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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토마스 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는 동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미래에 한 기 와 희망,그리고 환기에 겪

는 혼란과 방황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 다.동독 사

회의 변화를 기 하던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행복을 느끼지

만,상상했던 것과 다른 서독 사회의 모습에 실망한다. 루시히는 이러

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환기 독일 사회에서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이 어떤 내․외 갈등을 겪었는지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은 실제 한민국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 인 상황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가올 부

정 인 상황도 상하고 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한반도의 분

단 역사와는 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

험한 국가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이러한 에서 볼 때 독일 통일 당시의 사회모습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이 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 등을 가장

실감 있으면서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환기 문학

Wendeliteratur’은 연구 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환기 문학을 표하는 독일 작가 토마스 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등장하는 작품 속 인물과 사건들을 ‘빛’과

‘어둠’의 측면에서 고찰해본다.‘빛’과 ‘어둠’은 보편 으로 ‘삶과 죽음’,

‘선과 악’,‘이상과 실’과 같은 립 의미의 상징체계를 갖는다. 한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시 상황 시 의 개 양상에 맞추어 상

징하는 의미가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환

기라는 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상 인 미래와 어두운 실’,동독인

들이 느끼는 ‘정 이고 부정 인 감정’등으로 나 어 ‘빛’과 ‘어둠’의

상징 의미를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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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환기 독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동독인들의 정체성이 어떻

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본다.‘정체성’이란 한 사람이 살아온 사회를 바탕

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이자 자기 내면의

가치 이나 신념,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정체성

을 바탕으로 형성된다.이와 련하여 동독이라는 집단정체성이 붕괴된

이후 동독 사람들이 겪는 혼란 한 ‘빛’과 ‘어둠’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도

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떤 ‘빛’의 모습들이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거 한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부정 인 ‘어둠’의 측면을

간 체험 해 으로써 통일이 야기할 혼란에 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더불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내 통

합,즉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일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방안에 해서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 하는 바이다.

주 요 어: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토마스 루시히, 환기 문학,

독일 통일,통합,빛과 어둠,정체성

학 번:2014-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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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방이라도 ‘통일’이라는 변 을 겪게 될 것

이라고 상하며 독일의 통일 사례에 비추어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 있

다.1)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로 들 때 주로 정 인 측면에만 을

맞출 뿐 변화 이후 독일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동독인과 서독

인으로 갈라져있던 독일인들이 상호 간 어떤 갈등과 립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에 해서는 심 있게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토마스 루시히 ThomasBrussig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Wieesleuchtet』2)는 1989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환기 독일을 시 배경으로 한다.이 시기에 동독 사람들은 동독 사

회를 탈출하여 서방세계로 향하기도 하고 동독 내에서 체제 변화를 구

하며 이상 사회주의를 꿈꾸기도 한다.이 작품은 동독의 사회 환기

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동독 사회가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다.동독 사람들이 꿈꾸던 변

화에 한 막연한 기 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지 까지의 삶과 다

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게 한다.그러나 그들이

직 으로 보고 경험한 서독 사회는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자본주의

사회의 실 그 자체이며,동독인들은 이상과 다른 실에 실망하고 서

독인과의 괴리감을 느끼며 좌 한다.이 듯 환희의 순간 뒤에 찾아온

상치 못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어떤 내ㆍ외

1) 독일의 통일은 ‘재통일 Wiedervereinigung’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통일 Vereinigu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많은 연구물과 기사들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지향 인 통일 에 입각하여 ‘재통일’이라는 용어보다

‘통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재통일 혹은 통일

을 모두 ‘통일 Vereinigung’이라는 공통된 용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2)ThomasBrussig:『Wieesleuchtet』,Frankfurtam Main2004.

*이하 작품명 『Wieesleuchtet』는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로 표기한다.본 작

품에서 인용한 것은 본문과 각주에 ‘TB’로 표기하고 그 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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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겪게 되었는지가 루시히의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한 갈

등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혹은 변화시

키고 응해 가는지를 살펴 으로써 하나 된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

한 내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해서도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보여 다.

이 작품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은 통일이라는 문제가 실제 한민

국이 직면하게 된 실이 되었을 때,우리는 그 역사 인 사건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것이라는 낙 기 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와 동시에 다가올 부정 인 상황 한 상하고 비해야 한다는 이

다.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는 역사 배경이 조 다르지만 독일은 분

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리의 사회 실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되며 이때 ‘환기 문학

Wendeliteratur’은 요한 참고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환기 문학은

소재와 내용면에서 환기 독일 사회를 다루고 있고,통일 후의 에

서 통일 후의 독일 사회를 성찰하고 있으며,통일 이후 독일 사회,특

히 동독의 어려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3)따라서 우리는 환

기 문학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정 독일 통일 당시의 사회상,그리고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동․서독인 간의 갈등과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극 이면서도 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문학 속 사회는 가상 실이면서도 개인의 삶과 실제 사회의 상을 반

하고 있다.독일의 환기 문학 속에 나타나는 사회상이나 역사 사건

의 개 과정,인물들을 둘러싼 사회 내의 갈등양상 등은 추후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에 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다.그 기 때문에 문학 작품은 작품 자체가 갖고 있

는 문 학 미 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공감과 간 체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해 좋은 교육 도구가 된다.보편 인간상을 추구하

3)참조.FrankGrub:WendeundEinheitim SpiegelderdeutschsprachigenLiteratur,

Berlin2003,7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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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 Weltliteratur’은 “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재

GemeingutderMenschheit”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역과 시 를 월하여

읽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4)이는 문학이 세계인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정서와 경험을 포함하며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문학의 요한 가치는 장르가 갖고 있는 문 학 가치

이므로 사회 인 필요에 의해 문학을 도구화하는 것에 해 경계하는 시

선도 있다.특히 독일의 문학을 연구할 때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분단과 통일에 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방 이자 정치 인

처사”이며 실제로 “ 토의 변화는 창의 인 작가에게는 결코 한 창

작 모티 가 되지 못한다”는 비 도 제기 된다.5)그러나 본 연구는 분단

이나 통일과 같은 정치 소재를 문학 창작의 모티 로 삼느냐와 같은

문제에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시간 ㆍ공간 배경으로 설정

된 그 당시 독일 사회를 심으로 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

의 모습 내지는 시 의 변화에 한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일에

을 둔다.특히 동독 출신의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은 이제는 사라져버

린 동독 체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회상하는 수단이

된다는 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문학은 “기억이 장된 공간이자 기

억을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며,“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을

매개하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박희경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 한

다.6)

개인 경험과 기억의 인정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방향이 모색 된다는

말처럼 통일 독일 사회에서 하나 된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민주

시민의 일원이 되어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해서는 통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동독인들이 향유하던 일상의 삶을 기억하고 더 나

4) 권오 :「 · 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 교육」.『헤세연구』,제10집,2003,25쪽.

5) 박설호:「 문학:문학 장과 체험 실-미완의 동독문학,그 연구를 한 제조

건」.『 히트와 연극』,제28집,2013,126-127쪽.

6) 박희경:「독문학:‘트라반트 세 ’의 멜랑콜리–동독에 한 문학 기억의 방식들」.

『독어교육』,제47집,2010,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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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단 되거나 부정당한 과거의 기억과 함께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라이시히 RolfReißig는 동독 사람

들이 정체성의 기를 느끼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심리에서부터 ‘동독향

수 Ostalgie’가 시작되는 것이며 “과거의 정체성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인

간의 자의식에 해 생각할 수 없다”7)고 강조한다.이에 입각하여 본 연

구는 과거의 기억과 동독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추 하기 해

환기 문학을 연구 상으로 한다. 표 인 환기 문학 작가인 토마스

루시히를 비롯한 잉고 슐체 IngoSchultze,야나 헨젤 JanaHensel등

은 부분 동독 출신 작가들로 이들이 환기 문학에서 더 부각되는 이

유는 실제 동독에서 보낸 유년 시 의 기억을 풍부한 문학 창작의 소재

로 활용하고 있다는 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으

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해 서독의 작가들보다 더 통

찰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박설호는 문학이 인간의

사회․심리 갈등을 해소시키는 수단이며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심리

상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독 문학을 지속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8)

본 연구는 토마스 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심으로 환기시 를 살아가던 인물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새로운

시 라는 ‘빛 Licht’과 그 이면의 상반된 ‘어둠 Dunkelheit’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빛’과 ‘어둠’은 ‘흑(어둠)과 백(빛)’,‘죽음(어둠)과 삶

(빛)’과 같은 립 상징체계의 출발 으로 정신 차원에서 봤을 때

‘정 인 것과 부정 인 것’,‘선과 악’,‘이상과 실’이라는 이원론 의

미를 나타낸다.9)에겔란트 HåvardEgeland도 ‘빛’의 메타포가 갖는 “양

가성 Ambivalenz”에 해 말하면서 빛은 항상 밝음과 상반된 것을 함께

7)RolfReißig:AnspruchundRealitätderdeutschenEinheit.DasTransformations-

undVereinigungsmodellundseineErgebnisse.In:HannesBahrmann;Christoph

Links(Hrsg.):Am Zielvorbei.DiedeutscheEinheit–EineZwischenbilanz,2005,

305쪽.

8) 참조.박설호:앞의 논문,125쪽.

9) 참조.르네 그 ,김화 역:『 술과 혼』,열화당,1974,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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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는 에 주목한다.‘빛’은 희망찬 미래에 한 정 인 측면

이나 낙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움,공포,

실망과 같은 부정 인 상 한 야기한다는 것이다.10)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의 ‘빛’과 ‘어둠’은 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정 이고

부정 인 의미,이상 인 미래와 어두운 실과 같은 립 의미를 나

타내는 상징 어휘로써 작품 속 시 상황과 인물들의 모습에 비추어 상

징하는 의미를 분석해본다.

루시히의 작품 속 인물과 그들을 둘러싼 갈등을 환기 사회의 ‘빛’

과 ‘어둠’이라는 상징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한반도에 다가올 환기

시 의 빛이 어떤 모습일지 측해보도록 하는 데 목 을 둔다. 한 이

에 수반되는 부정 인 어둠의 측면을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간

경험 해 으로써 통일을 정 이고 낙 인 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험과 부정 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더불어 환기 독일

사회에서 인물들이 인물 내 으로,타인과의 계에서 혹은 사회와 겪는

갈등 상황을 심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정체성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거쳐 진정한 내 통합을 이루

기 한 방안을 모색 해본다.

10) “AufderanderenSeitelässtsichargumentieren,dassdieLeuchtmetapherauch

eineAmbivalenzbesitzt.MankannvonleuchtendenTagensprechen(positiv),aber

auch dass man Negativerscheinungen zum Leuchten bringen soll, z.B.

Peinlichkeitenm Ängste,Enttäuschungen.”

HåvardEgeland:LichtundChaosThomasBrussigsWendezeitpanoramaWiees

leuchtet,TheuniversityofBergen,Bergen2008,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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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 문학:토마스 루시히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2.1 환기 문학의 정의

표 인 환기 문학 작가인 토마스 루시히의 작품에 한 세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환기 문학 Wendeliteratur’과 ‘환기 소설 Wenderoman’이

라는 용어가 여러 연구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환기 소설은

환기 문학의 일종이자 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 장에서는 루시히

를 비롯한 환기 문학 작가들과 환기 문학의 특성에 해 살펴보기

해 ‘환기 문학’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용하기로 한다.

‘환기 문학’은 독일 통일 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변화를 기

록한 기록의 문학으로 사에 한 문학 응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가 있다.이에 김용민은 환기문학에 한 연구에서 동독 출신 작가들

은 자신들의 존재기반이었던 동독이 붕괴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정체성

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실존 문제의식과 기의식이 작품에 강하게 투

되어 있다는 에서 연구 상으로서의 가치를 둔다.11)

1990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동독문학은 서독 식으로 재편되었

고 동독문학 체를 청산하려는 서독의 의지로 인하여 동독문학이 더 이

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사회를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문학사

회 Literaturgesellschaft’가 해체되면서 작가로써의 삶을 천직으로 여겼

던 동독 작가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실업자로 락하고 만다.12)이러

한 문학계의 흐름 속에서 라디쉬 I.Radisch는 “통일 후 독일에서 사회

화된 은 작가들이 등단하면 그들에 의해 동독문학이 자연스럽게 사라

11)참조.김용민:「통일과정에서의 독일문학–개 사회주의자의 꿈과 좌 그리고 희망

의 길찾기」.『독일문학』,제59집,1996,136쪽.

12)참조.류신:「통일 이후 독일 문학계의 지형변화」.『뷔히 와 문학』,제27집,

2006,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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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13)이라고 측했다.그러나 라디쉬의 측과 달리 동독문학은 통

일 후에도 여 히 살아남았고 동독 출신 작가들은 통일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며 독일 문단에서 “순수 동독문학”14)의 시 를 꽃피우고 있다.흔히

동독 작가들은 1세 부터 3세 로 구분되는데 통일 후 환기 문학을 주

로 다루는 작가들을 3세 작가로 칭하며 표 작가들로는 토마스 루

시히 외에 잉고 슐체,우베 콜베 UweKolbe, 리기테 부르마이스터

BrigitteBurmeister등이 있다.이들은 개 1950～1960년 에 출생하여

동독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90년 이후에 문학 활동을 시작

한 작가들로 “사회주의의 땅 안에서 태어난”15)세 를 상징한다.이

세 의 동독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한 의무를 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독의 3세 작가들은 동독 사회가 갖는 내부의 모순을

비 하는 것에 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들의 작품은 주로 ‘새

로운 자유 혹은 험’과 ‘새로운 정체성 추구’와 같은 통일 독일에서의

실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동독에

서의 ‘기억’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16)동독에 한 문학 기억은 재를

악하는 데 목 이 있으며 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표 으로 루시히는 동독을 “이야기의 보고 ein

unerschöpfliches Reservoiran Geschichten”이자 “소설가의 천국 ein

Erzählerparadies”17)이라고 칭하며 문학 소재로서 동독이 갖는 가치를

이야기한다.이처럼 동독 출신 작가들은 동독 시 에 한 기억을 문학

의 소재로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동독문학에 ‘재성’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기 문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 이들 작가의 작품들은 동독에서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 으

13)IrisRadisch:ZweigetrennteLiteraturgebiete.DeutscheLiteraturderneunziger

jahre in Ostund West.In:Heinz Ludwig Arnold(Hrsg.):DDR-Literaturder

neunzigerJahre,2000,26쪽.

14)WolfgangEmmerich:KleineLiteraturgeschichtederDDR,Berlin2000,503쪽.

15)UweKolbe:Hineingeboren.Gedichte1975～1979,Berlin,Weimar1980,46쪽.

16)참조.이상 :「하나의 독일 문학,정체성의 탐색과정」.『오늘의 문 비평』,28호,

1998,114쪽.

17)Jörg Magenau:Kindheitsmuster.ThomasBrussig oderDieewigeJugend der

DDR.In:Thomas Kraft(Hrsg.):Aufgreissen.ZurLiteraturder90er.München

200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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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새로운 독일 사회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을 짚어보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그러나 이들 3세

작가의 작품에 해서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 도 존재한다.이들의

작품에는 동독 시 의 슬픔이나 분노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동

독에서의 기억을 “잘 팔리는 상품”으로 수단화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이

라고 동독출신의 비평가 리히터 S.Richter는 비 한다.18)

환기 작가 본 연구의 상인 루시히를 연구한 국내 연구 논문

으로 박찬일과 정 호의 연구를 들 수 있다.박찬일은 루시히의 작품

『존넨알 Am kürzenEndederSonnenalle』를 연구하면서 작품 속에

서 동독을 오스탈기 을 뛰어넘어 소 하고 그리운 고향으로 묘사

하고 있으며,작품 내 동독인들을 통해 루시히가 지나간 과거를 부끄

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밝힌다.과거 동독에서의 삶

에는 분명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동독인들이 살아온 ‘자신

들의 삶’이었으며 체제와 환경의 차이를 떠나 서로를 존 받아야 할 존

재로 인정하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시사

을 수 있는지를 ‘기억’과 ‘회상’의 에서 다루고 있다.19)한편 정

호는 루시히의 작품 『우리 같은 웅들 Heldenwiewir』과 『존

넨알 』를 상으로 회상을 통한 기억과 망각이 문학작품과 어떤 계

를 맺는지,회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서술되는 지를 살펴본다.더불어

루시히가 동독의 과거 극복의 방법으로 제안한 회상의 방식이 진정한

과거 극복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20)

18)SteffenRichter:ZwischenMelancholieundEndspiel.DieLiteraturhatmitder

DDRnochnichtabgeschlossen.In:NeueZürcherZeitung,2002년 4월 27일.

19)박찬일:「‘기억하기’를 통한 진정한 통합의 탐색 :ThomasBrussig의 『존넨알 』

에서」.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12.

20)정 호:「회상을 통한 동독과의 화해」.석사학 논문,연세 학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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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 환기 문학 작가 ‘토마스 루시히’

1964년 12월 19일 동베를린 지역에서 태어난 토마스 루시히는 사회

주의에 한 신념을 배제한 새로운 시선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폐

해를 헤친 작품을 발표하며 재 독일 문단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동

독 3세 ’를 표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1991년 『물의 색깔

Wasserfarben』로 데뷔한 이후,1995년에 발표한 『우리 같은 웅들』

이 고 하던 환기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환기 소설 표작가로

인정받는다.동․서베를린의 경계선으로 인해 하나의 거리가 동쪽은 동

베를린,서쪽은 서베를린에 속하게 된 존넨 거리의 은이들을 코믹하게

그린 『존넨알 』(1999)는 단기간에 베스트셀러 순 에 오르며 연극,방

송극, 화로 각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그 이후 『남자가 되기까지

의 삶 LebenbisMänner』(2001),『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2004),

『베를린 란 티 Berliner Orgie』(2007), 『축구심 페르티히

SchiedsrichterFertig』(2007)등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확고한 지명도를

확보하게 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병역근무를 한 뒤 박물 경비원,여행 가이드,

통역사,호텔 수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한 그의 경험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직업에 반 되어 나타난다.동독 붕괴 후 화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는 두 번째 소설 『우리 같은 웅들』이 성공하

면서 리랜서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살아간다.21)극작을 공한

작가답게 루시히의 문장은 생생하고 직 이며,무엇보다 트가 있

어 흔히 루시히를 두고 ‘환기 트 소설의 원조’라고 칭한다.

『우리 같은 웅들』은 독일 통일 후 침체되어 있는 문학계에 “올 것

이 왔다”,“ 한 통일소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 그가 작품에서 선

보인 풍자와 트에 해 “거친 발명 정신에 기반을 둔 용감한 책”이며

21)SusanneBach:BRUSSIG,THOMAS,in:KinderundJugendmedien.de,2013년 1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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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인 착상의 불꽃놀이”라는 등의 찬사가 쏟아졌고 그는 일약 환

기 문학을 표하는 작가로 떠오른다.22) 루시히를 주목받게 한 『우리

같은 웅들』은 문학성과 성을 모두 겸비하 으며 동독사회의 비극

인 모습을 탁월하게 흔들고 비틀며 조롱하는 풍자의 기법을 선보인다.

그러나 이에 해 김 리는 루시히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 한다.그가 작품에서 동독 사회를 비 하는 시각은 서독인보

다도 더 서독인 같은,‘신서독인 Neuwessi’이라고 할 만큼 서독 편향

이며 서독의 주류가 바라는 로 동독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시도하면서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유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독의 문학계를

심으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23)

“풍자 인 환기의 기록가 satirischerChronistderWende”24)라고

평가받는 루시히는 비 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동독사회를 꼬집은

『우리 같은 웅들』과 달리 그 다음 작품인 『존넨알 』에서는 과거

에 상상을 더함으로써 동독을 진실 규명의 상이기보다 즐거운 상상의

상으로 다루며 “당시 동독에서의 삶에 한 정당성 Legitimigierung

desdamaligenLebensinderDDR”25)을 이야기한다.

박희경은 요헨 슈미트 Jochen Schmidt의 『성공담 Triumphgemüs

e』26)에서 ‘기억’을 다루는 방식을 루시히와 비교한다.슈미트는 작품

속에서 동독에서의 과거에 한 기억을 “선택 기억상실 내지는 망

각”27)의 상으로 다루는 것에 집 하여 사랑했던 것에 한 슬픔을 이

22)참조.김 리:「동독역사의 알 고리 희화화-토마스 루시히의 소설 『우리 같

은 웅들』」.『독일문학』,제104집,2007,92-93쪽.

23)참조. 의 논문,110쪽.

24)JochenKürten:ThomasBrussiglässtdieDDRweiterleben,in:DW,2015년 02월

25일.

25)AyoeQuistHenkel:VersucheinerCharakteristikderErzählperspektiveundderen

BeitragzulustigenundlachhaftenElementeninThomasBrussigam kürzeren

EndederSonnenallee.In:KlausBohnen;BjørnEkmann(Hrsg.):Text& Kontext.

ZeitschriftfürgermanistischeLiteraturforschunginSkandinavien.München2002,

122쪽.

26)JochenSchmidt:『Triumphgemüse,Geschichten』,München2000.

27)박희경:앞의 논문,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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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있는 반면, 루시히는 ‘선택 기억’과 ‘아름답게 기억하기’를

통해 과거와의 화해를 추구했다는 것이다.정미경도 마찬가지로 루시

히의 작품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상의 기법은 ‘과거와의 화해’에 목

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한 동독에 한 루시히의 회상 태도가 작품

에 따라 용서와 비 ,그리고 미화로 변해가면서 역사 사실을 유희화

하며 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기억을 다룬다는 을 이야기한다.28) 루시

히가 과거를 하는 태도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루시히는 1990년 반에 이미 터부시되던 ‘슈타지 Stasi’같은 테

마를 다루면서 ‘문화 과거극복의 창시자’로 간주되었다.29)

이처럼 루시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일지라도 과거의 흔 을 따라 역사

기억과 개인의 상처를 가볍지만 체 으로 아우르고 유희 이면서도

날카로운 풍자를 곁들여 다루는 모습을 보인다.이는 같은 3세 작가로

분류되는 잉고 슐체나 볼 강 힐비히 WolfgangHilbig가 동독 시 의

기억을 과거의 ‘상처’로만 표 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며, 루시히만의

차별화된 시각을 잘 보여 다.

28)참조.정미경:「독문학:성찰의 기억에서 유희의 회상으로–동독/통일문학에서의 기

억방식의 변화」.『독어교육』,제35집,2006,381-382쪽.

29)“DasichderAutorbereitsMitteder1990erJahreanTabuthemen(z.B.:Stasi)

heranwagte,gilteralsWegbereitereinerliterarischenVergangenheitsbewältigung.”

SusanneBach: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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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작품 특성

2.3.1작품 소개

『존넨알 』가 화화되고 나서 루시히는 독일에서 명실상부한 스

타 문학 작가가 되어 28개국에 그의 책이 번역되어 출 되었고 국내외에

서 인터뷰를 하며 “독일 문학의 간 스타 Aushängeschild”가 되었다.30)

그런 그가 2004년에 내놓은 작품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이

다.

이 작품은 약 20명이 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출신의 인물들이 독

일을 둘로 나 던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 시

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600장에 달하는

긴 호흡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루시히는 여러 인물을 마치 “실들을 교

차시키듯 dieFädenbeginnen,sichzukreuzen”31)이 등장시켜서 독자들

을 혼란에 빠뜨린다.1989년 여름부터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

지 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다양한 인물들은 일상 인 방식으로 우연

히 마주치며 실타래처럼 엮여서 나타난다.

루시히는 그의 소설을 통해 “허구와 실의 간극”을 메우고 “기록과

문학 자유 사이의 경계”를 지운다.32)바흐 SusanneBach는 작품 속

인물인 기젤라 블랑크의 일생이 실제 인물인 그 고리 기지의 이야기와

유사함을 로 들면서 루시히의 작품을 “실화소설 Schlüsselroman”이

라고 칭한다.33)

30)JochenKürten:앞의 기사.

31)JannaDegener:Wennplötzlichallesandersist...ThomasBrussigsRoman“Wie

esleuchtet”,in:DieBerlinerLiteraturkritik,2005년 3월 8일.

32)“Brussig treibtseine Romanhandlung zwischen Fiktion und Realitätvoran,

verwischtdieGrenzenzwischenDokumentationundliterarischerFreiheit.”

JochenKürten:앞의 기사.

33) “Der Roman lässt sich auch als Schlüsselroman lesen. Es lassen sich

beispielsweiseParallelenzwischenderBiographiederFigurGiselaBlankunddes

realen Gregor Gysi erkenne,womit narrativ codiert Anspielungen auf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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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비평계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몇몇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한 환기 소설로 본 반면에,다른 한편에서는 루시히

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비꼬기,풍자 인 이야기

방식이 상실되었으며,인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내용의 깊이가 없다고

비 한다.

오버호 EvelynOverhoff는 이 작품에 해 “독일 사람들로 하여

1989년 가을 날의 환희를 다시 떠올리도록 기여하는 작품”34)이라고 평한

다.우울한 동독 사회의 분 기 속에서 1989년 가을날에 시작된 빛은 동

독과 서독 양쪽을 모두 사로잡았고 당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마주한

실은 빛으로 가득했다.그러나 통일이 된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장벽

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을 만큼 그 때의 빛은 독일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이런 상황에서 루시히의 소설은 에 느 던 감정들

을 떠올리고 기쁨의 한 부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는 매제가 될 것

이라고 말한다.

반면 단 SusanneLedanff는 루시히의 작품에 해서 명이 이

루어지던 순간을 무 ‘빛’의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높여서 부각시키는 경

향이 있다고 비평한다.35)

außerliterarischeWeltvorgenommenwerden.”

