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 테 수용에 나타난 동서독 문학관의 
이질화과정 연구 

박 찬 기· 

1. 서 론 

괴태 훌학의 풍흉온 과택 생존시애도 또 그의 사후얘도 수용자 

의 업장에 따라 또는 시대청신의 추이애 따라 크게 차벌화되고 변 

천율 거률혜용 것이 사설이다. 그것온 인간 ‘괴태’의 폭이 그만큼 

냉었고 그외 사상이 그쳐렴 심오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현 그 거대한 괴대톨 어느 흑연애셔 판활하는가에 따라， 다시 말 

하면 그의 사상울 어느 각도얘서 받아풀이는가 (또는 거역하는가) 

에 따라 역으로 그 수용자의 位相올 평가 판단하는 기훈이 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그와 갈온 원리로 하나의 시대 (또는 時代빼함)， 

하나외 집단외 사상， 이념， 문화， 예슐의 수준과 척도훌 가늠하는데 

크빼 도융이 되리라고 믿는다. 

본 연구는 東西홈의 분단(1945) 이후 문학관의 異題化과정을 ‘괴 

태’라는 청신쩍 존채률 흥해서 투시 관찰하고 그 내재적 의미훌 추 

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었다. 문학온 인간과 사회의 거율이며， 

인간의 삼과 이상과 시대청신올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비판적으 

로 째인식시킬 수도 있는 기놓을 지닌다. 그래서 東西독일의 각기 

다흔 사회 속의 문학판을 비교·검중하는 작업은 톡히 분단국가의 

숨겨진 진실융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절하고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 고려대 톡훌과 교수， 전 괴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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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 북으로 분단원 한반도의 현실용 독일의 경우와 홉갈율 수 

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나 많용 유사성이 내포되어 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독얼이 우리보다 한벌 앞서 홍일과업율 생취시쳤 

기 때문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았던 여러 난환빼 용확하 

였율 뽕만 아니라 그 후유중 또한 빼상외로 심각하였기 때문에 더 

육 우리는 독일외 경우훌 깊이있게 판활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괴태 정신과 독일의 양심 

독일의 기본법 Grun때esetz 제 16조‘’는 혼히 ‘톡월외 양심’으로 
훌리어 왔다. 거기에는 활행했던 ‘나치스’時代의 인권유린율 반성 

하고 최대한 모든 인간의 훌本$흩율 보장하려는 강력한 외져가 답 

겨져 있기 때품이다. 그런데 그것이 용일 이후(991) 역학용율 월 

으키기 시작하더니 마청내 불행한 사태훌 몰고 와 이째는 그 헌법 

조항의 존폐훌 놓고 독일 전체가 격심한 몹쌀옳 앓고 있는 싫청이 

다. 

왜냐하면 그 헌법초항 때문에 과거 수년 이래 인첩국 난민률이 

속속 독일로 짧A되었고 그롤의 대부불용 사실상 청치척 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히 경채적 혜헥융 목적으로 밀려률어오는 극빈자였기 

때문이다. 그률(c옮회망자)의 숫자는 1991년에 25만명에 닮하였 

고 92년에는 50만명을 상회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얘재는 망명 심 

사기간 중 추거 빛 최저 생활비가 지급되고 싱사후 쫓빼결쟁이 내 

1) Grundgesetze: Art 16 [AusbUrgerung, Auslieferung, Asylrechtl. 
(1) Die deutsche Staatangehörigkeit d하f nicht entzogen werden. 
Der Verlust der Staatsangehδrigkeit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und gegen den WiIlen des Betroffenen nur dann 
eintreten, wenn der Betroffene dadurch nicht staatenlos wird. 
(2) Kein Deutscher darf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erden. 
Politisch Verfolgte geníeßen Asylre리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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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더라도 재심챙구의 길이 었어서 그 사이의 체류권이 인갱되기 

때문애 결과척으로 누구나 상당기간의 혜빽융 받체 된다. 

흉독 이혜로 가뚝이나 경채난얘 시훌리댄 동독지역에서 땐 먼저 

불만이 폭벌하였다.92년 8월 25일 홉右 나치스 계열의 청년 수백 

명이 구동독 지역인 로스혹 Rostock에셔 외국인 배척 시위톨 벌언 

끝에 난민 거주지훌 습격， 화염병율 던지고 방화하였다. 그것이 도 

화선이 되어 8월 29일에는 구 동독 107. 도시애서 극우 채혁의 난 

민숙소 공격이 자행되었다. 그후 11월 23일 휠론 Mδlln사태(터키 

A집 방화 3명 사망)얘 이르기 까지 외국인 습격 1앉m건， 방화 500 
건 퉁으로 인혜 17명이 피쌀되고， 얹m명이 부상당혔다. 홍독 이후 

독일얘는 가장 과격한 ‘민족전션振 NF’훌 위시하여 ‘스킨 혜드’， ‘독 

일代훌 Deutsche Altemative’ 풍 70여개의 극우조칙이 었지만 모 

두가 소집단(예: “독일대안”파=약 400명)이어서 그톨 76개 조칙원 

의 총합계는 톨과 3만여로 추산원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반발과 비판도 강력하였다. 록혀 진보척 지식인， 인 

도주의자훌， 그리고 그 동안 숨율 축이고 었던 좌화률까지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10월 30일 녹씩당 Die GrUnen의 추도로 ‘A 
홈차벌주의 반대! 폭력 반대!’의 시위가 크게 호용융 얻어， 말없는 

다수의 의사가 표출되었다. 그예 프랑크추르트애서 1만명， 뉘혼뼈 

르크애셔 6천명 동 도합 6만명이 창여하였다. 그후애도 ‘민촉주의 

反對， 극우 反협”의 시민대회는 계속되었고， 륙혀 국민의 존경융 

받는 바이쩨커 Richard von W，려zsäcker대흉형율 비롯 콜 Ko비수 

상 퉁이 시위대의 션두에 서서 독일의 ‘흩右민족주의’률 배격하는 

데모훌 감행， 독일의 양심율 과시하였다. 

그후로 양측 데모대의 충률이 빈번혜지고 정활과 꺾찰이 ·극우’ 

소탕에 나셨지만 외국인 난민률의 부녀자 회룡， 각종 범죄， 환경파 

괴 풍이 계속되어 시민률의 외국인 빼척얘도 얼리가 있었기 때문 

애 철국 기본법(째 16초) 문째가 제기훨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콜 

Kohl 연립내각애셔는 우션 ‘청쳐척 박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접 

국으로부터의 난민옹 심사없이 훌국시킬 수 었다’고 하는 기본법 

(16조) 재청안율 제안했다. 사회당 SPD흑온 당내반발이 크기는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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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당수 앵훌홈의 어려운 결단으로 최근 원획적인 용외가 이 l뿜 

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색당율 휘시하여 수많온 륙 

일인은 ‘독일의 양심’올 대표하는 이 헌법조항(채 16조)외 어떠한 

재정에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바이얘롤주외 

csu는 16조 자체를 혜지하자고 주장). 솟자상으로 톨 빼 外圖A

배척 시위는 100명에서 1α)()명 단위이고， 반대로 ‘나치스 반대’시위 

는 수십만에서 수빽만명 단위까지 이르렀다. 훌흔 혹마융에는 차 

이가 있올 수 있겠으나 그들에게는 전흥적인 도덕관， 즉 괴태함빼 

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매스컴용 일방척으로 독일외 民族수훌톨 버난한다. 그러 

나 과연 한국용 외국언에게 얼마나 판대한가i’ 우리외 ‘민혹추외’ 
는 그률의 그것과 얼마나 다론가? 다롤 것이 었다면 오혀려 우리 

의 전통척 가치판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정옐이 강하고， 반대로 

‘범인휴척 화합’의 청신이나，Jl짱性 흑 ‘괴태’척 빠g톨갱신이 부혹혔 

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3. 두 개의 독일문학과 이질화의 시초 

“단 하나의 독일문학이 존째할 뽕입니다 …… 풍폭문학이니 셔 
독문학이니 하고 구별하는 것온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찌 이것온 

1947년 베를련에서 행한 요하네스 때혀 Johannes R Becher외 주 

장이었다. 베혀는 소련 망명에서 률아와 동독정부 수립애 있어서 

막중한 역할옳 담당하였던 인물이며， 륙허 文化와 교육 분야에서 

중책을 맡았던 東짧청부 초기의 실권자의 한 사랍이었다. 그는 일 

찍이 表現主훌훌 문학훈통율 일으킨 주도세력의 하나였고 서청시인 

으로서도 정얼적인 詩句를 통해 사회개혁까지 부르짖옹 行훌b훌 표 

2) 합영준 r在 .. 미국인의 反ft앓fIjt J , 실련 곳 r월간 뼈활" 1991년 7월 

호. 

