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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대 문학에 대한 연구*

- 표현주의에서 제3제국 문학까지 -

초 창 섭**

1. 서 론

표현주의는 회화(續畵)에서 전이된 용어로서， 프랑스의 세잔느(Cezanne)와 반 고호

(van Gogh)와 같은 프랑스 화가들이 제창한 예술 사조이지만， 독일 문학에서의 표현주

의의 기원은 멀리 중세 고덕(Gotik)의 변형 양식， 17세기 바로크의 역동주의 그리고 18

세기의 폭풍노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에 나타나는 추상성과 역동성 그리고 무

형식성은 순수한 독일적 현상이다. 독일 표현주의에 서구의 업체파 운동과 미래파 운동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 표현주의는 독일이 주도한 독일의 전형적인

문예사조이다.

제1차 세계대전， 소련의 10월 혁명， 독일의 11월 헥명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와 혼

란이 가중되면서 표현주의는 미학적·철학적 경향을 띤 문학 운동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문학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역동적인 시대에 표현주의를 이끌어 간 작가들은 정치적 문

화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관을 확립한 시민 계급의 젊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일 먼저 표현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조 경향과 시대 정신을 표출하

고 있는 표현주의 작가들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난 다음 해인 1919년 빌헬름

황제의 독일 제국이 붕괴됨으로써 독일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여

아돌프 히툴러 (Adolf Hitler)가 권력을 장악하게된 1933년까지 15년 간에 걸친 바이마

르 공화국 문학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혼란을 틈타 1933년 1

월 30일 정권을 장악한 아돌프 히툴라 (Adolf Hitler)의 정권 하에서 창작된 제3제국 문

학을 체제에 순응한 문학과 내부망명 문학 그리고 방병 문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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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문학 생성 배경으로서의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여건

독일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부흥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면서 제국주의로 지닫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급속한 발전의 이변에는 정신적 · 물

질적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즉， 경제 부홍의 이변에는 이윤의 분배를 요구하는 노

동자들의 절규가 자리하고 있었고，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통일 독일에는 유럽 열강과

의 대립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 위기감이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라는 정치적 파국을 불러왔다1) 제1차 세계대전， 소련의 10월 혁명， 독일의 11월 혁명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와 혼란이 가중되면서 문학에서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표출하

는 표현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표현주의는 미학적·철학적 경향을 띤 문학 운동에

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문학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 정선에 첨가하여 입체파

운동과 미래파 운동 등이 표현주의 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표현주의를 이끌어 간 작가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관을 확립한 시민 계급의 젊

은 지식인들이었다. 표현주의는 독일이 주도한 전형적인 문예사조로서， 이 운동에 나타

나는 추상성과 역동성 그리고 무형식성은 순수한 독일적 현상으로서， 그 기원은 멀리

중세 고닥(Gotik)의 변형 양식， 17세기 바로크의 역동주의 그리고 18세기 의 폭풍노도에

서 찾아볼 수 있다.2)

그러나 표현주의 생성의 근본 동기는 세잔느(Cezanne)와 반 고호(van Gogh) 등의 프

랑스 회화(續畵)에서 유래하고 있다. 표현주의라는 용어가 이들의 회화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표현주의’라는 용어는 1901년 파리의 독립파 살롱(Salon des Independantz)에서 개최

된 전시회 카탈로그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 전시회에 프랑스 화가- 에르베

(Julien- August Herve, 1882 • 1950)는 표현주의라는 표제 아래 여넓 점의 그림을 전시

하였다. 그의 그림들은 기하학에 기초한 추상화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표현주의 그림은

아니었다.

마티스(Henri Matisse, 1869 - 1954)는 피카소(Pablo Picasso, 1881 - 1973)와 함께 20

세기 회화의 지평을 열어준 화가로서， 그의 그림은 현란한 원색을 사용하면서 작가의 개

성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티스의 이라한 그림은 표현주의적 특정을 나타내는

1) Vgl. Karl Kunze & Heinz Ob삶1der: Grundwissen Deutsche Literatur, Ernst Klett Verlag,
1972. S. 50

2) 표현주의 생성의 근본 동기는 세잔느(cezanne)와 반 고호(van Gogh) 등의 프랑스 회화(縮畵)

에서 유래하고 있다. 표현주의라는 용어가 이들의 회화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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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러한 마티스를 인상주의 화가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표현주의자’라는 단어를

1901년에 사용하였다. 마티스와 같은 화가들은 자연의 형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야수파(野뺨派， Les Fauves)라고 불려졌고 독일에

서는 야인(Die Wilden)이라 불려지다가 후일에 표현주의 화가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독일에서 표현주의 회화는 프랑스의 화가 세잔느와 반 고호의 영향을 받은 젊은 화가

블이 1905년 드레스멘(Dresden)에서 <다리파 Die Briicke>라는 예술 협회를 창설하면

서부터 시작되었다.<다리파>의 창설자이자 중심 언물이었던 키르히너 (Ernst Ludwig

Kirchner , 1880 - 1938)는 야수파가 추구하던 그림의 단순화를 통해 원시 미술을 추구

하면서도 동시에 대도시의 가두 풍경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강렬한 색채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다리파>는 1913년 해체될 때까지 급진적 성향을 지넌 미술 작품의 산실 역할

을 하면서 독일 현대 회화의 출발첨이 되었다.

독일에서 표현주의 회화를 위한 단체가 1905년에 결성되긴 하였으나 ‘표현주의’라는

용어는 1911년 베를린 분리파(Berliner Sezession)의 제22회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사용

되었다. 이 전시회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이 주로 전시되었는데， 프랑스의 엽체파

화가화 야수파 화가들의 그림들도 특별 홀에 따로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의 카탈로그

서문에 프랑스의 입체파 화가와 야수파 화가들을 ‘표현주의자’라고 지칭하였다. 신문과

잡지에 실린 이 전시회에 대한 비평에 ‘표현주의’라는 용어와 ‘표현주의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표현주의’라는 용어는 빠른 속도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표현주의 회화의 또 다른 산실은 뭔헨(M디nchen)에 창설된 예술 협회 <청기사파 Der

blaue Reiter)이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에 귀화하여 비구상 회화의 선구자이자 현대

추상 회화의 선구자로 활약한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86 - 1944)와 마르크

(Franc Mere, 1880 -1916)는 1911년 <청기사파>를 창설하여 제 1회 전시회를 뭔헨에

서 개최하였다 제 2회 전시회를 뭔헨에서 개최한 것을 끝으로 이 단체는 해체되지만，

반인상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정신적 체험과 가시적 세계를 초월한 환상을 화폭에 담는

표현주의 회화는 나치에 의하여 퇴폐 예술로 낙인 찍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까지 계속

되었다.

‘표현주의’는 회화에서 문학으로 전이되면서 독일이 주도한 전형적인 문예사조의 성격

음 지니 게 된다 잡지 <폭풍 Der Sturm, 1910>과 <행동 Aktion, 1911>은 표현주의 회

화와 표현주의 문학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난 다음 해인 1919년 빌헬름 황제의 독일 제국이

붕괴됨으로써 독일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3)이 탄생하게 된다. 이라한 과정을

3) 1918년 11월 9일 필립 샤이데만(Philipp Scheidemann)이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전후에 가중

된 극도의 정치 · 사회 불안 때문에 국민의회를 베를란에서 열 수가 없어서 바이마르로 옮겨

1919년에 공화국 헌볍을 공포하였다. 공화국 헌법을 공포한 곳이 바이마묘였기 때문에 바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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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건국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공화국 헌법을 공포한 1919년부터 히틀러가 정권을 장

악한 1933년까지 15년 동안 지속된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1918년 혁명을 통하여 군주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였지만， 옛

권력 체제는 바뀐 것이 없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행정과 사법 그리고

군부의 요직에 군주제 때 활동하였던 비민주주의적이고 반공화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여

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쟁 후유증을 치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천문학적 언플레이션을 바로잡고， 밀어닥친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하여야

했으며， 정치 • 사회 불안에서 야기된 소요와 대결하여야 했고， 첨예화된 계급 투쟁의 와

중에서 시도된 각종 봉기를 잠재워야만 하였다. 국민의 마음 속에 퍼져 있는 자포자기

와 냉소주의는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져 극좌와 극우간의 테러를 발생시켰고， 폭동과

정치적 암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으며4)， 인플레이션5)과 경제공황으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게 되었던 것이다， 1930년 9월의 선거는 독일의 정치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6)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다양한 정치적 · 사회적 상황은 정신적 · 문화적인 생활의 다양화

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다. 빌헬름 황제 치하의 제국의 붕괴는 봉건적인

문화의 붕괴로 이어져 독일에 위기와 변혁의 시대를 초래하였지만，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는 풍요롭고 창조적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바이마르

공화국 문화의 상당 부분은 긴장과 대램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불론 문

학과 예술의 새로운 양식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자유롭고 다양

한 정선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이 시기에 비로소 찬란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20년에 이르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화폐의 가치도 회복되어

르 공화국이라고 국호를 갖게되었다.

4) 특히 공화국 초기에 불안을 가중시켰던 것 중의 하나는 준 군사단체들이 계속 무기를 소지하

였다는 사실이다. 모든 시민이 무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법률이 192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준 군사단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무기를 소지하였다. 바이에른에는 극우주의 성

향의 단체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 준 군사조직들의 공통점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

다는 것이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며 반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이고， 과격한 폭력을 일삼는

다는 것 등이다， 1919년과 1922년 사이에는 376건의 정치적인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356

건이 극우단체나 준 군사단체의 소행이었다.

5) 인플레이션은 1923년 11월 말에 그 절정에 달하였다， 1923년 초에 1달러는 1만 8천 마르크였

으나 8월말에는 460만 마르크가 되었으며， 11월에는 4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

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실업자는 1929년 대략 90만 명 정도였으나， 1930년에는 3백 50만으로，

1931년에는 5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1932년 초에는 6백만 이상으로 그 절정에 다다랐다.

6) 사회민주당이 24.5%의 득표율로 계속 제 1당이 되었지만， 나치당이 18.3%로 제 2당으로 급부

상한 것이다. 공산당은 13.1%의 득표율로 제 3당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격파 정

당들의 득표가 크게 증가하여，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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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까지 전에 없던 번영을 누리며 ‘황금의 20년대(Die goldenen Zwanziger) ’를 맞이

하였다. 이러한 번영은 공화국의 경제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 정치적 상황

에 걸맞은 다양한 예술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호황도 잠시였을 뿐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

된 세계 경제공황으로 독일도 뒤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29년 초부터 늘어난 실업자 수

는 19301건 2월에 3백 50만에 달했으며 1932년 말까지 6백만 이상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잔개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예술에서 특기할 점은 방송과 영화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다. 이 새로운 매체는 수세기 동안 누려온 문학의 독점적인 지위

에 도전하여 문학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 같은 새로운 매체는 지식인

들에게는 수용되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영화를 값싼 대중 예술로 평가

절하 해버렸기 때문이다. 카프카(Franz K따ka)와 같은 작가는 영상 때문에 시션이 지배

당한다며 새로운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토마스 만(Thomas Mann)은 영화는 예

술과 관계가 없다고 무시해 버렸다. 브레히트와 같이 소수의 작가들만이 문학에 영향을

마치는 영화의 의미를 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 후반부에 가서는 문학의 형식이 영화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문학

에 자주 등장하는 몽타주 기법은 영화의 기법을 문학에 도입하여 생긴 것이다. 정치 참

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예술가들은 영화 같은 새로운 대중 매체를 통하여 문학과 동떨어

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문학을 통한 정치 신념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지성인 관객에게 관심을 쏟지 않던 예술가들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중

요한 집단인 노동자 계층에게 다가갈 매개 통로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래서 영화와 라

디오 등의 대중 매체에 이론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작가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작가들

에는 브레히트(Bertolt Brecht) , 벤야민(Walter Be띠amin) ， 되블린(Alfred Dablin), 하인

리히 만(Heinrich Mann)과 같은 주로 사회주의 진영의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소련과

아메리차에 대한 환호이다. 러시아의 혁명은 바이마르 예술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을 심어주었고， 아메리카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경제 도약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

체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지식인을 매료시켰다.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에 대히여 지식인

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엽장을 표명하였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것을 문학의 주제로 삼았으며， 하인리히 만과 토마스 만 그리고 려온 포이히트방어와

같은 작가들은 이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면서 레년이라는 인물을 경탄

해 마지않았다. 거의 모든 작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동자

원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소비에트 연방으로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것

을 일기의 형식을 빌어 보고하는 작가들도 꽤 많았다. 어셋든 간에 그 당시 작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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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하는 입장을 표명해야만 했기 때문

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예술언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될 수밖

에 없었다.

