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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네장과 발터 폰 데어 포겔바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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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1. 매리말 

궁정적 서사문학과 마찬가지로 민네장(Minnesang， 연애가요二연가)1 )도 슈타우 

펜 문학시기(대략 1170-1250) 특유의 문학장르이다. 연가{戀歌)의 주역으로 활약 

한 인물들은 소위 기사 계층에 속했는데， 이들의 환희와 고뇌를 대변한 문학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민네장(연가)이다. 운문서사시와는 달리 악기 반주를 수반 

한 단성(單劃의 독창형태로 구연된 민네장은 궁정축제에서 연희적 역할을 담당 

했는가 하면， 때로는 합가전(合歌戰)의 형태로 연애가인들의 경연이 별어지기도 

했다. 연애가인(Minnesänger)들의 출신신분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중 

에는 최고위층의 왕을 비롯해서 옛 성주들 역시 연가를 지었다고 알려져 았다. 

당시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상적으로 상정된 기사계급은 그 출신신분에 

서 격차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학에 등장하는 연애가언의 유형으로 

서 세습기사나 부유한 기사， 가난한 최하위층의 종신이나 봉산(그들 중에는 나 

중에 공훈귀족으로 상승한 자들도 였다) 및 그 이하의 신분에 속하는 가얀(歌 

Á)들도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이 문학장르의 특 

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세문학이 함의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 

* 이 논문은 서울대 해외연수(1998년 12월 ~1999년 8월) 특별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1 ) 앞으로 용어 Minnesang은 원어표기 그대로 ‘민네장’이라 표가하고 원어 Minnelied의 

우리말 역어인 연애가요(=연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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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장과 갈등을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문예학적으로 추적해볼 수 있는 과제도 제기될 수 았다. 

아무튼 당시의 주요 문학장르로서 민네장(연기)은 불려진 장소(궁정측제)나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사교적 예술임에 틀림없다. 이 장르는 기사집단은 

물론이고 귀부인들도 청중으로서 연가의 실연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하고 았 

다. 민네장의 기본상황은 흔히 역설적인 구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애 

가인이 그 자리에 참석한 귀부인들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두고 찬가를 부 

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해당 귀부언의 사랑을 ‘정복’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이다. 자신이 찬미하는 대상파는 신체적 교류 

없이 정신적언 교감만 허용하는 이러한 역설적 논리에서 우리는 연가가 내면 

성의 어조를 띠면서 사회적 관습으로 경직화되는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민네 Minne’가 남녀간의 육체적 접촉과는 무관하게， 윤리적 힘으로만 간 

주되는 것이 바로 고급연가(hoher Minnesang)의 핵심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연가의 기본구조가 발터 폰 데어 포겔바이데(Wa1ther 

von der Voge1weide=WvdV)에 이르러 거부와 얼탈에 직면함으로써 붕괴되기 

시작하고 남녀 상호간의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연간적 윤리를 요구하는 새로 

운 차원의 ‘인간화’가 연애가요 속에서 줄기차게 옳어졌다면， 이는 실로 독일 

의 중세문학에서 마땅히 주목해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음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현상을 12세기 독일의 연가 문학텍스트에 기초해서 

간략히 부각시키려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다. 

11. 민네장의 기본 툴2) 

대체로 중세의 세속적 귀족서정시는 독어독문학의 용어로 ‘Minnesang’이라 일 

컬어지는 연애시(Liebes1yrik)의 성격을 갖는다. 이 개념이 지칭하는 문학에서는 

2) 이 단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Rüdigεr 8randt: Grundkurs germanistische Mediävistik / 

Literaturwissenschaji, München 1999, S. 232ff. 및 Günther Schweikle: Minnesang, 

Stuttgart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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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층류의 서정시와는 c1른， 아주 독특한 그 무엿이 문제되고 있음이 드，1난 

디 이에 대한 좋은 예로서는 알브레히트(Albrecht von Johannsdo띠)의 연기 1ch 

vant âne huot，ε3):를 늘 수 있디 우선 시 텍스트의 내용을 부연히1보기로 히지 

이 가요는 소위 대화가(Dialoglied)4"로 분류뇌는 직품이다 상황의 도입부가 

았는 첫 언에시 처음 두 시행과 제 3행에 냐오는 ‘man sagt ’식의 공식욕 저1 

외하면 천치1 시 텍스드는 힌 남자와 힌 여자보 나뉘어시 사로 대화릎 나누는 

담회 형내품 구생되어 있다 

이러한 시킥에서 볼 때 이 대회가는 독일 민네장 이외에는 윤재하지 않는， 

아주 목득한 종류의 내 용을 지년 연애시로 간주되다 。1 연가(연애가요)에서 

는 에스코트(사프롱)의 기능을 행사할 수보 있능 통반지를 미통하지 않j.'_ 흔 

지 나늘이에 나선 한 여안을 난지기 민닌디 이런 상횡은 당시로서는 그 지 

체기 。1 미 의션을 불 "1 일으킬 만히디 여인은 납지기 홀로 지기에거1 건은히 

는 저의가 무엇인지 울음 Cι로써 성응하는 반응을 보인다 제 ;의 인물이 현 

장에 없는 상황에시 남자가 여안에게 접까하는 행동은 처음부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남자는 우선 주어진 상황을 애써 대수돕지 않은 것 O~ 

3) Des Minneswι[.\ FrOf.시inj.;: N~u hearbeitet 써n Carl von Kraus, 33. Au J1age, S. I1 irιel 

VerL Stuttg.μ11 1962. 93 ,12ff. 찬조 。1 하 MF로 표기하기로 혀다 또 7?세의 가요(歌 

없 μεd){ 이듣 시샤(칩歌l디까 정히는 이유는 시 텍스트가 기장되었기 때문이다)는 

대부분 표기1가 없기 때분이1 제봄을 표시한 땐 그 가요의 제 1 연 첫 행을 인용하는 

깃이 핀행이다 
4) 브린드는 기요에1서 누가， 경우에 따비 누구와 얘기를 니누는치에 득거에서 숭세연 

가른 분류한다며 대처1 호 다음과 같은 유형응 추출알 수 였다뇌 한다(Rüdiger 

Brandt: Cr“ndk“rs ~ermaj1isrische A1ediürisrik/Literarunvissenschafi,‘ S. 2JJ 잔조) 

(1 ) 닙성기-(\tlällner1ied) 남화의 수얀공은 단지 한 님지뿐이다 

(21 여성가(l'rauenlied) 단회의 주인강은 단 한 여인뿐이다 

(3) 대화가(Vi씨ogJied) 남자와 어 자가 사로 대화를 나눈다 

(4) ::1 '，제 7>(Wech~d) 남화의 주인공은 한 님지와 딴 여지지민 이들은 서로 직슴 

대화를 나누는 갓이 아니라， 시굳에 관한 얘기를 얄 뿐이다 。| 장르는 중세에 

서 요직 독임 서 정시에서민 목격된다 

(5) 전령 7:-Cßoknlkd) 한 닝지니 딴 여지기 전탱。로 히여균 소식을 자신의 애인 

이1게 전맙 깃을 부닥사가나 천렁이 저죄 그런 소시응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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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도록 시보한디 “자연스럽게 그랭게 원 것”이랴:iL 받한마 이 대탑에 