참조.SusanneBach: 의 기사.

34) “derRoman dazu beitragen kann,dasswirunswiederan dieEuphorieder

Herbsttage1989erinnernkönnen”

EvelynOverhoff:“EndlichdergroßeDeutschlandroman?ThomasBrussigsWiees

leuchtet”.In:http://www.ruhr-uni-bochum.de/deutschlandforschung/PDF_Dateien/

idfp37.pdf(urspr.IDF-PUBLIK37/2004v.08.12.2004),12쪽.

35) “eine Tendenz zu Überhöhung der ‘leuchtenden’ Sternstunden des

Revolutionsjahrs”

SusanneLedanff:“NeueFormender“Ostalgie”-Abschiedvonder“Ostalgie”?

Erinnerungenan KindheitundJugendinderDDR undan dieGeschichtsjahre

1989/90”.In:Seminar.AJournalofGermanicStudies43.2,2007,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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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소재의 상징성

은유나 환유 과정에서 모든 언어는 “문명 인 념과 이미지를 내부에

받아들이고 새롭게 창조”36)된다.이처럼 문학에서 사용되는 은유와 상징

은 ‘언어’와 ‘문명 념’의 만남이라는 에 기 하여 루시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가 문명 념에서 어떤 상징 의미를 갖는지 고찰

하는 것은 요하다.

-‘빛’의 상징성

상황 맥락에서의 ‘빛’과 이에 반 되는 립 측면으로서의 ‘어둠’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우선 작품의 제목인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에서의 빛이 나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무엇이 빛을 내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작품의 체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작품의 제목과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

다.먼 ‘빛’은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빛나던 시기’를 의미한다. 표

으로 ‘나’는 작품 속에서 환기를 가장 화려하게 겪은 인물로 인물 자

체가 가장 빛나던 그 시기가 바로 작품의 제목에서 의미하는 ‘빛’과 련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숨 막힐 듯한 시 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한 번뿐인, 에 없던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몇 주간을 구 해낸 그녀

는 도시에 변화와 명,그리고 자유에 한 욕망을 일으켰다.37)

두 번째로 미래에 한 희망과 기 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동독 사람

들의 모습을 의미한다.월요 데모의 장에서 동독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변화가 오길 바라며 모두 모여 있지만 구호를 외치는

36)김춘식:「한국문학:미 근 성과 근 시어-밤,어둠의 이미지를 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제28집,2005.94쪽.

37)TB: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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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 이리 리 방황한다.그 때 구 차 에 올라온 나는 당당하

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희망 인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일순간 침묵이 번질 만큼 벅찬 감동을 느

낀다.이 변화의 시작 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빛을 발하게

하며 불을 지피고 기 감으로 물들게 만든 것이 바로 변화와 명에

한 기 던 것이다.이윽고 변화가 찾아오고 장벽이 열리는 순간 기쁨

에 벅찬 사람들의 모습은 한 번 ‘빛’을 연상시킨다. 오 라트 는 이

를 보고 “동독 사람들의 머리 에 빛 한 기가 떠있는 듯 Eslagein

LeuchtenüberdiesenMenschen”하며,“ 에서 빛이 나는 듯하다 Die

Augenstralten(TB135)”고 표 한다.

마지막으로 ‘빛’은 나의 큰 오빠가 사진을 을 때 카메라 셔터에서

만들어내는 순간의 ‘섬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의 큰오빠는 ‘삶의 모

든 요한 순간을 잡아내는 직감’을 가지고 있으며,동독 사회에 일어난

환기의 시작부터 격동의 순간, 환기 후의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작품

의 처음과 끝에 걸쳐서 모든 사건 인물과 련된 장면들을 모두 카메

라에 담는다.김 아에 따르면 사진은 “빛의 작용에 의해 쓰인 ”38)로

이 요한 일들을 사진으로 남길 때 터지는 카메라 불빛 자체가 ‘빛’을

나타내는 것이며,과거의 모습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이라는 ‘기록물’

은 ‘빛’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사진’의 상징성

사진과 문학은 “인간 욕구를 표출한다는 ”39),“사건이나 사실을 그

로 재 하는 고발,해학 인 서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더불어

“세 한 부분까지 정 하게 묘사하는 술이라는 ”40)에서 유사하다.

38)김 아:「소설에 나타난 사진 이미지 고찰」.『 랑스문화 술연구』,제38집,

2011,57쪽.

39) 의 논문,57쪽.

40)김경란:「사진의 상호매체성–사진과 문학, 화,회화의 상호작용성 -」.『독일언

어문학』,제46집,2009,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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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주요 인물인 나의 큰오빠는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달하는

사진작가로 그의 사진은 사실 인 사건을 기록하여 정보를 제공해 뿐

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여 서사 으로 달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나의 큰오빠가 은 사진들은 “정보와 형식,기록과 상징이

어우러져 하나의 은유를 만들어내는”41)상징 인 매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시 에 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빠의 사진을 통해서야

Alles,wasichüberdieseZeitweiß,weißichvondeinenBildern”라고

하는 나의 말처럼 작품 반 으로 환기 시 의 독일을 기억하고 떠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이라는 에서 가치를 갖는다.

-‘홍수’의 상징성

에겔란트는 독일 사회에 다가온 환기 자체가 ‘홍수’를 상징한다고 말

한다.한꺼번에 물 듯 쏟아진 환기는 커다란 물결이 옛 것을 다 휩

쓸고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동독을 혼란에 빠트리고 동독의 옛 모습을 빠

르게 지워버렸다.이런 에서 봤을 때 작품 서문에서 홍수가 일어나

나의 큰오빠가 은 사진을 모두 망가뜨린 사건은 환기라는 거 한 물

결이 동독 사회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통일

독일에서 동독의 모든 것을 ‘청산’하려는 서독인의 시선을 떠오르게 한

다.42)

작품 속에 등장한 ‘거 한 홍수’는 나의 큰오빠가 어둔 동독에서의

기록을 모두 휩쓸어가 버린다.작품 서문에서 소개된 “세기의 홍수

Jahrtausendhochwasser(TB11)”가 망가뜨린 것은 나가 가장 좋아하던

“가장 멋지게 나온 사진들 schönwienie(TB12)”로 이 사진들은 동독

사회와 사람들을 모두 변화시키고 뒤흔들 만큼 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다시 말해서 ‘빛의 순간’을 담은 것이었다.당시의 기억을 보 해

놓은 이러한 사진들이 거 한 물결에 의해 한 순간에 휩쓸려가 엉망이

41) 의 논문,387쪽.

42)HåvardEgeland:앞의 논문,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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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은 과거의 순간이 갖는 가치의 경 과 계없이 지나고 나면 모

두 지나간 과거일 뿐 의미도,가치도,빛도 모두 바래진다는 허무주의

시각을 나타낸다.

한 ‘홍수’로 모든 게 사라져 버린 상황은 그토록 갈망하던 명도,

명 이후의 기쁨과 환희의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바라게 되었

음을 상징한다.사회가 변화하고 그 변화에 익숙해지자 사람들은 다시

사회에 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 으며 심지어는 동독 정체성을 추

구하고 오스탈기가 유행하는 등 다시 과거 동독에서의 일상으로 회귀하

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실제 독일의 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허무주의 인 태도로 과거에 한 기억을 꺼내 아쉬움과 회한

을 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과거 세 동독 작가들의 태도 다면,

루시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결을 해 행동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홍수로 사진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과거의 소 했

던 기억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루시히는 사라진 옛것을 아쉬워하며 상

상 속에서 미화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사진들에 담긴 이야기

를 ‘’이라는 다른 수단을 통해 재 해내고자 한다.이는 기억을 담고

있는 수단의 변화,즉 매체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수가 극 인

기억의 태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됨을 나타낸다.

-‘카오스 이론’과 ‘나비효과’의 상징성

나는 남자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동독을 탈출한 후 사고의 변화

를 겪게 되고 체제 항 으로 변화한다.그녀는 헝가리에서 돌아온 큰

오빠43)를 만난 카페에서 “카오스 이론 Chaostheorie(TB53)”에 해 설

명한다.그녀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허리 인을 일으킬 만큼 거

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설명하면서 동독 사회에도

작은 변화들이 모여 혼란을 일으키고 이내 거 한 변 을 불러일으킬 수

43)작품 속 ‘나의 큰오빠 LenasgroßerBruder’는 나의 친오빠가 아니라 그 아는

오빠를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다.이는 ‘이성’으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나가 일방 으로 설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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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기 에 찬 주장을 펼친다.

“그 얘기 들어봤어?”반기면서 그녀가 말을 꺼냈다.“카오스 이론이라고

새로운 이론이 있 .”그녀는 균형을 잃지 않게 조심하면서 의자 하나를

끌어당겼다.자리에 앉자 그녀는 얘기를 계속했다.“모든 것이 혼돈이라

는 거지!”그녀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해 두 손을 허공에 펼쳤다.아

직도 숨을 내뱉던 그녀는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더 깊게 숨을 쉬어야 했

다.“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타이에서 일어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서

허리 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44)

나는 카오스 이론의 끝이 거 한 허리 인인 것처럼 자기가 한 마리

나비처럼 스 이트를 타고 혼란을 일으키면 연쇄작용을 통해 폭풍과도

같은 ‘끝’이 있을 것이라 기 한다.그 ‘끝’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드

러나지도 않고 표 할 수도 없지만 나가 말하는 그 ‘끝’은 카오스 이론

을 처음 듣는 큰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동독인들에게 달되었을 때도 가

슴 속에 마치 허리 인 같은 흥분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라면,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언젠가 끝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 나의 큰오빠는 할 말을 잃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불가능한 것을 표

하는 것이 이 게 쉽다니 하고 어리둥 해 하며 그는 말했다.“언젠가

무슨 결말이 나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있다니까!” 나가 말했다.“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아주 간단해.”45)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는 동독 사회에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상징

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작품의 구조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작품 속 이야기들은 모두 환기와 통일이라는 시 배경을 반

하고 있으며,그 역사 배경 속 개인의 이야기들은 인물과 사건들이

마치 ‘카오스 이론’처럼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44)TB:53쪽.☞

45)TB: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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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6) 한 구조 으로 나가 작품 반에 말한 ‘나비효과’는 나 에

의 끝맺음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하여 수미 식 구조를 이루며 이야기

를 완성시킨다.태국에서 발생한 르겐 바르테의 평화로운 죽음을 두고

‘ 다른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된 것이라고 표 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독일 사회에 평화의 허리 인이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이다.

2.3.3서술 특성

-사회 실의 반

바흐가 루시히의 작품을 두고 “실화소설”47)이라고 평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독일의 사회

실을 실감나게 재 하고 있다.그 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 속에 등장하

는 사건들을 토 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환기 시 에 독일 사회

가 얼마나 역동 으로 변화해갔는지를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카

롤라가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건 간 후 서독 사 에서 여권을

만들고 국경을 통과하여 탈출하는 모습은 당시 동독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동독을 탈출했는지,‘탈출상’을 실감나게 재 해 다. 한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야 했는지는 동독을 탈출한 울

과 취재차 헝가리를 방문한 나의 큰오빠가 탈동독자수용소에서 만난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의 큰오빠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동독

을 탈출한 사람들의 상징 인 모습을 드러내 다.

한 가족이 콜릿 바를 먹는 모습이 사진에 혔다.큰 아들은 매우

맛있게,작은 아들은 반항 으로,아버지는 녹 가 된 듯한 모습으로,어

46)HåvardEgeland:앞의 논문,72쪽.

47) SusanneBach:앞의 기사. (2.3.1장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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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는 지극히 행복하게.48)

인용문에 제시된 장면을 나의 큰오빠는 사진으로 담고 있고,같은

모습을 오 라트 는 로 표 하고 있다.이 둘이 묘사한 동독인들의

모습은 마치 당시의 실제 상황을 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다가온다.

한편 리츠 보데는 동독에서의 삶에 한 책을 서독에서 출 한다.

이를 통해 동독에서는 출 물 검열제도에 가로막 출 하지 못하기 때

문에 서독의 출 사를 통해 작품을 출 하던 동독 작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 책 출 후 려오는 서독에서의 강연 요청으로 동독과

서독을 오가는 리츠 보데의 일상에서 ‘서독체류 허가제’와 같은 사회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아직 동독 사회에 변화가 찾아오기 이

이지만 비교 자유롭게 서독의 TV 방송 로그램을 시청하며 지냈던

동독 사람들의 모습이나,‘월요 시 ’ 장의 생생한 모습,시 진압과

연행 과정의 실 인 묘사 한 나와 다니엘 데티엔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

출 물 검열 폐지로 인해 책을 출간하기 하여 출 사에 찾아가는 발

데마르 부데의 모습이나,‘언론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마음 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을 수 있게 된 나의 큰오빠를 통하여 동독에 찾아온 사

회 변화 후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으며,장벽의 붕괴 이후 독일 사회를

혼란으로 빠트린 ‘화폐통합’문제라든가 ‘슈타지 논란’,‘자유선거’의

과정 등도 이 작품 속에 모두 녹아들어가 있다.

그러나 루시히는 텍스트 서술에 있어서 역사 사실을 가 되는

배경지식으로 반 하고 있을 뿐이지 역사 실제를 재 하는 것에 심

을 두는 것이 아니다.다만 그는 ‘회상’이라는 능동 상상을 통해 과거

극복을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49)

48) TB:29쪽.☞

49)참조.정 호:앞의 논문,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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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인물을 통한 서술( 나의 큰오빠)

작품 체를 통틀어 서문에서 유일하게 1인칭 시 이 사용된 부분은

서문에 등장하는 나의 큰오빠 이야기이다.이것으로 보아 작품 속에서

그가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으며, 상한 바 로

작품 반에 걸쳐서 모든 사건 인물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서술 특

징을 보인다.리히터 PeterRichter는 나의 큰오빠를 두고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체를 서술하는 인물 halbherzigalsErzählerdesGanze

n”50)이라고 평한다. 나의 큰오빠는 통 의미에서 말하는 주요 인물

는 서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사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한 그의 직업을 사진작가로 설정한 것은 사진을 통해서 시각 기억을

소생시키려는 루시히의 의도 인 설정으로 보인다.결국 나의 큰오

빠는 항상 모든 사건의 뒤에서 사진을 음으로써 기억을 소생 부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나의 큰오빠는 의도 인 만남이

었든 우연에 의한 스쳐감이었든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직

간 으로 마주친다.

나의 큰오빠는 오래 부터 알고 있었다.가장 좋은 사진은 그를

인식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가장 좋은 사진작가는 에 띄지

않는 사진작가인 것이다.51)

카메라 뒤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겨야만 훌륭한 삶의 모습을 그 로 낚

아챌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직업 과 달리 나의 큰오빠는 작품 속 모

든 내용에 등장하여 그 사건에 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인 역할을

담당한다.그는 명확하게 어느 편이라고 표 하지 않은 채 정체성을 숨

기려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가는 그에게 만큼은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끝까지 친오빠도 아닌 그에게 ‘나의 큰오빠’라는 호칭으로 제3자

50)PeterRichter:Nobelpreis,ichkomme!ThomasBrussig,derMeisterdeskleinen

Witzes,willGroßschriftstellerwerden.In:FAZ,2004년 9월 26일.

51) TB: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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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작품 속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인물과 사건을 통해 본 환기 동독사회의

‘빛’과 ‘어둠’

3.1‘빛’과 ‘어둠’의 상징 의미

‘빛’과 ‘어둠’은 사회학 상상력에 의해 그 상징 인 의미가 다르게 표

된다.비극 인 역사 상황은 흔히 ‘어둠’과 ‘밤’의 이미지를 ‘실의

알 고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반면, 실의 부조리와 모순,혼돈과 분열

을 극복해낸 ‘이상 세계의 알 고리’는 ‘빛’과 ‘불’의 이미지에 용된

다.52)보편문학의 에서 독일 문학에 사용된 이미지 역시 보편 인

상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결국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시 상

황,시 의 개와 함께 그 상징 인 의미가 변화하는 것으로,암울한

실로서의 ‘어둠’과 이에 립되는 이미지로서 이상 인 사회에 한 기

라는 ‘빛’의 에서 루시히의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속의 사건들로 를 들어보면 명의 여신으로서 동독 사회에서

일어난 환기를 주도하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아간 나라는 인물의

행동 인물 자체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빛’을 상징한다.그러나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합되어 갈 즈음 과거 동독에서 나가 발표하여 1

가 되었던 노래를 두고 그녀는 과거 친구 던 마른 야콥에게 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녀의 노래가 ‘슈타지를 변하는 노

래’다는 오명을 쓰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등 ‘어둠’이라고 표 할 만

한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53) 한 환기의 격동 이후 환희에 휩싸

52)참조.김홍진:「특집:문학 언어와 담론;한국 시 작품에 나타나는 불/빛의 이미

지 연구」.『 문학이론연구』,제43집,2010,28쪽.

53)참조.HåvardEgeland:앞의 논문,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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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쳐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동독에서 와일드 빌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에 도취하여 정신없이 즐기는 도 에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을 맞고 구 원이 구 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이 듯 빛의 순간이 등장한 후에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 인 상황들이 인물 마다에게 동시 다발 으로 발생하기도

하며,이때 ‘빛’과 ‘어둠’의 개념은 시 상황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

라 상 인 의미를 나타낸다.따라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립 개념

으로서의 ‘빛’과 ‘어둠’이 작품 속에서 갖는 상징 의미를 상황 맥락

에 따라 분석해본다.

3.2‘빛’과 ‘어둠’의 립 :변화 추구 혹은 체제 유지

고향 Heimat은 원래 ‘거주권’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인 동시에 자기의

첫 번째 생애,유년시 을 보낸 곳과 동의어로 사용된다.54)한 사람이 살

아온 정착지가 바로 고향이며,그 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개인은 추억을

쌓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한다.그 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한 공간으

로서의 고향은 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년 시 의 기억과 가족 그리고 지 까지 살아온 삶의 기억,이 모든

것이 축 되어 있는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지 까지의 ‘자아’를 모두 내

려놓고자 하는,즉 탈피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떠남을 통해 그동안

형성되어 온,혹은 다른 군가에 의해 틀지어진 자기 정체성을 던져두

고 새로운 터 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동독인들이 헝가리 국경을 통해 동독 사회에서 벗어나 서방세계로 탈

출하던 시기에,작품 속 주요인물인 나의 남자친구 울은 어느 날 갑

자기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그는 “건 간 것 rübermachen(TB22)”이다.

54)참조.AnikaSchulenburg:“...ichkennemichhiernichtmehraus.”Heimatverluste

derWendegenerationinRomanenostdeutscherAutoren,Hamburg,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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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헨이 사라진 것에 해서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었다.그는 넘어

가려고 했던 것이다.지난 5월 헝가리 정부가 철의 장막을 푸른 국경으

로 변화시킨 이래로,‘넘어가는 것’은 아주 간단해졌다.헝가리 비자가

있는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었고,오스트리아로 들어오면 다 해

결된 것이었다.돌이킬 수 없이 서방세계로 들어간 것이었다.55)

나가 추측한 로 울은 정말 동독을 탈출하 다.그런데 의 인

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자기의 이름인 ‘울 Paul’이 아닌 ‘울헨

Paulchen’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9살의 남성

이 불리기에 한 호칭은 아니다.56)구 차 운 기사인 그는 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남성으로 나타나지만 그는 트릭비트라는 밴드의 음향기술

을 담당하고 있고,밴드가 지향하는 음악의 정체성을 형성할 만큼 밴드

의 색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다.그의 밴드 ‘란 크바드라트’가 틀에

박힌 형 인 음악을 거부하는 실험 인 음악 ‘트릭비트’를 추구하고 있

고,마치 “네 개의 악기가 각자의 명 인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듯한

es klang, als ob vier Instrumentenvertreter die revolutionären

MöglichkeitenihrerneuenWarevorführen(TB 18)” 명 인 음악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항성과 명정신을 알

게 한다.

그런 그가 동독을 떠나게 된 결정 인 계기는 밴드 내에서 자기의 역

할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되면서 자기 존재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밴드가 음반 녹음을 하

는 과정에서 담당 로듀서에 의해 울이 담당하던 역할의 요성이 간

과되지만 아무도 울의 기분이나 그가 느끼는 상실감에 해 심을 갖

지 않는다.

55)TB:22쪽.☞

56)독일어에서 명사 어휘 말미에 ‘-chen’을 덧붙이는 것은 ‘작고 귀여운 것’이라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그래서 보통 작은 빵을 나타내거나(Brötchen) 귀여운 소녀

(Mädchen)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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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은 여자에게 질문하면서 그녀의 큰 오빠에게 조언을 부탁했

다. 울헨은 끌어들이지 않았다. 울이 작별 인사를 할 때도 그들은

울헨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은 여자에게 울헨의 화는 오지 않았다. 울헨은 직장

에도,연습에도 오지 않았다. 울헨은 그의 노란 트라반트 차와 함께

사라졌다.57)

더 이상 밴드에서도,자기가 생활하던 동독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울은 곧바로 살던 곳을 떠나 헝가리

국경을 건 간다.주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은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에 방황하다가 기존에 살던 물리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큰오빠가 취재차 간 부다페스트의 탈동독자수용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울은 그동안 알고 있던 순하고 잘생긴 나의 남자친구가 아니

라 거칠고 황량한 ‘모험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울헨은 나에 해서도, 란 크바드라트에 해서도 묻지 않았고

그의 무 심은 진심이었다. 울헨은 완 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더 이상 에 그랬던 로 있고 싶지 않았다.더 이상 밴드의 특징을

부여하는 그가 사진에 히면 안 되는 취미로 라디오를 조립하는 사람

이고 싶지 않았다.스물아홉 살의 나이에 더 이상은 울헨이라고 불리

고 싶지도 않았다.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여자 친구와는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다.58)

울은 부다페스트에서 나의 큰오빠를 만나고서도 나에 한 걱

정,밴드 멤버들의 안부 묻기와 같은 것을 일체 하지 않고 그 원래 다

른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무 심하게 어쩐 일이냐고 물을 뿐이다.그

동안 울은 ‘울헨’이라는 호칭에 갇 서 자기의 나이와 본성에 걸맞지

57)TB:21쪽.☞

58)TB: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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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자기가 심이 아닌 주변부로

려나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동독을 떠난 곳에서는 본연의 모습 그 로,

동독에서와는 정반 의 모습으로 변화해 있는 것이다. 울은 ‘떠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타인에 의해 보여 지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모습

그 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것이다.

앞서 본 인물 울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

기 정체성을 되찾기 해 새로운 삶을 찾아 살던 곳을 떠났다면,카롤라

는 알지 못하는 서방세계에서의 삶에 한 호기심,다른 삶을 살고 싶다

는 미래에 한 기 감으로 가족을 떠나 서독으로 향한다.

카롤라 슈라이터가 라인 지방에서 온 틸로와 함께 달아나버린 것은

사실이었다.틸로는 카롤라에게 베를린과,자신이 공부하는 사회학,인종

학,신문방송학 공부와 크로이츠베르크 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공동체생

활에 해,그리고 내년을 해 계획했다는 미국으로의 여행에 해 설

명해주었다.카롤라 슈라이터는 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삶을 자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59)

처음 듣는 것,알지 못하는 것은 실제보다 더 큰 환상을 만들어내고

으로 직 보지 않아도 분명히 멋질 것이라는 기 감을 갖게 한다.이

러한 새로운 삶에 한 기 는 그것이 마치 ‘유토피아’인양 이상화 하도

록 하고 자신의 재를 포기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카롤

라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보듯이 동독을 떠나는 일은 비일비재했고

그 과정 한 험난하지 않았다.주변국인 헝가리의 정부가 철의 장막을

푸른 국경으로 변화시킨 것이 변화의 발단이 되어 헝가리 비자가 있는

동독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로 건 갔고,그 길로 완 히 서방 세계로 떠

59)TB: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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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버리기 시작했다.동독을 떠난 울도,카롤라도 모두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향했다.과거에는 서독 사 에서 받은 여권이

있어도 검문소에서 잡히면 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는 것과 달리

작품 속 동독의 실은 국경을 넘어가는 카롤라가 작센 사투리를 쓰며

동독 사람임을 드러내도,새로 발부 받은 여권이 탈출하고 있음을 표출

하고 있어도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이 게 국경을 통과하는 일이 별

일 없이 이 지는 것을 보아 그만큼 사회의 장벽이 많이 무 져 있는 상

태 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음을,더 나아가 이미 정부가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로 가는 국경은 이제는 더 이상 엄격하게 감시되지 않았고,

틸로와 함께 다른 나라에 도달하는 모험을 시도할 수 있었다.그것은 놀

이와도 같았다.60)

한두 명의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하던 상황에서 차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트 드가 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빛은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향을 미치게 된다.빛은 다른 빛과 만나 차 빛의

크기와 세기가 확산되듯이 동독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잠재된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이는 마치 각성제처럼 사람들의 의식을

두들기고 정치 자각을 깨어나게 하며 곧바로 동독 사회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구체화 시키도록 만든다.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을 표하여 변화를 자각하는 인물은 나이다.

헝가리로 떠났다가 돌아오기로 한 큰오빠와 그가 가져올 남자친구에

한 소식을 기다리며 열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나는 열차가 지연

된다는 작센 지방의 사투리가 섞인 여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이것이 마

치 “거친 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sich endlich an die rauhe

Wirklichkeitgewöhnensollten(TB19)”말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그러

나 연착 되어 도착한 열차에서도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나는 열

60)TB: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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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근무 감독원에게 열차가 잘못 도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지만 이내

요즘 세상의 세태에 따라 건 간 것이라고 말하는 답변을 듣고 분노한

다.

