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히트의 한시 수용
－ 백거이의 풍유 ｢기은자(寄隱 )｣의 번역시 ｢ 신(大臣)｣을 심으로 －

임 한 순 (서울 )

Ⅰ. 시인 브레히트와 중국시의 영향

 세계연극의 발 에 결정 으로 기여한 독일 최 의 극작가로 히

트를 꼽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가 릴   고트 리트 

벤과 더불어 20세기 독일의 3  시인으로 인정받거나 어도 거론된다는 사

실1)은 리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히트의 본령이 연극이었고  그 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릴 (1875-1926)와 고트 리트 벤(1886-1956)이 일차
으로 시인이었던 반면, 오늘날까지도 히트(1898-1956)는 서푼짜리 오페
라,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사천의 선인, 코카서스의 백묵원과 같은 
서사극 작들을 쓴 극작가로, 그리고 희곡ㆍ연출ㆍ연기에 생소화(효과)라는 
연극미학 개념을 도입한 이론 ㆍ실천  연극인으로 거론되기 마련이다. “
히트 서정시의 시기가 도래했다.”2)는 1978년 발터 힝크의 선언이 있기까

1) 브레히트가 벤과 더불어 “오늘날 독일에 살아 있는 최고의 시적 재능”이라고 투홀스키

(Kurt Tucholsky)가 이미 1927년 브레히트의 첫 시집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가정기도서 

Bertolt Brechts Hauspostille에 관한 시평에서 주장했다. 전후 독일의 주도적 좌파 지성

인으로 꼽히는 사회학자 한나 아렌트는 1950년 당시 벤이 아직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히트가 독일 최대의 현존 시인”이라고 평했다. Kurt Tucholsky: Bertolt Brechts 
»Hauspostille«. K. T.: Gesammelte Werke. Hamburg 1961. Band 2, 1062-64면. (1928년 

Weltbühne에 처음 게재). － Hannah Arendt: Der Dichter Bert Brecht. 게재: Neue 
Rundschau 61, 1950, 53-67면. 참조: Jan Knopf, Brecht-Handbuch. Lyrik, Prosa, Schrif- 
ten. Stuttgart 1984, 10면.

2) Walter Hinck (Hg.): Ausgewählte Gedichte Brechts mit Interpretationen. Frankfurt a. M. 
197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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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작가에 한 연구는 독일어권에서도 서사극의 작품과 이론에 치 되었

다. ‘시인 히트’를 이처럼 뒤늦게 인식한 독일의 사회  배경을 얀 크노

가 신랄한 어조로 지 했다. [나치의 과거에 해] “건망증에 빠진 후 독
일인들의 정서”는 릴 와 벤의 “짙게 독일 으로 물든 내면성의 서정시”를 고
수하면서 “개인  내면세계”와 비 실 인 “감상(感傷)”에 몰입했다는 것이다.3) 

히트는 그러한 시민  서정시의 통을 거부하고 당 의 집단  문제

를 집요하게 추 하며 넓은 의미의 ‘시 시’를 다채롭게, 그리고 다량 생산함
으로써 서정시 개념을 크게 확 하고 변화시켰다. 히트의 시가 리 심

상으로 떠오르기 해서는 서사극에 한 논의가 일단 마무리되고, 그 과정
에서 히트 문학에 나타난 “동서간의 조화, 요컨  마르크스주의  실인

식과 실에의 동아시아  거리감에 한 좀 더 일반 인 이해”4)가 필요했다

고 크노 는 주장한다. 이 진단에서 “동서간의 조화”란, 역사 으로는 과거 

동독과 서독을 심으로 확산된 후 유럽의 냉 체제가 1960년  말에 베를

린 학생 기를 통해 무 지기 시작한 사실을, 그리고 히트 연구에서는 이 

작가가 리 섭렵한 동서양의 문학 ㆍ사상  통에 한 폭넓은 연구와 이

해를 가리킨다. 마르크스주의  실인식과 ‘동아시아  비 실성’ 사이의 연
을 아는 것이 히트의 시 세계를 악하는 제 다는 이 견해는 일견 

과장되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여기서 동아시아
는 주로 고  국을 가리키는데, 히트가 자주 국의 옛 시인과 철학자

들을 시하거나 귀감으로 삼은 탓으로 야기되었다는 ‘[독일 는 유럽] 실

에의 거리감’이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  실인식’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인식을 진하 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 담긴 시간 ㆍ공간  양면성과 통일성, 곧 변증법  속성을 에

른스트 블로흐는 1956년 히트의 사망에 즈음한 추도문에서 아래와 같이 

3) Brecht-Handbuch (1984), 10면.
4) 같은 곳: „Es bedurfte einiger Zeit － und deshalb kam die Stunde der Lyrik Brechts endgül- 

tig erst, nachdem man durch seine dramatische Schule gegangen war －, bis der west-öst- 
liche Ausgleich, marxistische Realitätskenntnis und fernöstliche Distanz zur Realität, allge- 
meiner verstehbar werden konn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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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했다.

히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히트 자신에 의해 완화되어 있다. 
삶에도 죽음에도 이 시인은 냉정하고 깊은, 낭랑한 음향의 정확한 지혜를 통해 정

당성을 얻는다. 그것은  하나의 서동시집(西東詩集)으로서  새로우면서 태

고의 것이고, 랑스 명력 2월 18일[= 1799. 9. 11.: 나폴 옹의 쿠데타]과 노자

가 만나는 가운데 한쪽을 다른 쪽을 통해 읽고  입증한다. 히트의 시 ｢마리 

A.를 회상하며 Erinnerung an die Marie A.｣가 가리키는  “새하얗고 끝없이 높

은” 구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구름은 히트 자신이 되어서 높고

도 가깝고, 순수한 빛이면서도 완 히 인간 이다.5)

이 은 변증법 철학의 가라는 블로흐의 명망에 어울리게 ‘모순의 일치’ 
개념으로 철되어 있다. 삶과 죽음, 언어 술의 아름다움(‘낭랑한 음향의 지
혜’)과 사회에 걸맞은 내용(‘정확한 지혜’),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근
 유럽의 명가 나폴 옹과 무 론의 창시자 노자, 새털구름에 비유한 
히트 문학의 미  술성과 인본주의  이념 － 이 모든 비개념들의 립

과 종합을 통해 히트는 새로운  ‘서동시집’을 썼다는 것이다. 괴테
의 서동시집은 독일 고 주의 문학의 큰 성과이자 세계문학 개념을 탄생시

킨 기념비  작품으로서, 이에 비견될 상을 인정받는 것은 근  독일문학

사에서 작품과 시인이 릴 수 있는 최 의 임이 분명하다.
시인 괴테의 동양이 동의 페르시아 다면, 히트의 동양은 극동의 

5) Ernst Bloch: Brecht-Epitaph. In: E. B.: Die Kunst, Schiller zu sprechen und andere 
literarische Aufsätze. Frankfurt a. M. 1969. 148면: „Der Schlag, den uns Brechts Tod 
zufügt, ist durch Brecht selber gedämpft. Dem Leben wie dem Tod ist der Dichter mit 
nüchtern-tiefer, klangvoll-genauer Weisheit gerecht geworden. Ein anderer Westöstlicher 
Diwan, völlig neu und ebenso uralt, Achtzehnter Brumaire und Laotse in Begegnung, 
das eine durch das andere lesend und bewährend. Die Wolke, »sehr weiß und ungeheuer 
oben«, von der Brechts »Erinnerung an die Marie A.« spricht, wird nie vergehen. Sie 
ist er selber geworden, hoch und nah, lauter Licht und ganz menschlich.“ 
프랑스 혁명력 2월 18일은 나폴레옹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1799. 11. 9일을 가리킨다. 
블로흐는 이른바 ‘리얼리즘[표현주의] 논쟁’에서 루카치의 표현주의 비판을 반박한 대표

적인 철학자이자 문예비평가로서, 1930년대 후반 망명시절부터 브레히트를 옹호했다. 



임 한 순12

국과 일본이다. 블로흐는 히트 시의 동아시아  배경으로 노자를 지목하

면서 필경 도덕경의 유래에 한 담시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망명길의 노
자와 도덕경 생성에 한 설 Legende von der Enstehung des Buches Taote- 
king auf dem Weg des Laotse in die Emigration｣(1938)이라는 긴 제목의 담
시는 가장 리 읽히고 자주 인용되는 히트의 시들 가운데 하나이고, 특
히 벤야민의 잠언  논평6)에 힘입어 일 부터 주목을 받았다. 히트는 

국시  국철학의 3  분 인 유가(儒家), 도가(道家), 묵가(墨家)의 시조, 곧 
공자ㆍ노자ㆍ묵자를 각각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을 한 편씩 썼는데, 도덕경 담
시, 단편 산문집 묵 (墨翟). 변 (變轉)의 서(書) Me-ti. Buch der Wendungen, 
미완성 희곡 공부자(孔夫子)의 일생 Leben des Konfutse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의 장르와 형식에 국 ( 련) 자료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문체도 
향을 미쳤다는 것이 필자의 오랜 지론이거니와, 노자 이야기를 담시로 꾸민 
까닭도 부분 으로는 도덕경의 문체가 운문인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 다고 히트 시의 범 한 ‘ 국  요소’가 주로 노자 는 도덕경

에 직  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노자 담시에서 도덕경 제78장을 인
용하여 ‘유연한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柔之勝鋼)’는 생명 상을 부각시켰

다.7) 이 담시에서는 ‘단단한 것’이라는 원작의 추상  표 이 ‘거 한 바 ’
로 형상화된 이외에 경서의 유래에 한 사마천(司馬遷, BC 135?-93?)의 사
기(史記) 기록과 통 인 노자출 도(老子出關圖)8)의 인물구도가 사건 거

리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히트가 묘사한 노자의 모습에는 역사 는 설

상의 인물에 못지않게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 강하게 투 되었고, 율각(律脚)
－구(句)－ (節)에 이르는 시의 구성단 와 기법들도 도덕경이나 당송시 의 