보다 나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열망은 아메리카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졌

다. 이들은 계급을 초월하는 미래 세계에 대한 약속이 미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

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과 노동자의 복지 그리고 합리화된 기술력이 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믿었딘 것이다‘ 전쟁 전에도

독일에서는 미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이 전쟁 협

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독일에 대하여 자본 지원을 하게 되자， 미국이라는 나라

는 일반인의 의식에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이러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복싱과 같은 스포츠，

재즈， 버라이어티 쇼 그리고 뮤지컬 등의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물론 독일의 전

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라카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한 작가들도 많았지만， 미국 기술력

에 대한 환호는 보수적인 진영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 공황이 미

국에서 시작되자 그 열기는 식기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히여 기술과 아메리카주의에 대

한 부정적인 평가도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벤야민은 기술 진보에 대한 환호는 사회의

후퇴를 은폐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샤롯테 뤼트켄스(Charlotte Lutkens)는 「아메리

카 전설 Amerikalegende, 1932J 에서 획일화된 대중 문화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대

중 소통 기술을 환영하는 지식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혼란을 틈타 나치는 합법적인 절차

에 따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어 ，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 (Adolf 돼tlcr)가 수

상에 임명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7 )

자유 민주주의를 정치 노선으로 채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지 못

하고 정치 흔란까지 노정하자， 나치주의자들은 서구 민주주의를 퇴폐적 문명으로 펌하

하고 바이마르식 민주주의를 잔언한 방법으로 분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투쟁은 농부의 삶을 선화화(神話化)하며 현대적인 서구식 생활

방법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가계화와 산업화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 사회의 소외에 대항하여 리허르트 빌령어(Richard Billinger, 1893

- 1965), 한스 프리드라히 블롱크(Hans Friedrich Blunck , 1888 - 1961), 프라드라히 그

리제 (Friedrich Griese , 1890 - 1975)와 같은 향토 문학가들은 자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튼튼하고 굳센 농부의 감정과 농부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7) 나치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것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조국이 음험한 계략을 꾸며 배선을 하였기 때문에 패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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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주의자들은 삶을 투쟁으로 이해하면서 전쟁을 찬양하였다.8) 당시의 정치 현실이

방향을 상실하고 극복하기 힘든 상태에 었다는 것이 국민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전우애， 용맹，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과 같은 전

쟁 미덕을 찬양하게 되었다. 전쟁을 미화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기

에는 독얼인들은 “꼭 같은 이념， 꼭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는 꼭 같은 운명체 "9)라는 표

어에 녹아들어 영웅을 찬양하는 문학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드라마 작가 에버하르트

볼프강 펠러(Eberhard Wolfgang MOller, 1906 - 1972)와 소설가 베르너 보이벨부르크

(Werner Beumelburg, 1899 - 1963), 프란츠 샤우베커 (Franz Schaubecker, 1890 

1964), 한스 최버라인(Hans ZOberlein, 1895 - 1964) 등은 이러한 유(類)의 작품을 창작

하며 나치당에 입당하였다.

나치주의자들의 선전이 일부 작가들에 의하여 보완될 뿐만 아니라， 다수 민중으로부

터 동조를 받은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복할 수 없었던 경제 공황이 밀어 닥쳤기 때

문이다. 나치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의 개혁을 통한 미래 건설

과 과거 지향적 민족주의를 통한 건강한 독일 건설을 내세웠다. 바로 이것이 다수 대중

의 지지를 받게된 것이다.

나치당은 “보수적 혁명”을 제창한 아르투어 펠러 판 멘 부르크(Arthur Moeller van

den Bruck, 1876 - 1925)로부터 제3제국이라는 역동적이고 역사철학적인 개념을 받아들

인다 10) 그는 제3제국에서는 개인이 육체적 • 정선적 혁신을 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

가를 도덕적인 이념 속에 종속시켰다. 이념에 따른 제3제국의 주적(主適)은 마르크스주

의와 유대인이었다. 나치는 ‘민족 공동체 (Volksgemeinschaft)’ 11)라는 국민 신화를 창조

하면서 민족의 “건강화(Genesung)"라는 구호 아래 화폐 경제를 교란시키는 유대인을

8) 나치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이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

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등장을 조국의 수치라고 간주할 것이며， 방향을 상실하고 전비 보상에

허덕이고 있는 조국의 상황에 직면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거되어야 할 것을 기원할 것이

고， 독일 국민을 향하여 ‘희생적 죽음’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9) Zit. in: Joachim Bark u. a. (Hrsg.):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Gesamtausgabe,
Stuttgart 1989, S. 481.

10) 그는 「보수적 혁명 Konservative Revolution, 1923J 이라는 저서에서 타협에 의존하는 의회

주의에 반대하면서 신분제 국가를 옹호하였다 그는 민족으로 구성된 “평가 공동체

(Wertungsgemeinschaft)"를 만들어 각 정당들이 시국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독일 역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어떠한 것이 올바른가를 평가하도록 하여 “제3제국”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제3제국”을 우주를 창조한 신(神)의 역사에 포함

시키고 있다. 제1제국은 성부(聖父 Heiliger Vater)에 해당되고 제2제국은 성자(聖子 Heiliger
Sohn)에 해당되며 제3제국은 성령(聖靈 Heiliger Geist)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I I) ‘민족 공동체’라는 나치의 정치적 구호는 정권을 장악한 날을 기념하는 3월에서 전당대회 일

이 있는 9월을 지나 뭔헨 쿠데타를 기념하는 11월에 이르기까지 일년 내내 축포와 불꽃놀이

그리고 깃발이 펄럭이는 군중의 행진과 합창을 통하여 민중에게 선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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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볼셰비즘과 같이 계급 투쟁을 통하여 세계주의로 나

아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는 독일의 역사 연속성을 위해 박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그러나 나치의 인종주의나 서구 문명에 대한 공격이 구체화되면서 ‘고향에의 귀속’

과 ‘농촌과 농부 예찬’은 제3제국의 정치 · 경제적인 현실과 모순을 벚게 되었다.

히틀러는 1933년 “제국 세습 농장법 (Reichserbhofgesetz)"을 제정하여 농엽 종사자의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진흥 자금도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

로 인해 1933년부터 1939년까지 25만 명의 농부들이 농사짓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가 내건 정신 개혁을 통한 민족적 · 국수주의적 전통 계승은

특히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다. 1930년과 1931년 사이의 나치 당원들은 절반이 20세에서

30세 사이였으며， 독일 대학생 총연합회도 1931년부터 나치 대학생 연맹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히틀러는 1923년 뭔헨 쿠데타에 실패하여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1924년과 1925년

사이에 「나의 투쟁 Mein KampfJ 을 저술하고， 이 저서의 제10장에 나치의 문화 정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화 작엽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연극， 미술， 문학，

영화， 언론， 포스트 그리고 쇼윈도우에 나타난 섞어 가는 세상 모습을 정화하여， 이들이

국가의 이념과 예술적 이념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2 )

나치는 정권을 잡자말자 히틀러의 문화 정책에 대한 구상을 기초로 비상조치법을 발

효하여 국민의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1933년 2월 20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있은 후에 나치는 자신의 이념에 맞는 문화

정책을 거리낌 없이 실천해 나간다. 방화 사건이 일어난 날， 10，000명 이상의 공산주의

자들이 처l포되었으며 ， 그 다음 날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체포되었다. 공산당원이 아년 많

은 문인들도 체포되었다. 칼 폰 오시에츠키 (Carl von Ossietzky, 1889 • 1938)와 같은

작가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으며， 에라히 뭐잠 (Erich M디sam， 1878 - 1934) 그리고

안나 제거스 (Anna Seghers, 1900 - 1983)등은 망명길에 올랐다. 1933년 3월 23일 히툴

라는 나치 정권의 문화 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공공 생활의 측면에서 정치적인 해독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제국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도덕 정화 조치를 취한다 모든 교육 기관과 연극， 영화， 문학， 출판， 방송

등 이 모든 것은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13)

12) Zit. in: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 a.a.O., S. 480.
13) Vgl. Walther Killy: Literatur Lexikon. Begriffe, Realien, Methoden, Munchen 1993, 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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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치는 이러한 노선에 따르지 않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언론을

금지시켜 신문과 잡지 등을 폐간 조치하였다.

나치는 언론을 통제하면서 문인 단체에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

표적인 작가 연맹인 <독일 작가 보호협회 Schutz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

SDS>가 첫 번째로 와해되었다. 모든 회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회

원들 중에서 자유주의 작가들과 좌파 계열의 작가들은 제병되었다. 남아 있는 회원들은

서명을 통해 나치 정권에 충성을 맹세해야만 하였다. 결국 <독일 작가 보호협회 SDS>

는 1933년 6월 <독일 제국 작가연맹 Reichs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 RDS>으

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독일 작가 보호협회>는 1933년 망명 작가 중심으로 새롭게 다

시 조직되었다.

<프로이센 예술 아카데미>도 나치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Alfred

Rosenberg, 1893 - 1946)가 조직한 <독일 문화의 나치협회 Nationalsozialistische

Gesellschaft fUr deutsche Kultur>는 1933년 3월， 문화 볼세비즘과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

는 <프로이센 예술 아카데미>의 문학 분과를 해체하도록 요구했다 문학분과의 의장인

하인리히 만은 ‘인민 전션’을 결성하도록 촉구하는 전단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여류 화가

이자 조각가인 케테 콜비츠(KJthe Kollwitz, 1867 - 1945)와 함께 프로이센 예술원에서 제

명 당하였다. 고트프리트 벤 (Gottfried Benn)이 작성한 나치 정권에 대한 충성 서약을 제

출한 작가들만 회원으로 남을 수 있었다. 토마스 만과 리하르다 후흐CRicharda Huch), 알

프레트 되블린(Alfred Dablin), 게오르크 카이저， 프란츠 베르펠과 같은 작가는 탈퇴를 선

언하였고， 서명을 하지 않은 작가나 유태계 작가들은 강제로 제명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미 나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인사들인 베르너 보이멜부

르크(Werner Beumelburg) , 프리드리히 그리제 (Friedrich Griese), 한스 프리드리허 블롱

크(Hans Friedrich Blunck), 한스 그림 (Hans Grimm), 한스 요스트 (Hanns Johst) , 에르

빈 구이도 콜벤하이어 (Erwin Guido Kolbenheyer)와 같은 작가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영

업되었다. 국제 펜클렵의 독일 분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옛 의장단들은

축출되고 나치 정권에 충실한 새로운 의장단이 들어서게 되었고 정치 노선을 같이 하

지 않는 회원들은 제명되었다. 그러나 망명 작가들이 망명 분과를 조직했기 때문에， 독

일 분과는 1933년 11월 8일 국제 펜콜럽으로부터 탈퇴하였다.

작가에 대한 나치의 탄압은 분서(찢書) 조치로 극에 다다른다 14) 1933년 5월 10일에

는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국적으로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분서 당시의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4) 나치의 분서 조치는 1933년 4월 26일 베를린 신문의 석간에 분서 대상 서적 목록이 실리면서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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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차당스와 도덕적 퇴폐에 대항하여! 가정과 국가의 기율과 풍속을 위하여! 난 하인리

히 만과 에른스트 글래저(Ernst Glaeser) 그리고 에리히 케스트너(Erich Kastner) 의 책들

을 화염 속에 던지노라 15)

며칠 뒤에 독일 서적상 조합 신문은 공동 도서관에서 사라져야 할 서적들을 발표한

다. 여기엔 브레히트， 하인라히 만， 안나 제거스 등 131명 의 저명한 작가가 포함되어 있

었다.

나치는 또한 1933년 9월 22일 ， 제국 문화국법(文化局法)을 통과시킴으로써 문화 활동

을 검열하고 통제할 기반을 갖게 된다. 동년 11월 15일에 설치된 <제국 문화국

Reichskulturkarnmer(RKK)>은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 1897 • 1945)의 감독

아래 문화 촬동가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유태계 작가들과 정

치적으로 이념을 달리하는 작가들의 촬동은 금지되었다 1940년에는 3，000명 의 작가와

2，500명 의 출판인 그리고 20，000여권의 신간이 검열과 감독을 받았다.

2. 문학의 전개

2.1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자연주의의 물질적 현실 모사(模寫)와 인상주의의 외적이고 감각적 언상

모사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등장한 문예사조이다.

표현주의는 변화된 세계 속에서 삶(Dasein)을 위협 당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 주며， 정선을 구속하는 전통 양식을 파괴하여 정선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

고， 기계 문명의 위력 앞에서 그리고 권력욕의 위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

고 시도하는 문학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 운동을 실천하려고 하는 표현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기계 문명에 반감을 표하며 이러한 기계 문명에 자긍심을 표하는 시민 정신에 반기를

들고， 인간 개혁을 추구하면서， 추상성을 지향하고， 형식의 원직에 구애를 받지 않으려

고 하며， 전형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으며， 환희와 절망에 탐닉하여 사물을

과장되고 괴기(怪奇)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표현주의 문학 운동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념적 이상(理想) 때문에 표현주의의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표현

주의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불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독일 표현주의 대표적

작가들도 자신이 표현주의 작가인지를 알지 못하고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반 골(Ivan

15) Zit. in: Viktor Zmegac (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Konigstein/Ts. 1984, 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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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 1891 - 1950)과 같은 표현주의 작가는 자신을 표현주의 작가라고 자처하는가 하

면， 하임 (Georg Heim, 1887 - 1912)과 같은 작가는 자기가 표현주의 작가라는 것을 알

지 못하였고， 하젠클레버 (Walter Hasenclever, 1890 - 1940)와 같은 작가는 자신을 표현

주의 작가의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

표현주의는 1875년에서 1895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1910년경

에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1920년까지 지속된 문학 경

향이다. 그 발전 시기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단계 :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초기 표현주의로， 주로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경향

을 나타낸 단계.

제2단계 . 전쟁 기간 동안의 반전적이고 혁명적 경향을 띠는 표현주의로， 문학은 정치

성향을 띠게 되며 1915년 이후에는 힐러 (Kurt f五ller)에 의해 형성된 행동주

의의 강령과 일치되는 경향을 나타낸 단계.

제3단계 :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로 전이되거나 즉불주의로 변화된 전후의 후기 표현

주의로， 일체의 전통과 기존 가치를 부정하면서 문학을 절대적 언어 예술의

차원으로 발전시킨 단계.

표현주의자들이 문학 강령으로 표방한 것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현실’， ‘새로운 인

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에토스’，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등이었다. 표현주의의 특정은

이라한 강령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지만， 표현주의자들이 모두 이 강령에 충설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표현주의의 특정도 발전 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았다.

표현주의의 특징을 작가 정신， 문학의 과제와 주제 그리고 언어 등에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현주의자들은 현재를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부

정함으로써 현재라는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고， 일체의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자

연과학에서 활용하는 경험적 분석 방법과， 실증주의， 합리주의， 역사주의， 상대주의 등을

배격하고 정신과학에서 활용하는 직관적 방법론을 선호하여 역사와 현재를 극복하려 하

였다. 그리고 역사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며 새로운 삶의 태동을 가로막

는 장애물이라고 규정하여 역사 적대적 현실 적대적 엽장을 취하였다. 이 때문에 표현

주의는 유토피아적이며 허구적인 일면을 띤다.

