 테마가 되었고 여성 작가들은 남성 

위주의 유교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완서는 40세에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그녀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여성 해방의 문제를 의 

식하게끔 자극을 주었다. 오정희는 성， 폭력， 사회의 부정에서 문학 소재를 끌 

어냈고， 그 결과로 많은 젊은 여성 작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녀의 

문학은 자아가 타인에게 열리는 창문이라 하였다(SGT， AZ). 여성 작가들은 발 

전과 더붙어 잊혀져 가는 도덕적인 양심과 가치관을 되살리고자 한다. 

젊은 여성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여성 해방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서 감정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Za， 37). 이러한 

것에 대한 동경， 갈망이 한국 여성에게는 아직도 자명한 것은 아닌 것 같으며 

몇몇 여성 작가틀은 오늘날에도 가명으로 쓴다(Za， 37). 

계간지로 나오는 여성 잡지 엠마 (EM, 92-95)에서는 잡지의 특성상 한국 여 

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여성 작가들은 20년 전부터 한국 문학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창작 활동을 하여 왔지 

만 보수적인 한국의 문단에서 남성 작가들의 뒷전에 밀리게 되었다. 여성 작가 

들이 한국 여성의 전통적인 지위를 폭로하려면 많은 장애를 겪게 되었으며 이 

들 작품은 초기에 여류 문학이라고 멸시를 받았다. dtv와 Suhrkamp의 작품에 

서는 여성 작가들이 점점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준다(OeN). 

현대 여성 문학은 중류 사회가 사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수동 

적인 반항 사이를 오가는 섬리묘사흘 보여준다(FAZ b). Za, 37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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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작가 선집 Ein ganz einfach gepunktetes Kleidj 을 소개 한다. 이 들 작품 

에서 여성들은 외롭고 불행하며 그리움이 많다. 

3. 2. 한국 문학의 분석 

3.2.1. 소설 

독일 미디어에서 한국 문학의 소개는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소개하는 

방식은 대부분 한국의 일반적인 역사나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작가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작품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데 소설 분야에서는 dtv의 ~Koreanische Erzaehlungenj (2005)과 Suhrkamp 

의 ~Die Sympathie der Goldfischej (2005)와 시 분야에 서 는 dtv의 ~Wind 

und Grasj (2005)를 많이 참고하였다. 

소설 분야의 두 책은 남한의 주요 작가들을 소개하며 이들 작품을 통해서 한 

국의 정치， 사회，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대부분 작품이 전통 가족의 일상생활을 

다루어도 정치적인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된다. 이 작품들은 분단의 상처로 고향 

의 옛 모습을 앓어가는 불안감， 전통과 현대 생활의 괴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 

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익명성을 보여주고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 대가족의 와해， 현대화의 시작， 정서적으로 황폐해지 

는 것에 대한 불안을 보여준다. 두 저서에서 전통과 인습이 현대적인 생활과 

맞부딪치게 되고 사랑은 타락해 가고 현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SN). 

BH(2005, 76-80)에서는 dtv의 ~Koreanische Erzaehlungenj 8), Suhrkamp의 

~Die Sympathie der Goldfische9) dI 의 작품들과 황석 영 의 『오 래 된 정 원J , 

「한씨연대기 J ,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j , 조정래의 「유형의 

땅J , 오정희의 『바람의 넋d1， ~유년의 뜰d1， ~새dI , 은희경의 『새의 선 

물』 김성동의 『만다라j , 이청준의 『소문의 벽 j , 윤흥길의 「아흡 결레의 

8) 이 선집에는 이호철의 『판문점」 김원일의 「미밍 J .서정인의 「귀향J • 황석영의 「이웃사 

람J • 김영하의 「크리스마스캐럴J • 강석경의 「울속의 방J •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 J • 공 

지영의 「컷가에 남은 읍성」 이 소개되었다 

9) 이 선집에는 이문열의 『새하곡~ , 최인석의 「숨은 김J • 빅완서의 『염마의 말뚝j • 이창동 

의 「녹천에는 똥이 많다」 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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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남은 사내J , 이혜경의 「길 위의 집 J , 조경란의 『식빵 굽는 시간.JI , 

김동리의 『을화』 를 소개한다. 