고  한시형식과는 직 인 련이 없다. 히트 시의 이른바 국풍을 

노자의 도덕경에 주로 의지하여 유추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지 않다.9) 

6) Walter Benjamin: Versuche über Brecht. Suhrkamp: Frankfurt a. M. 1966, 79-83면.
7) 아래 각주 33번 인용 참조.
8) 브레히트는 다음 책의 노자출관도를 참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Richard Wilhelm: Die 

chinesische Literatur. Wildpark-Potsdam 1926, 46면.
9) 벤야민과 블로흐는 물론, 이들에 기댄 크노프의 서술도 오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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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의] 후기시들은 국의 선례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10)고 한

스 마이어가 주장했으나, 좀 더 구속력 있는 증은 라이홀트 그림의 선구
인 비교연구서 베르톨트 히트와 세계문학(1961)11)에서 비로소 제시되

었고, 이 책에 처음 인용된 연작 형식의 번역  국시가 결정 인 근거자료

다. 그림에 이어 태틀로우는 1973년에 발표한 단행본  히트의 국시12)

에서 기존의 논의를 개 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의 자료집으로도 사용될 
만한 범 한 기 정보들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히트가 번역한 한시 12
편 체가 부분 한자 원작까지 포함하여 수록되었고, 작품별로 1) 히트

의 번역본, 2) 아서 웨일리의 역본 ( 히트가 사용한 번역 원본이 독일어

인 것 2편 제외), 3) 낱자별 한자 원문의  국어 발음과 어  독일어 

뜻풀이 (한자 원문 락 1편), 4) 어 원본과 독일어 번역의 비교  상세한 

해설이 붙어 있다. 문학작품의 번역, 특히 율문 번역에 따르는 율격과 구문상
의 문제 이외에 문화  차이와 역사  배경 등 언어외  요소들까지 진지하

게 검토한 것도 이 책의 덕목이다.

Ⅱ. 연작 중국시와 백거이의 ｢기은자｣

필자는 졸고 ｢ 히트의 연작 ‘ 국시’와 동서양 언어간 운문번역의 문제｣

( 히트와 연극 제11집, 2003, 196-247면)에서 히트의  국시 

밖에 브레히트와 동아시아의 전통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연구한 김종대 교수가 

1969년 학위논문에서 도덕경에 관한 담시의 일부 형식요소들을 노, 렌카[戀歌] 등 일본

의 전통 형식과 비교했으나, 이 역시 객관적 영향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 
Tschong Dae Kim, Bertolt Brecht und die Geisteswelt des Fernen Ostens, Heidelberg 
1969 (학위논문). 23-24, 32-33면.

10) Hans Mayer: Bertolt Brecht und die Tradition. Frankfurt a. M. 1971 (초판 Pfullingen 1961), 
99면: „Die späten Gedichte [Brechts] sind ohne das chinesische Vorbild nicht zu 
denken.“

11) Reinhold Grimm: Bertolt Brecht und die Weltliteratur, Nürnberg 1961. 특히 63-71면.
12) Antony Tatlow: Brechts chinesische Gedichte. Frankfurt a. M.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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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ische Gedichte(1950)의 집필과정, 구조와 내용, 한자 원본  웨일리 
번역본을 개 하고, 거기에 실린 연작시 9편 가운데 2편(｢친구들｣, ｢검푸른 
연못의 용｣)을 국 원   어본과 함께 집 으로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학계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오던 이 선집의 연 기  구성과 그 뜻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성과  하나 다. 히트는 1938년 말 Das Wort지
에 처음 발표한  국시 여섯 수 Sechs chinesische Gedichte에서 이미 개별 
작품들을 시  순으로 배열하고 주제 면에서는 일종의 상승구조를 시도했다. 
그가 베를린 귀환 후 1950년에 확  개정한 연작  국시 9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분을 월하는 우정
   ① ｢친구들 Die Freunde｣ (월요가[越謠歌], 기원  1세기)
2) 빈부의 차이
   ② ｢큰 이불 Die große Decke｣ 

(백거이: 신제능오성감이유 [新製綾襖成感而有詠])
   ③ ｢꽃시장 Der Blumenmarkt｣ (백거이: 매화[買花])
3) 지배자의 자의성
   ④ ｢ 신 Der Politiker｣ (백거이: 기은자[寄隱 ])
4) 종교와 정치의 결탁
   ⑤ ｢검푸른 연못의 용 Der Drache des schwarzen Pfuhls｣ 

(백거이: 흑담룡[黑潭龍])
5) 쟁의 폐해

   ⑥ ｢건부 육년의 간언 Ein Protest im sechsten Jahre des Chien Fu｣ 
(조송: 을해세[己亥歲])

   ⑦ ｢아들이 태어나면 Bei der Geburt seines Sohnes｣ 
(소식: 세아[洗兒])

6) 국 명

   ⑧ ｢장개석 원수의 죽은 병사에게 고하다｣ ( 자오:  이제 자유롭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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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만리장성 상공을 날며 떠오르는 생각｣ (모택동: 설[雪])

에 보이듯이,  국시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국 는 인류의 역사를 
조감할 연 기로 구상되었다. 요컨  히트는 이 작은 선집에 고 － 세－

에 이르는 국 는 인류역사의 종단면을 투 한 것이다. 이 작가가 1933
년 이후 여러 나라에 망명하며 겪은 시상황을 반 하듯, 작품 속의 사회  

갈등도 층 으로 고조된다. 마지막 작품에 암시된 국 명의 조망은 첫 작

품의 주제와 연결된다.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두 시는 말하자면 ‘소우주
(Mikrokosmos)’의 일상(= 우정)과 ‘ 우주(Makrokosmos)’의 정치(= 명), 그
리고 고 와 를 각각 표하면서 ‘이상향’이라는 주제로 서로 이어져 연
작의 원(圓) 구조를 완결한다. 두 작품은 주제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공통
을 지녔다. 첫 작품이 민요이듯이, 마지막 시의 원작인 ｢ [雪]｣의 사(詞) 형
식도 고답 인 율시에 비되는  장르로서, 당나라 때 서역음악의 향 
아래 여러 종류의 노래 가사로 발 했다. 연작에서 2-5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백거이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두 작품에도 일상  ‘사용가치’가 제되어 있
다. 첫 시는 제목 자체가 ｢월나라 민요[越謠歌]｣이고, 마지막 번역시도 노래 
형식이다. 더욱이 모택동이 원작자로 거명되지 않은 데에서 이 시의 성을 

암시하려는 역자 히트의 의도를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연작 9수 가운데 ｢ 신｣은 히트의 창의  변형을 살피기에 가장 합

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라인홀트 그림은  히트와 세계문학의 “결
론” 직 에, 그러니까 본론 끝에서 이 작품을 다루어 시했고, 그 향을 받
아 태틀로우 역시 이를 연작시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간주하여 많은 지면을 

들이며 해설하 다.13) 후자의 논쟁  분석은 섬세하지만, 그의 책 체가 그
러하듯이 웨일리의 어 번역본을 꼬치꼬치 헐뜯고 히트의 착안들을 

외 없이 옹호한다. 이를 포함한 상세한 작품 분석에 앞서 우선 백거이의 한자 
원문과 웨일리의 역  히트의 번역 문을 조하기로 한다. 히트

는 1938년 본에서 웨일리의 1918년   국시 일백칠십 수의 ｢은자 
13) A. Tatlow, 같은 책 47-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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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it｣를 원본으로 사용했다. 웨일리는 그러나 1946년 개정  선집  국시 

Chinese Poems에서 이 시의 제목을 ｢은자와 신 Hermit and Politician｣으
로 바꾸고, 앞서 오역했던 마지막 행을 수정했다. 이를 계기로 히트도 자

신의 1950년 수정본 ｢ 신 Der Politiker｣에서 여러 곳을 고쳤다. 두 본의 
차이가 하고 개작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만큼, 여기서도 양쪽을 다 번역하
여 독일어 원문과 함께 제시한다.

은자

약 를 팔까 하여 도성 가다가

청문 앞 나무 에서 숨을 돌렸네.
역마 타고 달려오는 사람 만나니

낯빛이 창백하고 겁에 질렸네. 4

일가친척 몰려와 떠나보낼 때

작별하려 멈추지도 감히 못한다.
괴이하여 주변에 물어보았다.
분은 뉘시며 어인 일이요? 8

답인즉, 분은 우승상으로

나라를 책임지며 요직 맡으니

녹 이 두터워 식읍 일만 

성은 깊어 하루에도 삼고지례라. 12

어제도 불림 받아 황제 뵙더니

오늘은 애주(崖州)로 쫓겨 간다오.
본시에 그런 것이 군신 사이라

아침 녁에 바 네, 총애와 치욕. 16

동쪽 성 밖은 푸르디푸른 원

그 속에 돌아갈 산길 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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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 구름 속에 워 지내니

한 몸 돌볼 계책에 그르침 없네. 20

寄隱 기은자

賣藥向都城 매약향도성

行憩靑門樹 행게청문수

道逢馳驛  도 치역자

色有非常懼 색유비상구

親族走相  친족주상송

欲別不敢住 욕별불감주

私怪問道旁 사괴문도방

何人復何故 하인부하고

云是右丞相 운시우승상

當國握樞務 당국악추무

祿厚食萬錢 녹후식만

恩深日三顧 은심일삼고

昨日延英  작일연

今日崖州去 일애주거

由來君臣間 유래군신간

寵辱在朝暮 총욕재조모

靑靑東郊草 청청동교

中有歸山路 유귀산로

歸去臥雲中 귀거와운

身計非誤 모신계비오

(白居易集 1, 25)14)

14) 白居易集, 全四冊, 顧學頡 校點. 北京: 中華書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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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리)
은자와 승상

“새로 뜯은 약 를 팔려고 시내 가다가

청문(靑問) 앞 나무에 기 어 쉬고 있었다.
길 따라 말 탄 사람이 다가오는데

낯빛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4
송별하려 기다리던 친지 가족이 그 곁으로

몰리는데, 그는 멈춰 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상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분은 뉘시며 무슨 일을 당하셨소.  8

그들 말이, 이 분은 추 고문 으로

임무 막 한 나라의 기둥이셨다오.
하사 받은 식읍이  일만 이요,
황제 친히 하루 세 번 찾아오셨소. 12
어제도 주군께서 자문을 구했는데,
오늘은 애주 땅으로 쫓겨 간다오.
임 의 신들은 언제나 그러하니, 
총애와 멸이 아침 녁에 바 었소!” 16

푸르고 푸르다－동쪽 성 밖에 린 원 

그 속에 오솔길이 언덕으로 이어졌네.
흰 구름 속에 묻  평화롭게 지내니

[그가 끝내 가했구나, 불패의 ‘일격’을.] 20
은자 어  의심하랴, 더 좋은 쪽 택한 것을?