표현주의가 표방하는 문학의 과제는 경험적 현실의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

조하여 복된 미래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 사회의 세계관과 산업화된 사

회에 대한 시대 비판이 선행되었다. 이러한 시대 비판은 구체적인 모순을 겨냥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인의 삶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즉， 사

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았는 합리주의와 기만적인 도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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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회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을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

여 사회 비판을 가한 것은 아니였다.

복된 미래를 이룩하는 것이 문학의 과제였음으로 인간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간

정선을 소생시키는 것이 문학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 표현주의자들은

새로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러한 주제에서 역사적으

로나 묻질적으로 규제 받지 않는 ‘절대 가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채

택한 주제는 절대적언 것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선호한 경향에도 불구하

고 예술적 표현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났다. 황홀경으로의 몰엽과 냉철한 의식의 견지，

감정적 행동과 의지적 행동， 허무주의적 생활 감정과 활기에 찬 생활 선념， 현실에 대한

절망과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 개인주의에 대한 혐오감과 집단주의에 대한 혐오감， 시대

와의 거리감과 시대에의 소속감， 고대적 원시성과 현대 예술의 세련미， 언어에 대한 신

뢰감과 언어의 기만성에 대한 역겨움 등과 같은 상반된 양극이 병존하고 있다.

표현주의 언어는 열정적인 어조나 선언적언 어조를 띠고 있으며，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어휘의 추상화를 실현하고 있고， 문법을 무시한 문장 배열로 언어

혁신을 꾀하고 있다. 즉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나열하고， 접속사를 생략하고，

감정의 폭발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상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문장 표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언어의 강도와 리듬을 중시하여 구문을 과감하게 압축하여 언어 혁신을 시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체를 표현주의의 ‘전보 문체’라고 하기도 한다

표현주의의 불안정성과 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은 모더니즘을 넘어서고 있지만 표현주

의는 ‘현대적 (modem)'이라는 기치로 문학 혁명에 심취해 있었고， 권위주의를 타도하려

고 매우 노력하였으며， 국제 사회와 너무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의 독

재 체제 하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나치 하에서

표현주의 작품은 금서조처 되었다.

표현주의는 객관적인 사실성보다는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

다. 또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인생 그 자체로부터도 해방되려고 투쟁을 벌인다.

인간의 정신 세계를 중시하면서 인간의 영흔에 대한 종교적 차원 이상의 관심이 마르크

스주의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면 낯선 것이었다 따라서 표현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이념적 이상 때문에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스스로 표현주의자임을 자처하였던 이반 골(Iwan GolD은 1921년에 「표현주의는 죽

어가고 았다」 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창작품의 측면에서도 브레히트가 드라마 「한

밤의 북소리 Trommeln in der Nacht , 1922J 를 창작하여 표현주의 드라마를 거부하는

의도를 나타내 보였다. 프리츠 랑(Fritz Lang)의 영화 「유희자 마부제 박사 Dr.

Mabuse der SpielerJ 에서 표현주의는 “한 토막의 농담일 뿐， 다른 무엇이겠는가?"라는

말을 통하여 표현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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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성을 지난 문학 운동으로서는 마지막이었던 표현주의는 1920년대 초 이렇

게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그리고 신즉물주의로 대체되었다.

(1) 표현주의 시

표현주의가 회화(續畵)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표현주의 서정시에는 회화에서 사용된

유사한 형식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즉， 문장 연결이 빈번히 흐트라져 버리고 ‘절규’가

실질적인 진술 내용을 대선하는 것이 그 예이다.

표현주의 시(詩)는 산업 사회로 유발된 위기감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요구함으로써 현실과의 치열한 대결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시의 형식은

파괴되고， 선율이 중요한 형식 요소가 된다. 열광적인 섬리상태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선

율이 선호되었고， 따라서 동적인 억양이나 절규가 시어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절규는

극단적인 황홀경을 나태내기에 적합한 선율일 뿐만 아니라 공포를 나타내기에도 적합한

선율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표현주의 시에서 표현의 재료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 언어는 인식을 돕는 기

능을 지님과 동시에 현실적 사건과 예민한 감수성을 분석해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표현주의 시인들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현실에 인류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였고， 이러한 인식의 표현에 시어가 동원되었다. 또한 대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

쟁의 비인간적 잔인성과 파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계급 구조 속의 노동 계층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는 기술 문명에 의하여 구축된 세계에 종속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분석하여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외부를 향하여 외치

고 절규하는 것이 표현주의 시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감정의 범람이 뒤따랐

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표현주의 초기에 시가 독자에게 애독된 이유가 되었다. 표현주

가 지향하는 사물의 내변화 역시 시를 선호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문학이 점점 정치회함으로써 시는 죄퇴의 길을 걸으며 드라마 장르에 주도

권을 내어주었다. 고트프리트 벤(Gottfried Benn), 게오르크 트라클(Georg Tr삶d) ， 게오

르크 하임 (Georg Heym), 야좁 반 호디스(Jacob van Hodclis) 등이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활동하였다.

(2) 표현주의 소설

표현주의에서는 ‘정신 (Geist)’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표현주의 예술 이

론서의 제목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칸딘스키의 논문 「예술에 있어서 정

신적인 것에 대하여 낀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191OJ , 하언리히 만의 에세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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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행동 Geist und Tat, 1911J , 힐러의 논문 「정신이 주인이 되라 Geist werde Herr ,

1920J 등이 그 예이다.

정신의 가치를 숭상하는 표현주의에서는 현실을 정신 세계로 흡수하여 내면화하고 난

다음에 도취와 환상의 상태에서 그것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 묘

사에 충실하려는 산문 문학은 시와 드라마에 비해 뒤졌고， 따라서 성공을 거둔 작품도

몇 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형식 요소가 서사 문학에 계승되어 표현주의 산문은

오늘날까지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표현주의 소설의 대표적 작가로는 하인리히 만(Heinrich Mann)과 알프레트 되블린

(Alfred Dablin)을 손꼽는다. 프란츠 베르펠도 초기 서사 작품에서 표현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변적 소설가로 단편 소설 「여섯 개의 강어귀 Die sechs Mlindungen, 1915J을 창작

하여 표현주의 소설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던 카지미르 에드슈미트(Kasimir

Edschmid , 1890 - 1966)와 장편 소설 「병사 모레안 Soldaten Morean, 1916J, r 예 언자

모하메트 FTopheten Moharrrrned, 1917J 등의 자전적 소설과 역사 소설을 창작하여 표현

주의 소설 형식을 구체화하려고 하였던 알프레트 헨슈케(Al fred Henschke , 1890 

1928)와 표현주의 반시민적 정선을 부각하고 있는 「절도단 Die Rauberbande, 1914J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소설 「인간은 선하다 Der Mensch ist gut, 1918J 를 창

작한 레온하르트 프랑크(Leonhard Fra빼， 1882 - 1961) 등이 활동하였다.

(3) 표현주의 드라마

20세기 초 기계 문명의 생활화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졌다. 정

신 세계의 경시에서 오는 혼톤의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표현주의 드라마 작가들은 미학

적 방법으로 인류의 위기를 분석하고， 너로부터 나의 고립을 배제할 공동체 이념을 제

시한다. 표현주의 드라마 작가들은 개인이 ‘새로운 인간’으로 변회하고 인류의 친선이

도모됨으로써 어지럽혀진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취급한 주제는 구질서에 대한 반발， 기성 세대에 대한 저항， 인간성

회복에 대한 열망 그라고 평화주의에 대한 집착 등이었다. 표현주의 드라마 작가들은

이라한 주제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현상학적 형태를 서술하지 않고 내면화된 환상을 서

술하여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묘사하기 위하

여 환상적이거나 예언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이러한 내용과 신념을 정치적 관점에서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가 이에 가장 적

협-한 장르로 간주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드라마가 표현주의의 가장 선호받

는 장르가 되었다. 표현주의 드라마의 선구자는 프랑크 베데킨트(Frank Wedekind,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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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와 게오르크 카이저(Georg Kaiser, 1878 - 1945)이다. 특히 게오르크 카이저는

74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드라마를 창작하여 표현주의 최고의 극작가가 되었다 그는

드라마의 소재를 희랍 신(神)에서 출발하여 중세의 전설과 역사 사건 그리고 성서에 나

오는 이야기들을 거쳐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

대와 생활 모습에서 취하였다. 장구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면

서 그는 추상적 휴머니즘을 거부하고 기술의 진보를 악마와 같은 것으로 거부하며， ‘인

간 개혁’과 ‘새로운 삶’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카이저는 ‘인간 개헥’의 근본이

정신의 소생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정신의 소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

며 사회 개혁은 부차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이러한 그의 이념 추구는 표현주의가 추구

하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와 맞아떨어져 그는 표현주의의 대표적 극작가로 인정

받게 되었다.

2.2. 바이마르 공화국 문학

(1) 선즉물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나타난 신즉물주의는 본래 예술사가(藝術벚家) 게오르크 프

리드리히 하므트라우프(Georg Friedrich Hartlaub)가 만하임 (Man버1eim)에서 개최된 <
명료한 현실 greifbare Wirklichkeit>이라는 미술 전시회에서 회화의 사실주의적인 양식

을 가리켜 지칭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1924년부터 1933년 사이에 제 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상황으로 인하여 미

래에 대한 확산을 잃고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 대하여 동경을 갖는 작가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작가들에게 미국은 기술의 물신화가 만연된 나라로서 계급 대립

이라는 사회 문제가 해소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가능성의 나라로 인식되었으며， 미국의

문학은 모든 미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인 프로그램을 도외시하고 실용가치를 추구하고 있

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작가들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즉물주의라는 용어에는 사실적

현실이 섬미적인 것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신즉물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4년 이후 바이마르 공

화국의 혼란기에 젊은 작가들이 표현주의의 이상주의적 세계관과 예언가로서의 예술가

의 역할을 부인하고 그리고 표현주의의 영감(靈感)과 주관에 기초한 격정적이고 심미적

인 문체 추구를 매척하면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랑곳하

지 않고 물신적이고 현실적 입장에서 실제의 사실과 사물을 실용가치에 입각하여 진술

하려고 한 문학 경향이 신즉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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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즉물주의 개념은 시대를 풍미한 문예사조로 정의되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왜냐하면 선즉물주의는 역사적 이해를 돕는 작품들이나 특정한 발전과정을 았는 그

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들에 국한되어 있는 문학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즉물주의가 현실감각(Tatsachensinn)， 즉물성(빔物性: Sachlic밟eit) ， 확증에 대한 요구

(Anspruch des Authentischen) 등을 토대로 새로운 예술 태도에 대한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신즉물주의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제한적으로 유용한 문학 경향임

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특정 시기에 유행한 새로운 예술 운동이자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즉불주의 문학 경향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난 시대 소설

(Zeitroman)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소설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와 붕괴를

다루는 정세 분석적 소설들이거나 르포르타즈 소설 또는 기록 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설들은 창작 당시의 사회 상황과 그리고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어서 당시의 역사 기록으로도 의미를 지년다.

신즉물주의 작가틀은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이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태도，

일상적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희양과 꿈 등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역사의 내면을 진술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즉물주의 작가들이 선호한 시대 소설은 어느 의미에서는 시대의 의식과

무의식을 전부 진술해 놓은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서대 소설이 시대에 대한 결

산을 한다던가 전체를 조망하여 역사를 평가하는 작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세계관을 옹호하지 않고 다만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시

대 소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의 득세를 시대 상황으로 그려고 있긴 하지

만， 정치적 •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극허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대선 개인적인

체험과 운명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전체를 다루지 않고 단편적 역사를 다루고 주인공의

삶과 인생을 주관적인 작가의 환상을 전적으로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시

대 소설의 서술 기법은 스냄 사진 기법이나 영화의 몽타쥬 기법을 차용한 것이다. 이러

한 시대 소설은 실제적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서 작가의 환상을 배제하고 ‘즉물적’으로，

마치 기록문서처럼 선빙성을 중시하여 묘사하였던 것이다.

당시 ‘즉물적’이란 산업 사회의 합리화와 이성화로 인간 자체를 “사물”로 생각하여 생

산 과정의 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00년 대 초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

(Georg SimmeI)은 산업화되어 가는 독일 사회를 “화폐 경제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로 규정하면서， 인간과 사물이 “객관성”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즉불적’ 사고 방식은 한 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과 낙관주의를 불러왔

다. 사람들은 자동차， 라디오， 영화 등의 발명처럼 기술의 도약으로 생긴 새로운 삶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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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사-고 방식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명의 향유와 문명에 의한 기분

전환이 삶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된 것이다. 자동차 이외에 스포츠 역시 선즉물주의적

인 삶의 유형으로 나타나， 브레히트， 호르바트 (Odon von Horvath) 그리고 마리루이제 플

라이써 (Marieluise FleiBer)와 같은 작가들은 이것들을 작품의 주된 소재로 삼았다.

바이 u}르 공화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문학의 형식과 기능에 관한 문제는 이

시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관심사였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알프레트 되블린

(Alfred Dδblin)은 에세이 「작가와 국가 Der Schriftsteller und der Staat, 1922J 에서 간

파하고， 하층 민중 계급들이 이제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고 았다고 말

하고 있다. 리온 포이히트방어 (Lion Feuchtwanger) 역시 1927년 한 논문에서 작가와 독

자가 추구하는 것은 주관적얀 감정의 전달이 아니라 사불의 관조라고 말하면서， 문학의

선즉물주의적 경향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문학이 점차 독자의 생활권 안으로 다가가

게 되고 창작의 과정 역시 그 선비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대한 예술， 영원한 예술에

대한 욕구보다는 문학의 사용 가치에 더 중요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문학은 이제 실험

적인 성격보다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하며， 미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보다는 효과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가 역시 문화상의 귀족적인 신분을 포

기하고 민중에 봉사하는 계몽주의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설을 벗어난 절대적

인 영역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는 새로운 유형의 작가가 요구되는 것

이다.