이들 작품틀은 언어나 테마 면에서 서구 독자에게 새롭고 낯설기도 하다. 번 

역 언어가 매력적이고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도 엿불 수 있으며 서구 독 

자에게 한국인의 섬성， 기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 작품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터놓고 말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작품 속의 사람들은 서로 이해 

하고， 이는 일상에서 많은 감수성을 전제로 한다(RZ). 

한국 작가 들에게 특징적인 것은 70-80년도에 민주화 운동 등 정치 참여를 

한 작가가 많다(NK， MM). 황석영은 방문이 금지된 공산국가인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1993년 감옥에 가게 되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 

고은은 사형 구형 받고 후에 사면이 되었다. 

작가를 중심으로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살펴보자. 

황석영은 문학을 설립한 세대에 속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작 

가이다‘ 그가 주로 다루는 테마 중에 하나는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인간의 

박탈감이다(DE). 황석영은 한글세대로 사실주의에 속하고 그의 작품이 독일에 

소개됨으로써 한국의 권터 그라스가 되었다(AA). 

황석영의 「이웃사람」 에서는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실엽자가 되어 

굴욕적인 삶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감과 100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서울에서의 극심한 빈곤 

은 독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PNP). 주인공이 살인을 하게 되는 과 

정이 세밀하게 해부하듯이 표현되었으며 이라한 행위 과정이 서구 독자에게 

낯설게 느껴진다(SN). 이 작품은 뷔히너의 『보이체크』 를 연상하게 한다 

(NÐ.K). 

『오래된 정원4 은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등장함에도 개인적인 분위기를 보 

여준다‘ 구조와 형태 면에서 기교가 많고，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에서 벗어 

나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이상주의적인 정치 소설이다(AZ). 주인공은 

꿈을 갖고 있고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한씨연대기」 는 외국 소설에서처럼 정치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며， 한국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의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20세가 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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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다. 황석영은 이 소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역사의 진실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소설이라기보다는 연대기로 이해하고자 한다(K). 

이호철의 『판문점』 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대립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분열과 이로 인한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보여준다(ND). 판문점 

은 남한과 북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곳에서 이산가족이 만난다(SN). 

『슈피겔j (SS, 29)에서는 조정래를 한국 문학 설립자 세대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소개한다. 1982년에 나온 소설 『불놀이』 는 큰 반응을 일으켰다. 황 

복만이라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어느 날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서 그와 그의 가 

족이 예전의 과오와 부딪치게 되고， 죄책감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ThA). 작가는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나 이 소설은 일종의 정치 스 

릴라 형태로 당시 군사정권을 빙자한 것이다(SGT). 조정래의 「유형의 땅」 은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박탈감에 관한 내용이다. 

김원일의 「미망」 에서도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와 다하지 못한 가족애 

를 다룬다(MA). 작품에서 병든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며느리와 손자에게서 유 

교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윤리관이 아직도 존재하나 고부간의 갈등에서 이러 

한 가치관이 흔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S).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 에서는 어느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부인이 대 

도시에서 기운을 잃고 내적으로 말라 죽어가 불교적 의미에서 열매로 환생한 

다(FAZ b). 이 변신을 통해 부인은 익명성과 소외감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탈 

출을 시도한다. 독일인들에게 이러한 소외감은 낯선 것이 아니며 부인의 변신 

은 카프차를 연상시킨다(SZ). 그러나 변신의 테마는 한국인에게 전통적인 테마 

이 기 도 하다(STZ). 

조상에 대한 존경과 숭배도 한국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마이다. 박 

완서의 『엄마의 말뚝.B (MA)에서 주인공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화장하고 그 

재를 북한 가까이에 묻을 수 없어 바다에 뿌린다. 작품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어머니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선랄하게 냉소적으로 그 

린다. 이 작품도 분단의 고통을 보여주고 여주인공은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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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된 감정을 명료하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다(FT). 

박경리의 『토지』 는 조선의 쇄국정책이 끝나는 무렵인 1897년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이 끝나는 1945년까지 농촌의 실상과 급속하게 현대화하는 한국 사회 

를 그린다. 그녀 자신은 한국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KB). 그녀는 어떤 

비난에 굴하지 않고 계속 작품을 써 왔으며 한국 문학의 중요한 원로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 『김약국의 딸들』 , 『시장과 전장』 외에 『토지』 는 엄 

청난 호응을 받게 되었다. 작가는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미 그 녀의 기 

념관이 세워졌다(EM 96). 