Hermit and Politician
“[1] I was going to the City to sell the herbs I had plucked; / On the way I 
rested by some trees at the Blue Gate. / Along the road there came a horseman 
riding, / Whose face was pale with a strange look of dread. // [5] Friends and 
relations, waiting to say good-bye, / Pressed at his side, but he did not dare to 
pause. / I, in wonder, asked the people about me / Who he was and what had 
happened to him. // [9] They told me this was a Privy Councillor / Whose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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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ies were like the pivot of State. / His food allowance was ten thousand cash, / 
Three times a day the Emperor came to his house. // [13] Yesterday his counsel 
was sought by the Throne; / To-day he is banished to the country of Yai-chou. / 
So always the Counsellors of Kings; / Favour and ruin changed between dawn 
and dusk!” // [17] Green, green-the grass of the Eastern Suburb; / And amid the 
grass, a road that leads to the hills. / Resting in peace among the white clouds, / 
[At last he has made a ‘coup’ that cannot fail.] Can the hermit doubt that he 
chose the better part?
(AW: CP, 151-152; 170 CP, 201)15)

( 히트)
신 (1938)

손수 뜯은 약 를 내다 팔려고

시내로 갔다. 아직 때가 이른지라,
동문 앞 한 의 자두나무 아래로

길을 비켜 들어서서 숨을 돌렸다.
거기 다, 먼지구름이 에 띈 것은.  5
길 따라 말 탄 남자가 내려오는데,
얼굴은 잿빛, 쫓기는 빛. 작은 무리의 [4]
필시 친구와 친척들이 그 사람과

작별인사 나 려고 기다리다가 

우르르 몰려들어 에워 다. 하지만 10
그는 멈출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상하여

사람들에게 물었다.  분은 뉘시며 [8]
체 무슨 변고를 당하셨소? 그들 말이,

추 원 신이었소, 최고 층이었지요.
한 해 녹 이 일만 에, 황제께서 15
매일 세 번 친히 찾아오시고, 어제도 [12]
신들과 야찬을 들었는데, 오늘은 

15) AW = Waley, Arthur; CP = Chinese Poems, London 1946; 170 CP = A Hundred and 
Seventy Chinese Poems, London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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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 오지 애주 땅으로 귀양 간다오.
임 의 신들에겐 언제나 그러하니, 
총애와 노여움이 열두시와 정오 사이. [16]/20
푸르디푸른 동쪽 성 밖 원을 지나

산길이 언덕으로 이어졌네! 그가 마침내

여지없는 불패의 ‘일격’을 가했구나. [20]/23
             ( 호 [ ] 안 숫자는 백거이 원 의 시행 번호) 

Der Politiker (1938)
[1] Ich ging zur Stadt, die Kräuter zu verkaufen / Die ich gepflückt. Da es noch 
früh am Tag war / Verschnaufte ich vom Weg mich unter ein / Paar Pflaumen- 
bäumen am östlichen Tor. / Dort war’s, da ich die Wolke Staubs gewahrte. / 
Herab die Straße kam ein Reiter geritten. / Gesicht: grau. Blick: gejagt. Ein klei- 
ner Haufe // [5] Wohl Freunde und Verwandte, die auf ihn / Gewartet hatten, 
Lebewohl zu sagen / Drängten sich eifrig um ihn. Aber / Er wagte nicht zu hal- 
ten. Ich, erstaunt / Fragte die Leute um mich, wer er war // [9] Und was ihm 
zugestoßen war. Sie sagten: / Das war ein Staatsrat. Einer von den großten. / 
Zehntausend Käsch Diaten jährlich auf den Tisch. Der Kaiser / Kam dreimal täg- 
lich in sein Haus. Erst gestern // [13] Aß er zur Nacht noch mit Heroen. Heute / 
Ist er verbannt ins hinterste Yai-chou. / So ist es immer mit den Räten der 
Könige. / Gunst und Ungnade zwischen zwölf Uhr und Mittag. // [17] Grün, 
grün das Gras der östlichen Vorstadt, durch das / Die Straße zu den Hügeln 
führt! Zuletzt / Hat er den ‘Coup’ gemacht, der nicht fehlgehn kann. (GBA 11, 
257-258)16) 

( 히트)
신 (1950)

평소처럼, 새로 뜯은 약 를 

장터에 내려고 시내로 갔다.

16) Bertolt Brecht: Werke.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30 Bde. 
Berlin und Weimar 198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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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때가 이른지라

숨을 돌리고 있었다, 자두나무 아래 

동문 앞에서.  5
바로 거기 다, 먼지구름이 에 띈 것은.
말 탄 사람이 길 따라 이쪽으로 올라왔다.
얼굴은 잿빛, 쫓기는 빛. 작은 무리의 [4]
필시 친구와 친척들이 성문 앞에서

잠에 취해 어리둥  기다리다가 10
작별인사 나 려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상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분은 뉘시며 [8]
체 무슨 변고를 당하셨소? 그들 말이,

추 원 신이요, 고 층이었지요. 15
한 해 녹 이 일만 , 지난 가을도

황제 친히 하루 두 번 찾아오시고, 어제도 [12]
신들과 야식을 들던 분인데, 오늘은 

험한 오지 애주 땅으로 쫓겨 간다오.
지배자의 신들에겐 언제나 그러하니, 20
총애와 노여움이 낮 열두시와 정오 사이. [16]
푸르디푸른 동쪽 성 밖 원을 지나

바윗길이 들어선 언덕들, 평화롭구나,
무리지어 흘러가는 구름 아래. [20]/24

Der Politiker (1950)
[1] Wie üblich, meine frisch gepflückten Kräuter / Zum Markt zu bringen, ging 
ich in die Stadt. / Da es noch fruh am Tag war / Verschnaufte ich mich unter 
einem Pflaumenbaum / Am Osttor. / Dort war’s, daß ich die Wolke Staubs ge- 
wahrte. / Herauf die Straße kam ein Reiter / Gesicht: grau. Blick: gejagt. Ein 
kleiner Haufe // [5] Wohl Freunde und Verwandte, die am Tor / Schlaftrunken 
und verstört auf ihn gewartet, drängten sich / Um ihn, ihm Lebewohl zu sagen, 
aber / Er wagte nicht zu halten. Ich, erstaunt / Fragte die Leute um mich, wer er 
war // [9] Und was ihm zugestoßen sei. Sie sagten: / Das war ein Staatsrat, einer 
von den Großen. / Zehntausend Käsch Diäten jährlich. Noch im Herbst k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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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aiser täglich zweimal in sein Haus. Noch gestern // [13] Aß er zur Nacht 
mit den Ministern. Heute / Ist er verbannt ins hinterste Yai-chou. / So ist es im- 
mer mit den Räten der Herrscher. / Gunst und Ungnade zwischen zwölf Uhr und 
Mittag. // [17] Grün, grün das Gras der östlichen Vorstadt / Durch das der Steinpfad 
in die Hügel fuhrt, die friedlichen / Unter den Wolkenzügen. (GBA 11, 262)

Ⅲ. 번역시 ｢대신｣에서 구조와 시상의 변화

｢ 신｣의 원작 ｢기은자｣는 오언 구가 5개 이어진 담시 형식의 풍유(諷諭)
로, 황제의 미움을 산 우승상이 변방 오지로 좌천당하여 도성을 히 떠나는 
경을 묘사한다. 4구체인 각 구는 기승 결의 원칙에 따라 시상을 개하

는데, 그 과정은 담시가 개 그러하듯이 가히 극 이라 할 만하다. 4구 단
인 각 연의 내용을 사건의 극  구조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연 (도입): 약  수집자(은자, 시  자아, 서술자)의 도성 도착과 그 
비인물인 말 탄 신의 등장  

제2연 (상승): 친지들과 작별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하는 신
제3연 (정 ): 친지들이 알려주는 신의 화려한 경력
제4연 (반 , 하강): 친지들이 밝히는 신의 작스러운 몰락 
제5연 (결론): 은둔자의 자연 찬으로 권력무상을 지시

당나라 서울 장안성(오늘날의 시안[西安]) 장터에 약 를 팔러 온 은자가 

시  자아로서 도성 밖에서 목격하는 사건을 립 으로 서술한 뒤(제1-2연), 
제3-4연에서 구경꾼들이 그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사태의 내막이 밝 진다. 
히트는 여기서도 사회  립구조를 드러내기에 부심했다. 연시  국시

의 ｢큰 이불｣과 ｢꽃시장｣(GBA 11, 261-262)에서 부각된 빈부의 차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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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신과 은자, 도성과 원, 권력과 은둔의 비로 나타난다. 히

트에게 이 시의 시  연 은 분명하다. 어제까지도 매일 황제의 ‘삼고(지
례)’( 히트의 최종본에서는 하루 두 번의 방문)를 받던 우승상이 갑자기 
오지로 쫓겨나듯이, 정통성이 없고 폭력 인 나치 권력의 동조자와 공범들도 

결코 오래 안 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원작에서 리의 벼슬이 우승상임을 고려하면, 어역 제목의 한국어 표