는 아량곳히지 않고 그 말을 거의 민지 못히겠디는 태도로 여얀은 새치 디른 

형식으로， 즉 “당선이 여기 나타닌 。1 유「기 무엿인지 ’를 뭄는다 그이지 난지 

는 자신의 나음을 실토힌다 그 여안에세 자신이 품고 있는 메아리 없는 사 

당의 동경용 하소언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낀 어리석은 짓이니 그 

런 마음일랑 업른 거둬들이라고 대암힌다 하지만 그 냥자는 자신의 힌탄욕 

1수한다 여인의 성명에 따르면， 자신은 건코 그 소원을 듣어중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이 오가면서 대회는 별다른 변회 없이 기]속되다 마지 

막 두 벤째 연에 이르기까지 그 토론에서 !_-，_재하는 새로운 측면이라고 한다 

띤 다응 시) 가지이디 즉 그 여인유 넙지의 칭을 틀어줄 경우에 생길 지용올 

두려워한디{제 4연) 그 남지는 지신의 사량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파 오랜 시 

간에 걸쳐 생겨난 젓이기 때문에 여인에세 사망을 요구할 수 있디고 생각한 

다(제 5언) 그러내 여인은 그 남자가 자신의 사량을 다른 대상에시 찾도록 

설득하고자 힌다(제 6얀) 여기까지는 딘지 들어즙 수 없는 남자의 사랑 오티 

프까 언급되었음 뿐이마 

그러나 마지막 연에사는 뭔가 진적으혹 새로운 갯이 등장한다 사심상 남 

자는 어느 정도 체념한 상태지만， 정짓 토라진 처]하면서 자신의 노래와 여 ~l 

봉사가 정만 아부 소용이 없는 칫이 되고 만아야 하는가 라고 묻으면서 다시 

한 번 역안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능 정벙성을 확보히려」 시도한다 중:iL 

목이 “dien(!ε')st’는 봉건세도에서 유래히는 용이이디 봉산은 “diεnsi’(봉 사)를 

제공히고 。1 에 대한 디1기로 지신의 영주나 영주부인으로부터 “lôn ’(보수)을 

요 r할 수 았거1 뇌는데， 아 상호보완적인 개념은 역시 그"1 힌 j보수↑를 약속하 

는 여엔의 대담에시 등장하게 된마 울론 지금까지 보여준 그녀의 태도로 붙 

이1 이 대단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도 하지만， 남자는 깜짝 놈랴 되울는다 

“아니‘ 꺼부~l께시 워랴고 하셨냐요? 11'ι 끼 einet ir 이'az. VrOUH'e Ruot?" 

(MF93 ,13) 그러자 이 묻음익 대업에서 비혹소 전적으로 특수한 것음 확인하 

게 된다 。1 요소는 사랑이나 거전텅한 남자의 사랑’과 같은 잠 인려진 모티 

프듣파 결합해서 아직까지 존재한 적이 없늠 히나의 새로운 모티프로 변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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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여인은 그 남자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궁정사회와 그 남지 지신에게서 연유히는 일종의 보상을 

약속한다. 즉 “당신의 품위는 보다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고귀한 기상도 누릴 

것입니다. daz ir deste wα'der sit und dâ bi héX:hgemuot."(MF93,14) 바꾸어 말 

해 자신이 응해주지 못한 그 남자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는 

응당 더 놓은 사회적 명예를 얻게 되고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 바 

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급연가가 지닌 교육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구도로 전개되는 연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 

한다면 대체로 이라하다. 

1) 남자가 여인을 사랑한다. 

2) 그 사랑을 여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 남자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대상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라고 이 절 

망과 포기의 심정을 참아냄으로써 정서적으로 고양된다는 의식을 갖는 

다.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사랑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급기야 사회적 명 

성까지 약속 받는다. 

바로 이러한 성격의 기본 틀을 지닌 사랑을 학계는 소위 ‘고급민네 hohe 

Minne’라고 칭하며， 또 이러한 기복 틀에 큰거해서 고풍스런 용어 ‘민네장’은 

유례가 없는 독특한 내용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학장르로서 존속하고 있다. 

111. 민네장의 변천(‘고급민네’ - ‘저급민네’ - ‘중용의 민네’) 

슈타우펜 문학기의 연가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몇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 초기에 해당하는 1150년과 1170년 사이에는 도나우 지역 

에서 남프랑스의 음유시인들과는 아무런 교류 없이 소위 토착적인 연가를 만 

들어내는 가언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1170년파 1190년 사이에는 라연 중남 

부 지역에서 프로방스의 연가전통과 연결되면서 특유의 형식을 보여주는 일 

련의 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독일 연가의 주역을 담당한다. 루돌프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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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스， 히인랴히 6시L 베른서 폰 호엔히인， 히인랴허 폰 루게‘ 블리거 폰 슈 

티이나히， 히인리히 폼 넬매케， 프리드랴히 폼 히우젠， 알걷레히트 폰 요한스 

도로프， 히브트만 쏟 아우에， 히인리히 쏟 모풍겐， 마인 "1브 등이 바로 이 ι1 

한 ‘고급연가‘의 증요 대표자늘이다 

밥터 폰 네어 포겔바이네는 이 시대의 직사들 가운네 끼]험에 대힌 욕구가 

가장 강했고 고급민내에 대해시는 가장 비판적이었다 그는 기존의 이상적 ~l 

민네 구도에서 벗어나 구제식 ~l 제힘을 묘사하펴는 연정이 높았을 뿐아니라， 

세속적인 감정 표현이] 았어서도 개방적이었다 그는 소위 ‘저급연가’와 격연사 

를 통해 자아중심의 새로운 표현틀을 빈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고급 

연기의 극복지로 간주뭔디 기존 연기의 위기 즉 관습적인 상태로 경직휠 우1 

험생은 。1 미 일찍부터 나이트히브트(Neidharl von Reuenlhal)의 ‘여름기요‘와 

j겨울기요에서 감지할 수 있디 나이트허브트는 의식적으로 양식피괴의 원직 

을 적용하여 연가의 경지생 띠[문에 고루힘을 느끼넌 독자늘에서1 시 많은 잔사 

들 받았다- 마지막q로 부i극[크하르튿 돈 호앤펠스와 고드프리드 돈 노이펜으 

로 대표되는 하얀"1 히 7 세 (1220-35)의 긍정에사 활동힌 일군의 직까들이 존재 

하는네， 이들에게사는 이미 고급연가에시 후시중세의 사회성 였는 가요혹 념 

어가는 근본적인 진환이 이루어진다 기사적 궁정적 산분문학 이외에도 마 

이아에 대한 문학‘ 마라아 찬가， 기사와 소박한 시골아가씨와의 만넙음 주께 

로 히는 애1로터한 분위기의 진원시(PastourζlIe) 등， 일련의 새로운 형식들이 

발전딴디 그이디기 연기는 13내기 중엽에서 말엽 사이에 사회적인 효력을 

상싣딴디 히드로우프(Hadloub)와 더불야 연기는 굽기야 장인기(l'L人* 

Mei싸rsang)쪽에 문학의 주도권을 울려준다 그러하여 이제부다는 언가의 수 

집까들이 위서1들 멀치는 시기가 펀다 

정통적얀 독일 민'11장에시는 숭깨 받는 여인이 사랑의 파드너로시의 역할 

응 담당하는 갯이 아니라‘ 남생을 지 uR하는 (흔히 근접합 수 없는)5) 여주연으 

5) 근겁할 수 없논 여언에 대힌 사당이 샤요에서 친 vl 반디라도 。1 논 소위 을랴투낙 

한 사랑과는 누관히다 능리모닉한 시랑에서는 선정적이기니 성적안 감정 "1 저치 

원적 기능을 만탕하고 있는 깎정싱'1 이기 때문이다 그러 l+ 연애가요이1시 낚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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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행시)한다 따랴서 이딘 총류의 사당을 ‘고읍민네 f파는 명칭으로 푼괄히고 