그녀는 배신감과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는 동시에 이 기분을 울헨이

나 그녀의 큰오빠를 향한 질책을 제외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

다.이 삐걱거리는 문과 작센 사투리를 쓰는 안내 방송과 더러움과 우울

함이 함께 있는 이 역으로 두 남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야 할 것인가?아

니었다.그럴 수 없었다.이 결론에 도달하자 은 여자는 생 처음으

로,놀랍게도 자신의 의지와는 반 로,강력하고 면 인 증오감을 느

다.61)

열차 근무 감독원에서 비난과도 같은 답변을 들은 나는 갑자기 “강

력하고 면 인 증오감 einstarker,umfassenderHaß(TB25)”을 느낀

다.처음에 나는 울과 큰오빠에 한 원망이라고 여겼지만 후에 이

들이 정말로 암울하기만 한 동독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자 불 듯 정치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며칠 새에 자기

한테 일어난 모든 일,남자친구가 건 가 버리고 기다리던 오빠마 건

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외 인 사건들이 모두 ‘정치 인 어

떤 것’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그녀는 스스로 행동을 하고,직 변

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른다.외 인 사건이 ‘내면의 어떤 것’을

깨어나게 하는 매제가 된 것이다.

한편 빛과 어둠은 한 쪽이 소멸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표 으

로 이들은 동독 사회 체제 내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사회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하여 명의 조짐을 사그러뜨리려 노

력하면서 변화를 거부한다.그러나 어둠은 역설 으로 “ 혼의 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매개”62)로 작용하기도 한다.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61)TB: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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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오히려 동독 사회의 부정 인 측면을 더욱 더 사실 이고 나라

하게 보여주는 역설 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 변화를 모색하

는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하찮은 사람들의 행

동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변화의 움직임을 느끼지만 어떻게 응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그리고 극 으로 변화를 거부하며 막아보려

하지만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응을 하는 사람 등 ‘어둠’과도 같은

동독 체제의 그늘진 모습을 감추기 해 노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태도

가 작품 속에 나타난다.

동독을 표하는 차,트라반트를 생산하는 ‘작센링’의 사장이자 카롤라

의 아버지인 헬 리트 슈라이터 박사는 ‘건 가는 것’이 동독의 하 층

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동독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의 움직임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라고 부정한다.그러나 그녀의 딸이 가

족들과 함께 휴가 차 간 헝가리 발라톤 호수의 휴가 에서 딸 카롤라가

없어지자 상심에 빠진다.딸 카롤라가 사라지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헝

가리를 통해 탈출하는 요즘 같은 때에 발라톤 호수는 애 에 휴가지로

부 합한 곳이었다고 자조하며 “신뢰할 수 없는 불량배들

unzuverlässigesGelichter(TB27)”이나 찾아오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를 보아 애당 서방세계로 넘어갈 생각이 없는 동독 사회의 기득권

층으로서의 가치 을 살펴 볼 수 있다.

내 딸이 나한테 로 그래선 안 되지,하고 공학 박사인 헬 리트

슈라이터는 생각했다.나는 리자의 지 에 있는 사람이고,거 한 작

센링의 트라반트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이야.만일 카롤라가 넘어간다면

나는 가장 오랜 시간 사장이었던 사람이 되겠지.63)

카롤라가 사라졌을 때,헬 리트 슈라이터 박사가 가장 먼 걱정한

것은 카롤라가 하필이면 ‘서독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 맞아 사라

62)김춘식:앞의 논문,107-108쪽.

63)TB: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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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버렸다는 부정한 사실과 만일 카롤라가 서방세계로 건 간 것이었을

때,동독 사회 내에서 자신의 사회 지 가 어떤 향을 받게 될지에

한 것이다.작센링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는 지 를 한 순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좌 하는 그의 모습은 동독의 사회․경제 지도

층이 사회 변화에 해 갖는 부정 인 인식과 기득권층을 유지하고자 하

는 욕구를 표한다.그러나 헬 리트 슈라이터 박사가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잘 것 없이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게

동독 사회는 탈출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매제가 되어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를 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더 격렬하게 일어나

기 시작한다.

데모 군 이 뭘 어떻게 얻어내려는 건지 헬 리트 슈라이터 박사에게

는 수수께끼로 남았다.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구호를 떠들어 봤자 달

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왜들 러는지 원.64)

라이 치히에서 벌어지는 월요 데모로 동독 사회는 더욱 더 소란스럽

게 흔들리고 있었다.그러나 헬 리트 슈라이터는 TV를 통해 시 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 가 어리석으며 시 가 원하는 것은 실생활

에 쓸모없는 ‘이상 인 것’이라며 비 한다.극 이게도 이러한 헬

리트의 둥이 자녀 딸은 동독을 탈출하여 떠나 버렸고,남은 아들

은 자신이 비 하고 있는 시 를 진압하기 해서 시 의 심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변화를 거부하는 그의 모습과 변화의 심

에 서있는 자녀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헬 리트 가족은 혼란스러

운 동독 사회의 모습을 더욱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요 등장인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딸의 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마티아스 랑게 검사는 입학식에

서도 사람들이 동독을 떠나고 있는 세태가 반 되어 나타나진 않을까 노

심 사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입학자 명단에 있는 학생이 참

64)TB:60쪽.☞



- 31 -

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떠났음을 의미하고,많은 사람이 참석한 장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모두에게 기치 못한 의식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명의 의지를 생성하게 하는 등의 향을 끼칠 것이

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마티아스 랑게가 “민감한 시

국 사태 dasUmschiffenderheiklenTatsache(TB 49)”라고 말하며

경계하는 것과 달리 학교 리자들은 사회의 세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둔감하게 반응하 다.그 결과 호명한 학생이 등장하지 않는 일이 실

제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 지도자층이 얼마나 사회 변화에

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이들에게 동독 사회

는 굳건한 요새와도 같았고,그 속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않는 보수 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

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루한 입학식에서 미세한 소란만이 작은 자극이었다.그러던 담임

선생이 어떤 아이의 이름을 불 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담임선생

은 조 더 크고 렷하게 불 다.결과는 마찬가지 다.담임선생은 당

황한 표정으로 무 아래에 있는 교장 선생을 쳐다보았다.교장 선생은

“다음으로 넘어가요!”하고 조용히 속삭 다.하지만 강당에 있는 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하지만 놀라운 것은 “넘어가요!”하는 주

문의 뛰어난 효력이었다. 을 감고 잠깐만 있으면 식은 계속 진행되었

다.65)

교장 선생님이 외친 “넘어가요 Weiter!(TB 50)”라는 말은 을 감고

지내면 그 로 일상이 흘러갈 수 있다고 믿는 동독 사회의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 로 보여 다. 뜬 장님 마냥 사람들의 을

잠깐만 감게 하면 아직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

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로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순종 인 모습

을 보이며,이것이 바로 동독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다.

65)TB: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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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해도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을 무시하며 입학식을 마쳤지만,입학

하는 학생들을 호명하며 나눠 장미꽃 네 송이가 양동이에 그 로

남아 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몇 명이 참석하지 않았는지,왜 참석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에까지 생각이 이를 수 있게 되었다.그래서

마티아스 랑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해서 양동

이에 남아 있는 꽃송이를 “착한 어린이 fürguteDisziplin(TB52)”라는

명분으로 장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 다.

교장 선생과 검사는 무 의 모서리에 있는 빈 양동이를 바라보았고

마티아스 랑게가 당황하며 말했다.“자,그럼…..”

‘자,그럼’,그는 말하고 싶었다.‘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

습니다.’66)

여기서 기득권층을 표하는 교장 선생과 마티아스 랑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이를 ‘우리’라고 칭하며 같은 입장에서 한 행동에 해 서로를

격려한다.마티아스가 취한 행동은 그동안 동독 국민들을 ‘착한 어린이’

라고 어르고 달래며 지배해왔던 기득권층의 사회 유지 방식을 드러낸다.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를 안하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변화의 빛을 소

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치듯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던 변화의 조

짐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했

음을 이후에 개되는 작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3‘빛’의 순간:장벽 붕괴 후의 환희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허리 인을 만들어낸다는 나의 이야기처럼 작

은 불씨로 시작했던 변화의 빛은 어느 새 동독 사회 체에 퍼져 나가게

되고 더 이상 어둠의 그늘로 덮어서 가릴 수 없을 만큼 렷한 빛을 발

66)TB: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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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김홍진은 ‘빛’의 시어가 “해방과 투쟁”을 상징하며,“거 한 불의

와 억압에 항하는 민 의 모습”이라고 말한다.67)그리고 그 빛은 여러

개의 작은 불빛이 하나로 모여 들었을 때 더욱 더 폭발력 있는 빛을 만

들어내기도 한다.

그동안 동독 내에서 탈출을 하거나 사회에 항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변화의 의지가 표출되었다면,이제는 인물들이 보다 구체 인 미

래를 꿈꾸기 시작한다.형태가 불분명하고 막연하던 미래에 한 기 가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완연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이다.이는

시 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 동독 사회에 해 갖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심에는 작품의 주요 인물

인 나가 등장한다.

작품의 서술자는 나가 참여했던 첫 번째 자유 시 가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어놓는 “낭만 인 산책 einromantischerSpaziergang(TB84)”이

었다고 표 한다.정부에 항하는 시 가 합법 일 수 있다는 것 자체

가 그들이 원하는 자유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으로의 시 가

아니라 낙 주의에 찬 설 는 순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이다.작가

에 의해 지나간 기억이 미화된 측면이 있으나 시 장의 묘사는 당시

동독 사람들의 환희에 찬 모습이 생생하게 표 되어 있으며,이때가

나를 비롯한 동독 사람들이 원하던 자유와 행복으로 철된,가장 빛나

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둠은 사라지고 낙 주의와 환희가 분 기를 지배하고 있었다.이곳

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고 구호가 외쳐졌으며,구호의 박자에 맞춰

신나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모든 것이 역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진정시키려는 듯 보 다.군 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그들은

마약을 먹은 사람들처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만 웃었다.자유에

한 감은 사람들을 도취시키고 행복하게 했다.데모가 그 게 육체 인

경험이 될 수 있을 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68)

67)김홍진:앞의 논문,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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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묘사된 것처럼 환호와 행복감으로 젖게 한 그 날의 데모

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이 진 것은 아니다.보통 많은 이들이 자유를 갈

망하지만 막상 기치 못한 순간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응해

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된다.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작 『우리 같은 웅들』에서 루시히는 동독

민 에 해 비 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동독 명을 묘사한다.그는 동

독의 민 기에 민 이 없음을 신랄하게 꼬집는다.이에 해 머

UlrikeBremer는 “ 루시히는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 명인 민 기를

반어 으로 비틀고,웃음거리고 삼음으로써 동독의 종식을 래한 사건

을 하나의 ‘익살극’으로 강등 시킨다”69)고 비평한다.유사하게『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서도 연설할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여기 기 떼 지

어 방황하는 모습이나 거 한 두상 앞에 서있는 우둔한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 시 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묘사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

다.그러나 이는 『우리 같은 웅들』에서처럼 평화시 자체를 하등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 인 차원의 실수이자 나의 연설

을 더욱 더 극 인 감동으로 이끄는 미화에 가깝다.

여러 사람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 으나 구도 정부에 한 비 ,

혹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해 정확히 말로 표 하지 못하며

그 깜빡거리는 불빛처럼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구

차 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단번에 집 시킨다.그리고

는 지 까지 시 를 해 모인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방황하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바로 그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동안 동독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 고,국가에서 정해 로,충성을 표 하며 억 려 살

아오다 보니 동독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병든 채 살아왔던 것이

68)TB:84쪽.☞

69) Ulrike Bremer: Versionen der Wende. Eine textanalytische Untersuchung

erzählerischerProsajungerdeutscherAutorenzuWiedervereinigung,Osnabrück

200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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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터놓고 말한 이 없습니

다.우리는 그런 것을 배운 도 없습니다.지 도 이 에 서 있지

만 언제 뭘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수가 터져 나왔다.“그 습니다.계

속해야 합니다.지 막 시작하지 않았나요?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 들의 박수를 끌어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나는 미소 지었고,그녀의 푸른 은 빛이 났다.[...]하늘은 온통

흩어진 흰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으나, 나의 가슴은 해방된 것처럼

시원했다.[…].기억을 더듬어내는 그녀의 동자가 ‘이제 그 뭔가는 지

나가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다.긴장,섬뜩한 험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그녀의 얼굴 표정이 평화로웠다.70)

나의 연설에 박수로 공감을 표하는 동독 사람들의 에는 이내 미래

에 한 확신과 확고한 변화 의지가 드러나며 렷한 빛을 낸다. 나는

막연하던 생각을 말로 표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을 짓 르던 두려

움을 극복하고 동독 사회의 굴 에서 느끼던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

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이내 그녀는 더 진취 으로 변화하여 ‘꿈’이라

는 비 실 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에 해 견하기에

이른다.

“ 는 어젯밤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우리가 거리에 려 있는 나뭇잎

들을 높이 던지며 기뻐하는 꿈이었습니다.어디에서나 낙엽들이 휘날리

고 있었습니다.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이번 가을이 가기

에 헤아리기 어려운,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71)

가을이 가기 엄청 큰 일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는 나의 모습은 일

견 비 실 이고 미성숙한 행동으로 보이긴 하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70)TB:85-86쪽.☞

71)TB: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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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 한다. 나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황당함이 가장 먼 떠오른 이유는 그들이 변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한

번도 그 변화의 ‘끝’이라는 것에 해 생각해본 이 없기 때문이다.이

들에게 변화에 한 소망을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상상하

지 못할 큰 변화 으며,그 이상의 것을 처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나가 마련해주었고,이는 ‘침묵’이라는 고유한 울림을 통해 사람들 사

이에 구체 인 희망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1989년 여름 이후부터 시작된 동독인들의 량 탈출과 규모 시

데모로 이어진 평화 명의 결과 동독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1989

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장벽이 열리면서 독일 사회에 거

한 빛이 쏟아지게 된다.72)장벽의 붕괴 Mauerfall는 ‘빛의 홍수’라고 표

할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가져다주었고,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 한 빛은 사람들의 을 가리고 시야를 흐리게 하면서 기

쁨에 도취된 나머지 마치 환각 상태에 빠진 듯한 방종의 상태로 동독인

들을 떠민다. 상치 못한 변화를 이끈 장벽의 붕괴는 일종의 ‘폭발’로

찰되며,73)완연한 빛의 순간을 만든 이 폭발은 동독 사회의 질서를 붕

괴시키고 더욱 더 역동 으로 혼돈의 상황을 이끈다.더불어 가장 어둡

던 동독 사회의 일면 한 수면 로 나라하게 등장시키는 계기가 된

다.

동독의 민권운동가들이 모여서 명과 련된 회의를 하고 있던 그 시

각,갑자기 라디오에서 장벽이 열렸다는 뉴스가 나온다.모두가 숨죽여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습의 사진 속 그들의 에서는 놀라움의 빛이 뿜

어져 나오고,거 한 감동에 압도되어 환호성도 지르지 못한 채 엄숙한

분 기를 형성한다.이 엄숙한 분 기는 진짜 바라던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겪게 되는 표 못할 실제의 감동과 경이로움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

다.그러나 그들은 이내 “라디오 드라마 Hörspiel(TB97)”라고 치부하

72)한운석:「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역사와 담론』,제54집,2009,237쪽.

73)HåvardEgeland:앞의 논문,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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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그토록 바라던 변화 지만 실제로 벌어

졌을 때 단번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역사 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회의하는 모습을 촬 하고 있던 나의 큰오빠는 혼돈에 휩싸인 사람

들을 뒤에 두고 즉각 란덴부르크 문을 향하기 시작한다.역사 인 날

기쁨과 환희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었으나 그날 밤

그가 은 사진은 흔들린 사진 가득 환희에 찬 얼굴들과 기쁨의 감정을

나라하게 표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하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그의 목덜미를 껴안고 “미치겠다!”하고 외쳤다.

그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그런데 그도 어딘가 이상해졌다.자꾸만 웃음

이 나왔다.아침이 될 때까지 그 게 나의 큰오빠는 동화 나라 속에서

웃는 방랑자가 되어 떠돌아 다녔다.74)

벅찬 마음을 차마 말로 표 해 내지 못해 “미치겠다 Wahnsinn!(TB

100)”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나의 큰오빠 역시 자신을 숨기는 것에

익숙했던 그의 이 모습과 달리 내면의 변화를 느끼며 기쁨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다.빛의 순간이 인물의 본래 성격이나

태도에도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한편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회의 변화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비 로 감

춰오던 인물의 타락한 생활 모습,부정을 지르고 있던 한 여자의 비

스런 사생활마 도 서슴없이 공개하게 만든다.베 나 랑게는 동독 사회

의 굳건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본인은 국립미술 의 큐

이터이며 남편은 능력 있는 검사이다.그런 그녀는 남편 몰래 연하의

남성 카를리와 내연 계를 맺고 있었고,장벽이 열렸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있던 카를리와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베 나 랑게는 언어의 비상사태에 놓인 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기

74)TB:99-100쪽.☞



- 38 -

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말하는 시간보다 숨을 쉬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면,둘은 방 집에 돌아와서 카를리는 바로 화장실

에 가고 그녀는 코드를 들으려고 했다.카를리의 음향기기를 잘 몰랐

기 때문에 그녀는 실수로 라디오를 켰다.카를리가 와서 코드 을 올

려놓아주기를 기다리는데 라디오에서 내내 흥분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

다.그녀가 들은 것을 이해한 순간 그녀는 “카를리,장벽이 무 졌어!”

하고 소리쳤다.[...]

“우리 카티야한테 증거를 갖다 줘야지!내일 아침에 내가 어제 서독에

갔다 왔다고 하면,나보고 미쳤냐며 믿지 않을 거야!”75)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처음 본 나의 큰오빠에게 이 말 말을 뒤죽

박죽으로 쏟아내고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면서 서독에 갔다 온 증거를

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은 억압받으며 살아온 삶 속에

서 타락한 동독인의 생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 다.

다수의 사람들이 빛의 순간에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반면,변화의 불

씨를 감추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에게는 다른 어둠이자 혼란이 시작된

다.마티아스 랑게는 “ 도에 부딪히는 바 FelsinderBrandung(TB

100)”처럼 고난에 처한 모습이다.동독 사람들이 마다 장벽이 열렸다

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도 에 모두가 다 같은 감정을 겪는 것은

아님을 마티아스 랑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

던 지 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변화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건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검사라는 신분에

서 더욱 더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티아스 랑게는 축하하지 않았다.“이 요,기뻐해야죠!”하고

거의 1분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고,벌써 세 번이나 격려의 입맞

춤을 당하고,심지어는 그의 뺨에다 ‘쪽’하는 소리가 나도록 뽀뽀도 받

았다.이 요,기뻐해야죠!그는 기쁘지 않았다.도 체 왜일까?76)

75)TB:98-99쪽.☞

76)TB: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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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쁨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하는 세태를 인식하고

지 까지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그

러나 완 히 새로운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자신의 입장으로 인해 자기

의 신세를 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지 방

향 설정을 두고 단을 내리지 못해 혼란을 느낀다.그러나 이내 “이제

좀 기뻐해도 된다 seidochfroh!(TB101)”라고 말하며 그 동안 검사로

서 가졌던 책임감을 조 은 내려놓고 자기 통제의 굴 를 조 헐겁게

변화시키려는 미약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동독 사회에 빛이 드리우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발 틴

아이히의 일생은 그 자체가 동독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그 로 드러낸

다.동독 사회에서 “ 을 잡아당기며 erzogdieStrippen(TB214)”사람

들을 조종하는 장막 뒤 권력자로 통하는 발 틴 아이히는 온갖 부정부패

를 지르며 부를 쌓았으나,동독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가 지른 사회

악이 폭로되어 쫓기는 상황에 처한다.실제로 동독에 여행 온 서독인들

은 서독 화폐를 무조건 동독 마르크로 의무 환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

으며,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러한 제도들이 발 틴 아이히가 지르

는 부정부패의 근간으로 등장한다.발 틴 아이히는 의무 환 을 하게

하고,주유소 인터탕크에서 서독 번호 이 달린 차량은 따로 설치된 주

유 에서 서독 화폐로 지불하게 하 으며,서독 화폐만이 유일한 지불

수단이 되는 인터 체인 을 만들어 막 한 서독 화폐를 축 하 다.

한 서독 돈으로 항공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인터 룩,서독 돈으로 지

불해야 하는 인터호텔을 보유하 고,서독의 국가보조 을 챙길 수 있는

제도상의 허 을 공략하여 여러 개의 회사 설립을 통해 경제 이익을

쌓는 지략가의 모습을 보 다.그는 동독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서 동물 감각으로 자신이 시 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간 하고 곧

바로 도피를 감행하지만 쉽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두려움에 떨게 된다.

교도소에 자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동독의 경제를 지배

하던 막후 인물은 동독의 어둠과 같은 존재인 슈타지에 한 두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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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싸여 차 쇠약한 모습을 보인다.슈타지의 일원으로 부정부패를 일삼

던 인물이 이제는 역으로 불안에 떠는 모습은 그동안 슈타지의 감시 하

에 고통받아온 동독인들에게 쾌감을 선사할 만큼 희극 이다.

폭발과도 같은 빛의 순간 이후 발 틴 아이히가 동독에서 지른 검은

비리와 동독 사회의 어두운 일면은 더 나라하게 드러난다.장벽 붕괴

후에도 계속해서 명을 외치는 동독 시민 모임이 폭동을 일으키던

한 건물의 창고에서 ‘무기’가 발견되자 그동안 국가에 해 공포와 두려

움을 느끼면서도 동독인들이 유지하고 있던 국가에 한 신뢰가 한 순간

무 지게 된다.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쟁의 도구인 무기를 소유

하고 있다는 것,게다가 막후 인물을 통해 무기 수출까지도 이 지고 있

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을 가린 채 국가가 질러온 어두운 만행을

나라하게 보여 다.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지목된 발 틴 아

이히는 그동안 어떠한 책임추궁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의해 보호되

거나 묵인되었던 비리와 범죄사실까지 낱낱이 헤쳐지며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된다.

월요일에 그는 다시 내무부에 화를 했다.그 사이에 그의 도주는 거

의 국가의 기가 되었고,그를 찾는데 안이 되어 있었다.발 틴 아

이히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그는 내무부 장 에게 베를린으로 와서 자기를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맹세했다.그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차나 비행

기도 타지 않으려고 했다.내무부 장 은 발 틴 아이히의 신경이 쇠약

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나도 모르겠습니다.”기차를 타면 그 기

차를 세우고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를 가로막고 심지어 격추기를 동원해

서 비행기까지도 착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슈타지라고 그는 확신했

다.77)

슈타지의 일원이기도 했던 발 틴 아이히는 의 당당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진 모습으로 서독 내무부장

77)TB:226-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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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다.이 듯 여러 개의 빛이 모여 완연한 형체를

갖게 된 후 폭발하듯 빛의 순간을 맞이한 동독 사회 내에서 역설 이게

도 어두운 동독사회의 일면이 더 명확히 드러남을 작가는 립 인 상황

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 다.

3.4‘빛’과 ‘어둠’의 혼재:실망하는 동독인과 불평하는 서독인

빛은 여러 개의 빛이 모여 있을 때 그 세기가 커지며 흩어지는 순간

약화된다.미래에 한 기 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동독인들의 모습

자체가 ‘빛’이었다고 한다면,이들이 하나로 모여 완연한 빛을 냈던 평화

시 이후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서독에서의 각기 다른 경험을 해 뿔

뿔이 흩어지는 순간은 바로 ‘빛의 해산’을 상징한다.

장벽이 열린 뒤 서베를린으로 함께 온 나와 친구들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그리고는 지하철을 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단순

한 일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인다.이들의 모습

은 마치 앞으로 동독인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단일 체제

로 운 되던 동독 사회가 어떤 식으로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지에 해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독에서 건 온 이들에게 서독 정부가 주는 “환 1백마르크

Begrüßungsgeld,100DM(TB118)”는 마치 동독인들이 품어오던 이상

인 미래에 한 ‘빛’을 물질화하여 수여하는 듯한 인상을 다.낯선 서

독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 각각 흩어진 나와 친구들은 이 환

을 가지고서 하루 동안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기 와 다른 서독

의 실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다.트릭비틀 멤버들은 서독의 컬쳐

Kultur라고 지칭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무미건조한

상업 인 맛에 “아삭하는 소리도 안 난다 Dieschnurpstnichtmal(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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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며 크게 실망한다.한편 나는 화려한 색감으로 유혹하는 듯한 음

식 고 사진을 보고 군침을 삼키지만 이내 동물용 음식 고 다는 사

실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나는 윤기 나는 소스가 뿌려진 채 풍부한 육즙을 보이는

쇠고기 굴라슈 사진이 아주 잘 힌 고 을 봤다.굴라슈의 에는 방

구워진,가운데 속은 장 빛을 띄고 고깃결이 선명한,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한 이 놓여 있었다.그녀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입 속에

침이 고 지만,그녀는 강력하게 이를 막았다.그 고는 개 먹이를

한 고 기 때문이다.그때부터 나는 모든 고가 싫어졌다.그녀는

개먹이 고가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단했다.78)

나는 화 속에서 보고 기 한 모습을 실에서 그 로 보기를 바랐

지만 실의 다른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낸다.서독의 거리를 걸으며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당 성향의 동독 TV 로그램을 떠올리게 되어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에서 미디어를 통해 학습 받고 세뇌 당한 동독

인들의 무의식 인 사고가 엿보인다. 한 나는 한 시간이나 걸려서

시청을 찾아가고 환 을 수령하기 해 을 서는 자신의 모습에서 단

지 동독에서 왔다는 이유로 을 서서 돈을 탈 수 있는 사실에 불 한

처지가 된 듯하여 맥 빠진 느낌을 받는다.