3) Wolfgnag Emmerlich: Deutsche Literatur훌eschichte 0. B. 
Metzler), 2. Auflage, Stuttgart 1잃4， S.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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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외자이었다. 그헤서 나치스 정권율 피하여 소련으로 망명하였 

고 그 후로는 더육 강력한 화익작가가 된 것이다 .11 

풍톡지역과 셔혹져역율 대렵시키거나 外圖멸 정령져역외 여하(혹 마 
굳 져역이냐 또는 소련궁 지역이냐외 구빌)얘 따라서. 갈온 륙힐 주 
민융 구벌하려는 태도는 비난받아야 한다 ••.... 전쩨 쭉일주민외 이 
혜판째를 앞세혜야 마땅하기 빼훌이다 … ... 단 하나외 독얼용학， 그 
것용 청채션융 휘어넘어 다시금 世휴로 향한 문율 힘차깨 열어야 할 
것이다.밍 

。l장과 찰은 文훌률은 풍독의 공식객 입장이 되어셔 그후 10년 

가까이， 혹 쩨 4차 作훌 대회가 개최된 l앉56년까지 계속되었다. 반 

면 청쳐쩍으로는 ‘두재외 톰훌’ 추장이 이미 1949이래 확고혜져고 

있었다. 그것용 풍혹이 셔묵애 비혜 경째척으로 또는 외교나 사회 

면얘셔도 훌이 위찌고 었었기 빼풀애 자기톨외 쩨째유지톨 위하여 

l흙특이 ‘한 민쭉 2재 국가’ 주장옳 내걸었기 때훌이었다. 

당시얘(l~정) 빼혀는 풍독 청부의 문교부 장환으로 었으면셔 

자신의 과거 주장 (륙， 하나의 독일문학혼)훌 일조얘 번북하기 어 

혀웠던지， 홈 구차스러운 이혼율 내세웠다. ‘ ... … 셔톡외 문학용 
타락하였기 빼폼에 풍톡에셔 〈하나의 독일 민쭉문학〉이 꽃훨 수 

팎얘 없다’는 이혼이 그것이다. 

ït*主훌 민혹톨확외 사명용， 전채 롭일톨학외 성격율 본철척으로 재 
규갱하고 톡일용학율 다시금 위대한 청신척 보후로셔 옛 훌光훌 채 
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톡일문학외 애로이카(Eroika= 
빼토뺀의 英雄교향악) 또는 우리 훌훌文의 채 9교향악이 탄생할 것업니 
다꺼 

4) 창조 빼훌 r표현주의 문학흔 .. , 서옳: 民홉it 1990, 17연. 
5) W어훨ang Emmerlich: a. a. 0., S. 웠4. 

6) ‘Die Eroika uriserer Literatur, un똥re α>etische Neunte ist im 
Werden." aus: Günther Rüther: Kulterbetrieb und Literatur in der 
DDR, Köln 1987.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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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칼온 I섬楊된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물 진영(확익 

진영) 내부애셔조차 반론이 속출하였다. 

누구보다도 존경받던 확억 원로작가 안나 채거스 Anna Seghers 
는 “그것이 비륙 마르크스적 혹색율 고양시킬 수는 있겠져만， 인해 

쩍인 간섭이란 결국 문학의 活力보다는 해;빼훌， 창조성보다는 무 

위도식옳 초래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의욕과 흥취의 기회훌 

박활하째 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슈태환 하임 Stefan Heym도 “上部로부터의 줄렬한 촉구로 

말미암아 조작된 인위적 가식문학은 결코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혈한 비난율 가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 路線온 당시외 

서기창(최고 실권자) 울브리히트 U1bricht애 의해서 받아풀여졌으 

며 r새로운 사회주의 민족문학이 동독 DDR에서 꽃피깨 훨 것』이 

라는 찬양까지 받았다. 하여간에 ‘두개의 독일문학뚫’은 이체 어쩔 

수 없는 총훨얘 이르렀으며(1앉%경)， 각 대학의 독운학과 연구실에 

서도 60년대 이후 그것울 현실로 받아률이는 추채였다. 빼혀의 후 

임자 (후임 푼교장판) 아부쉬 Alexander Abusch 11의 벌언용 (961) 

더육 철저하였다. 

훨lttftJ 사회셰쩨는 作흥얘채도 대립쩍 파쩨톨 부여합니다. 따라셔 두 
채외 훌확이 대랩되는 것입니다 …… .:西훌학외 과제는 새로훌 민 
혹훌확율 형생 또는 발전시키는 것이며， 셔톡의 타학되고 혈땅해 가 
는 푼학화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111 

독일의 청치척 분단이 문학 예슐의 분단을 초래하였는가는 그 

당시만 뼈도 훌훌에 따라 시각차가 컸다. 예컨대 101 

7) ‘ ErstanÌlng statt Bewegung, Faulheit statt Intiative". In: Elimar 
Schubbe(Hrsg.>: D이‘umente zur Kunst- Literatur- und Kultur
politik der SED, Stuttgart 1972. S. 408. 

8) M양다n Gregor-Delin: Die vergebliche Teilung. In: Deutsche 
Akademie für Sprache und Dichtung, Heidelberg 1980. S. 23. 

9) Wolfgang Emmerlich: a. a. 0., S. 393. 
10) Martin Gregor-Delin: a. a. 0., 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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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뻗상 수상작가 필 H. BöU외 알: ‘정치뻗 아니라 예슐파 푼학얘 
있어서도 환단온 환벽하다 - 동셔톡 문학외 異힐化는 극단쩍이다.’ 

• 권터 그라스 Günther Grass의 말: ‘문학의 폼야얘서만 아칙도 두 
독일이 무엇인가 풍흥원 요소톨 지니고 있다고 활 수 있다. 용확용 
국경훌 고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兩홈온 청치， 경채， 이념. 군사척으 

로 다환혀 대립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첸가는 민촉쩍 시련융 
경유혜야 융합이 이후어질 것이다 

• 우빼 용존 Uwe Johnson외 발: “우리 모두가 그 동안 공룡펀 람홉 
톨 써왔으며 표현율 해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옳 청도이다. 동셔묵 작 
가 사이에는 근본쩍인 의견차이가 가로 놓이고 하나의 간단한 쭉얼 
어 문창얘 대혜셔까지 이뼈외 척차가 생하다 

• 아늘드 효바이크 Amold Zweig$J 맡: ‘특일인외 갱션생이 다시 
한번 크재 위혁훌 빨휘하게 휩예 대혜 여러불애째 감사하고 싫슐니 
다. 우리가 버륙 훌단되어 었기는 하져만언헨가는’ 확인리혀 만외 
벌쳐렴， ‘언젠가는 우리에재 우리외 우쟁과 우리의 文훌’이 존립할 것 
업니다.’ 

한흰 셔톱얘셔는 ‘두깨외 훌학혼’과 판련혜셔 룸훌훌M외 차이， 

륙 칼용 단어가 동서 륙얼간에 다르게 사용되고 각기 다톨 륙별한 

훗으로 이뼈되기도 하는 풍의 문째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 

다. 왜냐하면 이련 현상으로 인해 ‘두개의 독일문학’이 생길지도 모 

폰다고 우려했기 빼문이다 11’ 

C얘컨대 민족 Nation, 션도자 Pionier, 상부구조 Überbau, 후쟁 

Kampf, 심지 어 자유 F뼈뼈it라는 개념까지 東陽에서는 아주 다른 

훗으로 이해하고 또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푼법， 판용법， 단어 

의 어미변화， 外來S훌의 사용과 그 벌위애서도 차츰 큰 변화와 이질 

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빼훌 훌면 양독얘서 사용되는 ‘A띠a 

(강당)’라는 명사 단어가 확수로 변화할 때 서독에서는 ‘A띠.en’。l 

11) Wolfgang Emmerich: a. a. 0., S.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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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Aulas’가 된다. 대체적으로 동독얘서 

는 소련， 춤 러시아펌 계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래어 또는 新

造텀가 생걱났는데 비해， 서독에서는 주로 앵글로 씩슨 계옐외 단 

어와 표현법이 훨씬 큰 영향율 끼치고 었는 실청이었다 (언어 ￥훌賣 

化 푼쩨얘 대해서는 뒤의 제 6 장애서 다시 상흔할 혜정이다). 

4. 괴태 수용과 문학관의 변화 1 (I없5-1949) 

1945년， 흑 2차대천이 물났율 때외 둑일사회의 상황율 1918년， 

흑 1차대전 빼천 직후의 사회 분위기와 버교하고자 활 때， 가령 ·괴 

태 受容’ 또는 ·古典主훌의 평가’ 풍의 흑연얘셔 그 차이챔융 환활 

한다면 의외로 깊이있는 시대청신의 이혜애 도달할 수 었융 것이 

다. 익살스러운 브혜히트 Beπ Brecht는 1차대전 칙후 고전주의의 

몰락율 꼬집어 말하기훌 ‘그것(고천주의)용 천챙중에 훌死빼 버렸 

다. 그러니까 그것옹 전챙으로 인한 희생률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m라고 했다. 그러면 2차 대전 후의 상황옹 어떠하였는가? 
나치스 독채의 경칙된 시대와 무서운 천챙시대훌 겪으며 눌려오면 

셔 쇠퇴하기는 커녕 오혀혀 그것(고천주외)이 더욕 생기톨 얻온 감 

이 있었다. “그 무서운 시대훌 지나오연셔 ‘고전주의’만큼 손상휩이 

없이 고스란히 살아서 복귀한 것이 다론 무엇이 또 었쨌슐니까1"때 
사실 고전주의가 1945년이후 크게 각광율 받게 된 것은 그혈 만 

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괴태 ，헬生 200주년에 해당하는 

1949년은 ‘괴태의 해’로 명명되었고 대대적 기념행사， 기념강연회 

둥이 동셔 가릴 것 없이 전 독알적 차원얘서 축제분위기속에 재최 

되었다(환국에서도 서율대 톡문학과흩 주혹으로 기념행사가 있었 

12) Karl Robert Mandelkow: Goethe im Urteil seiner Kritiker, 
Milnchen 1984, XLm. 