있다는 접을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바 있디 여기서 ;고급 hoch‘이아는 개념은 

한펀으로 사회적 구성요소를 합의히며‘ 디흔 한편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얀’ 규성요소도 포힘힌다 ‘고듭넌'11 ’는 곰 고귀힌 귀족적 신분의 여인에 대한 

사량이다 그런 여빈만이 귀족직 남생의 신분에 걸맛는 품위 았는 사랑의 대 

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그런 산분의 여언에 대한 사량이 넙성으노부터 특정한 행옹방식(신중생， 

공손함， 충성， 서부팅하더라도 고수하는 정전)을 요구하는 한， ‘고급민너「는 도 

덕적으로 보다 높은 가치의 사량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으혹서 

BI록 현실고Fc 무관한 문학적인 묘사랴 할지랴도， 귀측의 지화상에 부합하케 

끔 산분과 ]고덕을 일치시키는 동일시는 고듭민너1 의 중요 특성에 속한디 이 

지화 j에 따브연 모든 구1측이 다 지동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며， 오직 귀 

족출신자안아 진정한 미먹을 보여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귀족신분의 여안에 대힌 사랑만 귀족남생에게 가지들 지닐 수 았다 

는 요긴은 급기야 만매장 자세에시 비판을 뱉는 딘계들 맛이힌다 말하자면 

반티의 경 ?가 그러하다 6) 

스스도 ‘고급민네’의 가요틀도 착시한 빈터는 급기야 잊련의 다흔 가요틀에서 늘 

소망은 헝상 에로스와 성식인 것을 지항히끼 았음이 문멍히다 이렌 김윤 7려한 

때 바로끼: 여인이1 대한 푼커의 권고듬 수용하는 행위는 팍설히 하나의 성파이 해 

당히다 。|서런 문학적 포기의 사망이 지닌 역석적 핵심은 상적인 소망에도 불 「

히끼 꺼부인이 원히지 않을 경우 그런 소망과 함께 에로스껴 감성의 i시끼지 정 

년하는 샤실의 병존얘 기슨한다 바모 。1 러한 i역설‘유 빈너]상 연구에서 uR 무 숭요 

힌 역합음 행사후1 다 동경과 서부당후1 ‘소망운폭1 사이의 역석斗 힘께 또 다븐 두 

/ 지 역설도 특히 강조된다 즉 까부얀의 비녁은 잔미 받지만 그녀의 성체는 드"1 

나지 않는다는 점과 가요。II 서 t여1 잔 받는 애연은 자주 츄부 디아기도 하다늠 겁이 

」런 염신에| 속힌다 

6) 브싣트(Brand)는 빌 "1의 비간적 티노어1 대히1 “이 비판이 실제적얀 1관심시 약 잎치 

했는지 아냐번 단지 청중。II게사 '_ìl납민니1 ’ 개념에 대한 지식을 전지|둥 한 일종의 

문학직인 개 τ(/1 발힌 작상)에 툴과댔논지는 다 이상 획인합 수 없다"(Rüdiger 

ßrandt: Gnmdkur.I' gιnuol1! 이Ische Mediävi.\'fik/Liter“furvvissenscl“ψ s. 236)Y_ 간쥬히 반 

시 매우 냉소적인 입정을 취하뇌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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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원 일망적인 사량의 구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또 이와 비숫한 상횡에 저 

한 나머지 히브트만\H버lmann von AUè)도 연기 j\1anger J，Triεzε t mich alsf,(\1F216, 

29rr~)에서 지신의 사당을 이제부터는 ‘보잘것없는 신분의 여인늘'(cπme 씨bε)에게로 

만 돌리려는 선인을 힌다 그딘 사량에1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밥다도 문제의 !t요들에시 이와 유사힌 결론욕 잉는다 이러힌 ~1애관과 관련 

하여 저동적 ~I 민니1와는 보와식 ~I 시각에시 ‘저급민1:11 nideriu minneμ7，5)가 언 

급되는 셈인데， 이는 우선 사회적 구생요소에만 관련이 있논 것이지， 도녁직 구 

성요소와는 아직 부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부튼 바도 이 개념이 빈터 자신의 

연가에서조차 퉁장하게 되다 여기서(W46，32ff，) 빈터는 사랑의 대상이 사회적 

지위를 상실할 때 도막적 기지도 상실한다늠 전올 분벙히 병시히:iL 있다 

그는 민너1와 관린되는 1,11 번째 용아인 중용의 인네 εbε'nε Jl1mnε'(46 ，38)마는 

개념도 내비치고 있디 'ebεn'ol 함의한 의미는 ‘단형 잡힌’의 뜻이디 이 연기 

가 대변하는 선해의 핵심은 이라하다 속 고급넌비는 귀부인아 거부하기 때 

문에 만속스칩지 않은 것이며， 저급믿내는 그것에 비해 먼지 성욕만을 노리 

고 있기 때문에 마찬샤지로 분만속스러운 것이다 반면에 1증용의 민내 는 성 

욕과 이]흐스(생애)외 ~I 녁이 시혹 융합하여 균형 잡힌 션합세들 이斗고 였시 

때문에 후대에도 선호의 대상이 되였는지 모른다7} 견국 빈터의 새로운 고급 

연가는 ‘중용의 민네 1로서 치녀가(예컨대 W74,20ff, ‘ λν'1111. frou“ι disen 

kranz.''')보c1 시기적으로 후대에 자시되었디」 간주되마 이 기요들유 갱직화 

의 길을 걷고 있빈 궁징적 민너)와 그러고 요직 판능적인 측년민 강조히기 쉬 

웠년 ‘저듭민너1 를 서로 조화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여기서는 '，'friw:κ:lin 

unde ，jrouwε ’을 ‘'frizmt und :;;ese!te"와 싹지위주기도 힌다 역시 넨너1는 동등권 

음 지닌 깨우자들의 사랑의 표현 q로 그려지고 았다 까'lGze ’(증용)란 개념은 

7) 비로 이런 구상 I깨운에 사랑들은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듬어서끼지 초기의 디]학억 

문학이 지니 이데올굳가척 냉양실정의 두드러진 특정으굳시 발라의 문학세계를 노 

강식으로 친양했고‘ 또 발EI 샤 문학흘 롱해 어찌먼 단지 문학직 담른의 틀 내에서 

만 압한 것얘 큰기히]셔 지신들의 시민적 노틱。1 이미 숭서1 기이) 약인 받구 았는 것 

으굳 간주했다늠 사실이1 유l셔란 필요가 있응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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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고 고급민네와 저급민네의 상반된 입장을 매개하 

는 심급으로서， 또한 궁정과 목가적 전원의 중계자로서 기꺼이 숭앙 받는 중 

심인물로서 의연화되어 등장한디 (46，33 참조). 히지만 발터의 연애관을 강령적 

으로 부각시키는 결정언자는 역시 남녀의 상호성(Gegenseitigkeit)이며 이 구성 

요소를 가장 잘 확언할 수 있는 유형의 연가가 바로 발터의 ‘처녀가’이다. 