나는 정처 없이 배회했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오늘 같은 행복한

날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행복해야 할 오늘 행

복하게 되지 못한 자신에 해 화가 치 었다.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국경에서 이상하게 헤어진 것,혼란스럽고 목표 없이 서독을 헤매고 다

닌 것,로 와의 만남,빌머스도르 의 노래하는 미망인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정처 없이 돌던 것 등이 다 그랬다.그

녀의 계획은 아무런 반향 없이 지속되었다.그녀는 카를마르크스 시에서

의 경험을 더욱 강렬하게 떠올렸다.79)

78)TB:123쪽.☞

79)TB: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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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순간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나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동독에서의 기억이다.이상과 다른 실에 한 실망은 최악

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순간을 아름다웠던 시 로 변질시키는 계기가 되

기도 하는 것이다. 나가 서독에서의 첫 경험에 실망하고 있을 때, 나

의 큰오빠 역시 기 와 다른 하루를 보내며 가치 있는 사진을 는 것에

실패한다.여러 개의 삶이 혼재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그동

안 보지 못했던 서독 사람들의 삶을 직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는 이 많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지만,실상은 아무 가치 없는 것

들에 불과했음을 나 에 알게 된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필요 없는 사진들을 었다.나 에 그

는 나를 만났다.엄청난 우연이었다. 나가 곁에 있자 그는 좋은 사

진들을 기 시작했다.80)

“ 라다이스 Schlaraffenland(TB122)”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었음에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쓸데없는 사진들을 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님을 말하는 듯하다.그러

던 우연히 나를 마주치면서 사진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말하는 것으

로 보아 나는 ‘동독 그 자체’이며, 나가 힌 사진은 ‘동독에서의 행

복했던 기억’임을 알게 한다.

짧은 하루 동안 나는 자기가 상상해왔던 모습과 다른 실의 차가움

을 그 로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꿈꾸던 ‘끝’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는지

답답함을 느낀다.무언가를 간 히 바라며 꿈을 꾸고 있을 때가 더 행복

한 시기이며,희망이 실이 되는 순간 그 그런 실에 불과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기 와 다른 실에 실망하며 오히려 동독에서 사

람들과 함께 꿈을 꾸며 빛을 만들어내던 그때 그 시 을 오히려 그리워

하는 모순 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80)TB: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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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 하는 소리도 안 났어’라고 한 명이 말했고,다음 사람은 ‘맨손으

로 목 졸라 죽인거야’라고 말했으며,세 번째 사람은 ‘열 정 에서 자

란 게 가장 뻐’라고, 나는 ‘개 먹이는 지나쳤어’라고 말했으며, 나

의 큰오빠는 ‘나는 모든 것을 었어.’라고 말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와일드 빌리 다.그는 몹시 취해서 운

을 할 수 없었다.[...]와일드 빌리는 “아일랜드,우리는 아일랜드가 돼

야 해!”하고 외쳤다.81)

동독으로 돌아가기 해 다시 모인 나와 친구들은 동독에서 건 왔

을 때와는 달리 이제 각기 다른 서독에서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그동안

살아왔던 세계와 무나도 다른 모습을 짧은 하루 만에 한 에 보게 되

었고,갑작스럽게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자 당황스러워 하며 혼란을 겪기

도 하는 등,다양한 경험에 따라 서독에 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갖게 되

었으며 이것이 후에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응하며 형성하게 되는 가치

으로도 이어지게 된다.서로 다른 경험을 시작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때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암

시한다. 한 와일드 빌리가 내뱉는 “우리는 아일랜드가 돼야 한다!Wir

müssenIrrlandwerden!(TB127)”라는 외침은 독일어로 아일랜드 Irland

가 ‘미친 나라’를 뜻하는 ‘Irrland’와 발음이 같은 을 이용한 언어유희의

기법이 사용된 것이다.작가는 이를 통해 앞으로 동독과 서독,즉 독일에

서 벌어지는 변화가 미친 듯한 혼란 속으로 향할 것임을 고한다.

장벽의 붕괴라는 정의 순간을 맞이한 이후 서독을 경험하게 된 동독

인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동안 서독인들도 동독인들을

반기며 환 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로 나뉜다.

이는 다른 독일 사회의 혼란인 “ 환기 이후의 문제

Nach-Wende-Probleme”82)들을 발한다.서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81)TB:127쪽.☞

82)조윤주:「DiedeutscheEinheitunddieBewältigungderVergangenheitinden

WerkenThomasBrussigs」.석사학 논문,연세 학교,200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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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동독 사람들은 신세계를 만난 것 마냥 서독 사회를 헤집고 다닌다.

그러면서 동독인과 서독인의 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된다.서독의 백화 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물질

에 매혹된 동독 사람들로 인해 테스트 제품도 내놓지 못할 만큼 혼란스

러운 상황 속에 서독을 거닐고 있는 동독인들의 모습은 마치 아직도

명을 외칠 듯 “얼룩덜룩하게 탈색된 청바지 marmorierte Jeans(TB

294)”차림이다.동독인들은 서로를 잃어버릴까 가족 단 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심지어 섹스 에서도 가족 체가 뭉쳐 있는 희극 인 모

습을 연출한다.동독인들이 가족과 공동체 심으로 뭉치는 특성이 있을

뿐 더러 처음 온 서독 사회에 한 낯섦에서 발생한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지만 이를 보는 서독인 베르 슈니델의 에는 어이없고 무식한 행동

이라고 보일 뿐이다.

그는 여기 기서 쉴 새 없이 “야! 기 , 기!”하며 터져 나오는

감탄과 놀라움의 소리를 들었다.가게의 진열장이든 미끈하게 잘 빠진

자동차이든 는 재치 있는 고용 간 이든,이러한 탄성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익숙한 세계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 놀라운 것

인지를 느끼게 되었다.83)

베르 슈니델이 동독인들의 행동에 해 이해하는 것은 의 인용문

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뿐이다.사기꾼

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 화장실 리자인 체하

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이 과정에서 보여 지는 그의 태도는 환기

독일 사회에서 다수 서독인들이 갖는 실 인 태도와 무 하지 않다.

화장실 입구에서 30페니히씩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베르 슈니

델에게 나이 든 노부인은 “독일이 다시 하나가 된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Ansonem Tag,woDeutschlandgerade

wieder eins geworden ist, da kann man doch mal n Auge

zudrücken(TB 296)”고 따지면서 같은 독일인으로서의 동질감에 의미부

83)TB:29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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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하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 쪽에서 건 온 사람들 Wir

sindvondrüben(TB296)”이라는 표 을 통해 동독인 스스로 경제 무

능력함을 표 한다.그러나 베르 슈니델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Wirmüssenauchleben(TB296)”는 날카로운 말로 거 하는데 그의 모

습은 마치 독일 통일 시기에 동독에게 막 한 경제 지원을 하느라 부

담을 느끼고 갈등을 겪던 서독 사회를 연상시킨다.이 에피소드에서 ‘

쪽’과 ‘이쪽’으로 동독인과 서독인이 서로 다르게 표 되고 있고 서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이후 독일 사회에서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독 간의 립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

는 상징 인 사건이다.

동독인들은 경제 문제와 련해서는 특히 국가의 능동 역할이 요

하다며 국가의 역할을 서독인보다 높게 설정하여 기 하는 모습을 보인

다.84)마찬가지로 작품 속에서도 서독의 경제력에 기 어 공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동독인의 의존 인 모습이 팔라스트 호텔 내 인터 에서

도 발견된다.유디트 슈포르츠가 매니 로 일하고 있는 인터 은 장벽

붕괴 이 부터 서독 마르크로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그러

나 장벽이 개방되자 인터 에 찾아와 동독 마르크 사용을 주장하며 소란

을 피우는 동독인들이 격히 증가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WirsinddasVolk!(TB234)”를 외치는 손님의

모습은 그 지난 날 동독 사회에서 억 려 살아온 감정의 분출을 상징

한다.이런 손님의 모습은 유디트 슈포르츠의 에 개인의 이익을 해

교묘하게 명 구호를 술책 삼아 항하고 있는,마치 기를 일으키려

는 의도된 행동으로 보일 뿐 같은 동독인으로서 그 손님을 이해하거나

그의 주장에 동요하는 모습은 한 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단순한 도가 아니라 기를 일으키려고 의도했다.인터 을 약

탈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기본 으로 꿈꿔온 환상에 속하는 것이었고

84) 태국:「통일독일에서의 내 통일의 문제」.『사회과학연구』,제39집,2000,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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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새 들어 사람들이 간이 커지면서, 구나 체제 반항 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이제 그들은 인터 에서도 혼란과 질서 사이에서 힘

겨루기를 하게 되었다.85)

한편 인터 에서 논쟁이 벌어진 모습을 지켜보던 오 라트 는 마치

선이라도 하듯이 그 손님에게 자기가 담배를 사고 남은 6마르크 50을

쥐어 주는데 이는 동독인의 행동을 찰하고자 한 조롱 섞인 태도일 뿐

이다. 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액수의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뭐

라도 살 수 있을 지 복잡하게 고민하다 이내 모자란 20센트를 더 구걸하

고자 애처로운 시선을 던지는 동독 손님의 행동은 경제 능력도,이성

인 사고도 없는 모습이다.그리고는 어떤 감사의 표 도 없이 그 아

이히와 그의 장사를 비난하면서 떠나버리는 동독인의 모습에서 서독의

경제력에 아무 의식 없이 의존하는 동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무조

건 으로 경제 지원을 바라면서 이득을 챙기려는 동독인과 계속되는

경제 지원에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던 서독인 사이

에서 앞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지를 측해 볼 수 있다.

85)TB: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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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물의 정체성 변화 양상

장벽이 붕괴된 후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동독과 서독을 둘러싼

독일 사회 체가 혼란기에 어든다.이는 군가에게는 희망찬 미래이

자 다른 군가에게는 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며,개인들 간의

갈등을 빚어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개인들은 지 까지의 삶과 다른

실에 방황하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김 리는 동독이

흡수 통일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 통합을 이루며 비교 순조롭게

통합이 이루어졌으나,그럼에도 사회․문화 통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갈등 국면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86)‘정체성’이란 “사회

실에 향”을 받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 정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87)이다.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이란 한 사람이 살아온 사회

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회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계,학교나

직장에서의 인간 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 모습이자 자기 내면의 가치

이나 신념,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정체성은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복합 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환기 사회의 상황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인물이 겪는 행동 방식 태도의 변화나 가치 의 생성과 변화 등을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통틀어 나타내도록 하며 이것이 어떤 혼란을 겪으

며 변화해 가는지를 고찰해본다.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혼란과 이에

한 반응 극복을 보편 정서의 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우

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상상을 통한 간 경험의 기회가 된다는 에서

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86) 김 리:「통일독일의 문화변동」.『독일문학』,제108집,2008,212-213쪽.

87)조 민:「분단 실과 개인의 정체성」,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1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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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사회변화가 야기한 인물의 정체성 손상

반 인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극 으로

변화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에 반 하며 기존의 사회체제를 지키는 편에

서기도 하지만,때로는 자의 인 선택과 계없이 주어진 자신의 치나

사회 임무 등에 의해 행동하기도 한다.헬 리트 슈라이터 박사의 아

들인 마르코는 19살에 군 에 징집되는 동독 사회의 법규에 따라 기동

에서 시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

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르코는 군 의 상부에서 시키는 로 시 진압

장에 나가 있지만 그 장에서 자신을 향해 신랄한 비난과 질책을 쏟

아내는 나를 만나게 된 후부터 군 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그날부터

자기 스스로가 “손상되었다 beschädigtsein(TB341)”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그들을 존경했어.한심하지만 나는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기도 했고,유감스럽게도 한도를 넘었지.나는 그들이

의도했던 로의 인간이었어.솔선해서 의무를 완수하는 순종 인 경

이었어.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다면,나는 참여했을 거야.하지만 잘못

된 편에 있었겠지.”마르코는 입 안이 마르는 것을 느 다.“그 열차 사

건이 일어났을 때,”그는 회상했다.“우리는 역을 폐쇄해야 했어.그리고

그때 내 앞에 선 내 나이 래의 여자 한명이 나를 완 히 호되게 나무

라는 거야.그녀는 국가와 체제에 해 분노했고 그녀의 화는 정당한 것

이었어.10분쯤 그 애가 나를 내리쳤을 거야.나에게 명 가 있는지,스

스로 멋있다고 생각되는지,이 유치원에 질려버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인지,이러고 나서 밤에 편히 잠드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여자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나는 그녀를

미치 이를 무시할 때처럼 무시하려고 했는데,그녀의 도덕 인 우월함

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88)

마르코는 자신도 모르게 군 내에서 세뇌 당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88)TB: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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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 듯 깨닫게 된다.자기 스스로 동독 사회의 체제에 순응하여 동

독 사회를 지키기 해 체제에 반발하고 항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물리

쳐야겠다는 다짐과 의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그 기 때문에 나의

말은 더욱 더 마르코의 머리에 물리 인 충격을 가한 것처럼 울림을 주

게 된다.그러나 마르코가 받은 상처와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와 계없

이 시 진압 장의 선두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특별 승 하게 된

그는 군 내에서 동독 체제에 친화 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며 더욱

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한편 아들 마르코와 마찬가지로 헬 리트 슈라이터 박사 한 변화하

는 세태에 맞춰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키다가 끝내는 자기가 손상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카롤라와 함께 동독의 집으로 놀러온 남자친구 틸로는

이른 아침 사방이 으로 덮인 차 안에서 헬 리트와 화를 나 다.자

신의 딸을 서독으로 데려간 틸로를 납치범으로까지 표 했던 헬 리트가

마치 오래된 옛일을 회고하듯이 틸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

마나 그동안의 변화하는 동독 사회에서 지쳐왔는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터졌지.마르코는 기동 경찰 에 있었어.회사

에서는 여기 기서 정신없는 신 포럼,월요데모, 업이니...그만두지.

아무도 내 딸이 도망을 갔다는 사실에도 심이 없었어.사장이자 당의

핵심 인사인 슈라이터,체제의 일부로 제거 되야만 하는 인물인 거지.

그런데 아무도 딸이 사라졌을 때 아버지로서 아무 지 않을 수가 없다

는,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그날 밤,발라톤에서 뭔가가 깨져버렸다네.그 이후로는 내가 자

동 매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병가를 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어.더 이

상 하고 싶지 않아.더 이상 할 수도 없어.마당에서 소일이나 하면 충

분할 텐데.계 을 느끼면서 말이야. 을 보면…..”89)

틸로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는 카롤라가 떠나고 난 후에 느낀 아버

89)TB: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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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의 암담한 심정,변화하는 동독 사회에서 작센링 사장으로서의 지

를 지키기 해 태도 변화를 결심하던 당시의 심정까지 변 기에 헬

리트가 겪은 모든 일과 그 속에서 일어난 내면의 변화까지 모두 담겨져

있다.온통 으로 뒤덮여 차갑고 서늘한 외부의 공간 배경과 조

으로 아늑한 차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헬 리트 슈라이터의 모

습은 마치 자신을 뜨겁게 불태운 후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모습이며 그의 태도에서 그동안 사회 변화를 경험하며 된 피

로와 손상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작센링 공장에 찾아와 신을 외치며 트라반트의 충돌 실험을 하게 한

슈니델의 행동도 헬 리트 슈라이터에게 손상된 자동차들만큼이나 크나

큰 생채기를 남겼다.서독을 표하는 기업 ‘폭스바겐 Volkswagen’사장

의 아들로 가장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특별 권 사

Sonderbevollmächtigter(TB297)”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베르 슈니델은

작센링 공장에 방문하여 헬 리트 슈라이터를 만난다.그리고는 새로운

시작을 언 하면서 헬 리트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 그들의 차를 주

행해보도록 하고 “창조 괴 dieschöpferischeZerstörung(TB 269)”

라는 명목으로 트라반트 9 를 모두 손상시킨다.차들이 모두 부딪 산

산조각이 날 때까지 계속 달리라고 외치는 알비노 소년의 기어린 모습

은 환기 시 의 ‘미친’독일의 모습과도 같다.그의 요구가 비논리 이

고 합당하지 않은 요구임을 알면서도 작센링 회사의 임원진들은 서독의

거 한 경제기업이라는 그의 배경에 압도당한 채 베르 슈니델의 요구

에 따르게 된다.서독이 가진 경제 힘에 기 는 것만이 변화하는 동독

사회에서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들의 가치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라반트 자동차가 부서지는 충돌

실험이 끝난 후 임원진 모두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트라반트 한 당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4년이었고,서로 뒤섞여 달

려오는 트라비들이 충돌하는 소리는 슈라이터 박사의 에 14년 간격으

로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그 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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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뜨리려 몰다니,이런 모독이 있을 수가![...]그것은 죄악이고 참혹한

짓이며 모독 행 라고 그는 생각했다.90)

동독인들에게 있어 높은 가치를 가지며 동독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만

한 자동차들이 부딪 산산조각 나는 모습은 그 가치도 함께 부서짐을

의미하며,동독인으로서 갖는 정체성 한 부서지는 듯하다.트라반트 자

동차는 동독 경제의 자부심이자 지나간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물건이기

에 이것이 한 순간에 부서지는 모습은 동독 사람들의 가치와 기억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서독 사람의 태도를 느끼게 하며 동독인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한편 서독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자기 정체성에 손상을 입은 인물도

등장한다.베 나 랑게의 내연남 카를리는 50마르크를 받고 얼굴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이 사진이 장벽이 붕괴된 이후 ‘아동 성추행

범’을 표하는 형 인 얼굴로 독일 곳곳에 게시된다.이에 카를리는

에이 트로 달려가 항의하지만,곧바로 “동독에서 왔냐?Siesindausm

Osten,nichtwahr?(TB464)”는 질문에 바보가 된 느낌을 받는다.자본

주의 그 자체인 에이 트 사장에게 앞으로 “계약서에 사인하기 에 꼼

꼼히 읽어볼 것 Immer gut durchlesen, bevor Sie etwas

unterschreiben,(TB464)”이라는 충고와 그것이 “여기 방식 Soläuftdas

beiuns.(TB464)”,즉 서독의 방식이라는 서늘한 말과 함께,그의 무지

함만 조롱당한다.이는 서독의 자본주의 논리에 한 경험도,면역력도

없던 동독인이 겪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을 표하는 것으로 계약서나 조

항이 사회를 지탱하는 규칙에 한 개념이 없는 동독인으로서는 갑작스

럽게 변화된 외부에 의해 자기 정체성이 왜곡되어 버린 사례에 해당된

다.이 게 왜곡된 정체성은 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인물의 모습까지 변질시키고 만다.

그녀는 ‘어머나,나 사람 아는데!’그리고 ‘세상에,내가 사람을

90)TB:272-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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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었구나!’하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떠올랐고,어떤 생각이 옳은 것인

지 단이 서지 않았다.[...]그때 그녀는 자기가 계하던 이 남자가 어

떤 사람인지,‘착한 이웃집 아 씨’라고 내걸려도 상 하지 않는 그런 사

람일 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카를리는 정말 어린이 성폭력

범일지도 모른다.91)

역에서 우연히 카를리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보게 된 베 나 랑게는

혼란에 빠진다.그녀는 카를리를 두고 “아이 같은 Kinderaugen(TB

277)”을 가졌다고 표 했던 것과 달리 포스터를 본 직후부터 제 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혼란을 느끼며 이내 포스터에 힌 그 로 실제

어린이 성폭력범일 지도 모른다고 단정 짓는다.이런 그녀의 태도를 통

하여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부여된 외부의 ‘틀’에 의해 왜곡될 수도,

왜곡된 채로 고착화되어 자기의 의지와 상 없이 개인의 정체성이 훼손

될 수도 있음을 보여 다.

4.2가치 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 유지 혹은 상실

장벽이 붕괴된 후 동독인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사고방식과 추구하는 가치 한 달라진다.특히 서독 사회

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경험한 동독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서독처럼 발달된 물질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독화 되려는 사람들

과,서독의 물질주의를 경계하면서 동독 스스로가 이상 인 사회주의로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동독인들

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그 심에 ‘자본주의’에 한 인식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향하는 사회 체제의 모습과 독일 통일

의 방식 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1)TB: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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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인 간에 형성된 가치 의 차이는 같은 상황을 두고 생각하는 방식

의 차이와 우선시하는 지향 의 차이에서 기인한다.장벽이 열리고 동독

사람들이 처음 서베를린으로 향했을 때,함께 갔던 나와 나의 친구

들은 제각기 하고 싶은 것이 달라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기 다

른 서독에 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이때를 시작으로 서독과의 왕래가

자유롭게 된 동독 사회에서 사람들은 차 마다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

치에 따른 가치 을 형성하게 되었다.그로 인해 카를 마르크스 동상 앞

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화를 꿈꾸었던 그 때와는 달리 서로 다른 것

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나는 과 마찬가지로 명을 말하기 한 상징으로써 스 이트를

타고 당당하게 임 상을 하러 간다.뤼디거 르겐스 장 이 시민과

의 화를 하고 있는 회의실로 향한 그녀는 실 으로 8～10%의 임

인상을 얻어내겠다는 다짐과 달리 30% 인상을 약속받는다.당시 동독은

하루아침에 명을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회 분

기 기 때문에 뤼디거 르겐스 장 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당분간

만 임시직을 무사히 수행하는 것을 목 으로 삼았다.그 기 때문에 자

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었다.그러나

회의실에서 나온 나는 실질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 실 인 약속

이며,장 이 자신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포퓰리즘을

목 으로 마구 던진 제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허무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아이 같은 순진하고 철없는 행동을 후회하

며 앞으로 다시는 롤러스 이트를 타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여하튼 더 이상 롤러스 이트를 탈 나이는 아닌 것 같아.”잠시 후

나가 말했다.“이제 롤러스 이트는 땅속에 묻어야겠어.”92)

나는 과 같은 방식으로 명의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실을 인식하게 된다.결국 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롤러스

92)TB: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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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버린다.롤러스 이트를 버리는 나의 행 와 나의 큰오빠가

은 사진 속 한쪽만 남겨져 짝짝이가 되어버린 롤러스 이트는 명의

시 가 끝이 났다는 느낌과 함께 실망으로 가득 찬 환기 독일 사회에

서 나가 느끼는 불행함을 상징한다.

한편 나의 큰오빠는 서독 출신의 기자인 오 라트 와 함께 일하면

서 보고 들은 것들에 의해 세상의 변화에 응하 고,일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자본이 주는 압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깨닫게 된 모습이다.그러나 나는 여 히

명을 꿈꾸던 1989년의 여름 때처럼 롤러스 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

들의 의식을 혼란시키면 바라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모습

이며 이에 나의 큰오빠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언제나 나를 자랑스러워했고 찬미했던 나의 큰오빠는 그

녀들의 등장이 성공 이지 못했고 모든 연출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

다.아직도 나는 노래를 부르고 롤러스 이트를 타는 것으로 다 된다

고 다 된다고 믿고 있다.그녀는 즐거운 명이 끝이 난 그 순간을 놓쳐

버렸다. 명은 끝났다.정부가 사퇴하고 권력이 휴직 상태가 된 순간에

명은 끝이 났던 것이다. 구나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나,네가 그

권력에 개입하고 싶다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의회로 나가라,

나의 큰오빠는 생각했다.롤러스 이트를 가지고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이제 선거에서의 표시만이 기 할 수 있는 것

이다.93)

나의 큰오빠가 생각했을 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수단은 선

거 용지의 표시뿐이며,그래서 그는 명을 해서 처럼 노래와 롤

러스 이트로 세상을 움직여보겠다는 순진한 생각보다 ‘권력’을 가져야

함을 나에게 말해 필요성을 느낀다.

93)TB:176-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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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이 달라진 동독인 간의 갈등은 최 로 동독에서 시행된 자

유선거의 과정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기 환기에는 동독인들이 하

나 되어 동독 사회의 변화를 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동독 사람들은

이상 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독이 주체 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사람들

과,서독의 자본주의에 기 어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하루 빨리

서독의 자본을 향유하면서 이익을 얻고,안정 으로 민주주의를 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디고 힘들더

라도 동독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은 그만 KeineExperimente!(TB398)”을 외치며 철 히 서독의 도

움에 의한 경제 풍요를 구 하는 것이었다.그래서 선거 유세 장에

서 한 쪽은 여 히 명운동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명시기 여신으

로 인정받던 나의 도움을 간 히 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서

독 사람들이 마시는,경제의 상징물이라고 할 만한 콜라 캔을 가득 쌓아

놓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면서 유세를 하기도 한다.

나는 한 3월의 오 에 콜라로 유인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고 생각했다.그러나 콜라는 날개 돋친 듯 사라졌다.[...]

많은 이들이 콜라 캔을 가져가려고 했고,후보자는 그들을 부추겼다.

“내일 연합정당의 승리를 기념하며 마시세요!”94)

동독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끝을 기 했던 것만큼 자기가 편

을 들고 있는 당에 호응을 해 것이라고 믿었던 나의 기 와 달리,

앞에 놓인 콜라 캔에 심을 보이고 콜라 캔이 터지는 그 소리에 혹

되어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 서독의 향기에 취한 것처럼 의식 없는 사람

들의 모습에 나는 크게 실망한다.

그녀는 서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들도 같은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고 멍청해 보

다.시 행진을 한 지,역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지 6개월도 되지 않

94) TB: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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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그 당시 정치 상황들은 보 단계 고 견디기 어려웠다.이런

모든 명이 선거에서 코카콜라 캔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녀에게 더할 나 없는 엄청난 배신으로 보 다.95)

결국 선거의 결과 서독 사회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자 정체성을 변화시

킨 사람들의 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끝까지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던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동독이 사라져 버렸다는 기감과 함

께 자신들의 정체성도 상실한 듯한 무기력한 태도를 갖게 된다.