13) Karl Robert Mandelkow: West경stliche Goethe-Bilder - Zur 
Klassikrezep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In: Beiträge zur 
Wo야lenzeitung: Das Parlament, II /1982,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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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괴태얘 대한 찬양용 마첨 그 당시 져나간 나치스 시대에 대한 반 

성으로 한총 혈혈했으며 륙히 그(괴돼)의 m.인휴척 또논 셰계 시민 

척 사상이 놓이 명가되었던 것이다 ... 民훌훗.훌훌 최악시하고 혹낼 

흘 인도주의톨 찬양하쩨 된 것용 동독이나 서독이나 마환가져로 

그 당시의 공흉된 시대청신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불과 17년 전인 

1932년용 괴태가 벌새한지 100년이 되는 ‘괴태 100주기’였으며 그 

때도 역시 짧뿔 괴태훌륭 추모하는 기염행사가 계획되었지만 1949년 

당시의 200년제얘 버혜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독일보다 1Ji:. 

圖， 프랑스， 日本 풍 외국애셔외 괴해 追훌의 열기가 더했다. 그것 

온 그 당시 륙얼이 극도로 폼열되고 이념대립이 격심했기 때폼에 

인쟁 英佛로서 불안할 수 밖애 없었고 따라서 한충 더 괴태의 인도 

주의 理홉과 명확청신올 홈모하째 되었으리라 생각된다.뻐 하여간 
얘 기념행사외 채획용 원앵되었지만 극단척 확파와 우확는 비교척 

냉담하고 버법조쩍이었다. 그혜셔 얼I흙애셔는 행사 자혜를 유보하 

자는 추장까지 었었다 MI 그러나 실지로는 얘상외로 성대한 기념행 

사가 재획되었고 그 가운대서도 륙혀 우익진영외 發홈水位가 높았 

다. 그래서 자연 괴대외 보수척 혹면， 혹 철셔의식이라돈지 유혈혁 

명에 대한 반대입장 풍이 강초되었던 것인떼， 그 첨용 1949년외 행 

사애셔 풍륙 혹이 괴헤외 천륭율 (고천주외 유산이혼 포합)‘ 마르크 

스주외쩍으로 수용하여 강력한 주장올 내세왜 압도하였던 사싫과 

대조된다. 

하여간애 2차대견이 훌나고(1945) 민촉주외 나치스 정권이 률락 

한 마당에셔 ‘괴태의 청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된 것 

14) 빼훌 r펴예비판과 고천주외 베척외 .흙 고활J. 실련 꿋 r피태와 

독얼 고천추외.1， 셔율: 高.大웰홉 훌판부 1훌혔， 4연 이하계속. 
15) 싫쩨로 그 이톨빼(1잃3) 나치스외 혀톨러가 청권용 잡게 되었으며 

그후 우혀하던 천챙외 위협이 혐실로 나타났다. 

16) MandeIkow: a. a. 0., S. 3-16. 그 당시 유명한 r世휴文벌」의 발행인 
이기도 혔댄 하아스(W피y Haas: 문학 및 연극명륜가)는 ‘차라리 첨← 
묵으로 그 훈(괴태)올 추모하는 현이 낫겠다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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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실이었으며，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l여.훨애서 괴태의 

폭넓온 인도주의 사상과 드높은 고전주의의 예슐성이 환영받온 것 

용 당연한 귀결이었다. 더욱이 독일이 두번썩이나 새제대전옳 일 

으켰고 전셰계 인류에 대해서 죄률 지용데 대한 죄책감이 쳤기 때 

문에 그들(독일인)온 피태의 우주쩍 사상과 그 활멸의 예슐생훌 국 

내외에 널리 과시합으로써 독일 인도 얘슐율 사랑하고 명화훌 애 

호하는 전통이 깊온 민족엄율 널리 알리고 싶었던 시기였다 17’ 그 

래서 각급 학교에서도 피태훌 강조하째 되었고 민혹척 찬양율 아 

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너무 그랬기 때문애 한편으로는 젊용 째대 

로 하여금 괴테훌 기피하고 외면하는 풍조률 발생채 하였다. 이 검 

은 나중애 서독에서 괴태 批判과 고전주의 배격외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일단은 률행했던 전쟁파 독째 시대훌륭 겪어용 그률애째 

‘바이마르 古典主훌’의 이상을 홈모하고 자랑하재 합으로써 외부척 

으로도 독일의 훌흉한 이미지훌 째계 만방애 나타날 수 었는 거외 

유월한 재료이었으며， 국내척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국가를 건 

셜하기 위한 교육적 보쭈였헌 것이다. 

5. 괴 태 수용과 문학관의 변화 n (1950-1970) 

1앉iO년대에 첩어률면서 西쩌에셔는 文훨파 푼학연구의 붐야에 

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는 作品연구와 해석에 있어셔 주로 

精神史， 시대사조 또는 작가의 째계관 갈용 것이 중요시되었는데， 

이 쩨 파라다임 이 바해 면서 作品外的 außerliterarisch 요소가 배 척 

되고 작풍내재성 Werkimmanenz, 즉 언어척 표현， 얘슐성. 형식 퉁 

이 강조되는 해석주의 Inte따'etation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M’ 1쨌 

년대 서독 각 대학의 독문과 학생틀에게는 카이저 Wolfgang 

17} 빼훌 r괴태 비판과 古#主훌훌 배격외 훌~ 고활J. 생련 곳: 칼용 쩍. 

18) 졸고서톡의 文횡 *훌훌과 그 초검외 번화J. 실린 곳 r民族었l性(月 
刊앓)J 1986년 4월호 7용，86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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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ser의 저셔 r언어빼슐작품 .. (948)이 금과육조가 된 느낌이었 

다(한국에서도 이 책이 뒤늦께 80년대에 번역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문학작홈온 언어훌 바탕으로 한 예슐홈이기 때문 

애 어떤 다른 것 (例캔대， 사상， 이념， 민촉， 역사)의 반영으로서 존 

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혜로서 완결된 언어적 총째 als in sich 
geschlossenes sprachliches Gefüge’라는 추창이 었다 19’ 

따라셔 괴태의 작홈해석과 괴태 문학의 수용에 었어셔 총혜외 

사상척， 째계판적， 판정으로부터 훗的， 빼슐작홈척 흑연으로의 천 

환이 률가피 해졌다. 아니， 오혀려 괴뼈 작풍의 혜석방법폰의 전환 

이 그 당시 륙푼학계의 화라다임 훌훌 P하a버gmawechsel훌 先환 

하였다고 보는 편이 더 챙확할 것 갈다. 왜냐하면 폭낼고 다양한 

괴돼외 푼학째계는 여러 가지 혜색가놓생율 내포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작품의 내째척 해석 Wer빼Il'll1liü.tellte Interpreta다on용 

다폰 어느 작가외 경우보다 외며었는 성파톨 보여주었기 예문이 

다. 무엇보다 그 당시 벌간현 슈타이거 &피1 Staiger교수외 연구저 

셔 r괴빽 .. <천 3권t 1952-1앞)9)가 그런 챔얘셔 기염비객이었다 101 그 

것온 괴태톨 작가척 측면에서 연구한 획기척 업객이었으며 륙혀 

작홈외 구조 분석융 흉혜 새로운 빼석융 시도하여 괴헤 ~흉외 새 

地껴i율 ØlJRj환 첨이 높이 명가되었다.!f 한가져 이 획외 륙징용 

그 당시 셔독의 젊용 충애 팽때혜 었던 불안과 환얼외 혀무추의쩍 

시대쟁신율 괴태외 청신과 대비시킴으로써 강력한 시대배판을 가 

한 사실이다. 