IV. 발터 폰 데어 포젤바이데8)의 여인상과 연애관 

발터의 독특한 개성은 한 개의 연 형태를 지닌 격언(땐 J)/단창구(랩ψ句) 

8) 발터의 전기에 관한 역사적 사료는 단 한 가지뿐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세작가 

틀의 전기에 관한 진술은 다분히 추정적얀 재구성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신 

빙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를 거론할 때는 그 한정적인 의미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다음의 설명은 발터의 작품에 근거해서 그의 삶을 추정하여 

재구성한 그의 전기에 관한 약사이다 

발터는 1170년경에 태어났고， 1190년에는 빈 소재 바벤베르크 궁정에서 레오폴드 

5세의 보호를 받는다. 레오폴드 5세가 죽은 후(1194) 그의 아틀 프리드리히가 계속 

해서 그를 후원한다. 1198년 이러한 후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제 발터 

는 봉신으로서의 권한을 수장할 수 없게 된다 프리드리히의 후계자인 레오쏠드 6 

세와의 갈등이 직접석인 계기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발터에게는 정처 없는 방랑파 물질적얀 불안정의 시대가 시작된다. 자신의 가요 

속에서 그는 이에 대해 계속 탄식한다. 같은 해인 1198년 여름 이미 그는 필립 폰 

슈바벤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오토 4세와 프리드리히 2세를 따르고 있 

다. 1203년 레오폴드 6세의 결혼축제가 별아졌을 때， 그는 파사우의 주교 볼프거 

폰 엘렌브레히츠키르헨을 따라 빈으로 돌아온다 이제 발터는 고전적 언가와 단호 

하게 결별한다. 다음 두 해 동안에 다른 무엇과도 혼동할 수 없는 새로운 문학스 

타일이 형성된다 프리드리히 2세에게 봉사하는 동안 그는 1220년경 뷔르츠부르크 

근처에 봉토를 얻게 되며 이로써 안정적언 삶을 보장하는 수입이 화보된다. 불안 

정한 방랑시인의 시철은 이제 끝난 것이다 :-l의 후기 시틀은 주로 1228-29년의 

십자군원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그의 작품을 통해 추정적으굳 밝혀질 수 있는 

마지막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그는 1230년경에 죽었으며 뷔르츠부르크에 묻혔 

다고 한다 그 후 수 세기간에 걸쳐서 그의 무텀을 찾고 증언하는 사람틀이 종종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전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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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뿐 아니파 여이 개의 연으로 뚱] 연얘기요/연기(쩡딴 Minnelied)를 통해서 

도 당시의 궁정사회기 지닌 특정 문제전에 대헤 불편한 심기와 붙인을 L it 

적으로 스스덤없이 토로송1는 매서 발건할 수 있디 히우젠파에서 유래 "1는 

고급인내의 연가문희은 라얀마브에 와시 절정을 이루였지만， 또 이 때부터 

엠리드층의 귀족사회까 문학적으호 상정힌 올바른 삶의 이싱이 붕괴되시 시 

직했다고 혁계는 보고 있다 문제의 그 이상은 다분히 격삭주의에 지우쳤고， 

생활내도 역시 갱식성의 약섭을 보여준 것이 사산이다 인간의 기복욕구을 

정신 영역으로 송회시키고6 ‘민네 를 고도의 교유적 윤라적 힘으로 추상회시키 

는 엘， 즉 과도한 내적 고양화 추서]는 하르트만 폰 아우에외 볼프람 폰 어1 센 

바히에 이르이 ï'_읍연기로부터 응을 툴랴늠 사태를 족빌시키늠 결과를→ 낳게 

되디 。1 민 상횡에서 발[1 억시 이상적인 사광을 물이싸고 벌이진 문학논챙 

에 기담한디 처음에는 아인마브와의 문학논챙어1 속히는 일민의 연기에서! 그 

다음에는 사당의 논쟁을 다루고 았는 가요에시 그는 예러힌 비판의 예봉을 

휘둘렀는네， 당시 전혀 분가능힌 일로 간주된 사안들음 타개하면시 고급민네 

의 요 구와 처급민네’의 욕구들 힘써l 충족시낄 수 있는 목표， 즉 일방성을 지 

양하고 극딘식인 요소들의 융합을 추구하는 중용의 김음 ‘ebene minr，ι’로 개념 

회하면서 보색하게 된다 위협틀흠 제어하맨서 이상적인 사랑음 추구하는 라 

얀마르의 연가와는 닫리 빈터의 연가는 정신적인 요소외 감각적인 요소의 대 

지생‘ 즉 엘리트적 사회예술과 개얀적 체힘간의 상지성을 연간적으로 수용히 

여 새폼거1 jjJ_치히는 사당의 상호성을 통해 조화폼거1 용해시키고， 모순적인 

요소늘을 지혜폼거1 화히1시키는 예술적 기jjJ_블 마음 껏 펼전디 。]이한 그의 

연가는 가히 증세 독일연애시의 백미라 할 수 았다 

라얀마긍와의 논쟁파 궁성 삭 이상에 속하는 고급민내에 관힌 논쟁에시 말터 

는 급시야 양자택일의 기로에 시고 마는네1 그는 궁극적 C즈로 민내는 궁정사회 

에시 납디간에 아무어지는 사랑이 쌍방향으혹 표현펀 것이라는 셔론음 내린다 

순수한 대회적 생격을 지닌 가요에서 그는 남녀간의 통퉁권에 관한 새도운 이 

념윷 저1시하기도 한다 빈터의 연가 Lange S\V.ig1ιn d.ι's hâl κ'h glιdcJhl (W72,31 tf.) 

는 결국 라얀마르와 민네에 관한 그의 압장을 또 한번 비온 패러디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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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인의 사탕에 대해 응분의 반웅을 보이지 않는 ‘야비한’ 귀부얀을 예랴 

허세 실책히는 내용이 부각된디 이로써 일방적인 웅정적 넌네 이상과는 전격 

적얀 걸별을 고히연서， ’‘”ψ"(여성디운 여인)와 ‘lhJUvvε ’(신분이 높은 귀부인 대 

지 여주인)의 속성을 동시에 한 연인한테시 발간하고자 한 시도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네， 겸국 그런 심망에 대힌 딘호힌 반밥로시 생겨난 것이 밥티의 

처녀가(Mädchenliε이라고 해 석한 수도 였다 하지만 이 뱀주에 속하는 가요들 

(약 12수) 역사 시 11적으노 구분하1]가 그리 쉽지 않으며 또 고급민네와의 견 

병을 선언한 후의 필연적인 새 출반로 간주하기도 여의지 않유 싣정이다 붕휴 

이 가요틀유 내용적으도 궁정적 연가외의 의식적얀 상극의 요소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디 말하지면 Vagantendichumg(망당기)이나-， PastOUfε11ε(진웬사) 