4.3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응 실패로 인한 정체성의 혼

란

자신의 뿌리와 존재의의를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의 상실과 정체성의

기를 느끼는 주체는 어디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고

김용민은 말한다.96)하이디나 자비네 부세가 외부의 도움을 통해 완 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미성숙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를 상실하 기 때문이며,조 민의 주장에

따르면 “결핍”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사회 ,역사 결핍으로 인해

개인은 비정상 이거나 불완 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며,이로 인해

통일 이후 새롭게 정체성을 획득했음에도 완 히 성숙하지 못한 채 응

에 실패하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97)

하이디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몸속에 있는 진짜 정체성은 여

성의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으로 얼룩진 학창 시 을 보내고 군 를 가지

않기 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삶의 풍 를 겪는다.삶의 끈을 놓아버

릴 때쯤 동독 내에서 성 환술을 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 심리치료와

95) TB:401쪽.☞

96)참조.김용민:앞의 논문,145쪽.

97)참조.조 민:앞의 논문,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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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 등을 통하여 서서히 여성의 몸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나 동독

사회에 번진 변화의 흐름은 하이디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을 안겨 다.

하이디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문의가 동독을 탈출해버린 것이다.그

로 인해 하이디는 치료를 완 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단하게 되었

고,다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 단계의 괴물

같은 형상이 된 그녀는 다시 잃어버린 성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

며 방황하게 된다.

조 민은 마틴 발 MartinWalser의 작품 『유년시 의 정체성 Die

VerteidigungderKindheit』을 연구하면서 작 인물인 알 트의 비

정상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집단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분단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그러면서 개인 인 정체성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근본 으로 집단의 문제,즉 분단이라는 정치 인 문제의 해결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8)이는 하이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된다.성 정체성의 혼란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작품 속 인물인 하이

디는 동독 사회에서 태어나 억압받으며 살아온 ‘동독인’이자 자유를 갈망

하며 서독인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여 히 동독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동독인들의 처지를 표상한다.외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

아가는 과정에서 그 도움이 사라졌을 때 아직 완 히 응하고 성숙하지

못한 개인은 다시 방황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만 그 지 않아요.”턱수염이 난 여자가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다.그 말은 뤼디거 르겐즈 박사가 지난 몇 주간

들었던 것 에서 가장 애처로운 말이었다.99)

자유를 얻지 못해 슬퍼하던 하이디는 결국 오와의 인터뷰 후 기사가

나가게 되면서 의사들의 도움으로 성 환술을 끝마치게 된다.그러나 그

것이 하이디에게 완 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주진 못했다.그녀는 원

98)참조.조 민:앞의 논문,74쪽.

99)TB: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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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로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만 억 려왔던 지난 시 남성을 성 으로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여성으

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 을 형성해왔고,이

가치 은 그 로 남아 변화된 몸을 이용하여 매춘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이는 완 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없으며 몸과 정신이 분리

된 정체성의 상실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리 인 변화를 거치지만 내 인 응에 실패하여 고통 받는 다른

인물로 시각 장애인이던 자비네 부세가 있다.이 여성은 시각장애를 갖

고 있음에도 미술 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집 안에 거울을 두고 자신

의 모습을 살피는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그녀는 오 라트 와

의사인 그의 형의 도움을 받아 시각을 되살릴 수 있는 수술을 받는다.

수술 후 세상을 보는 것은 자비네 부세에게 일종의 “ 탐험여행 eine

großeEntdeckungsreise(TB530)”과도 같다.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자

비네 부세는 수치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수술도 잘 되어 스스로 볼 수

있는 정상 시각을 갖게 되었으나 본 것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에 빠지고 만다.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응 실패의 원인에 해 그동안

자기 스스로 시각 없이도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처럼 잘 살아왔

기 때문에 스스로 사물을 주시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립 미술 에 온 시각장애인이라니.그 사람은 시각에 약간 이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맹인이었다.그 맹인 여자는 신체장애를 가지

고 있는 장애인 요 으로 입장료의 반 값만 지불했고 외무부의 특별

요청으로 미술 리자인 베 나 랑게가 안내를 맡게 된 스칸디나비아

국회의원들 그룹에 끼어들었다.그룹에 낀 맹인 여자는 아돌 멘첼,카

스 르 다비트 리드리히,막스 리버만의 작품들에 한 설명을 들었

다.그리고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설명을 정

정하고 가르치려고까지 했다.황당한 일이었다.100)

100)TB: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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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네 부세는 수술 이 에도 그림 시를 보러 가고,미술 큐 이

터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하는 일반인의 모습을 보 다.그러나

그녀가 맹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앞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동독 사회에서

감은 채로 살고 있는 동독인들을 상징하는 듯하다.혹은 서독인이 봤

을 때 의도 으로 을 감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뜨고 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의 동독인 같기도

하다.

자비네 부세의 이야기는 한 마디로 ‘행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맹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31년이 지난 후 시력을 갖게 되었

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녀를 해 축복해 것이다.아무도 그

녀의 이야기를 해피엔드가 아닌 비극으로 듣지 않을 것이다.확실히 그

녀도 해피엔드를 기 했다.그러나 동시에 맹인이고 싶어 했다.지 그

녀는 맹인이지도 않고 정상인도 아니다.본다는 것은 그녀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그녀는 더 이상 완 한 맹인도 아니다.그녀는 그 보다

더 볼 수 없게 되었다.101)

그녀에게 뇌수술을 통한 시각의 회복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 사회

가 동독 사회에 베푼 경제 원조를 떠올리게 한다.그러나 이러한 도움

에도 결국 제 로 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지고 있던 다른

감각 기능마 퇴보하는 자비네 부세의 모습에서 정체성의 완 한 변화

를 해서는 사회 도움과 더불어 개인의 ‘의지’가 요함을 알게 한다.

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온 히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방향을 상실

한 채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 다.

통일과 함께 하루아침에 동독인들은 깊은 문화 충격을 경험해야 했

101) TB: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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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까지 통용되었던 법과 규율,가치와 규범들,상징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고 서독에서 온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그 자리를 신해야

했다.병합에 의한 통일 방식에 따라 동독인들은 서독의 규범과 생각,해

석모델과 심성에 빨리 순응해야 했다.동독인들은 어도 수년간 ‘환기

의 스트 스 Wende-Stress’로 고통 받았던 것이다.102)이러한 배경을 고

려했을 때 하이디나 자비네 부세가 외부의 변화에 즉각 으로 응하여

응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여 진다.더불어 끝까지

응하지 못한 채 실패하게 을 경우 본연의 정체성까지 상실한 채 부유

하게 될 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황하는 동독인들은 통일 독일 사

회의 내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써 설명될 수 있다.

4.4경제 ․사회 이익 추구를 한 정체성 변화

알 트 분추바이트는 동독의 호텔에서 최고 지배인의 치에 있는

인물이다.목이 없는 뚱뚱한 몸에 알코올 독자 같은 빨간 코,거무스

하고 주름진 꺼풀을 가진 그는 외양 묘사에서부터 정형화된 인물의 성

격을 상할 수 있게 한다.항상 숨을 헐떡거리며 여기 기를 휘젓고 다

니는 그를 보며 호텔 직원들은 모두 최고 호텔의 지배인이 될 만한 인

물이 아니라고 뒤에서 비아냥거린다. 그럴만한 인으로 보이지 않

음에도 호텔 최고 지배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래 부

터 충실한 당성을 가진 인물로 당에 충성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생하며 사회 지 를 얻기 해 자신을 내바치는 인물의 습성 덕분이

다.

장벽 붕괴 알 트 분추바이트가 팔라스트 호텔에서 일하면서 충

성을 바친 인물은 발 틴 아이히로 둘의 계를 정의할 만한 확실한 용

어가 존재하진 않으나,분추바이트는 그를 ‘친구’라고 칭하고 싶어 한다.

권력이 있어 보이는 자와 친구라는 긴 한 사이가 되어 그 사회 연결

102)한운석:앞의 논문,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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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기 어 보고 싶은 심리인 것이다.

그 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친 함이 있었다.그들은 같은 당

소속이며 체 도 같은,같은 세 의 인물들이었다.알 트 분추바이트

는 마치 팔라스트 호텔이 그의 집이고 호텔의 자산이 그의 소유물이며

직원들이 그의 하인들인 것처럼 다루며 최고 지 에 있어 보이는,외국

환 문가 발 틴을 했다.103)

그는 강의 짐작으로 성 하게 사람을 단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보

인다.알 트 분추바이트는 어떻게든 공통 을 찾아서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 발 틴 아이히와 상호 유 감을 쌓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그것이 바로 ‘감자 ’이라고 생각한 그는 발 틴 아이히가 올

때마다 직 주방에 들어가 감자 을 부치는 정성을 보인다.알 트

분추바이트와 발 틴 아이히가 최고 호텔에서 가난하던 시 에 먹던

음식을 먹는 모습은 호텔 최고 지배자와 미스터리한 동독의 권력자이

면서도 지 의 사회 지 에 계없이 본래 인물의 출신 배경과 그에

따라 형성되어 온 자기 정체성이 쉽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나

타낸다.알 트 분추바이트는 발 틴 아이히가 던지는 작은 한 마디에

도 과한 의미 부여를 하며 친 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 한

다.이는 출세를 해서 모든 것에 귀 기울여야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기 어 사회 지 를 유지하길 원하는 인물의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독에 변화가 찾아오고 발 틴 아이히가 지 껏 해온 어둠 속에서의

부정한 일들이 헤쳐지자 발 틴 아이히는 들에게 쫓겨 서독으로

도망을 간다.그럼에도 알 트 분추바이트는 여 히 자기의 친구인 발

틴 아이히를 옹호하며 실 정세에 응하지 못한 우둔한 모습으로 일

한다.그러나 호텔 총 지배인이라는 자기의 지 가 주는 권력에 기생

하려는 목 으로 불륜 계를 맺어오던 유디트 슈포르츠가 자신을 무시

103)TB: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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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거부하고,호텔 직원들이 서독의 경제력이 있는 재계 인사들을 손

님으로 모시면서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이자 자기의 치가 태롭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다.알 트 분추바이트는 당에 충성을 다하여 총지

배인의 자리를 얻어냈던 것처럼 다시 충성을 다하여 복종하고 그 가로

자신의 경제 ,사회 지 를 보장해 새로운 ‘매니 ’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고

는 어떤 결과를 래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3시 3분 거울 앞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그는 해

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그는 유디트 슈포르츠를 다시 침 로 끌

고 올 것이다.[...]

그리고 알 트 분추바이트는 그날 녁 잠복을 시작했다.104)

한편 팔라스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객실부 부장과 업부 부장 한

알 트 분추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경제 권력을 가진 서독인이 새로운

권력을 부여해 것이라 기 하며 떠받드는 모습을 보인다.그들은 발

틴 아이히가 범죄자가 되어 권력의 날개를 잃은 알 트 분추바이트를

일부러 자극한다.알 트 분추바이트가 단지 ‘외 ’으로 호텔을 표

하는 인물이라는 을 드 스덴 은행과 웨스트 엘비 은행에서 온 손님들

앞에서 강조하듯이 말하며 경쟁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이는 알 트

분추바이트가 처한 치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철 히 그를 깎아 내리려

는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이다.객실부장과 업부장도 알 트 분추바

이트와 마찬가지로 옷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당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

고 다니면서 당에 충성하던 인물이었다.그러나 이들은 사회의 변화를

재빠르게 악한 이후 경제 ,사회 인 이익을 취하기 해 당에 충성

하던 동독인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곧바로 서독의 자본주의에 굴복하

는 모습으로 변한다.이는 자기의 원래 행 을 숨기고 변 인 행동을

아무 지도 않게 하는 기회주의 인 태도에 해당한다.시 의 변화 속에

104)TB: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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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아남기 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의 권력에 기

생하여 살아오던 습성 그 로 동독의 고 층은 경쟁 으로 자신들의 태

도와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행동에 나서게 된다.

그랬다.객실부장과 업부장은 이미 에 으로 은행가 손님들을

끼고 있는 반면에,그의 친구 발 틴 아이히는 공공의 이 되어 있었

다.105)

새롭게 의지할 만한 권력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알 트 분추바이

트는 마음이 한 나머지 외양상 어린 아이에 불과한 베르 슈니델을

자기가 찾던 ‘매니 ’라고 단한다.알 트 분추바이트 자신도 처음에

이상한 “애송이 Klaine(TB 243)”라고 생각했음에도 그가 가진 이름과

명함이 상징하는 기업의 배경 때문에 사리 분별을 제 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베르 슈니델에게 과하게 친 을 베푸는 알 트 분추바이

트의 모습은 “즐거운 돼지 dasglücklicheSchwein(TB 244)”를 연상시

킬 만큼 우스꽝스럽기만 하다.그는 베르 슈니델의 말 한마디,행동 하

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든 베르 슈니델과 자신 만의 친

한 계를 형성하기 해 노력한다.그러면서 베르 슈니델에게 ‘아버

님’의 안부를 묻는 모습에서 베르 슈니델 뒤에 있는 권력의 실체와 친

한 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악할 수 있다.이런 알

트 분추바이트의 태도에 베르 슈니델 역시 그의 의도를 간 하면서

더욱 더 과감하게 거짓 행세를 한다.

“아버님께서는… 무척 바쁘십니다. 략 인 일 때문에요.자동차 산업

계는 지 큰 지각변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10년 후에는 유럽에 단

여섯 개의 자동차 회사만이 남게 될 겁니다.”슈니델이 다소 산만하게

말했다.

알 트 분추바이트는 그의 말에 “에이,설마요”하고 꾸하고 나서는

그것에 해 스스로 화를 냈다.그것은 ‘거 기업의 집 화’라는 주제와

105)TB: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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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히 어울리지 않는 말투 다.아마 슈니델의 어려 보이는 얼굴에

홀려 부주의했던 것이다.106)

베르 슈니델은 알 트 분추바이트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인물이라는 을 간 하고 더욱 더 과감하게 거짓을 행하며 그를 기만한

다.자신을 폭스바겐의 특별 권 사라고 소개한 이후로는 분추바이트

의 소개를 받아 작센링 공장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자신의 거짓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 티를 벌이며 동독의 시장을 이리 리

끌고 다니는 만행을 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시 가 변함에 따라 이익을 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모습은 비단 동독

사람들 개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동독 사회가 박하게 변화함에 따라

동독의 표 인 신문사 한 자사가 추구하던 기조를 갑자기 바꾸어 시

변화에 순응하며 그 물결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그래

서 선택한 것이 나의 큰오빠이며 그의 사진을 이용하여 동독의 변화한

모습을 주간지에 싣고자 하지만 나의 큰오빠는 본능 으로 그러한 기

회주의 이고 가식 인 태도를 알아채고 거부감을 느낀다.그래서 나

의 큰오빠는 갑작스 성향을 바꾼 신문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격한 시 변화상을 담고 있는 사진을 의도 으로 제시한다.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건 무 생소해요.”곤란한 듯 사진부장이 말했

다.107)

사진부장이 말하는 ‘우리 독자들’은 그동안 동독 사회에 편승하여 사회

내에서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언론사의

갑작스런 변화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해된다.그러나 나의 큰오

빠의 상 로 난감한 기색을 표하는 사진부장의 모습에서 변화에 일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익을 해 편승하려는 척하는 언론사의 모습

106)TB:244-245쪽.☞

107)TB: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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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한 세태 변화 속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겉모습은

즉각 으로 서독인을 흉내 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은 따라가지 못한 채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동독의 모습을 나타낸다.

기젤라 블랑크 역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

는 인물이며 실존 인물인 PDS108)출신의 정치인 기지를 모델로 하 다

는 에서 작품에 실제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기지 한 변호사

출신의 떠오르는 정치인이었다는 과 슈타지와 과거에 력했다는 을

종합해보았을 때 환기에 드러난 동독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사리 단을 하여 자기의 태도를 바꾸

는 형 인 인물상을 나타낸다.109)

기젤라 블랑크는 미모와 능력을 겸비한 여 변호사로 그녀는 동독 사회

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다.과거 그녀는 높은

지 능력을 가진 망받는 법 생이었으나 재미로 시작한 방송사 일로

인해 로 당첨 번호를 발표하는 방송 로그램에서 “추첨은 규정 로

진행되었습니다.DieZiehungistordnungsgemäßverlaufen(TB181)”라

는 멘트를 하는 여자로 출연한 이후 순식간에 얼굴만 반반한,앵무새같

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바보 같은 인물로 평가되면서 가치 없는 존재

로 락하고 만다.자기도 모르는 새에 방송사와 종신계약이 되어 버린

몸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기젤라 블랑크는 슈타지에 력하는

가로 계약도 종료시켜주고 변호사도 될 수 있게 해 다는 꼬임에 넘어

가 비 스럽게 슈타지가 지시하는 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며 살아

왔다.그녀는 그 와 에도 자기 보호의 수단을 마련하고자 법과 변호사

108) ParteidesDemokratischenSozialismus:구 동독의 민주사회당

109)“The Blank character is based on the PDS politician Gregor Gysi.Her

nicknames“Gisi”and“Notar”-allusionstoallegationsthatGysicollaboratedwith

theStasiunderthenameIM Notar– areobviousindications.LikeGysi,Blank

defendedEastGermanpoliticaldissidentsasalawyerand,in1990,isarising

politicianwith aplatform ofreforming realexisting socialism in ademocratic

contextandretainingtheGDR’ssocialistfocusandself-determination.”

TimothyB.Malchow:“Nichtdaseineundnichtdasandere”:Hybridity,Gender,

and(East)GermanIdentityinThomasBrussig’sWieesleuchtet,in:A Journalof

GermanicStudies,Volume46,Number2,2010,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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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 규정을 언 하며 그 규정에 어 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

으로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 하는 모습을 보인다.자기가 원하는 삶

을 살기 해 기회주의 인 선택을 하고, 그 와 에서도 나 에 그

선택이 빌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행동을 변명할 방안까지 고려하는 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그 게 슈타지의 일원이 되었던 기젤라 블랑크는

장벽이 열리고 동독 사회에 변화가 찾아오자 자신의 과거 행 을 지우려

철두철미하게 행동한다.가장 먼 자기에게 슈타지의 업무를 지시해주

었던 나이 든 남자를 만나서 자기와 련된 기록들을 모두 건네받고 그

종이를 모두 태운다.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흔 없이 지웠다는 안도

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평생 비 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종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에 남은 불에 탄

흔 은 그녀가 아무리 시 의 흐름에 따라 다시 자기 정체성을 숨기

거나 변화시켜 사회 속에서 지 를 얻으며 살아가더라도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진작가는 기젤라 블랑크가 소매의 불탄 자국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사진을 었다.그 자국은 그녀의 서류를 태운 후에 남은 것이었다.그

녀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들켰다는 느낌이 들었다.사진작가는 그녀

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침착하게 행동해,기젤라 블랑크는 자신을 타일 다.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알 수 있을 리가 없지.110)

여기서도 인물의 우연한 만남은 이루어진다.자기의 비 을 없앴다고

생각한 기젤라 블랑크는 평소에 사람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터 에서 걸어 나오는 나와 나의 큰오빠를 마주하고 당황한

다.이는 원한 비 은 없으며 과거의 행 을 없애거나 숨기려고

하기보다 드러내놓고 극복해야 한다는 루시히의 사고방식을 사건을 통

해 보여주는 듯하다.

110)TB: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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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 ․사회 이익을 해 정체성을 재빠르

게 변화시킨 인물들은 욕망에 이 멀어 사기를 당하거나 과거를 감추는

데 해 흔 을 남기는 등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이는 성 하게 서

독의 경제 능력에 혹되어 흡수 통일되는 과정에서 동독인들에게 발생

한 정체성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오류를 보여 다.

5.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한 발걸음

독일은 장벽 붕괴 후 환기 시 에 사회․정치․경제 분야에서 발 빠

르게 제도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 통합은 여 히 이

지지 못했다는 평이 다수다.이와 련하여 권오 은 통합이란 “외

인 결합과 내 인 유 를 모두 성취한 상태”여야 온 히 달성된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이한 두 체제를 합하는 외 인 노력과 더불어 구

성원들 사이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 통일에 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111)고 말한다. 루시히는 통

일 후 10여년이 흐른 시 에서 다시 통일 당시로 돌아가 성찰함으로써

독일인으로서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하나의

국가로서 독일에 해 생각해 본다.

5.1동서독 남녀의 결합

동독인 여성과 서독인 남성이 서로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서로를 바라

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계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살펴 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어떤 결말로 나아갈

111) 권오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ㆍ 등 학제 개편을 심으

로」.『독일어문학』,제32집,독일어문학회,2006,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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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남녀 사이의 만남과 이어

지는 결말의 모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나타나는 동서독의 통합 상태를 상징 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안 모

델로써 더 나은 통합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한다.

-‘카롤라’와 ‘틸로’

카롤라는 헬 리트 슈라이터의 딸로 동독이 변화하기 시작할 즈음에

서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기 에 부풀어 서독으로 건 간다.정과

인간 인 이해에 기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한 형 인 동독 여

성이던 카롤라는 학에 등록하고 서독에서의 생활에 응하는 과정에서

틸로와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인다.그러나 차 서독의 료주의에 길

들여지며 서독인보다도 더 서독인 같은 동독인,이른바 ‘신서독인

Neuwessi’의 형 인 모습을 보인다.112)

틸로는 서독 출신의 남성으로 카롤라와는 헝가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

지게 된다.그는 카롤라를 서독으로 데려와 공동생활을 하며 서독의

료주의 삶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장벽 붕괴 후 동독에 있는 카

롤라의 집에 방문한 그는 동독에 한 느낌을 묻는 헬 리트 슈라이터의

질문에 ‘손상된 것’같다고 말하는 솔직함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둘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약속한 로 미국 여행을 떠

나고 그곳에서 유년시 의 다른 기억,그리고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경험한다.그리고 비로소 이 차이가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다.

“지 여기서 이런 장난이나 칠거야?계속 꾸물거리고 있을 거냐고!”카

롤라는 격양되어 물었다.그녀는 갑자기 작센 사투리가 튀어 나왔다는

112)참조.김 리:「동독역사의 알 고리 희화화-토마스 루시히의 소설 『우리 같

은 웅들』」.『독일문학』,제104집,2007,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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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지 못했다.“야생 지역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나 해?”

“왜?”

“야생 지역에서 지내본 있어?”

“아니.”틸로가 답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우리가 서둘러야만 한다는 거야.”

틸로는 카롤라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왜 게 겁을 내는 거

지?휴지통 때문에,아니면 산에 들어가고 나오는 여행자들이 어야 하

는 명부 때문에?야생동물 지역에 있는 게 뭐가 그 게 험하다는 거

야?113)

여기서 갈등을 빚어내는 소재는 “야생 지역 Wildnis(TB547)”으로 서

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

진다.틸로에게 있어 ‘야생동물 지역’은 말 그 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이 출몰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카롤라는 동독에서 사용되던 ‘야

생동물 지역’이라는 말이 수많은 짐승들을 풀어 놓은 “사냥 허가 지역

Jagdreservat(TB 552)”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밝힌다.이에 틸로는 야

생 지역이 동독 체제의 고 층이 만들어놓은 유치한 ‘사냥터’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사회주의 체제 속 료들의 행태를 비웃는다.개

념의 차이가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었음을 이해한 틸로와 카롤라는 화

를 통해 앞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도한다.

“우리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해?동독에서는 통닭구이를 ‘로일러’라고

부르고 크리스마스 천사는…….”

“‘연말 날개상’?우리도 그 게는 안 불러.크리스마스 천사는 그냥 크리

스마스 천사라고 해.”,카롤라가 말을 단시키며 말했다.

“그래.그 다고 하자.하지만 오씨들Ossi이 모두 동물 수용소를 야생

지역이라고 믿는다면……”

“어째서 오씨들이야?”카롤라가 물었다.“야생 지역에 한 나의 상상은

으로 내 개인 인 생각이라고.”그녀가 양 팔로 그의 배를 껴안으며

말했다.“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그리고 네가 그걸 이해해야 나머

113)TB:548-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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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해결돼.”114)

제시된 인용문의 말미에 카롤라가 말하듯이 동독인과 서독인이 진정한

상호 이해와 통합을 이루기 해서는 개개인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동독인을 한데 묶어 생각하는 편견이 잘못되었

음을 지 하는 카롤라의 태도는 『존넨알 』를 통해 동독을 청산해야

할 과거라는 ‘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서독인들처럼 개개인의

일상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으며 삶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는 루시

히의 의도를 떠오르게 한다.115)

카롤라와 틸로로 상징되는 남녀의 결합은 갈등을 겪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을 거쳐 완 히 결합하게 된 남녀를 표한다.이

들은 카롤라로 표되는 ‘동독’과 틸로가 상징하는 ‘서독’이 화를 통해

서로의 다른 기억과 삶의 모습을 있는 그 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독일인으로서 하나 된 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음을 상징 으로 의미한다.