작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기능 규정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문학의 지위변화와

도 일맥상통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민주주의의 실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학의 미학적인 기능보다는 문학의 실용적， 에세이적인 기능이 중심

에 자리잡게 되었다. 문학이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문학은 고립된 예술영역

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독자의 실제적인 삶을 표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르 구분

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르포와 기록 문학이 20년대 초에는 중요한 문학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르포는 공화국의 정치적， 사회적인 현설에 관심을 돌리면서 공화국의 상

황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계몽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선즉물주의 경향의 주요 작품

을 열거하띤 다음과 같다.

한스 팔라다(Hans Fallada)의 「농부， 승려와 폭탄 Bauem, Bonzen und Bomben, 1931j ,

「왜소한 자 - 이제 뭘 하지? Kleiner Mann - was nun, 1932j

려온 포이히트방어 (Lion Feuchtwanger)의 「성공 Erfolg, 1930j

마리루이제 플라이서 (Marieluise FleiBer)의 멜라이젠데 프라다 가이어 Mehlreisende

Frieda Geier, 193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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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덴 폰 호르바트(Odon von Horvath)의 「영원한 속물 Der ewige SpieBer, 1930 j

에리히 케스터너 (Erich Kastner)의 「파비안 Fabian, 1931 j

헤르만 케스텐(Hermann Kesten)의 「야바위꾼 Der Scharlatan, 1932J

이름가르트 코인(Irmgard Keun)의 「길기， 우리 중의 한 여 인 Gilgi, eine von uns ,

1931j , I인조견의 소녀 Das kunstseidene Madchen, 1932j 등이다.

(2) 서정시

20년대에 접어들면서 표현주의의 이상주의적 표상은 퇴색되고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도취적인 순수한 감정의 내적 세계

는 물질을 중시하는 현실 세계에 더 이상 필적할 수 없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격앙된 감정을 토로하는 시(詩)는 이미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후 시기에는 이러한 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감정을 격렬하게 분출하는 표현주의 시 이후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시 경향이

대두되었다. 그 하나는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는 시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를 의

식하며 시대 비판을 가하는 새로운 시의 유형이다.

첫 번째 경향의 시는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D, 슈테판 게오르게

(Stefan George)와 라이너 마리아 렬케(Rainer Maria Rilke)의 예술 형식으로부터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보수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노래하는 시이다. 여기에

속한 시인은 루돌프 빈딩(Rudolf Binding), 루돌프 보르하르트(Rudolf Borchardt) , 한스

카롯사(Hans e따ossa)， 아그네스 미겔(Agnes MiegeD, 루돌프 알렉산더 슈뢰더(Rudolf

Alexander Schroder) , 헤르만 슈테어(Hermann Stehr) 그리고 요제프 바인헤버(Josef

Weinheber)와 같은 작가들이다.

두 번째 시의 경향에서는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회의(懷疑)와 함께 세계 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옳어지고 있다. 엄격한 형식 의지에 따라 집필된 시의 운율에 선

동적 선전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시인 중에서 고트

프리트 벤과 베르톨트 브레히트 같은 시언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했기 때문에 그들

의 시에는 함축적인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형식을 동반하여 나타났다.

고트프리트 벤의 시에는 극단적인 독백이 자리하고 있고， 브레히트의 시에는 적극적

인 정보 전달이라는 ‘실용성’이 자리하고 있다. 벤은 예술가라는 존재를 연마를 통해 자

신의 본질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적 자아’를 내세워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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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이다. 벤은 진보에 대한 회의와 문명에 대한 증

오를 이러한 시에 아로새기면서 인간의 비극적 인식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냉소적인 외침， 애절한 슬픔， 체념적인 분노 등을 각인한 「통지 AnnonceJ, I가

수 Der SangerJ , I부활절의 섬 OsterinselJ , I바나나 BananeJ 와 같은 시를 옳었다.

벤은 예술의 기능을 자기 자신의 파멸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인 ‘자아’ 중심적 사고는 현실의 단면들이 연관 없이 조합된 현실의 구조만이 그의 시에

등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벤은 이 려한 그의 시 창작법을 “몽환(夢幻)적인 구성

법”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그의 20년대 작품들을 특정지어 주는 것이다

1927년 잡지 <문학 세계>에서 주최한 시(詩)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자선의 문학관을 이 때에 밝힌 바 있다. 공모에 응모한 400명 의 젊은 시인

에 대한 소견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시는 바로 실용가치(실용성)라는 기준에 의해 고찰되어야 함은 명백

한 사실이다 16)

같은 해인 1927년에 발표된 브레히트의 시집 「가정 기도서 HauspostilleJ 의 머리말

에 독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용(Gebrauch)"의 개념

은 하나의 새로운 미학적 원칙을 제시하고 았다. 즉， 시는 “이로움의 관점”을 가지도록

독자를 유도하고 독자를 대화 지향적으로 만들며， 독자를 활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기

능을 갖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 실용가치를 가진 시대시(時代詩: Zeitgedicht)의 창작을

주장한다. 브레히드는 예술의 기능화와 정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선동적인 프로파간다와는 다른 미학의 원칙들을 고수하였다. 그

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작가 동맹 (BPRS»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정치적인 입

장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견지했던 예술에 대한 요구 때문이었다‘ 브레히트

에 의해 발전된 시적 이론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선호한 시의 형식들은 담시(譯詩)，

장톨뱅이 가인(歌人)들의 노래 (Ba뼈elsang )， 합창곡， 모리타트(Moritat: 살인 등 무시무

시한 사-건을 주제로 잡는 정(場)타령)， 그리고 특히 비판적 ‘가요’ 등인 것이다

또한 칼 마르크스(1818-1883)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그의 깊은 연구는 “개 엽하는

사고”를 그의 문학 창작 행위의 핵심 목표로 삼게 만블었다. 그래서 시(詩) 중에서도 사

상시(Denkgedicht)나 교훈시 같은， 유연성 없고 무미건조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 30년대

에 창작된 시 「변증법을 찬양함 Lob der DialektikJ 이 좋은 예 이 다.

16) Zit. in: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a.a.a., S.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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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을 찬양함

불의(不意)는 오늘날 더욱 당당한 걸음으로 나아간다.

억압자들은 천년의 번성을 호언하고 있다

폭력이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의 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배자의 목소리 외에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착취하는 자가 외친다: 이제야 난 시작한다구.

그러나 많은 억압받는 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안된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지배자가 말을 하였다면

지배받는 자도 말을 할 것이다

누가 감히 ‘절대로 안된다’라는 말을 할 것이냐

억압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관심사이냐? 바로 우리다.

그 억압이 분쇄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관심사이냐? 그것도 역시 우리다.

폭력 아래 깔려 버린 자여， 봉기하라1

패배한 자여， 싸우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한 자의 앞길을 누가 막을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패배자가 내일의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로 안된다’는 말을 ‘오늘도 역시 해보자’가 대신할 것이다.

지배자는 불의와 착취로 불평등을 지속시키려 한다는 지배자에 관한 묘사에 뒤이어

‘불가피한 변혁’이라는 주제를 반대 명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2연의 결론부는 기존

체제의 변증볍적인 지양(止揚)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변증법적인 논리는 정치적인 활성화작업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

다. 즉， 브레히트의 실용시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귀착되고 있다. 역사의 객체인 지배받

는 자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담은 시로 브레히트는 기

존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서정시의 “유용성(有用性)"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정치 선동을 염두에 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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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또한 시의 “실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정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시 이외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눈으로 읽는 시에서 업으로 낭송하

는 시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시의 공공(公共)적인 특성이 강조되면서 시는 일반적인 문

학적 과제 달성과 사회적인 과제의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이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레히트의 많은 시들에 곡이 붙여져 노래로 불리어졌다. 쿠르트 봐일

(K따t Weill, 1900←1950)과 한스 이-이슬러(Hanns Eisler, 1898-1962)와 같은 작곡가들은

그의 시를 작곡의 대상으로 선호하였다. 이러한 시의 변화는 시와 카바레(Kabarett: 춤，

노래 등으로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인 풍자 동을 하는 무대예술)의 생산적인 관계에서 생

겨났다. 시를 카바레 무대에서 냥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는 차바레와 관련 있는 모

든 형식들(양송， 유행가， 시사풍자시， 살인 등을 주제로 한 장타령， 레뷰의 형식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의 역할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가 카바레에서 낭송될 수 있다는 것은 시가 다수의 관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

는 공개성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차바레에서 낭송되는 시(詩)의 구조를 특정지어 주

었다. 이러한 시는 낭송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기 마련이었으며， 많은 경우에 트루데 헤스

터베르크(Trude Hesterberg) , 로자 발레티 (Rosa Valetti) , 구시 홀(Gussi HolD, 카테 뀔

(Kate KUhl)과 같은 뛰어난 낭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전달과 강의라는 여러

가지의 형식이 시의 독백적인 특성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시는 그 작법에 있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미묘한 것들도 많이 표현하게 된다. 시는 재즈 리듬에서부터 파로

디적인 인용구까지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내용도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사이의 대립적인 것이

카바레에서 낭송되는 시의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카바레에서 낭송되는

시는 공개적인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시는 이제 비판적인 제스처와 항

의의 자세로 표현된다.

이라한 시의 모습들은 반시민 계급적인 도발에서부터 아주 노골적이고 방향성이 분명

한 정치적 선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파고든다.

베를린은 당시의 카바레 예술의 본거지였다. 발터 메링 (Walter Mehring)이 1919년 베

를린의 한 카베레의 개막식 사회를 직접 맡아보면서 카바레 시(詩)는 새로운 시로서， 바

로 “모븐 정치적인 변증법”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강연시(講演詩)’라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그는 이어서 말하길， “이제 문학은 시적 빈혈로 사멸되지 않기 위해， 소비에트 연합

이나 여러 나라의 말이 뒤섞여 알아튿기 어려운 말이나， 서투른 라틴어， 부랑자의 은어，

창녀와 뚜쟁이의 언어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7) 당시에 카

바레 시를 썼거나 차바레 극시의 표현 가능성을 이용했던 작가들에는 발터 메링 (W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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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ing) , 요아힘 링엘나츠(Joachim Ringelnatz), 에리히 케스트너(Erich Kastner) , 쿠르

트 투홀스키 (Kurt Tucholsky) 등이 있다. 그리고 브레히트의 「가정 설교집」 에도 차바

레 시의 제스처적인 풍요로움을 이용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3) 소설

바이마크 공화국 시기에 이르러 장편 소설 영역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현대

적 (modern)’ 소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소설은 ‘시민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로서， 작가가 허구적인 이야기에 사실

과 같은 외양을 입힌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허구적인 소설의 세계는 현실의 모방

에 충실하였다. 이 때에 작가의 독창성은 기교적인 창작 기법에 달려 있었다. 기교적인

창작 기법에 의히여 작가는 허구적안 이야기에 현실적 모습을 보충하여 허구적인 이야

기를 더욱 완벽한 현실성을 각인한다. 이라한 과정에서 작품의 내용은 풍요로워진다. 19

세기의 이라한 소설 창작은 19세기말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영역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변화의 압력을 받게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큰본적인 세계관의 위기가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경험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되었다. 즉， 노동자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프콜레

타리아 겨l급이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중 소비 사회의 정착으로 개성

적인 것이 점점 희소해졌으며， 산업 기술 세계에서의 가치 붕괴로 인하여 현대인간은

자신의 본질까지 위협받는 소외감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현실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단순히 모방하는 ‘미메시스적’ 전형에만 머물 수는

없게 되었다. 변화된 현실을 인식히기 위해선 새로운 인식 방법이 요구되었다. 이 변화

된 인식의 체계는 전통적인 서술 방식의 파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모방(‘미메시스’)의

자리에 성찰이 들어서는 것이다.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커다란 변화로 현대

소설의 구성 방식은 전통적 소설의 구성 방식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18)

17) Zit. in: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a.a.O. , S. 456.
18) Ebd.., S.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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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모사

엄격한 줄거리의 전개

분명하게 그려진 인불과 그 인물의

전기(傳記)적 사건의 전개

외적인 사건진행과 대화를 통한

이해

공간 시간의 통일， 일관성 유지

현실의 대표인 단변을 추출

전체로서 이해됨: 전체성

심리적인 서술

일체감에 작품의 초점이 맞춰짐

현실에 대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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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소설

현실의 구성

줄거리의 축소 내지는 줄거리의

부분적 파괴

작중 인불과 인물역할의 파괴

내적 고백， 이해의 불명확성

현실의 여라 모텔의 등장， 상이한

의식의 공존， 동시성 상존

사물(事物)화， 소외화， 자립성，

단편적 이해와 다(多)각적인 서숨

몽타주와 낯설음

성찰에 작품의 초점이 맞춰짐

현실의 분석

여기에 제시한 도식의 소설 구성 방식이 모든 소설들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창작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성 방식은 렬케의 소설에서 확고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대가 지나면서 특히 1924년 이후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설 구성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소설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 당시 ‘소설의 위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의 경우와 전혀 들어맞지 않은 예측에 불과하였다.

(4) 드라마

표현주의 작가틀은 표현에 격정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각

인하는 드라마와 자신들의 뜻을 알리는 고지(告知)적 드리마를 창작하였다. 표현주의 작

가들의 환상적인 창작 경향은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인 인물 묘사를 가능하게 만

들었다. 짜임새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장면들 속에서 주인공은 주변과

갈등을 겪으면서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표현주의 드라마의 주

인공들은 대부분 인류 공동체에 대한 기대만을 간직한 채 사회적 • 정치적 현실에 좌절

하고 마는 고통받는 자들이다.