1950년율 전후해서 西훌애서외 괴태 수용은 대체로 그외 古A主

훌훌시대와 .:L 이후의 작홈율 충심으로 이후어졌다. 그 반대로 훌훌 

애셔는 그 시기에 사회주외 국가건셜애 주도척 역할융 당당했댄 

혁명척 후사률의 청신이 많이 싼앵되어셔 괴태의 젊은 시철， 혹혀 

19) 빼훌 r文훌뿔과 文월~외 문째 J ， 생련 곳 r톨빼 고전주의외 文훌史 

的 연구」 셔율: 一;&it 1987, 용16연. 
20) 抽훌 r괴태 휠t判과 古A主훌 빼척외 1:앗 고활 - 1970년대외 文lμ

>>훌훌 ￥흉考하며 J ， 실련 끗 r피태와 혹얼 고천주의 .. , 셔훌: 홉-*-빠 
홉 出版部 1988, 5연 이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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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흉노도 Stunn und Drang척이며 반항적인 폐기가 우션찍으로 
받아툴여졌다 :!I ’ 

하여간얘 서독에서는 1앉50년대에는 괴태 작품중 후기. 즉 만년 

의 力fr=훌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물륜 이 분야얘 있어서도 이미 

30년대얘 슈프랭거 E. Springer. 홈머 헬 Max Kommerell, 슈퇴률 
라인 Paul Stöck.lein:t.!. 풍의 개척으로 든돈한 기초가 이후어져 있었 

다. 그래서 그것율 바탕으로 1앉50년핑0년대애 주목할만한 엽척이 

집중적으로 나융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프휘츠 Pryitz와 트룬츠 E. Trunz의 ，~東시집 

Westδstliche Divan연구」 및 r후기서정시 빠究」는 후진의 길참이 

가 되었으며 현재 스탠포드 太웰의 목문과 교수로 있는 용챈 K 
Mommsen~'의 연구도 후기 괴 태 작풍 혹히 r서동시 집」율 둘러싼 

괴태 해석에 새로운 경지톨 개척했다는 명가훌 받았다. 

서독에서는 괴태의 후기작품쪽으로 연구의 판심이 집중외댄 시 

기는 東훌애서 'll}-우스트J 제 2부에 대한 연구가 열융 올리고 있 

던 때와 시기척으로 일치한다. 

동톡외 마르크스주의적 피태 연구의 주휴는 당초얘 1앉50-55년경 

율 시초로 질풍노도훌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어서 괴태가 윌러 

F. Schiller와 협 력하먼 시대 록 古典期 후반 10년율 대상으로 하였 
다:It， 그 후 통독 바이마르에서 괴돼協*외 척초의 대규모 국째회 

의g’가 었온 다용 (960)에야 비로소 괴태의 만년의 문제작 r벌헬 

20 해훌: J:同 12-13연. 
22) Vgl. Paul Stöckleins 1943 abgeschlossene Habilitationsschrift 

‘ Wege zum späten Goethe. Dichtung, Gedanke, Zeichnung, 
Interpretation." Hamburg 1949, 2.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1앉50. 

23) Vgl. 버e Abhandlungen ‘ Goethe und 1001 Nacht" (1앉50) ‘ Goethe 
und Mollakat" (1960) und ‘ Goethe und Quellenuntersuchungen zu 
Gedichten der Divan-Eα:>che‘ (961) ‘ Nur aus dem femsten her 
kommt die Emeuerung’ (Kongreßvertrag 1앉}이 

24) Ditto, S. 16. 
25) 바이마르 괴태 協슬는 동서톡 환단후에도 그 훤래의 국체적 기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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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마이스터의 연력시대j가 동독애셔도 거롤되기 시작하연서， 쳐 

옴으로 풍셔 양폭얘서 같온 시기애 관심의 초점이 일쳐하는 시기 

훌 맞이하였다. 

1앞j()년대로 진입하면서 상황온 다시 一훌한다. 그전까져만 빼도 

셔둑에셔는 아대나혜 時tt의 민주쩍 사회철셔의식 축얘셔 과태 및 
괴태作品온 거외 비판외 여지가 없는 권위와 외경외 대상이었으 

며， 한편 동륙애서는 율브리혀트 支配下외 권력쩨계(공산주의 독 

째)가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실청이었다. 

그련빼 셔묵확 스뀌스얘셔 번화가 시작된 것이다. 우션 문학에 

서 흩史폼외 문째가 다시 쩨기되었다. 혜석 Interα-etation 얼변도 

의 홈훌훌훌석척 방법혼얘셔 역사척 사회학적 방면으로 판심이 변하 

였다. 

더구나 l앉3년애 벌간된 프리핸활 R. Friedenthal외 괴 돼 연구셔a 
는 총해외 작홈풀석외 빵법흩으로쭈터 대답하재 벗어나셔 역사쩍 

사회쩍 시각율 .각셔췄으며， 상당혀 큰 효용과 풍감율 받았다. 그 

러나 천공확자가 아년 이 저자외 당톨한 시도얘 대혜서는 보수척 

학계로환터 반발이 혔으며 급기야는 훨로학자률과 젊용 소장파률 

간외 대협외 양상으로까지 발천하였다. 거기에는 또하나의 더 큰 

채기가 있었다. 그것용 전슐한 슈타이거 교수외 강연 ‘文뿔과 公共

ïf:* UteI경tur wld Öffent:1ichkeit' 01 다. 이것용 그가 H흉년 취리 
혀市의 폼학상m율 받고 그때 행환 기념강연이었다. 
여기셔 슈타이거는 괴태척 입장애서 당시 서독사회의 時tt*홉神 

융 강도 높게 벼환하여 반발훌 얼으쳤다. 이것이 소위 ‘취리히 文

뿔논쟁’외 시초였다. 혈용 충의 욕구불만은 단순히 괴태 연구나 슈 

타이거 교수의 권위에 대한 차훤율 넘어셔셔 정치， 사회 전반에 걸 

뭘휘 하였다한국 괴 대 _.-도 1982년 이 래 그 산하기 구로 가입 되 
어 있다. 

26> Ri대빼 Fr링뼈nann: Goethe - S밍n Leben und seine Zeit. 
MOnchen 1963. 

'Z1) 빼훌 r괴헤 jiI;빼lIJ- 고천주외 배격외 훌味 고찰J ， 실련 곳 r괴태와 

톨훌古훌主훌.1， 셔율: 홉.大웰홉 出版훌& 1988, 13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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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bi.抗으로 확대되었다. 혹히 대학의 톡푼파 학생률의 률만이*’ 

컸으며， 그런 연유로 해서 문학논챙이 더육 격화되었고 나아가서 

는 괴태 비판 및 고전주의 배격 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괴태 한양 

으로부터 괴태批判으로의 전환온 폴혼 단순한 반항심리나 흑흥적 

감정으로만 이쭈어진 것온 아니다. 다만 그 계기가 그 시점율 벌어 

서 촉발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보다 깊온 페I셔온 그 당시의 사회여 

건과 시대정신의 효륨이었율 것이다. 그렇기 때운애 역으로 슈타 

이거 교수가 그 위험한 호홈의 조짐율 일찍 직감하여 그의 강연융 

통해 ‘시대정신의 횡포 Desp야ie des würdenlosen Zeitgeistes’훌 

맹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율 것 같다. 

말하자연 괴태와 고전주의에 대한 찬양이 하후아챔애 ‘괴태批判 

과 고전주외 배격’으로 풀변한 것이다. 이상온 서독과 스위스얘서 

의 국한된 현상이었지만， 동독얘서도 약간의 위상변화 Phasen
verschiebung와 時同훌훌 두고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였다. 서독의 

상황용 상당히 극단척이었다. 反美감정， 월남전 반대 둥 다분히 정 

치성율 면 확익운동권 째력이 개입되어， 기성세대， 확히 훤로 독문 

학자에 대한 공격의 화살이 격심하였다. 

륙얼 문예학애셔외 고전주의 또는 네오 휴머니춤온 전격으로 야만생 
(나치스 지칭)외 앞잡이이며， 그것율 훌化시키기 위한 장식에 불과하 

였다 文뿔史는 현실쩍 모순융 쩨거시키고 천홈척 규법율 얘시해 
주는 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오혀 려 그률의 문학사는 ‘進
步’(Fortschritt)톨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29. 

이것온 휘리혀 문학논쟁애 대혜 훌츠 Hans-Heinz Holz가 논평 

한 글 가운데의 일후이다. 또 그 무렵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개최된 ‘古典主훌 째미나’097이애서도 역시 고전주의 비판 일색이 

었다. ‘독일 고전주의와 政治性”이라는 째목으로 개최된 이 채미나 

의 주된 발언온 총래의 고전주의 용호자들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28) ...1::.閒 3연. 

29) Hans-Heinz Holz: Grundsätz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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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괴태 tI)판이었다." (본 째미나애 대빼서는 다융 재 5 장애 
서 다시 언급활 것이다). 

바이마르 고전주의외 혹씩용， 두 사함외 충요한 작가가 시대외 진실 
한 요청융 외식척으로 외면하고 고답쩍언 경져 - 혹 보면인간성， 이 
상주의， 美의 자율성 둥으로 피신빼 버련 첨예셔 팔견된다. 