으로는 ‘ 신’도 할 듯하다. 두 역자가 원제 ‘기은자(hermit, Eremit)’ 
신 날의 우승상을 ‘정치가’로 제목에 내세운 것은 필시 권력무상을 강조하
기 해서 다. 웨일리는 개정 에서 ‘은자’와 ‘ 신’을 조합하여 제목으로 썼
는데, 이로써 원작 1-4연에서 시  자아이자 서술자인 은자와 유배당하는 

신이 서로 다른 인물임이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
이 비슷하므로, 종결부 4행, 곧 원작 제5연의 자연 찬이 그들 모두에게 해당

할 수 있고, 결국 은자 자신과 유배자의 해방감이 동시에 암시될 수 있다. 원
작에서 이 부분은 은자의 결론이자 동시에 유배자의 독백으로 읽어도 큰 무

리가 없다. 작품에 시인 백거이의 유배 체험이 암시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III.1. 조구법: 행 나 기, 행 걸치기, 우( 偶)

웨일리는 축어역을 원칙으로 삼고, 의미는 물론이고 율각－구(행)－연에 이
르는 율문 구조까지도 한자 원본에 따르려 했다. 그 가능성과 한계, 장 과 

단 을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으나, 웨일리의 정 한 번역이 히트의 역

과 국 원  사이의 공통 과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오히려 도움을 다. 
히트는 행 단  번역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유한 독법에 따라 어휘 교체, 

행 나 기, 행 걸치기(Enjambement) 등을 비교  자유롭게 구사했다. 총 20행
인 ｢기은자｣가 24행(1938년: 23행)으로 늘어났는데, 원문 첫 6행에 행 나 기

가 집 되었다. 이 부분을 웨일리의 번역과 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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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리)
“새로 뜯은 약 를 팔려고 시내 가다가

청문(靑問) 앞 나무에 기 어 쉬고 있었다.
길 따라 말 탄 사람이 다가오는데

낯빛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4
송별하려 기다리던 친지 가족이 그 곁으로

몰리는데, 그는 멈춰 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 히트, 1950)
평소처럼, 새로 뜯은 약 를 

장터에 내려고 시내로 갔다.
아직 때가 이른지라

숨을 돌리고 있었다, 자두나무 아래 

동문 앞에서. 5
바로 거기 다, 먼지구름이 에 띈 것은.
말 탄 사람이 길 따라 이쪽으로 올라왔다.
얼굴은 잿빛, 쫓기는 빛. 작은 무리의 [4]
필시 친구와 친척들이 성문 앞에서

잠에 취해 어리둥  기다리다가 10
작별인사 나 려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

원  20행  첫 6행이 그 두 배인 12행으로 늘어난 반면, 나머지 14행은 
오히려 12행으로 어들었다. 행의 수만 따지자면, 히트는 원  제2연 제
2행까지를 2배로 늘여 번역본 체의 반부로, 나머지 14행을 12행으로 
여 후반부로 삼은 셈이다. 이처럼 시작 부분을 집 으로 분구하여 강조한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인가? 행 나 기와 행 걸치기는 우선 음독 속도를 늦

추고 그 시간을 늘여 독자ㆍ청자의 인식작용이 개입할 여지를 마련한다. 웨일
리의 번역에서는 (나무에 기 어) ‘쉬는’(憩: rest) 은자를 히트는 ‘숨을 
돌리게’(verschnaufen) 만들어 그 동작을 구체화하고, ‘동문 앞에서’만으로 1
개 행을 구성하여 도성과 원이 갈리는 지 을 강조한다. ‘자두나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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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앞’, ‘바로 거기’는 모두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 이 게 세 번이나 반복

하여 각인시킨 경계선의 바깥에는 평화로운 원과 언덕이 펼쳐지고, 그 안쪽 
도성에는 권력무상의 궁정세계가 버티고 있다. 성문을 경계로 은자와 신이 
요컨  우( 偶) 계를 이루는 것이다. 행 나 기, 휴지부  우구조의 
강화를 통한 시간 늘이기는 말 탄 사람에 한 정 분석을 한 기법들이다. 
이 시는 히트가 서사극의 기본모형을 설명하기 해 시한 ｢거리 장면 

Die Straßenszene｣(1940)17)을 다분히 연상시킨다. 신의 표정과 행태를 면

히 찰하고 사태의 실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독자들을 해) 기술
하는 은자의 역할과 행인들( 객)에게 교통사고(극  사건)의 자 지종을 설

명하는 목격자(서사극 배우)의 역할이 서로 닮았다.
한시 조구법의 핵심인 우법( 偶法) 는 구법( 句法)은 원문 제4연에

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어제도 불림 받아 황제 뵙더니

오늘은 애주(崖州)로 쫓겨 간다오.
본시에 그런 것이 군신 사이라,
아침 녁에 바 네, 총애와 치욕. 16

昨日延英  작일연

今日崖州去 일애주거

由來君臣間 유래군신간

寵辱在朝暮 총욕재조모

권력무상의 구체  사례를 거론하는 제13-14행 사이에 행간 우(어제[昨日]
－오늘[今日], 연 /연 [延英/延英殿18)－애주[崖州: 오지, 벽지를 변], 알

17) GBA22.1, 370-381. 이 글의 부제: “서사극 장면의 기본모형 Grundmodell einer Szene 
des epischen Theaters”.

18) 연영전은 대궐 안에 서적을 비치하고 임금이 신하들과 학문에 대하여 논의하며 자문을 

구하던 곳으로, 이 제도를 고려왕조도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인종 때 집현전으로 개칭하

였고 이를 조선조가 계승하였다.



임 한 순26

하다/뵙다[ ]－쫓겨 가다/귀양 가다[去])가 성립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며 작
품의 주제를 경구(警句 Pointe) 형식으로 요약한 제15-16행에는 행내 비(군
[君]－신[臣], 총애[寵]－치욕[辱], 아침[朝]－ 녁[暮])가 지배 이다. 히트

는 행 나 기와 걸치기 기법으로 산 과 도성, 은자와 신, 신과 황제 사

이의 우ㆍ 비 계를 원 에서보다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각  효과를 높

이기 해 시간개념과 공간표 도 고치거나 보충하 다.

III.2. 시각 효과

유배자가 “역마 타고 질주해 오는[치역(馳驛)]” 모습을 웨일리는 “말 탄 사
람이 달려왔다 there came a horseman riding”고 평범하게 기술하 다. ‘馳(질
주하다)’에 함축된 박감을 표 할 역어로는 ‘galop, galoppieren’이 더 
할 터이다. 히트는 어역에 따라 “말 탄 사람이 달려왔다 kam ein 
Reiter [geritten]”로 옮겼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정 묘사에서 패배자의 
박한 심리상태를 매우 효과 으로 드러내었다. 

낯빛이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色有非常懼 (백거이)

낯빛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Whose face was pale with a strange look of dread. (웨일리)

얼굴은 잿빛, 쫒기는 빛.
Gesicht: grau. Blick: gejagt. ( 히트)

이 가운데 쫓기는 자의 모습을 가장 잘 시각화한 쪽은 의문의 여지없이 

히트로, 그의 압축어법에 의한 순간 포착이 묘하다. 유배 는 좌천 명령
을 받은 날의 우승상은 잠시 멈추어 서서 가족 친지와 작별할 엄두조차 내

지 못한 채, 말발굽이 계속 ‘먼지구름’을 일으킬 만큼 역마를 채 질하며 다

하게 오지로 달려가야 한다. 낯빛은 공포에 질려 잿빛이 되었고, 빛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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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나 사냥개에게 쫒기는 늙은 짐승의 망이 서려 있다. 역본의 ‘pale
(창백한)’에 해당하는 독일어 ‘bleich’ 신 사용된 형용사 ‘grau(잿빛, 회색)’
은 역시 히트의 창안인 피동형용사 ‘gejagt(사냥당하는, 쫓기는)’와 더불
어 백거이 원 의 ‘극도의 두려움[비상구(非常懼)]’을 웨일리의 어역보다 더 
확하게 드러낸다. 
가장 는 족장을 오지로 떠나보내는 식솔과 친지들의 모습도 원 에 없는 

구  (제10행:) ‘잠에 취해 어리둥  기다리다가 Schlaftrunken und verstört 
auf ihn gewartet’에 의해 이른바 ‘사회  동작법(gesellschaftlicher Gestus)’으
로 구체화된다. 백거이의 원 에서는 단순히 “송별하러 달려온 친족(親族走相

)”인 것을 웨일리가 “송별하려 기다리던 친지 가족”으로 옮겼고, 히트

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새벽잠을 설치며 송하러 나온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에 주목한다. 이들은 필시 체면상 집안이나 후견인의 불상사를 모르는 체할 
수는 없어 성문 밖 길가에 모 으나, 문도 모르고 돌연 죄인의 친지로 락

했다는 사실에 두렵고 짜증도 날 터이다. 신이 한창 세도를 부리던 때에는 

떼 지어 몰려들었을 사람들이 지 은 한 의 “작은 무리”로 어들었다.19)   

III.3. 시간의 압축과 이완

신의 돌변한 운명을 백거이는 ‘어제’의 신이 ‘오늘’의 죄인으로 락했
다는 구( 句)에 이어 (제16행:) “아침 녁에 바 네, 총애와 치욕”이라는 
행내 구로 반복하여 묘사했고, 이것을 웨일리는 (16행:) “총애와 멸이 아
침 녁 사이에 바 었네!”로 직역하 다. 히트는 한 발 더 나아가 (제21
행:) “총애와 노여움이 낮 열두시와 정오 사이”(인용문 강조 은 필자)라
고 과장하 다. 조개모변(朝改暮變) 는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고사성어로

19) 웨일리의 영어역을 독일어로 초역한 엘리자베트 하우프만의 문서실 자료(EBA 6/234)에 

이 부분에 대한 브레히트의 기록이 남아 있다. － 성문 밖에 모여든 사람들을 ‘작은 무리’
로 번역한 것은 “세도가의 주변에 몰려들던 큰 무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그에게 불행이 

닥친 순간 줄어들었다는 점도 함께 독자가 알아듣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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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하다는 듯이, 동어반복을 압축어법과 함께 써서 권력자의 자의성과 변
덕을 극단화한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시간 표 은 자의 인 권