이에 비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인 20년대의 희콕작가들은 일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

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절에 드라마 작가틀이 다루는 소재는 전쟁， 혁명， 인플

레이션， 암거래를 통하여 돈을 번 벼락부자， 자녀 교육 문제， 여성 평등 문제， 법(法) 제

218조항에 의한 낙태 금지， 산업화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이에 따른 빈부의 사회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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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현상， 소시민 계층의 성장 등이었다. 이러한 시대 지향적 드라마 특성 때문에 이 시

기의 드라마는 ‘시대극 (Zeitstiick)’에 속한다. 이 ‘시대극’은 구체적인 상황 묘사로 현실

을 폭로하는 것이 그 특정이다.

이러한 ‘시대극’의 창작에는 사회의 민주화라는 기본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정치극 (Politisches Theater) ’의 창시자인 에르빈 피스카토르(Erwin Piscator,

1893-1966)는 정치적 의식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하여 “무대(舞臺)적인 것을 역

사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칭작의 최종 목표라고 말허였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드라마의 대화 구조는 관객에게 정치적인 행동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외형을 갖추고 있

다. ‘시대극’은 관객의 집단적인 행동을 유발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작가와 무대 위의 연기자 그라고 관객 모두를 연극을 통하여 한데 묶어 놓으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시대극’은 공연 중에 빈번히 주해(註解)를 달아 줄거리를 보충한다.

이러한 드라마의 이론 정립은 베르톨트 브레히트 (1898-1956)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에 따르면 관객들을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현실모방(現實模做)적 환상에 무방비로 빠져

들게 해사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대선 사건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에 상응하여 관객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대 위의 사건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브레히트는 새로운

연극의 개념을 결정짓는 이라한 특정들을 ‘서사극’과 ‘소외’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던

것이다. 서사극은 관객듣을 드라마의 환상적 내용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감정 이엽이나 암시 효과에 의한 도취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여 연극을 비판적으로 관

람하도록 하는 극이다.

서사극에서는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두도록 서막(프롤로그)이나 종장(에펄로그)에

해설을 첨가하고， 유행가와 합창곡들을 막간에 끼어 넣으며， 막과 장의 제목을 써서 그

막과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알려주거나 혹은 영화의 투영 기법을 사용하여 알려주고，

등장 인물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것 등을 통하여 극의 교육적인 기능을 달성한다. ‘소

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레히트적 극(劇) 창작의 기본적인 구조로 자리잡았다.

민중극(Volksstuck)은 선술집에서 유래된다. 민중출선이며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인물을 구성한다. 그 극의 줄거리는 그들만의 소우주언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이것은 흔히 관객으로부터 손쉬운 동의를 찾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목가

적인 고향의 천편일률적인 것과 판에 박은 듯한 오락적인 것이 이 연극의 주된 영역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극은 익살극으로 한 차원 격(格)이 떨어지기도 한다.

20년대에 봉급 생활자와 소시민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몇몇 극작가들

은 농민 출신의 인물과 일상적인 소소한 사건만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

었다.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비판적 민중극(Kritisches Volksstiick)’ 이다. 이것 역시 시대

극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다 작가들은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소재를 취하지만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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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락불로 전락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허였다. 호르바트는 「비엔나 숲속의 이야기

Geschichten aus dem Wiener WaldJ , r믿음 소망 사랑 Glaube Liebe HoffnungJ 등의

작품에서， 칼 추크마이어 (C때 Zuckmayer, 1896 - 1977)는 「즐거운 포도원 Frohlicher

Weinberg, 1925J 에서 민중극의 오락물로의 전락을 막았다.

마리루이제 플라이서 (Marieluise FleiBer, 1901-1974)와 같은 작가는 자신의 전 작품에

변방 시골에서의 삶을 그려놓고 있다. 1920년대에 그녀가 창작한 두 작품 「잉골슈타트

의 연옥(爛微) Fegefeuer in Ingolstadt, 1926J 과 「잉골슈타트의 공병(士兵)들

Pioniere in Ingolstadt, 1928/29J 에서는 그녀의 고향 마을인 잉골슈타트(Ingolstadt)가

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고 았다. 이 여류작가의 관심사은 지방 소도사의 연대기가 아니

고， 시골에서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리타분한 삶의 방식

과 변방 소도시의 둔감한 분위기를 묘사하여 사회 비판을 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3. 나치의 문학

제3제국의 문학은 본질적으로 나치 체제에 순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나치의 문학

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히틀러 정권에 종속되어 있다. 나치 문학은 나치의 ‘문화

활동의 획일화(Die Gleichschaltung des kulturellen Lebens) ’라는 문화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치 문학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신이 아로새겨진 문학에 대항하는 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나치의 권력 실세는 문학이 구시대의 잔해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

는 데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자신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괴벨스

는 “강철의 낭만주의 (stahlemde Romantik)"를 표어로 내걸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가올 10년 세윌 동안의 독일 예술은 영웅적 성격을 띨 것이며， 강칠같은 낭만주의가

될 것이고， 감상적이지 않은 사실적인 것이 될 것이며， 커다란 격정을 내포하고 있는 민족

적인 성격을 띨 것이며 그리고 책임감과 결속감을 공동으로 느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

게 되지 않는다면 독일 예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9)

나치는 정권을 장악하자 말자 기존의 정치적 · 문화적인 조직을 약해하고， 나치 체제

에 순응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문화 정책을 펼쳤다.

이라한 문화 정책 수행을 위한 괴벨스의 “강철 낭만주의”에는 외적인 폭력 행위를 의

미하는 ‘영웅적인 것’과 독일의 미덕인 충성， 헌신， 희생 등이 합쳐져 있었다.

이러한 신조에 따라 나치는 1933년 4월부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언론에

19) Zit. in: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a.a.a. , S.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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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5월 10일부터는 <독일 대학생 연맹>이 비독일적 정신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문화의 검열과 통제가 시작되었고， 이는 곧 바로 반나치 문인의 구금과 추방，

분서(찢書)， 출판과 판매의 금지， 문학 비평의 금지를 의미했다.

1933년 10월에 국민 계몽과 선전 장관으로 있는 요제프 괴벨스가 주도하는 「제국 문화

국 RKKJ 에 소속의 <제국 저작물 위원회 Reichsschriftumskammer RSK>가 발족되어

저작물에 대한 섬사의 최종 단체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모든 작가들과 출판

사들 그리고 서적상들이 이 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했고， 서적과 신문 출판을 위한 인쇄

용지 공급과 출판사의 폐쇄 등 모든 것이 이 기관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치

정권의 문화 정책 내에서 문화 영역의 자유공간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나치의 민족주의 원칙에 따르는 문학은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도서관

이나 서점에 추천되거나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제3제국의 문학은 이념적으로는 19세기 의 보수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후기 낭만주의나 향토 문학 운동을 이어 받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치문학은 전적으

로 창조적인 새로운 문학이 아니라， 전통을 모방한 아류 문학으로 볼 수 있다. 즉 나치

문학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나타날 때， 사회 현설 속의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벗어나

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문학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답습한 것이다. 문명에 대

한 적대감， 종족 이데올로기， 반유대주의， 집단주의， 제국과 총통 찬양 등은 나치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적인 특성 이외에도 나치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태도 역시 나치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열거될 수 있다. 투쟁 정신， 희생 정신， 총통과 죽음에 대한 찬양， 고향

예찬 등이 나치 문학의 정치적 태도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미학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나치 문학이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될 만한

독자적인 문학 장르를 산출해내지 못했다거나 문학의 형식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

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나치의 문화 정책 내에서 장려되는 작품은 현실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 유

형의 문학이거나， 역사 소설인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사 과정을 현재에 대한

과거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시대 배경이

나 중요한 인물이 역사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치의 시대 상황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역사 부분이 핵심을 이루었다. 나치의 선동과 선전의 경우도 구체적인 정치

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적 분위기나 집단의 감정 등을 묘사할 뿐

이다.

투쟁， 선전， 자기 과시 등이 나치 시(詩)의 주요 목표로 등장한다. 그러나 ‘집단 합창

극(ThingspieD’만큼 나치 문학의 정치적 종속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르도 없다.

이 연극은 숭배하고 예찬하는 선비스런 소재를 이 연극만올 위해 사용하는 야외 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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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염격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출연진은 수천 명에 이르며 관객은 수만 명에 이

른다. 이 연극은 독일 민족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의 합일을 고취한다. 배우와 관객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이 없고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신비로운 공동

체로 용해된다. 이 연극의 목적은 각 민족 구성원의 공동체 제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여 민족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하는 데 었다. 이 연극 역시 괴벨스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수준 있는 레퍼토리는 별로 없었다.

그 중 뀔려(Eberhard Wolfgang Moller)의 「프랑켄부르크의 주사위 놀이 Frankenburger

Wfufelspiel, 19361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베를린 올림픽 경기 때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집

단 합창극’ 중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연극은 웅대한 작품이어

야 하고， 공연도 영웅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여야 하며， 게르만 민족의 집단 이

데올로기를 고취할 수 있어야 하고 격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패

하였다. 그래서 1937년 ‘집단 합창극’을 위한 나치 정권의 노력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집단 합창극’과 함께 나치 문학의 특성을 밝히는 또 다른 문학 유형으로 ‘펴와 땅의 문

학CBlut und Boden-Dichtung)’을 들 수 있다. ’피와 땅의 문학‘은 나치 체제하의 정치적，

민중적 정향을 지닌 향토문학(Heimatdichtung)과 농민문학(Bauemdichtung)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게르만 민족의 자연스런 삶의 형식을 이상화하기 위해 이 유형의 문

학은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것을 찬양한다. 지방과 소시민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는 단순한 향토 문학과 별 차이가 없겠지만 독일 민족의 혈통 의식과 혈통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타민족을 별시하고， 또한 토속성과 고향 사랑을 유일한 가치 척

도로 삼아 뿌리가 없는 낯선 성질의 것은 무조건 배척한다는 점에서 일반 향토 문학과

는 달랐다. 그러므로 ‘피와 땅의 문학’에서 ‘피’는 순수 혈통을 구실 삼아 타민족을 배척

하는 나치의 인종 차벌 이데올로기와 직결되었고， ‘땅’은 토속성과 농부 계층의 의미를

넘어서 영토 확장의 망상과 직결되어 있었다. 나치 정권은 독일 민족을 상정하는 집단

으로 강한 농부를 내세웠고 독일 혈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35년 유대언과의 결혼을 전

국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민족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영토와 민족은 서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영

토가 없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는 조화롭지 못하다. 우리는 영토가 너무

적다!20 )

그러나 ‘집단 합창극’이든 ‘피와 땅의 문학’이든 나치의 문학이 국가 기관의 지원을 다

양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전체적인 선전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 나치 정권은 정치적

20) Vgl. Walther Killy: a. a. 0. , S. 14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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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션전과 선동을 위해 문학 장르보다는 다른 매체를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신문과 잡지， 그림， 영화， 라디오， 책자 등을 통하여 나치의 정치적 이데올로

기는 지속적으로 선전되었다. 문학의 기능은 나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사회적 현실 사

이의 모순을 덮고 무마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문학의 이런 기능은 그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다. 대중들은 나치의 정치적인 집회나 정당 대회， 대중 집회， 총통의 연

설 등으로 이미 나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서정시

시어(詩語)의 특성은 다양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문학의 서정시에는 ‘영

웅적인 것’을 고취하는 심상과 개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치 서정시의 시어

는 몇몇 표현 방볍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시를 접할 때 독자는 외적 현실을 잊고 내

적 갈등을 몰아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정시를 창작한 작가는 하인리히 아나커 (Heinrich An밟er， 1901 • 1971), 요

제프 바인헤버(Josef Weinheber, 1892 - 1945), 한스 바우만(Hans Baumann, 1914 - ),

게르하르트 슈만(Gerhard Schumann, 1911 • )과 같은 시인들이다.

(2) 집단 합창극

나치의 문화 정책은 나치즘의 정책 수행을 찬양하는 드라마 형식을 찾는 데 모든 노

력이 경주되었다.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제3제국의 초기에는 드라마 장르 중에서 ‘집단

합창극’이 장려되었다.

1933년 이후에 ‘집단 합창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 연극은 원칙적으로 고

대 극장을 모방한 반원형의 야외 극장에서 일종의 종합 예술 작품으로서 공연되도록 되

어 았었다. 그러면서 ‘집단 합창극’은 오라토리오， 판토마임， 그리고 무용의 형식들을 결

합하여 관객에게 호소하고， 관객을 감정적으로 압도하고자 하였다.

‘집단 합창극’이 공연된 대표적연 장소는 하르츠의 야외 무대(Harzer Frei1ichtbillme)

로서， 이곳에서 공연되는 ‘집단 합창극’은 도시적인 교양 연극에서 벗어나서 민속적이

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무대 연극의 새로운 형식을 발전시키고자 시도하는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독일 각지의 전설과 인물들， 해학극， 예배 의식과 비슷한 축제 때의 “축성 행

위 Weihehandlungen" 등을 작품화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라한 작품 이외에 구세사(救

l止史)를 알레고리식으로 서술하는 중세의 종교극을 새롭게 살려내고자 하는 가톨릭의

세속극이 ‘집단 합창극’의 한 축을 이루었다. 나치주의자들은 제3제국의 성립을 하나의

구세사적(救따史的)인 사건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자신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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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맞아떨어졌다.

최초의 ‘집단 합창극’은 리하르트 오이링어(Ri chard Euringer) 의 「독일의 열정

Deutsche PassionJ 이 다. 여기 에 등장하는 ‘악령 (Boser Geist) ’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화

선으로서 반역자와 자본가의 알레고리적인 혼합체이다. 작중 인물인 제1차 세계대전의

‘무명 용사’는 민족이 합쳐져 하나가 되길 호소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적수를 사라지게

하고 관객으로부터 극적 감동을 얻어낸다. 이 작품은 처음에 라디오로 방송되었던 것인

데， ‘집단 합창극’으로 개작된 것이다.