김성동의 『만다라』 는 무당에 비쳐진 한국의 무속 문화를 보여주며 한국 전 

통 사회의 종교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실상에 관한 비판이 포 

함되어 있으며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의 무아지경에 대해 알려준다(BH， 78). 

이청준의 『소문의 벽』 에서 군사독재 시절 작가이며 신문기자인 박전일이 

위기를 당하며 고문에 의해서 광선공포증을 앓게 된다. 작가는 탐정， 심리 소 

설에 관한 요소들을 빛의 상정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KB). 그의 다른 소설은 

판소리 가족의 삶을 보여주며 두 소설에서 한 민족의 “고통， 미움과 체념의 감 

정 인 한" (BH, 78)을 그러 고 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은 권력욕에 관한 소설이며 한번 굴욕 

을 맛보게 되면 권력의 유혹올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억압뿐 아 

니라 군중들을 유혹할 수 있는 힘에도 초점을 맞추었다(SGT). 이문열은 좌파 

투쟁가인 황석영과 정반대로 보수적인 작가이며 (z) ， 정치 사건과는 거리를 유 

지하는 편이고 자신의 아카데미를 세워 문하생을 수련시킨다(AZ). 이 작품은 

인간이 자신의 평화를 위해 강자에게 복종하고 이 강자의 힘이 거짓과 타락과 

폭력에 의거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1987년 군사독재 말기에 쓰여졌고 

권력 구조에 대한 비유로 읽을 수 있다(AZ). 이 작품은 민주화 개혁이 얼어나 

도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문열의 『새하곡』 은 일상생활의 억압이 사회의 분열을 강요하고 있다 

(M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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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은 현대문학의 다재다능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 「녹천에는 

똥이 많다」 는 한국식 카인과 아벨 드라마와 같다(Za， 39). 이 작품에서 가족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간다. 

작가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실패자를 변호하며 독자에게 탈출구 없는 

상황을 재현해주고 이 상황을 위트로 해쳐나간다(ND). 

김동리는 『을화』 에서 무당과 아들 사이의 갈등， 또한 전통적인 삶과 현대 

의 삶의 부조화， 세대와 남녀 간의 모순，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정치적 갈등，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을 보여준다 (BH, 80). 

윤흥길은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겸었고 60년대 이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아흡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에서 주인공이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사건에 말려들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작가 

는 역사적인 사실도 삶의 부조리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GT). 

김영하는 잘 알려진 젊은 작가로 미국의 

rSterbehelfer j] 10)는 서울이 산업화， 현대화되어 

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탐정소설 같은 경향을 갖고 있다(SZ). 

영 향을 많이 받았다(TSb). 

가는 이면에 이 속도를 따라 

그의 「크리스마스캐럴」 은 

이혜경의 「길 위의 집」 에서는 폭군 가장 밑에서 부인과 아들들이 억압당하 

는 모습과 가족의 몰락상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정신적인 상처와 여성의 자아 

를 찾고자 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AZ). 

강석경의 

함으로 삶의 

「물속의 방」 은 도시의 삭막함을 전해주며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은 서구의 생활에서도 

주인공이 일상의 지루 

볼 수 았다(DRK). 

1963년에 태어난 공지영은 독일에 체류한 후 「렛가에 남은 음성」 을 썼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 한국 학생은 1980년 한국어l 서 일어났던 광주 사태를 완 

전히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자잭감을 갖는다. 이 소설은 한국의 386세대를 독 

10) 이 작품은 원어인 한국어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확인이 안 된 작퓨늪은 뜩열어로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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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68세대와 비교하여 한국과 독일의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회상하고자 한다 

(BM). 작가는 한국 내의 문제를 통해 사사로운 갈등과 억압 체재에서 벗어나 

고자 함을 표현한다. 

오정희의 『새』 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불교와 유교의 교리가 현대화 과 

정에서 와해되고 개인의 자유는 가족의 뒷전에 빌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12살 

먹은 우미와 남동생 우일은 마치 독일 동화 「헨젤과 그레텔」 에서처럼 (S) 대 

도시에서 잊혀진 소외된 삶을 산다. 그러나 이들의 비참한 최후에서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가는 사실적인 묘사보다 정 

서적인 분위기가 눈에 띈다(BH). 작가는 부모의 폭력과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가족의 심리를 그리고 있다. 