력이 바로 그러함을 익살맞게 지 하며, 권력자 자신도 그 게 작스럽게 몰

락할 것임을 암시한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신과 

제왕들의 몰락도 피할 길이 없다. 그 과정을 한층 명료하게 드러내기 해 
히트는 원 에 없는 시간표 으로 (제16행:) ‘지난 가을’을 추가했다. ‘지난 
가을: 황제의 잦은 방문 －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된 향연 － 오늘: 좌천 
는 귀양길로 이어지는 몰락의 층  는 추 (漸墜的) 과정이 이로써 한
층 선명해졌다. 더욱이 이들 시간표 은 행 나 기와 걸치기를 통해 매번 행

말에 오기 때문에 율동  강세까지 얻는다.
히트의 번역에는 요컨  시문의 연행(演行 performance), 곧 낭송에서 

얻을 수 있는 율동효과가 다각 으로 강화되어 있다. 원 의 첫 부분을 길게 

늘인 데에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조응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백거이ㆍ
웨일리는 필경 우법  칭구조에 따라 제1-2연 8개 행을 은자에게, 제3-4
연 8개 행을 신의 일가친척에게 각각 균등 할애한 반면, 히트는 은자의 

찰과 탐문(제1-14행)에 14행이나 후하게 사용하면서 신의 실각에 한 친
지들의 정보(제15-21행)에는 그 반에 불과한 7행만 할당하 다. 제20-21행
의 일반화된 경구(“지배자의 신들은 언제나 그러하니, / 총애와 노여움이 
낮 열두시와 정오 사이”)를 제외하면, 구경꾼들이 들려주는 신의 경력에는 
7행이 아니라 겨우 5행이 소요될 뿐이다.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은자의 ‘서술
된 시간(erzählte Zeit)’을 해 14행의 ‘서술시간(Erzählzeit)’이 배정된 반면, 
신의 오랜 화와 작스러운 몰락을 알리는 데에는 지난 가을부터 약 를 

뜯는 까지 어도 반년의 ‘서술된 시간’에 고작 5행 길이의 ‘서술시간’이 
할애되었다. 이러한 조구법은 내용에 상응한다. 은자가 여유 있게 “숨을 돌리
며” 쉬는 동안, 정해진 일시 안에 변경의 유배지 는 새 부임지에 도착해야 
하는 신은 질주하는 역마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숨 가쁜’ 몰락의 길을 달려
가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의 완 을 통해 히트가 의도한 효과는 ｢ 신｣ 

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원 의 “아침과 녁 사이”를 “낮 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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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정오 사이”로 압축하고 그러한 시간 표 을 번역시 체에 반 한 구성

법에서 우리는 희화  언어유희는 물론, 시 비 을 넘어 생체리듬까지 포

하는 히트 시문학의 요체를 추론하게 될 것이다.

III.4. 공간표 의 비구조

비ㆍ 립구조를 강화하기 한 원 의 변형과 보완을 시간구조뿐만 아니

라 공간표 에서도 볼 수 있다. 백거이의 원 에 이미 권력자들의 활동무 인 

도성은 ‘ 원과 언덕’이라는 배경에 둘러싸여 있다. 담시 ｢기은자｣는 산 에

서 나온 은자의 서술로 시작하여 다시 산 으로 돌아갈 은자의 자연찬미로 

마감된다. 백거이에게 ‘독선(獨善: 홀로 지내며 자신을 돌보기)’의 수행은 ‘겸
제(兼濟: 직에 나아가 세상을 두루 구제하기)’의 제이자 비과정이기 때
문에, 은자가 찬하는 은둔생활은 백이ㆍ숙제(伯夷叔齊) 식의 도피주의와는 
달리 극 인 거부 는 권토 래의 의지를 함축한다. 이와 련하여 히

트는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묘한 공간표 을 창안하 다. 
원작과 웨일리 번역본에서는 도성의 “청문(靑門)”20)으로 들어서는 은자와 

궐 쪽에서 성 밖[교(郊)]으로 말을 타고 달려 나오는 신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형에 맞춰 장안(長安)의 당나라 황궁 장안성도 
북경의 자 성(紫禁城)처럼 넓은 평지에 지어졌고, 이 사실은 시안[西安]으로 
개명된 고도 장안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 든 백거이의 원작에서는 

두 사람의 치에 높낮이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히트의 첫 

번역에서 신은 길을 따라 “이리 내려오는” 반면, 개정 에서는 “동문(東
門)”을 향해 “이리 올라오는” 순간에 포착된다. 은자ㆍ서술자의 시 에서 볼 

20) ‘청문’은 당나라 수도 장안의 동쪽 문 3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었다. 백거이 자신도 

몇 년 뒤인 815년 이 문을 지나 벽지로 좌천될 운명이었다. 브레히트가 ‘청문’의 위치를 

놀랍게도 “올바로 유추”하여 ‘동쪽 문(östlliches Tor)’(1938) 또는 ‘동문(Osttor)’(1950)으
로 번역했다는 태틀로우의 주장(A. Tatlow [1973], 67면)은 그러나 신빙성이 없다. 브레

히트가 은자의 거처를 ‘동문’ 밖으로 삼은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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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938)에서 신은 마치 서양의 고성처럼 높은 산지의 궐에서 낮은 
평지로 달려 내려오고 있으나, 개정 (1950)에서는  아래 속세를 등지고 높
은 언덕 쪽으로 헐 벌떡 올라온다. 여기에 맞춰 종결부에서도 목가  분 기

가 강조된다. 원－바윗길－언덕－구름으로 이어지는 은자ㆍ 신의 발길은 

상승방향을 가시화한다. 은자는 비록 속세를 떠나 살지만, 자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지를 높여 도성 안을 조감하게 될 것이다. 거처가 동쪽 
언덕 에 있으니, 은자는 동이 트자마자 도성의 속세를 내려다볼 수 있다. 
그 반면, 어차피 세속에 매인 서울 사람들은 햇빛에 이 부셔서라도 이른 아
침 자연의 이상향을 아  보지 못하거나 훨씬 뒤늦게나 알아볼 터이다. 이
처럼 자연 속의 은거를 권력으로부터의 의식 인 탈출과 해방으로 해석하는 

것이 히트의 독법이자 독자를 향한 함의이다.
웨일리는 1918-1919년 어역에서 이 시의 마지막 행 “모신계비오( 身計

非誤)”를 “그가[ 신이] 끝내 가했구나, 불패의 ‘일격’을 At last he has made 
a ‘coup’ that cannot fail.”이라고 번역했고, 히트도 1938년 본에서 이
를 축역하되 ‘흰 구름 속에서 among the white clouds’는 무시해 버렸다. 원
작에서 ‘모신( 身: 일신을 도모하다)’은 ‘독선(獨善)’, 곧 (황제의 부름이 없
거나 직을 잃으면) ‘ 야에 묻  자신을 돌보다’라는 유교의 덕목을 뜻하는데, 
웨일리는 아마도 이를 ‘음모, 모반’으로 오해하여 후반부 ‘계비오(計非誤)’를 
황제에게 ‘불패의 일격을 가했다’는 뜻으로 옮겼다. 그는 1946년 개정  
국시 Chinese Poems에서 이 결구를 “은자 어  의심하랴, 더 좋은 쪽 택한 
것을? Can the hermit doubt that he chose the better part?”이라고 고쳐 서술
자인 은자를 주어로 삼았으나, 그래도 애매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웨일리의 
국시 1948년 개정 을 입수했던 히트는 1950년 개작에서 문제의 마지
막 행을 아  생략하는 신, 길, 도로(road, Straße)를 바윗길(Steinpfad)로 바
꾸고 “(언덕들이) 평화롭구나”를 덧붙인 뒤 “무리지어 흘러가는 구름 아래
서.”라고 하여 원 의 결어격인 ‘구름’을 되살렸다. 웨일리의 오역으로 야기된 
역본의 모호성이 이로써 해소되고, 권력자의 자의성과 평화로운 자연 사이
의 비가 한층 명료해졌다. 특히 은자와 유배자의 해방감을 동시에 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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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백거이 원작의 함의가 회복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해 원 과 두 번

역본의 종결부를 다시 읽어본다.

푸르디푸른 동쪽 성 밖의 원 靑靑東郊草

그 속에 돌아갈 산길이 있네.  中有歸山路

물러가 구름 속에 워 지내니 歸去臥雲中

한 몸 돌볼 계책에 그르침 없네. 身計非誤 (백거이)

푸르고 푸르다 － 동쪽 성 밖에 린 원

그 속에 길이 언덕으로 이어졌네.
흰 구름 속에 묻  평화롭게 지내니

[그가 끝내 가했구나, 불패의 ‘일격’을.] 20 (웨일리, 1918)
은자 어  의심하랴, 더 좋은 쪽 택한 것을? (웨일리, 1946)

푸르디푸른 동쪽 성 밖 원을 지나

산길이 언덕으로 이어졌네! 그가 마침내

여지없는 불패의 ‘일격’을 가했구나. [20]/23 ( 히트, 1938)

푸르디푸른 동쪽 성 밖 원을 지나

바윗길이 들어선 언덕들, 평화롭다

무리지어 흘러가는 구름 아래서. [20]/24 ( 히트, 1950)

히트의 수정본(1950)에 이르러 자연은 더욱 일반 이고 비정치 인 모

습을 띄게 되었지만, 작품의 체 맥락에서 특히 결말의 자연형상들( 원－바
윗길－언덕－구름)은 그 척 의 정치 상황을 암시한다. 얀 크노 의 표 을 

빌자면, 히트의 “시상들은 두 가지 층 를 지니고 있어서, 자연의 이미지
에 의해 동시에 정치  이미지가 포착”21)되는 것이다. 일상  (자연)형상에 
함축된 정치  신호 － 이것이 바로 히트의 원숙한 후기 시, 특히 부코 
비가에서 자주 국  연 과 함께 나타나는 상이다.