-‘ 나’와 ‘ 오’

순수하고 열정 인 모습으로 동독에서 ‘명의 여신’으로 인정받았던

나는 동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자유선거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오빠

를 만나기 해 갔던 팔라스트 호텔에서 오 라트 와 첫 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그동안 어릴 트라우마로 인해서 남자들에게 신체

계의 여지를 주지 않았던 그녀 지만 오 라트 와는 처음 만난 날 바

로 남녀 간 육체 계를 맺으며 새로운 세계에 을 뜨게 된다.이를

두고 에겔란트는 동서독 남녀의 성행 가 ‘동서독의 결합’을 상징 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116)

114)TB:552쪽.☞

115)참조.ThomasBrussig:「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 자 한국어 서문)」,『존

넨알 』,유로,200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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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을 떴고,그녀의 두 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았다.그리

고 그녀는 구름에 뒤덮힌 듯한 그의 두 을 보았다.마치 그녀가 그의

모든 류를 다 빼앗아온 듯 했다.이 에 그의 에 있었던 불은 이제

그녀에게로 옮겨 들어온 것처럼 보 다.117)

나는 장벽 붕괴 후 계속해서 사회의 흐름에 실망하고 달라진 동독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하며 지나간 날을 그리워한다.더 이상 명을 외

치던 1989년 가을처럼 반짝거리는 빛이 나지 않던 그녀의 에서 오와

의 육체 합일을 통해 다시 ‘빛’이 일어난다.이 모습은 동독과 서독의

결합이 ‘빛’을 내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알림으로써 희미해져가는 통

일독일의 빛,즉 미래에 한 희망과 낙 기 를 되살리는 듯하다.

오 라트 는 다소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 서독의 스타기자이지만

나에게는 수동 으로 이끌리는 모습이다.그는 나에게 애정을 표 하

는 동시에 서독의 자본주의 논리를 가르쳐주며 나와 주변 친구들에게

화폐 통합의 과정에서 경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며 동참

할 것을 권유한다.그러나 이러한 그의 태도에 나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흔들린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오 라트 의 제안에 해 곰곰이 생

각해보았다.그들은 머리 속에서 숫자를 이리 리 굴려보았고,상상 속

의 숫자에 힌 들을 집 해서 보았다.그들은 자신들의 경제 인 상

황을 짐작해보며 실제 이익을 계산해 보고 쉽게 번 돈으로 어떤 소망을

실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새로운 감정이 생겨났다.그 감정은 그들을

장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돈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돈 얘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나가 화내며 말했다.118)

116)HåvardEgeland:앞의 논문,73쪽.

117)TB:427쪽.☞

118)TB:445-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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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가 제안한 경제 논리도,이에 해 호응을 보이는 동독

의 친구들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순수했던 동독 사람들이 서독

의 자본주의에 물들여진 듯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그러나

나가 불 던 노래를 둘러싸고 작권료 소송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그

것을 계기로 오의 도움을 받게 된다.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된 그녀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오에게 순응하

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오와 함께 뉴욕으로 떠난다.

나와 오의 만남이 가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주며

변화시키고 있고 한 상호간의 가치 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서독의 경제논리에 거부감을 갖던 나는 결국 오의

곁에서 경제 논리 체계를 이해하게 된다. 오는 처음 동독인에게 돈

을 주며 조롱하는 빛으로 행동을 찰하던 거만한 서독인의 모습은 온

데간데없이 애정 어린 으로 나를 보듯이 다른 동독인을 바라보면서

독일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 방이 하는 일의 진짜 가치를 알아 주는 것은 남녀 사이의 건강

한 계를 상징 으로 보여 다.뉴욕으로 간 오는 자비네 부세를 소

재로 은유와 상징을 곁들여 쓴 자기의 걸작을 출 하기 해 잡지사에

찾아가지만 “걸 같은 기사 Waschlappenreportage(TB 540)”라며 거

당하고 뉴욕지사에 가서 ‘애국심’을 되찾아오라는 신랄한 비평만 듣게 된

다.그러나 잡지사의 발행인과 편집장이 말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은 결국

상업 시각에서 기사를 쓰던 스타 기자 오 라트 의 가치 을 되찾으

라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심지인 뉴욕으로 가서 과 같이 돈이 되고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기사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나는 그의 기사를 읽고 자신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공감의 표 을

함으로써 오에게 다른 감을 불러일으킨다.서로가 같은 상황을

두고 공감을 표 하고 서로의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 에 감을 주기도

하면서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통해 동독인과 서독인은 진실된 통합에 이



- 74 -

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했던 느낌은 사라지고 있어.그걸 당신 같은 서독 사람들에

게 이야기하려고 하면,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우리의 옛날이 얼마나 끔

했는지 그리고 지 이 얼마나 환상 으로 좋아 졌는지 항상 그것만

되풀이 하는 거야.[...]나는 희들처럼 될 수 없을 거야,이 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지 은 할 수 있을

것 같아.”119)

나는 ‘당신들’이라는 표 으로 서독인을 지칭하여 표 한다.통일의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에게 베푼 경제 도움 같은 것만 강조하며 끊임없

이 자기들의 ‘업 ’을 강조할 뿐 인간 인 이해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

기 때문에 나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더 빛을 잃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서독이 바라는 로 ‘서독에 흡수된’형태의 독일 정

체성을 가질 수 없음을 드러내면서 동독인과 서독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

간 개개인이 갖는 각기 다른 정체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결국 그녀는

오 곁에 머무는 안정 인 삶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립 인 여성의 모습을 택하게 되고 이들의 계는 끝이 난

다.

-‘카틀린 로인리히’와 ‘베르 슈니델’

카틀린 로인리히는 가부장 가정에서 자라 자신감이 없고 주 든

모습을 보이는 여성이다.항상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듣고 자라다 보니

그냥 일상 인 화말도 모두 훈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은 질책하기 함이며 다른 사람이 건네는 말도 모

두 자신을 질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카틀린 로인리히는 모든 종류의 질책에 해 지나치게 민감했다.

119)TB: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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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불행은 세상이 하나의 거 한 질책으로 다가온다고 믿는 것

에 있었다.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거 의 수용으로만 경험했다.120)

동독의 변화와 함께 카틀린 로인리히가 일하던 작센링 지구당의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사무실에 남아 이삿짐을 싸고 있던 그

녀는 “슈타지 물러가라!Stasiraus!(TB256)”라는 동독 사람들의 구호

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된다.그러자 카틀린은 슈타지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해 건물 외부로 나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WirsinddasVolk!(TB 257)”라고 외치는 돌발 행동을

한다.비난을 가장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녀 기에 오히려 비난

을 받는 상황에서 이에 항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그러나 자신이 당원

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해 용기 내어 한 행동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

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시 는 정말로 카틀린과 다

른 사람들이 슈타지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시 를 했다기 보다 목 도

불분명한 채 그 습 으로 어딘가에 항하기 해 목소리를 내고 있

을 뿐이었다.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슈타지를 바보로 만들고 보잘 것 없

는 존재로 타락시킴으로써 심 하고 싶은 민 들의 의사가 시 로 표출

되는 것이었다.그런데 카틀린의 외침으로 인해 민 의 기 는 채워졌고

그들은 모두 흩어진다.

자존심이 상한 카틀린 로인리히는 그동안 소심하고 다른 사람의

치를 보던 모습과는 달리 문이 열려져 있는 베르 슈니델의 차에 과감

하게 올라탄다.그녀는 진짜 슈타지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앞뒤 분간 못

하는 답답한 명은 없어도 된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당원이 아니었고

정부에 우호 인 사람이어서 혜택을 받은 일도 없지만 당 사무실이 폐쇄

되고 실업자가 된 처지로 인해 추후 독일 사회에서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베르 에게 한탄한다.비서로 일 해보겠냐는 베르 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녀는 사기꾼 베르 의 유혹에 혹되어 그가 가진 서

독의 재력이면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부푼 꿈을 꾸게

120)TB: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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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카틀린의 생각을 간 한 서독인 베르 는 악하게 이 을 이용

하여 카틀린의 여성성을 취하려 하고 그의 목 을 알면서도 과감한 선택

을 하는 카틀린의 모습은 지 까지의 성격과는 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불을 끄고 난 후에 베르 슈니델이 그녀에게 근한 것에 그녀는 놀

라지 않았다.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그녀가 당 비서로 일하는 동안

자본주의의 착취에 해 터득한 것이 념 으로 강화되었다.자본주의

자가 노동자의 육체를 취한다는 것은 그녀도 익히 알고 있었다.그것은

단지 많은 자본주의의 병폐 하나일 뿐이었다.그러나 카틀린 로인

리히는 자본주의를 오하지 않았다.반 로 그녀는 자본주의로 도망가

고 싶었다.그래서 그녀는 자발 으로,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르 슈

니델을 만족시켰다.121)

이러한 인물의 사례는 사회 변 기 속에서 격하게 자기 정체성을 바

꾸려는 동독인들의 모습을 드러낸다.카틀린은 슈니델이 원하는 것이 자

기의 여성성임을 알면서도 그가 자기에게 취할 행동을 미리 상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치를 보며 살아왔던 것과 달리 서독 남

자에게 선택받은 여자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자기의 야심을

해 자발 으로 슈니델을 성 으로 만족시키겠다고 선택한다.이는 내

성 이고 남의 치를 보던 그런 인물의 모습과는 완 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의 발 이다.자기의 여성성을 내던짐으로써 서독인 남성에게 의

존하고자 하는 모습은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던진 채 서독의 자

본주의에 투항하는 수동 인 통합 태도를 나타낸다.

앞서 카롤리와 틸로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상호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독일의

언어는 문화 이고 사회 인 환경에 향을 받았고 45년의 분단 동안 다

양하게 발달되었다.122)45년 동안 다르게 발달한 어휘 속 개념은 동독의

121)TB:306쪽.☞

122)조윤주:앞의 논문,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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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서독인에게,서독의 개념은 동독인에게 낯선 느낌을 주었다.123)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카틀린과 베르 슈니델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

한다.

카틀린은 ‘크산티페’를 ‘장크티 세 Zanktippse’,즉 ‘시비 걸기 좋아하

는 여사무원’으로 번역했던 것이다.그 정도는 베르 슈니델도 해결할

수 있었고 ‘자우 카 덴 Saufkapaden’이라는 말과 련하여 ‘과도한 알

코올 섭취로 인한 자제력 상실’이라고 뜻을 풀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해해 수 있었다.그녀가 ‘콘 Konnsumm’이라고 쓸 때는 ‘콘

Konsum’이라는 상 체인을 말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 가게 앞에 섰을

때야 알았다.그리고 그 ‘아베 우 Abehfauer’란 도무지 뭐란 말인가?그

리고 ‘다용도입방체 Mehrzweckwürfel’란?이 여자는 밤처럼 세상 물정

에 어두웠으나,진짜 곤란한 것은 그가 그녀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없

다는 것이었다.124)

베르 는 카틀린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자 그녀가 멍청하다고

느끼며 오하는 감정까지 갖게 된다.베르 와 카틀린은 결국 헤어짐으

로 계를 정리하는데 카틀린은 베르 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춰주고 신 자기가 앞으로의 독일 사회에서 새로운 직장을 갖기

해 필요한 근무평가서를 베르 의 가짜 신분과 함께 받는다.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동독 사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를 알기 때문

에 실익을 챙기는 모습은 서독에게 경제 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동독인의 모습을 상징하며 이러한 계 속에서는 진

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다.

작품 속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얽히고설키며 그 당시의 이

야기가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도 동독 여자와 서독 남자의 만남은 요한

123)재인용.OlafGeorgKlein:Ihrkönntundeinfachnichtverstehen!Warum Ost-

undWestdeutscheaneinandervorbeireden,Frankfurtam Main2004,in:조윤주:

Die deutscheEinheitund dieBewältigung derVergangenheitin den Werken

ThomasBrussigs,55쪽.

124)TB: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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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동독’을 표하는 ‘동독 여자’는 ‘서독’으로 변

되는 ‘서독 남자’에게 새로운 삶을 기 하기도 하고 의존 인 태도를 보

이기도 하지만 두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

고 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거듭나는,하나 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를 통해 서로 다른

상태로 만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작품 속 남녀의 만남처럼 상 방에

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함께 지내는 동안 립하기도 하고 소통의 과

정을 거쳐 하나 됨을 이루면서 진정한 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의 남녀가 모두 남성은 서독 출신이

고 여성은 동독 출신이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경제 부를

축 하고 있는 ‘서독’을 힘과 능력으로 표되는 ‘남성’의 이미지로 표

하고 반 로 경제 원조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동독’의 무능력

함을 남성보다 경제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의존하는 성향을 상징하

는 ‘여성’의 이미지로 상징한 것은 남성과 여성에 한 성 편견이 투 된

형 인 묘사라는 에서 비 의 상이 된다.

5.2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차이 극복

제도 통합은 서독 정부의 주도 하에 체계 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문화 차원의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윤주도 강요된 통합을 통해서는 하나의 국가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동독인들의 정체성은 여 히 불확실한 모습이며 환기 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내 통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125) 장벽이 무 지고

나서 동독인과 서독인은 서로 기쁨의 얼굴로 면하 으나,서로 가치

이 다르고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사소한 갈등을 겪게

된다.사회구성원들의 “역사 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의식체계

125)참조.조윤주:앞의 논문,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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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함”으로 인해 “사회 일체감”을 단기간에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

던 것이다.126)이런 상황에서 작품을 통해 루시히가 제시하는 통합의

한 방안은 ‘소통’이다.인물 간 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소

통을 거쳐 어떻게 상호이해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표 으로 나의 큰오빠와 오 라트 는 출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동독인과 서독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으로 서로를 이

해하지 못한다. 나의 큰오빠에게 오는 상업주의 에서 사람들

의 이목을 끌고 자극을 주기 해 안이 되어있는 서독스러운 기자일

뿐이며 허풍떨 듯 큰소리치는 오의 모습에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반

면 오에게 나의 큰오빠는 카메라조차도 옛날식 낡은 라이카 카메라

를 고집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답답하고 고지식한 동독인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둘은 ‘사진’과 ‘’을 통해 같은 사건과 장면을 두고도 남들과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 방식에서 유사함을 보인다.이들에게 주요

소통의 수단은 직 인 화보다 자신의 생각이 반 된 결과물인 ‘사진’

과 ‘’인 것이다.이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상

호 소통의 수단은 반드시 ‘말’이 아니라는 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 확인된다.

오는 취재 차 갔던 헝가리의 탈동독자 수용소에서 처음 나의 큰오

빠를 마주친다. 나의 큰오빠가 작업하는 방식을 지켜본 오는 곧바로

자기와의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채며 그의 사진이 갖고 있는 특

별한 가치를 인식한다.

오 라트 는 지켜보면 볼수록 사진사인 그가 마음에 들었다.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진을 었다.그는 이 뒤죽박죽 속에서 특별한

무엇을 실제에서 끄집어냈다.그는 오 라트 가 쓰고 싶어 하는 방식

으로 그 게 사진을 었다.127)

126)양민석,송태수:「독일 통일 20년-사회ㆍ문화 통합의 성과와 시사 」.『한·

독사회과학논총』,제20(4)집,20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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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그의 작업 방식에 호감을 느끼고 진가를 알아보았지만 나의

큰오빠가 “ 는 과소평가 당하는 보람으로 삽니다.Ich lebe davon,

unterschätztzuwerden(TB 145)”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사회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단한다. 나의 큰오빠를

“미치 이 Spinner(TB145)”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가 속한 자본주

의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직업 은 언제나 자기의 일과 작품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제1의 목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로 들썩이는 상황에서 오 라트 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사를 쓰겠다고 자신하지만,동독에 있는 팔라스트 호텔에 머

물면서 오는 쓰기의 기를 겪는다.한편 나의 큰오빠는 오와

으로 일하게 되면서 잡지사에서 막 한 액을 받게 되고 호텔에서도

오와 동 의 우를 받으며 생활한다.하지만 그런 경제 인 지원이

되려 부담으로 다가와 나의 큰오빠는 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표

하고 싶은 것에 한 감을 상실하게 된다.

처음에는 편한 변명으로 도피했다. 오 라트 의 사진 담당이기 때문

에 그의 이야기에 맞는 사진을 넣어야 한다.그리고 리포터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의 큰오빠 한 사진을 을 수 없다는 것이

다.그러나 실제로 요즘의 사진들은 의미 없는 임의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만의 사진들은 극심한 염병에 걸린 것처럼 하게 사라져갔다.128)

나의 큰오빠는 자신의 사진만이 갖는 특별한 의미나 삶의 모습이 사

라져 버렸음을 깨달으며 사진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에 기감을 느낀

다.그러던 나의 큰오빠는 오와 함께 참석한 잡지사의 크리스마

스 티에서 서독인과 동독인의 차이를 결정 으로 인식하게 된다. 티

에 참석한 서독인들을 바라보며 나의 큰오빠는 동독인들이 흉내 낼 수

127)TB:29쪽.☞

128)TB: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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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그들만의 분 기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날 녁은 호화로웠다.가장 큰 호화로움은 손님들에게 있었다.처

음에 나의 큰오빠는 옷차림에 있다고 생각했다.나 에 추정해본 그

는,호화로움은 그들의 향기에 있었다.129)

서독인들이 갖는 우월함에 해 나의 큰오빠는 서독사회가 갖는 경

제 우월함이 아니라 동독인들과는 사뭇 다른 ‘정체성’차원에서 다른

아우라가 존재함을 느낀다.이 서독인의 아우라가 동독인들이 실질 으

로 악하지 못한 서독의 진짜 모습임을 알게 된 것이다.이 장면은

루시히의 작인 『존넨알 』속 쿠피쉬 부인을 연상시킨다.

쿠피쉬 부인은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 있고 자의식에 차 보이는

지,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드는지,그들이 어떻게 웃는지, 얼마

나 담하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았다.이 모든 것을 보고 나자,그녀는

서독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여권이나,신발,옷가지,치약만

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결코 자신이 들처럼 될 수 없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130)

우연히 서독인의 여권을 게 된 쿠피쉬 부인은 여권 사진 속의 여성

과 동일하게 분장을 하며 서독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지만 화장이나 거

짓된 표정으로 따라할 수가 없는 ‘서독인 특유의 분 기’를 깨닫고 오히

려 동독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만 더 확고히 깨닫게 된다.이를 두고 정

미경은 통일 후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오히려 더 뚜렷해질 수 있으

며,동독과 서독 사이에 “마음속의 장벽”131)이 유지되는 한 진정한 통합

129)TB:308쪽.☞

130)“FrauKuppischsah,wielockerundselbstbewußtdieauftreten,wielautdie

reden,wiegespieltdielachenundwieraumgreifendsieagieren– alssiealldas

sah,wußtesie,daßihrzueinem WestlermehrfehltalsnurderPaß,dieSchuhe,

dieKleiderunddasKukident.Undsiewußte,daßsieniemalssowardenwird

wiedie.”

ThomasBrussig:Am kürzerenEndederSonnenallee,Frankfurtam Main1999,99

쪽.(참조.토마스 루시히 ,이미선 역:『존넨알 』,유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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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회장에서 오는 연설 단에 올라가 동독인들이 ‘팩스’를 모른다는

을 알려주고 ‘자동응답기’를 알지 못해 그 속에 동독인들의 목소리가 우

스꽝스럽게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려주며 동독 사회의 열악함과 동독인

들의 무지함을 코믹스럽게 조롱한다.

“...1926년의 화망이고 화 문화도 그에 상응합니다.만일 당신이 비

서에게 ‘팩스하세요’하면 깜짝 놀라 쳐다 니다.비서는 바보짓132)을 하

라는 뜻으로 알아듣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동 응답기입니다.” 오 라트 가 말했다.“내가 무 심했다

는 거 나도 압니다.사람을 무 앞으로 불러내서 바보 만들다니,그래

도 고마워요,고맙습니다!”133)

오는 서독의 동료들 앞에서 동베를린에 머물며 알게 된 동독인들의

우둔한 모습을 가감 없이 소개한다.특별한 과장 없이도 듣는 사람에게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의 언변은 동독인들의 실 그 로를 말하고

있다는 에서 풍자의 효과를 극 화시킨다.그는 나의 큰오빠까지 그

의 연설에 등장시키며 자동응답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다.이는 같은 이면서도 은연 에 동독인을 낮추어보는 그의 시선이

드러나는 행 로 보여 진다. 오의 연설을 듣고 있던 나의 큰오빠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같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으나 자동응

답기에서 흘러나오는 나와 와일드 빌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본인도

그들과 같은 동독인이면서 마치 서독인인 양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있는

이질 인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나의 큰오빠는 몽둥이로 머리를 한 맞은 것 같았다.

[...]300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131)정미경:앞의 논문,389-390쪽.

132)독일어 ‘팩스 Fax’는 바보짓,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는 뜻이 있다.

133)TB: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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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 하나를 어 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나의 큰오빠는 웃는 사람들을 탓할 수 없었다.

와일드 빌리가 나가 시키는 로 고스란히 자동 응답기에 말하는 장

면,그 지만 결국 어쩌겠다는 건지 내용 없는 용건이 된 것은 정말 우

습고 코믹하기 그지없었다.그리고 와일드 빌리가 결국 혓바닥까지 들먹

을 때는 나의 큰오빠까지 웃어야 했다.134)

나의 큰오빠는 자신을 비롯한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에게 어떤

취 을 받고 있는지를 직 으로 깨닫게 된다.이뿐 아니라 오 라트

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주 에 온통 서독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일상

을 살다보니 차 세태의 변화를 객 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그

러면서 본인이 같은 동독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동독인을 서

독인에 비해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이 과정에서 나의 큰오빠가 던진 요한 질문은 하나

된 독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나의 큰오빠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더군다나 그는 통일이

서독화되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었고 언제인가 아니었다.문제는

바로 ‘독일이란 무엇인가’다.135)

“독일은 무엇인가?WasistDeutschland?(TB 198)”라는 이 질문은

이 작품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서독을 자

유롭게 왕래하고 서독인과 함께 일을 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동독인으

로서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하나 된 국가는 어떤 국가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지,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독인과 서독인은 어떤 개인 ,민족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해 나의 큰오빠는 그 핵심을 간 하여

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134)TB:312쪽.☞

135) TB: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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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의 큰오빠는 자신과 다르다고 느 던 오에 한 그의

시각이 편견이었으며 그 한 진 한 리스트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하이디의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된다.성 환 시술 도 사라진 의

사 때문에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 환자들의 모습은 얼마든지

상업 인 가십거리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 시킬 수 있는 소재

기 때문에 나의 큰오빠는 당연히 오가 이들을 서독인스럽게,사람

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상업 인 가치에 을 둔 형태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런 그의 편견을 깨듯이 오는 ‘하이디’라는 인물의 일생에

을 맞추어 인간 인 이 투 된 르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계기

로 나의 큰오빠와 오는 서로 화하지 않아도 상 방의 생각을 이해

하는 ‘정신 소통’을 하게 된다.

나의 큰오빠도 오 라트 에게 놀랐다.그는 이 시끄럽고 다른 사

람을 고려하지 않는 오 라트 가 한 명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제공하

는,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감동과 존엄성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쓸 거

라고 기 하지 않았다.일곱 명의 이상한 존재와 진행한 인터뷰 후에 이

성애자이자 수려한 외모를 가진,성공한 기자인 오는 이 사람들을 자

동응답기의 보자들처럼 웃음거리로 표 할 수 있었다.그러나 어떤 것

이 그를 막았다.이 어떤 것이란 나의 큰오빠가 은 사진이었다.136)

이처럼 오는 ‘사진’을 통해 기존의 자기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 직업 태도를 표출하게 되었고,그의 을 보고 나의 큰오

빠는 서독인에 한 자기의 편견을 바로잡고 이해하게 된다.이 과정을

통해 루시히는 직업 가치 의 공유라는 정신 소통을 통해서도 동

독인과 서독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새로운 통합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136)TB: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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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과거 면을 통한 상처 치유와 화해

개인의 삶은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이 역사는 잊 진 기억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깊이 새겨져있는 궤 ”이기 때문에 사

회․심리 통합을 해서는 개인 인 경험의 세계와 집단의 경험을 끊

임없이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한다.137)이 경험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소

설은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게 하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삶을 살

아온 작 인물과의 공감과 교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다는 에서

요한 수단이다.

발 의 작품 『유년시 의 정체성』은 “나치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화

를 겪어낸 2세 동독작가의 경험”을 담고 있다.작가가 작품을 통해 이

시 을 회상하는 이유는 “개인 이고 심리 인 과거 극복”138)을 한 것

이다.이처럼 과거의 상처는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

상하고 다시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루시히는

작품에서 말하고 있다.

루시히의 작품 속 나의 큰오빠와 나는 어릴 한 인물에게 성

추행을 당한 후 성(性) 트라우마가 생겨 성장 과정 내내 고통 받는다.

나의 큰오빠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최면술을 경험하게 해 다며 집

으로 찾아오고 어느 순간 자신은 최면에 빠지게 되지만 의식을 차리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나의 큰오빠는 최면에 걸린 상태에

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가 없어 스스로를 의심하며 혼란 상태

에 빠진다.그 날 이후 나의 큰오빠는 아무리 최면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면 상태에서는 자기의 무의식이 반 된 행동만 한다는 내용

의 책을 읽고 나서 자기 내면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된다.이때의 정체

성 혼란이 계기가 되어 그는 철 히 본인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

137)양민석,송태수:앞의 논문,10쪽.

138)정미경:앞의 논문,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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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형성하게 된다.

“내가 열일곱 살 때 어.[...]아무도 없게 되자, 쪽에 오래도록 앉

아있던 사람 하나가 몸을 기울이더니 ‘최면술에 한번 걸리고 싶으세요?’

이 게 말하는 거야.[...]내 몸은 장난감이었던 거야.나는 부끄러운 것

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이고 싶지 않았어.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

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139)

마찬가지로 나는 동일한 인물에게 어릴 성 인 피해를 당하게 되

어 남성과 성 계를 맺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된다. 나가

등학생이던 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한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러 작동을 멈춘 후 어린 나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자기가

아 아기를 살리러 갈 수가 없다며 나가 손으로 만져서 “마법의 요구

르트 Zauberjoghurt(TB383)”가 나오게 도와 다면 아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나는 문도 모른 채 아기를 살리는 “착한

일 guteTaten(TB382)”이라 믿고 남자가 시키는 로 한 뒤 학교에 가

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 이후 나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집에

서도 부모님에게 이상한 아이 취 을 받는다.