조경란은 1996년 『식빵 굽는 시간』 으로 문단에 등단한 여성 작가이다. 이 

작품은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을 그리며 여성의 자아 발견 과정을 보여주고 

일본 여성 작가 바나나 요시모토의 사춘기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TSa). 

「불란서 안경원」 에서는 고독이 갚게 그려져 있고 이라한 상황은 동경， 뉴욕， 

빈에서도 가능하다(PE). 작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립된 인간을 그리며 이들 

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암시한다(2a， 51). 

「코끼리를 찾아서」 에서는 신흥 부자들의 퇴폐적인 삶， 부부간의 위선을 보 

여준다. 전통을 경시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만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의 

미를 전해준다.(S) 

이승우는 『미궁에 대한 추측』 에서 한국 사회가 현대화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독자가 어깨에 날개를 달고 미궁에서 도망칠 수 있 

기플 바란다. 작가는 현대사회가 감각적인 것을 찾아가는 기괴함을 보여준다 

(S). 

은희경의 『새의 선물』 에서는 12세 소녀의 입장에서 사랑， 질투， 배신에 대 

한 것을 표현하였다. 시골의 일상생활과 가부장적인 삶을 통하여 경직된 대중 

의 삶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성이 개방되는 요지경 같은 삶을 보여준 

다. 어린 며자 아이의 눈에 인간은 연구 대상이 되고 날카로운 눈으로 이웃 사 

란블 가차없이 비곡만한다(S). 작가논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 문제， 불공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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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남녀의 위계질서의 소재를 다룬 여성 작가에 속한다(AA). 이 소재들은 현 

대문학의 주요한 테마가 되었으며 작가는 이 테마를 풍자적으로 그린 것이 특 

이하다(ND). 

3.2.2 시 

한국은 예로부터 “시인의 나라Land der Dichter"(BH. 72)이다. 시는 한국 문 

학에서 중요한 장르이며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처럼 시를 많이 읽고 

시집을 많이 발간하는 나라도 없으며 시인이 2000명이나 된다(MM， TSa, KB). 
이는 수백 년 전 과거제도에서 고위직으로 가려면 시를 시험관에게 제출했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TS). 시가 문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독 

일과 유럽의 문학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이다(FZ， AA). 한국의 시는 비유 

를 많이 사용하며 (SZ)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는 한국 

의 정치， 역사， 문화가 유럽과 다를 뿐 아니라 한국의 시가 우주와 자아에 관 

한 것을 자주 다루기 때문이다(STZ). 

BH， 74는 한국 시선집 IFWind und GrasJ 을 소개하였다. 이 시집은 1879년 

에서 1966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시인 (33명)을 소개한다. 이 시선집은 일제시 

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J , 현대파 고전 시인 한용운의 「님 

의 침묵」 에서부터 실존 시인 오상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언어 

를 추구했던 이상의 시， 박두진의 순수 서정시， 여성 시인 김혜순의 시를 비롯 

하여 현대 시인의 작품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 후에 시가 많이 보급되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유로 

운 형태가 개발되었다(1\α1， Z). 60년대와 80년대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테 

마가 주를 이루었으며 90년대 이후 내적인 문체로 바뀌었다. 이들 작품에서 주 

가 되는 자연을 노래하는 “신비주의 "(FZ)는 서구에 낯설지 않다. 젊은 시인들 

은 내면의 세계와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자아 발견을 테마로 한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시의 서정성을 높이 평가하는데 바로 이라한 서정성을 

통해 독자들이 위로를 받고 자유를 느끼는 것 같다(MA). 또한 시가 시대를 대 

변하기에 인기를 얻게 되었다(KNa) 시는 중국의 전통에 대해 비판하고， 일본 

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고 국내에서는 군사독재에 반대하였다. 한국에는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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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시 분야에서는 여성 시인이 거의 없는 것이 눈에 띈다(AZ). 언급된 

시선에 소개된 여성 시인은 3명 (노천명， 김혜순， 나회덕)으로 이들 여성 시인 

의 페미니즘이나 여성적인 안목이 더 소개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Za， 36). 