21) Jan Knopf: Brecht-Handbuch (1984),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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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마침내 / 여지없는 불패의 일격을 가했구나.”라는 1938년 본의 결
구는 － 비록 웨일리의 오역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 황제에 한 극

인 항을 직설법으로 드러낸다. 1950년 수정 에 이 구 이 빠진 사실로부

터 라인홀트 그림은 히트의 작품에 자주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와 문학 
사이의 충돌  창조  상호작용”22)을 추론했다. 정치와 술 사이에서 갈등
을 느끼던 작가가 수정 에서는 (다행히도?) 마지막 행을 생략하여 정치보다 
술 쪽에 우 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을 히트 자신은 － 웨일리에

게 그랬던 것처럼 － “학습과 오락의 일치를 모르는 멍청이”(GBA 21, 211)
라는 말로 거부했을지도 모른다. 태틀로우가 라인홀트 그림의 탐미주의  해

석에 이의를 단 것은 당연하고, 히트가 ｢기은자｣의 마지막 행을 자연묘사

로 체하고서도 사회비 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주장23) 역시 설득력이 있
다. 다만, 신의 상이 ‘최고 층’에서 ‘고 층’으로 격하된 데에서 정치비
의 의도를 읽자는 태틀로우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리지어 흘러가
는 구름 아래 평화로운 언덕들’이라는 마지막 시상에 함의된 정치성을 오히
려 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자연은 권력투쟁의 궁정에 비되는 만큼 정
치  의미를 얻기 때문이다. 자연 찬과 은둔이 함축할 수 있는 도피주의의 

험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보마르셰의 피가로의 결혼 이래 서양문학에서 
군주에게 등을 돌리는 신하, 주인을 떠나는 계몽된 하인의 결단은 무해한 결
별로 그치지 않고 반역과 명을 고하거나 선취했다.

히트의 번역시 ｢ 신｣의 의미를 좀 더 포 으로 이해하려면 연작 
국시의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신｣은 이 연 기  선집에 수록된 아

홉 편의 시 가운데 세 번째에 치하면서 아직 고  국의 이상향 인 분

기를 간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 노자 도덕경의 유래에 한 담시

22) R. Grimm: Bertolt Brecht und die Weltliteratur, 71면: „Es ist stets aufs neue faszinierend, 
den Widerstreit und das schöpferische Wechselspiel zwischen Ideologie und Dichtung in 
Bertolt Brechts Schaffen zu verfolgen.“ 

23) A. Tatlow (1973), 67면 참조: „Beide Änderungen [,Könige‘ duch ,Herrscher‘ und ,Einer 
von den Größten‘ durch ,einer von den Großen‘] widerlegen Grimms Behauptung, dass 
die letzte Fassung weniger ,sozialkritisch‘ ist.“ R. Grimm, 위의 책 6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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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자가 혼란과 악행을 피해 잠 하듯이 ｢기은자｣

의 시  자아도 약 를  뒤 기꺼이 도성을 다시 떠날 것이다. 그는 신의 
유배에 비추어 자신의 은거를 옹호하는 동시에 실각한 신에게도 안을 보

낸다. “바윗길이 들어선 언덕들”, 곧 원작의 “돌아갈 산길[歸山路]”은 은자의 
귀로이자 신이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는 길이기도 하다. 유배자의 운명을 백
거이와 히트도 겪은 만큼, 은자와 신은 동일인으로서 두 시인의 자서
 면모를 지녔다.  국시 연작 후반부에 이르면 그러나 이상향의 흔 은 

완 히 사라지고 쟁의 참상이 불쑥 괴성을 지르며 머리를 치켜든다.24) 라
인홀트 그림은 이러한 연작 구조의 의미를 따져 보지 않은 채, ｢ 신｣을 
국시 분석의 마지막 작품으로 삼아 정치  작가의 술성을 무리하게 부각

시켰다. 본문비 의 에서 보면, 오역을 두고 근거 없는 논쟁이 벌어진 셈
이다. 번역에 한 비교연구에는 늘 그러한 헛소동의 험이 따르기 쉽다. 

Ⅳ. 자연형상과 율동 개념에 함의된 시대비판 

IV.1. 자두나무와 흰 구름

이 인 자연형상들은 다른 시상들과 마찬가지로 시간 ㆍ공간  속성을 

통해 표 되게 마련이다. 번역시 ｢ 신｣에서 약  수집가가 들어서려는 성문

의 공간  의미는 반 헤넵의 통과의례 는 빅터 터 의 사회극(social drama) 
이론에서 부각된 경계성(liminal, liminality) 개념에 의해 히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며, 이 경계를 통과하기 에 부각되는 자두나무 아래의 여유와 구름
의 유장함은 히트가 아마도 국시 번역을 계기로 기술한 시 번역의 핵

심 상으로서의 율동 개념25)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건부 육년의 간언 Ein Protest im sechsten Jahre des Chien Fu｣(GBA 11, 259, 263. 조
송: 己亥歲); ｢아들이 태어나면 Bei der Geburt seines Sohnes｣(GBA 11, 259, 264. 소식: 
洗兒[戱作]); ｢장개석 원수의 죽은 병사에게 고하다｣(GBA 11, 264-265. 관자오: 너 이제 

자유롭구나). 이 가운데 특히 마지막 작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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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거이가 시상 개의 틀로 삼은 한 (閑寂)의 두 상징, 곧 ‘나무’(제1연)와 
‘구름’(제5연)을 히트는 한  는 한 그루의 “자두나무”와 “무리지어 
흘러가는 구름”으로 구체화했다. 1938년 번역본 ｢ 신｣의 제3-4행(“동문 앞 한 
의 자두나무 아래로 / 길을 비켜 들어서서 숨을 돌렸다. Verschnaufte ich 

vom Weg mich unter ein / Paar Pflaumenbäumen am östlichen Tor.)”와 련
하여 히트는 이 부분의 시행 구성을 다음과 같이 자평하 다. － “평범하
지 않은, 을 혼란시키는 ‘아래로 unter ein’라는 행말(行末)은 이를 낭독할 
때 그 다음 행의 축약된 구성과 더불어 낭랑하게 울리는 ‘리타르단도’ [ritar- 
dando:  느리게]를 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오는 조 한 상황으로

의 환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쫓기는 자가 먼지구름을 일으키게 하는데, 
원 에는 이것이 없었다.” 이러한 속도의 변화는 사건에 “역동성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불행에 한 끔 한 소식을 듣고 당황한 사람들이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났음”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26)

시간의 완 과 그 의미에 한 논의에 앞서, 자두나무와 구름의 히트  
시상을 먼  추 하기로 한다. 자두(Pflaume)는 독일에서 흔한 서민  과일일 

뿐만 아니라 비속어로 여성의 음부를 가리킨다. 이 과일과 나무의 성  연상

을 컨  하이네가 문학수필집 낭만  Die romantische Schule(1832-1835)
에서 몇 차례 괴테의 고답 인 ‘ 술시 ’를 비아냥거리기 해 이용했다. “
나에서 바이마르 방향으로 쁜 나무들이 늘어선 로가 나 있다. 나무에는 
자두가 자라는데, 여름 더 로 목이 마를 때 따 먹으면 맛이 아주 좋다.”27)는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한층 더 노골 이다. “나는 만약 괴테를 한 번 만
나면 고매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털어놓을지, 기나긴 여러 겨
울밤에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되자, 나는 작센

25) GBA 22.1, 132: “원전의 율동[리듬]에서 저자의 자세의 한 요소인 것만 번역하도록 시

도해야 할 것이다. 그 이상 더 할 것은 없다. Was im Rhythmus des Originals ein 
Element der Haltung des Schreibenden ist, sollte man zu übertragen suchen, nicht mehr 
davon.”

26) EHA 6/234. 위 각주 19번 참조.
27) Heinrich Heine: Werke und Briefe in zehn Bänden. Hg. v. Hans Kaufmann, 2. Aufl., 

Berlin und Weimar: Aufbau 1972,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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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두들이 아주 맛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괴테는 미소했다. 그가 한때 
 아름다운 다, 에우로 , 다나에, 세멜 , 그리고 다른 여러 공주와 평범
한 요정들에게 입을 맞추던 바로 그 입술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28) 
히트가 하이네의 이러한 재담에서 감을 얻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자
두와 자두나무는 그의 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에 나온다. 그가 
첫 사랑의 상 던 마리 로제 아만에게 바친 1920년의 노래 ｢마리 A.를 회
상하며｣에서 어린 자두나무와 하얀 구름은 자연 속의 원  성애를 감상

으로 미화한다.

랗게 맑은 구월 그때 그날에

싱싱한 자두나무 아래 가만히

조용하고 창백한 사랑 차지했네.
내 품에 그녀 안았지, 고운 꿈처럼.
우리 에는 아름다운 여름 하늘

구름 한 을 하염없이 보는데

아주 하얗고 까마득히 높아서

올려다보니 원히 사라졌네.

An jenem Tag im blauen Mond September
Still unter einem jungen Pflaumenbaum
Da hielt ich sie, die stille bleiche Liebe
In meinem Arm wie einen holden Traum.
Und über uns im schönen Sommerhimmel
War eine Wolke, die ich lange sah
Sie war sehr weiß und ungeheuer oben
Und als ich aufsah, war sie nimmer da. (GBA 11, 92)29)

28) 같은 책, 61면.
29) 아만은 ‘브레히트의 여인들’ 중 유일하게 뒷이야기가 늦게야 밝혀졌다. 작가 자신은 

1920년 (아만이 ‘돈키호테의 애인 1003명 다음’이라는 암시로) ‘감상시 제1004번’이라는 

농조의 치기 어린 부제까지 이 시에 붙이고, “정낭(精囊)이 가득 찬 상태”일 때 시인은 

“어느 여자든 아프로디테로 보게 마련”이라고 자평하며 젊은 시절의 허무주의적 성향을 

토로했다. GBA 11, 318면 이하; Brecht. Sein Leben in Bildern und Texten (198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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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히트 기의 자기 심 인 자화상이다. 제2연 이하에서 시  

자아는 “어린 자두나무”가 “아직도 꽃을 피우는지 는 벌써 잘려 버렸는지”, 
“당시의 그 여자가 지 쯤 일곱 번째 아이를 가졌는지” 심이 없다고 냉담

하게 토로한다. 나무 에 워 올려다보던, 희망을 상징해야 했던 하얀 구름
도 풋사랑의 덧없음을 알리듯이 원히 사라졌다. 여기서 번역시 ｢ 신｣과의 

연 은 흐릿하지만, 나무와 구름이 자연 속의 여유와 평화를 변하는 에서 
두 시상의 연속성을 읽을 수 있다.
어린 자두나무는 1933년 이후 히트의 망명시 에 본질 인 의미변화를 

겪는다. 그가 아들 슈테 을 해 쓴 ‘동요’ ｢자두나무 Der Pflaumenbaum｣

(1939)가 방향 환의 표 인 사례이다.