내지 Tanzli에(무]고기)에 속히는 요소늘을 지니고 았을 뿐아니아 궁정적 개년늘 

도 여기서는 현설적으로 히나의 새로운 치원을 발견히세 된디 동시에 이 처녀 

가늘은 넌'11논쟁의 범주에 아주 가깝세 까접해 있음을 나타내기도 힌다 결논 

적으호 닫해 이 처디가들은 긍정적 이상과 자인적 감각생을 시로 매개해주려 

는 발터의 시도이 시도 하다 이들을 통해 발터는 증서1의 신분문혁이 새로운 테 

마외 새츠i운 사회적 영역에 문호를 연 수 있게 해준다 

견국 빈리의 연가는 새로운 사랑의 워칙음 통해 진통적인 여 91 봉사이1 연연 

하는 고진걱 연가와 구문된다 。1 원칙은 닝녀의 상호성윷 기초로 한다 따라 

서 궁정의 칭충을 중심으로 삼늠 문학에 부합히토록 위계철서를 강조히는 것 

이 아니아 열린 지새로 여성적 개별지에거1 죄큰딴디 발[]는 독일의 ξ기 연 

기， 민요， 조별기， 전원시‘ 편력시문학 등에 등장히는 판능적인 사땅에 대한 

잔미를 자신의 문학 속에 통합시킨다 하지만 발터는 관능적얀 사당믿을 유 

일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전적 민네 개념의 공허 생파 부망성 

에 맛시 싸올 뿐 아니라 남자의 굴욕파 비하에 대해사도 반시들 든다 소위 

1저급민매 에 매힌 개방식 자세의 신분적 근거는 바호 그런 비판적 관점에시 

기인한다 하르트만 역시 그런 관점에서 'il급민네 에 대한 서부를 선언한다 

(예컨대 MF216,37ff.) 이런 자세는 궁정 귀부인의 오만한 대도에 대한 비판 

없이늠 이루어칠 수 없디 벌랴도 허르트만파 마찬기지로 !rowve 와 'rvψ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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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함으로써 만순한 여인파 신분이 놈유 여언을 비교히여 평기한다 그이나 

그는 허르트인처럼 히승인의 여안을 찾아 나서는 젓이 아니랴 궁정의 주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E 릭에서 돋보이는 것이디 진정한 여성미는 

귀부인 속에도 내재하는 품성 6_로시 노력 여하에 따라 f현쉴 수 았는 요소 

이다 따라사 방터의 여 91성은 포팔삭이고 보편식으로 이해되어야 힌다 산분 

적 0_로 본 l셰 그것은 세속삭 91 귀족에 속하지도 않고 또 그 이하에 워지하지 

도 않논다고 생각할 수 였다 그 예노서 다음.~I 연가(W49，25[[，)는 빈터의 친 

정한 여인상이 부엇인지를 확인사켜준다9} 

Herzeliebez frOllwelîn 

got gehe dir h씨k und ierner guot! 

Kund ich bi:lz gedenkζn dÌ! 

des hete ich willeclîchen muot 

Wι mac îch dir :'.agen mê, 

“ an daz dir nieman holder ist? 0“ 응， dà von ist mir vjj ‘얀 

1I Sie 、 erwîzent mir dι 1이l 

sð nidεre ""vendε mmεn 잉mc 

Daz si niht versinnent sich 

”끼ι liehe sî. des hahen undanc • 

Sie getr씨 diu liebe nie 

die n~1ch dem guote und n~ 이 1 der schoene minnent W(' vv ie minnent die? 

III B• der schoene ist dicke haz、

zer schoene niemen s• ze güch 

Liebe luot dem herιen baz 

der litbε gêl diu ::，choenε llâdl 

Liebe machet schoene 써p 

de세 mac diu schoene niht getuO l1. sin machet niemer liehen lîp 

9) 1 Iorsl I3runrζ:r， Gerhard Ilahn ‘ Clrκh Mülkr, Pranz Vikl야 Speιhllεr: Walther 1'011 r1er 

Vogehveide. EJ기ìche - Werk - Wïrkung, M니nchen 1996, S. I02tf. 참조 



1 V Ich vertrage a[s ich vertruoc 

und ali、 κh iemer 、Nil verlragen 

DQ bist schoene und hâst genuoc 

waz 111l밍:e 1l si mir dd "\'011 sagen? 

Swa:ι ~i sagen, ich bin dir h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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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nim 씨1 g[esîTI ν;ingerlîn für einer küneginne golt 

、 IIfu야 디ù triu“ e und stadekeit, 

sð bin ich sìn àn i:lngest gar 

Daz mir iemer herzeleit 

mit dînem …I1tn “ idervar 

Hâst (lber dû der z、、이er nihι 

50n müezest d“ mìn niemer 、.verden. 0、νê danne. ob daz 딩eschiht↑]이 

진정 시상스런 끼긴마 여주인이여 

하느님께사 오늘은 물론이j]_ 연제타도 너악 선힌 마음 지켜주시갈1 

더 빗지게 너에 대란 싸랑응 표헌할 길 있다빈 

미 기꺼이 그렇게 했을 텐내 

내 너에게 무슨 암음 더 뀔 수 였겠느뇨， 

어느 누←난도 녀를 더 일립히 샤랑할 수 없다늠 양낚이] 

아↑ 그래서 니는 。1 렇게 괴로운 실꺼 

1I 그를유 나를 "1 빙 한다네 나의 연가를 

신문이 마진한 여인에게 비진다7을 

진정힌 사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봇힐진내‘ 

그들윈 저주막을지어다1 

그을은 집사랑과 아즈 진 직이 없F 

울쉰직 재산마 악식 아륜다응에 따라 사링히다니‘ 

아1 어 씨 그런 시으호 사땅을 란까) 

101 이 인샤꾀 해 석에 관해서는 Friζdrich Neumann: í-Þ'이'ther ).'011 dcr Vc ρτhνeidc 

IIεr.æliebει J:rOll、、ε1în'‘ 1Il 、 on D 、 Wkse(l I~g.): Die d，γulsche μrik‘ Dd. 1, 
Düsseldorf 1956, S. 56-61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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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악적 아릎다응 뒤에는 휴히 흉흉힌 마은이 숨어 였다니1 

이 11 보 성급히 그렌 아류다츄을 뒤쫓지 '~지어다 

칭된 사당이린 미음을 디유 풍요롭게 해주는 것 

악적 아증다응 응 찬핀 사링음 뒤따라 오는지라 

잠뇌 사향이 여연을 。r류답게 마느는 낸이지 

오1 식 아등다움이 그렇게 한 슈 는 없는 것 

l건 캠코 찬원 사령의 존재를 만듣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JV 니는 지난날에도 그랬민 것처럽 지금도 그등의 비난을 감니 히끼 있끼 

또 앞으로도 건뎌낼 깃아니1 

너는 아름납고 정↑J 가낀 것도 웅부하는다 

니익 이렌 언급에 대해 그틀이 무든 말을 한 수 았겠느뇨? 

」들이 껴라고 맏하는 냐는 내를 사련하나니 

나애제는 너의 유리단지가 여왕의 금반지보다 더 야지 C 너1 

V 만약 너17 정섣과 항심(피jω음 지니jl 았다면 

나는 아무런 식정이 없다네， 

니} 미음이 야누랴 너로 인해 

피풍음 당후1 다 힐지라도 

하지막 네가 그 두 가지륙 지니 jl 있지 않다번 

내는 강런 L lI 시당。1 딜 수 없윤지니‘ 아↑ 민약 이것이 떤실이 된다먼 아찌한꼬↑ 

연기의 화두가 뇌고 있는 디)상으로서 ‘:fiYJl/W녕'jn"유， 고읍민너]의 미상이 헝 

상 ‘/iYJl/Wε”로 능장히는 전을 감안할 때‘ 기인의 각별한 의도에 관션을 갖지 

않을 수 없거1 한다 여기서 발다는 왜 하필 여주인에 대한 애칭인 축소의미 

의 귀부안을 대상 0_보 삼고 있는가? 물론 아무령게나 상대해도 되는 아녀자 

가 아닌‘ 귀족적 품위의 여인이랴시 접까하기에 거리김을 느낄 수 있다는 연 

상이 들지만 다른 힌띤으혹 제 2행에시는 ‘ du’라는 친칭으혹 상대을 호칭힘 

으도써 그 관711가 친밀한 연 91 관기1 임을 폭도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적인 