이상이 1934년 기존의 시 형태에서 벗어난 숫자 도표들을 포함한 시를 발표 

하였을 때 많은 비판과 항의를 받게 되고 간행이 금지되었다. 그는 유럽의 전 

위예술가， 아방가르드의 방식을 시도하였고， 서구 현대문학의 언어 실험， 언어 

유희， 역설이 아시아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AZ). 이상의 시는 언 

어를 설험 대상으로 보고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 기능을 파괴시키며 독자 

로 하여금 역설을 의식하게 한다. 그의 시는 현대라는 개념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자신에게는 자아의 탐색이 가장 큰 테마이었다(Za， 36). 그의 시에는 공허와 

절망감이 주체이었고 그 자신은 존재의 극한 체험에 이끌렀으며 그는 한국의 

랭보로 비유되었다(KB). 

김수영은 한국동란 중 강제로 북한군으로 복역한 후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시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Z). 그의 시의 배경에 

는 한국의 분단 상황이 깔려 있고 시대의 정치， 사회의식을 다룬다. 그는 이승 

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시를 썼고 이제까지의 유교 전동에도 비판 

적이었다. 

페퍼코른 출판사는 감수영 (1921-1968)의 시집 li"Der Waechter der Wolke jJ 

외에 Ii"]enseits des Rausches jJ 을 출간하였다. 이 시집은 새 시대가 열린다는 

분위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황동규 황지우 같은 시인들의 모범이 되었다 

(AZ). 

김현승은 종교에 회의를 느껴 1975년， 생을 마감하기 전 몇 년 동안 혼자 칩 

거하였고 절대 고독감을 시로 표현하였다(AZ). 그는 종교를 시상으로 삼은 드 

문 시인 중의 하나이며 기독교인으로서 일본 신도교에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였다. 그의 시에서 중요한 테마는 고독이며 대표시로 IDer Mai 

KoreasJ 가 있다. 

고은은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서 시를 썼고 군사독재 시대에 절펄을 하였다. 

전태일 분선 사건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깨어나 다시 시를 쓰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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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하게 되었다(l\tα1). 70년대 이후로 그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 변화의 산 

증인으로서 시를 통해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울러 정치 비판도 하고 있 

다. 

『조국의 별』 에도 일본을 비판하는 시가 들어 있다. 고은은 sz과의 인터뷰 

에서 한국인의 가슴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잊을 수 없는 한이라 

는 감정과 또 하나는 쾌활한 기질이라고 말했다(BM). 고은의 『조국의 별』 에 

는 이러한 두 가지 감정이 병행하고 있다. 

김지하는 70년대 독재에 항거하여 혹독한 비판시를 썼다. 그는 사형 구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하였고， 1991년 분신자살한 학생을 옹호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 

다. 끈래의 그는 홀로 늙어가는 존재론적인 시를 많이 쓰고 인간 내변의 공허 

감을 노래하거나 자연에 관심을 많이 둔다. 그의 시 íBluetenneidJ 는 후기 

작품으로 90년대 초 생명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신경림의 시는 이데올로기에 매어 있지 않고 사회참여를 거부하지 않는다 

(ND). 그의 시는 농촌 생활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발전을 그리며 시의 언어 

는 간결하면서도 세밀하며 비유가 풍부하다. 

정지용의 시는 자연을 노래하며 특히 바다가 여러 시에 나온다. 그는 일본에 

서 유학할 때에 천주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초기에는 아동시와 같은 문제를 쓰 

고 청년 시절에는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다(AZ). 

영문학자인 황동규 시인은 『풍장』 에서 전통을 존중하고， 산업화하고 고속 

성장으로 상처를 입은 서울을 그린다(PM). 

4. 맺는말 

2005년 10월 8일에서 11월 25일까지 41종의 독일어권 미디어에 소개된 한국 

작가는 총 47명 (31 명의 소설가와 16병의 시 인)이며 소개된 작품은 60종(소설 

48종， 시 12종)이다ι 미디어는 소셜가 중에서 황석영(작품으로는 「한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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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J ， Ir오래된 정원jJ )을， 시인 중에서는 고은(작품으로는 『조국의 별jJ )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한국 문학의 소개는 일반적으로 일제시대에서 현재까지의 정치적이고 역사적 

인 배경과 현존하는 출판문화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문학을 소개할 때 

에 장르로는 소설과 시 시기적으로는 90년대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인이 겪어야 했던 전쟁， 가난， 이산가족의 