그러니까 그툴의 주장온 피태훌 위시한 바이마르 고전주의가 버 

현실적이며， 따라셔 앞으로는 ‘흩史性’융 져닌 Jx도그마적 고전주 

의觀훌 째청립하는 것이 훨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괴태의 희곡작홈 r타소 Tasso .. 외 브혜땐 Bremen 

상연온 획기척이었다. 연출자 슈타인 Peter Stein온 브헤헨에셔 상 
연된 그 작품옳 청치척 참여쪽얘 액샌트훌 추어서 현대척이며 진 

보적인，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적인 연훌훌 시도한 것이다. 그 

리하여 괴빼 작홈의 진보척 연훌이 확산되었는대， 그 후 마챔 it民

賞 SPD의 집권으로 청권교체가 이후어졌고(I앉B년 10월>， 훌民賞 

CDU의 선거때빼로 괴태 연구의 훈야(혹 보수척이었댄 톡톨확 교 

수률의 연구)애셔도 마르크스추외쩍 괴대윷흉이 널리 보편화되는 

변확훌 가져왔다. 

이렇째 혜서 또 다시 용셔륙간에 마요한 대조가 이 ... 어졌는패， 

참으로 기묘한 얼용 그 시챔애 흩톱얘셔는 피태외 마르크스추외척 

해석이 배척되기 시작했고 차홈 고천주외외 ‘유산이혼’으로 대치되 

었다는 사실이다. 축， 셔독얘셔는 그때 마르크스주외척， 현대척 괴 

태 수용이 주도권융 잡게 되는데 반혜， 바로 그 시기얘 동쪽에서는 

오히려 괴태 수용외 방향이 마르크스주의톨 벗어나셔 전풍적 옛 

고전주의 수용과 유산이흔31’ 계송의 방향으로 뒤바뀌고 었었다는 

사실이다. 

괴태의 r파우스트」에 대뼈셔도 통셔간에 판챔차이가 극명하게 

30) Siehe. Anm. 5. 
31) 소위 ‘유산이혼’에 대빼셔는 빼훌 f괴헤 휠u쩨lIl- - .. 외 제 3장(12연 이 

하)얘셔 자세혀 썰명하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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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서륙애서는 1945년 이후 파우스트의 인물과 파우스트원l 

성격애 대혜서 부정척 견해가 정충빼 온 반면， 동륙애서는 유독 

‘화우스트양냉’얘 대한 홈모， 확히 그의 신념， 결연한 행위， J.:화노력 

퉁이 궁정척으로 명가되어 왔다. 그 중얘셔도 째 2 부 ‘벼극’외 끓 
장연애서 파우스트가 맹한 죽기 칙션의 밭언용 동흑의 입장애셔 

가장 바람칙한 사상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Nur der ve띠ient sich Freil휩t wie das Lebeκ 
Der täglich sie ero따n muß. 
Und 50 verbrin망， umrungen von Gef와π， 

Hier Kindheit, Mann und Greis 휩n tüch디g J하lr 

S이ch ein Gewirnm잉 n뼈chte ich 헐m. 
Auf fr하.em Grund mit fr하em Volke 5밥ID.‘ 

바로 이와 갈용 궁청척인 신념， 불물의 외지 그리고 A民과 함께 

하는 건셜의혹 풍이 그률(동폭 당국)외 구미애 매우 합당했던 것이 

다. 더구나 그톨온 여기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외 이행， 천 

보척 시민성외 숭리 풍이 이 작훌속얘셔 예언찍으로 표출되어 있 

는 것으로 버약시쳐 혜석하고 그런‘ 방향으로 ‘상영’， ‘연훌’， ‘혜썰· 

훌 계속뼈 왔으며 거기얘 대한 어떠한 반대의견도 감히 체기훨 수 

없는 환뀌기톨 죠생빼왔먼 것이다. 

동륙애서는 이와 칼은 파우스트외 i뿌g홈化훌 거부하고 최초로 

(952) 반기훌 든 사랑용 유명한 화억작가 브혜히트 B. Brecht와 
작곡가 아이슐러 H하10S Eisler였다. 브해히트는 r우어파우스트」 

Urfaust의 改作으로， 아이슐러는 오빼라 r요한 파우스트」의 作曲

으로 각각 ‘당’의 공식입장율 청면으로 거역하였다 31’ 그 당시 폴교 

빽임자였먼 아부쉬 Abusch는 우션 아이슐러의 오빼라에 대뼈 

‘괴태의 파우스트 혜석에 었어서 좌익혹 (혹 마르크스주의쪽)으로 

32) Mandelkow: a. 8. 0., S. 18-19. 
33) Goethes Faust. Zweiter Teil - Linie 11575-11장~. 
34)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 B. Metzler) 2. Auf1. Stuttgart 

1앓4， S. 425 (Manuskript von Wolfgang Emme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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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귀는 있율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훌 표명하였다JiiI 

결국 동륙 당국용 괴태외 문학유산의 불가청성 Unan없뼈rk밍t 

율 서방외 후르주아쩍 퇴쩨로￥터 훈만 아니라 사회주의 확~혹 

(브레혀트 동) 공척으로부터도 방어빼야 하는 난쳐한 업창에 ... 천 

것이다. 그러면 그률이 견지하고자 하눈 괴태쩍 고천갱신용 푸엇 

일까? 

그것옳 요약혜보면 대체로 ‘질서의식， 법척생， 건실생. 규법과 짧 

世性 둥”이며， 반면 그률이 배척코자 한 현상톨은 ‘病객언 것， 쭉 

융， 불합리성 및 톨건전성’이었다. 따라서 펴헤 f't=品 풍 ·혈용 빼르 

테르， 타소， 미용과 하프 연주자 또는 훌훌껴1力외 오훨리애’ 풍흘 앞 

의 범주애 률기 어려훈 것률이다. 

동독외 고전문학과 괴태 문학 연구는 당국의 강력환 횟받챔얘 

힘입어 바이마르훌 충심으로 활활혀 진천되었다.1954년에는 2차 

대천 후 첫번째로 r바이마르 피빼 훌 ... 외 본 회외가 깨획되었고， 

그것이 사희추외 빛 1I1사회추외 계얼외 괴혜 연구자를외 획초외 

풍톰된 팡장이 팩었다. 1951년에셔 1971년까져 회장칙을 맡었댄 

봐스무트 A쩌resa B. Wachsmuth는 륭셔륙간외 먼캄한 대렵율 조 
청하면서 괴태톨 륭한 대화톨 진행시켜야 하는 져극혀 안쳐한 과 

쩨톨 떠맡았다. 갈흘 바이마르에는 그 당시(954) 또 하나외 피해 

연구소가 설렵되었는쩨 그것용 훌효하우어 H리mut HoJzbauer 주 
도하외 ‘국렵 고천용학연구소’이었다. l'앉Ð년 그 연구소는 ‘괴혜 봐 
률판’율 얼립하였는대 마챔 피태외 생일날인 8월 28얼애 채판하였 

다. 같온 혜(1앉)()) 그 개판얘 앞서 괴태 협회외 창립 75추년이 혹하 

되었고 회장인 박스무트가 ‘괴돼 홉외 변천”이라는 쩨륙으로 강연 

하였다. 뒤 이어 아l휴쉬 Abusch는 ‘바이마르와 버터 훨트”라는 주 

째로 강연하였다. 거기서 그는 흉셔쭉 훌톨차이훌륭 대립시키면셔 

셔혹외 훈화청빽훌 反휴머니츰이라고 뱅용하였다. 

우리 풍톡용 나라 전채가 새로꿔천 훌화 빛 국민.ii양으로 인혜 사회 

35) Mandelkow: a. a. 0..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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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외 척 휴머 니 충외 모법 척 ftff빼:.iot 뼈dagogische Provinz7~ 되 었슐 
니다. 그와 강이 훌흉한 휴머니즘외 'tt f쩨꿇 우리의 국가가 모틀 노륭 

자 놓민에째 재공하고 있는 것업니다. 

이러한 주장， 확혀 동톡쭉에셔 셔독융 l낭인도척이라고 공격하는 

발언융 첩할 빼， 우리 한국인의 입장애서는 .It웰의 대남션전파 혹 

칼은 상황임융 느끼게 된다. 훌륜 싸훨온 ~t합얘 비혜서는 월풍히 

A道的이며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셔독에 비혜셔는 훨씬 非민주척 

이었융옳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1992) 독얼용일이 이며 이 

루어져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동독얘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저질 

러졌고 풍독의 秘‘쁨홉察 Stasf
17

' ol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융 억합뼈 
왔는지 그 많용 실지사혜가 속속 빽얼하애 드러나고 었다 (혹혀 소 

련외 KGB가 판련된 사혜). 그러나 1앞빠1970년대 만혜도 훨짜가 

서독외 학생톨 또는 교수롤과 대화할 빼 (그 당시 훨자는 서륙얘 

장기 째휴충이었다) 그률 서독 져식인툴 다수가 풍톡훌 민주척， 인 

도척이라고 찬양하였고 셔톡융 남한과 써참아셔 버난하는 청우를 

자주 채험했번 것이다. 이 첨 또한 남한외 소위 먼주인사톨외 정우 

(확혀 1앉~년대)와 버교된다. 왜냐하변 그 다시 남한애서도 미국융 

벼난하고 화익율 환양혜야만 소위 민추인사로셔 행세활 수 있었기 

때폼이다. 