‘집단 합창극’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동 조합의 대체 조직이었던 <독일 노동전선

Deutsche Arbeitsfront>이 1933년에 ‘집단 합창극’ 현상 모집을 실시하였을 때， 일만 건

이상의 응모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응모가 있었던 것은 ‘집단 합창극’을 공연하는 400

군데 이상의 야외 극장들을 건설하고자 하는 나치 정권의 계획이 작가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에버하트 볼프강 뭘러(Eberhard Wolfgang Moller, 1906 - 1972)의 「프랑켄부르크의

주사위 놀이 Das Frankenburger Wfufelspiel, 1936J는 가장 성공을 거둔 ‘집단 합창극’

이다. 이 작품은 1936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계기로 베를린에 새롭게 건설

한 숲 속의 야외 극장 무대에서 초연되었다. 이 때의 관객은 2,000 명이었다.

작가는 농민 전쟁에서 소재를 취하여 형상화하면서， 민중의 회합 빛 인민 재판을 고대

게르만적 의회제도인 딩 (Thing)의 모습에 맞추어 놓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황제와 그의 고문관들은 포로가 된 농부들을 주사위로 던져 교수

형에 처한다. 검은 갑옷의 무명의 기사가 등장하여 농부들의 처형을 막고， 권력자들에게

주사위를 던져 차례로 죽게 만들며 구세주 역할을 담당한다. 카롤릭 교회의 주교들， 귀

족 계급의 군사령관들은 극의 끝에 가서 재판관들에 의하여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

이 연극에서는 역사 사건이 힘없는 자들과 희생자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된다 한

사건이 역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혁명적인 핵심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중

세적 전통을 연상시키는 “오 신이여， 그대는 얼마나 경이로운가(0 Gatt, wie bist du

wunderbar)"라는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의 종교적인 시행(詩行)들이 이 희곡의

결말을 구성하지만， 여기에서는 구세사(救世벚)의 주도자로서의 선(神)이 무의미하게 되

어버렸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인용구의 성격을 지닐 뿐이며， 검은 갑옷을 엽은 무명의

기사가 구세의 역할을 담당한다. 검은 기사는 허툴러를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시

대사적인 연관성과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치 지도부는 ‘집단 합창극’이 역사 사실을 정확히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

각하여 1937년에 ‘집단 합창극’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 결정이 내려진

때가 나치가 권력을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장악한 시점이라는 것은 ‘집단 합창극’이 나

치 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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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마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새로운방향설정의 일환으로‘제국연극지도원CReichsdramaturg)’

슐뢰서 (Sc퍼6sser)는 1937년에 비극성에 대한 토론회들 개최하였다. 그 토론회의 결론은

1940년의 쿠르트 랑엔베크(Curt Langenbeck)의 비극 「대역죄인 Der Hochverrater, 1938J 이

“숙명을 시화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비극은 팽창주의를 표방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에게는 유용한 것이었다. 영국 식민 통치 초기에 부당하게 처형된 뉴욕의 시민

지도자를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는 그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복잡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제거되어 있다.

주인공 라이슬러(Leisler)는 지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당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선

옆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종교적인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는 그의 죽음이 정당성

을 지넌다. 이 정당성을 통하여 주인공은 영웅적인 위대함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여 주

인공은 법과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순수한 내면적인 영역으로

옮겨진다. 정치적인 투쟁은 개인에 의하여 “숙명 (Verh삶"!gnis)"으로 받아들여진다. 나치

문학에서 순수한 인간적 태도가 항상 핵섬적인 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에

서도 희생에 대한 각오가 요구된다는 것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자기

포기라는 동일한 덕목이 기독교적인 순종이라는 의상을 입고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국

민이 감당해야할 전쟁을 들뜬 정치 분위기 속에서 호전 사상을 고취힐 것이 아니라， 정

치적 조처에 대한 실망을 인내하도록 하여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된

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처럼 문학은 변함 없이 정치의 미화라는 상위 전술의 하수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패전이 임박한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우고 있는 제6군단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영웅

(Heiden)'’ 및 전사자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하게 하였던 나치 정권의 태도가 그 단적인

예이다. 괴링도 연설 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들의 전투(gr6Bter Heroenkampf)"라는 말

을 사용하여 문학이 정치 미화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였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었던 전투를 옳은 영웅시를 알고 있으며， 그 이름은 「

니벨풍엔의 전투 Der Kampf der NibelungenJ 입 니다 그들도 또한 불과 화염으로 가득 찬

전장 속에 서 있었으며 자신들의 피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까지 싸웠

습니다. 그 전투는 오늘도 그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천년이 흐른 후에도 모든 독일인

들은 여전히 성스러운 전율을 느끼며 그 전투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우

리 모두는 난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승리는 그곳에서 결정되었던 것임을 회상할 것입니

다 21 )

21) Zit. in: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a.a.O. , S. 495.



독일 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 165

나치 문학의 드라마 작가에는 쿠르트 랑엔베크와 「프로이센의 숙녀들 Die

PreuBen• Dramen, 1934/37J 을 창작한 한스 레베르크(Hans Rehberg) 등이 활동하였다.

2.4. 내부망명 (I nnere Emigration) 문학

나치의 정치적， 문화예술적 탄압에 대항하여 작가들은 국내에서 또는 해외로 망명하

여 나치체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였다. 내부 망병은 망명 CExiD에 대한 반대개념으

로 이미 1930년대에 쓰기 시작한 용어 이다. 프랑크 티스 (Frank Thiess, 1890 - 1977)

에 의하면 이 개념은 1933년과 1945년 사이의 나치 지배 체제 하에서 통제와 검열이라

는 문화 정치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내부로 망명한 개인이나 그룹을 의미한다. ‘내부’라

는 말은 한편으로는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의식의 내면 지향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로부

터 벗어나서 자기 내부로， 정선적인 것으로， 혹은 순수 예술로 침잠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내부’는 지역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일에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의 망명 포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라인홀트 슈나

이더 (Rei바lold Schneider, 1903 - 1958) 같은 작가는 조국애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나는 내 민족하고만 살 수 있다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민족의 길을 걷고 싶고，

걸어야만 한다. C.') 독재 하에 있는 나라에 정신적인 영향력을 외부로부터 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설이다.22)

이라한 내부 망명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의 태도나 정당이나 교회 그라고 노동조합 등을 통해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던 집

단의 태도와 구분이 된다.

내부 망명은 제3제국 시기의 또 다른 생존 형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면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로 후퇴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이르기까지 그 스

펙트럼이 매우 넓다. 이러한 생존 방식의 정치적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확고한 정치적 주의 주장을 감추띤서 저항과 침묵 사이를 부

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텔젠 (Ketelsen)과 같은 학자는 이들의 작품이 반파시즘 투쟁

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에 정치적으로 저항한 부류에는 속할 수 없다고 말한

다.앙) 그리고 이들은 사회 현실과 정치 현실을 개혁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인 극복

의 차원에 머물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루콤스카-보로흐 (Lukon1ska-VVoroch)는 내

부 망명의 문학이 현실 의식의 부재로 현실로부터 종교성， 단순성， 비정치성으로 도피한

22) Vgl. Walther Killy : a. a. 0., S. 436ff.
23) Vgl. Ebd., S. 43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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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벤노 폰 비제(Benno von Wiese)같은 학자는 내부

망명 문학에 대한 비판들은 주로 1931년에서 1941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세대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이 세대는 실제로 이 작품들이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체험하지 못

한 약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한다.

내적 망명 개념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적언 그리고 휴

머니즘적인 입장에서 나치에 거리를 두었던 나이가 든 작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

러므로 베르너 베르겐그윈(Werner Bergengruen), 한스 차로사(Hans Carossa), 게르트

루트 폰 르 포르(Gertrud von Le Fort) , 빌헬름 레만(Wilhelm Lehmann), 오스카 뢰르

케 (Oskar Loerke), 루돌프 알렉산더 슈뢰더(Rudolf Alexander Schroder) , 이나 자이델

(Ina SeideD, 프랑크 티스(Fra따\: ThieS, 1878 • 1968), 에른스트 비해르트(Ernst

Wiechert) 그리고 요헨 클레퍼(Jochen Klepper)와 같은 작가들이 내부 망병 작가로 분

류된다.

이들은 19세기 문학 형식과 감각적 형상화를 지켜나가면서 제3제국 시기에 넓은 독자

층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나치에 대한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보여주

고 있다. 그들의 작품 내용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지하지

않고 내면 세계로 몰입하고 있다. 이것은 나치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고， 나치 치하에

서 실존을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저항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였

다는 것은 나치에 대한 거리감의 표시이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 세계에 반대되는 세계를 희구하는 젊은

작가들이 또한 내적 망명의 범주에 속한다. 헤르만 슈테어(Hermann Stehr, 1864 •

1940), 콘라트 바이스(Konrad WeiS, 1880 - 1940), 라인홀드 슈나이더 (Rei띠lold

Schneider, 1903 - 1958), 슈테판 안드레스(Stefan Andres, 1906 - 1970)와 같은 작가가

여기에 속한다.

이 작가들은 하나같이 모두 작품을 통해 나치 체제에 대항하는 정신적인 반대 입장을

표방하였다. 특히 역사 소설의 형식을 빌어 나치를 청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체제를 비판하는 작품을 노골적으로 출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를 숨겨야만 했었다.

1933년 이전에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1945년 이후에야 세인의 주목을 받은 작가

들도 넓은 의미의 내적 망명의 작가에 포함된다. 권터 아이히 (GUnter Eich), 페허 후헬

(Peter RucheD, 파울 첼란(Paul Celan), 볼프강 콰펜(Wolfgang Koeppen), 마리 루이제

카슈니츠(M따ie Luise Kaschnitz) 등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주

관적인 내면에 천착하는 독자적인 형식 언어에 치중하고 있어서 나치에 대한 비판이 희

석되어 있다. 즉， 이들 작가들이 자기 자신의 세계나 자연 속에 침잠하는 것을 저항의

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저항 행위가 아니라， 현실 세계로부터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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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도피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마리 루이제 카슈니츠， 권터 아이히， 페터 후헬， 호르스트 랑에(Horst

Lange) , 헤르만 렌츠(Hermann Lenz), 한스 에리히 노자크(Hans Erich Nossack, 1943

1977) 그리고 오이겐 고트로프 빙클러(Eugen Gottlob Winkler)와 같은 몇몇 작가들은

실존주의의 방호벽 뒤에서 내적 망명을 시도한 작가에 속한다. 이들에 의해 수행된 실

존주의는 아데나워 시기의 문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나치와의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

던 몇몇 작가들도 내적 망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헤르트는 강제수용소에 수용되

었으며， 클레퍼는 자살을 기도했고 레크 말레체벤(Reck← Ma11eczewen)은 강제 수용소에

서 암살을 당하였다.

한편 1945년 이후， 자신들을 내적 망명작가라고 칭한 고트프리트 벤이나 에른스트 렁

어 (Ernst JUnger)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벤의 경우에는 1933년 나치 정권의

등장을 열렬하게 환호하였고 반나치 작가의 숙청 작업에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그의

경우를 내적 망병으로 볼 수가 어렵지만， 후에 나치와 걸별하고 의무 장교로 엽대한 것

을 고려한다면 내적 망명 작가로 간주할 수 있다. 벤의 이라한 내적 망명을 귀족주의

형태의 망명이라고 경시하는 경향도 있다. 굉어의 경우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나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자신의 책임올 원칙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내적 망명의 작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나치가 등장한 후에 <프로이센 예술원>

에서 자진 탈퇴한 것을 고려한다면 내적 망명 작가에 포함될 수 있다.

내적 망명 작가들이 선호한 문학 형식으로는 역사적 위장 소설이다. 위장 기법은 간

접적인 진술과 암시륜 통해 현 상황을 암시하변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 위장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베르겐그뭔의 「독재자와 심판 Der

GroBtyrann und das Ge괴cht， 1935)J과 요헨 클레퍼의 「아버지 Der Vater 1937) J 그라

고 프랑크 티스의 「악마의 제국 Das Reich des Damonen, 1941J 등이다.

그러나 이들 작가들의 의도와는 달리 베르겐그훤의 소설은 나치에 의해 중세의 분위기

를 풍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도자 소설”로 찬양되었고， 클레퍼의 소설은 그 자신이

“현재 상황의 찬양이 아닌， 비판”이라고 자평(自評)하고 있지만 역시 나치에 의해 찬사

를 받아 제국 군인 모두가 이 소섣을 읽도록 권장되었다.

그러고 비헤르트의 소설 「단순한 삶 Das einfache LebenJ은 자연 속에서 삶의 평정

을 찾는다는 주제 때문에 나치의 자연 친화 운동에 공현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들 작품들의 대중들의 인기도 대단하였다 r독재자」는 수년 사이에 10만 권 대의 판매

부수를 올렸고 r아버지」는 출간된 지 2개월만에 재판에 돌입하였고 r단순한 삶」도

1939년에서 1942년 사이에 25만 권이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들 작가의 작품들은 후대에 와서 무력한 반파시즘의 표현이고， 독일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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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토마스 만과 같은 작가는

내부 망명의 저항 문학적 성격을 부인하고 가치가 없는 작품이라고 비난하였다.