고통， 가부장적인 위계질서 등 전통적인 테마와 전쟁 후에 안정되지 못한 사회 

와 정치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겸었던 갈등과 고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테 

마를 다룬다. 반면 8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유교적인 위계질서가 파괴된다. 젊은 작가들은 이러 

한 한국 현대 사회의 도시화， 개인화 경향， 의사소통의 부재， 고독， 환경， 성의 

남용 등을 다룬다. 이러한 현대적인 테마는 독일어권 독자에게도 잘 알려진 소 

재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테마는 그들에 

게 때로는 낯설고 난해하다. 이것은 독일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겪었지 

만 독일은 이차 대전 이후로 내전을 겪지 않았고 90년대에는 통일이 되어 정 

치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데 dtv 

와 Suhrkamp에서 펴낸 한국 소설과 시선집이 자주 인용된다는 사실을 주시해 

야 하는데 이는 이들이 작품 오리엔테이션에 지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보수적인 한국 유교 사회에서 여성 작가의 활동은 90년도 이후에 활발해졌지 

만 그들은 여전히 소수 그룹에 속한다. 여성 작가들은 여성들이 흔히 다루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넘어서 자주 망각되고 억압되었던 섬리 과정을 표현한다. 

한국 문학은 한국이 민주화되어가는 데에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한국 사 

회에서 문학은 시대를 대변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중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문학이 한국 대중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은 전 

시대의 관료 임용 시험(과거제도)에서 시문을 평가하였던 사실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독일어권 미디어에서는 독일인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 

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석영을 권터 그라스에， 한강의 「내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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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는 카프카의 「변신」 에， 오정희의 『새』 는 「헨젤과 그레텔」 에 비유 

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조사된 독일어권의 미디어가 이 지역의 일반 대중들이 한 

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한국전쟁과 분단 동양의 유교 전통에 의한 위계 

질서， 남녀 차별， 고속 성장으로 인한 산업화)을 기반으로 시사성을 위주로 한 

국 문학을 소개하였다고 본다. 이는 미디어가 대중의 기호에 맞추려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어권 미디어의 한국 문학에 대한 고찰이 정확하다고 평할 수 있지만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작품을 논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것은 한국 문학의 이 

해가 번역된 작품에 의존하며 도서전에 출품된 번역 작품의 수가 다른 해에 

비해 아주 적은 것과도 연관이 된다. 또한 이제까지의 한국 문학작품의 소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개괄하 

고 또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논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 대중이 문학에 거는 기대 등이 논의되지 못하 

였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와 경험에 의하면 한국 문학은 나름대로 대중에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기능을 갖으며 이 기능은 특히 80년대의 참여문 

학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작품은 개인이나 사회가 체험 

하였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히는 과제를 갖고 있 

다.90년도까지 사회 정치 체제의 갈등， 위정자의 위션， 빈부의 격차 등 사회 

비리를 파헤치고 고발하여 사실을 직시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대 이후의 문학은 인간 내면의 세계， 남녀의 갈등， 평범 

한 개인이 표현할 수 없는 심리 등을 언어로 제시하여 개인의 감정을 대변하 

여 위로하고 동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국의 대중이 일반적으로 문 

학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인의 삶을 작품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여 본 

인의 삶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능이 최근에 와서는 인간 자신과 개인의 심리와 감정과 갈등을 주로 그리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의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려변 소개하는 방법이 전략적이어야 한다. 문 

학작품을 일제시대， 해방 시기， 산업화 이전과 이후 등 시대별로 나누어 각 시 

대에서 대표적인 소설 시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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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이들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앞서 

한국 문학의 역사를 앞의 시대별로 개관하는 외국어로 된 문학사가 필요하다. 

이 한국 문학사는 외국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개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005년 도서전에서는 한국 문학의 작품이 양적으로 너무 적게 번역되었다. 

작품이 번역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작업이 

더 긴 세월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또한 질적， 양적으로 다양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독일어권 미디어에 소개원 내용에서 본다면 한국과 한국 문학에 관한 지식이 

피상적인 상식에 그치고 선입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 

난의 문학이 지속되고 현대의 작품은 서구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아직도 가명 

을 쓸 정도로 여성 작가로서의 활동이 제약이 되어 있다는 점 등. 미디어에서 

한국 여성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 작가의 대표 

작품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앞서 외국어로 된 한국 여성 문학 

사도 출간되어야 할 것 이다. 