하여간애 서톡에서는 60년대 충반부터 괴때와 고천추외애 대한 

결청척인 (륙， 고전주의 비판쭉으로외) 전환이 可Il化되었는데 풍 

톡에셔는 ·유산이론，311’과 그 수용이 1971년 7월 쩨 8차 전당대회가 

개최휠 때까지 - 다시 말하면 서기장 율브리히트가 물러나고 새로 

이 호네커가 국청융 영도하게 훨 빼까지 - 괴태와 고전주의 수용 

의 푸렷한 변화훌 이혹하지 못했다. 호네커 時代에 와서 비로소 버 

36) Goe삽te외 'w.피lelm Meisters Wanderj외πe .. 속예 나오는 훌훌的인 
교육 시셜과 표육이넙외 훌. Abusch는 .II-a- 훌(t빼셔 한 양. 

3'7) 특혀 톨프(Christa Wolf)씌 문제작 ‘ Was bleibt’에셔 그 혐이 활 나 
타나 있다. 

38) Siehe An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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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훨트 Bitterfeld~r，t:O’‘도 해째되고 괴태 해석외 폭이 초픔씩이나 

마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째작 r젊온 W.의 새로운 슐홈」 

(1973)이 씌어진 것도 그 덕분이었다. 비터헬트路훌훌외 째져(또는 

환화)가 큰 변화훌 일으킨 것용 사실이지만 용독정부는 그후얘도 

자기률 청권애 손상이 예견되는 자유화 훌결에 대해셔는 체속 여 

러 경로를 흉해 룡제 내지 압력율 가해 말과 행동외 활일치톨 보였 

다. 

6. 괴태 수용과 문학관의 변화 m 0970년 이후) 

1970년대의 괴돼풍짤옹 셔톡의 경우 주로 그 시대척 륙색과 맞 

률펴 무엇보다 청치척 이념비판척 입장파 수용며학쩍 Rez맹tions

ästhetik 방법륜애 의빼 주도되었다고 훌 수 었다. 그리고 외환척으 
로는 越南훌 반대， 反훗 화경 학생운용， 녹색당의 i유상， 부용산후기 

한핵(노동자와 학생률의 주핵점거)， 대학의 개혁파 危훌훌 퉁퉁이 시 

대정신율 압도한 느낌이었다. 1970년애 발간원 r때르태르와 빼르 

태르 影톨 -18세기 市民사회 효훌뺨」@은 본격척 재혁파외 입장얘 
서서 종래의 ‘베르태르’명가톨 대폭 수갱 비판하고 풍시얘 작가 자 

신 (흑， Goe앙le) 빛 작가의 주변사회 얘 까지 풍격의 화살올 가혔다. 

혜르빼 Klaus S상lefI)e는 괴태 비판에 있어서 거리낌없이 과거의 

권위주의롤 활피하였옳 뿔만 아니라， 현째0970년 현째)의 정치사 

회훌 조명하면셔 대담하게 18째기의 ti:*相율 도마위에 융려놓용 

것이다. 유독 괴태의 ‘베르테르’가 70년대애 률어와서 자주 이념비 

판적 또는 사회역사적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당시의 초기 

39) ‘Der Bitterfelder Weg’는 씨i훌 어문청혜외 푼 톰톨&이었다. 작가는 
노톰행장에셔 생활과 노훌훌 합째 혜야만 싹훌훌 효는 것이 허용되 

는 것이다. 위외 註 1.照.

40) Klaus R. Scherpe: Werther und Wer상lefWirkung. Zum Syndrom 
bUrger1icher GeseUschaftsordnung im 18. Jahrhundert, Bad 
Homburg v. d. H./Ber1in, ZUrich,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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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척 문얘학으로의 판심분야의 변천과 연환이 있었융 

것 갈다 41’ 마르크스주의 적 인 테 채(주로 싸웰에 서 ) 다시 말하면 혹 

일외 활古典추훌훌와 古典추.흉가 많은 자체모순에도 불구하고 채벌 

적으로는 사회주외 혁명외 요소훌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 

실， 그리고 그것이 혁명율 위해서 고도로 미학적인 표현슐옳 계풍 

해주었다는 마르크스주의척인 태재는， 그 당시 서독의 좌경 육문 

학자률외 i!l톨과 정면으로 상충환다. 그물의 논리는 - 질풍노도얘 

서 고전주의 時代로의 발전은 져l몽주의적 자유해방외 이념율 혔빼 

로 성립된 것t’ - 따라서 고전주의의 유산은 결국 비민주적일 수 
밖애 없다는 확따의 논리였다. 

한편 미국외 위스콘신 주립太뺀 (M해ison 소째)애서는 독일 고 

전주의와 정치성애 대한 째 2 차 워크삼 workshop<Þ이 개최되었는 
데， 거기셔도 괴태훌 비롯하여 고전주의 착가의 권위척 자째훌 비 

판하는 소리가 높았다고 한다.70년대는 미국 자체내에서도 좌익 

적 발언이 유행쳐럽 우세혜지고 있었다. 자유천지인 미국애셔는 

어떠한 발언도 째한받지 않는다. 갈온 위스콘신 대학애서 빼르만 

트와 그립에 의혜서 채 1 차 워크갚이 개최되었율 때도 (독일 훌現 
主훌 再g후톨률 위한 새미나) 역시 左훌的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이다. 쩨 2 차 꿔크앞의 토의결과는 앞장애서도 언급되었지만 r고 
천주의 빼짧 Die Klassiklegende .. 이라는 쩨목하애 책으로 발간되 

었다.μl 이 체목용 그 유명한 메령 Franz Mehring의 저서 r혜싱 傳
짧 Lessinglegende .. 톨 암암리에 연상케 하여 한편으로는 문학의 

사회참여훌륭 고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주의의 권위의식을 

없下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링의 f 러l 싱 

41) Vgl. Gerhard Kaiser: Zum Symptom modischer Germanistik. In: 
Euphorion 65. S. 194-199. 

42) Karl Robert Mandelkow: Goethe im Urteil seiner Kritiker, 
München 1984, S. L\I. 

43) 앞외 채 4 장 훌照. 
44) Die Klassiklegende, second Wisconsin worksohp, Hrsg. von 

Reinhold Grimm und Jost Hermand, Frankfurt a. M.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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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총혜의 고전주외척 뼈석융 일변시켜 혁명적 l흙사로셔외 ‘혜 
생훌·율 쳐융으로 째시빼주는 기륙쩍인 져서였기 때문이다. 해크삼 
외 토외철확는 얼마 안되어 셔독 프랑크푸르트얘셔 방간되었는떼 

여기셔는 한걸융 더 나아가 마르크스추외척인 변중법쩍 역사판율 

내세꿔 고천주외를 비판하고 었다. 펴태와 혈러얘 의빼셔 갱립된 

‘보흰인간생， 초시대척 고귀생， 훌외 철때생’ 풍의 고천주의 훤리는 

버역사쩍이기 빼푼애 하나외 톨번하는 ‘용고’로서 생명혁이 있율 
수 없다는 것이다. 

마청내 고천주외도 이제 우리가 하나외 역사척인 차원으로， 혹 생명 
력이 있는 차원으로 끝어내혀야 할 빼가 되었다. 총래외 l훌I훌ft(!(J(록 
생명없는) 차훤을 벗어나셔 생각할 예가 흰 것이다. 그래야만 궁극격 
으로 규법쩍 생격융 활피할 수 었는 것이다 41’ 

고천주외 또는 펴헤훌에 대한 명가철하는 70년대 이후 셔혹얘서 

는 보현화된 정향이었다. 그때셔 상대쩍으로 후상하는 채용추외얘 

대한 판심이 눈애 띄째 되었고， 고전주의가 오혀려 채용주의의 척 

도에 의혜셔 채명가되는 避혐상까지 발생한다4ØI 또 풍시얘 反古典
주외 착가률 Die Gegenl이assiker， 또는 자쿄뱅 文핸 그리고 혜르더 

Jo뼈nnG. H빼er냐 창 파율 J없1 F닝띠 풍외 째명가가 그률 소장 

화 독문학자률외 충첨과쩨가 원 것이다. 그리하여 이째는 과거의 

흉엽， 측 ‘고전의 벅’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버슷한 사청이 동쪽의 동료， 즉 동독 독문학자률 사이에도 발생 

하였다 그러나 그것용 서톡의 경우보다 팍 10년이 지난 후였고 

일종의 fli.相변화훌 동반한 것이었다. 그래서 괴태와 고전주의가 

수난당하는 조정이 드디어 동독애도 상륙한 것이다. 1언8년에 나 

온 괴태 판련 서척 가운데 동묵 유수의 출판사 Mi뾰ldeutscher 

V벼ag가 발행 한 r古典主훌외 不安 .. 
471

0 1 었다. 이 책은 부째목이 

45) 빼훌 r괴태와 훌홉 古훌主훌.1， 셔율: 고혀대학쿄 훌판부 I앉혔， 11면. 