2.5. 망명문학 (Exilliteratur)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좌파로 분류된 지식인들， 출판인들， 작가들， 유대인들 그라

고 반냐치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하여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떠나 다른 국가로

망명을 가기 시작하였다. 1933년 2월 제국 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베르톨트 브레히

트， 안나 제거스(Anna Seghers) 와 요하네스 로베르트 베허(Johannes Robert Becher,

1900 - 1983)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작가들 이외에도 리온 포이히트방어， 하인리히 만

(Heinrich Mann) , 아르놀트 츠바이크(Arnold Zweig, 1887 - 1968)와 같은 좌파 자유주

의 적 작가들 그리고 토마스 만(Thomas Mann) , 그의 아들 클라우스 만(Klaus Mann,

1906 - 1949) 그리고 알프레트 되블린(Alfred Doblin) 과 같은 시민적 공화파들도 독일을

떠났다.

이와는 반대 현상으로 1935년 9월 인종법 이 발효되 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 관한 법적

토대가 어는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유대인 망명자들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

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1938년 11월 유대인 학살이 시작된 후에는 인종 박해를 받는

유대인 인사들의 망명 대열이 줄을 이었다.

처음에는 망명자들이 독일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망명지로 택

하였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럴란드， 체코 등 독일과 인접한 지역으로 망명하

였다. 그러나 무송리니의 파쇼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피하였다. 이들

이 망명한 지역은 주로 프랑스 파리， 남프랑스의 사나리←쥐르 메르(Sanary-sur-Mer)，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였다. 망명은 문학 독

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작가들에게 고립과 고독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망명 작가들은 문학의 정치화라는 두드라진 경향을 나타내면서

문학이 가진 정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문학 잡지를 창간하였다. 1933년 9윌 프라하

에서 <새 독일 잡지 Neue deutsche Blatter>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 잡지의 출판

위원은 안나 제거스， 오스카르 마리아 그라프(Oskar Maria Graf), 비일란트 헤르츠펠데

(Wieland Herzfelde, 1896 - 1988), 얀 페테르젠(Jan Petersen, 1906 - 1969)과 같은 마

르크스주의자들이 다수였다. 이 잡지는 망명 작가들을 공동의 투쟁으로 집결시키고 문

학적， 비판적 언어를 통해 파시즘과 투쟁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파시즘의 폭정

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프롤레타리아뿐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클라우스 만은

망명 잡지 <모임 Die Samm1ung>을 1933년에 창간하여 서로 입장이 다른 작가들의 파

시즘에 대한 공동 투쟁의 장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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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잡지는 <새 독일 잡지>에 비해 정치적 입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나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비정치적인 작가 등 다양한 집단을 결집하는 장

이 되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작가와 이론가는 1937년에서 1940년까지 토마스 만에 의해

발행된 망명 잡지 <중용과 가치 MaB und Wert>를 중심으로 모였다. 예술은 현 상황

을 변화시킬 힘이 없고 투쟁의 목적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 맞서

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집합체인 예술이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들은

펼쳤다.<중용과 가치>의 창간호에서 토마스 만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예술가가 되려고 한다. 야만에 반대하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 중용을 존중하고

가치를 옹호하고자 한다. 자유와 용맹을 사랑하고， 편협함과 잡동사니 같은 신조를 경멸한

다‘24)

1936년 모스크바에서는 잡지 <말 Das Wort>이 창간되었다. 이 잡지의 창립 회원은

멘마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베르툴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남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리온 포이허트방어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

던 독일 공산당(KPD)원언 빌리 브레텔(Willi Bredel, 1901 - 1964)과 같은 작가들이었

다. 이 잡지를 통하여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표현주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제3제국의 합병 정책과 침략 전쟁으로 인접국이 독일에 합병되자 망명 작가들은 점점

더 먼 지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미국이 가장 선호되는 망명국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원은 미국의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멕시코를 위시한 남미를 망명국으로 정하였

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영국 그리고 스웨덴만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망명 작가들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망명 작가들 중에 도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작가로서 침묵했거나 비정치적인 태도를

보인 작가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철저하게 반파시즘의 대열에 합

류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당파 투쟁에 대해 초연하였던 지식인들도 망명 생활

을 통하여 태도가 바뀌었다 이라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만이다. 그는

「비정치인의 고찰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 1918J 에서는 보수， 반동의 세계관

을 펼쳤지만，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다가 망명 시절에

는 반파시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망병 작가들은 나치에 대해 처음에는 격앙

된 감정을 가졌지만， 나치 체제가 조만 간에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점차 냉철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이들은 독일 파시즘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반파시즘 투쟁이 어떻게 제계화되고 조직

화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작가와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

24) Vgl. Walther Ki lly: a. a. 0. , S. 274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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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냉철한 의식의 결과로 망명 작가들은 문학의 과제를 사회

계몽과 나치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일 현실을 외국에 호소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

으로 정하였다.

망명 작가들의 반파시즘 투쟁을 조직화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작가

들의 망명 잡지 창간이었다. 1933년에서 1950년 사이에 독일 망명 작가에 의해 창간되

었거나 발행된 잡지는 400여종이 넘었다. 하인리히 만의 표현대로 “침묵하게 된 민중의

목소리”인 잡지들이 바다 건너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에서 잡지 <자유 독엘

Freies Deutschland>이，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잡지 <독일 잡지 Deutsche BUitter>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잡지 <또 다른 독일 Das andere Deutschland>이 발간되었다.

가장 중요한 독일어권 잡지로는 1934년 뉴욕에서 창간된 <건설 Aufbau>이었다.

반파시즘 공동 투쟁의 또 다른 방향은 ‘인민 전선 (Volksfront)’에 관한 구상이었다.

1934년 모스크바의 소련 작가 총회에서 요하네스 R. 베허는 망명 작가들에게 광범위한

반파시즘 동맹을 결성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1935년 제7차 세계 코민테른 회의 eVII.

KongreB der Kommunistischen Intemationale)에서 인민 전선 이념이 표어로 채택되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와 급진 민주주의 작가들이 국제적인 반파시즘 작가

연맹을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하인리히 만이 이러한 ‘인민 전선’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망명 중에 그의 문학적 활동은 ‘인민 전선’ 결성이었다. 그는

독일 ‘인민 전션’만이 히툴라에 반대하는 인민을 결속시컬” 수 있으며， 독일 ‘인민 전션’

만이 똑일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확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인리히 만과 다른 작가들의 심혈에도 불구하고 공산당(KPD)과 사민당(SPD)의 분열

때문에 1937년 인민 전선 정책은 끝나버 렸다.

망명 작가들은 독자와 문학 시장을 빼앗겨 버리고 독일 이외의 문학 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망명 작가들은 작품을 창작할 때부터 번역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소설은 서정시와는 달리 중요 내용을 상실하지 않고 번역될 수 있었으며，

또한 소설은 드라마와는 달리 무대와 관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중에서 소설이 가장 선호되었다. 망명 소설이 다룬 주제에 따라 망명 소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에 관한 소설: 이 부류에 속한 소설은 나치 하의 삶을 묘사하는 현실 소설과

바이마르 공화국 속에서 ‘제3제국’의 태동을 묘사하고 있는 시대 소설들이다. 이러한 독

일에 관한 소설은 무엇보다 1933년에서 1939년까지 망명 작가들이 먼 곳으로 이민을 가

지 않고 인접국들에 망명해 있을 동안에 대부분 창작되었다. 주제를 세분하여 분류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종말과 독재의 대두를 다루는 소설 (리온 포이히트방어의 「오페르

만 형제자매 Die Geschwister Oppermann, 1933J ), 불법적 저항 장편 소설 (빌리 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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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Willi Bredel의 「너의 낯선 형제 Dein unbekannter Bruder, 1937J ), 제3제국을 묘사

하는 장편 소설 (안나 제거스의 「제7의 십자가 Das siebte I상euz， 1937/39J ), 제3제국

의 태동에 관한 장편 소설 (요하네스 R. 베허의 I이별 Abschied, 1940J ) 등이 있다.

* 망명에 관한 소설: 망명 상황 자체를 다루는 소설은 망명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

각하였던 망명 작가들이 망명의 생활이 예측 불허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시작한 1936년

이후에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하인리히 만의 「한 시대를 시찰하다 Ein Zeitalter wird

besichtigt, 1946J, 리온 포이히트방어의 「망명 Exil 1939J 그리고 안나 제거스의 「경

유 Tranzit, 1939/41J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 역λ} 장편 소설: 역사 장편 소설은 망명 동안에 작가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생겨났다. 1935년이 래 망명지에서 출판된 산문 작품의 대다수가 역사적 장르에 속

하고 있다. 역사적 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시사 문제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파시즘적인 경향을 역사적 재료 속에 새겨 넣어 과거를

빗대어 현재를 비판하였다. 망명 작가들은 현실을 역사 사건과 대비시켜 현실을 풍자적

으로 폭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던 것이다. 리온 포이히트방어의 「요셉 3부작

Josephus-Trilogie, 1932/45J ,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 Joseph und seine

Bruder, 4부작으로 1926/42J , 하인리히 만의 「헨리 4세의 젊은 시절 Die Jugend des

Konigs Henri N. , 1935J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시대를 결산하는 장편 소설: 망명 말기에 생겨난 장편 소설로서， 여기에는 시대 말

이나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한 시대의 분기점에 대한 증언이 표현

되어 있다. 과거의 역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 시대의 경힘을 시민

시대의 전체 모습과 혼합하여 종말을 고하려는 시대를 결산하고 그 시대를 회고하고 있

다. 슈테판 츠바이크(Stef:뻐 Zweig)의 「어제의 세계 Die Welt von gestem, 1944J , 토마

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독일의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뀐의 생

애， 3부작 Doktor Faustus. Das Leben des deutschen Tonsetzers Adrian Leverk때n，

erz값lIt von einem Freunde, Trilogie, 1947J , 빌리 브레델(Willi BredeD의 「친척과 지

인， 삼부작 Verwandte und Bekannte , Trilogie, 1943/53J 등이 이에 속한다.

망명 작가들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역사적， 신화적인 소재를 다룬 문학과 다른 한편으

로는 현실의 일상 정치를 다룬 문학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쿠르트 힐러 (Kurt

돼ner， 1885 • 1972)는 역사적인 소설을 반대하고 현 시대에 근접한 망명 문학을 옹호

한 반면에， 게오트크 루카치 (Georg LUCQcs, 1885 - 1971)는 신화적 소재를 가공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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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설을 창작하여 시민적 사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자고 제의하였다. 포이히트방어와

되블린 같은 작가들 역시 역사적 소설을 망병 문학의 대표적언 장르로 규정하면서 망명

기간중의 생존 경험을 그려내는 데 가장 적합한 문학 형식으로 간주하였다.

시 장르 역시 망명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문학 형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 장르

에서는 망명이 나치 체제를 넘어서는 초시대적인 경험으로 묘사되었다. 즉， 망명을 나치

에 의한 특정한 시기의 위협과 개인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묘사하기보다는 내면

적인 정신태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m. 결 론

자연주의의 물질적 현실 모사(模寫)와 인상주의의 외적이고 감각적 인상 모사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등장한 문예사조인 표현주의는 변화된 세계 속에서 삶(Dasein)을 위협당

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 주며， 정션을 구속하는 전통 양식을 파괴하여

정선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기계 문명의 위력 앞에서 그리고 권력욕의 위험 속에

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문학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 운동을 실천하려고 하는 표현주의자틀은 인간의 삶을 지매하기 시작한

기계 문명에 반감을 표하며 이라한 기계 문명에 자긍심을 표하는 시민 정선에 반기를

들고， 인간 개혁을 추구하변서， 추상성을 지향하고， 행식의 원칙에 구애를 받지 않으려

고 하며， 전형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으며， 환희와 절망에 탐닉하여 사물을

과장되고 괴기(怪奇)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 시기에 대두된 정치적 위기

와 서구 문명에 대한 위기감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므로 야즙 판 호디스(Jacob van Hoddis, 1887 • 1933)와 같은 표현주의 시인은

세계의 몰락을 예언자적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환상을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1910년에 창작되어 나온 그의 시 「세계의 종말 WeltendJ은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시로 평가받았다.

세계의 종말

시민의 뾰족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려가고，

바람 이는 소리 절규처럼 들리는데，

기와장이 떨어져 두 동강이 나는구나.

• 신문을 보니 - 해안에는 해일이 일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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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이 몰려오네， 바다를 세차게 일렁거려

붙을 내리치고， 방파제를 부셔버리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감기에 걸렸고.

기차들은 철교(鐵橋)에서 떨어져 내리네 .25)

표현주의자들이 문학 강령으로 표방한 것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현실’， ‘새로운 인

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에토스’，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등이었다. 표현주의 문학 운동

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념적 이상(理想) 때문에 표현주의의 개념을 규정

하기는 매우 어려워 표현주의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불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

니라 단 기간에 종말을 고한 문예 사조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지도 인사들은 이념과 행동

의 불일치를 보여 흔란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대두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정신적， 문화적인 생활의 다양화를 촉진시겼다. 그 결과 예술 분

야에서는 풍요롭고 창조적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바이마르 공화국 문화의 상당 부분은 긴장과 대립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양식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

만， 자유롭고 다양한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이 시기에 비로소 찬란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제3제국의 문학은 이념적으로는 19세기의 보수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후기 낭만주의나 향토 문학 운동을 이어 받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치문학은 전적으

로 창조적인 새로운 문학이 아니라， 전통을 모방한 아류 문학으로 볼 수 있다. 즉 나치

문학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나타날 때， 사회 현실 속의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벗어나

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문학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답습한 것이다. 문명에 대

한 적대감， 종족 이데올로기， 반유대주의， 집단주의， 제국과 총통 찬양 등은 나치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적인 특성 이외에도 나치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태도 역시 나치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열거될 수 있다. 투쟁 정선， 희생 정신， 총통과

죽음에 대한 찬양， 고향 예찬 등이 나치 문학의 정치적 태도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25) Dem BUrger fliegt vom spitzen Kopf der Hut,
In allen Lliften hallt es wie Geschrei,
Dachdecker sttirzen ab und gehn entzwei
Und an den Klisten • liest man • steigt die Flut.