여기서 나의 큰오빠와 나로 하여 고통의 시간을 겪게 만든 ‘최

면술’과 ‘거짓말’의 상징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면술은 을 감

은 상태에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행 로 이는 마치 동독이라는 사회에서

을 감은 채 최면술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는 동독 사람들을 묘사하기

한 소재로 보인다.최면 상태에 빠진 동독 사람들은 나의 큰오빠처

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마비된 상

태에 처한다.쉽게 빠져 나갈 수 없는 최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상태로 인해 더 큰 불안과 혼

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굴 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의 큰

오빠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다가 이내 자기 정

139)TB: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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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아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경

이 되어 숨는 걸 선택하게 된다.그가 가진 본성으로 보면 나와 같은

편의 사람이 분명하지만,자기가 어느 쪽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내지 못

하는 것은 최면술에 걸렸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여자를 좋아

하는지 혹은 자기도 모르는 본인의 내면에 남성을 좋아하는 성 취향이

있는지 그것조차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자기 정체

성을 숨기게 된 것이다.

반면 어렸던 나는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로 ‘착한 일’을 해야겠다

는 생각으로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이 ‘착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장하여 거짓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마치 동독

사회가 거짓으로 동독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를 유지해가는 모습과 닮

아있다.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거짓말로 꼬여내어 슈타지 일에 력을

시키거나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거짓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동독 사회체제의 유지방식이 마치 강압 이면서도 회유하듯이 어린 나

를 속이던 남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

여기서 나와 나의 큰오빠가 직 과거의 일을 자기 성찰 으로 고

백하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이겔 OliverIgel은 진정한 의미에서 과

거 극복이 이 지기 해서는 실질 이고도 심리 인 측면에서의 극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이 때 개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40)결국 통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과거의 기억도,상처도 극복 가능한 것이다.그 기 때문에 나

와 나의 큰오빠가 서로에게 한 성찰 고백은 그들이 과거를 극복하기

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행 인 것이다.

어렸을 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나와 나의 큰오빠는 동독 사

회에 변화가 찾아와 응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신문에서 과거의 그 남

140)OliverIgel:GabesdieDDR wirklich?DieDarstellung desSED-Staatesin

komischerProsazur“Wende”,Tönnig200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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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연극 극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마 라는 남성임을 알게 된다.

나는 신문을 보여주며 오빠에게 함께 과거의 일을 따져 물으러 가자고

설득하지만 나의 큰오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라는 이유로 거부

한다.그러나 사실은 나의 큰오빠는 과거의 기억을 면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될 고통과 혼란을 재 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나의 제안을

거 한 것이다.

그녀의 큰오빠는 사고의 창백함으로 병약해진, 하고도 약한 사람

이었다.그녀는 리하지 않아도 되었다.그녀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만

으로 충분했다.그래서 의지가 있을 때,그녀는 그와 함께이든 그 없이

혼자든 라이츠에 가게 될 것이었다.141)

결국 나의 큰오빠도 마음을 바꿔 나와 함께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서 극단에 찾아가 다른 단원들 앞에서 마 의 과거 악행을 낱낱이 드

러내 보이고 그를 비 하면서 통쾌한 복수를 한다.과거를 극복해낸

나는 지나온 과거부터 지 까지의 경험을 ‘오래도록 지속될 밝은 빛’이라

고 표 하면서 새로운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빛의 모양을 가지

는 지를 설명한다.

“내가 1년 에 했던 말 지 도 생각나?삶은,내 삶도 그 고,완 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야.반짝

거리는 우연이 삶을 지배하는 거야.그래서 어쩔 수 없어.내가 그 말을

한 곳도 아직 기억해?”

“그럼.네가 처음으로 롤러스 이트를 타고 나왔었잖아.”

“그런데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많은 부분들을 조그맣게 잘라서 보면 그

빛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다시 체를 보면 그 반짝임이 잘 보이게

돼,내 말 이해하겠어?”

“잘 모르겠는데.”운 에 집 하면서 큰오빠가 답했다.

“우리를 로 들면,밤에 우리 차가 내는 불빛은 하나의 불빛일 뿐이야.

하지만 뉴욕에서는 녁마다 그리고 밤마다 수많은 불빛들이 덩어리가

141)TB: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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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심지어 달에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 .그리고 내 생각에 인생도

그 게 때때로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우연들이 반짝이는 빛을 조 만

낸다면 아무 상황도 발생하지 않아.하지만 지난해에는 많은 일이 일어

났지.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내 생각에 그 게 되면 빛이 나는 거야.그 빛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 보게 되는 아주 밝은 빛이 될 거야.”142)

이들은 과거 기억에 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직 마주함

으로써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과거의 단 된 부분

을 연결함으로써 다른 자신으로 성장하게 된다.자신의 과거를 돌아

보며 성찰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자주 시민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은 자

유로운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한다.143)

5.4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

작품 속 세 인물의 죽음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가장 먼 와일

드 빌리는 독일 통일 이후 새롭게 맞이한 “새해맞이 축제

Silvesterfeier(TB 351)”에서 군가가 던진 병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환희에 찬 사람들 속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구 차에서 죽

음을 맞이하는 구 원 와일드 빌리의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며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얼마나 ‘미친 나라’의 모습을 보 는지를 인물을

통해 상징 으로 보여 다.

다음으로 발데마르 부데는 번지 에서 발에 달린 보조 장치를

제 손으로 떼어내고 뛰어 내리는 자살을 선택한다.발데마르의 자살은

‘지난 과거를 벗어던지는 것’을 상징한다.이에 해 조윤주는 독일인들

이 동독이라는 보호 장치 없이 그들 스스로 과거를 벗어던지는 것만이

142)TB:600쪽.☞

143)양민석,송태수:앞의 논문,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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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련된 “죄책감 Schuldgefühlen”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이며,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

법이라고 말한다.144) 

마지막으로 르겐 바르테의 죽음은 동독 사회의 모든 아 역사를 함

축 으로 상징하는 인물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독일 사회의 탄생을 고

하는 기능을 한다. 명을 주장하던 사회운동가 르겐 바르테는 통일되

기 동독 사회에서 슈타지에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쏘인 방사선으로 인

해 백 병에 걸리게 되었다.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해 아내와

함께 방콕의 코사무이로 여행을 떠난다.그 곳에서 그는 난생처음 겪는

더운 공기 속에서 마치 병을 어루만지는 듯한 마사지를 받으며 몸과 마

음의 평온을 얻는다.부드러운 마사지를 받고 평온한 분 기속에서 아내

와 죽음을 비하면서 그는 과거 슈타지가 자신에게 지른 일에 해

원망하지만 “불행이 끝나가고 있다 das ist jetzt vorbei, das

Unglück(TB 605)”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가 백 병으

로 인해 고통 받으며 죽은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

기다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달라는 것이다. 르겐 바르테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과거 동독의 강압

인 재 과 처벌에 의해서 병을 얻게 되었는데,그 병에 굴복하여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이 ‘괴물’과도 같

은 동독이라는 국가에게 굴복하는 듯한 느낌을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난 이제 죽을 것이고,당신에게 마지막 뜻을 하려고 해요.당신이 모

든 사람들에게 내가 코코넛 열매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그러면 더 멋진 죽음일 거 요.[...]나에게 방사능을 쏘이고

독을 발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부러워하게 될 거 요.그

들이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선 안돼요.[...]내 죽음은 그들이

144)조윤주:앞의 논문,54쪽.



- 91 -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행운이자 자유 다고 이야기해줘요.나는 바닷

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145)

그 게 그는 하루하루 평온을 느끼며 마사지용 평상 에서 고요한 죽

음을 맞이한다. 르겐 바르테의 유골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

던 코사무이에 안장되고,유골 안장을 마친 뒤 그의 부인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며 비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본다.이는 마치 죽

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 르겐 바르테가 마지막에서야 얻게 된 진정한

자유를 기뻐하면서 다른 평화와 자유의 허리 인을 일으켜 독일 사회

로 날아갈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바르테 부인이 무덤에 흙을 뿌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그녀의 움직임에

놀라서 비행을 시작한 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146)

죽음은 “인간이 가장 극단 으로 고 갈 수 있는 미의 정”147)이다.

루시히는 인물의 죽음을 통하여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

아갈 수 있음을 함축 으로 암시하고 있으며,과거를 회상하고 회상의

끝에 지난 과거의 상흔을 떨쳐내 버리는 그의 서술기법은 통일 독일에서

‘진정한 통합’을 숙고하게 만드는 환기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다.

145)TB:605-606쪽.☞

146)TB:607쪽.☞

147)김춘식:앞의 논문,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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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 론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들은 서독 정부의 경제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서독 사회를 지탱하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응할 수 있었다.그러나

반 로 서독인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경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립할 생각 없이 계속해서 서독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하는 동독

인들의 태도가 못마땅하게 느껴졌다.뿐만 아니라 여 히 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변화한 세태에 응하지 못한 채 동독의 물건들을 고집하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은 서독인의 에 우둔하고

어리석게만 보인다.이런 서독인의 시선은 동독인에게도 여지없이 달

되어 같은 사회 속에서도 마치 “이등국민 zweitklassig”으로 차별 우를

받고 있는 듯한 부당하고 소외된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며,148)과거에는

그 게도 암담했던 동독에서의 생활에 향수를 느끼는 ‘오스탈기 붐’이 독

일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불만과 차별 의식은 하나의 국가 속에서

동독정체성을 따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했고,독일은 내 통합에 이

르지 못한 채 다시 국민들 사이의 정체성 분열과 이로 인한 사회 혼

란을 겪게 된다. 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서도 인

물 간 갈등 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혼란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장벽이 열리고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다시 말해

서 그 ‘끝’에 도달했다는 기쁨에 환호하던 동독인들이 기 와 다른 실

을 마주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

는다.서독에 처음 건 가 지하철을 타고,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백화

화장실에서 돈을 지불하며 서독 사회에 실망감을 느끼는 동독인들의

모습은 앞으로의 독일 사회가 통합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를 단번에 암시해 다.

3세 동독 작가 세 들은 “정치에 심 없는 apolitical” 을 쓰거나

148)조윤주:앞의 논문,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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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유머 light-heartedhumor”를 곁들여 정치를

다룬다.149)토마스 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도 독일

의 환기를 두고 정치 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보다 가벼운 유머와

풍자를 통해 다룬다.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가 각 개개인의 일상을 한 순간에 획기 으로 변하

게 할 수도,혹은 개인의 감정과 사회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데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다.문학은 가상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속

에도 사회의 실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인

이 사회를 바라보고 단하는 가치 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그 변

화의 과정에서 개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유지되며 새롭게 형

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심리 통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사회통합은 사회 질서에 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 공감,

사회 배제 집단의 포용으로부터 출발한다.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획일

사회규범 수용이라는 사회통합의 부정 의미보다는,사회를 구성하

는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성 유지와 조화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

다.따라서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섣부른 변화나 변모를 억지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각기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형성해 온 정체성을 새롭게 공

유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합

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서독 사회를 받아들이는 동독 사람들의 모습은 즉각 으로 변

화를 인지한 후 경제 ·사회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극 으

로 자기 정체성을 바꿔가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변화한

사회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

람도 존재한다.세태에 맞추어 당에 충성을 바치던 태도를 버리고 변화

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간

149) Nora Kowalik: Der Wandel von Identität und der Beziehung zur

DDR-Gesellschaft und Ideologie in dreiWerken über die DDR nach dem

Mauerfall,Laramie,Wyoming,2009,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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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소외감,박탈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인물도

있다.이 게 다양한 인물상을 보았을 때 통일이라는 사회 변화가 독일

인들 모두에게 같은 가치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여기서 사회 변화에 응하면서 갖게 되는 인물의 태도 정체성

한 각기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했을 때만이 통일 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올

바른 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시와 억압 속에 살던 동독인들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직 시 에

참여하여 명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을 상징한다.미래에

한 기 와 희망에서 시작된 빛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 가장 큰

빛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기치 못한 갈등과 혼란,상실감과 소외감 등

의 부정 인 ‘어둠’의 측면을 동시에 가져온다.이런 에서 루시히

의 작품 속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감정 태도,정체성의

측면을 빛과 어둠의 에서 살펴보았다.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며

명확히 립되는 개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험하

다는 것을 본 연구자도 인지하는 바이다.그러나 빛과 어둠을 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유동 으로 변하는

상 개념에서 립되는 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환기 시

의 독일과 통일 당시의 정 이고 부정 인 측면을 총체 으로 고찰하

고자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우리는 ‘통일 박’을 꿈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

하는 부정 인 측면 한 미리 측하고 비해야 한다.통일을 비하

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 통합의 문제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방안 모색과 마련이 더욱 요한 것이다.150) 우리 사회는 독일보다 상호

왕래가 없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환기보다 더 큰 혼란을 겪

을 것으로 상된다.그러므로 독일 통일을 둘러싼 정 이고 부정 인

사례들을 참조하여 활용하되 우리의 실에 맞는 통일 방안을 강구해야

150)정 호:앞의 논문.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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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환기 문학 작품을 통한 통일 독일 사회에서의 갈등과 정체성 혼

란,그리고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하나의 국가 내에서 내 통합을 이

루기 한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될 미래 상

황을 상하고 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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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 (Zitate)

2.3.2소재의 상징성

(37)mankonntemeinen,siewohntindieseraufregendenZeit.Lena,

diedasEinmalige,dasNochnieerlebteunddasNiewiederkommende

dieserWochen verkörperte,machtㄷ einerganzen StadtLustauf

Veränderung,aufRevolutionundaufFreiheit.

(44)»Hastduschongehört?«sagtesiezurBegrüßung.»Esgibteine

neue Theorie.Die Chaostheorie.« Sie rückte einen Stuhlzurecht,

daraufbedacht,dasGleichgewichtnichtzu verlieren.Alssiesaß,

sagtesie:»AllesistChaos!«SiewarfdieHändeindieLuft,um zu

zeigen,wassiemitallesmeinte.SiewarnochimmeraußerAtem

undmußteeinpaarmaltiefLuftholen,ehesieweiterredenkonnte.

»DieChaostheoriesagt,daßderFlügelschlageinesSchmetterlingsin

ThailandetwasinGangsetzenkann,waszueinem Hurrikaninden

USAführt.«

(45)»...Weildasnämlichbedeutet,daßderganzeZauberhierauch

malzuEndegehenkann.«

LenasgroßerBruderwarsprachlos.[...]

»Ichkannmirzwarnichtvorstellen,wieesweitergeht«,sagteer,

verwirrtdavon,wieleichtdasUnmöglichezuformulierenwar,»aber

ichkannmirauchnichtvorstellen,daßeszuEndegeht.«

»Doch!« sagte Lena.»Mit der Chaostheorie ist das aber ganz

einf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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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서술 특성

(48)WiedereineFamiliefotografierte,dieSchokoriegelverzehrte–

derältereSohngenüßlich,derjüngeretrotzig,derVatererschöpft

unddieMutterselig.

(51)LenasgroßerBruderwußteseitlangem,daßdiebestenFotos

dann entstehen,wenn erüberhauptnichtbemerktwird.Derbeste

FotografistderunsichtbareFotograf.

3.2‘빛’과 ‘어둠’의 립:변화 추구 혹은 체제 유지

(55)FürPaulchensVerschwindengabeseineErklärung:Erwollte

rübermachen.Seit dem Mai,als die ungarische Regierung den

EisernenVorhang ineinegrüneGrenzeverwandelthatte,wardas

ganz einfach.Wer ein Visum für Ungarn hatte,konnte nach

Österreich,undwerinÖsterreichwar,hatteesgeschafft.Derwarim

Westen,unwiderruflich.

(57)SiefragtendiejungeFrau,siebatendengroßenBruderum Rat

– nurPaulchenzogensienichthinzu.Alsersichverabschiedete,

nahmensiekaum Notizvonihm.

Am nächsten Tag wurde die junge Frau nicht von Paulchen

angerufen.Paulchen kam auch nichtzur Arbeitund zur Probe.

Paulchenwarverschwunden,wieauchseingelberTrabant.

(58)PaulchenfragtewedernachLenanochnachPlanQuadrat,und

sein Desinteresse warecht.Paulchen wollte ganz neu anf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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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lte nichtmehrdersein,dererwar.Wollte nichtmehrder

Radiobastlersein,dereinerBanddasProfilverleiht,abernichtaufs

Foto darf.Wollte mitseinen neunundzwanzig Jahren nichtmehr

Paulchen genannt werden. Wollte nicht mit einer Freundin

zusammensein,dieihnnichtranläßt.

(59) Carola Schreiter war tatsächlich mit Thilo, ihrer

Urlaubsbekanntschaftausdem Rheinland,durchgebrannt.Erhatteihr

von Berlin erzählt, von seinem Soziologie-, Ethnologie- und

Publizistikstudium,vonseinerKreuzbergerWG undvoneiner»Reise

nachAmiland«,dieerfürdasnächsteJahrplante.Ererzähltevon

einem Leben,das sich Carola Schreiterauch fürsich vorstellen

konnte.

(60)DiegrenzenachÖsterreichwurdenichtmehrscharfbewacht,

undmitThilokonntesieriskieren,aufdieandereSeitezugelangen.

EswarwieeinSpiel.

(61)Siefühltesichverratenundverlassen,undsiewußte,daßsie

diesesGefühlohneVorwurfgegenPaulchenundihrengroßenBruder

fühlen mußte. Sollte sie ihnen wünschen, zu diesem Bahnhof

zurückzukehren,mitseinenquietschendenTüren,seinengesächselten

Ansagen,seinem Dreck,seinerTristesse?UndwenndasganzeLand

nicht vielbesser war als dieser Bahnhof-konnte sie ihnen das

Weggehenverübeln?Nein,daskonntesienicht.Undweildasso

war,fühltediejungeFraudasersteMaleinenstarken,umfassenden

Haß,derzuihrem eigenenErstaunen,sogargegenihrenWillen,eine

durchunddurchpolitischeEmpfindung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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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Das sollmir das Mädelbloß nichtantun,dachte Dr.-Ing.

Helfried Schreiter.Ich bin ein Mann in leitenderPosition,trage

Verantwortung für den riesigen Sachsenring,die Produktion des

Trabant.AberwennCarolarübermacht,dannbinichdielängsteZeit

Generaldirektorgewesen.

(64)EswarDr.-Ing.HelfriedSchreitereinRätsel,wieDemonstranten

etwasdurchsetzenwollen.Sollensiedochgehenundkrakeelen,es

bleibtjadochallesbeim alten.

(65)SchließlichwurdendieABC-SchützenvonihrerKlassenlehrerin

aufgerufen.Werseinen Namen hörte,mußteaufdieBühne.Dort

standein Eimermitroten Nelken,undjederSchulanfängerwurde

voneinem KindderzweitenKlassemiteinerNelkebegrüßt.

FamilieLangewarspätgekommen.DerSaalwarvoll,undwie

immerwarennurnochvorderePlätzefrei.ZweiteReihe.Sokonnte

StaatsanwaltMatthiasLangedenentscheidendenMomentbeobachten.

EswarnureinwinzigerZwischenfall,einekleineIrritationinder

reibungslosenundlangweiligenVeranstaltung:DieLehrerinriefeinen

Namen auf-undkein Kind erhob sich.Sieriefden Namen etwas

lauter und deutlicher.Das Ergebnis blieb dasselbe.Die Lehrerin

schauteirritiertnachunten,ihreAugensuchtendieDirektorin.Die

gabdiskretdieWeisung»Weiter!«.EinWortinderStille.Jederim

Saalkonnte es hören.[...]Bemerkenswertjedoch fand Matthias

Lange,was diese leise OrderWeiter!bewirkte:Man konnte die

Augenverschlißen.Unddanngingesauchweiter.

(66) Die Direktorin und der Staatsanwaltsahen aufden leeren

Blecheimeram Bühnenrand,undMatthiasLangesagteverlegen:»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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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Nunja<,wollteersagen,wirhabengetan,waswirkonnten.

3.3‘빛’의 순간:장벽 붕괴 후의 환희

(68)DasDunklewarweg,Optimismus,jaEuphoriedominierte.Es

wurdevielgejuchztundgerufen,dazuwurderhythmischgeklatscht.

Allesbewegtesich,alleschienen sich irgendwieabzureagieren.Es

war Leben in der Masse. Immer wieder lachten Leute ohne

erkennbarenGrundauf,alshättensieDrogengenommen.DieAhnung

vonFreiheitwarberauschend,beglückend,unddaßDemonstrationen

einesokörperlicheErfahrungseinkönnen,hatteniemandgedacht;sie

kanntennurdasangeordneteVorbeitrottenanTribünen.

(70)»Wirhabenjanieoffengesagt,waswirdenken.Wirhabenes

niegelernt.Undwennichjetzthierobenstehe,dannweißichnicht,

wasich zuerstsagen soll.Ich finde,wirmüssen aufjeden Fall

weitermachen.«SiewurdevonBeifallunterbrochen.»Ja!Wirmüssen

weitermachen.Eshatdochgeradeerstangefangen,oder?«Jetzthatte

siegelernt,denBeifallzulocken,undsiehe-erkam![...]

Lenalächelte,undihreblauenAugenleuchteten[...]DerHimmelüber

ihrwarvollerzerwühlterweißerWolken,dochLenawarerleichtert,

ja,wiebefreit.Nichtnur,weilsiezum Mikrophongegriffenhatteund

sichalleum sieschartenundihrapplaudierten,sondernauch– das

zeigte ihr erinnerungsvoller Blick-weil etwas vorbei ist. Die

Anspannung,diefinstreGefahrwarenweg.IhreGesichtszügewaren

harmonisch.



- 101 -

(71)»IchhabedieseNachtetwasgeträumt.Ichhabegeträumt,daß

wirallevorFreudedieBlätterhochwerfen,dieaufderStraßeliegen.

ÜberallwirbelnBlätterherum.Ichweißnicht,waspassiertist,aber

esstehteingroßes,einunermeßlichesGlückbevor,nochindiesem

Herbst.«

(74)Immerwiederfielen ihm Menschen um den Halsundriefen:

Wahnsinn!Erließesgeschehen.Auchmitihm stimmteetwasnicht

– erwurdeimmerwiedervon Lachanfällen gepackt.Bis in die

Morgenstunden warLenasgroßerBruderunterwegs,ein lachender

Wandererim Märchenland.

(75) Verena Lange redete pausenlos,sie befand sich in einem

rhetorischenAusnahmezustand.IrrevorGlück.MehrLuftalsWorte.

Ihre Erzählung handelte davon,daß sie eben erst nach Hause

gekommenwaren,KarlizunächstaufsKlomußteundsieeinePlatte

auflegen wollte.Da sie sich mitKarlis Anlage nichtauskannte,

schaltetesieversehentlichdasRadioein.SiemußteaufKarliwarten,

daßderdenPlattenspielerinBetriebsetzt,undsoliefdieganzeZeit

das Radio,aufgeregte Stimmen...Im selben Moment,als Verena

begriff,wassiedahörte,riefsie:Karli,dieMaueristauf’[...]

»IchmußfürKatjadochwasmitbringen,einenBeweis!Wennich

dermorgenfrüherzähle,daßichim Westenwar,daglaubtdiedoch,

ichhabnKnall!«

(76)DochMatthiasLangefeiertenicht.»Mensch,freudich!«riefen

ihm fastjedeMinuteunbekannteLeutezu,undbereitsdreimalwurde

erzurAufmunterunggeküßt,bekam einenSchmatzaufdieBacke.

Mensch,freu dich!Erkonntesich nichtfreuen.Warum eigen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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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t?

(77) Am Montag rief er erneut beim Innenminister an. Sein

Verschwinden warin derZwischenzeitfastzu einerStaatskrise

geworden;erwurdefieberhaftgesucht.DieNervenvonValentinEich

warenangegriffen.[...]

ErbatdenInnenminister,ihnausBerlinherauszuholen;erwollte

»allessagen«,beteuerteer.DerInnenministerspürte,daßValentin

EichmitdenNervenam Endewar:WedermitderBahnnochdem

Flugzeug wollteerBerlinverlassen undschongarnichtmitdem

Auto.AufdieFragedesInnenministers,wieersichdasvorstelle,

antworteteValentin Eich düster:»Ich weiß nicht.«Erwardavon

überzeugt,daßdieStasiseinenZuganhalten,seinAutostoppen,ja,

sogarseinFlugzeugzurLandungzwingenwerde,mitAbfangjägern.

3.4‘빛’과 ‘어둠’의 혼재:실망하는 동독인과 불평하는 서독인

(78)DannsahLenaeineTafel,aufdereinGulaschsehrvorteilhaft

fotografiertwar,ein Gulasch aus saftigem Rindfleisch,von einer

glänzenden Soße umschlossen.Ein Stückchen Fleisch lag dabei,

soeben aufgebrochen,innen rosig,mitkräftigen Fasern,und eine

herzhaftduftendeSchwadestiegauf...IhrliefdasWasserim Munde

zusammen,obwohlsiesichdagegenwehrte,heftigwehrte.Denndie

Tafelwarb fürHundefutter.Von Stund an haßte Lena jegliche

Werbung.WennsiedirAppetitaufHundefuttermachen,danngeht

daszuweit,entschiedLena.

(79)Siestreunteumherundwurdewütendaufsichselbst,wü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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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lsieesnichtschaffte,andiesem glücklichenTagglücklichzu

sein.Alleswarverkorkst.DiesesmerkwürdigeAuseinanderlaufenan

derGrenze.Diesesratlose,zielloseUmhertappeninWestberlin.Die

Begegnung mitRoger.Das Herumfahren mitderLinie1,in die

nirgends GassenhauersingendeWilmersdorferWitwen eingestiegen

sind.IhreUnternehmungen waren ohneResonanzgeblieben-um so

intensiverdachtesieanihreKarl-Marx-StädterErfahrungen[...].