서구 독자들이 지닌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에 관한 홍보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 작업은 시 소설 장르에 국한시키지 

않고 에세이 등으로 번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에세이는 순수문학에 속하지 

는 않지만 한국에서 가장 잘 읽히는 분야에 속하여 한국인의 지적 수준과 생 

각을 찰 전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가 이외에 여러 다른 계층， 종교인， 

지식인， 일반 대중의 글의 번역도 고려하여 서구 독자에게 한국적인 것을 다양 

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일어권의 독자층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올 모색하여 서구인에게 한국， 한국 문학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은 독일어권 미디어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역사와 전통적인 면에서 

대중을 계몽하고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사회는 지금 어 

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았으며 인터넷， 핸드폰 등 현대 미디어가 세제 어느 나 

라보다도 넓고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문학도 이 시대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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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자신의 기능을 확대하고 심화하여 국제적인 대열에 서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작품들이 한국적인 테마 

와 표현 양식을 넘어서서 초지역 (국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보여주어 

야 한다. 한국 문학작품들이 상업성과 흥미위주의 국내 독자만을 겨냥하지 말 

고 국외 독자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다루고 표현 기볍도 개발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작가들은 외국 작품의 이해뿐 아니라 외국의 문물， 문 

화와 외국어 지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높혀서 범세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 문학에 합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물론 작가 개개인 

이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집합되어서 한국 

문학이 보다 넓은 세계적인 안목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문 

학과 문화를 교류시키고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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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권 마디어에 소개된 작가와 작품11) 

소설가 

강석 경 : 물속의 방 (Hinter Glas) 

공지 영 : 랫가에 남은 음성 (Die Stimme des Gewissens) 

김동리 : 을화 (uJhwa, die Schamanin) 

김 성 동 : 만다라 (MandaJa) 

김 영하 : 크리스마스 케롤 (K1ingende Weihnachtsgruesse) 

나는 나를 파괴 할 권 리 가 있다 (Ich habe das Recht. rnich seJbst zu zerstoeren) 

검 은 꽂 (Schwarze BJumen) 

SterbeheJfer 

김원일 : 바람과 강 (Wind und Wasser) 

미 망 (Unvergessen) 

박경 리 : 김 약국네 딸들 (Die Toechter des Apothekers Kim) 

시 장과 전 장 (Markt und Krieg) 

토지 (Land) 

박완서 : 그대 아직 도 꿈꾸는가 (Hast du noch Traeume?) 

꿈꾸는 인큐베이터 (Die traeumende Brutmaschine) 

엄 마의 말뚝 (Die Gezeichnete) 

Familienregister 

배 수아 : 검 은 태 양 (Ein RudeJ schwarzer Woelfe) 

신 경 숙 Das Mädchen W onhi 

11) 작품의 원어 (한국어)로 된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에 독일어 번역을 표기하였다. 원어로 확 

인할 수 없는 작품 명칭은 번역된 독일어로 표기되었다 여기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미디 

어에 언급된 모든 직가뜰의 작품이 다 거콘되지는 않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 (에 

서정인) 만 거콘이 되고 그 작가의 작품은 거콘이 안 되는 경 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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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딴방 (Das Zimmer im Abseits) 

오정 희 : 새 (Voegel) 

바람의 넋 (Die Seele des Windes) 

유년의 뜰 (Der Hof meiner Kindheit) 

윤흥걸 : 아흡 컬레 구두로 남은 사내 (Der Mann. der neun Paar Sch따le hinterliess) 

은희경 : 새의 선물 (Ein Geschenk des VogeIs) 

이문열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Der entstellte Held) 

젊 은 날의 초상 (]ugendjahre) 

새 하곡 (Befestigter Gesang) 

이승우 : 미궁에 대한 추측 (Vermutungen über das Labyrinth) 

이창동 : 녹촌에는 똥이 많다 (Die Sympathie der Goldfische) 

이청준 : 소문의 벽 (Die Geruechtemauer) 

이 혜 경 : 길 위 의 집 (Das Haus auf dem Weg) 

이 호철 : 판문점 (Panmunj om) 

남녘 사람 북녘 사람 (Menschen aus dem Norden, Menschen aus dem Sueden) 