46) Karl Robeπ Mandelkow: a a. 0., S. XLVI. 
47) Bemd Leistner: Unruhe um 밍.nen K1assiker - Goethe-Bezug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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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 하듯이 ‘최 근 동독의 괴 대 관련’ Goethe-Bezug in der 빼JeJ"ell 
DDR-Literatur의 연구동향율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그 연구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괴태애 대한 논란이 째기 

되어 왔는가훌 확인해 주었고 과거의 연구경향과는 여러모로 상 

반된 판정， 얘켠대 對付法， 상반요목 풍이 중혹하고 있용훌 보여 

주었다. 다안케 Dahnke도 1981년에 발표한 논문’얘서 이 렇깨 주 
장한다. 

독얼 古典J::홉는 이채 더 이상 ‘삶의 실째’ Le밟lstatsaChe도 아니고， 
·삶외 첸力’ Lebensmacht도 아니재 되었다. 그래서 그것외 우조건척 

인 수용용 이쩨 용납되지 않는다. 오히려 싫중파 비판이 지째쩍힐 따 
홈이다. 

서독의 경우 연극의 분야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당시， 록 괴때가 

동서 양독에서 배척받던 시기에， 괴태 착폼의 상영이 봄율 이후었 

다. 그러나 자째히 판활하면 이와 같용 과태의 드라마애 대한 판싱 

고조g는 60년대 70년대외 괴태 옳遺파 무판하지 않다고 보여친다. 

왜냐하면 1969년의 브레멘에서의 극작가로셔의 괴태애 대한 판심 

용， 그 이전의 괴태 작품에서처럽 生훌훌훗뿔的 혹면이 아니라 정치 

척 또는 사회척 비판의식에서 출할된 것이었기 예푼이다. 그 동안 

오핸 째월훌 두고 압봐받아용 쫓흉者외 역할이 새홉게 벌견되고 

그에 따라 문학명론에서도 수용미학적 측면 (흑， 홈뿔외 업창)이 

중요시되는 추채가 강화된 것이다. 패터 슈타인 P. Stein에 뒤이어 
파이 만 Claus Feymann, 하이 때 H. Heyme, 훌만 H. Hollmann, 노 

이앤헬스 H. Neuenfels, 벤트 Emst Wendt 둥에 의해 공연원 피태 

의 회곡 작홈온 많용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륙히 훤작(괴 

neueren DDR-Literatur. Halle-Leipzig 1978. 
48) Hans-Dietrich Dahnke: Zur Situation der Klassik-Forschung in der 

DDR. ln: Deutsche Klassik und Revolution. Texte eines 
literaturwissenschaftlichen Koll여uiums. Hg. von Paolo Chiarin 
und Walter. Dietze. Rom 1981, S. 38. 

49) Mandelkow: a. a. 0., S. 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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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외 훨훌융 대답학게 변형시켜 가면서， 수용자의 구미에 영합하 

는 쌍명실시는 과연 혀용뀔 수 었는 일인가 하는 논란이 었었다. 

그충애서도 이핸 P.I，뼈1과 뺀트 Emst Wendt외 논쟁용 뻐78년도 

r오늘의 연극 πleélter heuteJ앓얘 째계되어 주육융 꿀었다. 윈작 

가외 권리훌 용호하는 이댄외 추장용 ‘위대한 古횟추흉톨 합I예하 

고 회피하려는가?- 그것용 凡혐1t. 사물화， 뚫小化가 아니겠는가’.lll. 

하는 것이었다. 

반면 벤트는 ‘어땐 유토피아的 사고방식도 연극에셔는 구훤이 

되지 뭇환다”고 확면셔 야핸외 주장율 강력히 빼척확고 古훌외 대 

답한 변형율 용호하였다.딩’ 과태의 r타소j연훌얘 었어셔 천기한 슈 

타인파 파이만 Peymann 풍의 서도가 불러 얼으킨 바람용 단순혀 
연극폴야애 그치지 않었고 독문학 전반애 영향올 미쳐께 된 쩔과， 

그 반발로서 ‘작홈짜채로외 북귀’경향이 대두되었다. 그래셔 주로 

대학외 교수를용 ‘작홈 그 짜셰·에 충설한 쭉으로 기율었기 빼훈 

애 쫓훌위추의 천II척 뭘용 흥과 크재 대립하는 행휩이 되었다. 그 

해서 고천착훌훌 훌化시키고 i훌治化시키는 추세는 천슬한 슈타이 

거 교수외 그 유명한 발언과도 챔예하째 대립되는 것이다. 

괴빼를 오놀낳 셰톨게 획륙하기 뀌에서는오놀냥 그가 우리에게 푸 
엇훌 항할 수 있겠는가’하는 를용이 혀훌애셔 사라철 예반 - 그리고 

요혀혀 우리가 피헤 앞애 ‘어떻게 뺏엇하게 쩔 수 었했눈카’하고 自’‘
합 예， 비로소 가놓하깨 훨 것이다.， 

이 대렵은 사실용 1945년 이해 꾸준허 용연중애 촌렵하고 었었 

댄 것이며 슈타이거애 이르러(1않휩년) 뒤늦째 표훌뤘다고도 볼 수 

있다 53’ 다시 발빼 그것이 外都세계외 연속척 변화속에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채 되어셔 표면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서 

50) Theater 뼈ute. Sonderheft. ‘ Bilanz und Chronik der Saison 77/ 
78’, S. 41-45. 

51) Theater 뻐ute. jg. 1978, Heft 9., S. 1-3. 
52) Emil Staiger: Goe앙le. Z빠ich: At1antis 1앉>2， S. 12. 
53) Mandelkow: a. a. 0., S.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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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 동독 양혹에셔외 고전주외 및 괴태 버판은 컬국 괴태 및 고전 

주외做의 과거적 심상외 연속에 대한 반밭이지만， 현째의 의식얘 

서 불 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갈용 과거쩍 영상 

의 쩨거는 그것율 룡혜서 전래된 대상율 우리에째 명백히 해 주었 

고 또 바로 그렇채 합으로써 그것옳 다시급 새홉채 !f. 생산척으로 
받아률이는 가능성율 만풀어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tl ’ 

7. 결 론 

지금까지 東·西훌 문학판의 이질화 현상융， 주로 괴태문학 수용 

의 변화파청옳 룡하여 판활해 보았다. 환단 이전(1945)까지만 혜도 

독일용 나치스 民族主훌 시대와 콜 이용 챔략전쟁 시대훌 겪으면 

서 괴태와 괴태精神이 무력활 수 밖애 없었고， 왜전후(I없5)애는 

그 반발로 혜서 괴태가 양독에셔 더 크게 각팡받재 된 것으로 사료 

된다.훌 그 과청얘셔 서독용 자유민주주의， 脫민쪽주의， 인권우션， 

市뿔훌홈 풍율 추구하였기 때용에 괴태의 범인류적이며 세계시민 

척 위대한 청신율 대채로 순리대로 수용활 수 있었다. 반면 동독의 

경우 反나치스， 활민쭉추의 청신은 강혜셔 좋았으나 스활련주의. 

및 사회주의 경채체쩨 때푼에 언권이 유린훨 수 밖에 없었고， 따라 

서 괴태 청신옳 수용하려는 의육이 크면셔도 한편으륜 체째유지훌 

위하여 부득이 그 精神과 배치되는 비인도적 흉치훌 강행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후 1앉50년대에 률어서 서독의 일부 비판적 젊온 학자들과 다 

수 확경학생률에 외해 반청부(반혜채) 소요가 발행했융 당시는 (나 

중에 알려진 바로는 KGB와 동독 비밀경찰이 튀에서 조총했다고 

합) 괴테 정신이 서독의 지식계급 (륙히 좌경)애 의해서조차 거부 

54) V gl. Mandelkow: Goethe im Urteil 않iner Kritiker. S. LXI. 
55) 抽흙 r괴태벼판과 古했초흉 빼격외 외마 고활J. 위외 책. 4연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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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위기였다:iÖf (이 쟁온 우리 한국의 l얹11년대 후반의 쌍황파 
극히 유사혔다). 그후 동톡애서는 반대로 차홉 괴태훌 송상하고 청 

부주도하얘 그톨 놓혀 명가하는 시기로 바뀌었는데:17. 그것용 어디 

까지나 공싼국가의 정칙성 때푼얘 숲Ar.u的 픽메훌 순수하게 받아 

톨였다고는 활 수 없었다. 다만 동폭얘셔는 착가률이 차홈 반체체 

로 률아서면셔 일부 뛰어난 작홈률이 풍독 당국에 의혜 훌판금지 

되었고， 비밀리애 서독으로 반출되어 셔독 톡자풀얘째 크째 인기 

훌 끄는 경우가 빈번빼졌다:i<I 여기서 시대청신용 다시 한번 바뀌 

어 19æ년얘 이르러서는 괴헤외 ·발마다β”가 보다 깊용 훗융 지니 

, 고 i힘iS톨애셔 채용미되면서 그 가치훌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상하게도 갱쳐의 언어， 확훌외 언어 용이 아니고 ·폼학의 언어·야 

말로 오눌날 현질훌쩨에 가장 철갱객인 요인이 되고 있논 것 같습 
니다 ... 