Der Sturm ist da, die wilden Meere hupfen
An Land, urn dicke Damme zu zerdriicken
Die meisten Menschen haben einen Schnupfen.
Die Eisenbahnen fallen von den Bm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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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미학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나치 문학이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될 만한 독자

적인 문학 장르를 산출해내지 못했다거나 문학의 형식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나치의 지원을 받은 문학은 ‘집단 합창극’과 함께 ‘피와 땅의 문학(Blut und

Boden-Dichtung)이다 ’피와 땅의 문학‘은 나치 체제하의 정치적， 민중적 경향을 지닌 향

토 문학 (Heirnatdichtung)과 농민 문학 (Bauemdichtung)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피와 땅의 문학’에서 ‘피’는 순수 혈통을 구실 삼아 타민족을 배척하는 나치의

인종 차별 이데올로기와 직결되었고， ‘땅’은 토속성과 농부 계층의 의미를 넘어서 영토

확장의 망상과 직결되어 있었다.

나치 체제에 순응하지 못한 작가들은 내부 망명의 길을 걸었다. 내부 망명은 망명

(ExiJ)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이미 1930년대에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개념은 1933년

과 1945년 사이의 나치 지배 체제 하에서 통제와 검열이라는 문화 정치적 조치를 피하

기 위해 내부26)로 망명한 개인이나 그룹을 의미한다

이려한 내부 망명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논 나치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의 태도나 정당이나 교회 그리고 노동조합 등을 통해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던 집

단의 태도와 구분이 된다. 내부 망명은 제3제국 시기의 또 다른 생존 형식을 의미하였

다. 그것은 내면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로 후퇴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적

인 저항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내부 망명 자가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나지에 거라를 두었던

나이가 든 작가들이 이 법주에 속한다. 이들은 19세기 문학 형식과 감각적 형상화를 지

켜나가면서 제3제국 시기에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나치에

대한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작품 내용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망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지하지 않고 내면 세계로 몰입하고 있다. 이것은 나치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고， 나치 치하에서 실존을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신

적으로 저항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였다는 것은 나치에 대한 거리감의 표시이다 내적

망병 작가들이 선호한 문학 형식으로는 역사적 위장 소설이다. 위장 기법은 간접적인

진술과 암시를 통해 현 상황을 암시하면서 겸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좌파로 분류된 지식인들， 출판인들， 작가들， 유대인들 그리고

반나치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하여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떠나 다른 국가로 망

명을 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망명자들이 독일과 정계를 접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망병지로 택

26) ‘내부’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의식의 내면 지향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

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내부로， 정신적인 것으로， 혹은 순수 예술로의 침잠”을 의마한다‘ 다른

한편으로 ‘내부’는 지역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일에 남아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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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멀란드， 체코 등 독일과 인접한 지역으로 망명하

였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파쇼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피하였다. 이들

이 망명한 지역은 주로 프랑스 파리， 남프랑스의 사나라→쥐르-메르 (San따y-sur-Mer)，

네멀란드의 암스테르담，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였다. 망명은 문학 독

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작가들에게 고립과 고독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망명 작가들은 문학의 정치화라는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내면서

문학이 가진 정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문학 잡지를 창간하였다.잉)

제3제국의 합병 정책과 침략 전쟁으로 인접국이 독일에 합병되자 망명 작가들은 점점

더 먼 지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미국이 가장 선호되는 망명국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원은 미국의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멕시코를 위시한 남미를 망명국으로 정하였

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영국 그리고 스웨덴만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망명 작가들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망명 작가들 중에 도피적언 입장을 취하고 작가로서 침묵했거나 비정치적인 태도를

보인 작가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철저하게 반파쇼의 대열에 합류

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당파 투쟁에 대해 초연하였던 지식인들도 망명 생활을

통하여 태도가 바뀌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만28)이다 망명

작가들은 나치에 대해 처음에는 격앙된 감정을 가졌지만 나치 체제가 조만 간에 와해되

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점차 냉철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발맞

추어 이들은 독일 파시즘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반파

시즘 투쟁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는지률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작가와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냉철한 의식의

결과로 망명 작가들은 문학의 과제를 사회 계몽과 나치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일 현실

을 외국에 호소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정하였다

망명 작가들은 독자와 문학 시장을 빼앗겨 버리고 독일 이외의 문학 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망명 작가들은 작품을 창작할 때부터 번역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소설은 서정시와는 달리 중요 내용을 상실하지 않고 번역될 수 있었으며，

또한 소설은 드라마와는 달리 무대와 관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중에서 소설이 가장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1933년 9월 프라하에서 <새 독일 잡지， Neue deutsche Blatter>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클

라우스 만은 망명 잡지 <모임 Die Sammlung>을 1933년에 창간하였으며， 1937년에서 1940년

까지 망명 잡지 <중용과 가치 Mal3 und Wert>가 토마스 만에 의 해 발행되 었고， 1936년 모스

크바에서는 잡지 <말 Das Wort>이 창간되었다.

28) 토마스 만은 「비정치인의 고찰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 1918J 에서는 보수， 반동의

세계관을 펼쳤지만，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다가 망명 시절에

는 반파시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176 師 大 論 옳 (65)

참고문헌

Arnold, Armin : Die Literatur des Expressionismus. Sprachliche und thematische

Quellen, Stuttgart 1966.

Bark, Joachim u. Dietrich Steinbach und 돼ldegard Wittenberg (Hrsg.) :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Ernst Klett Sch띠buchverlag ， Stuttgart 1989

Best , Otto F.: Handbuch literarischer Fachbegriffe, Fischer Taschenbuch Verlag ,

Fra마auπ/a.M. 1994

Best, Otto F. (Hrsg.) : Neue Sachlichkeit, Literatur im "Dritten Reich" und im Exil,

1979.

Biographien und Bibliographien zum Expressionismus, in: Expressionismus. Hrsg.

von H. Friedmann und O. Mann. Heidelberg 1956, S. 351-362

Bottcher, Kurt und Hans J디rgen Geerdt : Kurze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lk und Wissen Verlag , Berlin 1987

Borchmeyer, Dieter (Hrsg.) : Moderne Literatur in Grundbegriffen , Max Niemeyer

Verlag, Tubingen 1994

Caemmerer, Christiane (Hrsg.) : Dichtung im Dritten Reich? 2ur Literatur in

Deutschland 1933 - 1945, Opladen 1996.

Conze, Werner und Volker Hentschel (Hrsg.) : Deutsche Geschichte, Verlag Ploetz,

Freiburg 1979

Denkler, Horst: Das Drama des Expressionismus, in: Expressionismus als

Literatur. Hrsg. von W. Rothe. Bern und M디nchen 1969, S. 127•152

Denkler, Horst: Sache und Stil. Die Theorie der "Neuen Sachlichkeit" und ihre

Auswirkur땅en auf Kunst und Dichtung. In: Wirkendes Wort 18. 1968. S.

167-185.

Elfe, Wolfgang (Hrsg.) : Deutsche Exilliteratur, Literatur im Dritten Reich : Akten d.

2. Exilliteratur-Symposiums der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Bern 1979

Gay, Peter: Die Republik der Auβenseiter. Geist und Kultur in der Weimarer Zeit

1918-1933. Frankfurt a.M. 1987.

Geerdt, Hans J디rgen (Hrsg.) :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einem Band, Volk und

Wissen Volkseigner Verlag , Berlin 1971

Grimm, Gunter E. und Frank Rainer Max (Hrsg.) : Deutscher Dichter, Bd. 6 u. Bd.

7, Philipp Reclam jun, Gmbh & Co, Stuttgart 1991



독일 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 177

Gunther und Irmgard Schweikle (Hrsg.) : Metzlerlexikon, ]. B. Metzlerische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1990

Guthke, Karl Siegfried: Das Drama des Expressionismus und die Metaphysik der

Enttauschung, in: Aspekt des Expressionismus. Hrsg. von Wolfgang

Paulsen. Heidelberg 1968, S. 33-58

Herbert A. und Elisabeth Frenzel: Chronologischer AbriB der deutschen Literaturges

chichte,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8.Aufl., Munchen 1994

Jens, Walter (Hrsg.) : Kindlers neues Literaturlexikon, Kindler Verlag , Munchen 1989

Killy, W려ter (Hrsg.) : Walter Killy Lexikon, Werthesmann Lexikon Verlag, Munchen

1988~1991

Kohlschmidt, Werner und Wolfgang Mohr: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

chichte,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77

Kunze, K. & H. Oblander: Grundwissen Deutsche Literatur, 조창섭 역 , 남명문화사，

서울 1986

Lethen, Helmut: Neue Sachlichkeit. In: Alexander von Bormann, Horst Albert

Glaser (Hg.). Deutsche Literatur. Eine Sozialgeschichte. Band 9. Reinbek

bei Hamburg 1983. S. 168-179.

Literatur im Dri tten Reich. Texte und Dokumente. Hrsg. v. Graeb-K. , Sebastian,

2001

Lutz, Bernd (Hrsg ,) : Metzler Autoren Lexikon, ]. B. Metzlerische Verlagsbuc버andlung，

Stuttgart 1986

Nurnberger, Helmuth :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Bayerischer Schulbuch

Verlag, Muchen 1992

Radler, Rudolf(ausgewahlt und zusammengestellt): Hauptwerke der deutschen

Literatur 2, Kindler Verlag, Munchen 1994

Reich, Wilhelm: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Frank furt a.M. 1981.

Rothe, Wolfgang (Hg.) : Die deutsche Literatur in der Weimarer Republik. Stuttgart

1974.

Schoeps, Karl-Heinz Joachim: Literatur im Dritten Reich (1933- 1945), 2000.

Stem, Carola und Heinrich A. Winkler : Wendepunkte deutscher Geschichte 1848•

1990,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r과durt/a.M. ， 1994

Wulf, Joseph (Hrsg.) : Literatur und Dichtung im Dritten Reich: eine Dokumentation,

Fra따<furt;에IL 1989.



178 師 大 論 護(65)

<Abstract>

Zusammenfassung

Eine Studie liber die deutsche moderne Lit er a t ur

Vom Expressionismus zur Literatur im Dritten Reich

Cho, Chang-Sub*

Angesichts des Ersten Weltkrieges waren viele Klinstler mit den

gesellschaftlichen Verhaltnissen unzufrieden und ahnten 버e Katastrophe. Die meisten

Expressionisten glaubten, dab sich die Welt und die Menschheit chaotisch und

unmoralisch entwickeln. So hat sich die expressionistische Literatur dieser Zeit von

traditionellen literarischen Formen abgekehrt und zu den neuen Formen und Themen

hingewendet. Vor allem wollten die Expressionisten durch die Kunst den neuen

Menschen schaffen und damit die neue Welt hervorbringen. Die Sprache des

Expressionismus ist ekstatisch, metaphorisch und betont die Ausdrucksf;삶ligkeit，

Rhythmen.

Die Weimarer Republik nach dem Ersten Weltkrieg stand von Anfang an unter

vielen Problemen. Sie wurde durch die politischen Unruhen und die Inflation,

Arbeitslosigkeit geprag t. In der Weimarer Republik gab es schon einheitliche

kulturelle Stromungen nicht mehr. Die Weimarer Kultur \\띠rde durch die

Massenkultur wie Film, Rundfunk und Schallplatte s떠rk geprag t. Der

Expressionismus wirkte noch weiter, aber die Tendenz der Neuen Sachlichkeit hat

sich schon durchgesetzt. Die Neue Sachlichkcit hat den Gegenstand sachlich und

objektiv dargestellt. So wurden Fakta und Dokumente bevorzug t. In der Literatur

der Weimarer Republik waren die zeitgeschichtlichen Romane, Klinstlerbiographien

und die sozialkritischen Dramen von Bedeutung. Durch diese literarischen Formen

konnten die geschichtlichen Ereignisse angemessen und objektiv dargestellt werden.

Wahrend des Drit ten Reiches waren die Lebens- und Arbeitsbedingungen fur

Schriftsteller sehr fatal. Von Zensur und politischer Verfolgung konnten sie nicht

befreit werden. So haben sich die meisten Autoren schnell der nationalsozialistischen

*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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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turpolitik angepasst. Fiir die Literatur des dritten Reiches waren das Thingspiel

und die “Blut- und• Boden"- Literatur charakteristisch. Vor allem hatten diese

literarischen Formen das Ziel, nationalsozialistische Ideologie zu verbreiten. Der

Krieg und das gesunde bauerliche Leben wurden glorifizieπ.

In diesem bedrohlichen Zustand blieb nur wenigen Autoren die innere Emigration

oder das Exil. Der Begriff ‘Innere Emigration’ wurde von Frank ThieB verwendet

und meint die Autoren, die wahrend des Dritten Reiches in Deutschland blieben und

gegentib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Diktatur Distanz zu w，따rren versuchten. Doch

ist diese Klassifizierung und Bewertung der inneren Emigration heute noch

problematisch. Weil die Werke der Autoren derneren Emigration oftmals fiir die

herrschende nationalsozialistische Ideologie miBbraucht wurden.

Autoren, deren Leben unter dem Regime Hitlers bedroht waren, fliichteten haufig

ins Ausland, meistens in die Nachbarstaaten (Osterreich, Frar다rreich， Schweiz,

TschechoslowakeD und in die USA, Siidamerika und in die Sowjetunion. Die

Exil-Autoren haben mit einer klaren politischen Position und kritischen Literatur

gegen die faschistische Ideologie protestiert. Aber das Exil bedeutet fiir die Autoren

einen Zustand wirtschaftlicher Schwierigkeiten. Sie wurden auch von der Last der

Heimatlosigkeit und Sprachlosigkeit erdriickt. So haben nicht wenige Autoren (vor

allem Stefan Zweig, Walter Hasenclever, Walter Benjamin, Ernst Toller, Klπt

Tucholsky) in den Exillandern durch Selbstmord geendet.