조경 란 : 식 빵 굽는 시 간 (Zeit zum Toastbacken) 

코끼 리 를 찾아서 (Wie kommt der Elefant in mein Schlafzimmer) 

불란서 안경 원 (Das franzoesische BrillengeschaeftJ 

조정 래 · 유형의 땅 (Land der Verbannung) 

불놀이 (Das Spiel mit dem Feuer) 

태 백 산맥 (Das Taebek-Gebirge) 

아리 랑 (Arirang) 

한강 (Der Fluss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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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저 기 소 리 없 이 한 점 꽃 잎 이 지 고 (Lautlos faellt eine Bluete) 

최 인석 : 숨은 길 (Bruder), 흔돈을 향하여 한걸음 

최 인훈 : 광장 (Der Platz) 

황석 영 : 한씨 이 야기 (Die Geschichte des Herrn Han) 

오 래 된 정 원 (Der ferne Garten) 

이웃사람 (Ein Mensch wie du und ich) 

시인 

고은 Vorahnung 

조국의 별 (Die Sterne ueber dem Land der V aeter) 

김광규 : 조개의 갚이 (Die Tiefe der Muschel) 

김 수 영 ]enseits des Reiches 

김 지 하 Blütenneid 

Aufgehen einer Knospe 

김 현승 Der Mai Koreas 

김 혜 순 Die Frau im W olkenschloss 

In wessen Aquarium bin ich hier? 

신 경 림 : 농무 (Bauerntanz) 

이 상 Mogelperspektive 

황동규 : 풍장 (Windbestat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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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설가 

C찮 
A D L 

FA FA M 
AA AZ Z BH BlVI DE DP R ef El\1 F FT FZ K KB KN V 

Za Zb A lVI 
M K Z 

카O 서 「켜 U V V V 

공지영 V V V V V V V 

김동리 V 

김성동 V 

김영하 V V 

김원일 V V V V 

김재원 V 

박경리 V V V 

박완서 V V V V V V 

배수아 V 

서영은 V 

서정인 V 

신경숙 V 

오정희 V V V V V V 

윤흥길 V 

은희경 V V V 

이문열 V V V V 

이승우 

이창통 V 

이청준 V V 

이혜경 V V V 

이호철 V V V 

임철우 V 

조경란 V V V V V V 

조정래 V V V 

최윤 V 

최인석 V 

최인훈 V 

하성난 

한강 V V V V V 

황석영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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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0 P S S T T T 

ND NK e PE PlVI N RZ S G SN SS T SZ TA h S S w Z Za 

N P T Z A a b 

7J서 「겨 U V V V 

공지영 V V V 

김동리 

김성동 V 

김영하 V V V V V V V V 

김원일 V V V 

김재원 V 

박경리 V V 

박완서 V V V 

배수아 

서영은 V 

서정인 

신경숙 

오정희 V V V V V 

윤흥길 V 

은희경 V V V V V 

이문열 V V V V V V V 

이승우 V 

이창동 V V 

이청준 V 

이혜경 V V 

이호철 V V V V V 

임철우 V 

조경란 V V V V V V V V 

조정래 V V V V V V V 

최윤 

최인석 V 

최인훈 V 

하성난 V 

한강 V V V V 

황서1 어 。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L___~ ____ ._!__._._• •----- ←--~←~-~→ 

• •• l....---.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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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시인 

j;찮 
D L 

A FA FA M M 
AA AZ BH BM DE DP R ef EM F FT FZ KB KN KR V 

M Za Zb A M 
K Z 

고은 V V V V V V V V 

김광규 

7uI-A「여 。 V V V 

김지하 V 

김춘수 V V 

김현승 V V 

김혜순 V V 

박두진 V 

신경림 V 

오상순 V 

이상 V V V 

정지용 V 

정현종 V 

한용운 V 

황동규 

황지우 V 

jS;)뤘 
0 P S S T T T 

ND NK e PE P1VI N RZ S G SN SS T SZ TA h S S w Z Za 

N P T Z A a b 

고은 V V V V V V V V V V 

김광규 V 

7디1-J「」여 0 V V 

김지하 V V V 

검춘수 

김현승 V V 

김혜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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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진 

신경림 V 

오상순 

이상 V V 

정지용 

정현종 

한용운 V V 

황동규 V 

황지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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