이 활용 H뼈년， 풍묵의 때표쩍 여휴작가 크리스타 톨프 αuista 

56) Karl R여훌rt Mande1kow: Wandlungen des KJaSSik빼Jdes in 
Deutsc삐a퍼 파1 Lichte gegenwlr히ger K뻐ssikkritik， Stutfaart 1971. 
s. 쟁4 ff. 

57) K. R. Mar념e1kow: West-Os바che Goe바e-Bi빠er - Zur KJassik
I톨훌빼on im ge따lten De뼈ch뻐nd. 10: Bei빠ge zur Wocbenz히tung: 

Das Parlament. n /1않J2. S. 4. 
58) Günther Rüther: a. a. 0 .• S. 16. 저자는 R. Schneider외 할율 인용혜 

서 ‘동륙외 작가다운 작가는 모두 셔륙에셔 훌판한다.고 다융파 갈 

이 말 했 다. -Es gibt nur eine deutsche Literatur: die wes여eutsche. 
Manche Autoren leben in der DDR. - Diese sarkastische 
Bewertung entstammt der Feder eines der profiliertesten lebenden 
S마끼fts야Iler(R. Schneider). 

59) 활조 빼훌 r독일 고전주외의 훌학사쩍 연구 ... 셔흩: 일져샤 1앓4(충 
보판). 210면. 괴태외 ·순수한 망마다·에 대빼셔논 효마스 만의 견해 
가 갱혹훌 쩌를다. 

60) Christa Wolf: Von Büchner spr톨chen - Dannstldter Rede. In: Ch. 
Wolf. Die Dimension des Autors. 2. Auß. Luchte꺼land 1987. S. 
613. 



142 빽찬기 

Wolf가 동톡작가로서는 최초로 서독 아카데미의 ‘뷔히너 賞’율 수 

여받았율 때 행한 연설의 한 구절이었다. 그녀는 무슨 못으로 이렇 

게 말했겠는가? 

푼학이한 …… 그 구조상 바혹 대립과 모순융 용하여 형성되고 방전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상호간외 생산적 연계 
Zusamme따펴ng톨 바탕으로 하는 것일진대， 그것이 인간의 뀔化나 
불혈율 혹진시키는 공범자가 될 필요야 었겠습니까?~’ 

불프는 여기서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조국훈단외 

현실율 더구냐 적대쩍인 두개 국가(束西독일)가 되어 서로 대치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 문학의 그 “연계적” 기능으로 맞대결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륙 그 힘온 강하지 못했어도 그녀 

의 노력 (흑， 문학의 언어력)도 결국온 괴태의 말마디와 맥융 갈이 

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90년 소위 ‘불프 짧爭a’용 그 

녀가 동독청부의 비인간성율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빼훌린 장벅이 

허률어진 다용애야 그 비판쩍 작품(Was bleibt, 1990)옳 발표했다 

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녀에 대한 공격용 격심하였다. 그녀 정도의 

명성과 지위톨 가진 作흥가 동독청부의 버리훌 더 적극적으로 더 

얼찍이 비판하였더라면 국내외의 여론율 환기시켜서 고통받던 동 

독의 인권이 크게 구체될 수 있었으리라는 이유얘서였다. 물롱 그 

녀가 그 작품율 더 일찍 (제작후 즉시) 발표하였더라연 더욱 좋았 

올 것이다. 그러나 하여간에 그녀가 시대의 아픔과 진실， 즉 괴태 

척 의미의 ‘순수한 말마디”롤 전하고자 했던 그 심정과 그리고 늦 

게나마 그것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높히 명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괴태는 일찍이 프랑스單의 첨법으로 누구보다도 큰 피혜롤 당했 

61) Ditto. 
62) 훌來現 Christa Wolf외 ‘미 래애 대한 희상’ - 단연소셜 ‘ Was 

bleibt’와 연판하여. 실련 곳: 인용사회과학(셔율여자대학교) 째 5 집 
1990 71-90연 빛 II!뿔雄: 크리스타 톨표의 r남아있는 것」융 풀러싼 
논쟁. 실련 곳 r동서문학」 월간지 1991년 2월효.258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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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도 ‘이웃나라’톨 미워하지 말라며 민족적 중요 Nation빼버￠’ 
훌 경채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시 여론으로부터 크채 비난받았고， 

심져어는 때국노로까지 매도되었다. 그러나 그후 200년훌안 그외 

그 교훈이 륙얼과 독일인율 지켜주는 크나큰 정션척 보쭈가 되었 

댄 것이다. 한편 우리외 남혹판계톨 살펴톨 때 성급한 흥앓이 갱치 

적으로나 청째찍으로나 큰 어려융율 초래할 수 었다는 천훌가톨외 

우려가 나오고 있융“l율 우선 주목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껑은 우리의 정신적 자째가 보다 대국적 ;t}훤얘셔 성숙 

되지 뭇하고 감정척으로만 치닫고 있는 혐실이다. 칙소한 北에셔 

주뼈사상파 얼인숭배가 사라져야 하겠고， 南얘서도 역시 ‘민충면폭 

주외’ 동의 환상이 사라지고 배타척 민혹주외 Nationa1ha8가 극혹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핏줄’이니 ‘국가이익’이니 하면서 

인류역사의 효륨율 역휴하는 경우， 우리 후손애게 또다시 후끄러 

운 역사를 남기채 되지 않율까 우려된다. 앞애서 역썰한 피태의 

‘말마디’도 바로 이련 훗에서 우리얘게 지역 이기주외 풍 근시안쩍 

쭈청외 환상으로후터 하루 톨리 벗어나서 'A.훌훌훌’외 때혈에 풍창 

하라는 호소로 이빼되어야 할 것야다 

63) 뼈홈: 괴해외 혹쩨극 r에픽매니대스j의 심흥구조와 그 외며， 생린 

끗 r륙얼 古*主훌훌외 훈학사척 연구"" 서훌 1앓4， 244-255면. 
64) Vgl. 뻐비 A. Samuelson: What German Reunifica다。n Teaches 

about the Economics of Korean Unification. In: Hard Truths for 
Korea. Seoul 1992. und V gl. 李훌秀: 무리한 홉수륭얼이 낳용 철과， 
설련 꿋: 고대신훈(추간지) 1앞}2. 5. 18얼자 6연. 

* 이 논품은 한국비교폼확회 빨영 학희지， r.lt훌文훌J 찌 17질，(1앉}2. 12)얘 
수혹된 빼홈 r흥셔륙 피태 윷흉 버.ii!.와 훌학환외 뺀화파쟁 연구J와 內흉 
上 충북되 는 ￥훈이 상당혀 많융훌 1t혀 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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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ce of Literary thought 
in East & West Germany as reflected by their 

differing Receptions of Goethe’s Humanism 

Prof. Or. CHAN-KI PARK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strangement 
that has occurred after the national division(945) between 
the East & West German literary thought and to investigate 
its inner reality. 

After the war ended in defeat in 1945, Germany was 
devided into the liberal demo하-atic West and the communist 
East according to their conflicting ide이ogies， as in the Korean 
Peninsula. Germans have had to suffer consequences of the 
antagonism between the two ideologies for forty years until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reunification in 1990. 

The reunification, however, was followed by a period of 
confusion. the aftermath of bitter experiences of the past. In 
many areas. one sees conflict. contradiction and discomfort. 
not only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but a1so in other 
intangible aspects of life - culture. education. hotne and work. 

Literature is a mirror of life. individual and social. It forms, 
develops and recognizes the Iife. the idealism and the spirit of 
the times. Therefor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literary 
development of East and West- Gennany is most appropriate 
and usef비 in understanding the hidden realities of the devided 
na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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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ious recent problem (992) involves the 
‘Grundge똥tze" (Gennan Constitution). The Gnmdgesetze 
article 16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ons따I뼈 of 
Gennany", because it stipulates the uncondítional acceptance 
of political refugees. But this had adverse effects on the 
qu허ity of Jife in East Germany which fostered hostilities 
towards foreigners. The terrorist acts by the radicaJ Nazis of 
ROSTICK on Aug. 25. 1992 were truly egregious. Korean 
press did not hesitate to criticize Gennan Nationalism. RightJy 
so. However. there are only about 30，α)() far~right radicals 
dístribul때 없nong 70 organizations in Gennany including 
‘ Skin Head", ‘ NF" and ‘Deutsche Altemative". In contrasζ fd 
따‘e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 anti-Nazi demons압atecl by 
the G밍man Pres찌enι Rìchard von Weiszäcker, attr훌cted 

several million 뼈rti여뼈nts (Nov. 8. 1992). This was a cl없r 

evidence that 앙leS뼈rit of Goethe, who propoundE퍼 embracing 
of the for하gnl하s. is s버I 허ive and w<앙1 in Gennany. 

The situta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exactly the 
same as that of G합many， but there is sti11 much simi1arity 
between them. It would be wise for us (Korean) to 뼈ma 
lesson from 앙leG앙m없1 experience by analyzing 삽1화r case 
carefully. AJready, we have learnded that the costs of 
reunification are more serious than was once thought. We 
hope that 뻐s article is of some use in this reg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