(80)ErknipstedieüberflüssigstenBilderseinesLebens.

SpätertraferLena.EinunglaublicherZufall.UndalsLenadabei

war,glücktenihm auchdieFotos.

(81)Da schnurpstnichts,sagten die einen,Mitbloßen Händen

erwürgt,dernächste,dieSchönsten sind ausdem Dschungel,die

dritten,Lenasagte:Dasmitdem Hundefuttergehtzuweit,undihr

großerBrudersagte:Ichhaballesverknipst.

Alsletzterkam derwildeWilli.Erwarzu besoffen,um noch

fahren zu können;[...]DerwildeWillisagt:Irrland.Wirmüssen

Irrlandwerden!

(83)Aber immer wieder hörte er Laute des Staunens und der

Bewunderung,ein aufgeregtes »Du,guck mal,da!«.Ob es die

Schaufensterwaren,einschnittigesAutoodereinwitzigerBlickfang

zuWerbezwecken-wennerdiesenLeutenzuhörte,dannwurdeihm

bewußt,als wie sensationellseine gewöhnliche Weltvon denen

empfundenwurde.

(85)Nichtum simplenLadendiebstahlgingesihm,esgingihm um

Aufruhr. Einen Intershop zu plündern, das gehörte zu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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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phantasiendererim Lande,undinZeitenwiediesenlagen

die Hemmschwellen niedrig, jeder naschte vom Gefühl des

Aufsässigseins;[...]Undnunhattensieihnim eigenenLaden,den

KampfzwischenChaosundOrdnung.

4.1사회변화가 야기한 인물의 정체성 손상

(88)IchhattevordenenauchinnerlicheinengewissenRespekt.Es

istblöd,aberichhabmichsogarmitdenenidentifiziert,unddas

gingdannleiderzuweit.Ichwar,wiediemichwollten.Warein

gehorsamerPolizist,dermitInitiative,nichtwahr,seinePflichterfüllt.

Wenneshartaufhartgekommenwäre,dahätteichmitgemacht.

Wäredabeigewesen.AberaufderfalschenSeite.«Marcospürte,daß

ihm derMund trocken geworden war.»AlsdieseSachemitden

Zügen war«,erinnerteersich,»solltenwirdenBahnhofabriegeln.

Unddastehtvormireine,soaltwieich,unddiemachtmichtotal

zurSchnecke.DiewarsowütendaufdenStaat,dasSystem,undsie

hattesorechtinihrerWut.ZehnMinutenbestimmthatdiemich

runtergeputzt.Ob ich denn keine Ehre hätte,ob ich mir toll

vorkomme,obichnichtmitkriege,daßalledieSchnauzevollhaben

vondiesem Kindergarten,obichmichnichtschäme,wennichinden

Spiegelgucke,obmichmeineMutterniegeliebthat,wieichdenn

nachtsruhigschlafenwill,wennichmichfürsowashergebe.Ob

meineFreundinweiß,wasichfüreinerbin-wennichüberhaupteine

habe.-Ichhabversucht,siezuignorieren,sowiemaneinenarmen

Irrenignoriert,aberihremoralischeÜberlegenheit,diewareinfach...

unabweis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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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Und dann begannen dieEreignisse.DerMarcobeider

Bereitschaftspolizei.Im Betrieb ging esdrunterunddrüber,Neues

Forum, Montagsdemos, Streik-hör mir uff. Und keenen hats

interessiert, daß mir die Tochter weggekommen ist. Schreiter,

Generaldirektor,inner Partei-also Betonkopf.Eener vom System.

Eener,derbeseitigtwerdenmuß.Aberdaßesannem Vaternicht

spurlos vorübergeht,wenn dir die Tochter wegkommt,auf den

Gedankenkommtkeiner.«[...]

»InderNacht,damals,am Balaton,daistwaszerbrochen.Seitdem

fühlichmichwieeinAutomat.Am liebstenwürdeichmichkrank

schreibenlassen.Ichwillnichtmehr.Ichkannauchnichtmehr.Mich

im Gartennützlichzumachenwürdemirreichen.DieJahreszeiten

erleben.WennmandenSchneesosieht...«

(90)DieWartezeitfüreinenTrabantlag beivierzehnJahren,und

jedesKrachenderineinanderfahrendenTrabisließvordem geistigen

Auge Dr.-Ing.Helfried Schreiters Jahreszahlen aufblitzen,die in

Vierzehnjahresschritenin dieVergangenheitführten.[...]Welch ein

Frevel,einAutokaputtzufahren,aufdassolangegewartetworden

war![...]EswareineSünde,fander,eineUntat,Frevel.

(91)SiedachtefastgleichzeitigMeinGott,denkennich!undMein

Gott,ich kenn den ja gar nicht!und sie wußte nicht,welcher

Gedankederrichtigeist.[...]ErhattemalvonirgendwelchenFotos

erzählt,undsiehatteselbstdanichtgeahnt,mitwasfüreinem sie

sich eingelassen hatte:Miteinem,dem es nichts ausmachte,so

ausgestelltzuwerden alsDernetteMannvonnebenan.[...]Wer

weiß,villeichtwarKarlija wirklich ein Kinderschänder,vielleicht

wurdeeressogardurch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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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치 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 유지 혹은 상실

(92)»Irgendwiebinichnichtmehrim Rollschuhalter«,sagteLena

nacheinerWeile.»IchbringejetztmeineRollschuheunterdieErde.«

(93)DochLenasgroßerBruder,derimmerstolzaufLenawarund

sieimmerbewunderthatte,fanddenAuftrittmißratenunddieganze

Inszenierunglächerlich.LenaglaubtenochimmeranLiedersingenund

Rollschuhfahren.SiehattedenMomentverpaßt,andem diefröhliche

Revolution zu Ende war.Sie war zu Ende.Sie war in dem

AugenblickzuEnde,alseseineRegierunggab,dieihreMachtzur

Disposition stellte.Jederkonnte sie haben,die Macht.Wenn du

mitmischenwillst,Lena,dachteihrgroßerBruder,dannstelldichauf,

laßsichwählen,vorwärtsmarsch,insParlament!MitRollschuhen

läßtsichnichtsmehrbeweisen-jetztzählennurnochKreuzchen.

(94)Lena fand es eine klassisch dumme Idee,an einem kalten

Märzvormittag mitCola zu locken.Doch dieCola fand reißenden

Absatz.[...]

Mancheentschiedensich,dieBüchsenmitzunehmen,wozusievom

Kandidatenausdrücklichermuntertwurden:»TrinkenSiesiemorgen

aufdenWahlsiegderAllianz!«

(95)Undwerglaubt,daßetwasnurdeshalbbesserist,weilesaus

dem Westenkommt,dersollsieauchgleichwählen.Dumm kamen

ihrdieMenschenvor,schafsdumm.KeinhalbesJahrwardieSache

mitdenZügenher.Alssiesicham Bahnhofum KopfundKragen

redete.DamalswarendiepolitischenVerhältnissesoelementarund

unerträglich.Daß alldieserAufruhrin Wahlen mündete,die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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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Cola-Dosenentschiedenwerdensollten,erschienihralseinziger

großerVerrat.

4.3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응 실패로 인한 정체성 혼란

(99) »Alle haben die Freiheit, nur wir nicht«, sagte eine

Stoppelbärtige,mitMännerstimme.EswardertraurigsteSatz,den

Prof.Dr.RüdigerJürgendsseitWochengehörthatte.

(100)EineBlindeinderNationalgalerie.KeineSehschwache,sondern

eineBlinde.DieBlindezahltemitSchwerbeschädigten-Ermäßigung

nur halben Eintritt und schloß sich einfach einer Gruppe

skandinavischer Parlamentarier an, deren Führung die Kustodin

Verena Lange aufausdrücklichen Wunsch des Außenministeriums

selbstübernommenhatte.DieBlindeließsichmitderGruppevordie

Bilder Adolph Menzels, Casper David Friedrichs und Max

Liebermannsführenundhörtezu.Unddanndiskutiertesieherum,

zweifelte,verbesserte,belehrte.Eswarabsurd.

(101)DieGeschichtevonSabineBusseist,ineinem Satzerzählt,

eineGlücksgeschichte,esist,dieGlücksgeschichte:»Siekam blind

zur Weltund bekam nach einunddreißig Jahren das Augenlicht

geschenkt.«WerdieGeschichtehört,freutsichfürsie.Niemandwill

ihreGeschichtealsUnglücksgeschichtehören,ohneChanceaufein

Happy-End.Gewiß,sie hates gewollt.Doch was damals noch

niemand wußte,am wenigsten sie selber:Sie wollte sehen und

zugleichblindsein.Jetztistsiewederdaseinenochdasandere.Das

SehenbereitetihrkeineFreude,unddieBlindheitbeherrschtsie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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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Sieistblinderalssieesjewar.

4.4경제 ․사회 이익 추구를 한 정체성 변화

(103)DennochgabeseinegewisseVertrautheitzwischenihnen.Sie

waren dieselbe Generation, in derselben Partei und derselben

Gewichtsklasse. Alfred Bunzuweit bediente den großen

Devisenerwirtschafter,der außerhalb aller Hierarchien zu stehen

schien,alsseidasPalasthotelseinHaus,dasInventarseinBesitz

unddasPersonalseinGesinde.

(104)Erwußtenicht,wasertunsollte.Erwußtenichtmal,waser

durchseinTunvermeidenoderherbeiführensollte.

Aberjetzt,dreiMinutenvordrei,alserdenSitzderKrawattein

seinem Spiegelüberprüfte,dawußteer,waserwollte:Erwollte

JudithSportzwiederinsBettkriegen.[...]

UndsolegtesichAlfredBunzuweitam AbendaufdieLauer.

(105)Ja,seinBeherbergungsdirektorundseinVerkaufsdirektorhatten

schondieBankpioniereim DoppelanderSeite-währendseinFreund

ValentinEichzurUnperson,zum Staatsfeindgewordenwar.

(106)»Mein Vater«,sagte Schniedeletwas fahrig.»Vielzu tun.

Strategisch.InderAutomobilindustriestehengroßeUmbrüchebevor.

InzehnJahrenwirdesinEuropanurnochsechsAutomobilkonzerne

geben.«

AlfredBunzuweitentfuhreinverblüfftes»Achwas«,überdaser

sich ärgerte.Das war gewiß nicht der Ton,der dem T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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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zentrationvonGroßkonzernengerechtwurde.Villeichtverführte

ihnSchniedelsMilchgesichtigkeitzusolchenNachlässigkeiten.

(107)»Unsere Leserkennen so etwas nicht«,sagte erin seiner

Verlegenheit.

(110)DerFotografhatteGisela Blank geknipst,als siesich den

Brandfleckanschaute.DerBrandfleck,dervonderVerbrennungihrer

Aktezurückblieb.SiefühltesichaufeineunerklärlicheArtertappt.

DerFotografschautesiesomerkwürdigan.

Ruhig bleiben,redetesich GiselaBlank zu.Daskann dernicht

wissen.Daskanndernichtwissen.

5.1동서독 남녀의 결합

(113)»MachstdujetzthierirgendwelcheSpielchen?Willstdujetzt

nochrumtrödeln?«fragteCarolaerregt.Siesächselteplötzllich,ohne

eszumerken.»Weißtdu,wasesbedeutet,inderWildniszusein?«

»Wieso?«

»WarstdujemalsinderWildnis?«

»Nein«,erwiderteThilo.

»Na,dannkannichdirnursagen,daßwirunsranhaltenmüssen.«

Thiloverstandnicht,wasmitCarolawar.Warum hattesiesolche

Angst? Wegen der Papierkörbe,wegen der Bücher,in die sich

Wandererein-undaustragensollten?Waswarsoschlimm daran,in

derWildniszusein?

(114) »Wie sollen wir uns verstehen? Im Osten habt ihr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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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thähnchenBroilergesagt,undderWeinachtsengelhieß...«

»Jahresendflügelfigur«,unterbrachCarola,»hatkeinMenschgesagt.

DerWeinachtsengelhießWeihnachtsengel.«

»Na,meinetwegen.AberdaßdieOssisalleglauben,dieWildnis

wäreein...Tierghetto.«

»Wieso die Ossis?« fragte Carola. »Meine abgefahrenen

Vorstellungen von Wildnissind meineganzpersönlicheNote.«Sie

schlang ihreArmeeng um seinen Bauch und schnurrte.»Ich bin

nichtwiejede.Undwenndudasverstandenhast,danngehtauch

derRest.«

(117)SieöffnetedieAugen,undsiewußte,daßesausihrenAugen

leuchtet,undsiesahseineAugen,denBlickverhangen,undihrwar,

alshättesieallseinenStrom abgezogen.DasFeuer,dasseineAugen

vorhernochhatten,schieninsiegelantzusein.

(118)Dannschwiegensie,rauchtenunddachtenüberLeoLattkes

Angebotnach.Sierechneten.SieschobenZahleninihrenKöpfenhin

undher,schautenmitkonzentriertzusammengekniffenenAugenauf

imaginäre Punkte.Sie überschlugen ihre finanziellen Verhältnisse,

rechnetendenbarenNutzenausundwelcheWünschesichmitdem

leichtverdientenGelderfüllenließen.EinneuesGefühlerwachte.Es

bemächtigtesichihrernicht,abersielernteneskennen:dieGeldgier.

[...]

»Gibt’sdennnichtsBesseres,alsüberGeldzureden?«fragteLena

ärgerlich.

(119)»Das Glück schmecktfad inzwischen.Und wenn man das

einem voneucherzählt,daswollendienichthören.Immernur,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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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imm esdamalswarundwiephantasischjetzt.[...]Ichwerdenie

dazugehören,dashabeichnochniesodeutlichsagenkönnen.Erst

jetzt,durchdieseReportage.«

(120)KathleenBräunlichwarempfindlich,überempfindlichgegenüber

jederArtvon Zurechtweisung.[...]Darin lag ihrUnglück-daß sie

glaubte,die Welt würde ihr als einzige große Zurechtweisung

gegenübertreten.Daß sie ihr Dasein nur in Graduierungen von

Ablehnungerlebte.

(121)Daß sich WernerSchniedel,nachdem erdasLichtgelöscht

hatte,an sieheranmachte,wundertesienicht.Siehatteessogar

erwartet.Schließlich war sie durch ihre Arbeit im Büro des

Parteisekretärsideologischsoweitgefestigt,daßsieum dasganze

AusmaßkapitalistischerAusbeutungwußte.DaßeinKapitalistZugriff

aufdenKörperderWerktätigenhat,warihrwohlbekannt-dassollte

nureinedervielen Abscheulichkeiten desKapitalismussein.Doch

KathleenBräunlichwolltedenKapitalismusnichtabscheulichfinden,

im Gegenteil:Siewolltezuihm überlaufen.SobefriedigtesieWerner

Schniedel-freiwilligundsogutsieebenkonnte.

(124) Kathleen hatte sich Xantippe als Zanktippse, also als

streitsüchtigeniedereBüroangestellteübersetzt.DaskonnteWerner

Schniedelnoch entwirren,und auch Kathleen Bräunlichs durchaus

ernstgemeinte Wortschöpfung Saufkapaden ließ sich als

Disziplinlosigkeitim Zusammenhangmitübermäßigem Alkoholgenuß

entschlüsseln.DaßsiemitKonnsumm einenLadenderKetteKonsum

meinte,begriffererst,alservorsolcheinem Ladenstand.Aberwas

warein Abehfauer? Was ein Mehrzweckwürfel? Diese Frau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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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 wiedieNacht,aberdaseigentlichschlimmewar:Erkonnte

ihrnichtfolgen.

5.2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차이 극복

(127)JelängerLeo Lattkezuschaute,desto mehrgefielihm der

Fotograf.Derfotografierte nichtwie jeder.Derholte aus dieser

NachrichtensoßetatsächlichwasBesonderes.Derknipsteso,wieLeo

Lattkegerneschrieb.

(128)Zunächstnahm erZufluchtbeieinerbequemenAusrede:Als

LeoLattkesFotografhabeernurdessenStoryszubebildern.Und

wennderReporterkeineStoryhat,dannhaterauchkeineBilder.

AberinWirklichkeithattendieBilderneuerdingseineBeliebigkeit,

dieuninteressantwar.Siestarbenrapideaus,dieeinzigenBilder,als

würdeeineSeuchewüten.

(129)DerAbend hatteLuxus.DergrößteLuxusbestand in den

Gästen.ErstdachteLenasgroßerBruder,eswäredieGarderobe.

Spätervermuteteer,esseiendieDüfte.

(133)Telefonnetzvon1926,undentsprechendistdieTelefonkultur.

WennSienerSekretärinsagenFaxenSiemalbitte...danngucktdie

erschrocken,weilsieglaubt,siesollFaxenmachen.[...]

»DasisteinAnrufbeantworter«,sagteLeoLattke,»Ichweiß,ichbin

fies,ichrufdichnachvornundmachdichzum Eimer.Trotzdem

danke,vielenD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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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LenasgroßerBruderwarwievordenKopfgeschlagen:[...]

dochmiteinem kleinenKasten,derdreihundertKilometerweitweg

warundnichtstat,alsihreStimmeaufzunehmen,wurdesienicht

fertig.Vondem ließsiesichzurLachnummermachen.Derganze

Saal lachte, und Lenas großer Bruder konnte es niemandem

übelnehmen– eswartatsächlichkomischundauchlächerlich,wenn

derwildeWilligetreuwiederholte,wasihm Lenaeinflüsterte– und

wiedarauseineNachrichtwurde,mitderniemandetwasanfangen

konnte.UndalsderwildeWilliseinegroßeZungeinsSpielbrachte,

mußtesogarLenasBruderlächeln.

(135)LenasgroßerBruderglaubte,daßdieEinheitkommenwird.Er

glaubtesogar,daßderWestenkommenwird.[...]

DieFragewarnicht,obundauchnicht,wann.DieFragewar:Was

istDeutschland?

(136)AuchLenasgroßerBruderwarvonLeoLattkeüberrascht.Er

hatte diesem lärmigen,rücksichtslosen Menschen nichtzugetraut,

einer Geschichte, die sich geradezu anbietet, herauskrakeelt zu

werden,sovielGefühlundWürdezugeben.Nachdem Interview,

dasLeomiteinem dersiebensonderbarenWesenführte,hatteer

alles in der Hand, um als heterosexueller, gutaussehender,

erfolgreicherundfickfreudigerManndieseMenschenmitdemselben

SpottzupräsentierenwiedieErstbenutzereinesAnrufbeantworters.

Dochetwashieltihndavonab.DiesesEtwaswarendieFotosLenas

großem Bruder.

5.3과거 면을 통한 상처 치유와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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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Alsichsiebzehnwar...«[...]Alsniemandmehrdawar,lehnt

sich einerrüber,derda die ganze Zeitgesessen hat,und sagt:

>Willstdumalhypnotisiertwerden?<

[...]Dasaß ich nun Spielewar.Ich habemich...nein,nichtnur

geschämt-ichwolltenichtmehrichsein.Ichwolltemichloswerden,

ichwolltemichneuhaben.

(141)IhrgroßerBruderwareinkluger,schwacherMensch,vondes

GedankensBlässeangekränkelt.Siemußtenichtklugsein.Esreichte,

daßsiemiteinem starkenWillenausgestattetwar.Undwennsiees

will,dannwirdsienachPleitzfahren-mitoderohneihn.

(142)»Weißtdunoch,wasichvoreinem Jahrgesagthabe?-Daßso

einLeben-meinLebenzum Beispiel-auchvölligandersgelaufensein

könnteundverlaufenkönnte.DasFlirrenundFlimmernderZufälle

regiert.Soistdasnunmal.Weißtdunoch,woichdirdaserzählt

habe?«

»Naklar.AlsdudasersteMalaufRollschuhenunterwegswarst.«

»Aberwennmanetwasnimmt,dasanvielenStellenflimmertund

flackert,undmanschautsichdasGanzean,dannsiehtman,wiees

leuchtet,verstehstdu?«

»Nichtsorichtig«,sagteihrgroßerBruder,dersichaufsFahren

konzentrierte.

»Wirzum Beispiel,mitunseren Scheinwerfern sind wirnurein

Lichtpunktin derNacht.AberinNew York zum Beispiel,daist

abendsundnachtssovielLichtaufeinem Haufen,daß man das

sogarvom Mondaussehensoll.UnddasLeben-ichfinde,esleuchtet

manchmal.WenndieZufällenurwenigflimmernundflackern,dann

kommtnichtszustande.Aberim letztenJahr,daistsovielpas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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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ürlichnichtnurmir,sondernauchvielenandern.Unddadenke

ich,dasleuchtet.Dasleuchtetsohell,daßmanesnochlangesehen

wird.«

5.4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

(145)»Ichwerdesterben,undichteiledirjetztmeinenletztenWillen

mit.Ich möchte,daß du allen erzählst,mich hätteeineKokosnuß

erschlagen.DasisteinschönerTod.[...]Diemichumgebrachthaben,

verstrahltundvergiftet,sollenmichum meinenTodbeneiden.Sie

sollen nichtwissen,wie sie mich gequälthaben.[...]Mein Tod

erzähltvon Glück und Frieden,von allem,was sie mirnehmen

wollten.Jetzt,hierinThailandbinichrausausdem Knast,endgültig.

Ichsitzam Strandundsinge.

(146)FrauWarthewarfErdeinsGrab,undalssiedenBlickhob,

sah sie einen Schmetterling,der,veranlaßtvon ihrerBewegung,

seinenFlugbeg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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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Licht’und‘Dunkelheit’derDeutschenVereinigung

inThomasBrussigsRoman

『Wieesleuchtet』

-am BeispielderFigurenidentität

In Thomas Brussigs Wenderoman『Wie es leuchtet』 werden

mithilfevon Geschichten unterschiedlicherMenschen dieErwartung

und Hoffnung,welche die Menschen in der DDR bezüglich der

Zukunfthegten,unddiedamaligeDesorientierung undVerwirrung,

diesichzurZeitderWendeverbreiteten,dargestellt.AlsdieBerliner

Mauer im Jahre 1989 geöffnet wurde,war die Freude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zunächstgroß,doch schon bald machte

sich angesichts derRealitätgroße Enttäuschung breit.In seinem

RomanstelltBrussigdieinnerensowieäußerenKonfliktezwischen

derost- und derwestdeutschen Bevölkerung darund präsentiert

LösungsvorschlägezurÜberwindungebendieser.

Im HinblickaufeinemöglicheWiedervereinigungzwischenNord-

undSüdkoreagiltes,sichnichtnuraufdiepositivenSeiteneiner

Vereinigung zu fokussieren,sondern auch die negativen Seiten in

Betrachtzuziehen.TrotzdiverserUnterschiedezwischenKoreaund

Deutschland,was den historischen Hintergrund anbelangt,nimmt

DeutschlandalsStaat,derTeilungundVereinigungerlebthat,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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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reiterfunktionein.Vordiesem HintergrundistdieWendeliteratur

als wichtiger Forschungsgegenstand zu sehen, da sie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sowie die zwischenmenschlichen

Konflikte,aberauch den Transformationsprozess derIdentitätdes

EinzelnenaufrealistischeWeisedarstellt.

DerFokusdervorliegendenArbeitliegtaufderBetrachtungvon

einzelnenProtagonistenundEreignisseninBrussigsRoman『Wiees

leuchtet』 ausderPerspektivevon ‘Licht’und ‘Dunkelheit’,wobei

‘Licht’und‘Dunkelheit’gleichermassen wie‘LebenundTod’,‘Gute

undBöse’oder‘IdealvorstellungenundRealität’alsGegensatzpaarzu

verstehensind.Dazukommt,dasssichdiesymbolischeBedeutung

von ‘Licht’ und ‘Dunkelheit’ mit den zeitlichen Gegebenheiten

verändert.Vordiesem HintergrundsollindervorliegendenArbeitdie

symbolischeBedeutungvon L̀icht̀ und D̀unkelheit̀ im Hinblickauf

ìdeale Zukunftund dunkle Realität̀ bzw. p̀ositive und negative

Gefühlè,welche sich zur Zeit der Wende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breitmachten,untersuchtwerden.AuchdieVeränderung

derIdentität,welchedieostdeutscheBevölkerungerlebte,stellteine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dar.Identität bedeutet in diesem

ZusammenhangdieDenkweise,WertvorstellungundÜberzeugungdes

Einzelnen,diesich im Miteinandermitanderen Individuen,jedoch

auchaufderGrundlageeinerbestehendenGruppenidentitätentwickelt.

AuchdieVerwirrung,diesichmitdem VerlustderGruppenidentität

inderBevölkerungeinstellte,sollim RahmendieserArbeitausder

Perspektivevon L̀icht̀und D̀unkelheit̀untersuchtwerden.

Zielder Untersuchung ist es,nicht nur die positiven Seiten

(̀Licht̀), die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von Nord- und

Südkorea mitsich bringen kann,zu nennen,sondern auch auf

mögliche negative Seiten (̀Dunkelheit̀) hinzuweise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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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zubereiten.AufdieseWeisesollaufHindernisse,dieeinerwahren

VereinigungunterschiedlicherMenschenim Wegestehen,aufmerksam

gemachtwerden,um eventuelleLösungsmöglichkeiteninBetrachtzu

ziehen.

Stichwörter:Wieesleuchtet,ThomasBrussig,

Wendeliteratur,DeutscheVereinigung,Integration,

LichtundDunkelheit,Identität

Studentennummer:2014-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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