“lι bez" 이) ‘ herzι”를 덧붙여서 수식하고 였는 여인의 품위 었는 사랑의 미덕 

쓴 강떨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중분하고보 넘늠디 이 연기의 후속연들에서 

픽인뇌겠지만 발EI는 바로 이린 파격적인 표현을 통해 지신의 독특딴 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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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인히고지 한디 “진정 사량스민 꼬마 여주인이여”랴능 친민감과 거리갇 

。1 동시에 교치히는 선인적 호칭 속에는 기안의 강령적 구상이 합의뇌이 었 

디고 보아 무방히디 더욱이 보수적인 웅정의 갱중늘 앞에서 당당히게 움이 

졌 6_니 그 과단생은 가히 짐직 되고도 남는다 “HεπιIiιbεZ .froUfveUn ’은 공 “절 

심힌 행복김유 선사하는” 얀 ~l과 여주~l이라는 두 까지 자걱욕 동시에 지니 

고 인애가빈부 상대하고 있다 그래시 보마 여주~l은 바로 다응 시행에시 

끼’라는 회두노 까깝게 접근함 수 았게 된다 그러나 굳이 ‘아가씨‘ 내지 

“처녀’라는 표현 대산 ‘frouwelîn"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상태의 여인을 

츄갱하고 그 가지를 인정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직 히든낚만이 션사알 수 있능 선한 마음씨기 그녀의 소유기 되었 

으연 히는 기인의 더할 나위 없는 소망과 “누구도 더 열렬히 너를 사당할 수 

없다”는 지신의 강렬한 열정이 그디어1 세 바쳐지고 있디 

아처럼 첫 언에시는 싱대여인이 노래의 대싱이 뇌고 있는 반연에 두 번째 

인에시의 화두는 그 방향이 비판자들‘ 세 먼깨 인에사는 사랑의 정의， '11 번 
째 얀에시는 근거들 따지연시 비판자들음， 마지막 인에시는 다시 싱매여연을 

향하고 았다논 점에 주목합 필요샤 았다 워낙 긍정의 정중 앞에시 윤어지논 

가요이고 보면 그 주제의 망향음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윷 때 이해는 더 용이 

해진수 였다 

디]체로 연기에서 등장&1 능 비판지들이 약병인 것치닙 여기서보 그러 "1 디 

발F]는 지신의 “연기를 신분이 아주 낮은 여인을 상대로 옳고 있디 sô nid，εIε 

1 εnd，ι !’û'nεn sanc. 고 비난히는 익냉의 비판지늘어1 디1해 매우 n~- 딴 반웅을 

보인다 그늘은 “잡사당 lα，bε ’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았 6_니 저주 

뱉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사량이란 물질적 재산(‘guote"]과 외직 아듭다움 

(“ ~choene ’)에 의존하지 않시 때문이라고 발터는 확언한다- 고급얀!t의 관섬에 

시 암묵적으록 동용되고 았는 사회적 지위와 윤리식 지위의 동입시에도 볼구 

하고 그 지위는 여기서 의십음 받고 였으며 또한 통시에 궁정적 청충을 향하 

고 있는 고급연가의 가치까지 불신의 대상이1 올려놓고 았다‘ 가인이 비판자 

들을 저주하jl 았는 예기지 않은 달차로운 반박에 비추어 블 I때 작가의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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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여인상은 분벙 그들의 생각파능 다르디늠 전을 기늄얄 수 있다 신분이 

아주 낮은 여인을 상디1 한디는 집을 지적히고 있는 녕정사회의 비판에서 낸혜 

질 수 있는 전은 디음 두 기지일 젓이디 발Fi의 생각에 따브연， 상대 여인아 

지닌 울질적 새산과 값진 장신구로 치장힌 외적 아듬다울만을 인니] 봉사의 

대상븐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 비판자들의 왜곡된 민이1과이 그 하나이다 

그런 팩락에시 밥터는 일썩부터 민니1의 퀴부빈이 지년 이싱식 ~l 속생욕 수삭 

하는 개념인 “f!，UOI 고} “sch ιnι ’을 이 연에서 의도식으노 웅원하고 였다 즉 

이상적인 민너1 대상이)케는 외적 아른다움(“schoenι")의 모습으로 표출되기 마 

련인‘ 내적 완전성(“guon으로서의 여얀의 선(역)함이 요구되고 있마 그러나 

앞에서 언1냥한 것저럼 이미한 민너1 이상을 배반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비판 

지늘이아고 발터는 지적한디 그래서 두 번째로 낸혀지는 것은 그들이 ‘진정 

한 사단이 무엣연지 }‘ az tiehε V’를 이해히지도 경험히지도 못했디는 사실이 

다 말터의 핵심적 인>11판이 동반자 관계(PaTtl1t:~t.:hafl)에시 생기는 남디의 행 

복어1 았다고 할 때 바로 이들 대변하고 있는 개념이 여시사의 “liebe ’이다 발 

터까 만약 이 개념을 물질직 재산과 외식 아듭다움에 따라 피상적 q보 횡행 

하는 사랑에 대치시키고 았음 뿐 아니라 또한 비판자들을 매격하는 저주와 

고의적으로 첨부된 마음의 고통에도 대지시키고 있다면， ‘ Iiebe"는 분명 에로 

티한 자극과 정서적 감통， 즉 연정을 뛰어넘는 의미를 획득한다고 불 수 있 

다 이는 곤 사랑의 여얀이 민네에 있어서 행복을 기셔디 주는 상호성 

(Gegεnsζitigkeil)의 태도를 취할 준비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히고 있디 

그래서 발터는 제 3연에서 이 입장의 부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개년의 

보펀타당성과 r속력을 감안해서 그는 's씨oεne"와 'liebe‘’의 관계를 。1 펑거1 

언급힌다 여인의 아듬다움은 여엔의 선힘음 드러내주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영향리운 행사해야 힌다 이러힌 이상을 저버리고 았는 자들이 바보 민네에 

았어시 부와 외식 아픔마움의 사치들 쫓아 듬려 다니는 남생틀이요 꺼부인틀 

이라는 것이다 그틀의 갱 우연] 그런 아름다움이 순수한 뷰성으로 고양되기보 

다는 구애하는 가인음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세로 몬아부서는 가증스런 존재 

의 속성과 니무나 지주 연관성을 갖능c1 외면파 내면， 곤 요구와 현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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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 일지히지 않는 것이c1 이 대목에 이르미 발티는 “hebε”라늠 개념으로 

요약뇌는 지신의 행복판과 남뎌의 동반관계에 디1 싼 구상을 낙맹히게 펼잔디 

그는 “Iiεbε ’를 “Jl1znf1ε ’와 평행관계 내지 상반관계에 았는 그 이띤 젓이 아니 

라 인1]1의 핵심적 본실의 충족으로 묘사힌다 즉 “Iiebε”는 사망스런 존재의 

밥혀 q로 나타내고 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변에시 우리들 즘정적 q로 김동시 

키다는 것이다 사당스런 존재는 여 ~l욕 친정으로 아릎담게 만드는네 그 이 

유는 그러한 아름다움 파에서 하나의 내적 샤치가 모습을 :=_'2;러내 1] 애문이다 

하지만 이라한 작용의 방향을 역전시킨 수는 없다 그래서 길유 외면 

("sch ιnι’)으로부터 내면(‘ lieben 1ψ’)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요점으로 빈터는 