안마당에 자두나무가 서 있다.
그것 참 작네, 자두라니 믿기 어려워.
[...]
클 수가 없는 거야, 꼬마 나무는.
크고 싶지, 아무렴, 크고 싶지만

햇빛이 무 다고는

말하지 않네, 그 구도.

Im Hofe steht ein Pflaumenbaum
Der ist klein, man glaubt es kaum.
[...]
Der Kleine kann nicht größer wer’n.
Ja größer wer’n, das möcht er gern.
's ist keine Red davon
Er hat zu wenig Sonn. (GBA 12, 21)

이 노래는 망명시인 히트의 작품에서 자연의 정치  함의에 주목하도록 

발터 벤야민을 자극한 에서도 주목을 받아 왔다.30) 

이하 참조. 
30) Walter Benajamin: Versuche über Brecht. Frankfurt a. M.: Suhrkamp 1966, 7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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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극 푼틸라 나리와 그의 머슴 마티 Herr Puntila und sein Knecht 
Matti(1940)의 삽입곡 ｢자두나무 노래 Das Pflaumenlied｣에서는 자두 따는 
여인들이 외지 청년에게 느끼는 본성  연정이 다시 한 번 강렬하게 피어오

르지만, 이번에는 서민들과 지주의 립이라는 주제와 결부되어 있다. 
히트 편람(2001) 서정시의 서론 필자 톰 쿤은 이 노래를 빠뜨린 채 히

트의 후기 자연시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시했다.

상징을 함축하며 불구가 된, 열매를 맺지 않는 덴마크의 나무들, 실상이 폭로된, 
물고기 가득한 핀란드의 호수들, 그리고 철면피하게 물이 뿌려지는 캘리포니아 [부
유층의] 잔디밭들에 한 그의 개 들은 당 의 정치  상황에 비된다. 그러한 

형상들은 정치에서 동기를 얻으며, 여 히 한층 큰 정치  추이에 개입하려 시도한

다. “꽃이 만개하는 사과나무”와 “환쟁이[히틀러]의 연설”에서 － “두 번째 것만”이 

아니라 － 둘 사이의 모순이 곧 [시를 쓰도록] “책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31)

히트 자신은 ｢서정시가 어려운 시  Schlechte Zeit für Lyrik｣(GBA 14, 
432)에서 병신이라고 천 받는 과일나무와 척박한 땅, 소작농 여인의 굽은 허
리와 처녀들의 따스한 젖가슴을 비한 뒤, 꽃 피는 사과나무와 히틀러의 정
치  선동 가운데 후자만이 시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하 다. 이를 
두고 쿤은 정치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정치 사이의 모순이 바로 작시(作
詩)의 동기가 되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히트의 표 인 자연시로 회자되는  작품들에서 자연과 정치문화의 

모순 인 계를 시하는 구성법을 히트가 국 시인들에게서 비로소 

Brecht-Handbuch (2001), Bd. 2, 3면; GBA 12, 363 참조.
31) Brecht-Handbuch, Bd. 2 (2001), 12면: „Seine diversen Ausblicke auf die symbolträchtig 

verkrüppelten, keine Früchte tragenden Bäume Dänemarks, auf die kompromittierten, 
fischreichen Seen Finnlands und die schamlos bewässerten Rasenflächen Kaliforniens 
werden der gegenwärtigen politischen Situation gegenübergestellt. Solche Bilder gewinnen 
ihre Motivation aus der Politik, und sie versuchen noch immer, in die größeren politischen 
Abläufe einzugreifen. Denn gerade der Widerspruch zwischen dem ,blühenden Apfelbaum‘ 
und den ,Reden des Anstreichers‘ － und eben nicht ,nur das zweite‘ － drängt zum 
Schreibt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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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망명 이후 1949년 동베를린 귀환과 이후까지 이
어진 그러한 구도의 시들이 그의 국시 번역과 궤 을 같이 한 것은 분명하

다. 그가 ｢ 신｣에서 자연과 정치의 비를 부각시키기 해 시간의 완 을 

다양하게 강화한 데에서도 국 통의 폭넓은 향을 유추할 수 있다. 노자
의 도덕경이 그 향의 심에 있었다.

IV.2. 시상과 리듬의 비구도

노자의 교훈을 히트는 1925년 집필한 ｢정 한 국인들｣이라는 자선

 단문에서 “생활의 지(Lebenskunst)”32)로 이해했고, 이것이 훗날의  

유명한 ｢망명길의 노자와 도덕경의 생성에 한 담시｣(1938)에서 ‘유약한 물
이 바 를 뚫는다’는 민 의 희망과 신념으로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유쾌하게 들떠서  사내가

물었으니: “그래 뭔가 알아내셨나?”
동자가 말하기를: “부드러운 물이라도 흐르면서

세월이 가면 커다란 바 를 이긴다는 거요.
아시겠소, 강한 것이 진다고요.”

Doch der Mann in einer heitren Regung
Fragte noch: „Hat er was rausgekriegt?“
Sprach der Knabe: „Daß das weiche Wasser in Bewegung
Mit der Zeit den mächtigen Stein besiegt.
Du verstehst, das Harte unterliegt.“ 33)

물의 지속 인 움직임과 그로 인한 사태의 반 이 문체에도 반 되어 있

32) Bertolt Brecht. Tagebücher 1920-1922. Autobiographische Aufzeichnungen, hg. v. Herta 
Ramthun, Frankfurt a. M. 1978, 66면: „Die höflichen Chinesen“.

33) GBA 12, 33. 제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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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의 길고 짧음이 의도 으로 물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데, 이로써 외견
상 느리고 약하지만 인내와 끈질김으로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민 의 생명력

이 형상화된다. 물의 행태와 그 작용을 묘사하는 3-4행의 독일어 원문은 20음
(  번역에서는 25음 )인 반면, 제5행에서 물의 수인 바 의 갑작스러운 

몰락에는 겨우 6음 (번역은 8음 )이 소요될 뿐이다. 물이 긴 호흡의 리타르
단도－아다지오로 유장하게 흐르며 바 의 안쪽을 녹여내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바 가 제4행 후반부(“커다란 바 를 ...”) 이하 제5행에서 박한 크
센도에 이어 강력한 포르티시모로 단숨에 무 져 내린다. “아시겠소, 강한 
것이 진다고요.” － 이 결론의 말미에 감탄부호 신 마침표를 쓴 것은 바
가 힘없이 내려앉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여 히 

신 하게 목소리를 낮추라는 신호일까? 어 든 독자는 마지막 행의 행말 다

음에 안도의 긴 휴지를 상정해야 한다.
자연 상은 그러나 느리고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물길이 막힌 강은 힘을 

축 했다가 재해를 일으키고, 폭풍과 도는 무한정의 력으로 자연, 인간, 
문화를 괴하기도 한다. 하필 1950년  동독의 정치  상황을 이러한 자연 

상징으로 비 한 를 부코 비가에 수록된 ｢무쇠 Eisen｣에서 볼 수 있다.

어젯밤 꿈속에서 

거 한 폭풍을 보았다.
공사장 비계에 달려들어

받침 를 날려버렸다,
무쇠 받침을, 땅바닥으로.
하지만 거기 나무로 된 것은

휘어졌고 그래서 남았다.

Im Traum heute nacht
Sah ich einen großen Sturm. 
Ins Baugerüst griff er
Den Bauschragen riß er
Den Eisernen, abwä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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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h was da aus Holz war
Bog sich und blieb. (GBA 12, 315)

여기 시행들은 간명하고 거의 한담조로 이어지지만, 논리 인 순서와 박

한 행말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도 백거이의 풍유시 ｢은자｣의 

특징 인 3부 구성과 비구조(시  자아의 찰－강자의 몰락－약자의 승리)
가 에 띄는데, 다만 개와 상승 부분이 빠져 있다. 폭풍(민 항)은 이미 
닥쳐 와 있으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괴력으로 신축공사장, 곧 후 동독의 
재건 장을 뒤흔든다. ‘무쇠 받침’(철 )은 스탈린 체제를 가리킨다. 스탈린
(Stalin)은 독일어로 ‘강철 같은 자(der Stählerne)’라는 뜻인데(GBA 12, 450 
참조), 스탈린을 직  연상시킬 강철(Stahl) 신 그 유의어인 무쇠(Eisen)의 
형용사형을 명사화한 것이다. 공사장 비계의 철 이 그 완고함 때문에 폭풍에 

날려 떨어지는 시상에서 우리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철거에 이어 속도로 
진행된 동구권 몰락의 신호, 컨  폭력정치에서 벗어난 민 들의 닌 동상 

제거가 35년 가까이 선취되었다고 연상해도 좋을 것이다. 과거 동구권의 스
탈린주의 청산은 늦어도 1953년 5월 스탈린의 사망 직후부터 본격화하 는

데, 히트도 1954년 ｢무쇠｣를 포함한 부코 비가의 출 으로 이에 동참

한 셈이다.
비유시 ｢무쇠｣의 주요 시상들, 곧 폭풍－비계－철 －목재는 시각  비

뿐만 아니라 각각에 상응하는 율격  행말의 시간 ㆍ청각  속성에 의해 

차별 으로 악된다. 폭풍의 력을 묘사한 제3-5행은 2개의 문장인데, 그 
 둘째 문장이 행 걸치기로 두 행(제4-5행)을 구성하며 빠른 속도로 읽힌다. 
각행의 말미는 모두 단호한 어감의 강약격(Trochäus) 율각인데다가 강세 있는 
간모음이 모두 단모음이어서 폭풍의 속도와 괴력에 부응한다. 제3-4행의 행
말(griff er: 움켜쥐었다, 달려들었다 / riß er: 잡아채었다, 날려버렸다)은 거의 
각운을 이룰 만큼 발음이 비슷하여 폭풍의 반복 인 공격을 묘사하고, 제5행
의 방향표시 부사(abwärts: 아래쪽으로, 땅바닥으로)에 이르러서는 완 수 3의 
원리에 따라 철 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추락한다. 종결부 첫 행(제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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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 “하지만 Doch”은 그 후(무쇠－나무)가 상호 립구도를 형성할 것
임을 고하고, 이어 “거기[비계]에 나무로 된 것”이라는 불확정 인 상과 

그 행태가 서서히 앞에 나타난다. 이들 시상과 시어에 내재한 율동을 단계
별로 기술하면, [1] (제1-2행:) 꿈속에서 아다지오 속도의 불길한 환상으로 도
입된 폭풍이 [2] (제3-5행:) 크 센도－ 스토로 몰아쳐 무쇠 받침을 날려버

리지만, [3] 제6-7행에서 “나무로 된 것”은 리타르단도－아다지오 몰토로 유
연하게 자신을 굽  살아남는다. 마지막 행의 핵심어는 2개의 동사(bog sich: 
굽혔다, 휘어졌다 / blieb: 남았다)인데, 둘 다 장모음을 가진 단음 어로서 나

무의 유연성과 태풍 뒤의 고요에 상응한다. 두 동사에서 연성의 입술소리 b 
역시 － 그 앞 행에서 거의 행내운(行內韻)을 구성하는 was, war의 성 w와 
더불어 － 제2행의 행말어 폭풍(Sturm 슈투름)의 성이 내는 거친 음향에 
비되며 안도감의 음운표 에 기여한다. 무쇠와 나무의 비는 도덕경 담시
에서 부각된 바 와 물의 비유를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맺음말

연작  국시의 체 작품에서 그리하 듯이, 히트는 ｢ 신｣에서도 

한시 고유의 우 구조를 확  강화하고 원 에 함축된 ‘사회  동작법’을 가
시화함으로써 원작자 백거이의 풍유를 한층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특히 시간 
 공간 표 에서 그가 발휘한 기지와 창의를 아무나 쉽게 모방하기는 어려

울 터이다. 시인 히트가 “선호한 표징들”이 물과 나무34)라는 사실에 비

추어서도, 그의 도덕경 담시와 번역시 ｢ 신｣은 그의 시상과 시작법을 표하

는 유력한 사례들임이 분명하다. 그의 시가 자연형상을 매개로 (이른바 계몽
의 변증법으로 야기된) 자연과 문명의 갈등 계를 지 하는 만큼, 도덕경 담
시, ｢ 신｣, ｢무쇠｣ 등에 공통 인 리타르단도－아다지오와 크 센도－ 스

34) Brecht-Handbuch (2001), Bd. 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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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율동  비  환을 생명체의 보편  속성으로 일반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에 이고 인 상은 신속히 제거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녹여내는 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생명체의 

자기보존 략이다. 나치든 스탈린주의든 히트에게 테러정치는 민 의 유

연한 지혜와 단결로 때를 기다리며 극복해야 할 상이었다. (이 주제를 다룬 
표 인 극작품이 갈릴 이의 생애 본(1939, 연 1943)이었다.) ｢무
쇠｣에서 ‘나무로 된 것’은 ‘평화로운 언덕들과 흘러가는 구름’에 못지않게 불
확정 이지만, 이 시상들의 그러한 속성이 바로 민 을 암시하기에 시공을 넘

어 호소력을 가진다. 번역시 한 수로도 한 시 의 수 과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에서, 히트의 동양  자연시는 최근에 주목 받는 문화  는 

문화상호  번역이론의 근거를 마련하는 표본으로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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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Brechts Aufnahme der chinesischen Lyrik
－ Am Beispiel der Übersetzung Der Politiker aus Po Chü-yis 

Satire Der Eremit 

Yim, Han-Soon (SNU)

Unter den sechs bzw. neun chinesischen Gedichten, die Brecht zum großen 
Teil aus dem Englischen von Arthur Waley übersetzte und zuerst 1938 und 
dann 1950 jeweils in Form eines Zyklus veröffentlichte, gilt Der Politiker als 
„die beste Übersetzung“ und „aus verschiedenen Gründen besonders inte- 
ressant“. Der englische Titel lautete bei Waley, dem chinesischen Original 
angeglichen, Hermit, wurde aber in seiner revidierten Fassung in Hermit and 
Politician umgeändert. Gegen die in der Forschung verbreitete Auffassung, 
Brecht habe überhaupt „[keine] strukturellen Prinzipien dieser [chinesischen] 
Gedichte für seine eigene Lyrik übernommen“ und sie bei der Übersetzung 
eher „seinen eigenen, schon entwickelten Formen angepasst“, galt es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ng nachzuweisen, dass Brecht die wichtigen Bauele- 
mente des Orginals － seien sie lyrische Bilder oder metrische Eigenschaften 
－ nicht unterdrückt, sondern deren antithetische Struktur weitgehend beibe- 
halten und durch Zeilenteilung bzw. -sprung (Enjambement) sowie durch 
Verlangsamung oder Beschleunigung des ebenfalls antithetischen Rhythmus 
bewusst und absichtlich verstärkt hat.

Bewundernswert ist in Brechts Version zuallererst die visuell pointierte Be- 
schreibung des verbannten hohen Beamten: Aus der dem Original gegenüber 
abgeschwächten Darstellung Waleys „Whose face was pale with a strange 
look of dread“ stellt Brecht eine viel präzisere, einmalige Momentauf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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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Gesicht: grau. Blick: gejagt“. Aus den acht Zeilen der dem Kräuter- 
sammler gewidmeten Anfangsstrophen des Originals und der englischen Vor- 
lage hat Brecht vierzehn Verse gemacht, während er die letzten drei Strophen 
quantitativ unverändert ließ. Gegenüber der Vorlage ist damit eine enorme 
Gewichtsverschiebung zugunsten des lyrischen Ichs entstanden, das funktional 
als Beobachter (1.-2.), Fragesteller (2.), Zuhörer (3.-4.) und Kommentator (5. 
Strophe) die ungewöhnlichen Vorgänge sowie den Unterschied zwischen 
seinem friedlichen Naturleben und der Unsicherheit des Hoflebens noch 
schärfer als im Original zum Vorschein bringt. Er fungiert gleichsam als 
Erzähler im epischen Drama, dessen Rolle etwa als Zeuge eines Autounfalls 
in der Schrift Straßenszene explizit dargestellt ist. Da diese Figur dem Leser 
des Gedichts einen zuverlässigen Bericht zu erstatten hat, nimmt er gegen- 
über der Vorlage eine um ein Zweifaches verlängerte Erzählzeit in Anspruch, 
wogegen die Zeit zur Darstellung des gestürzten Politikers eher leicht gekürzt 
werden kann: Gegenüber acht Zeilen in der Vorlage stehen siebenundeinhalb 
Zeilen in Brechts Version, also eine halbe Zeile weniger. Dementsprechend 
wird der Untergang des ehemals so mächtigen Günstlings des Kaisers, wel- 
cher ihm gemäß der guten Sitten des chinesischen Herrschers täglich dreimal, 
nach Brecht zweimal, einen Blick zu gönnen pflegte, drastisch beschleunigt. 
Durch die Verlegung der dreifachen Zeitausdrücke „Noch im Herbst“, „Noch 
gestern“ und „Heute“ nach hinten zum Versschluss wird zwar jedes Mal eine 
nachdrückliche Kadenzpause verlangt, sie soll aber eher den kommenden 
Untergang des Politikers unabwendbar heraufbeschwören. Seinen plötzlichen 
Sturz bekräftigt dann das synonymische Paradoxon „zwischen zwölf Uhr und 
Mittag“, mit dem Brecht die bereits übertriebene chinesische Redewendung 
,zwischen Morgen und Abend‘ weiter übertreibt.

Wahrscheinlich im Zusammenhang mit seiner Arbeit an den chinesischen 
Gedichten einschließlich des Politikers entwickelte Brecht eine Art Theorie 
der Gedichtübersetzung. Danach sollte man sich „mit der Übertragung der 
Gedanken und der Haltung des Dichters begnügen“. Zu übertragen sei le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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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 „was im Rhythmus des Originals ein Element der Haltung des Schrei- 
benden ist“. Im Prozess seiner eigenen Übersetzung ist dann gleichsam eine 
Art Lebensrhythmus von Verlangsamung und Beschleunigung nachgezeichnet 
worden, wie sie im Sinne einer „Lebenskunst“ etwa im Bild des fließenden 
Wassers in seiner berühmten Ballde über die Entstehung des Taoteking zum 
Ausdruck kommt. Die Gegenüberstellung des Kräutersammlers und des ent- 
machteten Vizekanzlers im Poltitiker entspricht im Grunde jener Antithetik 
vom weichen Wasser und dem mächtigen Stein in der Ballade sowie von 
Eisen und Holz im Kurzgedicht Eisen aus den Buckower Elegien. Auch der 
Pflaumenbaum und die Wolke, die bevorzugten Wahrzeichen des Dichters in 
seiner politischen Naturlyrik, erhalten bei seiner kreativen Aufnahme der 
chinesischen Vorlage eine neue Qualität. Um der Thematik der Spannung 
zwischen Natur und Kultur in Brechts Lyrik gerecht zu werden, wird man 
also weiterhin seine chinesischen Gedichte zu Rate ziehen mü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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