이 연기를 종결짓 ;ι 있다 하지만 기얀의 이미한 결론유 팅시 년리 f「표되아 

있었년 윤리판이 그 에;껑을 아루고 있디고 학계는 보고 있디 이에 따브년 

육처1 의 지산 행복의 지산， 정신의 지산유 서로 구분투1디 。]이한 지산판과 

윤리관은 당시 격인문희의 용이기도 했고 또 ;토바진 논 채어글레헤 

(Thomasin 、 011 Zerclaere)와 안드헤아스 카펠라누스(Andreas Capellanus)의 경우 

처림 민니]0] 론사의 생격을 지닌 직둠들에서는 그것이 이미 인나1의 개념에도 

천 용되고 였다 ’111 따라시 격언문핵의 샤~l으로 자치하는 반터에깨 그러한 윤 

이관은 rg 연한 주장입 수 있다 빈라는 민네외 나란히 뭔가 새도운 것음 그 

것에 병지시키녀는 것이 아니라 민네를 새롱게 기초하고자 한다 즉 영향력 

이] 있어서 그 근거를 그런 식으로 기추함으로써 민네를 갱신하:il지 한 것이디 

그는 적절히지 못한 비판지늘의 비난을 받아늘열 수 있고 또 장된 사당을 

베풀 줄 아는 연얀어1 거1 당당히 “너는 아릉답고 징말 기진 것도 등부히디↑고 

팩인시켜줄 수 았다 심지아 낮은 신분의 여안을 상대한다고 자심을 비닌하 

는 자들이 높은 가치들 두고 았는 물질직 재산의 문제에 있어시조차 발터의 

상대여인은 질핀 뒤지지 않는다 발티에게는 까치 자재의 묘사가 아니라 특 

변힌 신소， 즉 친밀김의 표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리반지가 여암의 금반 

지보마 더 값지다고 선언한다 라띤분학이] 퉁장하는 ‘(시골)치녀 puella"는 현 

11-) r Jorst ßrunnεr， Gerhard TIahn, Ulrich Müller, rranz Viktor Spεchtler: Walther 1'011 r1er 

Vogell‘'cide. Epoche - Werk - IJïrk.“ng Münchεn 1996, 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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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기에 이를 연상시키는 발터가 여언은 ‘외적 아름다 

움’과 ‘내적 선량함’의 기반이 되는 ‘참된 사랑’을 체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녀는 “그토록 신분이 낮은 여얀”이라는 비난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정절 

triuwe"과 “항심 staetekeit"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민네를 민네답게 만들고 또 그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전 인생을 건축하고 환희와 높은 기상으로 경험하도 

록 해주는 것， 그래서 민네를 애욕의 모험과 순간적인 성취감과는 분명히 구 

별시켜주는 것， 그것은 남녀관계의 변하지 않는 지속성인 것이다. 

발터는 특히 마지막 연에서 강한 어조로 곧은 ‘정절’파 불변의 ‘항심’을 남 

녀의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직 이 두 가지 

미덕을 통해서만 참된 사랑은 민네의 반대급부인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받을 수 았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상대여언은 단순히 그런 

속성의 결여를 의심받아서도 안되지만 또 그렇다고 간단히 그런 기본가치가 

기정사실로서 그녀에게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다시 한 번 발터가 여기서 화 

두로 삼고 있는 여인은 그런 미덕을 지금 비로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연가에서 제시된 사랑의 관계는 이미 주 

어진 현실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가언이 제기하는 요구의 주도상으로서 

이해되어 마땅할 것이다. 겸국 이 연가는 밤터의 핵섬적 연애관파 여인상에 

대한 강령적 성격의 노래로 간주될 수 았고 또 독일민네장의 갱신에 기폭제 

가 되는 의미를 지니고 았기도 하다. 

v. 맺음말 

종합적으로 볼 때 중세 독일문학의 주요 장르로서 민네장을 정의하기란 그 

리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장르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외적 변화 

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인식의 편의를 위해 간략히 

그 개념을 다읍과 같이 정의해보기로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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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너1장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애사이디 즉， 난지와 여지긴의 에로덕을 

바탕으로 한 디양한 판계를 주제화히는 시문학이디 그 다양성은 플파토닉한 

지기거내에서 출발해서 (비교적 드문) 직집적인 생판계에까지 。1른디 히지만 

대부붙의 연가는 남녀의 집간을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설정하고 았다 다시 

말해 원천직 t즈로는 남녀의 성호생욕 기반디~~. 삼았지만， 소위 고급민\11 장에 

이g면 남자가 (도달한 수 없는 영주의 부엔이시도 힌) 귀부언에게 앨방적 O~ 

s!_ 종속되어 구애하논 모습이 대종음 이운다 불론 여1외샤 없논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체시， 조병가， 여인에 대한 단식가 릉은 원래의 구도를 그대도 간 

직하고 았는 것이 보통이다) 

2 민너1장은 입도적으로 」통의 h 래(leidsang)이디 。1 특정을 만너]장유 모 

든 시대의 디른 연애시와 공유한디 히지만 그래도 현저한 차이전이 았디년， 

수십년이 흐브는 통안 이 양기적인 에마기 만너1장에서 지에적이 된디는 사설 

이다 그래시 이 시문혁은 12세기 연애가인늘이 겪었년 실존적 고통의 경힘 

들을 에호닥힌 관계보 면행사킨 시대비판이요 존재비판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3 민니1 장은 광범위한 형식식 변형과 시교에 았어사는 (17, 18세기의) 바혹 

R와 로코코의 서정시외도 가창 장 비교될 수 였다 득히 복통문학이나 아나 

R레온파의 역암놀이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문학듣치럼 민너1 장은 궁정적 

규약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현실의 고양파 나아기서는 현실도피의 기능보 갖 

는다 히지민 발터와 냐이트히브트에 이브이 비로소 이던 특정이 번히세 되 

다 즉， 이늘의 지의식유 양기적 전통파의 단절을 초래케 했다 

4 년너1장은 f애시이다 r애는 대부분 남성의 서정적 자아에 의해 인표된 

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시는 여생도 기I애의 말을 엽에 당거내여성가 

Frauenlied) 시접 주역이 될 수도 았다(시골시 Dörtèrlyrîk) 특히 고급인까에시 

구애하는 남자는 자신의 노악을 봉사(dienest)혹 평가하면서 온갖 신망과 고똥 

이1도 불구하고 이 봉사를 끝까지 고수암 준비가 되어 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12) 이하의 커관에 판해시는 Uünther Schweikle: /vfif1f1csa/영" S. 214f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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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의 대상유 디1부분 불획징적이디 따랴서 청중의 상상력은 그 대상이 지 

니고 있을 모습을 인의로 그려블 수 았디 그이나 보다 깊은 의미층위에서 

보연 이 구애는 보편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h 력을 미변한디고 블 

수 있다 

5 민 cil 장은 낭송문희이다 원치작으로 이 시문혁은 작가 자신에 의해시든 

아니면 긍정의 정증앞에 나선 후서1의 가91들에 의해시든 정가식 91 낭송븐 통 

해 매개되었다 다시 말애 민네장은 귀속적 시사 공웅세에서 스스노 사인이 

고 악사인 연애가얀 자신이 직접 구연한 낭톡예술이지만， 해텅 시인틀이 구 

연자로서의 역할을 땀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가요틀은 임의의 방랑가 

인들이 부르는 약명의 지산이 되서나 (13세기에 이르 "1 최호의) 독서서정시기 

되디 

6 만너1장은 독일문학사에서 기장 응요로운 형식예술에 속한디 극도로 분 

화된 시행과 시연 및 운기법에 있어시 그러하다 두 새의 동일한 연형식의 

시까샤 힌 먼이라도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내용식으로 본 예 

민니1장은 비현실직인 문학이다 이 문희은 특정힌 역사적 현실의 반영이 아 

니다 역사직 핵성은 오히허 환상적이고 천형적인 반대세거1 쓴에시 고양된다 

그것은 자윷적인 미적 예숭세기)의 형상회를 위해 자료만 께공함 뿐이다 따 

라서 은유적으로 투업되는 (봉건구조， 영주봉사 같쓴) 이미지의 유사생이 그 

러히고， 민너l 장을 운반하고 있능 개년의 보고와 윤이걱 곧객이 그러히디 반 

연에 인물늘은 추상물아고 。1 상의 전형늘。1 디 후기 만너1장에 이브이서야 비 

로소 역사적 인물늘어) 디1 한 암시기 총종 능장할 뿐아디 

하지만 인네장의 사회문학적 특정은 독특하다 전언에 능장하는 자아는 직 

접 자신의 끼분음 표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긍성사회의 대변자일 뿐이마 민 

니]장은 겸국 공동세 새힘을 위해 구상된 것이고 또 그령게 수용되었다 즉 

개민적 씨힘들음 집단식 경힘의 모습으로 형상회한 사회예숭이며 개인의 수 

용음 위해서가 아니라 궁정적 기사적 집회외 축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 

이마 

7 민네장은 신분문학인 동시에 궁정문학이디 궁정문학으로서의 민너1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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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 정절， 교육， 명예와 같은 궁정적 기사적 신분윤리의 주도개념을 통해 

문서로 기록된다. 구애하는 남성은 이런 신분윤리를 자기훈련을 통해 실현하 

고지 한디. 민네장에서 지배적얀 봉사의 모티프는 지신의 사회적 윤리적 함 

의와 더불어 분명히 역사적 현실의 설존적 문제를 암시해 주고 있다. 말하자 

면 봉토권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모든 위계적 단계에서 요구된 봉사를 말해 

주고 있다. 

이 봉사(dienest)에 상응하는 것은 보수(lõn)이다. 보수는 물질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념적일 수도 있다(검증， 병성， 윤리적 성숙). 헌신에 대한 기독교적 이 

해와 유사한， 봉사에 예속되는 일， 곧 봉사행위는 극도로 양식화되고 이상화 

되었다. 이는 민네장으로 하여금 사회적 자기이해를 고양시키는， 말하자면 특 

정 의미에서 사회의 자기축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한다. (동일한 주도 

개념들， 동일한 검증의 윤리가 궁정서사시를 특징짓고 았고， 보수에 대한 섣 

망감이 볼프람의 《파르치팔》 에서는 하나의 결정적인 행동모티프이기도 하 

다， Buch VI 참조). 기사문학으로서의 민네장은 초기에 특정한 외형적 부가어 

들로써 특징지어지지만， 나중에는 기사적 신분윤리를 드러내는 개념들， 예컨 

대 중용， 정절， 항심， 교육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하여 그것은 12세기에 

전개되기 시작한 (헌신적 봉사， 고통에 대한 준비자세 등의) 검증윤리를 갖춘 

봉선선분의 신분문학으로 정착한다. 궁정윤리는 긍정적으로 준수될 뿐만 아 

니라 또한 의문시되기도 했다. 이는 이해관계가 빚는 갈등의 결파로서 가장 

분명하게는 민네봉사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구속으로서의) 가사봉사간의 대 

립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고착화의 길을 걷던 민네장에 일대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방랑가인’이요 격언시언이 바로 발터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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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deutsche Minnesang und Walther von der Vogelweide 

Tschang-Un Hur 

Diese Studie ist ein Versuch - auf seine Kernzone fokussiert - die wesentlichen 

Merkmale des deutschen Minnesangs zu registrieren und dabei Walthers spezifischen 

Beitrag und schöpferische Leistung herauszuarbeiten. 

AIs Träger des Minnesangs figurieren im deutschen Sprachraum durchaus auch 

adelige Herren, bestimmend aber sind überwiegend solche Hofangehörigen, die in 

privilegierten Positionen adelsmäßig leben, beispielsweise der Reichsministeriale. ln 

ihrem Lied bewahren diese Minnesänger durchgehend den Part des höfisch 

Liebenden. Sie tragen die somit fiktive Rolle des Werbenden, “dessen Lebensinhalt 

Minnedienst an einer höfischen Dame" bZ\ν. Herrin ist, in der Ich-Forrn vor 

(G.Hahn: WvdV, S. 16). Damil verkruslel der Minnesang im Laufe seiner kurzen 

Entwicklung zu einer zwar repräsentativen, aber stilistisch manierierten Kunstübung 

der Hofgesellschaft. 

Walthεr von der Vogelwεidε 1St nun gεradε die Figur, die in diesεm Miliεu 

höfischer Lethargie dem hohen Minnesang die wiederbelebenden Kräfte injiziert und 

eine neue und erfrischende Vitalität vermittelt. Ergebnis auch des “Sonderfalles" 

Walther, der die Qualitäten des Minnesängers und zugleich Sangspruchdichters 

vereint. Indem “er in seine Minnelieder Gesellschaftskritik, in seine Sangspruchdichtung 

Minnelehre einbezieht"(Ibd.), bleibt sein Beitrag gerade fúr den Minnesang 

unerreicht innovativ und schöpferisch. 

Wenn Walther z. B. in den Frauenpreis die Elemente von Unterscheidung und 

Gegenseitigkeit ein펴hrt， so macht er öffentlich kund, dass die Idealisierun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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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YJlmε ebεn "nur Spielrζgel ， reine SεlZlLng" isl(lbd ‘ S. 77), und z\>var ausschli배lich 

in der Darst，ζIlungsιelt des Sängers: Idealisierung a1s Lζislung J，ζs Sängers - ohne 

diesen inexistent und damit ohne 、、이 tere Vvïrkung lmù \1otivation. Und Jòlg하ichtig 

sieht Wallher ùie Nohve이ligkeit， Minne und Minll t:sang au f' eim: nζue F:bζne des 

Rewußtseins und der Verstindigung der Rol1εnträgel 지1 heben 

Und wenn er 110ch dazu der Re7.eichnung μψdie die ''v'eibliche 

Geschlechtlichkeit betont, den Vorrang vor dem ständisch akzentuieIien Terminus 

jroU\ve gibt, deutet er auch auf dieser Ebene an‘ dass in der Minne nun auch 

Verwirklichung und Ilicht nur Anspruch zählen. Noch provokanter 、 ertritl er die 

nεue AkzεnÌLnεrung， sεinen (fast 1εvolutiûJαεIl) Sichtwechsε1 ， auf der αrstεllun양εl:enε 

seiner Mädιhenlieùεr. Lieder, an emζ Partnerin gerichtet, die keine 

gesell~chafllichen Privilegiζn ， jeJoch Jie Voraussζιung LU emεr beglü<.: ‘enJen 

Gegenseitigkζit aul/uι:t:isen hat. Damit iSl Walther nicht nur Emεuerer sond이 11 

insbesolldεre lnlenvillder des hohεn f'\'1innεsangs - berechtigtεnνεise an vordεrster 

Stelle in der Geschichte dieser Gatt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